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2.01명)의출산율에접근하고있다.

3) 프랑스는 30대 여성 출산율의 증가로 낮은

연령대여성의출산율감소를상쇄시킨다. 

평균적으로 2004년 현재 27세인 여성은 0.7

명의 자녀를 출산한 반면, 1970년 현재 27세인

여성은 1.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이와는 달리

28세 이상의 여성들은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1

명의자녀만을출산했었지만, 지금은같은연령

대의 여성들이 1.2명의 자녀를 출산한다. 이와

같이, 30대 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그보다 낮은

연령대여성의출산율감소를부분적으로상쇄

하는효과를보여주고있다. 

4) 장래 출산율을 1.9명으로 가정한 최신 인구

예측자료는 연금지출 부담과 같은 고령화

사회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기대

된다.

프랑스 통계청은 최근 조사된 수준인 1.9명

을합계출산율로적용하여새로운인구예측을

발표했다. 종전의예측은합계출산율을1.8명으

로 가정한 바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측면에서

의개선은 2050년까지전체GDP 예산의 0.4%

를절감하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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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및목적

오늘날프랑스는다른유럽국가들과비교했

을 때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

에 속한다. 유럽연합 전체의 평균출산율이 1.5

명에 불과한데 반해,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이

1.9명에육박하고있는것으로집계된다.

한편 GDP 대비 출산장려 관련 예산을 살펴

보면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평균이 2.2%에 그

친데반해, 프랑스는2.6%를기록하고있다. 이

수치만놓고본다면프랑스는유럽연합내에서

8위권에불과하지만, 6세이전의미취학아동대

상보육시설, 소득세감면, 가구구성에따른주

택보조금등전반적인재정적지원제도를감안

하면 프랑스의 GDP 대비 출산장려 관련 예산

순위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대한 가족지원정책이 프랑

스의 높은 출산율 유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

는지는명확히밝혀지지않았으며이에대한총

체적인 연구도 매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여

기서는분석적인접근을통해프랑스의가족지

원정책과출산율의관계를규명해보고자한다. 

2. 프랑스의출산율동향

1) 장기적인출산율저하와‘베이비붐’

20세기 전체를 통해 본 프랑스의 출산율 동

향의특징은다음과같다. 

- 1차세계대전기간중출생자수급감.

- 1차 세계대전 직후 과거의 저출산율 사회

로복귀.

-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산율 급증(‘베이비

붐’).

- 1965~1976년 기간 동안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이후전반적인안정세에진입.

2) 프랑스는현재선진국들중에서가장양호한

출산율을나타내고있다.

현재프랑스의출산율은유럽과OECD 국가

들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에 속한다. 2002년도

합계출산율이 1.88명을 기록하여 유럽연합 국

가들 중에서 아일랜드(1.92명)에 이어 두 번째

로 높은 출산율을 보 으며, OECD 국가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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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그림1. 합계출산율(프랑스, 1901-2004년)



- 은‘allocations familiales’로서둘째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일시불로 지급되며, 막내

자녀가20세에도달할때까지지급된다.

- 소득 평가 절차를 필요로 하는 가족수당

(전체현금가족수당의29%)으로서엄격한

소득기준을 전제로 편부모 가구에 지급되

는 최저소득이나 취학아동을 지원하는 수

당등이이에해당한다.

3) 현물보조 분야에서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뒤처지는양상을보인다. 

프랑스는보육시설이나가족지원을위한특

별사회보장프로그램과같은현물보조제도를

포함할경우지원규모가유럽연합의국가들중

에서뒤처지는면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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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의출산장려정책

1) 프랑스는자녀를둔가구에현금수당을지급

한최초의유럽국가에속한다. 

프랑스의 출산장려 관련 사회보장예산 지출

은총예산의7%를차지하고있으며, 이는유럽

에서 복지 제도가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북유

럽국가들보다도관대한정책을시행하고있음

을보여준다.

2) 프랑스의 가족지원제도는 실제에 있어 매우

관대하며다양화되어있다.

프랑스의 현금가족수당제도는 대표적으로

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 소득보전(전체현금수당의16%)을목적으

로제공하는수당으로서육아휴직기간중

의산모혹은자녀양육을위해직장을그

만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여기에

포함된다.

- 소득 평가 절차 없이 지급되는 기타 가족

수당으로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

(55%)을차지한다. 이중가장중요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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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urostat, OECD

그림2. 선진국합계출산율현황(2002)

자료출처: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그림3. 15~27세, 28세이상, 전체연령군의출산율합계



4) 프랑스에서는보육시설이보편적으로제공되

기때문에보육서비스의제공이제한적이다.

3~5세사이의아동들은부모가원할경우전

원보육시설에수용할수있으며, 심지어2세이

하의유아도28%까지받아들일수있도록하고

있다.

5) 프랑스는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제도를채택하고있다. 

프랑스에서만고유하게시행되는제도인‘가

족비율’(quotient familial)은 소득세율에 통합되

어적용된다. 자녀가추가되면이러한가족비율

에 따라서 일률적인 세금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있다.

4. 프랑스의출산장려정책에서얻을수있
는교훈

1) 재정적 지원제도가 출산율에 지대한 향을

미칠수있다. 

Thomas Piketty가 1994년도부터 시행된‘육

아휴직수당’(allocation parentaled’education)제

도의 변화에 따른 향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

면,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 육아휴가 혜

택을부여하면노동시장에참가하는여성의비

율이19% 가량감소했음을알수있다. 이를바

탕으로 Piketty는 1994년도의 제도개혁이 시행

연도 이후 출산율 증가분의 20~30%를 담당했

다고보고있다. 

2) 국가간 비교 연구를 통해 프랑스의 관대한

출산장려정책이주변국가들에비해높은출

산율을뒷받침하고있음이밝혀졌다. 

OECD 국가들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 프랑

스의 관대한 출산장려정책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출산율을0.2명증가시키는효과가있음

이밝혀졌다. 

3) 정책과관련된세가지고찰

- 높은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비재정

적요인들도관여한다.

비재정적요인들에는보육서비스를대체

할 수 있는 교육제도, 자녀를 둔 부모가

직장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노동관련법규정등이포함된다.

- 출산율증가를위한관건은전문직여성의

출산이다. 전문직 여성의 평균 자녀 수를

늘리기위해서는여성의전문성개발과사

회참여를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동시에 여

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데노력해야한다.

- 출산율장려정책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며,

소득재분배 등과 같은 여타 사회정책들과

충돌을일으킬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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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Ministry for Health and Solidarity, Directorate for Research, Economic Studies, Policy Evaluation and Statistics.

그림4. 항목별가족현금수당(2005년)

자료출처: Eurosta

그림5. 일부유럽국가들의가족지원수당현황 (2003년도각국GDP에서현금및현물지원이차지하는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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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문직여성의출산을장려할경우,

소득 재분배 원칙에 위배되는 지원을 제

공하는 것이며, 이는 비전문직 여성근로

자에게는부정적인 향을미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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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그림6. 3세미만의자녀를둔여성의취업률과3세미만의자녀를포함하는두자녀를둔여성의취업률 (1993~2004년)

자료출처: OECD

그림7. 전체출산율과여성취업률(1990년, 2000년)



1. 개 관

본 고에서는 호주 출산율의 현황과 함의, 출

산율감소에대한다양한설명들을개략적으로

다룬다. 이러한설명들은출산결정에 향을주

는 거시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후

호주가족을지원하는주요정부정책들을소개

하고, 호주 내에서 시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이러한결과와문헌조사

를토대로어떠한정책이출산결정에 향을주

는지를분석한다. 

2. 출산율, 인구구조와향후전망

거의모든OECD 국가에서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인구를지속시킬수있는수준인

(이하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인산모 1인당 2.06명이하수준으로내려

가고 있다. 한편 호주의 합계출산율은 1977년

도에 이미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내려갔으며,

1990년대이후에는산모1인당1.7에서1.8명의

수준에서 정체되어있다(〔그림 1〕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1901년

의 55~59세에서 오늘날의 78~83세로 증가하

여인구의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 〔그림2〕는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해외이민 등의 요인에

대한구체적인가정을기초로ABS가예측한바

에 따라 2051년도의 예상 연령층 구조를 제시

하고있다(〔그림2〕참조). 

3. 저출산·고령화의함의

저출산·고령화의 양상은 고령인구를 지탱

할 수 있는 충분한 노동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낳는다. 아울러 주거, 보건, 레져, 교육

등 서비스 수요에도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고

령인구를보살피는주요행위자는가족임을볼

때 무자녀 가정과 가족 해체의 증가, 해외취업

을하려는청년층의증가는심각한노동력의부

족과 젊은 층의 세금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Rowland 2003, Qu & Sorian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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