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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선진국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일정단계를 거치고 나면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의비중이증가하게된다. 우리나라도비슷한경로를경험하고있지만, 최근의서비스업관련고용동향을살펴보면도소매및음식·숙
박업종의고용비중이비정상적으로비대지고있으나고용의질적측면에서는매우취약한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의다양한
서비스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사회서비스분야는저출산·고령화시대에빠르게증가하고있는사회적돌봄서비스수요를충족한다
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산업 역보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핵심 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돌봄서비스는여성노동력의비교우위를기대할수있는분야이기도하다. 동분야에종사하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의증가를
촉진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 노인과아동및장애를가진가족원의돌봄부담을사회적으로분담하는기제로서활용됨으로써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촉진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부문이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고용전략적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를

여성 고용창출의 정책수단으로 검토·육성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선택임이 틀림없다. 본 원고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여건진단에서
출발하여여성들에게양질의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방안을제도환경적측면에서조망하 다. 특히, 보육서비스로대표되는아동
돌봄서비스 및 가사·간병서비스를 중심으로 미국, 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
야여성일자리창출방안을탐색해보았다.

사회서비스부문여성일자리창출을위한
주요국가의제도적환경1)

National Case Study on Job Creation and Enhancing Employability for
Women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부연구위원

1) 본 은 박세경·강혜규·김형용·심창학·엄기욱·최은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환경 연구: 주요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년도 정책연구보고서 내용을 요약·발췌하 음을 미리 밝혀두
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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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친화적 복지국가 재편에
따른 사회서비스와 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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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서비스 활성화와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의 선순환 구조

3. 미국, 국, 프랑스의 돌봄서
비스 역의 고용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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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ropean Fou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Employment in social care in
Europe”, Luxembourg, European Communitie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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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안은 비교자료의 기준연도임.

표 1. 미국, 국, 프랑스의 사회여건 비교

미국
국

프랑스
한국

GDP대비 공공
사회지출(’03)

13.3
16.6
28.7
5.7

7.7
9.9
10.3
3.3

296,410
59,989
60,873
48,294

12.4
16.0
16.4
9.1

21.1
30.8
36.9
12.7

GDP대비 서비스 관
련 공공지출(’03)

전체 인구
(천명, ’05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05)

65세 이상 노인 인구
취업율(’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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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레어 정부는 서비스 개혁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사회서비스 현대화(Modernizing Social Services, ’98)」, 「지방정
부의 현대화(Modernizing Local Government, ’98)」, 「정부현대화(Modernizing Government, ’99)」, 그리고「강력하고 번
하는 지역사회(Strong and Prosperous Communities, ’06)」등을 발표하 음.

4) 김용득, 『1990년 이후 국 커뮤니티케어의 전략과 기제-이용자 참여의 쟁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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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국,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관련 동향 및 관련법

국가

미국

사회서비스 관련 동향
최소한의 공공복지 체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 사회서비스 공급
배경:
a) 사회서비스를 민간 자선과 자조적 지역사회봉사의 기능으로 인식
b) 리 서비스 공급조직의 적극적 시장 진출
c) 20만에 이르는 비 리조직과 880만 명의 비 리 부문 인력, 57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d) 특히 사회서비스 부문 비 리부분 고용규모: 157만(’97년 기준)

주요 관련법·제도
메디케어(MediCare): 
서비스 비용상환 정책
(Reimbursement Policy)
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Social
Service Block Grant)
지역사회서비스포괄 보조금
(Community Service Block Grant)

국

- 사회서비스와 대인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대상별
돌봄서비스 공급의 법적 근거를 구분하고 있으며, 아동 vs 성인(노인)
돌봄서비스 공급에 있어 지방정부의 강력한 재량권 인정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서비스 관련 정책의 주요골자 및 공급자 기본 자격기준, 소
비자 권리 보장, 서비스 국가표준 제시

- 이용자 참여를 강조하고 대인 사회서비스(돌봄서비스) 계획과 전달에
있어 적극적 관리기제의 도입

국민보건서비스와지역사회보호법
(NHSCCA)
지역사회보호와직접지불에관한법
(CCDPA)

프
랑
스

- 임금생활자 및 그 가족을 주요 보호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및 실업부
조 체계 구축

- 최저생활수준의 소득보장을 위한‘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
- GDP 대비 전체 공공사회지출 비율: 28.5% 중에서(’03년 기준)사회서
비스 관련 지출(2.0%), 보건서비스 관련 지출(7.2%)

지방화법: 
중앙 사회활동국(DGAS)
광역자치단체 위생및사회문제국
(DRASS)
기초자치단체 사회활동기초센터
(CCAS) or 사회활동기초자체통합지방
센터(C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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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안은 총 고용자수 대비 여성 고용자 비율임.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각년도.

표 3. 미국의 사회서비스부문 여성 고용 증가 추이
(단위 : 천명, %)

2006.5
교육분야
보건분야
사회적 원조 서비스
총 고용자 수
여성 고용자 수

2,906
12,565
2,304
17,775

13,786(77.6)

2,995
12,927
2,376
18,298

14,229(77.8)

88.5
434.9
72.2
595.6
443

3.0
2.9
3.1
3.0
3.2

2007.5 증가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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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당해연도 국의 전체 고용율은 44% 음.
2) other childcare occupations은 childminders, family center workers, nannies, playworker 등을 포함한 것임.

자료: Care Work: Mapping of care services and the care workforce, 2001.

표 4. 국 돌봄서비스 역의 표준 직업코드별 고용 현황

돌봄 직업코드 종자자 수 전체 고용율 대비 비율1)

아동 돌봄서비스

성인 및 노인 돌봄서비스

nursery nurses
playgroup leaders
educational assistants
other childcare occupations2)

houseparents/matrons
계

assistant nurses/nurse auxiliaries
care assistants/attendants

계

111,410
27,270
154,129
264,507
71,249

628,565
156979
517893
674,872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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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 근로의 새로운 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는 12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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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 Beynier et al. 2005: 3의 표를 토대로 재정리

표 5. 프랑스의 사회적 직업 분류

역 범위(직업) 관련 직업명

사회부조

특수교육

엔터테이먼트
보육

사회서비스보조사(AS)
사회경제 및 가족상담사(CESF)
사회 및 가족 전문개입가(TISF)
생활 및 가사보조사(AD)
기타 상담가
아동교육가(EJE)
특수 교사(ES)
교육지도교사(ME)
정신건강보조사(AMP)
특수기능교사(ETS)
작업장지도교사(MA)
교육서비스책임자
엔터테이너(강사, Anim)
보육사(AM)

사회보조사, 사회서비스보조사, 학교사회보조사, 기업사회보조사
사회경제및가족상담가, 부부상담가, 가족상담가
사회교육상담가, 사회교육보조사

아동교육가, 아동원예사, 아동원예보조사
특수교사, 청년법률보호교사
교육지도교사
정신건강보조사, 교육건강보조사
기능교사, 특수기능교사
작업장지도교사, 작업장 기능 지도교사
교육서비스책임자
사회문화강사, 지역강사, 사회강사, 여가센터강사
일반 보육사, 가족 보육사, 비공인보육사, 보모, 집단보육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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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onnees INSEE, enquete Emploi 1993~2002, calcul Dress ; D. Beynier et al., 2005 : 4에서 재인용.

표 6. 프랑스 사회적 직업의 고용 추이
(단위: 명, %)

역

사회부조

특수교육

엔터테인먼트
보육

전 체

범위(직업)

사회서비스보조사(AS)
사회경제 및 가족상담사(CESF)
기타 상담가
소계
아동교육가(EJE)
특수 교사(ES)
교육지도교사(ME)
정신건강보조사(AMP)
특수기능교사(ETS)
작업장지도교사
교육서비스책임자
소계
엔터테이너(강사)
보육사(AM)

1993

31,300
4,100
2,100

37,500
6,800
59,700
7,800
8,100
9,700
4,400
2,100

98,600
46,700
183,200
367,000

35,900
5,800
5,300

47,000
10,100
70,100
16,900
12,600
4,200
4,000
3,200

121,100
54,000
261,400
484,100

40,400
4,600
6,400
51,500
12,800
99,100
17,700
24,700
10,100
9,500
3,300

177,100
59,600

308,300
598,800

3
1
13
4
7
6
10
13
0
9
5
7
3
6
6

1998 2002
연증가율

(’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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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단체, 재가근무, 사회보장기구, 기업을 합친 것임. 
자료: donnees INSEE, enquete Emploi 1993-2002, calcul Dress ; D. Beynier et al., 2005: 6에서 재인용. 

표 7. 프랑스 사회적 직업의 고용 구조
(단위: %)

1993∼1995년
성별

연령

지위

계약형태

여성
평균 연령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수습제 및 보조계약
중앙 및 지자체(보조계약제외)
민간무기계약1)

민간유기계약
파트타임

85
39
18
33
32
18
4
40
51
5
29

87
41
15
29
36
21
3
36
55
6
34

86
42
14
27
34
25
3
32
58
7
29

1997∼1999년 2000∼2002년

표 8. 미국, 국,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특성

국가

미국

국

프랑스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특성
사회서비스 고용창출의 쟁점보다는 인력부족과 인력의 질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
- 사회적 원조(social assistance) 역 고용: 18,298천명(’07년 기준)
- 돌봄서비스(personal care and service) 고용: 4,660천명(’07년 기준)

노동집약적 저임금 직종으로 특성상 비공식적 고용계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 돌봄서비스 관련 핵심인력: 922,000명(’04년 기준)
-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관련 고용규모: 216,000명(’05년 기준)
- 광의의 돌봄서비스 인력: 1,598,000명(’04년 기준)
- 여성 고용비율: 아동돌봄 인력의 96%, 재가돌봄 인력의 91%

‘사회활동(action sociale)’사회서비스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사회근로(le travail social)’와 ’사회적 직업(professions sociales)’
사회적 직업(사회부조, 특수교육, 엔터테인먼트, 보육 역) 고용규모: 598,800명(’02년 기준)
- 여성 고용비율: 86%
- 시간제 고용비율: 29%
- 주요소속·활동기관: 재가서비스(23%), 사회서비스시설 및 의료시설(15%), 중앙정부 및 사회보호기구
(2%), 지방자치단체(6%), 광역자치단체(7%), 무소속·개인활동(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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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미국, 국, 프랑스의 아동 돌봄서비스 부문 고용특성

국가 보육서비스 관련 고용특성 주요 자격기준 및 훈련과정

미국

- 보육시설 고용 규모: 1,280천명(’05년 기준-BLS 자료)
- 보육관련 유급 종사자: 2,301천명(’99년 기준-CCCW 자료)
* 사회서비스 시장화·민 화 대표 역: 전체 보육서비스의
41% 민간에서 담당

*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보육시설 종사자 추정 고용증가율
20% 내외, 연간 창출 일자리 수 39,960개

- 주(州)정부별 다양한 자격기준
- 아동발달사 자격증 (Child Development
Associates, CDA): 18세 이상, 480시간
이상 실무경력, 지난 5년간 120시간 이상
보수교육

국

- 보육 및 아동돌봄서비스의 공급은 주로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민간 역을 중심으로 제공
a) 공공부문의 서비스는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제공
b) 14세 이아 아동의 돌봄과 교육, 놀이서비스 제공
c) 대상아동의 연령별, 주요서비스 내용별 직종 다양

- 산만하게 전개되던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체계를 진입단계(induction level) 포함
5급까지로 구분하여 시행: 

- 현장 서비스 제공인력은 보통 2급 내지 3
급 자격증 소지

프랑스

- 보육사(assistnate maternelle): 377천명(’05년 기준)
- 일반보육사 80%, 가족보육사 20%
a) 일반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 보육사 집에서 낮시

간 동안 6세 이하 아동보호
b) 가족보육사(assistante familiale): 24시간 21세 미만 아

동·청소년 보호
- 여성 보육사 비율: 100%, 평균연령 45세, 전일제 고용
72%·시간제 고용 28%

- 일반보육사: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제하지 않음. 단, 광역자치단체 교부 인
증서 필요. 기본이수과정 120시간

- 가족보육사: 예비수습(60시간)과 능력 함
양 교육·훈련과정(240시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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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미국, 국, 프랑스의 가사·간병서비스 부문 고용특성

국가 가사·간병서비스 관련 고용 주요 자격기준 및 훈련과정

미국

- 간병인(nursing aides): 1,262,000명
- 방문간호도우미(home health aides): 57,700명
- 가정봉사원(personal and home care aides):
366,600명
*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가정봉사원 추정 고용증
가율 41%, 연간 창출 일자리 수 39,960개

- 주(州)정부별 다양한 자격기준
-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담당
기관이 준수해야 할 교육훈련 명시

- NAHC: 교육과정 이수(75시간) 시 취득, 의무조항
아님

국

- 돌봄서비스의 대표적 유형: 가사지원(home helps
또는 home care), 재가돌봄인력(home carer)

- 노인 돌봄서비스 부문 고용인력(SOC 2000분류,
’00년 기준): 674,862명

- 여성인력 비율 95%

- 가사·간병서비스를 비롯한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
의 80%가 관련 자격증 소지 않고 있으며, 관련 교
육·훈련 경험 없음
* 국가직업자격(NVQ)제도: ’08년까지 재가돌봄 인
력의 50% 이상이 NVQ 2급 취득 권고

프랑스
- 가사·간병서비스 여성인력 79%, 평균연령 40.5세
- 사회서비스 보조사 중 여성인력 비율 95%
- 시간제 고용 비율: 23%

- 다양한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체계: 320 여개에
달하는 사회적근로 양성 학교(EFTS), 자격증 등급
별, 수준별 차별화된 교육·훈련 및 자격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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