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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에 고출산사회에서 출산사회로 격하게 이

행하 으며, 2000년  들어서는 세계 최 수 의 출산율이 장기화되고 

있다. 출산 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

어 사회 발 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개인의 복지가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출산 상은 유럽에서 이미 1세기 부터 경험하여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출산에 효과 이고 체계 으로 응하기 

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유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경험들에 

한 연구를 2011년부터 연차 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실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출산 극복과 련하여 외국의 경험에 지 한 심을 가지

고 있다. 특히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일부 국가들, 특히 랑스와 스웨

덴의 사례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개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 경험에 한 지 까지의 논의 구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 이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주로 정책 자체에만 심을 가지고 있으

며, 그로 인하여 정책이 제 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  환경 내지 배경

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 이다. 그 결과 외국의 우수한 정책일지라도 한

국사회에 용 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비 으로는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들에 한정하여 사례들을 분석함

으로써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시행착오를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의 정책을 한국사회에 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 에 해 충



분한 책을 강구할 수 없게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두 국가를 

선정하여 종단면 인 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국가로는 우리나라

와 유사한 가족주의 통을 가지고 있고 2000년 에 들어서도 출산율이 

아주 낮은 수 에서 지속되고 있는 스페인과 폴란드가 해당된다. 이을 

국가의 역사  배경, 정치 환경, 사회문화 조류, 경제 상황, 정책 수 을 

출산과 연계하여 종단 이면서도 구조 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시

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출산

을 극복하기 한 정책과 강도에 한 사회  공감 를 형성하고 구체

인 정책을 설계하는데 요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홍석표 연구 원과 이소정 부연구 원, 인하 학교 윤홍식 교

수, 숙명여자 학교 김혜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

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 입장을 변함

을 밝 둔다. 

2011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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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Fertility Changes for 
Spain and Poland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mechanism that the fertility 

level has been changing in association with history, politics, 

economy, socio-culture and policies in Spain and Poland. For this 

structural analysis, data collection was made through directly by 

visiting ministries,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in Spain and 

Pol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ly, in Spain and in Poland, the increase in educational 

attainment and economic participation of the females has rendered 

i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fertility rate through increasing the 

opportunity cost in labor market. Such a delayed negative 

association in two rates has been attributable to two factors, 

continuation of traditional single earner's model and insufficiency 

of polices for compatibility between work and family. To reverse 

such relationship betwee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fertility rate, modification of females' dual role and strengthening 

of polices for balancing between work and family at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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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hould be made. 

Secondly, change into democratic system and capitalist economy 

of two countries has been coincided by the higher education level 

and high youth unemployment rate, which has resulted in increase 

in late marriage and low fertility in the absence of public policies 

for creating jobs, extending rental house, etc. Thus, macro level of 

policies should be needed to check the late marriage. 

Thirdly, the traditional culture has a role in suppressing the 

increase of extramarital births in Spain and Poland. Any 

discrimination on families outside legal marriage should be 

abolished institutionally and extramarital child-rearing needs to be 

protected. 

Fourthly, family policies in Spain and Poland have big dead 

zone due to political and cultural background. Dead zone is on 

selective support by mean-tests and exclusion of self-employers. 

Minimizing dead zone and linking between policies need to be 

strengthened. 

Last but not least, the mechanism of associating between low 

fertility and social structure in Spain and Poland seems to 

applicable to Korea.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guideline for 

accommodating solid strategies to overcome the current low 

fertility trend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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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출산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

을 수 있는 두 국가, 스페인과 폴란드를 상으로 출산율 추이와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책과 연계한 종단면 이고 구조 인 분석을 

시도하 다. 분석 결과를 토 로, 한국사회에서 출산 극복을 한 노

력에의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우선 분석

상 국가의 출산율 변동을 살펴보았다. 출산율 변동과 연계하여 사회 환

경 즉, 역사  배경,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구조 인 분석을 하 다. 

출산력과 다른 인구 상 간의 연 성을 분석하 다. 출산 련 정책의 

추이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 로 상 국가의 

출산율 변동 추이의 사회구조 인 인과 계를 논의하 다. 주된 연구방

법으로는 분석 상 국가들에 한 자료가 국내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치

명 인 결 을 보완하기 하여 연구진이 직  해당국가의 연구기 과 

정책기 을 방문하여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 결과로서 우선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많은 에서 유사 을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하 다. 스페인의 출산율은 1970년  이후 속하게 감

소했으나 지난 10년 동안 작은 폭이나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  

후반 수 인 1.4수 을 보이고 있다. 1970년  이후 출산율 감소는 정

치, 경제, 사회문화에서의 변화가 결정 인 작용을 한 결과로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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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측면이다. 1936년부터 약 35년간 이어졌던 랑꼬 정권의 가

족에 한 지나친 간섭 정책은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 출

산을 억제하는 반향으로 이어졌다. 스페인의 강력한 가톨릭교계의 왕정

과 결탁한 랑꼬 정권은 가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피임을 지

하는 가족정책을 펼쳤으며, 이는 오늘날 스페인 국민들 사이에 가족과 

련된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 해서도 반감을 갖도록 하는 정서를 조

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스페인은 역사 으로 강한 지방분권주

의  욕구가 존재하며, 그러한 정치  배경은 출산 응을 한 앙

정부의 정책을 지방에 효율 으로 달하고 출산 극복에 한 국민  

공감 를 형성하는데 있어 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측면이다. 1970년  이후 수차례의 경제 기를 겪어오면서 높

은 청년 실업과 경직된 노동시장은 출산에 부정  향을 미쳤다. 고용 

불안과 주택 부족 등 거시경제 인 문제들은 은이들로 하여  경제  

자립에 력을 하게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한 심을 상 으로 감

소시키거나 실 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문화  측면이다. 1970년  반 이래 민주화 과정에서 여성의 

고학력화가 속하게 이루어지고, 여성의 취업률도 빠르게 증가하 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했음에도 여 히 사회문화 으로 남아있는 남성

우월주의는 자녀 출산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여성으로 하여  결혼이

나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즉, 여성들은 

경제활동 참여와 가족 돌 의 이  부담을 안고 있으나, 남성우월주의 

가족문화와 사회환경은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강한 가톨

릭교계의 통 인 사상은 결혼한 사람들만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경직

된 사회규범을 강화시켜 동거, 미혼부모, 혼외출산에 한 사회  수용

성을 낮추어 왔다. 이에 따라 스페인의 은 세 들은 높은 실업률의 문

턱을 넘어 경제  안정을 갖추고 난 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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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회 인 압력을 받고 있다. 그 향으로 만혼화  만산화가 빠르

게 진행되고, 이는 자녀수의 감소로 귀결되고 있다.  

정책  측면이다. 스페인 정부의 가족정책은 출산을 장려하는 형태가 

아니라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선택 인 지원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보육

인 라의 양  규모와 운 시간은 일제로 일하는 부모가 이용하기에 

턱없이 미흡하다. 여성의 육아휴직 시 임  공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

용 조는 여성으로 하여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스페인 정부는 다양한 가족에 한 차별

을 없애고, 보육 인 라의 양   질  수 으로 높이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한 제도 인 개 을 시도하 으며, 이는 실제 2000년 에 

들어 출산율이 1.2에서 1.4까지 높아지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유럽의 경제 기는 출산 응 련 산의 삭감 등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어, 다시 출산율이 낮아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폴란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이다. 폴란드의 출산율은 1989년부터 인

구 체수  이하로 떨어졌으나 2004년부터 반등하여 최근 1.4수 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출산율의 변동 추이는 폴란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한 연 성이 있다.  

먼  정치 인 측면이다. 폴란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하 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에 한 제도 인 보장이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일반 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극 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할 것이 요구되는 반면, 폴란드의 강한 가톨

릭 통은 노동자로서의 여성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

해왔다. 따라서 자녀 양육은 여성이 담해야 했으며, 이는 보육시설의 

충분한 공 을 해하 다. 한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환

이 일어났던 시기에 가족에 한 지원에 앞서 구체제의 시스템 괴가 

정치 으로 가장 요한 명제로 떠오르면서 가족복지비용의 삭감,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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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에서 선택  지원으로 환, 정책 지원 수혜 혜택의 감소 등이 

야기되었고, 이러한 요인은 출산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  

폴란드의 경제 인 상황도 출산에 불리하게 작용하 다. 청년실업률이 

높고, 이에 따라 은이들이 직업을 찾기 해 해외로 이주하면서 출산

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 다. 여성의 교육수 이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참

가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 인 가톨릭문화의 지속으로 여 히 

여성을 돌  제공자로 바라보는 성역할 고정 념이 강하게 존재하여, 많

은 여성들은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 으로는 3세 미만 아동을 한 보육시설의  부족, 소득수

에 기반을 둔 선택 인 휴가 여 지원으로 인하여 일-가정 양립에 실

질 인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인공임신 , 혼외출산, 인공수

정, 동성애 등을 부정하는 폴란드의 사회문화  분 기는 가족제도의 유

연성을 해함으로써 출산에 부정 으로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의 노동

시장은 자 업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일반 으로 사회보장보험 

가입 비율이 낮은 자 업자는 일가정양립정책의 사각지 에 놓이는 경

우가 많으므로 이것 역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스페인과 폴란드의 출산율은 사회구조  변화와 한 연

성을 가지며 변동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사례가 한국사회에 주는 시

사 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증가는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우

리나라뿐만 아니라 남유럽국가인 스페인과 동유럽국가인 폴란드에서도 

필연 으로 유사한 경로를 거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인 자본 증

가는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높임으로써 결혼  출산과 부정 인 

연 성을 나타낸다. 어도 1990년  까지 부분 유럽국가에서 공통

으로 나타났던 여성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간의 부  연 성이 스페

인과 폴란드에서는 최근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  연



7

요
약

성의 지연은 두 가지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 요인은  

사회문화 으로 돌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통(성분업

역할 )이 지속되고,  다른 요인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한 정책  

의지가 약하거나 기반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도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간의 부  연 성이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

유로는 스페인과 폴란드와 마찬가지의 이유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결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간의 계를 정 인 방향으로 환하기 

해서는 통 인 성분업 역할 의 변경과 더불어 일-가정양립에 한 

극 인 정책 개입이 긴요하다 하겠다.   

둘째, 스페인의 민주화나 폴란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환은 고학력화

와 함께 높은 청년실업률로 이어지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 임 주택 확

 등 공공정책의 부재 내지 미흡은 만혼화와 출산을 진시키는 부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재 한국사회에서도 고용불안정, 높은 주

택 가격, 결혼비용 등으로 인하여 청년층의 만혼화가 증가하고 있는 상

황에서 거시 인 공공정책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셋째, 스페인과 폴란드에서 사회경제  상으로 인하여 만혼화 경향

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통 인 문화는 다양한가족의 발생을 억제하는 

이 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은 한국사회에서 공통

으로 나타난다. 법률혼에 기반한 가족 이외의 사실혼 부부나 미혼모가

족 등 다양한가족은 사회 상과 통문화 간의 조정을 통하여 자연스러

운 것으로 인식되고 증가할 것이다. 정책 으로 다양한가족의 출 을 

진시키거나 억제할 수 없으며, 그 경우 새로운 사회갈등 내지 부 응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으로는 가족의 유형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

여야 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가족의 자녀양육 등에 있어서 필요한 극

인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페인과 폴란드의 가족정책에는 정치   사회문화 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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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범 한 사각지 가 존재한다. 두 국가 모두 성분업 역할

을 시하는 통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과거 스페인의 정권은 종

교   정치  이유로 성분업 역할을 강화하는 가족정책을 추진하기

도 하 다. 폴란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주의 체제로의 환에 따라 

자 업자가 증가하면서 사회보험의 사각지 가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두 국가 모두 가족정책은 소득수 에 의거한 선택  지원을 지

향하고 있으며, 경기불황 등에 따라 정책 기 가 쉽게 변동되고 있다. 

결과 으로 두 국가 모두 보육인 라 특히 아를 한 보육인 라가 

부족하며, 육아휴직과 같은 일가정양립제도는 낮은 임 체수  등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보육제도와 일가정양립제도 간의 연계성도 상당히 미

약하다. 문화와 사회시스템은 다를지라도, 한국사회 역시 유사한 문제

에 노정되어 있다. 결국 보육이든 일가정양립이든 사각지 를 해소하고

(특히 비정규직과 자 업자까지 확 하고) 정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은 재의 출산 상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 이면서도 

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와 같이 스페인과 폴란드는 지리 으로 우리와 아주 먼 거리에 치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와 정치  사회문화 역시 그 배경 면에서 상

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페인과 폴란드에서 출산 상이 사회구

조와 연계되는 메커니즘은 한국사회에도 그 로 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페인과 폴란드는 요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궁극 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출산을 단순히 상학 으로만 근하

여 도입 시기와 상에 따른 효과성을 감안하지 않고 많은 정책들을 비

체계  평면 으로 배열하는 문제 을 시하여 보다 개선된 략들을 

모색하는데 요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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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출산 상은 세계 인 추세이나 실 으로 출산율은 권역이나 국가

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권역이나 국가에 따라 역사와 문화  배경, 

사회‧경제 구조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유럽국가들의 출산 추이는 100년 이 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후발 으로 

격한 출산 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럽국가들의 출산 추이와 

원인  정책  응에 지 한 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이 장기간에 걸쳐 겪어온 출산의 원인들로 역사

나 문화  배경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구조에 한 심층 인 이해보

다 상학 으로 드러난 일부 요인들에만 집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근으로는 출산 원인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종합 인 

에서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응 정책의 성패에 해

서도 왜곡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는 외국의 출산 

정책을 벤치마킹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발생시켜 결과 으로 정책  

응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외국의 출산 추이, 원인, 정책  

응 등을 거시 이고 구조 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출산 응에의 시

사 을 도출하기 해 실시된다. 이 연구는 총 5년 동안 세계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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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가들을 상으로 연차 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 연구는 1차년도 

연구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주 낮은 출산율 추이가 지속되고 있으

나 최근에 다소의 증가세에 있는 남유럽의 스페인과 동유럽의 폴란드를 

상으로 분석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스

페인에 한 연구에 할애한다. 제3장은 폴란드의 사례를 심층 으로 분

석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한국사회에의 

시사 을 도출하고 정책  건의를 한다. 

각 국가의 분석틀은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우선 연구 상 국가

의 출산 동향을 분석한다. 이어서 출산율 변동과 련하여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고용, 교육), 문화 등에 한 역사   구조 인 분석을 실시

한다. 다음으로 각국의 출산 련 기존 정책들을 진단한다. 이들 분석 결

과를 종합하여 국가별로 각 요인들이 출산율 변동에 미친 향을 인과론

으로 규명한다. 국가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 들을 도출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 기존 자료 분석, 지 방문조사, 문가 

회의 개최 등의 방법을 용한다. 우선 선행연구 고찰은 분석 상 국가의 

역사, 문화, 종교, 정치, 사회, 경제, 인구, 국제 계 등에 한 문헌을 인

터넷, 도서 , 외국기  방문 등을 통해 입수하여 체계 으로 실시한다. 

기존 자료 분석은 분석 상 국가들의 출산 동향  사회구조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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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한 OECD 통계 등을 입수하여 심층 으로 실시한다. 분석 상 

국가의 련기  방문을 통한 담당자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의 객 성을 확보하기 하여 연구 진행 단

계에서 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 한다. 

한편, 1차년도 분석 상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하 다. 

우선 인구 체수 (2.1) 이상을 고출산국가, 1.7~2.1명 미만을 상  

고출산국가(highest low fertility), 1.3~1.7명 미만을 간수  출산국

가(middle low fertility), 1.3명 미만을 출산국가(lowest low 

fertility)로 구분한다(이삼식 외, 2009). 이러한 분류체계 하에서 출산율

이 낮은 수 에서 한 단계에 상승한 국가와 출산율이 낮은 수 에 그

로 남아 있는 국가를 각각 선정하 다. 이를 해 우선 출산율이 가장 

낮은 권역인 동아시아, 남유럽  동유럽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두 권역을 선정하 다. 이후 남유럽과 동유럽 두 

권역에 속한 국가들  술한 선정조건에 합한 스페인과 폴란드를 

최종 으로 선정하 다. 

〈표 1-1〉OECD국가(30개국)의 합계출산율 수준 분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에 출산하는 출생아수)

1.3명 미만 1.3~1.7명 미만 1.7~2.1명 미만 2.1명 이상

2000

∙동구: 체코‧ 
슬로바키아

∙남부: 그리스‧ 
이태리‧스페인

∙아시아 등

∙북구: 스웨덴
∙독일어권: 독일‧ 

오스트리아‧스위스 
∙동구: 헝가리‧폴란드
∙남부: 포르투갈 
∙영어권: 영국‧캐나다
∙아시아: 한국‧일본  

∙불어권: 프랑스‧ 
벨기에‧룩셈부르크 

∙북구: 덴마크‧ 
핀란드‧노르웨이

∙독일어권: 네덜란드
∙영어권: 호주‧ 

뉴질랜드‧아일랜드

∙영어권: 미국‧ 
아이슬란드

∙기타: 멕시코‧ 
터키

20081)

∙아시아 등: 한국 ∙불어권: 룩셈부르크
∙독일어권: 독일‧ 

오스트리아‧스위스 
∙동구: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폴란드
∙남부: 그리스‧이태리‧ 

포르투갈‧스페인 
∙영어권: 캐나다 
∙아시아 등: 일본 

∙불어권: 프랑스‧ 
벨기에

∙북구: 스웨덴‧ 
노르웨이‧덴마크‧ 
핀란드 

∙독일어권: 네덜란드 
∙영어권: 영국‧호주
∙아시아 등

∙영어권: 미국‧ 
뉴질랜드‧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기타: 멕시코‧ 
터키 

  주 : 1) 미국과 캐나다는 2007년 기준.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이삼식 외, 200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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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스페인 편

제1절 스페인 출산율 변동

스페인 인구는 2009년 재 45,989천명이다. 스페인은 오랜 기간 동

안 출산 상이 지속되고 있다.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2.86으

로 랑스, 스웨덴, 국  독일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수 이었다. 

이는 스페인에서 1960년 에 도시의 산업화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베이비붐이 일어난 향이기도 하다.1) 1960년  반 석유 동으로 인

하여  세계의 경제가 불안해짐에 따라 스페인의 출산율은 감소하 으

나, 1967년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출산율은 다시 상승하여 1975~1976

년에는 2.8 정도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출산율은 1980년 에는 인구

체수 으로 낮아졌으며,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여 2000년에는 1.23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2000년 에 들어 회복세를 보여 2008년 1.46까지 높

아졌으나 2009년에는 1.38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2) 지난 10년 동안 스

페인의 출산율은 체 으로 1980년  후반의 수 으로 회복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1) Centre d'Estudis Demografics(CED)의 Pau Miret Gamundi 면담(2011). 
2) 스페인의 평균수명은 여성 84.9세, 남성 78.7세로 세계 으로 높고 출산이 지속됨에 따

라 노년부양비는 24.3으로 높다(European Commiss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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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스페인과 OECD 국가 평균의 합계출산율 추이

0 .0  

0 .5  

1 .0  

1 .5  

2 .0  

2 .5  

3 .0  

3 .5  

1 9 6 0 1 9 6 5 1 9 7 0 1 9 7 5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2 0 0 5

스 페 인

O E C D

자료: OECD(2011), Family Database. 

〔그림 2-2〕스페인의 내국인 및 외국인(이민자) 합계출산율 추이, 2002-2010

(단위: 여성 1명당 자녀수)

자료: INE, Press Release, 2011.7.7.

이러한 합계출산율 변동은 단순한 출생지표의 변화로만 간주 할 수 

없다. 일반 으로 모든 국가의 출산수 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제 

역에서 향을 미쳐 출산행태를 변경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는 스페인의 출산율 변동 원인을 구조 으로 분석하기 하여 정치, 경

제, 사회문화, 정책 등 제 분야에서 련 요인들에 한 분석을 체계

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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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스페인 사회환경

스페인이라는 국가의 성립  변천을 결정짓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역들은 인구학  행태와 행, 의식 내지 가치 의 형성과 변화에 

지 한 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이들 역은 인구 상 변화

에 응하는 정책 형성이나 수용성(실효성)에도 요한 향을 미친다. 

이러한 에서 이 에서는 스페인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변천

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여기에서 도출된 시사 들은 이

하의 에서 인구학  상 특히 출산과 련한 분석에서 직  혹

은 간 으로 용하도록 한다.  

  1. 정치

스페인이 치한 리베리아반도는 기원 부터 로마제국의 통치 하에 

있었으며, 409년에는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서고트왕국, 711년 이슬람 

옴미아드왕조의 침입으로 아랍인들이 정복하 다. 이들 외세의 침입  

통치로 스페인은 유럽과 다른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이후 스페인의 그

리스도인들을 심으로 재정복이 진행되어 1492년에 완결되었다. 재정

복 기간에 스페인에는 정치   종교  조직들이 형성되고 독립 이고 

서로 경쟁 인 왕국들로 분열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  배경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스페인은 지역 간 정치‧문화의 통일성이 상 으로 약하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후 스페인은 16세기에 까를로스 5세와 펠리뻬 2세 치하에서 세계

에서 가장 먼 , 그 것도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 으나, 30년 쟁

(1618~1648), 스페인왕 계승 쟁(1701~1714) 등을 거치면서 몰락의 

길을 걸어 오늘날까지 다른 유럽국가들에 뒤처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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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 몰락은 경제침체와 빈곤과 굶주림을 야기하 다. 당시 스페인 

인구는 신세계로 이민을 가고, 끊임없는 쟁과 빈곤으로 사망하고, 유

태인들과 회교도들이 추방되는 등 15~16세기에 8백만명에서 6백만명으

로 감소하 다. 

1700년 이후 스페인의 통치권이 랑스의 부르  왕가에 넘어가면서 

스페인은 피 네산맥에 의한 유럽으로부터의 지리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스페인은 왕 계승문제로 1833~1840년과 1872~1876년 

두 차례의 내란을 거치면서 산상태에 빠졌으며 국민들은 정치 으로 

분열되었다. 이사벨 2세의 통치기간(1833~1868)에는 6회 헌법 공포, 41

개 정부 교체, 15회 군부 쿠데타 등 정치  불안이 고조되었다. 군부의 

소수 장군이 정치를 좌우하면서 정치 인 목 을 하여 보수주의자 

는 자유주의자를 번갈아 지지하기도 하 다. 

제2공화국 정부가 아스뚜리아스 명을 진압한 후 사퇴하면서 치러진 

1936년 2월 16일 총선에서 사회당계열의 노동자총연맹과 무정부주의  

색채의 국노동연맹이 제휴하여 사모라 신 아사냐를 통령으로 추

하 다. 그러나 우익 역시 상당수의 표를 획득하여, 공화주의자들은 

강력한 정부를 구성할 수 없어 정치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팔랑헤당, 

군부, 교단(바스크지방의 다수 성직자 제외), 사회상층부 등 건세력

을 등에 업은 군부가 1936년 7월 17일 쿠데타를 선언하여 내란

(1936~1939)을 일으켰으며, 란시스꼬 랑꼬 총통이 내 에 승리하면

서 스페인은 36년간 억압과 압제의 독재정치시기를 겪게 되었다. 내  

이후 기 10년 동안에, 스페인 민족은 모든 세계로부터 버림받은 채 

고립되어 례가 없는 기아와 좌 을 겪기도 하 다. 1975년 11월 랑

꼬 장군이 죽고 장기 독재가 끝나게 됨에 따라, 부르 가의 까를로스 1

세가 국왕으로 취임하여 지 까지 재임해 오고 있다. 이후 스페인은 민

주화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연이어 사회노동당이 총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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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하 으며, 1996년 총선에서는 보수 인 당3)이 승리하 으며, 

최근에는 사회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다.

다음으로 스페인의 지방정치와 련한 특색들에 해 논의해 보자. 

스페인은 지리 으로 피 네산맥으로 인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과 사회

문화 으로 분리된다. 구체 으로 스페인은 피 네산맥을 통로로 랑스

와 경하고 있으나, 그 통로는 역사 으로 랑스 등의 문화와 차별화

되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국토 안에서도 많은 지역들은 언어학 으로, 역사 으로 그리고 지리

으로 각각 상이한 모습들을 지니고 있다. 스페인은 1978년 이래 헌법

에 의거하여 17개 자치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경계는 지리   

문화  특색에 근거하여 설정되어 있다. 동부지역에는 까딸루냐, 발 시

아, 서부지역에는 에스뜨 마두라, 남부지역에는 무르시아, 안달루시아, 

북부지역에는 아라곤, 나바라, 바스크, 깐따 리아, 아스뚜리아스, 갈리

시아, 앙고원지 에는 가스띠야 온, 가스띠야라만차, 마드리드, 라리

오하도가 치하고 있다. 

스페인 자치주들은 지리 , 언어   문화  다양성으로 인하여 끊

임없이 지방분권주의가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독립운동 등 역사 으로 

심각한 정치  문제들이 발생되어 왔다(마상 , 2006). 가스띠야와 마드

리드는 지리 ‧정치 으로 스페인의 심지역으로 다른 지역들 주민은 

반감을 가지기도 한다. 자체 으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까딸루냐, 바스

크, 갈리시아 등은 지방분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지역들로 지방분리주의

자와 앙정부주의자 간 립의 심에 있다. 1978년 헌법은 정치 ‧경

제 으로 자치를 어느 정도 허용하 으나 지역 간 역사 , 문화   언

어학  차이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 이 제기되어 왔다. 특

히 까딸루냐, 바스크  갈리시아 지역들은 거의 독립국가 수 의 자치

3) 랑꼬 추종자들과 구 독재체제의 장 과 업 을 지지하는 우익 연맹이 그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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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하고 있다. 즉 1978년 헌법 이래 자치단체에 기 하여 국가를 

재조직하고 재건하고자 하 으나 지역문화 차이를 강조하는 각 지역주

민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결실을 거두지 못하 다. 

이와 같은 지역  특색은 지역마다 심이나 이해 계를 달리하게 하

며, 그로 인하여 인구정책 등이 하나의 정책으로 통일되게 실행되는 것

이 어렵다. 2003년에 스페인 정부가 국가  가족정책을 3년 사업으로 

도입하여 모든 지역에서 통일되게 실행하는 노력을 한 것도 그러한 배

경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Grant et al., 2004). 

  2. 경제

일반 으로 경제  상황, 고용 증감 등의 구조  변화는 비용과 문화

 가치를 통해 결혼  출산에 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련 정책들

에도 직  혹은 간 으로 향을 미친다. 스페인은 역사 으로 수많은 

내  등을 거치면서 경제 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833~1840년과 

1872~1876년에 일어난 내란들로 인하여 국가는 산상태에 빠졌다. 

랑꼬 군부가 일으킨 1936~1939년 내  직후 10년의 긴 기간 동안에는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배고  시 ’를 겪었다. 랑꼬 정권은 경제 인 

교류를 확 하기 하여 외국자본의 투자와 객을 유치하기 한 캠

페인을 개하 다. 1950년 에는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하여 일자리를 찾아 주로 국과 독일 등으로 이주하 다. 

오랜 기간 동안 스페인은 유럽의 일원으로 경제   정치 으로 합체

하기 하여 유럽화를 추진하여 1986년에 유럽경제연합에 가입하기에 

이르 다.4) 

4) 가입  30~40년 동안 스페인의 유럽경제연합 가입에 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랑스, 
독일 등이 비민주국가 던 스페인을 불신하여 경제동맹국으로 끌어들이기를 망설 다. 랑

꼬 사후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1986년 유럽경제연합에로 가입하게 되었다(마상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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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이래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크게 4차례의 경제 기를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우선 랑꼬 총통이 사망하여 정권이 퇴진한 

1975년에 성장률이 1%미만까지 락하 다. 세계 인 석유 동(oil 

crisis)이 있었던 1970년  말과 1908년  에도 제로 성장률을 보

다. 1993년에도 마이 스 성장률이 나타났으며, 세계 인 융 기의 

향으로 2009년에는 -3.7%의 성장률을 보 다. 최근에 남유럽국가들

은 부채상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는 스페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 향은 향후 스페인의 

출산 상이나 련 정책들에 심각한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그림 2-3〕스페인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OECD(2011), Economic Outlook.

  3. 고용

노동시장에의 여성 참가 정도는 출산과 다양한 역학 인 계를 가진

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기회비용이 높아지며, 

그 경우 일-가정 양립 가능성에 따라 출산율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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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는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첫 번째 특징으로 최근에 올수록 고연령층을 제외하곤 격하게 상승하

고 있다. 과거 스페인 여성에 한 사회  요구는 집안에서 아내와 어머

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히 랑꼬 정권 이

후 민주화와 유럽경제로의 편입 등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

발해졌다.

〔그림 2-4〕스페인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 ILO(2011), LABORSTA.

두 번째 특징으로 과거에는 20  반  최근에 20  후반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격하게 높아지나, 이후에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카이

분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취업여성들  상당 비율이 결혼과 출산 

 육아로 직장을 떠나며, 그 후 자녀가 성장하는 경우에 직장으로 복귀

하는 비율이 아주 낮기 때문으로 풀이할 할 수 있다. 결혼  출산으로 

직장을 떠난 후 일정기간 내에 직장에 복귀하거나 재취업하는 M-curve 

패턴과도 다른 형태이다. 즉, 스페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일-가정 양

립 뿐 아니라 가정에 충실하여야 하는 통  가족문화의 향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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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올수록 여성의 고등교육 참가율이 높아지고 여권이 신

장되고 사회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정

에 이르는 시기가 20  후반에서 30  반으로 늦추어지고, 이후에도 

감소폭이 아주 낮아지고 있다. 요컨  거의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여성경

제활동참가율 패턴을 따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 경제활동 증가는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 통 인 가

족문화의 향으로부터 차 벗어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남성의 우

월 인 가부장  역할도 과거에 비해서는 차 덜 지배 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간 으로 시사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은 경력을 지

속시키기 하여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방향으로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 2-1〉스페인 남녀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남성 여성

1970 1980 1990 2000 2008 1970 1980 1990 2000 2008

전체 80.2 - 51.6 55.3 58.1 17.9 - 26.6 35.0 42.8
16~19세 65.9 52.8 33.3 30.3 32.8 36.7 40.5 31.2 22.0 25.2 
20~24세 81.0 63.4 72.5 65.2 72.7 39.6 55.2 61.4 57.3 63.3 
25~29세 95.2 93.6 92.0 89.0 90.1 20.8 42.1 65.1 76.7 82.6 
30~34세 97.0 97.2 96.5 95.6 94.9 13.7 30.3 56.3 69.6 80.6 
35~39세 97.0 97.0 96.7 95.6 94.6 13.2 30.0 49.0 65.6 76.2 
40~44세 96.4 96.6 95.7 95.1 93.8 13.9 28.3 41.1 62.7 74.4 
45~49세 95.5 94.8 94.1 93.2 92.4 14.4 27.8 34.5 53.9 70.6 
50~54세 91.8 90.8 89.3 88.4 88.4 15.0 26.8 29.2 40.5 60.5 
55~59세 86.5 85.0 76.5 75.6 78.5 14.7 24.6 23.2 28.4 44.2 
60~64세 74.2 63.6 46.9 42.9 50.3 11.7 17.3 15.5 16.6 23.5 
65~69세 33.1 21.5  7.6  5.6  8.4  6.1  7.9  3.8  2.5  4.2 
70~74세 16.9  9.8  2.4  1.6  2.0  3.6  3.2  1.3  0.6  1.1 
75세 이상  9.8  4.8  0.7  0.4  0.6  2.0  1.4  0.4  0.2  0.3 

자료 : ILO(2011), LABOR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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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간의 차

이가 많이 어들었으나 여 히 10% 이상의 차이가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 이 심지어 남성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경제

활동참가율이 80%를 넘어 90%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성평등과도 계가 있다. 스페인에서 남녀평등 련법은 2007년에서

야 제정되었을 정도로 고용 상 양성평등수 은 문화 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스페인의 가임기여성 고용률은 2007년 65.7%로 같은 남유럽국가

들인 그리스나 이태리 보다는 다소 높으나 포르투갈과 서유럽과 북유럽 

등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5~10% 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15세 이

하 자녀를 둔 엄마의 고용률은 일-가정 양립의 정도를 측정하는 요한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 스페인의 15세 이하 자녀를 둔 엄마의 고용률은 

2007년 61.9%5)로 역시 그리스와 이태리보다 다소 높으나 포르투갈과 서

유럽과 북유럽 등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체 으로 10% 포인트 

이상 낮다. 스페인의 수 은 스웨덴의 82.5%에 비하면 무려 20% 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다. 재 스페인에서는 은 여성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일을 하기에는 여건이 무 열악하기 때문에 직

장을 그만두는 경향이 높음을 반증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2〉가임기여성 및 15세 이하 자녀를 둔 엄마의 고용률, 2007

(단위: %)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OECD

여성고용률 

(25~49세) 65.7 76.5 61.6 58.9 75.1 73.3 79.8 72.1 69.5

15세 이하 자녀 

엄마고용률
61.9 76.4 58.7 55.6 72.8 68.1 82.5 67.9 65.3

자료 : OECD(2009), Family Database. 

5) 2009년 스페인의 25~54세 1자녀 이상을 둔 여성 취업률은 60.7%이다(European Commiss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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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 와 실업률 한 출산 결정에 향을 미친다. 

실업률이 높을수록 학업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

는 비율이 증가하며 이는 결혼  출산의 지연 원인이 된다. 한편 여성

이 구직 기회가 다고 생각하거나 임 이 낮은 경우 출산에 한 기회

비용이 작아지게 되어 출산율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표 2-3〉주요 OECD 국가의 남녀임금 격차(full-time 근로자 기준), 2008

(단위: %)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OECD

임금격차 11.8 15.6 9.6 1.3 12.0 25.4 15.4 21.0 16.0

자료 : OECD(2008), Earnings Database.

스페인에서 남녀 근로자간 임 격차는 풀타임 기 으로 2008년 

11.8%로 나타나며, 이러한 수 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 으로  

낮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스페인은 

통 인 가톨릭 보수주의 국가로서 남성 우월주의가 강하게 지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에 해서는 큰 차별을 두

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기회비

용이 커져 일-가정 양립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

산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 를 나타내는 지표는 직업 분포이다. 국제

노동기구(2011)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기 으로 입법‧고 리‧경

자, 문직  문직 등 고 신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은 스페인의 경

우 31.5%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 은 포르투갈(23.5%)보다 높으나, 다

른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상 으로 낮은 것이다. 환언하면, 스페인 

여성들은 서비스‧ 매직, 기  직업 등에 상 으로 더 많이 종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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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9
파트타임 취업 여성 비율 16.8 23.0
파트타임 취업 남성 비율  2.8  4.8

일주일 평균 여성의 근무 시간 36.8 34.3
일주일 평균 남성의 근무 시간 42.1 40.5

〈표 2-4〉스페인 여성의 직업 분포, 2008 

(단위: %)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한국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관리직등1) 5.2 3.9 6.8 6.9 6.4 5.5 3.5 0.5

전문직 14.4 10.4 11.8 16.6 12.0 11.7 21.0 20.5
준전문직 11.9 9.2 25.4 10.0 18.9 24.0 21.1 -
사무직 13.4 12.3 17.4 17.1 17.7 16.1 12.6 17.8

서비스‧판매 23.8 22.5 16.4 19.8 17.8 18.5 30.0 31.8
농어업직 1.1 10.7 1.3 10.2 1.6 1.1 1.0 5.9
기능직 2.2 8.2 5.6 2.8 1.9 2.9 1.2 3.3

기계장치등 2.9 2.8 3.9 1.7 3.2 2.2 3.1 3.3
기초직업 19.3 18.6 11.3 9.3 12.3 9.1 6.5 16.8

  주 : 1) 입법‧고위관리‧경영 등 포함. 
자료 : ILO(2011), LABORSTA. 한국은 통계청(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스페인 취업여성  트타임으로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2000년 

16.8%에서 2009년 23.0%로 높아졌다. 남성의 경우에도 2000년 2.8%

에서 2009년 4.8%로 높아졌으나 그 수 은 아주 미약하다. 이와 같이 

여성의 트타임 취업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여성의 고용조건이 열악

함을 의미하는 한편, 출산  육아와 련하여 보다 탄력 으로 시간 운

이 가능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트타임 비율의 증가로 인

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여성의 경우 2000년 36.8시간에서 2009년 

34.3시간으로,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도 42.1시간에서 40.5시간으로 단

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5〉스페인 남녀의 파트타임 취업비율 및 근무시간 

(단위: %, 시간)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0), Demograph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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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청년실업률은 남성의 경우 1994년 37.4%로 높았으나 2007

년에는 15.2%로 낮고, 최근에 빠르게 상승하여 2010년에 43.2%로 높

다. 여성도 비록 수 은 낮지만 남성의 패턴을 따른다. 스페인의 청년실

업률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 으로 높은데, 1994년의 경우 당

시 마이 스 경제성장으로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00년  후반에 스페인의 청년실업률이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이유는 부채상환 등과 련하여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의 높은 청년실업률은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가임

기인구의 결혼을 지연시키고 출산을 축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표 2-6〉주요 OECD 국가의 실업률, 1994-2010

(단위: %)

15~24세 25~54세

1994 2007 2008 2009 2010 1994 2007 2008 2009 2010

남

성

스페인 37.4 15.2 23.7 39.1 43.2 16.4  5.4  8.9 16.2 18.1
포르투갈 12.3 13.5 13.4 18.7 21.1  5.0  6.1  6.0  8.5  9.3
그리스 19.8 15.7 17.0 19.4 26.7  4.8  4.7  4.5  6.4  9.4
이태리 26.3 18.2 18.9 23.3 26.8  6.1  4.0  4.7  5.9  6.6
프랑스 27.2 18.2 18.5 23.6 21.9  9.5  6.3  5.6  7.2  7.5
독일  8.2 12.2 10.7 12.0 10.4  6.5  7.8  6.9  7.6  7.1

스웨덴 25.3 18.1 18.8 25.9 26.7  9.3  4.1  4.0  6.4  6.0
영국 19.2 16.0 16.0 21.7 21.2  9.7  3.7  4.1  6.8  6.7
한국  9.2 11.4 11.5 11.9 11.2  2.5  3.6  3.5  4.1  3.8

여

성

스페인 50.1 21.9 25.8 36.4 39.8 28.6  9.7 11.8 16.9 19.2
포르투갈 16.3 20.3 20.2 21.6 23.7  7.2  9.6  8.6 10.1 12.2
그리스 36.9 32.1 28.9 33.9 40.6 10.7 12.0 10.9 12.4 15.5
이태리 36.5 23.3 24.7 28.7 29.4 11.8  7.1  7.7  8.5  8.9
프랑스 30.5 19.8 18.3 21.9 23.3 13.0  7.7  7.1  8.2  8.5
독일  8.3 11.1 10.0  9.8  8.8 10.1  8.1  7.2  6.9  6.2

스웨덴 19.9 19.5 19.6 23.7 23.7  6.8  4.7  4.7  6.0  6.3
영국 12.6 12.7 12.0 15.6 16.8  6.4  3.7  3.7  5.2  5.4
한국  6.0  7.1  8.0  8.5  9.0  1.0  2.4  2.4  2.8  2.9

자료 : OECD(2011), Online Employment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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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문화

스페인은 수백 년 동안 강력한 가톨릭 국가로 유지되어 왔다. 가톨릭

교계는 통 으로 보수 인 성향이 강하고 군주제를 지지하 다. 교회

와 성직자는 사회 으로 많은 특권을 렸다. 그 향으로 15~16세기에 

신부, 수녀, 사제 등 성직자는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기도 하 다. 

스페인은 국교가 없다고 공언함으로써 정교분리가 이루어졌으나 상세한 

계를 규정하지 않은 채 교회의 근본 인 역할을 인정하 다. 최근 스

페인에서는 개신교 교회가 로마가톨릭 성당과 동등한 우를 받고 있다. 

스페인 사람들 부분은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르

는 등 일상생활에서 강력한 향을 받고 있다(마상 , 2006).  

스페인 사회에서는 통 으로 남성우월주의가 팽배하고 여성을 평가

하 하는 고정 념들이 지배 이었다. 페미니스트 등을 심으로 여성

의 지  향상을 시키기 하여 노력하 으며, 1931년에 여러 페미니스

트들이 의회에 진출하 으며, 내각에 여성장 이 임명되기도 하 다. 

1932년 헌법에서는 이혼할 권리를 부여하 으며, 상속, 정치  계보 그

리고 성별에 기 한 특권들을 불법으로 규정하 다. 그러나 랑꼬 통치 

하에서 여권은 더 이상 신장될 수 없었으며 오히려 퇴조하 다. 이 시기

에 민법은 남자의 간통에 해서는 한 반면, 여자의 간통은 범죄로 

규정하 다. 

스페인에서도 민주주의가 발 함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를 구 하기 

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과거에 고등교육을 받고 사업과 정

치계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나 최근에 특히 도시와 

해안지방을 심으로 많은 기혼여성들이  이유로 혹은 자기 성취

감 때문에 정식 직업을 갖고 있다. 의 스페인 여성들은 자기 자신의 

경력을 시하며,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은 여성들은 의사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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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문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져 다른 유럽국가들 수 으로 높아지

고 있다. 이혼이 허용되었으며, 낙태도 매우 제한된 경우 합법화되어 있

다. 물론 가톨릭문화의 향으로 페미니스트 등은 여 히 낙태에 반 하

고 있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녀에 해서도 사회 으로 해졌다

(마리 루이즈 그라 , 2006).

여성의 교육기간의 연장은 첫출산 시기를 늦추며 추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킨다.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에의 성취는 여

성으로 하여  보다 높은 여성노동참여(자녀양육이라는 목표와 체될 

수 있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의 자립성 확보를 가능  했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은 여성일수록 건강문제  피임에 한 심이 많아 원하지 

않는 출산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즉 교육과 소득은 련이 있고, 노동시

장을 떠나는 것에 한 기회비용은 교육받은 여성이 그 지 않은 여성

에 비해 크다. 만약 결혼과 출산의 계가 한 국가라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은 결혼과 출산시기를 늦추고 보다 은 자녀를 출산할 가능

성이 크다(D'Addio and d'Ercole, 2005).

스페인에서는 통 인 가족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로, 북유럽국

가들과 달리 스페인에서는 청년실업률이나 고학력화가 아닌 가족문화

로 인하여 25세 인구의 80% 이상이 독립을 하지 않고 집(본가)에 머무

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30세에 이르러서도 집에 계속 남아 있

어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6) 북유럽에서 한 개인은 성장한 후 정부

에 의지한다.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모든 복지의 기반이 가족으로, 한 개

인은 자라면서 가정에 기 고 있다가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그려지면 

가정을 떠나게 된다.  

스페인의 공 인 보육‧교육체계는 취학  2단계 즉, 0~3세 돌  지

원과 3~6세의 보육‧유아교육으로 나뉘어져 있다. 1970년에는 모든 어린

6) Centre d'Estudis Demografics(CED) Pau Miret Gamundi 면담(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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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6~14세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 제정되었다. 의무교육 

이후에는 3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1년을 추가로 공부하여 학에 진

학하거나 혹은 2년제 코스 후 2년간 문 직업교육을 받는다. 학생 규

모는 1960년  이래 속하게 증가하여, 2008년 학진학률은 41.3%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 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 으로 낮다. 

〈표 2-7〉주요 OECD국가의 대학진학률, 2000-2008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스페인  46.9  46.9  48.6  45.9  44.1  43.4  43.3  41.3  41.3  
독일  30.2  32.4  35.1  35.7  37.5  36.1  35.3  34.4  36.2  

그리스  29.8  30.4  32.6  35.4  34.7  43.1  49.2  43.3  42.4  
이태리  39.2  43.9  50.4  53.6  55.4  56.1  55.8  52.9  51.4  
한국  45.2  46.1  45.7  46.7  49.0  54.1  58.9  61.2  71.1  

스웨덴  67.2  69.3  75.1  80.0  78.7  76.0  76.0  73.1  65.2  
영국  47.1  46.2  47.7  47.7  52.3  51.5  57.2  55.4  57.2  

OECD평균 47.3  47.8  51.6  53.0  52.9  54.2  55.5  55.6  55.9  

자료 :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30~34세 여성 인구  졸 이상 비율은 2000년 27.9%에서 2009년 

44.9%로 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스페인 남성의 경우 동기간 

30.4%에서 34.3%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아주 높고, EU의 평균인 

35.7%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이다. 20~29세 인구  졸 비율도 2000

년 39.5%에서 2009년 45.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스

페인에서는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가 가속 으로 발생하고 있다.7) 게다가 

학졸업자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증가

하여, 결과 으로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아 커다란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마리 루이즈 그라 , 2006). 결과 으로 여성의 고학력화로 결혼이 

7) 10년 부터 학 졸업생의 60%가 여성. 여성의 고학력 인구가 많고 성 도 좋다. 공학 

분야에서는 80%가 남성으로 유럽공동체의 비율과 같다. 과거에 비해 남성 심의 분야인 

교육, 의학 분야에서 여성이 70%를 차지하는 등 여성 주로 변화하고 있다(스페인 건강 

사회정책평등부 고용차별철폐과 Mercede le la Serna Torroba, Luis Simo Mor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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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되고 양성평등 의식수 이 높아져 통 인 보수  사회문화와 충돌

할 가능성이 커져 결혼과 출산에 지 한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표 2-8〉스페인의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

(단위: %)

스페인 EU 평균 최상 3개국 평균

2000 2009 2009 2009

30∼34세 여성 대졸이상 비율 27.9 44.9 35.7 54.9
30∼34세 남성 대졸이상 비율 30.4 34.3 28.9 44.4

 20∼29세 1,000명당 대졸 비율 39.5 45.2 - 88.6
GDP대비 교육공공지출 비율  4.3  4.4  4.96 7.15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0), Demography Report. 

스페인에서 취학  유아교육  사교육비 비 은 2006년 14.3%로 

부분의 유럽국가들에 비해 높다. 스웨덴에서 취학  유아교육을 

으로 공 으로 책임지고 있고 이태리, 랑스, 국 등에서 사교육비 비

율이 10% 미만인 것과 조 이다. 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 은 스페인의 경우 6.3%로 스웨덴이나 이태

리에 비해서는 높으나, 다른 부분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 으로 낮

다. 요컨 , 스페인에서는 정규학교과정은 공 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나 

3세 이상 취학  아동의 교육비는 부모(가족)도 일정부분 분담하게 하

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9〉주요 OECD국가의 사교육비 비율, 2006

(단위: %)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한국 OECD

3세~취학 전 14.3 6.5 4.5 27.8 0.0  7.3 53.7 19.3
초등~고등  6.3 2.8 7.5 13.0 0.1 23.2 22.4  8.8

자료 : OECD(2009), Education at a Glance.

한편, 1982년 총선에서 사회노동당이 다수로 승리한 이후 계속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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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면서 많은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의료혜택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을 제도화하 으며, 병원 입원비용의 부분에 한 무상제를 확립하

다. 최근 스페인 국가보건기구인 인살루드는  국민의 98.9%에게 무료

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의 아동빈곤율은 2005년 

17.3%로 부분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 으로 높다. 이와 같이 스페인

에서는 아동의 교육비와 아동의 탈 빈곤에 해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 으로 덜 극 인 사회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10〉주요 OECD 국가의 아동빈곤율, 2005
(단위: %)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한국 OECD

아동빈곤율 17.3 16.6 13.2 15.5 7.6 16.3 0.4 10.1 10.7 12.4

자료 :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제3절 스페인 인구현상

이 에서 스페인의 인구 상은 출산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한 인구학  요인들로는 결혼력(결혼, 

이혼 등), 이동력(국내이동, 국제이동) 등이 포함된다.  

  1. 결혼력
 
스페인에서 혼인은 2010년 169,020건으로 2009년보다 3.6%가 감소

하 다.8) 이에 따라 조혼인율 역시 2009년 3.82‰에서 2010년에 3.6

7‰로 감소했다. 2010년도 체 혼인  21.5%는 배우자  어도 한

8) 스페인에서 결혼은 과거에 80%가 성당에서 하 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청에서 결혼을 

많이 하며, 시청에서는 간단하게 사인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스페인 정부 아동가족과

장 Felix Barajas Villaluenga 면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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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외국 국 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2009년 21.8%보다 다소 낮아진 

비율이다. 이들  스페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는 75%를 차지했다

(INE, 2011). 

〔그림 2-5〕스페인 혼인수 추이, 2000-2010

(단위: 천 건)

자료 : INE, Press Release, 2011.7.7.

스페인 여성의 혼연령은 2002년 만해도 27.9세로 당시 스웨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 스페인 남성의 혼연령은 29.8세로 

다른 유럽국가들과 유사하거나 다소 낮아 조 이다. 국제  비교 

에서 보면, 스페인 여성의 만혼화가 남성에 비해 상 으로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학력화와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하여 만혼

화가 진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과 경제  이유들 이외에도 

사회문화 으로 노동시장과 가족생활에서 남성우월주의 문화가 지속됨에 

따라 일-결혼 양립 곤란 등의 원인이 결혼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로 스페인의 통 인 문화를 보면 여성들은 결혼 후 

양육과 가사는 물론 남편과 가족 부를 책임지는 의무를 가졌으며, 남

성들은 가사 등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지내는 것이 행이었다

(마리 루이즈 그라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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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주요 OECD 국가의 초혼연령

(단위: 세)

스페인

(2002)

포르투갈

(2003)

그리스

(2002)

이태리

(2000)

프랑스

(2002)

독일

(2003)

스웨덴

(2003)

영국

(2000)

한국

(2010)

남성 29.8 27.5 30.6 29.9 29.9 30.2 32.4 29.2 31.8
여성 27.9 25.7 26.9 27.0 27.8 27.6 30.0 27.1 28.9

자료 : OECD(2009), Family Database; 한국 - 통계청(2011), 2010년 혼인․이혼 통계. 

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첫 출산의 지연은 “제2의 

인구 변동(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이라 일컬어지는 가장 요

한 사건이다. 지연은 모의 출산연령 상승으로 일어나며 모의 첫출산 평

균연령으로 측정한다. 2008년 스페인 여성의 평균 산연령은 29.7세로 

이태리(29.9세), 독일(30.0세), 국(30.0세)보다 다소 낮을 뿐, 이외의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 으로 높은 수 이다. 스페인의 통

인 사회문화  특성 하에서 만혼화는 곧 만산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동거, 미혼모, 혼외출산 등이 종교 으로 혹은 사회문

화 으로 엄격하게 지된 스페인에서는 만혼화가 직 으로 산연령

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표 2-12〉주요 OECD 국가의 초산연령

(단위: 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한국

초산연령 29.7 27.9 28.8 29.9 28.6 30.0 28.4 30.0 31.3
연도 2008 2008 2008 2007 2006 2008 2008 2006 2010

자료 : OECD(2011), Family Database; 한국 - 통계청(2011), 2010년 출생통계. 

통 으로 스페인 가톨릭교회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다.9) 그러나 

9) 그러한 향으로 성당에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혼을 할 수가 없다. 성당에서의 이혼은 

법 인 제재는 없으나 차가 까다롭다(스페인 정부 아동가족과장 Felix Barajas 
Villaluenga 면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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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합법화되면서 이혼이 격하게 증가하 다. 2008년 스페인의 조

이혼율은 2.8‰로 랑스, 국, 독일, 스웨덴  다른 남유럽들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난다. 스페인에서 이혼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여성

의 고등교육 참가, 경제활동 등이 증가하면서 여권이 신장하고, 이에 따

라 남성 심의 결혼생활 내지 가족문화가 차 약화되고 있음을 반증

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2-13〉주요 OECD 국가의 조이혼율, 2007 

  (단위: 인구 천명당 건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한국
조이혼율 2.8 2.4 1.2 0.9 2.1 2.3 2.3 2.4 2.5

자료 : United Nations(2008), Demographic Yearbook.

혼외출산의 의미는 지난 40년 동안 변하 다. 과거에는 혼외출산을 

‘서자(illegitimate)’ 출생의 결과로 여겼으며 그로 인하여 성 계를 지

하 으며 종종 윤리  문제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의 커 들 사이에

서는 종종 혼 (외)출산이 계획되는 등 합법 으로 인정받고 있다. 혼외

출산비율은 엄격한 도덕  통제, 통, 남성우월주의 등에 있어서의 국

가별 특징, 특히 역사성에 기반하여 명확한 조를 보이고 있다. 

국, 랑스, 스웨덴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수세기  자유와 개인주

의가 출 한 반면 동유럽에서는 농노제가 20세기 하반기까지도 존속하

고 있었고 남유럽에서는 가부장 인 확 가족이나 지주제 풍토

(landlordness)가 사고방식에 지속 으로 향을 끼치고 있다. 일 이 

자유화된 국가들에서는 피임약의 발명과 확산을 통한 성  해방, 여성의 

권한 강화와 성 인 행복의 길이 열린 반면 보수 인 일부 유럽의 경우

에는 혼외출산에 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D'Addio and  

d'Ercole, 2005). 스페인도 강력한 가톨릭 국가로서 통 으로 법률

인 결혼을 요시하여, 결혼  임신과 낙태, 출산에 해 엄격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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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체 출생아수  혼외출산의 비율은 스페인

의 경우 1995~1997년 만해도 13%로 랑스 39%, 스웨덴 54%, 국 

37% 등에 비해서 아주 낮다. 그러나 스페인의 혼외출산비율은 2007년

에 28.4%로 격하게 높아졌다. 혼연령 상승과 함께  결혼을 하

지 않고 동거가 늘고 있고, 2005년부터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들과 혼

외출산의 아이 사이에 차별이  없고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스페인 정부 아동가족과장 Felix Barajas 

Villaluenga, 2011).

〈표 2-14〉주요 OECD 국가의 혼외출산비율

(단위: %)

1995-19971) 2000 20072)

스페인 13 17 28.4
포르투갈 20 - 31.6(2006)
그리스  3 - 5.0
이태리  8 - 20.7
프랑스 39 42.6(2002) 50.4
독일 14 - 30.0

스웨덴 54 55.5(2001) 54.7
영국 37 - 43.7(2006)
한국 - - 1.5(2006)

자료 : 1) Lantoine and Monnier(1997), UN(1998). 
2) Eurostat(2007), Fertility-Live births outside marriage. 폴란드 19.5

한편, 스페인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학  상황은 다소 큰 차이가 나타

난다. 2010년에 갈리시아, 카스티야이 온, 아스투리아스, 에스트  마

두라, 아라곤 지방에서는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 자연  인구 증

가가 부 으로 나타났다. 아라곤, 카스티야이 온, 바스크, 자치도시 세

우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조출생률이 감소했다. 특히 아스투리

아스(조출생률 7.39), 갈리시아(8.07), 카스티야이 온(8.24)의 조출생률

이 가장 낮은데, 이 지방에서 인구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아 조사망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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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부분 지방에서 지난 한해 혼인율 역시 감소하

으며, 외 으로  갈리시아와 자치도시인 멜리야 지역에서만 약간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국뿐만 아니라 부분 지방에서 혼

인과 출산이 감소한 이유로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재정 기로 경제상

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2-15〉스페인 자치지방별 인구학적 상황, 2010

 

자치지방 혼인 출생 사망 자연증가 조혼인율 조출생률 조사망률
전국 169,020 484,055 378,667 105,388 3.67 10.51 8.22

안달루시아 29,878 92,620 64,573 28,047 3.63 11.24 7.84
아라곤 4,477 13,023 13,179 -156 3.41 9.92 10.04

아스투리아스 4,336 7,814 12,744 -4,930 4.10 7.39 12.06
발레아레스 4,035 11,927 7,619 4,308 3.74 11.04 7.05
카나리아 5,667 18,179 12,158 6,020 2.71 8.69 5.81

칸타브리아 2,543 5,547 5,483 64 4.39 9.58 9.47
카스티야이레온 8,337 20,553 26,869 -6,316 3.34 8.24 10.77
카스티야라만차 7,331 21,838 17,438 4,400 3.59 10.71 8.55

카탈루냐 28,098 84,163 59,324 24,838 3.84 11.50 8.10
발렌시아 17,487 51,717 39,786 11,930 3.50 19.36 7.97

에스트레마두라 3,974 10,089 10,736 -647 3.67 9.32 9.92
갈리시아 9,930 22,094 29,789 -7,694 3.63 8.07 10.89
마드리드 25,215 72,617 40,958 31,659 3.97 11.42 6.44
무르시아 5,067 18,105 9,995 8,111 3.46 12.35 6.82
나바라 2,335 6,806 4,961 1,844 3.76 10.97 7.99
바스크 8,308 21,151 19,266 1,885 3.89 9.89 9.01

라리오하 1,167 3,309 2,849 461 3.71 10.51 9.05
세우타 390 1,159 532 627 5.18 15.37 7.05
멜리야 443 1,344 407 937 6.00 18.20 5.51

자료 : INE, Press Release, 2011.7.7.

  2. 이동력

스페인의 출산율은 1970년  반부터 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하

는데, 이는 도시화 진척 시기와 일치한다. 1950년 와 1960년 를 거치

며 스페인 사람 수백만이 시골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했다. 당시 도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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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2 2004 2006 2008
이민자수 99,122 394,048 645,844 802,971 692,228

역에서는 주거시설이 턱없이 부족했고, 그로 인하여 가족계획의 요성

이 증 하여 자녀수가 큰 폭으로 어들었다(마리 루이즈 그라 , 

2006). 

스페인에서는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이

민자들( 는 불법체류자 포함)에 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청)에 

주민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의료  교육혜택을 기본 으로 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외국인 자녀에 해서도 스페

인 국  취득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조치와 함께 사회

경제  발 과 지리학  치로 인한 유리함 때문에 스페인의 순이민율

은 최근에 매우 높은 수 을 유지하 다. 로 2006년도 스페인의 순이

민율은 12.5명으로 다른 남유럽국가들인 그리스 2.5명, 포르투갈과 이탈

리아 약 2.0명은 물론 EU평균 2.5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Mujica 

and Talavera, 2006). 

2008년 말 스페인의 이민자는 총 692,228명이며, 국가별로는 모로코 

 루마니아로부터 이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도 이민자를 

권역별로 구분해보면, 유럽 183,385명, 아 리카 104,186명, 아시아 

43,925명, 남미 218,255명, 기타 142,477명 등이다. 스페인에 은 

이민자의 유입은 사망률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민은 스페인의 

인구고령화를 연기시켰으며, 동시에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자국민의 

숙련 직업 수 의 상승 등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향을 미쳤다(Mujica 

and Talavera, 2006).  

 〈표 2-16〉스페인의 이민자 증가 동향 

(단위: 명)

자료 : INE(2011), Residential Variation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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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여성 이민 여성 전체
2002 1.21 2.05 1.26
2003 1.26 1.90 1.31
2004 1.28 1.79 1.32
2005 1.30 1.70 1.34
2006 1.33 1.70 1.38
2007 1.33 1.75 1.39
2008 1.38 1.81 1.46
2009 1.33 1.67 1.39
2010 1.32 1.64 1.38

스페인 이민자들은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

에 들어 이민여성의 합계출산율을 스페인 내국인 여성과 비교해 보면, 

이민여성의 합계출산율이 스페인 체 출산율을 0.04~0.08정도 상승시

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체 출생아수  이민자(외국인) 자

녀의 비율은 지난 2년간 20.3%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2-17〉스페인 이민여성과 내국인여성의 합계출산율 추이, 2002-2010

(단위: 명)

자료 : INE, Press Release, 2011.7.7.

스페인 통계청(INE)에서 2007년에 실시한 국이민자조사(ENI- 

Encuesta  Nacional de Immigrantes) 결과에 의하면10) 이민자의 출산

율은 여성 기 으로 1.75, 남성 기 으로 1.45로 스페인 내국인의 1.26

과 1.19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민자 출신국별로는 모로코 

출신 이민자의 출산율이 여성 기  3.23, 남성 기  2.15로 가장 높으

며, 다음으로 다른 아 리카 출신 이민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한편, 

이민자의 평균출산연령은 여성 28.8세, 남성 30.0세로 스페인 내국인의 

여성 32.3세와 남성 34.0세에 비해 3~4세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INE(2011)에 따르면 평균출산연령은 2010년 31.2세로 조 씩 상승하

10) 15~44세 스페인 여성 5,970명, 이민자 여성 5,970명, 20-49세 스페인 남성 5,392명, 이
민자 남성 5,392명을 상으로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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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여 히 이민자가 내국인보다 자녀를 출산하는 연령이 낮다.  

〈표 2-18〉스페인 내국인과 이민자의 합계출산율 및 평균출산연령, 2007

(단위: 명, 세)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스페인 내국인 1.26 1.19 32.3 34.0

이민자

출신국

전체 1.75 1.45 28.8 33.6
에콰도르 1.54 1.53 26.6 30.0

그 외 라틴국가 1.63 1.41 28.8 32.6
모로코 3.23 2.15 30.0 37.1

아프리카 2.93 1.20 29.5 37.5
서유럽 1.50 1.33 30.5 33.6

루마니아 1.29 1.26 26.6 31.0
유로아시아 1.37 1.04 28.6 33.5

자료 : Rosero-Bixby et al.(2009), "How many immigrants live in Spain? An alternative estimation to the 
population register based on births and fertility rates".

제4절 스페인 출산관련 정책

  1. 개관

스페인의 출산 련 정책의 변화는 스페인의 역사를 반 하고 있다. 

즉, 이념   정치  변동을 겪는 과정에서 가족정책, 노동정책, 복지

정책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으며, 이들 정책은 스페인의 독특한 사회

문화  독립성이 강한 지방정치의 향을 받고 있다.  

우선 랑꼬 정권은 1975년 피임을 법으로 지하 으며, 여성들의 

배우자로서 어머니로서 통 인 역할을 유지하기 한 정책을 강화하

다. 그 배경으로 랑꼬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하여 보수 인 가

톨릭 기본원리에 충실한 왕정과 결탁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정을 시하여 여자는 집에서 가사와 육아에 념토록 하는 가족 

우 정책을 실행하 다. 랑꼬 정권 이후 가족정책의 이념은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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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가가 방해하지 않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는데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출산율이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랑

꼬 정권과 차별을 둘 필요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정치가와 학자들 모

두 ‘출산 장려’를 터부(taboo)시 하면서 출산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게 

되었다. 출산 상은 1990년  들어 출산율이 매우 낮아지면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출산 상을 문제시하는 이유는 연 제도

의 안정성 때문이며 출산율 자체에 한 우려는 아니다. 앙정부 뿐 아

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낮은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투자하지 않고 은퇴연령을 늦추는 방향만 고민하고 있다.11) 

1998년 이래 스페인 사회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연  재정 

불안정과 높은 이민율이 여론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가정 양립이 이

슈화되고 자녀양육 가정을 지원하기 한 정책들이 도입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정책들 부분은 출산을 장려하기 한 것이기 보다 빈곤한 

가정을 지원하기 한 가족복지정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들 부

분은 경제 상황이나 사회문화 환경 등의 향을 받아 변화해 오고 있다. 

특히, 2008년 세계 인 경제 기 이후에 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상

이나 여수 이 축소되는 등 변화를 겪기도 하 다. 실로 스페인 정부

는 출산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아주 미흡한 수 이다. 고령인구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한 복지는 

많이 있는데, 갓 결혼한 부부가 출산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주

는 제도가 무 없다는 지 이 있어 왔다.12)

최근에 가정을 한 지원은 가정보호 항목의 요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사회 정책의 요한 핵심  하나이다. 를 들어, 가정과 

직장 사이의 조  사항  남성에게 주어지는 출산 휴가를 강조하는 가

11) Centre d'Estudis Demografics(CED) Pau Miret Gamundi 면담(2011).
12) Centre d'Estudis Demografics(CED) Pau Miret Gamundi 면담(2011).



44

저
출
산
대
책
 관
련
 국
제
동
향
분
석
 - 

스
페
인‧
폴
란
드
 편
 -

부양자녀수 연간 수입 보조금 지원 
1명 11,264.01 291
2명 12,953.61 582
3명 14,643.21 873
4명 16,332.81 1,164
5명 18,022.41 1,455

정을 한 지원과 보호 서비스 항목에 실질 인 개선을 도입시키는 ‘개

인 자율성 진  의존성 리를 한 법’이나 ‘남녀의 효율 인 평등 

법’이 도입된 바 있다(Spain Ministerio de Sanidad y Politica Social, 

2010). 

  2. 자녀양육비용 지원 정책

스페인에서 출산  인구 련 정책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

으며, 앙공무원에 한 지원정책(Plan CONCILIA)은 제1부총리실에

서 장하고 있다. 국민당이 집권 이던 지난 2003년부터 3세 이하 자

녀를 가진 가정에 해 셋째 자녀부터 월 104유로의 가계보조 을 지원

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출산 응의 일환으로 신생아 지원 을 과

거 2,500유로에서 3,500유로로 증가시켰다.13) 개인소득 수 과 부양자

녀수에 따라 보육수당을 지 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2000년부터 

소득층 가정에 한해 셋째 자녀부터 18세가 되기 까지 보육을 해 부

양자녀 수에 따라 보조 을 지원하고 있다. 

〈표 2-19〉스페인의 자녀양육 보조금 지원 현황, 2010 

(단위: 유로)

자료 : Ministerio de Sanidad y Politaca Social(2010), Guia de Ayudas Sociales Para Las Familias. 

13) 신생아 지원  결정 시 부자들도 상에 포함하는 것에 해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었

다. 2010년 재정긴축정책으로 지되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스
페인 정부 아동가족과장 Felix Barajas Villaluenga, 면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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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으로 1998년부터 부양자녀수에 따라 개인소득세(IRPF)를 감

면해주고 있다. 세  련 지원으로 부양아동 세 공제(Dependent 

children tax credit)는 2010년 기 으로 부모(세 납부자)와 함께 살고 

있는 25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상으로 연간소득이 8,00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 제공한다. 세  공제액은 첫 자녀의 경우 연간 1,836유로, 둘

째 자녀는 2,040유로, 셋째자녀 3,672유로다. 넷째 자녀부터는 4,182유

로를 공제한다. 만약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에 상

없이 한명 당 연간 2,316유로를 공제한다. 모성세 공제(Maternity  

tax credit)는 3세 미만 자녀를 한명 이상 둔 취업 어머니에게 연간 

1,200유로의 환  가능한 세 공제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요

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매달 100유로씩 면세 가능한 보조  형태로도 

지 이 가능하다(Adiego et al., 2010). 

스페인은 아동수당(child benefit)을 1938년에 최 로 도입하 다. 

재에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상으로 아동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65% 이상 장애 정을 받은 자녀에 해서는 연령 제한이 없다. 아동수

당 수 을 해서는 상 아동과 수 자가 스페인에 법 으로 거주해야 

하며, 정부의 다른 가족 지원 을 받지 않아야 한다. 스페인에서는 

16~18세 자녀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들의 연간소득이 최 임  

이하(2010년 기 , 8,866.20유로)인 경우라면 아동수당 수  상자가 

된다. 부모가 이혼 등 법 으로 별거한 경우에는 자녀를 돌보고 있는 부

모가 수당을 수령한다. 

아동수당을 수 할 수 있는 가구소득은 2010년 기 으로 1자녀를 둔 

경우 연간 11,264.01유로 미만이다. 자녀수가 한명씩 증가할수록 수 자

격 가구소득기 은 15% 혹은 1,680.60유로씩 증가한다. 만약 이 가족이 

가족 증명서를 소유하고 있고,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  가

능 가구소득 기 은 연간 16,953.05유로 미만이다. 자녀수가 한명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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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가구소득 기준

최저 최대
1명 11,264.01 11,555.01 
2명 12,953.61 13,535.61 
3명 14,643.21 15,516.21 
4명 16,332.81 17,496.81 
5명 18,022.41 19,477.41 
6명 19,712.01 21,458.01 
7명 21,401.61 23,438.61 
8명 23,091.21 25,419.21 
9명 24,780.81 27,399.81 
10명 26,470.41 29,380.41 

가할수록 가구소득기 은 2,745.93유로씩 증가한다. 여기에서 가족은 

한명 는 두 명의 부모가 3명 이상(부모나 자녀  한명이 장애가 있는 

경우 2명 이상)의 21세 미만(풀타임 교육을 받을 경우 26세 미만) 미혼 

자녀와 살고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Adiego et al., 2010).  

가구소득이 기 소득을 과하더라도 최 기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과한 비율만큼을 제외한 아동수당을 지 한다. 33% 이상의 장애가 

있는 18세 이하 아동과 65% 이상의 장애가 있는 18세 이상 아동에 

해서는 가구소득에 제한이 없다. 

〈표 2-20〉스페인의 아동수당 수급 가능 자녀수별 가구소득 기준, 2010 

(단위: 유로)

자료 : Ministerio de Sanidad y Politaca Social(2010), Guia de Ayudas Sociales Para Las Familias. 

아동수당은 2010년 기 으로 연간 291유로를 지 하고 있다. 5세 미

만 아동에 해서는 연간 500유로를 지 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자녀

에게는 <표 2-21>과 같이 장애 정 정도에 따라 아동수당을 차등 지

한다. 아동수당은 1월과 7월에 지 하되, 18세 이상의 장애가 있는 아

동에 해서는 매달 지 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다른 종류의 아동수당

( 국, 지방 포함)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과세되거나 다른 수당 수  

기  고려 시 가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Adiego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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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 정도 아동수당 지급액
장애 판정 33% 이상 자녀 연간 1,000유로 지급

장애 판정 65% 이상 자녀 연간 4,076.40유로 지급

장애 판정 75% 이상 자녀(상시 간호가 필요한 아동) 연간 6,115.20유로 지급 

〈표 2-21〉스페인의 장애 판정 정도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액, 2010 

자료 : Ministerio de Sanidad y Politaca Social(2010), Guia de Ayudas Sociales Para Las Familias. 

2007년 1월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어머니들에게 일시불로 

2,500유로를 지 하거나 희망하는 경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의 

소득세  공제 형태로 환할 수 있었던 ‘보편  일시불 아동수당

(Universal Lump Sum Benefit)’ 혹은 ‘모성세 공제(Maternity Tax 

Credit)’는 2011년에 폐지되었다(Escobedo, 2011). 한 2008년 재정  

경제 기 이후 정책 산의 삭감이 진행되었다. 소득기  이하 가구에서 

셋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다자녀를 출산할 경우 연 450.76 유로를 일시불 

수당으로 지 하 던 ‘소득수 에 따른 일시불 다자녀 아동수당’이 2008

년에 폐지되어 ‘ 가족, 한부모가족, 장애가 있는 어머니 가족에 한 일

시불 아동수당’으로 환되었다. 이들 가족의 연간 가구소득이 기 소득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 출생  입양 시 1,000유로를 지 한다. 

수당을 수 하기 해서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둘  한 사람

이(명확하지 않은 경우 모친에게 수당 지 ), 한부모인 경우 자녀 양육권

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신청을 해야 한다. 수 할 수 있는 가구소득 기

은 2010년 기 으로 1자녀를 둔 경우 연간 11,264.01유로 미만이다. 자

녀수가 한명씩 증가할수록 가구소득기 은 1자녀 기  소득수 의 15%

에 추가 자녀수를 곱한 만큼 증가한다. 만약 이 가족이 가족 증명서를 

소유하고 있고, 자녀가 세 명 이상이라면 가구소득 기 은 2010년 기  

연간 16,953.05유로이며 넷째 자녀부터 한 사람당 2,745.93유로씩 소득

기 이 증가한다. 이 수당은 지방정부에서 지 하고 있는 동일한 유형의 

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이 수당은 과세되거나 다른 수당 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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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가구소득 기준 산출방법
1명 11,264.01 2010년 기준액 

2명 12,953.61 11,264.01 + 1,689.60 
3명 14,643.21 11,264.01 + (2x1,689.60) 
4명 16,332.81 11,264.01 + (3x1,689.60)
5명 18,022.41 11,264.01 + (4x1,689.60)
6명 19,712.01 11,264.01 + (5x1,689.60)
7명 21,401.61 11,264.01 + (6x1,689.60)
8명 23,091.21 11,264.01 + (7x1,689.60)
9명 24,780.81 11,264.01 + (8x1,689.60)
10명 26,470.41 11,264.01 + (9x1,689.60)

 고려 시 가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Adiego et al., 2010). 

〈표 2-22〉스페인의 대가족, 한부모가족, 장애가 있는 어머니 가족에 대한 일시불 

아동수당 수급 가구소득기준, 2010  
(단위: 유로)

자료 : Ministerio de Sanidad y Politaca Social(2010), Guia de Ayudas Sociales Para Las Familias.

이외에도 동시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다

자녀 출산(입양) 일시불 아동수당이 지 된다. 수당을 수 하기 해서는 

부모가 스페인에 법 으로 거주해야 하고 유사한 유형의 지원 을 받지 

않아야 한다. 수당은 월 최 임 (2010년 기 , 633.30유로)을 기 으로 

출산  입양 자녀수가 2명일 경우 4배(2,533.20유로), 3명일 경우 8배

(5,066.40유로), 4명 이상일 경우 12배(7,599.60유로)의 액을 일시불로 

지 받는다. 

스페인에서는 출산크 딧과 양육크 딧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크 딧

로 출산휴가 기간 동안 휴가 여에서 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양육

크 딧으로 3년까지 가능한 무 부모휴가의 첫 1년 동안 휴직 직  6개

월간의 평균소득을 기 으로 연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녀 양육을 하여 직장을 그만둔 부모에 해서는 연  계산 시 2년

을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OEC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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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육 및 유아교육(Formal care & early education) 정책

스페인에서 공식 인 양육‧보육‧교육정책은 두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되고 있다(Aguilar, Escobedo, and Montagut, 2011). 즉, 첫 단계(1st 

Cycle)로 0~3세 미만 아동 상 공 돌 과 둘째 단계(2nd Cycle)로 

3~6세 아동 상 보육‧교육이 해당된다. 

가. 공적돌봄(1st Cycle, 0~3세 미만 아동 대상)

스페인에서는 0세부터 3세 미만 자녀에 한 국가차원의 통합 인 정책 

지원이 부재하다. 재 유아교육법은 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정부가 자

녀 교육‧양육 련 서비스에 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0~3세 

미만 자녀를 상으로 하는 보육기  비율, 이용가격, 서비스의 질 등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난다. 2009년 기 으로 3세 미만 자녀  교육 기

(early education center)에 다니는 비율은 34.1%에 불과했고, 이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립시설에 다니는 비율은 46.6%로 나타났다. 바

스크 지역의 시설 비율이 57.2%로 가장 높았고, 무르시아, 세우타, 멜리야 

지역은 약 20%로 낮아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2-6〕스페인의 지역별 공립 및 사립 돌봄 시설 비율, 2009 

   

자료 : Universitat de Vic(2009), La situacion de la oferta de servicios de atencion a la primera infan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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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세 미만 2세 미만 3세 미만
안달루시아  7.0 26.0 45.7
아라곤 12.7 34.7 56.5
아스투리아스  6.3 12.8 22.2
발레아레스 제도 14.0 36.4 55.8
카나리아스 제도  8.8 26.9 39.7
칸타브리아  6.1 10.7 64.9
카스티야 이 레온 16.4 38.5 63.2
카스티야 라 만차 16.9 41.9 59.5
카타루냐 10.2 37.6 59.7
발렌시아  3.3 24.1 42.0
엑스트레마두라 12.8 33.2 46.9
갈리시아 15.3 33.6 56.7
마드리드 27.4 49.4 64.6
무르시아  4.6 21.7 37.5
나바라 21.5 48.3 78.7
바스크 나라 21.2 44.0 107.6
라리오하  5.1 17.7 28.7
세우타  6.3 10.5 43.7
멜리야  2.1 13.6 39.4

전체 13.1 35.3 57.5

연령별 자녀수 비 시설 비율을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

설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세 미만 자녀, 즉 0~1세 미만을 

상으로 하는 시설의 비율은 국 평균 13.1%에 불과하지만 2~3세 미만 

상은 국 57.5%로 연령별로 이용 가능한 시설 비율의 격차가 매우 크다. 

〈표 2-23〉스페인의 연령 별 자녀수 대비 돌봄 시설 비율, 2008 

(단위: %)

자료 : Universitat de Vic(2009), La situacion de la oferta de servicios de atencion a la primera infancia.

어머니들의 취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3세 미만 상 양육시설의 부족

으로 인해 가족 계망 내에서 비공식 인 양육 담당자(주로 조부모)의 

도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이 높다. 자녀 출산 후 최 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가 지나면

(자녀 출산 후 약 5개월) 부분의 기간 동안은 임 이 지 되지 않는

다. 2006년 교육법이 3세 이상 자녀 상 교육에 한 공공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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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주면서 3세 이상 자녀의 부분은 교육기 에 다니고 있다. 즉 

부모의 육아휴직 3년이 끝난 후 정부의 무상 보육‧교육 혜택(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을 받기까지 공백은 없다. 그러

나 ECEC 혜택을 받기 까지 부모의 임  수 에는 2년 6개월이라는 

상당한 공백이 존재한다.

나. 보육‧교육(2nd Cycle, 3~6세 아동 대상)
 

2006년부터 스페인 교육법은 3~6세 자녀를 상으로 공보육‧교육,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는 3~6세 아동  98%가 공

 지원을 받는 기 에 다니고 있다. 민간기 의 경우라도 공 기 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규정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별도의 이용비

용을 부과할 수 없다. 단 보충교육과 같은 추가 서비스에 한 이용비용

의 부과는 가능하다. 

그러나 공립시설의 경우 1주일에 25시간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부모가 자녀를 맡기기에 어려움이 있다. 일반 으

로 공립시설 교사의 자격이 뛰어나고, 교사 당 자녀수도 지만 운 시

간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립시설에 보내는 경우도 많다. 그러

나 소득 가정에게는 이와 같은 사립시설 서비스 이용비용이 무 비

싸고, 한 양육‧교육기 에 한 정부의 기  강화로 사립시설 확 가 

제한되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 이 가까운 곳에 없을 수 있다

는 문제가 있다(Baizan, 2009). 

그간 정책 인 노력의 결과로써 스페인의 0~2세 자녀  육아지원혜

택을 받은 비율은 2009년 38.0%로 나타나며, 이는 EU국가들의 평균보

다 높은 수 이다. 다만, 최상의 3개 국가의 정책성과를 평균한 비율인 

56%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 임을 알 수 있다. 3~6세 자녀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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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EU-27 최상 3개국 평균

0~2세 자녀 육아혜택 비율 38 28 56
3~6세 자녀 육아혜택 비율 95 83 97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한국 OECD
보육 0.44 0.39 0.13 0.15 0.36 0.07 0.58 0.37 0.10 0.23

유아교육 0.00 0.00 0.00 0.46 0.64 0.31 0.40 0.21 0.07 0.35
계 0.44 0.40 0.13 0.61 1.00 0.38 0.98 0.58 0.17 0.59

지원 수혜비율은 2009년 95.0%로 EU 평균 83.0%보다 높으며, 최상 3

개국의 평균인 97%에도 근 한 수 이다. 

〈표 2-24〉스페인의 보육‧유아교육 수혜 비율, 2009 

(단위: %)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0), Demography Report.

2005년 기 으로 스페인의 GDP 비 보육‧유아교육재정 비율은 

0.44%로 나타난다(OECD, 2009). 이러한 수 은 OECD 국가들의 평

균인 0.59%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구체 으로 스페인의 보육‧유아교육 

재정지출 수 은 그리스, 포르투갈, 독일 등과 유사하거나 높으나, 랑

스, 스웨덴, 이태리, 국 등에 비하면 여 히 낮은 수 이다. 

〈표 2-25〉주요 OECD 국가의 보육‧유아교육 재정(GDP 대비 비율), 2005

(단위: %)

자료 : OECD(2009), Family Database.

  4. 일-가정 양립 정책

가. 휴가‧휴직

  (1) 출산휴가(Maternity Leave)

스페인에서는 2011년 기 으로 16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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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주는 출산 직후 그리고 10주는 출산 후에 휴직 혹은 단축제로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후 어머니가 6주의 의무 기간을 사용한 후에는 

남은 10주의 출산휴가를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기여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며 어머니의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 휴가

기간은 체나 혹은 부분 으로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는 풀타임 

혹은 트타임 휴가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 

다자녀 출산 혹은 입양, 장애를 가진 자녀 출산 혹은 입양의 경우 취

업 어머니들은 둘째 자녀부터 자녀 당 2주의 추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조산아를 출산하거나 신생아 자녀의 입원 시에는 최  13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임신 180일이 지나 유산한 경우에도 6주의 산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할 때까지 출산휴

가를 추가 으로 10주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어머니가 사망했을 경

우 아버지는 어머니의 근로 자격이나 상황에 상 없이 출산휴가를 사용

할 권리를 갖는다.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출산휴가 기간은 

지 않는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회보험 여(social security payments)로 평상

시 임 의 100%를 지원받는다. 수  자격은 피고용자, 자 업자  실

업 여 수 자로 휴가를 사용하기  7년  180일 이상 혹은 총 고용

기간  360일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11년 기 으로 월 

최  지  가능 임 은 3,230유로이다. 임 을 100% 지원받기 해서

는 출산휴가 사용 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기여 기 에 부합하거나 

실업기여수당을 받고 있어야 한다. 

21세 미만 여성은 의 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여를 받을 

수 있으며, 21~26세 여성은 지난 7년간 수 조건의 반 즉, 90일 혹

은 체 근로활동 기간 동안 180일을 기여했다면 인정된다. 이 기 은 

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융통성 있게 용된다. 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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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기 에 부합되지 않은 어머니들에게는 42일 동안 월 기  532.51

유로, 는 일 기  17.75유로의 정액 수당이 지 된다. 한부모 어머니, 

가족 어머니, 다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기여 비충족시 지 되는 수  기간이 기존 42일에서 57일로 

연장된다. 출산휴가 여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사회보험 기여액에서 지

불되는데 고용주가 소득의 23.6%, 고용인이 47%를 각각 지불한다.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는 휴가사용 과 동일한 직 에 복직할 수 있

다. 휴직으로부터 복직한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최  9개월 동안 모유 

수유를 해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OECD, 2008). 

Leave Policies & Network의 Country Report(Escobedo, 2011)에 

따르면, 2009년에 출산한 494,997명  68%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2008년 실 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출산휴가 이용률은 1995년 

31%에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그 동안 여성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휴가 혜택 제공이 지속 으로 증가한 결과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출산휴

가의 일부를 사용한 비율은 2010년 1.75%에 불과하여 여 히 사회문

화 으로 스페인 남성의 참여정도가 아주 조하다.14)   

  (2) 배우자 출산휴가(Paternity Leave)

스페인에서 아버지휴가는 2007년 양성평등법(Gender Equity Law)의 

개정으로 인해 확 되었다. 아버지(자 업 종사자 포함)는 사회보장 에

서 2주(2011년 기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15) 이 

14) 그러나 자녀 입양 시에 배우자의 산 후휴가 이용률은 27.5%(2005년 기 )로 비교  높

게 나타난다. 
15) 경제  사정 등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연장하는 법안이 연기되었

다. 이 연장 법안은 남성평등에 입각해 2007년 배우자 출산 휴가가 도입되면서부터 논의

되어 2009년에 승인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계획이었다(Escobed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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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첫 2일은 자녀가 출생하는 당시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

며, 직업의 특성상 이동을 해야 하는 아버지에게는 2일의 추가 휴가 기

간이 주어진다. 이 경우 여는 고용주가 지불한다. 나머지 13일은 어머

니의 출산휴가 이나 혹은 출산휴가 직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회보장

청으로부터 이 기간 동안 여를 받는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일과 13일

로 나 어 사용하는 것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 해당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출생했을 시 에 15일의 배우자 출산휴

가를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인 규칙이다. 고용주와의 합의가 있

다면 아버지들은 출산휴가를 트타임으로 나 어 사용할 수 있으며, 출

산휴가와 동시에 혹은 출산휴가 종료 후 사용할 수 있다. 휴가 후 동일

한 직 으로 복직하는 것이 보장되며, 자녀가 9개월이 될 때까지 수유를 

하여 2시간 30분을 사용할 수 있다(Rebecca, 2008).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회보장기여 기 에 부합되었을 때 사용이 가능

하다. 즉 지난 7년간 최소 180일 이상 기여를 했거나 체 근로활동 기

간 동안 360일 이상을 기여했어야 한다. 가족이거나 장애가 있는 가

족원이 있는 경우에는 15일에서 20일로 연장이 가능하다. 다자녀 출산

이나 입양, 장애가 있는 자녀 출생 시에는 추가로 2일이 연장된다. 배우

자 출산휴가는 성 립 으로 용되며 동성커 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즉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쪽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혜택은 지방 정부에 따라 달라진다. 를 들어 카탈로냐 지

역 공공부문 종사자는 자녀 출생 시에 5일, 어머니의 출산휴가 종료 시

에 한 달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 종사자가 한부모 어머니

라면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 에서 아버지를 신하여 추가로 한 달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다. 

2011년 기 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회보장기 에서 임

의 100%가 지 된다. 최  지  가능 액은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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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수당
바스크 지방 ∙월 291유로 지급

라리호아 ∙월 250유로 지급

카스티야이레온
∙연간 소득 30,000유로 이하 가구의 경우 월 532.51유로 지급 

∙연간 소득 18,000유로 이하 한부모 가족의 경우 월 665.64유로 지급

나바라

∙둘째 자녀 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일 경우 어머니에게 월 

417.27유로 지급, 아버지에게는 월 600유로를 1년 동안 

지급(아버지들의 휴직 사용 유도를 위한 긍정적 차별 정책). 단, 
대가족인 경우 3년간 지급함.

카스티야라만차
∙한부모 가족의 경우 월 600유로씩 최대 3,000유로까지 지급

∙남성의 경우 월 1,200유로씩 최대 10,000유로까지 지급 

3,230유로이다. 상 아버지  수  혜택을 받은 비율은 2007년 48%

에서 2009년 55%로 증가하 으며, 2010년에는 58%로 더 증가하 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아버

지 수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어머니 수의 84% 수 으로, 여 히 많은 

아버지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Escobedo, 

2011).

  (3) 육아휴직(Parental Leave)

스페인에서는 2011년 기 으로 부모 양쪽 모두 자녀 출생 후 총 144

주 즉,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개인의 권리이

다. 휴직을 사용하는 첫 1년 동안은 직업이 보장되고, 1년이 지나면 동

일 산업군 내 직업으로 보장이 제한된다.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휴직

을 사용하는 기간이나 횟수에 한 제한은 없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첫 

2년 동안 직업이 보장되고, 2년이 지난 이후에는 동일 지방 자치 기  

내의 직업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표 2-26〉스페인 지방정부의 육아휴직 급여 현황, 2011

자료 : Escobedo, A.(2011), Country Report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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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 은 지 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민간부문 종사자는 2년 동안 사회보장기여가 인정되고 공공부문 

종사자는 체 3년 동안 기여가 인정된다. 2000년부터 다수의 지방 자

치 정부에서 정액 수당을 지 하기로 결정했다. 그 사례는 <표 2-26>과 

같다. 

계약직 종사자일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의 휴직 

신청만 가능하다. 실업자이거나 자 업자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명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2명의 자녀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

는 30~36개월까지도 사회보장기여가 인정된다. 부모가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고용주가 부모가 동시에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생산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단을 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육아휴직 이용률은 1995년 이래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8년 체 

출생아의 7.3%로 높아졌으나, 2009년에는 총 33,942명이 이용하여 사

용률은 6.9%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5~2005년 사이 육

아휴직 신청자의 96%는 어머니이며, 평균 사용기간은 184일이었다. 아

버지들은 체 신청자  4%를 차지하며, 평균 172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들  36%, 어머니들  26%가 3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 다. 사용한 어머니의 11%, 아버지의 25%는 동일한 회사로 복

귀하지 않았는데, 이는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2005년까지 체 육아휴직 사용자  1년 이상 휴직한 비

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Escobedo, 2011).

  (4) 기타 휴가‧휴직

자녀양육을 해 직장 생활에서 공백기를 갖고자 할 경우 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2011년 기  휴

직 종료  공석이 있을 경우에 한해 동일 직업으로의 복귀를 주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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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 보장 권리는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휴직(adoption leave)은 2011년 기 으로 6세 미만의 자녀를 입

양하는 경우 제공하여 직장생활에서 공백기를 가질 수 있으며, 휴직 종

료  동일 직업에 공석이 있을 경우 복귀를 주장할 수 있다. 국제 입

양을 하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경우 입양 과정에서 부모가 입양 자녀의 

본국에서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달의 유  휴직을 제공한다. 

아  자녀를 돌보기 해 사용할 수 있는 유  휴가제도가 2011년 

도입되었다(Escobedo, 2011). 맞벌이 부모는 18세 미만의 아  자녀를 

병원이나 집에서 지속 으로 돌보기 해 풀타임이나 트타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휴직을 신청

할 수 있는 자녀의 질환 범  등 세부 사항에 한 추가 인 논의와 결

정이 필요하다. 

나. 가족친화근무환경(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16)

  (1) 탄력근무제(Flexible Working)

자녀 출생 후 9개월까지(공공부문의 경우 12개월) 어머니는 임  손

실 없이 하루  한 시간씩의 업무  부재가 가능하며, 그 비용은 고

용주가 부담한다. 이 권리는 본래 어머니가 자녀에게 모유를 주기 해 

주어지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하루 30분씩 두 차례 나눠 사용하거나 

하루 한 시간 단축근무 형태로도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부모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어머니는 이 권리를 아버지 혹은 트 에게 양도할 수 있

다. 한 모든 취업 어머니들은 이 시간을 총합하여 풀타임 휴직형태로 

16) Escobedo, A.(2011), Country Report Spain, Leave Policies & Network. 



59

제
2
장
 스
페
인
 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 사용 시 2주에서 4주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부모는 

근무시간의 1/8~1/2까지 단축할 수 있다. 단축근무시간에 해당되는 임

은 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근무를 하는 동안 최  2

년 동안 풀타임 사회보장 기여가 인정된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이 혜택을 취할 수 있으며 취학자녀의 학교시간에 맞

춰 탄력 근무 사용도 가능하다.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탄력근무제를 사용하는 부모에게 임 을 지불하

고 있다. 를 들어 바스크, 나바라, 라리오하, 카스티야이 온 지역에서

는 근무시간 단축 정도에 따라서 동일한 임 을 지 하고 있다. 카탈로

냐 지역의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출산휴가 혹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이어서 임  삭감 없이 근무시간의 1/3까지 단축할 

수 있다(이는 자녀가 약 17개월이 될 때까지의 기간임). 6세 미만의 자

녀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친척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1/3만큼 단축하

면 임 의 20%가 감소하고, 근무시간을 1/2 단축하면 임 이 40% 감

소하게 된다.  

  (2) 가족돌봄휴가(Time Off for the Care of Dependants) 

2011년 재 스페인에서는 자녀가 병을 앓고 있거나 이  이내 가

족의 병, 입원, 사망 등의 일이 있을 시 2일의 유 휴가(고용주 부담)

를 제공하고 있다.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족을 돌보기 해 이동이 

필요한 경우 휴가는 4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돌 이 필요한 

‘ 병’의 범 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공공부문 종사자가 일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이내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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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이동 필요 시 최  5일)의 휴가 이용이 가

능하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거나 공 생국에서 인정한 지속  

치료를 집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부모는 풀타임 혹은 트타임으로 휴직

을 신청할 수 있다. 출산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 이용 자격과 동일한 기

을 충족했을 경우 가족 돌  기간 동안 질병보험으로부터 임 의 100%

가 지 된다.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 을 필요로 하는 이

 이내 가족에게 돌 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최  2년 동안 휴직을 갖

거나 근무시간을 1/8~1/2까지 단축할 수 있다. 휴직을 신청한 돌  제공

자에게는 월 300~520.69유로까지 지 될 수 있으며, 이 액은 돌 을 

제공받는 가족에 의해 신청이 되고 액은 돌 을 필요로 하는 수 에 따

라 다르게 책정된다. 풀타임  트타임 휴직을 사용하는 첫 1년 동안 

사회보장 기여가 인정된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최  3년까지 무  휴직기

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체 기간 동안 사회보장 기여가 인정된다. 일  

이내 가족의 매우 심각한 질병의 경우에는 최  1달까지 임 의 손실 없

이 반일 근무가 가능하다. 한 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는 추가 으로 

탄력근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스페인에서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스페인 건

강사회정책평등부, 2011). 가족친화기업은 포인트를 많이 부여받아 정부

상의 경매 는 건설 등을 할 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인증을 받으면 

외부에 그 회사는 잘 되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0년 총 625개 기업이 신청하여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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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신청 기업은 부분 소기업이나 일부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5. 보건의료 정책

스페인에서 낙태는 국립병원에서 지되어 있고 일반 개인병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법낙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집권당인 사회당 정부는 낙태에 한 규제를 보완하기 해 2009년부터 

행 낙태법(형법 제417조) 개정(2010년 시행 목표)을 추진하 다. 개

정 내용으로 낙태가 가능한 시기는 임신 12주에서 4주로 앞당기고, 

2009년 9월 1일부로 과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임신 방약도 처방 없

이 구입이 가능하다. 

제5절 스페인 출산율 변동의 인과구조

  1.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

스페인의 출산율이 격하게 감소하여 낮은 수 에 머무르고 있는 주

된 이유로는 사회경제 환경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 인 가

치 이 강하게 유지되어 환경 변화에 따른 한 응이 미흡하 기 

때문이다. 

정치 으로는 우선 과거 랑꼬 정권에서 피임 지, 가족 보호 등 

가족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 던 계로 국민들은 가족정책에 해 반

감을 가지고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게다가 랑꼬 정권 시기에 형성

된 문화나 행이 지속되고 있다. 그 당시 여성은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하고 경제 인 것은 남자만 해야 한다는 행이 보편화되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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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당시 여성이 일을 하다가도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두었다. 간

혹 자녀를 다 키운 이후에야 일로 돌아갔다. 따라서 1970년 만 해도 

스페인 여성들은 밖에서 일하지 않고 가정을 심으로 업주부의 역할

을 하 기 때문에 유럽국가들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17) 

랑꼬 정권 이후 민주주의가 실 되면서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스페인은 자율성이 강한 지방분권  정부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 련 정책들을 통일되게 수행하는 데

에 한계성이 있다. 게다가 스페인 국민들은 출산율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성들의 성향도 가정생활에서 더 많이 경제생활을 시작하게 되었

다. 이와 같이 출산 상과 그에 응하기 한 가족정책에 해 국민

들 사이에 그리고 지방정부 사이에 충분한 공감 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  요인들로 인하여 정책들에 한 국민  지방정

부의 수용성이 낮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스페인은 1970

년  이래 수차례에 걸쳐 경제  기를 겪었으며, 최근에 들어서도 다

시 경제 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하여 스페인 사회에서 

고용  소득의 불안정(청년실업)이 높아지고, 노동시장마  경직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재정  기로 인하여 가족정책의 산

도 감축되는 등 출산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1980년 와 1990년 에는 은이들이 주택, 일자리, 학업 등의 문제

로 인하여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늦추는 추세가 형성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스페인 여성의 고등교육 참가와 경제활동 참가가 지속 으로 

증가하 다. 여성의 교육수  향상은 고용률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많

은 여성들이 직업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17) 이와 같은 성분업 역할모델에 의거하여 랑꼬 정권 시기에는 과부수당을 설계하 으며, 
이는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로 인하여 일을 안 하여 세 을 내지 않아서 연 을 받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남편이 죽게 되면 50%를 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부수

당은 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 지  수 이 80%로 높아졌다. 이 제도

는 이해 계가 형성되어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Anna Cabré,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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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특히, 남성우월주의 문화가 지속되어 많은 여성들이 일과 가

정을 양립하는 것이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높다. 

〔그림 2-7〕OECD 국가의 혼외출산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 2007 

  주 : AUS(호주), AUT(오스트리아), BEL(벨기에), CAN(캐나다), CHE(스위스), CZE(체코), DEU(독일), ESP
(스페인), FIN(핀란드), FRA(프랑스), GBR(영국), HUN(헝가리), ISL(아일슬란드), IRL(아일랜드), JPN(일
본), KOR(한국), LUX(룩셈부르크), NLD(네덜란드), NOR(노르웨이), NZL(뉴질랜드), POL(폴란드), PRT
(포르투갈), SVK(슬로바키아), SWE(스웨덴), USA(미국). 

자료 : 원자료 OECD, Family Database를 이용하여 작성.

스페인은 결혼연령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직 으로 낮아지는 사회구

조 인 특성을 가진다. 동거, 미혼모, 혼외출산 등에 해 사회문화 으

로 수용성이 높은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과 달리 법  결혼을 시하

는 의식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랑스 등 동거 

등이 보다 자유스러운 국가들에서는 만혼화와 출산율은 다소 낮은 상

성을 가진다.18) 주된 이유로는 이들 국가에서 법률 인 결혼 에도 동

18) 랑스에서 1970년 후반까지 혼외출산비율이 10%미만에 불과하 으나 지난 40년 동안 

갑작스럽게 상승하여 지 은 50%수 으로 높다. 이는 높은 성  자유  사회  인가수

을 반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상 이지는 않지만 새로운 가족유형이 나타났고, 자발

 가족해체의 험은 이 에 비해 상 으로 높아졌다(Bergouigna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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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등을 통해 출산을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19) [그림 2-7]에서와 

같이, 스페인은 혼외출산비율과 출산율 모두 낮은 국가군에 속해 있다. 

결국 스페인의 출산 상은 어도 부분 으로 만혼화로 출산이 억제

되었을 뿐 사회문화  기로 인하여 혼외출산이라는 다른 경로들이 작

동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8〕OECD 국가의 초산연령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 2005

  
   주 : 이하 알파벳 순 AUS(호주), AUT(오스트리아), BEL(벨기에), CAN(캐나다), CHE(스위스), CZE(체코), DE 

(독일), ESP(스페인), FIN(핀란드), FRA(프랑스), GBR(영국), HUN(헝가리), ISL(아일슬란드), IRL(아일랜

드), JPN(일본), KOR(한국), LUX(룩셈부르크), NLD(네덜란드), NOR(노르웨이), NZL(뉴질랜드), POL(폴
란드), PRT(포르투갈), SVK(슬로바키아), SWE(스웨덴), USA(미국).

자료 : 원자료 OECD, Family Database를 이용하여 작성.

은 여성들이 늦게 결혼을 하는 경우 이른바 ‘catch-up’을 하기 해

서 결혼 후 출산을 서두르나 가임기간 축소, 건강문제, 늦어진 자녀양육

에 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자녀수를 일 수밖에 없다.20) 요컨  스페

19) 랑스의 로, 법률혼은 1990년 287천 건에서 2005년 276천 건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유자녀 결혼의 비율은 1990년 17.6%에서 2005년 29.8%로 증가하 다.  

20) 출산 지연은 모와 자녀 모두의 건강에 향을 미친다(D'Addio and d'Ercole, 2005). 모  

 의 연령이 높을수록 당뇨, 만성 고 압 등 만성질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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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지난 기간에 출산을 연기했던 여성이 그 로 다음 기간에 출산을 

이행해 출산율이 높아진다 해도 합계출산율이 쉽게 회복될 수 없다는 구

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림 2-8]에서도 명료하게 나타난다. 2005년 

기 으로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연령이 거의 30세로 늦고 

출산율은 낮은 국가군에 속해 있다. 한편 스페인 사회에서 이혼 증가는 

출산 경로에 부정 인 향을 미쳐 출산 상을 지속시키는  다른 

요인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2. 정책적 요인의 영향

2인 소득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가족 내에서 양성평등이 

구 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일과 가정(돌  노동)의 이 부담은 덜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성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직장배제와 경력단  등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결국 가정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은 출산

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를 동시 으로 래하게 된다. 높은 청년 

실업, 임 주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청년층이 자립하기가 곤란하며, 이

는 출산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서비스산업이 발달되지 

않아 노동시장 구조가 풀타임 주로 경직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

년층과 여성들은 직업을 갖기가 어렵고(25세 이하 여성의 실업률 30%), 

취업여성들이 출산 후 종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매우 곤란한 실정

이다. 자녀의 출산, 양육, 교육, 결혼 후 분가까지의 비용을 부모가 담

하는 가족주의 문화는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끝

으로 가톨릭 심의 통 인 가족 이 강하여 미혼모, 동거부부 등에 

질환이 동반된 임신은 20  여성에 비해 유산될 확률이 50%까지 상승한다. 한편 다운증

후군, 선천성심장기형, 염색체 변이 등 태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다운증후군은 

14배, 염색체 변이는 4배). 일반 으로 노산은 여성의 생식력에 향을 주어 출산율 하락

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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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  용성이 낮으며, 이에 따라 이들 다양한 가족들이 제도

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 출산율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

나 이에 응하기 한 스페인의 출산 련 정책들은 수많은 혼란기와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  이념의 변화와 지방분권화 경향이 강한 지역  

특성 등으로 인하여,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 기에 따른 재정 부족 등으

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성을 가진다. 

우선 자녀양육의 경제  지원과 련한 정책들의 한계성이다. 첫째, 

자녀부양에 따른 경제  능력의 한계로, 다자녀보다 소수의 자녀를 잘 

기르자는 방향으로 부모의 자녀 이 변화하고 있다.21)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소극 인 수 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빈곤가정을 지원하기 

하여 교육비와 세 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도입하 으나, 가족규모가 증

가하여 재정압박이 커짐에 따라 아동연령을 기 으로 기간을 감소하

다. 셋째, 스페인의 정책들은 출산 회복이 아닌 복지 주의 빈곤층 

상가족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의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다음으로 보육정책의 한계성이다. 첫째, 시간제 취업이 용이한 노동시

장보다 일제(full-time) 주의 노동시장일수록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시설 등의 확충이 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국가의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다. 구체 으로 재 스페인의 보육서비스

는 교육보다 보육 심으로 로그램이 근로시간보다 짧은 등 일제 근

로자에게 부 하다. 결과 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빠르게 증

가하고 있는 반면, 그러한 변화에 해 보육서비스가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둘째, 가부장  문화의 향으로 인하여 가사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가되고 있으나 공  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

다. 셋째, 보육서비스는 체 으로 4세 이상 모든 아동들에게 제공하고 

21) 스페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왕자와 공주처럼 떠받으면서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경향이 강하

다(마리 루이즈 그라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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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3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가 보육비용의 20%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불한다. 그러나 실 으로 공공보육시설

이 부족하여 사설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부모는 1

일 5~6시간 보육에 월평균 150유로를 지 하여 부담이 크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련 정책들이다. 스페인의 일-가정 양립 정책

들은 EU지침에 따른 것으로 비교  다양하고 탄력 이며 임 체수 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성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출산휴가의 수 조건으로 여성들은 출산  5년 내에 어도 180일간 일

정한 등록된 일에 종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 으로 부분 가족 

소유의 자 업에 종사함에 따라 여성들  1/3만(비보험가입자 일부 포함)

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북유럽국가들이나 불어권국

가에서 임 근로자 이외 다양한 유형의 종사상지 (자 업)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까지 폭넓게 용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둘째, 출

산휴가의 여는 사회보장에 의해 지불되나 부분 기업은 부담으로 인식

하고 있다. 셋째, 육아휴직 이용률이 비교  높으나, 실제 이용기간은 단

기 인 성향이 강하다. 한, 육아휴직은 일제가 일반 으로 탄력 인 

시간제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배려가 미흡하다. 넷째, 아버지 

휴가‧휴직의 사용률이 조하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다양한 가족 등에 한 정책들이다. 출산율 수 을 

결정하는 요한 인구학  요인으로 만혼  만산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경제‧사회환경  문화나 가치  변화에 의해 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정책들  다양한 가족에 한 사회  수용성을 제고

하기 한 정책들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동거나 혼외출산이 문화

으로 배척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에도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스페인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수 에 머물러 있

는 반면, 실업률은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스페인에서는 여성의 취업이 



68

저
출
산
대
책
 관
련
 국
제
동
향
분
석
 - 

스
페
인‧
폴
란
드
 편
 -

상당히 제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여성들  상당 비 은 업

주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을 정착하기 한 정책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림 2-9〕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률(25~49세) 관계, 2006

  주 : 이하 알파벳 순 AUS(호주), AUT(오스트리아), BEL(벨기에), CAN(캐나다), CHE(스위스), CZE(체코), 
DEU(독일), ESP(스페인), FIN(핀란드), FRA(프랑스), GBR(영국), HUN(헝가리), ISL(아일슬란드), IRL
(아일랜드), JPN(일본), KOR(한국), LUX(룩셈부르크), NLD(네덜란드), NOR(노르웨이), NZL(뉴질랜드), 
POL(폴란드), PRT(포르투갈), SVK(슬로바키아), SWE(스웨덴), USA(미국).

자료 : 원자료 OECD, Family Database를 이용하여 작성. 

결과 으로 스페인 여성들은 여성친화 인 정책 부재로 출산과 경력지

속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림 2-9]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페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여

히 낮으며, 그와 동시에 출산율도 낮다. 즉 스페인의 사회구조 하에서는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강한 부 인 상 성을 지속하고 있다. 

통 으로 가족주의  성분업  역할 규범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여성

의 사회 진출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한 제도   정책  지원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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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한국 OECD
현금 0.4 0.7 0.7 0.6 1.4 1.4 1.5 2.2 0.0 1.3

서비스 0.7 0.8 0.4 0.7 1.6 0.7 1.6 1.0 0.3 0.8
조세 0.1 0.2 0.0 0.0 0.8 0.9 0.0 0.4 0.0 0.2
계 1.2 1.7 1.1 1.3 3.8 3.0 3.2 3.6 0.3 2.3

〈표 2-27〉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가족재정지출 비율, 2005

(단위: %)

자료 : OECD(2009), Family Database.

스페인은 자녀 양육을 한 경제  지원수 이 미흡한 실정이다. 

GDP 비 가족수당 비율은 스페인의 경우 2005년 기 으로 1.2%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율은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1/3 수 으

로 낮으며, OECD 국가들의 평균수 인 2.3%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수 이다.22) 다만, 스페인의 재정지출 비율이 2001년 0.5%에서 약 4년

만인 2005년에 두 배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최근 출산율 회복과 감소에 대한 논의

2000년 에 들어서 스페인의 출산율이 다소 높아진 후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여성의 고등교육  경제활동 참가율

에 큰 변동이 없거나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들을 고려하면, 최근에 출

산율 회복세는 사회문화  혹은 정책  요인들의 향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상 스페인의 출산율 변동과 사회 상  정책 변화와

의 연 성은 [그림 2-10]과 같이 도식해볼 수 있다. 

22) 이에 해 스페인 Centre d'Estudis Demografics(CED)의 소장인 Anna Cabré는 정부 

재정의 역피라미드 구조를 지 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산을 배분하여야 하는데, 
항상 역피라미드의 높은 부분 즉 고령인구를 가장 우선시하고, 이어서 성인을 시한다. 
아동과 가족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한다(2011년 면담 내용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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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스페인의 합계출산율 변동과 정책 변화

그런데 지난 10년 간 요한 사회문화  요인들로 혼외출산비율이 높

아지고 게다가 청소년출산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스페인의 혼외

출산비율은 1995~1997년 13%에서 2000년 17%, 2007년 28.4%로 지

난 10년 동안 약 10% 포인트가 증가하 다. 스페인은 문화 으로 30세

가 넘은 자녀가 아직도 부모 곁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지고 있는데, 이와 련 정부가 자녀의 독립시기를 앞당기기 해 공식

인 결혼 부부와 동거 부부의 권리를 거의 동등하게 인정한 것과 련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수 은 술한 바와 같이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의 40~55%에 비해 여 히 낮다. 스페인의 청소년출산율

은 2000~2008년 13%로 남유럽국가들은 물론 랑스, 스웨덴, 독일 등

에 비해 상 으로 높다. 이와 같이 혼외출산비율이 높아지고 청소년출

산율이 상 으로 높아, 체 출산율 상승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단을 

내릴 수 있다.   

혼외출산비율과 청소년출산율의 정의나 개념에 따라 다소 다른 해석

도 가능하겠지만, 두 출산율은 서로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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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한국

청소년출산율 13 17 11 7 11 10 6 26 2

될 수 있다. 구체 으로 랑스, 스웨덴 등 혼외출산에 한 사회  수

용성이 상 으로 높은 국가에서는 청소년층의 임신  출산이 혼외출

산의 범주로 포함된다. 그러나 스페인의 혼외출산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

지고는 있으나 유럽국가들  여 히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즉 스

페인 사회는 혼외출산에 해 상 으로 엄격하여, 혼외출산  일부는 

결혼으로 귀결되지 않고 청소년출산율로 남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28〉주요 OECD 국가의 청소년출산율, 2008

(단위: 15∼19세 여성 천명당 출산)

자료 : UN(2011), MDG Database.

한편으로는 여성의 교육수 이 높아지고 고 리‧경역직 등 고  직

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여권이 차 으로 신장함에 따라 

통 인 남성우월주의  사회문화도 다소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다른 유럽국가에서처럼 남편이 가사를 돕고 아이도 

돌보는 가정이 늘고 있다(마리 루이즈 그라 , 2006). 

일부 주장으로 2000년 에 스페인의 출산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원인으로 체이주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민자와 외국인여성들이 

체 으로 25~34세의 가임기 연령층에 집 되어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재의 송출국인 

모로코나 리비아 등으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

이고, 이에 따라 2015년 이후에는 1990년  반까지 스페인이 겪었던 

상황과 비슷하게 출산율 하가 재 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게다가 

스페인은 1960년 와 1970년 의 베이비붐과 1980년 와 1990년  

의 출산율 락(baby bust)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2025년에서 205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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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 이후에 극심한 사회 기가 나타날 것으로 상되고 있다

(Mujica and Talavera, 2006). 

2000년 에 출산율이 상승한 이유를 정책의 변화에서 찾기도 한다. 

술한 바와 같이 2000년 에 들어 출산 장려책으로 출생아 1명당 

2,500유로를 신생아 지원 으로 지 하고 아버지 휴가를 2주간 유 으

로 제공하면서, 1960년 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 들이 출산 나이는 늦

었지만 불황기에 낳지 못한 자녀들을 출산하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3) 

즉 아직은 미흡하나 일-가정 양립을 제고하기 한 정책 강화, 빠른 가

족재정지출 증가 등 정책  노력도 최근의 출산율 증가세에 정 인 

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단된다. 

그러나 정책들이 나름 로 존재하여 임산부를 해고할 수 없고 출산 

휴가 후 직장 복귀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 히 정책(법)과 실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일하는 여성이 출산을 하고 휴가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기업인들은 항상 해고할 방법을 찾고 있다. 남성이 단축

근무를 신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아주 안 좋은 인식을 가진다.24) 

2007년도에 사회당정부가 남성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여 여를 사

회보험에서 지불하 는데,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많이 이용을 하나 민간

부문에서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남성이 출산휴가를 이용하여 해고를 당

하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여성은 16주의 출산휴가 후에 차별로 

인해 해고되면 2년을 근무 시 2년 동안 실직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다가 2년 후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

는 것이 실이다. 이와 같은 상은 출산율 추이를 변화시키는 주된 이

유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3) Centre d'Estudis Demografics(CED) Anna Cabré 면담(2011).
24) 스페인 남성은 문화 으로 육아‧가사에 무 심하며, 출산휴가를 내는 것을 창피해 하는 

경향의 향도 있다(스페인 건강사회정책평등부 고용차별철폐과 Mercede le la Serna 
Torroba, Luis Simo Moreno 면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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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페인에서는 일-가정 련 법령과 정책이 존재하고, 기업인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아주 

길고 비용도 많이 들며, 스페인은 보수  민주주의사회로 기업가는 건드

릴 수 없는 존재라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도 없다. 직원들의 육아휴직 이

용을 꺼리는 민간기업은 보육시설을 지원하거나 자녀 질병 시 휴가 이

용 에도 하지 않다. 따라서 조부모 등 사 지원망이 확보된 경우에

만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북유럽국가의 경우 세 이 높

고, 이를 이용하여 가족정책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반면, 스페인에서는 그

지 않다. 스페인의 노조는 기본 으로 일하는 남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활동을 하며, 가정문제에는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업, 노조가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노조에서 조

차 일-가정 양립을 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는 고령인구를 한 연

제도에 해 연  수령 개시연령 연기, 정년 연장 등 많은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스페인에서는 

트타임제도가  없으며, 그로 인하여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아주 낮

다. 이와 같이 정부(보수와 노동사회주의 정권 모두)와 기업  노조 등

에서 가족에 한 지원을 간과하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출산율이 변동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25)  

최근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복지지출을 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가족지원과 련되어 있다. 신생아 지원 은 재정긴축정책을 

이유로 2010년부터 지되었다. 스페인은 문화 으로 30세가 넘은 자녀

25) 스페인의 실이 무 어렵지만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10년 동안에 출산, 육아 등을 

한 가족정책들을 조 만 더 제 로 추진했다면 출산율이 1.5로 높아지고 거의 2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 지 못했다. 연금 관련 주제들은 모두가 힘을 합해서 논의하고  
계획하고 연구하는데, 낮은 출산율은 가정의 문제로 여기고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
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경제에만 신경을 쓰고 가족정책에는 여전히 무관심하여 저출산현
상은 지속될 것이다(Centre d'Estudis Demografics 소장 Anna Cabré와의 면담 내용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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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직도 부모 곁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분

기이다. 이는 장기 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정부는 여러 압력을 통

해 인식하게 되었고 련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 다. 로 이미 은

이들이 자립할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음에 따라 공식 인 결혼 부부

와 동거 부부의 권리를 거의 동등하게 인정하 으며, 은 층이 부모의 

집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임 료를 지원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임 료 지원제도는 바로 지되었다. 스페인에서는 통

으로 주택을 사서 내 것으로 소유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주택

가격은 거품으로 인해 인상된 이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팔리지 

않고 있는 주택을 사서 은이들에게 공공주택으로 싸게 공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 않고 결국 은행들에게 넘어 갔다. 주택에 

한 은 층의 수요와 공 이 매치되지 않아 청년층의 독립이 실 으

로 어려워진 것이다. 

비록 2000년 에 들어 출산율이 지속 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정치

인 과제와 경제 기, 통 인 사회문화 지속, 낮은 정책 수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은 여 히 1.4이하의 낮은 수 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스페인의 출산율이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들의 수 에 도달하기 해서는 이러한 구조 인 복합 인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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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폴란드 출산율 변동

2010년 한 해 신생아 출생은 약 418,000명으로 년도에 비해 1,000

명 정도가 증가하 다. 2005년에 출생아수는 364,000명으로 1955년 이

후 가장 었으며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980년  반 베이비

붐 상이 나타나면서 1983년 출생아 수가 727,000명에 이르 다. 

2010년 기 으로 조출생률은 10.9‰로 100년  보다 약 1‰ 포인트 

높고 1983년 비 8.5‰ 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그림 3-1〕폴란드의 출생아수 추이, 1946-2010

(단위: 천명)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10). Demographic Year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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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조출생률의 증가는 1983년 후의 베이비붐의 향으로 보기

도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그 보다는 출생 신고건수의 증가 때문인 것으

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실제 조출생률에 비해서 합계출산율은 계속 으

로 낮았기 때문이다(폴란드 통계청 내부자료, 2011).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1960년 3.0에서 지속 으로 하락하여 1969

년 2.2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989년 까지는 인구 체수  이하로 떨

어지지는 않았다. 1984년 2.4에 도달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1989

년에 인구 체수  이하로 떨어졌다. 1989년은 폴란드의 체제 환 으

로 격한 사회변화가 시작된 시 이다. 그 향으로 합계출산율은 

2003년 1.2까지 격히 하락하 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약간 반등하여 

2010년 1.4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3-2〕폴란드의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10

 

자료 : OECD(2011), Family Database.

폴란드 정부는 2005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증가 원인이 출산장려정책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도시 지역의 출산율도 증가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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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지역의 출산율이 여 히 높게 유지되는 것은 정책의 효과라는 것

이다. 농  지역의 조출생률은 2009년 11.4‰로 도시 지역 10.6‰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한 폴란드 정부는 최근 출산율의 증가가 1980년  반 인구 증가

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1979~1985년 사이에 여아의 출산이 

남아의 출산보다 많았고, 1970년 에 미루었던 출산이 1980년 의 가

족계획 정책으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지속 인 출산장려에도 불구하고 

1989년에 들어와서는 격한 출산율 감소 상이 나타났다(폴란드 통계

청 내부자료, 2011).

〔그림 3-3〕폴란드의 지역 간 출산 격차, 1980-2009

(단위: 천 건)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10), Statistical Yearbook.

모의 연령별로 출산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를 시작으로 20~24세 

연령집단의 출산이 격히 감소하고 있다. 1980년 293천명에서 1990년 

199천명, 2000년에 127천명, 2008년 94천명, 2009년 87천명으로 계속 

감소하 다. 반면 25~29세 연령집단의 출산은 2000년 127천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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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51천명, 2009년 154천명으로 증가하 다. 30~34세 연령집단

의 출산은 1990년 95천명에서 2000년 61천명, 2008년 105천명, 2009

년 110천명으로 지속 으로 증가하 다. 산연령도 2000년 26.1세에

서 2009년 28.3세로 상승하 다. 이와 같이 고연령층 출산 비율이 상승

하면서 출산율 하락에 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4〕폴란드 모의 연령별 출산, 1980-2009

(단위: 천 건)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10), Statistical Yearbook.

 

출산 연령층의 변화에는 여성들의 교육 수  향상이 향을 미쳤다. 

실제로 여성의 진학률은 1990년  반 6%에 비해 2000년도에는 

19%, 2009년에는 34%로 약 6배가 증가한 반면, 출산율은 감소 경향

을 보 다. 교육수 에 따라 구분해 볼 때, 의무교육 과정만 이수하 거

나 교육받지 못한 여성의 비율은 1990년 18%, 2000년 12%, 2009년

에 7%까지 낮아졌다(폴란드 통계청 내부자료, 2011). 

여성의 교육 수 이 지속 으로 향상되고, 은 층이 출산에 앞서 경

제 인 안정을 추구하고 교육 수 을 높이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30세



81

제
3
장
 폴
란
드
 편

가 넘어 가정을 이루거나 출산을 계획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폴란

드 통계청 내부자료, 2011).

한편 10여 년 부터 통계상 혼  임신이 계속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반 혼  임신은 약 6~7% 던 반면 2000년 

12%,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약 20%로 집계되며, 그  23%는 도

시에서, 약 16%는 시골에서 혼  임신 비율이 나타났다. 혼  임신으로 

결혼식을 생략하고 임시로 가정을 꾸리거나, 엄마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

는 추세가 확 되고 있다(폴란드 통계청 내부자료, 2011).

제2절 폴란드 사회환경

  1. 정치

폴란드의 정치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고난의 역사를 기록해왔

다. 주변 강국의 침략에 항하고 령상태에서 독립하는 반복  역사경

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  폴란드의 정치  독립은 무엇보다도 

요한 사건에 해당할 것이다. 

폴란드 독립은 1914년 1차 세계 이 발발하고 오스트리아군 휘하 

피우수트스키(Pilsudski)장군이 폴란드 군단을 창설하면서부터 그 단

가 마련되었다. 1918년 폴란드를 분할하 던 3개국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몰락 직 상태가 되고, 같은 해 미국 슨 통령의 민족자결

주의 원칙으로 폴란드가 독립 공화국으로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1939

년 나치 독일의 폴란드 공격, 소련의 폴란드 침공으로 폴란드 역은 독

일과 소련에 의해 다시 양분되었다. 

폴란드 독립 이후부터 재까지 정치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공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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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립과 1989년 체제 환이었다. 극명하게 구분되는 두 체제의 환

은 재까지도 사회  분야에서 크게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

선 공산정부는 제2차 세계 을 계기로 수립되었다. 1945년 6월 폴란

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1947년 총선 실시 결과 공산‧사회 양당 심

의 인민 선이 압승하면서 공산당 정부가 수립되었다. 

체제 환의 물결은 1980년 7~8월 노동자 업이 단행되고 자유화 운

동이 확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결국 1989년 9월 자유노조(Solidarity)

가 주축이 된 연립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후 계속된 공산당 일당지배

체제가 종식되고 최 의 민주정권이 수립되었으며, 그 후 최근까지 좌

와 우 정당이 교 로 집권하고 있다. 후 실시된 1989년 6월 자유총

선에서 자유노조가 압승하 으며, 1990년 10월 최 의 통령 직 선거

에서 자유노조 의장 바웬사(Lech Walesa)가 통령에 당선되었다. 시장

경제 환에 따른 혼란과 경제개 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1993년 9월 

조기총선이 실시되었는데, 구 공산계열을 재결집한 민주좌 연맹(SLD)

과 폴란드농민당(PSL)이 압승하여 좌 연립정권이 수립되었다. 

1997년 9월에 실시된 총선에서는 자유노조의 후신인 선거행동당

(AWS)이 제1당으로 부상하여 자유동맹(UW)과 연립정부를 수립하 고, 

2001년 9월 총선에서 노동연합(UP)과 연합하여 41%의 지지율로 압승한 

SLD는 PSL과 연정을 구성하 다. 2004년 5월 러(L. Miller) 총리가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사임하고, EU가입 이후 최 로 실시된 유럽의회선

거에서도 참패하여 도좌  정권은 최 의 기를 맞아하기도 하 다. 

러 총리의 사임 이후 2004년 6월 경제장 을 역임한 바 있는 벨카

(M. Belka)가 총리에 취하고, 신임 벨카 총리의 재신임 안이 의회를 통

과함에 따라 2005년까지 임기가 보장되었다. 벨카 총리는 2004년 10월 

15일 하원에서 실시된 총리 재신임 표결에서 연정에서 탈퇴한 PSL의 

지지에 힘입어 재신임에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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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총선에서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도우  성향

의 집권 여당인 시민강령(PO)이 승리하면서, 투스크 총리의 임기는 

2015년까지 연장되었다. 폴란드에서 집권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22

년  공산주의 붕괴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폴란드의  정치사는 형식 이고 차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발

과정을 거쳤다. 특히 좌 와 우 가 교 로 집권하면서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11년 10월 총선에서 한 가지 두드

러진 특징이 찰된다. 즉 가톨릭교회에 반기를 든 새로운 진보정당이 

두 자릿수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지지율 3 에 오르는 이변이 있었다. 

낙태와 독성이 없는 환각제, 동성애자 결혼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등 

폴란드의 뿌리 깊은 가톨릭 교권주의에 도 한 '팔리콧 운동'이 10.1%

의 득표율을 얻어 사회변화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와 가족정책의 에서 폴란드의 정치  변화는 매우 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강국의 침략과 항과정에서 통  

가족주의는 여성들의 강인함을 국가독립과 재건에 동원하 다(Heinen 

and Wator, 2006). 결과 으로 이러한 역사  배경 아래에서 국가는 

가족 지원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더욱 요한 측면은 1989년 체제 환과정에서 발견된다. 체제 환 

기에 사회  격변이 시작되었고, 이 시기의 정부는 가족을 상으로 

하는 복지지출을 포함하여 많은 사회정책 산을 삭감하게 된다. 이후 

좌 정부와 우 정부가 교 로 등장하 지만 공산주의 인 것에 한 

국민들의 거부는 사회정책의 시장 지향  환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폴란드의 격동의 근 사는 인구․가족정책  사회정책이 

일 성을 유지하기 힘든 배경이 되었고, 재까지도 제도  틀이 체계

으로 정비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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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래 국내 총생산(GDP)의 양  측면에서 

상당히 발 하 다. 2003년에는 EU 국가  GDP 순 로 열 번째 으

나 2010년에는 GDP 가치가 354.3십억 유로로 EU국가들  일곱 번째

를 기록했다. 구매력에 있어서 폴란드 GDP의 가치는 2010년 575.9십억 

유로에 달해 EU 국가  6 를 차지하 다. 폴란드의 1인당 GDP는 

2009년 EU 평균의 61%에 도달했다.

폴란드는 유럽 국가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하나다. 

폴란드는 1990년 이후 경제자유화 정책을 추구해왔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경제성장률은 평균 1.11%이며, 1997년 3월 6.4%로 최고

에 달했고, 1996년 11월에 -3.2%로 가장 낮게 기록되었다. 2004년 EU 

회원국이 되면서 EU 구조기 은 폴란드의 경제 성장에 요한 요인으

로 작동하고 있다.

〔그림 3-5〕폴란드의 분야별 총 부가가치, 2004-2010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11), This is P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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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폴란드의 GDP 관련 지표, 2010

　
2010

2003=100a 2009=100a in % of GDPb

국내총생산 137.2 103.8 100
    총부가가치 135.8 103.3  88
내수 138.4 104.4 101
 최종소비지출 131.8 103.3 80.2
    가계부문 개인지출 131.1 103.2 60.6
    공공-일반정부 부문 135.9 104 18.8
  총자본형성 167.5 108.5 20.8
     총고정자본형성 164.1 99 19.7

  주 : a - 불변가격(constant prices), b - 경상가격(current prices).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11), This is Poland. 

폴란드의 GDP는 2008년에 4.8% 성장하 고, 이는 사  소비의 증

가, 기업투자의 확 , EU 자 지원 등에 기인하고 있다. 2009년 세계

융 기 동안에도 폴란드 경제는 상 으로 안정되어 경제가 성장하는 

유일한 회원국이었다. 즉 폴란드 GDP는 2011년 2분기에  분기에 비

해 1.1% 성장하 다. EU의 GDP에 한 폴란드 경제의 기여는 2003

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다른 회원국과 비교하여 가장 큰 수 으

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2.9% 다. 실로 폴란드는 오늘날 체제 환국

가 에서 가장 성공 인 길을 개척하고 있다. 

가정의 개인 소비 부문은 2010년 연간 3.2%로 증가했다. 2003년에

서 200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8.8% 던 것에 반해 총 고정 자본 형

성은 1.0%로 떨어졌다. 수출은 2010년에 10.1%로 증가했고 수입은 

-11.5%로 감소했다.

그러나  세계  기는 유럽연합 국가의 공공 재정 상태에 부정 인 

향을 미쳤고, 이런 상황은 폴란드에서도 마찬가지 다. 2010년 폴란드

의 정부 자는 GDP의 7.9%로 EU 27개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었다. 

폴란드의 GDP 비 정부부채 비율은 55% 고, EU 27개국의 GDP 

비 평균 부채비율은 80.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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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폴란드가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최근의 경제성장률이 높

고 경제 기의 악 향을 상 으로 덜 받았지만,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정책에 한 심은 아직 기 하기 어려운 수

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6〕폴란드의 GDP 성장률, 1998-2010

(단위: %)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11), Trading Economics.

  3. 고용

폴란드의 국내 노동 시장에는 교육수 이 높으면서도 충분히 활용되

지 않는 잠재  인  자원이 많은 상태이다. 2010년 체 취업자 에

서 학 이상 고학력자는 27.7%, 등 수 의 학력자는 28.1%이며, 이 

 고학력자는 2003년 18.2%에 비해 9.5%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일

부 고학력 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유럽국가로 이주하고 있는 상

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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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폴란드 취업자의 학력 분포
(단위: %)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11), This is Poland.

폴란드의 2010년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55.8%에 이른

다. 2010년 취업자는 15,961천명으로 2008년까지 진 으로 개선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유럽 연합(EU)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 이며, 

동년도 취업률은 51%를 돌고 있다. 

〈표 3-2〉폴란드의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지표

　 2003 2010
경제활동인구(천명) 16,946 17,660
  취업자(천명) 13,617 15,961
  실업자(천명) 3,329 1,699
비경제활동인구(천명) 14,007 14,014

경제부문별 취업자수(천명) 
농업 2,508 2,050
산업 3,892 4,813

서비스 7,217 9,087
활동 비율(%) 54.7 55.8
취업 비율(%) 44.0 50.4
  15~64세 취업 비율 51.4 59.3
  취업연령 인구 중 취업 비율1) 55.7 64.9

  주 : 1) 남성 연령 18~64세, 여성 연령 18~59세.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11), This is Poland. 

지난 20년 동안 요한 사회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폴란드에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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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상 으로 높은 비율의 인구가 농업과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취

업자  서비스 분야 종사자 비율은 약 57%로, EU 평균 수 인 70%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 이다. 

체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3이상이 임  근로자이며, 체 피고용

인의 약 74%는 민간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한편 폴란드인의 상당수가 

임시 계약직으로 일함으로써 고용안정성은 취약한 상황이다. 체 피고

용인의 약 27%가 기간제 계약으로 고용된 사람인데, 이것은 EU 회원

국 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트타임 근로자는 체 피고용인의 8%

를 조  넘는 수 으로 EU 회원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지만 반 인 

고용 상황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 노동 시장의 개방은 폴란드 사람들로 하여  직업을 찾아 이주

하도록 만들었다. 직업을 찾아 이주하는 가장 인기 있는 국가는 국과 

독일이며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도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이러한 상은 

최근의 세계 융 경제 기로 인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다. 

폴란드의 실업은 규모면에서 최근에 7~8년 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 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유럽 연합(EU)에 가

입 이후 폴란드의 실업률은 2008년까지 지속 으로 감소했지만, 경제 

침체의 결과로 이듬해인 2009년에 다시 늘어났고, 2010년에는 EU 회

원국 평균 수 인 9.6%에 도달했다.

실업을 발생시키는 가장 요한 요인은 역시 인 자원의 수 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가장 낮은 수 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직업을 찾

는데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반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실업

에 있어 상 으로 작은 향을 받기 때문이다. 폴란드에서 고등교육

(tertiary education)을 받은 사람들의 실업률은 2009년의 경우 4.4%

는데 EU 회원국 평균수  4.9%보다 약간 낮았고, 2010년에는 5.0%로 

약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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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폴란드의 교육수준별 실업률
(단위: %)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11), This is Poland. 

〈표 3-3〉폴란드의 실업률관련 지표

　 2003 2010
실업자(천명) 3,329 1,699
  남성 1,741 896
  여성 1,588 803
  15~24세 연령 855 414
  55~64세 연령           130 132
실업자 비율(%) 19.6 9.6
  남성 19.0 9.3
  여성 20.4 10.0
  15~24세 연령 43.0 23.7
  55~64세 연령           11.2 7.2

구직활동 기간에 따른 

실업자수(천명)

3개월 이하 525 550
4-6개월 467 358
7-12개월 683 357
13개월 이상(장기실업) 1,653 434

평균 구직활동 기간(개월) 16.2 10.8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11), This is Poland. 

2010년 남성의 실업률은 9.3%로 여성 10.0%에 비해 낮았으며, 이러

한 차이는 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가장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는 

연령집단은 부분의 EU 국가에서와 같이 25세 이하 연령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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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로 나타났다. 35~44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가장 낮은 6.9%로 나

타났다. 결혼 령기에 어드는 25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가족정책에서 

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폴란드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 격차를 보면, 남자는 63%수  여자는 

48%수 으로 약 15% 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지난 10여 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고, 반 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 비

해서 매우 낮은 수 이다. 

〔그림 3-9〕폴란드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995-2009

(단위: %)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07), Women in Poland.

폴란드의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M커  상은 찰

되지 않는다. 출산율이 낮은 다른 유럽국가에서 M커  상이 찰된다

는 과 비교하면, 폴란드에서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이 결혼

이나 출산을 후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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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폴란드의 성별‧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 2008
(단위: %)

자료 : OECD(2011), Family Database.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성별 임  격차는 상

으로 크지 않은 수 이다. 2008년 기  OECD국가의 남녀 평균임  

격차는 18% 는데 폴란드는 5.3%로 낮은 수 이었다. 한국이 36.7%

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폴란드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과 함

께 10%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는 일제 근무자 기 이기 

때문에 그리스, 이탈리아와 함께 폴란드가 자 업자 비율이 높다는 을 

감안해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1〕폴란드의 전일제 근무자 평균임금의 성별 격차, 2008
(단위: %)

 

자료 : OECD(2010), Employmen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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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문화

폴란드의 문화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역시 종교  통으로서 가톨

릭의 향이라고 할 수 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가톨릭 통

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960년 폴란드 최 의 왕국 피아스트 왕조를 건

설한 미에슈코 1세는 966년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가톨릭을 국가 통치

의 기본이념으로 세웠다. 이후 가톨릭은 내부 으로는 통치의 기본정신으로, 

외 으로는 외침에 항거하는 민족단결의 구심 으로 역할을 해왔다. 

천년 동안 폴란드 역사에 무수한 흔 을 남긴 가톨릭의 향력은 공

산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공산정권은 가톨릭 소유 재

산의 국유화, 루블린시 소재 가톨릭 학 폐쇄 등을 추진했으나 다수 

국민들의 반 로 성공하지 못했다. 1948년 폴란드 추기경으로 선출된 

비신스키 주교는 정부의 종교 탄압에 맞서 1981년 숨을 거둘 때까지 

투쟁했다. 

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폴란드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종교  차

원뿐만 아니라 정치  측면에서도 막 한 것이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 즉  다음해인 1979년 모국 폴란드를 방문하 는데, 이때는 2차 

이 끝난 뒤 소련의 성국으로 락해 있는 폴란드에서 민 의 

항운동이 움트려는 시 이었다. 폴란드에 온 교황은 신도들에게 “두려워 

말고 이 땅의 모습을 바꾸어라”고 말했고, 1980년 8월 바웬사가 주도한 

업이 국 으로 번져 9월에는 솔리 리티 자유노조가 결성되는 데 

향을 미치기도 했다. 교황은 1983년과 1987년에 다시 폴란드를 찾았

고 교황이 올 때마다 자유노조는  더 강해졌다(이경렬 외, 2010). 

이후 1989년 공산당과 자유노조의 원탁 상을 통해 총선 실시 결과 자

유노조가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하면서 무 명이 완성되었다. 폴란드

의 민주화 물결이 이후 헝가리를 거쳐  동유럽에 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안락사 허용 문제, 인공수정 시술에 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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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원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다수의 

독실한 폴란드인들은 이런 문제에 강하게 반 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태어나는 아기들의 부분이 유아세례를 받는다. 서류상 거의 모든 국민

이 신자로 가톨릭교회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폴란드의 교육시스템은 유치원(pre-school institutions), 등교육(primary 

schools), 등교육(lower secondary(gymnasia) and upper secondary (post-

gymnasium schools))로 구성되어 있다. 폴란드 법률에 따라 고등교육

기 은 별도의 시스템(tertiary education)을 구성한다. 일반 으로 어린

이는 6세에 교육을 시작하고, 학생들의 교육성과는 6등 체계(6-mark 

scheme, from 1–failed to 6–excellent)에 따라 구분된다. 

〔그림 3-12〕폴란드의 전공에 따른 고등교육 재학 비율

(단위: %)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11), This is Poland. 

일반 으로 인구통계학  변화는 진학하는 학생의 규모와 구조에 반

되어 나타나는데, 1995년부터 각 교육 수 별 학생 수가 차 감소하

는 상이 찰된다. 등교육의 학생 수와 련해서 유사한 경향이 나

타나고 있다. 반면 고등교육은 크게 발 하 는데, 학생들의 숫자는 지

난 20년 동안 다섯 배나 성장했다. 30~34세 연령 층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09년에 32.8%를 기록하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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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연령
연도

2003-2004 2010-2011 
 초등학교(ISCED 1)  7~12세 98.5 96.4
 중학교(ISCED 2) 13~15세 95.6 93.8
 실업계(ISCED 3) 16~18세

87.7
14.2

 일반 고등학교(ISCED 3) 16~18세 46.6
 전문계 고등학교(ISCED 3) 16~18세 28.8
 고등교육(ISCED 4) 19~21세  8.1  6.9
 대학교(석사후과정 제외)(ISCED 5) 19~24세 35.3 40.8

른 분야에 비해 가장 선호되는 교육 분야는 비즈니스  리, 사회  

행동 과학, 교육학  엔지니어링이다.

폴란드는 교육분야 련하여 ‘유럽 2020’ 략의 목표를 이미 달성했

다. 즉 조기학업 지자의 비율을 10% 미만으로 인 것이다. 폴란드에

서 등교육을 이수하기 에 교육 제도를 떠나는 은 사람의 비율은 

2009년 5.0%로 EU 국가 에서 가장 낮다. 따라서 등 이하의 최소 

교육 이수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수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9년 상자의 6.9%로 2003~2004년 8.1%에 비

해 다소 감소하 다.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

는 어와 독일어이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25~64세 인구의 거의 40%

는 최소한 하나의 외국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폴란드의 학제별 재학생 비율

(단위: %)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11), This is Poland. 

제3절 폴란드 인구현상

  1. 인구 추이

1997~2007년까지 폴란드의 인구증가율은 감소하 다. 이 기간 동안 

폴란드 인구는 179천명 감소하 으며, 특히 2006년에는 큰 폭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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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여 그 규모가 32천명에 달했다. 그러나 2008~2010년 3년 동안에 

폴란드 인구는 지속 으로 증가하 다. 출생이 증가하면서 인구자연증가

율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2010년 폴란드 인구는 약 38,204천명으로 

년 비 36천명 증가하 다. 2010년 기 으로 폴란드는 EU에서 6번

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에 해당한다. 

1990년 는 출생의 감소가 두드러졌고, 2002~2005년에는 인구자연

증가율도 감소 추세를 보 다. 특히 2003년에는 큰 폭의 감소율을 보

는데, 당시에 사망이 출생보다 14,000명이 많았다. 2006년부터는 출산

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증가율도 증가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자연 증가 

인구는 도시보다 농 에서 상 으로 더 많았다.

〔그림 3-13〕폴란드 인구의 자연 증가, 1990-2010

(단위: 천명)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10), Demographic Yearbook. 

2010년 재 폴란드의 인구증가율은 세계 34 이며, 유럽 연합에서

는 6 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도는 1㎢당 평균 122명으로 유럽의 인

구 도와 비교해 볼 때 평균 수 에 해당한다. 하지만 도시 지역은 1

㎢ 당 1,088명, 농  지역은 51명으로 불균형한 분포를 보인다.

2010년도 폴란드 체 10개 지역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나타

내는 지역은 포모르스키에이며, 다음으로 마조비에츠키에, 마워폴스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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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준 인구 연평균 증가율

2000 2005 2009 2010 2000 2005 2009 2010
전국 38254.0 38157.1 38167.3 38203.7 -0.02 -0.04 +0.08 0.10
돌노실롱스키에 2912.2 2888.2 2876.6 2878.4 -0.17 -0.17 -0.02 0.06
쿠야프스코포모르스키에 2067.8 2068.3 2069.1 2070.2 -0.05 -0.00 -0.06 0.05
루벨스키에 2206.2 2179.6 2157.2 2153.9 -0.13 -0.25 -0.21 -0.15
루부스키에 1008.5 1009.2 1010.0 1011.0 +0.05 +0.00 -0.11 0.10
우츠키에 2627.8 2577.5 2541.8 2537.1 -0.36 -0.40 -0.28 -0.19
마워폴스키에 3222.4 3266.2 3298.3 3308.2 +0.35 +0.18 +0.34 0.30
마조비에츠키에 5115.0 5157.7 5222.2 5239.6 +0.05 +0.23 +0.34 0.33
오폴스키에 1070.6 1047.4 1031.1 1029.4 -0.34 -0.39 -0.19 -0.16
포드카르파츠키에 2101.4 2098.3 2101.7 2103.7 +0.12 +0.01 +0.11 0.10
포들라스키에 1210.7 1199.7 1189.7 1188.9 -0.13 -0.23 -0.15 -0.07
포모르스키에 2172.3 2199.0 2230.1 2238.7 +0.28 +0.23 -0.48 0.39
실롱스키에 4768.7 4685.8 4640.7 4638.0 -0.37 -0.32 -0.11 -0.06
슈비토크르쥐스키 1302.7 1285.0 1270.1 1267.4 +0.01 -0.29 -0.21 -0.22
바르민스코마쥐르스키에 1427.5 1428.6 1427.1 1427.6 +0.19 -0.01 +0.00 0.03
비엘코폴스키에 3345.3 3372.4 3408.3 3417.9 +0.17 +0.21 +0.31 0.28
자호드니오포모르스키에 1697.9 1694.2 1693.2 1693.6 +0.06 -0.04 +0.01 0.02

비엘코폴스키에 지역 순이다. 반면 오폴스키에, 우츠키에, 슈비토크르쥐

스키와 루벨스키에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 다. 

〈표 3-5〉폴란드의 지역별 인구 추이 비교

(단위: 천명, %)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10), Demographic Yearbook. 

폴란드 인구의 약 52%는 여성이며, 국민의 61% 정도는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 폴란드의 수도이자 마조비에츠키에(Mazowieckie) 주의 주도

인 바르샤바는 1.7백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해당한다. 즉 체 인구의 4.5%가 폴란드의 수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이다.

폴란드의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유럽 국가에 비해 여 히 

낮은 수 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여성의 평균수명은 80.6세고 남성

은 72.1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산다. 폴란드에서는 노동력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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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뿐만 아니라 체 인구의 고령화 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체 인구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3.6%인 반면, 유소년 비율(0~14

세)은 15.1%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

서 폴란드는 아직 은 사회로 간주 될 수 있다. 

  2. 결혼력

2010년 혼인 건수는 2009년 비 약 20천건 정도가 감소한 230천건

으로 집계되었다. 2003년부터 혼인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

년부터는 과거 출산율 감소와 함께 조혼인율도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

다. 2010년 조혼인율은 2009년 비 0.6‰ 포인트 감소한 6.0‰이며, 

도시와 농 에서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 혼인 에서 

85%는 혼이고, 70%의 결혼식이 성당에서 이루어지며 시청에 혼인신

고를 하는 것으로 혼인 차는 마무리된다.26)

〔그림 3-14〕폴란드의 혼인 및 이혼, 1990-2010

(단위: 천 건)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10). Demographic Yearbook. 

26) 폴란드에서는 일반 으로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성당에서 결혼한 경우 법 으로 이

혼할 수 없다. 최근에는 성당 이외의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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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 년 부터는 혼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1990년  

반에는 남자의 반이 25세가 되기 에 결혼을 하 다. 25세 이  

혼비율이 2000년 약 42% 으나, 2009년에는 22%로 히 낮아졌

다. 여성 에서는 1990년  약 73%가 십 에 결혼했던 반면, 2000년

에는 약 62%, 재는 41%로 여성의 결혼연령이 차 늦어지고 있다. 

재 남성들은 30  이 의 결혼을 선호하며 1990년  반보다 3세

가 높아진 28세를 결혼 령기로 보고 있다. 여성 한 1990년  반 

23세 미만의 결혼을 선호하 던 것에 비해, 재는 26세를 결혼 령기

로 보고 있다. 농 에 사는 사람들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약 1.5세 

정도 높은 결혼 연령을 선호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신혼부부들의 교육 수  향상에

서 찾고 있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은 여성들의 등교육 진학 비율

은 40%, 고등교육 진학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1990년  여성의 고

등교육 진학 비율이 4%인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남성들의 

등교육 진학 비율은 1990년  28%에서 2009년에는 40% 이상으로 증

가하 고, 남성의 고등교육 진학 비율은 1990년  5%에서 2009년에는 

28%로 높아졌다. 남성들의 직업고등학교 진학은 여성보다 두 배 정도 

높은 18%이며, 1990년  남성의 직업고등학교 진학 비율이 10%인 것

과 비된다. 이처럼 체 으로 교육수 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폴란드 

정부는 이와 같이 재 은 세 들이 자신에 한 투자, 교육, 직업, 

그리고 결혼의 순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혼 는 별거와 련하여, 2010년 한 해 동안 64천명의 부부가 이

혼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09년보다 1천 명 정도 낮은 수치이

다. 그러나 조이혼율은 2009년과 비슷하게 2010년에도 1.7‰로 동일하

게 집계되었다. 이혼 건수는 1990년  반에 약 40천건에서, 2003년 

49천건, 2004~2006년에는 72천건으로 격히 증가하다가, 200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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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5천건 수 으로 감소하 다.

2009년 10천건의 이혼 소송  73건이 가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는 1990년  반 46건에 비해 높은 수 이다. 한 도시에서의 이혼

율은 농 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데, 2009년 이혼 10천건  

도시에서는 95건, 농 에서는 47건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이혼 부부들은 약 14년 정도 부부생활을 하다가 이혼

을 결심한다. 2009년 자료에 따르면 남성들의 평균 이혼 연령은 약 40

세로, 이  38%는 직업학교 졸업자이고, 29%는 등학교 졸업자, 

16%는 고등교육 과정 졸업자로 추정된다. 한편 여성은 남성의 평균 이

혼 연령보다 2세 정도 낮게 나타나는데, 이  38%는 등학교 졸업자, 

약 24% 이상은 직업학교 는 고등학교 졸업 여성으로 추정된다(폴란

드 통계청 내부자료, 2011).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체 이혼의 3분의 2 이상은 여성의 결정으

로 이루어진다. 여성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는 3% 선을 웃

돌지만,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는 20%가 넘는다. 그러

나 가정 법원에서 다 지는 이혼 소송  약 73%는 이혼의 귀책을 묻

지 않는다. 가장 큰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체 이혼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배신 는 불륜이 체의 1/4, 알코올 독이 

체의 1/5을 차지하고 있다(폴란드 통계청 내부자료, 2011).

2009년 이혼 건수  약 60%인 56천건은 성인이 안 된 18세 미만

의 아이들을 두고 있는 가정이며, 이혼 후 아이에 한 양육권은 53%

가 여성에게, 4% 미만이 남성에게, 41%는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폴란드 통계청 내부자료, 2011). 

공식 인 통계에 따르면 2001~2005년 사이 별거율은 약 12천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은 그보다 3천건 정도 어든 수치로 매년마다 별거율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별거는 향후에 이혼으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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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유입   2.6   8.1   7.3  9.5  9.3  10.8  15.0  15.3 17.4 15.5
유출  18.4  26.3  27.0 18.9 22.2  46.9  35.5  30.4 18.6 17.0
차이 -15.8 -18.2 -19.7 -9.4 -12.9 -36.1 -20.5 -14.9  -4.2 -1.5

  3. 이동력

폴란드의 국제 인구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유입보다는 유출 인구가 

으로 많다. 2006~2007년 사이에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져 2006년 

36,000명에 이르 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격차는 크게 감소하여 유입

과 유출 인구가 비슷한 수 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 외국으로 이민 는 일시 으로 이주하는 폴란드인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폴란드인의 구  외국 이주(해

외 이민)의 결과로 인구 성장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 외국 이주자는 

15,000명으로 집계되면서 그 년도와 비슷한 이민, 이주자가 속출하 다. 

2009년에는 폴란드인들이 외국으로 구 으로 이민하는 것을 제외

하고 일시 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폴란드인은 약 1,870,000명으로 집계

되었다. 반면, 폴란드의 거주자는 약 400,000명으로 2007년도에 비하여 

감소하 다. 폴란드인들은 구직을 목 으로 이주를 선택하고, 이주자  

75%는 최소 1년 이상을 외국에 거주한다.

〈표 3-6〉폴란드의 국제 인구이동 추이

(단위: 천명)

자료 : Central Statistical Office of Poland(2010), Statistical Yearbook.  

재는 경제 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되돌아오는 폴란드인들

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 독일, 아일랜드, 미국은 폴란드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이 년도보다 귀국이 많아지고 있다. 구 으로 이민

을 간 폴란드인들은 일시 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폴란드인들 보다 실질

인 수치는 작지만, 귀향 의사가 더 높다(폴란드 통계청 내부자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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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폴란드 출산관련 정책

  1. 자녀양육비용 지원 정책

폴란드의 자녀양육비용 지원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수당27)을 통해

서 지 되는데, 크게 가족수당과 보충 여(family allowance with 7 

supplements), 출산 일시 지원 여(one time child birth grant), 돌  

수당(care benefits: nursing allowance and nursing benefit) 세 가지

로 구분된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가족수당은 국가 산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그 

합성은 가족의 실제 재정 상태와 련하여 결정된다. 한 장애와 같이 

매우 힘든 건강상태에 있는 가족들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가

족수당은 연 과 달리 수  상자의 고용상태와 보험 가입 여부와 

계는 없다.28) 

가족수당의 수 자격  국민에 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폴란드 시

민이어야 하고, 외국인 에는 수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29)에게 지 된

다. 그리고 기본 으로 소득수 에 따라서 자격기 이 결정되는데,  

년도 일인당 소득이 국 월평균 임 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농

27) 가족수당의 법  근거: Act on Family Benefits of 28 November 2003(Polish Journal 
of Laws of 2006, No. 139, item 992, as amended).

28)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수당을 받기 해서 특정한 고용, 보험 혹은 거주 기록이 

요구될 수 있다.
29)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이란, 사회보장 시스템의 동등한 조항에 해당할 때, 그것이 

폴란드 공화국이 여하고 있는 사회보장에 한 상호 약에서 생된 의무일 경우, 
2003년 6월 13일 외국인법(article 53(1)(13)에 언 된 상황과 련하여, 는 난민의 

지 가 부여되거나 폴란드 공화국의 추가 보호가 받아들여진, 폴란드 공화국의 토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허용된 것과 련하여, 정착 허가, EC long-term residence 
permit, 일정기간 거주 허가에 기반하여 폴란드 공화국 토에 거주하는, 사회 보장 시

스템에 동등한 규정이나 사회보장에 한 국제 상호 약이 제공된 것이 아니면서, 가족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폴란드 공화국의 토에 사는 경우, 그리고 그들의 수당의 수

권을 결정하는 모든 법  조건을 수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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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경우 이 기본 액은 곡물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재 월별 개인

당 순소득이 504주워티를 넘지 않아야 하고,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의 

경우 583주워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농부의 경우 1헥타르에서 나오는 

월별 소득을 504주워티의 50%(252주워티)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농업 소득과 비농업 소득은 합산된다. 

이외의 세부 조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아이의 부모 는 한쪽 부모 

혹은 법  보호자, 공부를 하고 있고 편부모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면

서 부모들에 의해 생계유지를 하거나 이혼수당(alimonies)을 받지 않는 

성인이어야 한다. 아동의 경우는 18세까지, 그리고 자녀가 군복무 , 야

간학교 혹은 교외 학교에 다니는 경우 21세까지, 아동이 증 장애아로

서 고등교육(college 는 university) 수 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4세까지 지 된다. 그리고 아동에 한 가족수당은 질병에 의해 휴학

을 하는 동안에도 지 된다. 

지 액은 시기별로 기 과 지원수 이 변해왔다. 2005년 5월 1일부

터 2006년 8월 31일 출생아의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첫째와 둘째아이는 월 43주워티, 셋째아는 53주워티, 넷째이상은 66주

워티 씩 지 되었다. 2006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지원액이 연령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2009년 11월 1일부터 5세까지는 지원액 월 68주워티, 

5~18세까지는 월 91주워티, 18~24세까지는 월 98주워티가 지 된다. 

폴란드 가족수당은 기본 여에 더해서 일곱 가지의 보충 여가 지

되는데, 그 종류를 보면 출산 일시 여, 부모휴가(parental leave)동안의 

양육비, 편부모를 한 보충 여, 가족 양육 여, 장애아동의 교육과 

재활에 한 보충 여, 거주지 외의 학교 교육 여, 학년의 시작에 한 

보충 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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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산에 한 일시 보충 여는 아이가 1세가 되기까지 지 하는데, 

2004년 4월 30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500주워티,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1,000주워티를 지 한다. 이 출산보충 여는 2006년 처

음 도입되었다. 

② 부모휴가(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아동양육을 해서 지자체(gmina)

는 정액 월 400주워티를 지 한다. 이 보조 은 부모휴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24개월, 둥이 자녀를 둔 경우 36개월, 장애아를 둔 경우 72

개월 간 지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 하지 않는다. 6개월 이하

로 근무하고 부모휴가 권한을 얻기 , 부모휴가 기간 동안 일을 시작했

을 경우, 자녀가 매주 최소 5일을 보육시설(day nursery, kindergarten, 

는 이에 상응하는 기 )에 머무를 경우, 그리고 부모휴가 기간 동안 출

산휴가를 사용할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연 (Social pension), 노령

연 (old-age pension), 취로불능 연 (invalidity pension), 는 장애아 

양육수당(nursing benefit)을 받는 경우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제한된다. 

③ 편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170주워티(상한 340주워

티), 는 아이가 장애를 가진 경우 250주워티(상한 500주워티)를 지

한다. 편부모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법 으로 별거하거나 혹은 이혼

한 사람, 과부나 홀아비와 같은 사람으로서, 다른 부모와 같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아이나 학업 인 사람이 사회연  혹은 

취로불능 연 을 받는 경우에도 이 수당은 지 된다. 

④ 다자녀 가족에 한 보충 여로서 셋째아 이상의 자녀 각각에 

하여 80주워티를 지 한다. 

⑤ 장애아동의 훈련과 재활을 해서, 5세까지는 60주워티, 5~24세까

지는 80주워티를 지 한다. 

⑥ 거주지 이외의 학교에서 교육을 시작하는 아동에 한 보충 여로

써, 아동이 학교가 치한 곳 근처에 살면 90주워티, 아동의 거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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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인근으로 통학하는 경우 50주워티를 9월부터 그 다음 해 6월까지 

10개월 동안 지 한다. 

⑦ 학기시작에 한 보충 여로 아동 한명 당 100주워티를 지 한다.  

가족수당의  다른 형태로서 (장애아)돌 수당(Care benefits)을 들 

수 있다. 돌 수당은 돌 수당(Nursing benefit)과 돌 여(Nursing 

allowance) 두 종류로 구분된다. 돌 수당(Nursing benefit)은 장애아동

을 양육하기 해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520주워티를 지 하는 것으

로 장애증서를 가진 16세까지 아동에게, 그리고 증의 경우 16세 이상

까지도 지 가능하다. 그리고 돌 여(Nursing allowance)는 장애아에

게 매월 153주워티를 지 하고, 장애가 21세 이 에 시작되어 증의 

경우라면 16세 이상에게도 지 된다. 

2007년 1월 1일에 아동에 한 조세감면혜택(Child tax credit)이 도

입되었는데 실제로 이 혜택은 2008년부터 발생하 다. 왜냐하면 납세자

들은 2007년 취득소득의 세 환 을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공제는 

2008년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아동조세 감면은 납세기일로부터 아동 

1명당 매달 92.67주워티를 공제하는 것이다. 

조세감면 자격은 미성년 아동의 친권, 법  보호자 혹은 양부모, 성년

에 이른 아동은 납세자의 이혼양육비 의무의 이행과 련하여 발생한다. 

그리고 과세율에 따라 세 이 부과되는 사람이어야 하고, 등록된 수입의 

총 액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이 감면혜택은 소득수 이나 재산 정도, 

는 자녀수와 무 하게 부여된다. 그러나 농부와 같이 소득세가 면제된 

사람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  공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조세감면 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기 한 정책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재산이나 소득 수 과는 상 없이 자녀를 가진 모든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감면혜택은 가족수당이나 사회보장 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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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보육 정책

폴란드의 보육정책은 공산주의 체제의 특성이 반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 으로 공산주의시 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폴란

드에서 공산주의 국가 첫 단계에 해당하는 1944년에서 1955년까지는 

후의 재건과 규모 산업의 개발 시기 다. 남성 노동자들이 부족했고 

여성은 그들을 신하기 해 동원된 측면이 있었다. 그 시 의 선  문

구를 보면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재건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국가  

의무를 갖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에 한 해방의 가능성도 주장하

고 있다. 여성이 일과 함께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

도록 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들의 역할이 드러나게 하기 해서, 정

부는 많은 수의 보육시설(child care centers, 3세 이하)과 양육시설

(nursery schools, 3~6세)을 설치한 것이다. 보육시설은 1939년까지만 

해도  없었으나 1954년까지 거의 5만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 기

간 동안 양육시설은 8만개 수 에서 거의 40만개에 이르러 약 5배가 

늘어났다(Heinen and Wator, 2006: 193).

공산주의 둘째 단계에 해당하는 1956년부터 1970년까지는 공산당 서

기장 고물카(Gomulka) 시 로써 양육정책에서 격한 변화가 있었다. 

여성은 그냥 어머니로서 여겨졌고, 양육시설의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

다. 그리고 선 문구도 여성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

로 개되었다. 고물카 시  15년 동안 이 시 에 건설되었던 보육시

설의 3분의 1이 건설되었다. 양육시설의 경우는 큰 변동은 없었지만, 여

히 1970년에 설치된 50만개 시설에 세 살에서 여섯 살 아동의 30%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 물론 이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동유럽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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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육시설

이용자

3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률

유치원

이용자

유치원이용률

3～5세 6세

1990-1991  1,412 4.2 25,873 29.5 95.2
1995-1996    591 2.3 20,618 27.2 97.3
2000-2001    428 2.1 18,003 32.7 97.2
2006-2007    371 2.3 17,329 44.6 97.4

가에 비해 훨씬 낮은 수 이었다(Heinen and Wator, 2006: 194).

다음 기어 크(Gierek) 서기장 시기에는 상황이 나아져 보육시설의 

수가 증가하 다. 그러나 일하는 여성과 체 인구의 비율 두 부분의 증

가를 보면 상황의 실질  개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978년에는 세 

살 이하 아동의 4.9%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 고, 이는 1970년과 거의 

같은 비율이다. 시간이 지나도 시설의 여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특

히 과수용은 심각한 수 이었다. 1960년 이후 보육시설의 아동 수는 

거의 항상 시설 권장기 의 두 배에 달했다. 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의 비율은 1970년에 29.5%에서 1980년 48.8%로 증가했으며, 시설 이

용 아동의 증가는 혼잡함으로 인한 시설여건의 퇴보로 이어졌다(Heinen 

and Wator, 2006: 194).

폴란드에서 1970년  반까지 보육시설은 체 으로 볼 때 매우 

은 수 이었다. 심지어 맞벌이 가구를 지원하던 국가 사회주의 시기에

도 공공 보육·양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1970년  반까지 3

세와 6세 사이 아동의 50%와 3세 미만 아동의 약 5%만이 혜택을 받

았다. 혜택의 경향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탈공산주의 체제

는 보육시설의 감소를 가져왔다.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의 혜택이 증

가하는 반면, 3세 이하의 아이들의 등록은 어드는 경향이 있었고, 6세 

아동에 한 혜택은 실질 으로 보편화 되었다(Ania, 2009: 139). 

〈표 3-7〉폴란드의 양육시설 현황과 이용자 비율

(단위: 천명, %)

자료 : Plomien, A.(2009), “Welfare State, Gender, and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in Poland: 
Policy developments and Practice in a New EU Member,”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3(2): 
pp. 13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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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2000 2001 2002

보육시설
천명 150.6 137.5 111.2 87.0 73.8 70.2 69.3 66.1 64.9 52.8 47.8 45.3
비율 4.4 4.2 3.1 2.6 2.3 2.3 2.3 2.4 2.5 2.1 2.0 1.9

양육시설
천명 921.0 856.6 750.2 789.0 768.0 780.0 773.0 763.1 754.0 688.6 656.0 647.6
비율 34.0 32.8 29.9 33.2 33.4 34.8 35.6 36.3 37.0 39.0 38.9 39.4

1990년  기 들어 행정개 을 통해 공공양육과 유아교육의 시설에 

한 책임을 지방정부(gmina)에 임했다. 1989년에는 회사에서 운 하는 시

설을 포함하여 양육․보육시설의 수가 1,553개 는데 이후로는 변화가 없

었다. 오히려 4분의 3의 양육시설이 문을 닫았고 보육시설의 수는 3분의 1

로 었다. 시골지역의 경우는 2분의 1로 감소했다(Heinen and Wator, 

2006). 체 으로 탈공산주 시기에 보육시설이 격히 감소한 것이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는 양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의 비율에 에 띄

게 증가하 으나, 이것은 양육시설의 수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 으로 비학교에 갈 아이들의 수가 어든 결과 다. 이 시기 동안 

과 같이 3~5세의 다수의 아이들은 유아교육 시설에 가지 못했다

(Heinen and Wator, 2006).

〈표 3-8〉폴란드의 유아원과 보육시설 이용의 추이

자료 : Heinen, J. and Wator, M.(2006), “Child Care in Poland before, during, and after the Transition: 
Still a Women’s Business,” Social Politics 13(2): pp. 189-216. 

이 기간 동안 6세 이하 아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엄마 손에 맡겨졌

고, 일반 으로 엄마들은 실직상태에서 육아휴가 혜택도 받지 못했다. 

 다른 3분의 1은 다른 가족의 손에 맡겨졌고(Balcerzak-Paradowska 

1997), 종종 할머니들이 이런 목 을 하여 조기에 퇴직하기도 하 다

(Heinen and Wator, 2006: 203).

체로 2004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 공식 인 보육시설은 국가의 책

임 하에 있었는데, 보육시설의 95%, 유치원의 85%가 지방정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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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 되고 있었다. 그러나 보육정책은 수요측면에서도 공 측면에서도 

제 로 작동하지 않았다. 시설은 충분하지 않았고 몇몇 지방 정부는 의

무교육에 해당하는 6세아 유치원만을 공 할 뿐 유아를 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 다. 공공부문은 자원의 부족을 들어 공 제한을 정당화

하 고, 민간부문은 보육시설을 통제하는 엄격한 법규 때문에 새로운 시

설을 설치하지 못하 다(Plomien, 2009: 139). 이때까지도 폴란드의 보

육시설은 병원에 속한 시설로서 엄격한 시설기 과 의료진에 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해서는 많

은 산이 필요했고 엄격한 법규를 따라야 했다.30) 

폴란드의 보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육시설 이용료는 부담스러운 수

이었다. 이용료를 추정해 본 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평균임

의 10~14%,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 46~79% 수 에 달했다. 유치원 

비용의 경우 공공은 10%이하, 민간은 10~40%이하 수 에 해당했다. 

따라서 어린 자녀와 유치원 아동이 있고 소득수 이 낮은 가구에게 보

육료는 매우 비싼 수 이었다. 물론 폴란드의 부모는 3~5세 아동을 

해 5시간동안 유치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었지만, 낮은 인지도, 종일반 

우선이용자, 이용정원 부족에 따른 거부권 등으로 리 활용되지 못하

다(Plomien, 2009: 139). 

2005년부터 집권한 카친스키(Kaczyndki) 통령과 “법과 정의 

당”(PiS) 행정부는 2007년에 가족정책 로젝트(Family Policy Project, 

PPR 2007)를 추진하 고, 이 로젝트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

되는 것이다. 이 로젝트의 배경에는 불충분한 보육시설에 한 정치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은 아동발달과 사회통합,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

령화, 그리고 엄마들의 일과 가족 양립 문제들에 의해서 발된 것이었

다. 이 로젝트를 통해 2008년 말 SP(European Social Fund)에서 자

30) 보육시설 설치규정은 2011년 2월 법률 개정을 통하여 폭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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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약 800개의 유치원을 설치하여 10,000명 이상의 아동이 혜

택을 받았다(Plomien, 2009: 140).

2007년 12월 유럽 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보육정책 련 권

고사항을 제안했고, 폴란드 교육부는 시설설치를 활성화하기 하여 설

치기 을 완화하고 보모 고용에 한 조세감면을 추진하 지만 이런 개

은 보육 서비스에서 획기  개선을 보장하지는 못하 다. 오히려 교육

부는 공공부문이 여하지 않는 민간부문과 돌 의 시장화의 길을 열었

다. 정부는 자원의 제약을 들어 정당화하면서 아동 양육은 가족의 문제

라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 다(Plomien, 2009: 141).

최근 2011년 2월, 폴란드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3세 이하의 아

동들을 한 “3세 이하 유아양육 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로

그램의 시행 목 은 유아를 한 보육기 의 질  향상, 3살 이하의 유

아(경우에 따라 4세 이하)를 양성하기 해 보육기 의 표  기능 규정 

보안  향상, 유아의 부모 는 보호자들의 직장 생활 유지, 유아 보육 

시설 필요성을 지역사회에서 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유지하기 

한 것이다. 

여기서 구분하는 보육시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보육시설

(Creche)은 하루에 10시간까지(추가 비용으로 연장 가능성 있음) 제공

되는, 생후 20주에서 3세까지( 외 으로, 조건에 따라 4세까지)의 아동

을 돌보는 곳, ② 유아클럽(Children's club)은 하루에 5시간까지 제공

되는, 생후 1년(아동의 정신발달에 근거하여)부터 3세까지( 외 으로, 

조건에 따라 4세까지)의 아동을 돌보는 곳, ③ 일일보육교사(day carer)

는 자연인이 그들의 집이나 소건물에서, 생후 20주에서 3세까지( 외

으로, 조건에 따라 4세까지)의 아동을 돌보는 것, ④ 개인보모(nanny)는 

자녀를 돌보게 할 목 으로 부모들에 의해 고용된 사람인데, 활동 의

에 근거하여 생후 20주에서 3세까지( 외 으로 조건에 따라 4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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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동을 개인 으로 돌보는 것을 말한다. 

보육시설과 유아클럽은 공공 의료기 이 아니고 주거나 병원으로 묶

이는 기술 인 요구들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치조건이 폭 

완화된 것이다. 그리고 보육시설과 유아클럽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개

인, 법인  개인사업자가 할 수 있다. 일일보육교사의 경우 지자체에서 

면 을 통해 자격심사를 하고 계약한다. 여는 지방자치 원에서 규정

한 액으로 하고, 일일보육교사의 보육에 필요한 숙식비는 부모가 부담

한다. 

보육서비스를 할하는 노동사회정책부가 표방하는 이 로그램의 배

경은 2020년까지 EU국가들의 경제 성장 계획을 골자로 한 리스본 

략에 맞추기 하여, 직장인들이 안정 으로 경제 시장에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유아를 보육하기 한 것이다.  EU의 략에 따

라 직장인들이 양육에 한 부담을 덜고 폴란드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

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한 략  

하나라는 것이다. 이를 해 체 유아의 33%를 차지하는 3세 이하 유

아들을 한 보육시설 마련이 시 했던 것이다. 

이 로그램은 국가 산  지방 행정 산 목에서 시행되며 지방자

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궁극 으로 3세 이하의 유아(경우에 따라 

4세 이하의 유아)를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목 이다. 재

정지원의 항목은 유아 보육을 한 새로운 시설 마련, 추가 인 기  설

립  시설 제공, 로그램에 맞는 신설 보육 시설의 기능 보완, 유아 

양육의 새로운 시설 확보를 한 건물의 공 는 매입 등이다. 보육 

시설의 설립은 지방행정부를 통한 부동산 매입 는 지방 재정을 통한 

임  형태로 이루어진다. 

로그램의 계획에 따르면 2011년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상된다. 

약 40 곳의 보육시설, 유아 클럽에 한 재정 지원, 약 400여 곳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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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시설, 유아 클럽 는 일일 가정교사에 한 훈련  지원, 약 650여 

곳의 보육시설, 유아 클럽 는 일일 가정교사에 한 시설 환경마련  

필요 부품 지원 등이다. 

이러한 재정 지원으로 유아를 한 보육 시설은 2011년 약 10,000여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상되며, 재정은 40만 주워티가 투입될 정이

다. 2012년에는 보육 시설 지원 으로 60만 주워티, 2013년에는 90만 

주워티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유아를 한 보육 시설이 2012년

에 약 12,000여 곳, 2013년에 약 20,000여 곳으로 확장될 것으로 폴란

드 정부는 상하고 있다.

이 로그램을 해서 노동사회정책부는 선발 과정, 산의 한 

분배 사용  내역 감독, 사후보고 등 체 로그램 추진 과정을 할

한다. 지방 행정부는 지자체의 공모자격 검토, 동의 서명  공모 방법 

달, 로그램 실행 보고서 분석 등의 역할을 담당하다. 지방자치단체

는 공모 취합, 로그램 시행 과정  내용을 지방행정부로 달 등을 

담당한다. 

이 제도의 시행은 2011년 2월 법 개정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련 통계가 정확히 악되지 않고 있고, 제도 시행의 효과에 해서도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 

  3. 일-가정 양립 정책: 휴가‧휴직

1970~1971년 기간에 폴란드에서 진행된 업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

은 유  육아휴직의 권리를 주장하 다. 고물카(Gomuka) 정부는 당시 

시행되던 무  육아휴직 1년을 3년으로 연장했지만 무 조건은 유지하

다. 정부는 여를 지 하기 보다는 기존의 출산휴가 기간을 늘렸고, 

오히려 이것은 여성들로 하여  출산 후 상당 시간 동안 일을 단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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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만들었다. 아  자녀를 돌보기 해 여성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휴가가 도입되기도 하 다. 1년  60일 동안 100%의 월

을 지 한다는 측면에서 요한 법안이었다. 

출산휴가는 출산 순서에 따라 16주, 18주 혹은 26주까지 연장되었다. 

유 휴가 문제는 1980년 자유노조의 업 동안 다시 제기되었다. 1981

년에 육아휴가는 아버지에게 용되는 부모휴가로 환되었다. 부모휴가

는 공산주의 시 부터 내려오던 것으로 처음에는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다 1990년  반 이후 유럽의 압력으로 아버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환된 것이다.

1993년과 2000년 사이에 부모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366,100명에서 

138,800명으로 지속 으로 감소하 고, 체 사용 상자 에서 거의 

50%의 어머니들이 부모휴가를 사용하는 데 비해 아버지는 단지 2%만 

사용했다(MPiPS 2006; Kotowska et al. 2007; Plomien, 2009: 142)

〔그림 3-15〕폴란드의 부모휴가 사용자 추이, 1993-2000

(단위: 천명)

자료 : Heinen, J and Wator, M.(2006), “Child Care in Poland before, during, and after the Transition: 
Still a Women’s Business,” Social Politics 13(2): Pp. 18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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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폴란드에서 출산휴가는 22주 사용가능하고 이  14주는 의무사

용기간이다. 그리고 2주는 출산 에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자녀가 사망

한 경우는 8주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휴가 시작 시 에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자 업

자 여성이다. 

출산휴가 여는 출산  12개월 평균 임 의 100%를 지 하고 상

한선은 두지 않고 있다. 여는 사회보장재원(Social Insurance Fund)

에서 지 하는데, 사회보장재원은 근로자와 자 업자가 내는 보험료로 

구성되며 일부는 정부의 연 재원으로 충당한다. 14주의 의무 출산휴가 

기간 이후는 아버지가 사용할 수도 있다. 

부성휴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2주 사용가능하다. 즉 신생아 출생 

후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리고 출생 후 12개월 이상 7세 미만으로 유

아의 학교 진학이 어려운 시기에 양육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인 사정으로 7세 이후 진학이 어려울 때는 유아 나이 10세까지는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부성휴가 여는 출산  12개월 평균 임 의 100%

를 지 하고 상한선은 두지 않고 있다. 부성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은 휴가 시작 시 에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자

업자 남성이다. 

부모휴가(육아휴직)는 가구당 3년간 사용할 수 있고 4년을 넘길 수 

없다. 부모휴가 여는 가족수당(family benefit)의 보충 여 형태로 지

된다. 여 조건은 월별 개인당 순소득이 504주워티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면 월 400주워티를 정액으로 지 한다. 그리고 

여는 부모휴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24개월, 둥이 자녀를 둔 경우 

36개월, 장애아를 둔 경우 72개월 간 지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는 지 하지 않는다. 6개월 이하로 근무하고 부모휴가 권한을 얻기 , 

부모휴가 기간 동안 일을 시작했을 경우, 자녀가 매주 최소 5일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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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육시설, 유치원 는 이에 상응하는 기 )에 머무를 경우, 그리고 

부모휴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연

(Social pension), 노령연 (old-age pension), 취로불능 연 (invalidity 

pension), 는 장애아 양육수당(nursing benefit)을 받는 경우 이 수당

을 받을 권리는 제한된다. 

부모는 이 휴가를 4회에 걸쳐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3개월까지 동시에 

사용가능하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부모휴가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한 양육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도 에 업무 시간의 축소  복귀 

일시의 지연 등의 이유로 임의 으로 근로자의 계약을 만료시키거나 해

고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부모휴가는 시간제 근무로 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즉 부모휴

가를 하루 업무 시간 반을 기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하루 업무 

시간 반을 넘지 않는 범  내에서 나 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시간을 부분으로 나 어 휴가를 계산한다. 

부모휴가와 별도로 모유수유 휴식 시간이 법  권리로 부여된다. 모

유 수유를 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각 30분 동안 두 번의 휴식 시간이 

제공이 되며, 한 명 이상의 아이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

우 45분 근무 후 두 번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업무 시간

에 포함된다. 단 하루 근무 시간이 네 시간 미만이면 모유수유 휴식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근무시간이 6시간이 넘지 않는 직업의 경우 

하루 한 번의 휴식이 제공된다. 

그리고 별도의 가족휴가도 보장된다. 즉 14세 이하 한 명 이상의 유

아가 있을 때 한 해에 2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여에 향

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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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폴란드의 출산 및 양육 관련 휴가제도 

 

구 분 1989 1997 2004 2010

출산휴가
첫째아 16주

- 쌍생아 이상 26주
첫째아 16주

- 쌍생아 이상 20주

첫째아 16주
둘째 18주

- 쌍생아 이상 20주

자녀1명 22주
2쌍둥이 34주
3쌍둥이 36주
4쌍둥이 38주

5쌍둥이 이상 40주

소득대체율 100%, 낮은 상한선 100%, 낮은 상한선 100%, 낮은 상한선 100% 상한 없음

부모휴가

(급여기간) 3년(2년간 정액) 3년(2년간 정액) 3년(2년간 정액) 3년(2년간 정액)

부모휴가

급여조건
소득조사: 평균임금 

25% 이하
소득조사: 평균임금 

25% 이하
소득조사:

최저생계비 이하
평균임금 50% 이하

급여형태
상한의 25%, 50%, 

100%
상한의 25%, 50%, 

100% 548주워티 이하 월정액 400주워티

자료 : 1) Saxonberg, Steven and Szelewa, Dorota(2007), “The Continuing Legacy of the Communist   
         Legacy? The development of family policies in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and Society 14(3), pp. 351-379, 2007.
2) 폴란드 정부(2011), 양육휴가관련 근로법.
3) Kotowska, I. E. and Michońń, P.(2011). Country Report Poland, Leave Policies and  Network.  

폴란드에서 아동 련 휴가는 출산휴가와 부모휴가를 포함하여 약 3

년 6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휴가는 부분 소득

수 과 연계되어 있고 그 기 이 매우 낮은 수 이고 단지 5개월 정도

만 높은 여를 지 하는 상황이다. 

출산휴가에서 추가 인 2주휴가( 둥이의 경우는 3주)는 2010년에 도

입되었다. 그리고 출산휴가는 2012년과 2014년에 더욱 확 될 정인

데, 자녀 1명의 경우 26주, 둥이일 경우 자녀수에 따라서 39주에서 

45주까지 확 될 정이다. 부성휴가 역시 2010년에 도입되었다.

폴란드의 가족정책에서 부모휴가는 2014년에 완료될 것으로 상되

는 일련의 변화의 과정에 놓여있다. 재정 기는 이 변화의 과정에 향

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상된다. 그동안 많은 정부 정책에서 재정 감

축이 있었지만 부모휴가와 련해서는 그 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 출산휴가와 련하여 아직 정기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

다. 다만 사회보험기 (Social Insurance Institution)이 제공하는 출산수

당자료를 이용하여 이용 일수를 계산할 수는 있지만 이용자의 수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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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출산휴가는 출산 순 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

이다. 

제5절 폴란드 출산율 변동의 인과구조

  1. 체제전환과 가족정책의 한계

폴란드는 오랜 기간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했지만 가족정책과 련하

여 일반 으로 공산주의체제에서 기 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보장은 

충분하지 않았다. 보육시설의 경우 아동양육에 한 사회책임을 강화한

다는 측면보다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한 측면이 강했다. 즉 후 복구

시기에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하여 여성들이 동원되었고 이런 배경에

서 당시의 보육시설 설치가 활성화된 측면이 있었다.  

1960~1970년  들어 이제 여성은 더 이상 노동하는 엄마(worker- 

mothers)가 아니라 엄마인 노동자(mother-workers)로 혹은 그냥 엄마로 

여겨졌다. 이 시기에 세배로 증가했던 보육시설 수가 이 시기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선 문구도 여성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장려하는 방

향으로 환되었다(Heinen and Wator, 2006: 192). 이 게 폴란드는 공

산주의 체제에서도 가족정책에 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폴란드 출산율은 인구 체수 으로 떨

어지지는 않았다. 출산율이 인구 체수  이하로 떨어진 것은 바로 체제

환이 시작된 1989년부터이다. 이후 폴란드의 출산율은 인구 체수  

이하로 격히 하락하 고, 2002년에는 1.3이하 출산 수 까지 하

락하 다. 체제 환 이후 출산율의 격한 하락은 이후 진행된 사회정책

과 가족정책의 방향 환과 한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제가 환된 1990년 이후 ‘과도기’ 동안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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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다 구 시스템을 괴하는데 더 을 두었다. 양육문제뿐만 아니

라 주택과 련하여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자들은 

개  기에 가족정책의 수정에 더 을 맞추면서 가족을 상으로 하

는 복지비용을 삭감했고, 기타 사회정책에 련되는 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는 개 을 단행하 다(Heinen and Wator, 2006: 197-198).

1995년에 폴란드는 가족정책과 련하여 아동과 모든 가족에게 구  

지원을 제공하는 보편  지원에서 선택  지원(selective support)으로 정

책방향을 환하 다(Bühler and Frątczak 2004: 5-6). 출산 휴가 기간

은 2001년부터 축소되었으며 일부의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고소득 

계층에 한 상한선도 도입하 다(Bühler and Frątczak 2004: 6). 

한 1990년  기에 공공양육과 유아교육 시설에 한 책임을 지

방정부로 이 하면서 양육시설의 3/4이 문을 닫았다. 보육시설의 수는 

1/3로 었고 시골지역은 1/2까지 감소했다. 따라서 체제 환 이후에 

이와 같은 일련의 가족정책 축소와 방향 환이 출산율 하락에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2. 노동시장의 특성과 정책 사각지대

폴란드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유럽에서 실업률 2 를 기록하

다. 체 으로 폴란드의 실업률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서 높은 수 에 

있다. 폴란드의 한 학자는 이와 같은 고실업률이 출산에 부정  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31) 즉 실업상황 때문에 경제  미래에 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족이 출산을 단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리고 이와 연

된 문제로 최근에 증가하는 해외 노동이주 한 출산에 향을 미

31) 2011년 9월 23일 폴란드 노동사회연구소(The Institute of Labor and Social Studies, 
ILSS) Piotr Błedowski 연구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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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인으로 지 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폴란드의 은 층이 해당

되는데, 은 층은 거주지를 더 쉽게 옮길 수 있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교육수 도 높은데 이런 조건을 이용하여 해외로 노동이주를 떠

난다는 것이다. 재 폴란드 국민  약 200만 명 정도가 외국에서 일

하고 있는데 이는 폴란드 체 인구의 5% 수 에 해당한다. 200만 명 

 폴란드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노인이 돼서 돌아올 것이며, 이는 실제

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6〕OECD 회원국의 자영업 비율

(단위: %)

  주 : 이하 알파벳 순 AUS(호주), AUT(오스트리아), BEL(벨기에), BRA(브라질), CAN(캐나다), CHE(스위스), 
CHL(칠레), CZE(체코), DEU(독일), DNK(덴마크), ESP(스페인), EST(에스토니아), FIN(핀란드), FRA(프
랑스), GBR(영국), GRC(그리스), HUN(헝가리), ITA(이태리), ISL(아일슬란드), IRL(아일랜드), ISR(이스
라엘), JPN(일본), KOR(한국), LUX(룩셈부르크), MEX(멕시코), NLD(네덜란드), NOR(노르웨이), NZL
(뉴질랜드), POL(폴란드), PRT(포르투갈), RUS(러시아), SVK(슬로바키아), SVN(슬로베니아), SWE(스웨
덴), TUR(터키), USA(미국).

자료 : OECD(2010), Factbook: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폴란드 노동시장의  다른 특성은 자 업 비율이 매우 높다는 이

다. 폴란드의 자 비율은 2008년 기 으로 체 경제활동 참가자의 

22.9%에 해당한다. OECD 평균 15.8%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 이다. 

물론 자 업 비율과 출산율이 직 인 상 계가 있는지 경험  분석

이 필요하지만, 체로 자 업비율이 높은 국가의 출산율이 낮은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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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를 들면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한국, 그리스 등의 

국가가 표 으로 자 업 비율이 높고 출산율 수 이 낮은 국가에 해

당한다. 

실제로 두 요인의 분포와 상 계를 추정해 본 결과를 아래 그림에

서 볼 수 있다. 두 요인이 반비례 례를 나타내고 있어 자 업 비율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국을 비롯

하여 포르투갈, 폴란드,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고 일본과 스페인도 비교

 높은 자 업비율과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들이다. 

〔그림 3-17〕자영업비율과 출산율의 상관관계(OECD 30개국, 200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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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이하 알파벳 순 AUS(호주), AUT(오스트리아), BEL(벨기에), CAN(캐나다), CHE(스위스), CZE(체코), DNK
(덴마크), ESP(스페인), FIN(핀란드), FRA(프랑스), GBR(영국), GRE(그리스), HUN(헝가리), ITA(이태리), 
ISL(아일슬란드), IRL(아일랜드), JPN(일본), KOR(한국), MEX(멕시코), NLD(네덜란드), NOR(노르웨이), 
NZL(뉴질랜드), POL(폴란드), PRT(포르투갈), SVK(슬로바키아), SWE(스웨덴), TUR(터키), USA(미국). 

자 업비율과 출산율이 반비례 계를 나타내는 이유는 자 업자에 

한 사회보장의 사각지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를 들어 폴란

드의 경우 출산 련 휴가·휴직의 여는 사회보장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 여를 받기 해서는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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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폴란드에서 자 업자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보험료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 보

험에 가입되 있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한다.32) 

이와 같이 폴란드의 노동시장 특성상 실업률이 높고 자 업비율이 높

은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 밖에 놓여있는 실업자와 세 자 업자는 출

산에 부정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이 폴란드의 

체 인 출산율 감소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보육시설 부족과 일가족 양립 곤란

국민을 해 국가가 주도하여 각종 사회제도를 설계하는 공산주의 이

념과 달리 폴란드에서 가족 역은 공공의 역이라기보다 국가가 개입

하지 않는 사  역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가 공산주의 체

제를 경험했지만 공산체제에서도 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수 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통  가족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화  특성에서 기인하는 부족한 

보육 인 라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해하고 출산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70년  반의 경우 3세 미만 아동  약 5%만 보육시설을 이용

하 고, 3세에서 6세 아동의 50%가 양육시설을 이용하 다. 체제 환 

이후에는 보육시설의 3/4가 문을 닫았고 양육시설은 1/3 수 으로 지방

의 경우는 1/2수 으로 감소했다. 1994~2002년 동안 체 아동의 1/3

은 엄마가 돌보고 있었으며,  1/3의 아동은 다른 친척들이 돌보고 있

었다(Heinen and Wator, 2006:199). 결국 반 이상의 아동이 공식  

양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32) 2011년 9월 23일 폴란드 노동사회정책부 담당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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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의 경우도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3%에 불과

하 다. 3~5세 아동의 44.6%가 유치원을 이용하 고, 6세 아동의 경우

는 97.4%가 유치원을 이용하 다. 이를 보면 3세 미만 아동을 한 보

육시설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 아동을 돌보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조건이 

출산율 하락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휴가‧휴직 제도를 살펴보면, 22주의 출산휴가는 여의 100%를 

보장하지만, 3년간 사용 가능한 부모휴가는 여가 2년 동안만 지 된다. 

더 큰 문제는 부모휴가 여가 가족수당의 보충 여 형태로 지 되는데, 

가족수당 여 조건이 체 근로자 월 평균임 의 50%(504주워티)를 넘

지 않아야 한다. 여액도 정액 400주워티로 매우 낮은 수 으로, 이것

은 극빈층을 상으로 하는 휴가 여일뿐이다. 그리고 기본 가족수당 

역시 지원액이 매우 낮은 수 이다. 가족수당은 개인 소득이 체 월 평

균임 의 50%를 넘지 않는 사람에게 지 되며 여액도 자녀 1명일 경

우 월정액 43주워티를 지 한다. 이와 같은 낮은 수 의 여는 실질  

양육지원비용으로써 효과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즉 폴란드의 극히 부족한 보육시설과 일부 소득층을 상으로, 그

것도 매우 낮은 여수 으로 존재할 뿐인 가족수당은 출산에 실질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자녀 양육비의 사회화는 매우 제한 이기 

때문에 체  사회 환경이 출산에 유리한 조건일 수 없는 것이다. 

  4. 사회문화적 특성: 전통적 가족주의와 고착된 성역할

폴란드는 가톨릭 문화를 천년이상 유지해온 국가이다. 역사 으로 폴란

드가 많은 수난을 경험하면서 가톨릭 문화는 민족의 단결과 투쟁의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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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기도 하 다. 종교의 이 같은 향은 공산주의시기에도 크게 

변함이 없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부분이 유아세례를 받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국민이 신자로 가톨릭교회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통에서 폴란드는 혼외출산, 인공임신 , 안락사, 인공

수정, 동성애 등 종교윤리의 측면에서 부정되는 많은 사회  가치가 유

지되고 있다. 이런 사회  가치는 가족제도의 유연성을 해하고 출산에 

부정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와 같이 종교 으로 민감

한 문제에 해서 공식화시키지 않으며, 통계와 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정말로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 지도 모른다.33) 

다른 한편으로 통 인 성역할 념은 여 히 뿌리 깊게 지속되고 

있다. 공산체제 시기에도 가족에 잔존하는 성차별  분업구조에 한 번도 

문제가 제기된 이 없다(Heinen and Wator, 2006:00 190). 즉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통 인 가족주의 이념이 정부로 하여  가족복지체제를 고착

화하는 명분을 제시하 다. 정부는 비임  가족 돌 에 한 한 리 

 책을 만들지 못하고, 가족의 역에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 폴란드

의 가족돌 자(family carers)는 재 정확히 악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

는 이들을 등록 리하지 않고 있다. 폴란드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 

노인의 추정치를 고려하면 폴란드의 가족돌 자는 최소 2백만명은 될 것

이라고 한다(Błędowski and Wojciech, 2004). 가족돌 자는 일반 으로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한 경제  이익을 취득하지 않는다.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어떠한 규정이나 연 과 같은 지원제도도 없다. 

폴란드 통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유 의 친 감 정도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노인을 보살피는 책임을 진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가

33) 2011년 9월 23일 폴란드 노동사회정책부 담당자 인터뷰 때, 이와 련된 질문에 해서 

정부 계자는 단호한 입장으로 답변을 거부하 고, 련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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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은 돌  서비스의 가장 요한 공 처가 된다. 연구에 따르면 아  노

인의 92%가 본인의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기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방과 도시 모두에서 주요한 돌 제공자는 남성이기보다는 여

성으로 추정되며, 일반 으로 돌 제공자는 50~69세 사이의 여성들이라

는 것이다(Błędowski and Wojciech, 2004). 

이와 같은 통  가족가치는 폴란드에서 여 히 요한 가치로 공유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와 다른 문화  변화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 한바와 같이 2011년 10월 폴란드 총선에서 낙태와 약물 그리

고 동성애자 결혼의 합법화 문제를 지지하면서 가톨릭의 권 에 도 하

는 ‘팔리콧 운동’ 정당이 10.1%의 득표율을 얻어 3 를 차지했으며 이

것은 문화  변화의 징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 히 폴란드에서 지배

 가치는 통  가족가치를 옹호하는 이다. 

통  가족가치가 항상 출산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녀 양육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면 통  가족가치는 오히려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의 

일부 특성이 가족 심의 삶의 양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다. 

즉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

다. 이런 경우에 통  가족가치와 사회의 특성이 충돌하고 여성들이 

이때 출산 선택에 더욱 신 한 태도를 보이면서 출산율은 하락하게 된다. 

폴란드의 경우 노동시장의 특성과 일가족양립에 필요한 보육시스템이 

통  가족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출산이 지연되고 

단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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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서스가 ‘인구론’에서 인구증가억제를 주창하고 신맬서스주의자들이 

피임법을 통한 인 인 인구증가억제를 강조하면서 인류사회에서 출

산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질 으로 출산율이 본격 으로 감소하

기 시작한 시기는 20세기  여성해방론자들이 피임법을 보 하기 시작

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출산은 언제라도 인간에 의해 인 으

로 조 이 가능해졌지만, 출산율 변동 추이는 권역이나 국가 혹은 문화

마다 차이가 있다. 이는 출산력이 어느 특정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그 국가나 사회가 시기별로 처해있는 여러 상황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한 시기는 국가의 공식통계로 

확인될 수 있는 한 196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합계출산율은 6.0

이었으며, 1983년에는 인구 체수 으로 격하게 떨어졌다. 이후 한국

은 출산국가로 환되었으며, 2000년 에 들어서는 세계 최 수 의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출산 상이 지속됨에 따라 

그 원인과 해법을 찾기 한 노력이 정부와 학계를 심으로 다각 으

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출산율 변동의 원인을 어느 특정한 시기에 

한정하여 횡단면 으로 분석하는 근법만으로 명확하게 악할 수 없

다는 일정한 한계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하여 종단면 인 근

법을 용하여 사회구조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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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출산율이 아주 낮은 수 에

서 머무르고 있는 국가들을 상으로 구조 인 근법을 시도하여, 한국

사회에의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그러한 국가로 남유럽의 스페인

과 동유럽의 폴란드를 선정하 다. 

스페인은 유럽사회의 일원이면서도 고 부터 서구사회와 차별될 수 

있는 독특한 사회문화를 형성해 왔다. 근 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내 을 

거치면서 군부정권과 통 인 가톨릭 왕정이 결합하는 형태의 정치가 

지속되었으며, 이는 가족문화와 더 나아가 가족정책에도 지 한 향을 

미쳤다. 1940년 부터 시작된 랑꼬 정권 하에서는 강력한 가톨릭문화

의 향으로 통 인 남성 심의 가부장 인 문화를 더욱 강화하 다. 

이 시기에는 피임이 지되고, 성분업 역할모델이 지배 인 행에 따

라 부분 여성들은 업주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 으며, 그 결과를 스

페인의 출산율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았다. 

1975년 랑꼬 정권 이후에는 스페인 사회는 격하게 변화하 다. 

민주주의화와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그 향

으로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가율이 격하게 높아졌다. 이

와 같은 사회 변화와 더불어 청년실업률, 높은 주택가격 등은 만혼화와 

만산화를 진하는 작용을 하면서 출산율이 격하게 낮아졌다. 피임이 

자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외출산에 한 엄격한 문화도 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를 하 다. 무엇보다도 1970년  이후 스페인의 출산율의 

격한 하락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강력한 통 인 문화와 민주주의

화 이후에 격하게 들어 온 인 문화 간의 출동에서 비롯되었으

며, 이러한 변화에 해서 정책 으로 응노력이 거의 없었다는데 기인

한다. 자의 경우 남성 심의 가부장 인 문화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양성평등 인 가족문화  고용환경에 한 요구

와 충돌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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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는 결과가 나타나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육아와 가사에 한 정책  지원은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하고 남성 역시 무 심하여, 결과 으로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최근에 스페인 정부는 시 인 변화에 따라 공식 인 결혼으로부터 

출생한 자녀와 혼외 으로 출산한 자녀들에 해 차별을 두지 않은 정

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혼외출산 수가 증가하 다. 한 정부는 

으로 정책을 제‧개정하는 등 가족정책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 다. 일-가

정양립지원을 강화하고 신생아 지원 을 신설하 으며, 청년층의 부모로

부터 자립을 지원하기 하여 임 료를 지원하 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에 따라 2000년 에 들어 스페인의 출산율은 다소 증가하 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경기 불황을 계기로 새로이 시작한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 으며, 그 결과 2009~2010년에는 출산율이 다시 낮아지기 시작

하 다. 

이와 같은 스페인의 출산율 변동에 한 구조 인 분석결과는 세 가

지 측면에서 시사 을 제시해 다. 첫째, 한국사회가 통 인 문화와 

인 문화 간의 충돌을 얼마나 조화롭게 해결하고 있는가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가부장 인 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고학력화

와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가 격하게 변화하 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노동시장 등 사회환경은 여 히 통 인 문화 속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통 인 문화와 인 충돌

하고 있고 특히 사회 기조가 격하게 변화하 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아동에 한 정부의 응노력은 미온 이며, 신 고령자의 연  등 특

정 분야에만 한정하여 역량을 집 하 다는 이다. 셋째, 스페인에서 

출산율이 본격 으로 반등세로 돌아가기 해서는 정책들이 성숙하고 

일 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 못한 상황에서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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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등 특정 사건에 의해 출산율 상승 추이가 쉽게 꺾일 수 있다는 

이다.   

폴란드 사례는 출산을 둘러싼 사회체계가 극히 불안하고 안정 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먼  정치 인 측면이다. 폴란드

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하 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

육에 한 제도 인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 으로 사회

주의 체제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극 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할 것

이 요구되는 반면, 폴란드의 강한 가톨릭 통은 노동자로서의 여성보다

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자녀 양육은 여성이 

담해야 했으며, 이는 보육시설의 충분한 공 을 해하 다. 한 사

회주의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환이 일어났던 시기에 가족에 한 지

원에 앞서 구체제의 시스템 괴가 정치 으로 가장 요한 명제로 떠

오르면서 가족복지비용의 삭감, 보편  지원에서 선택  지원으로 환, 

정책 지원 수혜 혜택의 감소 등이 야기되었고, 이러한 요인은 출산에 부

정 인 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경제 인 상황이다. 청년실업률이 높고, 이에 따라 은이들

이 직업을 찾기 해 해외로 이주하면서 출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

다. 여성의 교육수 이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참가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 인 가톨릭문화의 지속으로 여 히 여성을 돌  제공자로 

바라보는 성역할 고정 념이 강하게 존재하여 많은 여성들은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폴란드의 정책 인 측면에서는 3세 미만 아동을 한 보육시설의 

 부족, 소득수 에 기반을 둔 선택 인 휴가 여 지원으로 인하여 

일-가정 양립에 실질 인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시

장경제로의 환 이후 차 시장화 정책의 향을 받아온 결과, 공공시

설이 부족한데다가 취약계층 심으로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늘 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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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민간시설은 공 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운  인 시설의 경우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하면서 양육비 부

담이 커지고 있다. 폴란드의 노동시장 특성 상 자 업 비율이 높으나 이

들에 한 가족지원 체계가 발달해 있지 않다. 다수의 자 업 종사자들

은 사회보장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일가정양립제도 등에 있어서도 

배제되어 있다. 요컨 , 폴란드의 가족정책 반에서 특징 인 것은 실

질  효과를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없다 이다. 

이와 같이 스페인과 폴란드의 출산율은 사회구조  변화와 한 연

성을 가지며 변동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사례가 한국사회에 주는 시

사 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증가는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우

리나라뿐만 아니라 남유럽국가인 스페인과 동유럽국가인 폴란드에서도 

필연 으로 유사한 경로를 거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인 자본 증

가는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높임으로써 결혼  출산과 부정 인 

연 성을 나타낸다. 어도 1990년  까지 부분 유럽국가에서 공통

으로 나타났던 여성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간의 부  연 성이 스페

인과 폴란드에서는 최근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  연

성의 지연은 두 가지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 요인은  

사회문화 으로 돌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통(성분업

역할 )이 지속되고,  다른 요인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한 정책  

의지가 약하거나 기반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도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간의 부  연 성이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

유로는 스페인과 폴란드와 마찬가지의 이유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결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간의 계를 정 인 방향으로 환하기 

하서는 통 인 성분업 역할 의 변경과 더불어 일-가정양립에 한 

극 인 정책 개입이 긴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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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스페인의 민주화나 폴란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환은 고학력화

와 함께 높은 청년실업률로 이어지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 임 주택 확

 등 공공정책의 부재 내지 미흡은 만혼화와 출산을 진시키는 부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재 한국사회에서도 고용불안정, 높은 주

택 가격, 결혼비용 등으로 인하여 청년층의 만혼화가 증가하고 있는 상

황에서 거시 인 공공정책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셋째, 스페인과 폴란드에서 사회경제  상으로 인하여 만혼화 경향

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통 인 문화는 다양한가족의 발생을 억제하는 

이 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은 한국사회에서 공통

으로 나타난다. 법률혼에 기반한 가족 이외의 사실혼 부부나 미혼모가

족 등 다양한가족은 사회 상과 통문화 간의 조정을 통하여 자연스러

운 것으로 인식되고 증가할 것이다. 정책 으로 다양한가족의 출 을 

진시키거나 억제할 수 없으며, 그 경우 새로운 사회갈등 내지 부 응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으로는 가족의 유형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

여야 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가족의 자녀양육 등에 있어서 필요한 극

인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페인과 폴란드의 가족정책에는 정치   사회문화 인 배경

으로 인하여 범 한 사각지 가 존재한다. 두 국가 모두 성분업 역할

을 시하는 통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과거 스페인의 정권은 종

교   정치  이유로 성분업 역할을 강화하는 가족정책을 추진하기

도 하 다. 폴란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주의 체제로의 환에 따라 

자 업자가 증가하면서 사회보험의 사각지 가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두 국가의 가족정책은 소득수 에 의거한 선택  지원을 지향하

고 있으며, 경기불황 등에 따라 정책 기 가 쉽게 변동되고 있다. 결과

으로 두 국가 모두 보육인 라 특히 아를 한 보육인 라가 부족

하며, 육아휴직과 같은 일가정양립제도는 낮은 임 체수  등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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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한 실정이다. 보육제도와 일가정양립제도 간의 연계성도 상당히 미약

하다. 문화와 사회시스템은 다를지라도, 한국사회 역시 유사한 문제 에 

노정되어 있다. 결국 보육이든 일가정양립이든 사각지 를 해소하고 (특

히 비정규직과 자 업자까지 확 하고) 정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

력은 재의 출산 상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 이면서도 

요한 과제인 것이다. 

끝으로 스페인과 폴란드는 지리 으로 우리와 아주 먼 거리에 치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와 정치  사회문화 역시 그 배경 면에서 상이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페인과 폴란드에서 출산 상이 사회구조

와 연계되는 메커니즘은 한국사회에도 그 로 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페인과 폴란드는 요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궁극 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출산을 단순히 상학 으로만 근

하여 도입 시기와 상에 따른 효과성을 감안하지 않고 많은 정책들을 

비체계  평면 으로 배열하는 문제 을 시하여 보다 개선된 략들

을 모색하는데 요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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