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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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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가족주의가 강하고 출

산율이낮아우리나라와사회적으로유사한측

면을 가지고 있다. 근대사에서 외세의 침략과

민족적 저항, 그리고 체제의 급격한 변화와 같

은 정치적 격변을 겪은 점도 유사하다. 보수적

가족가치와 연관된 어머니로서의 여성상을 강

조하는 전통도 유사한 측면 중 하나이다. 그러

나 가족정책이나 사회정책 측면에서 폴란드에

대해서그동안알려진바는거의없다. 

우리는 그동안 주로 서구 선진국의 제도 연

구에 초점을 두었을 뿐이다. 선진국의 제도를

국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다. 경제규모나노동시장구조, 사회문화적배

경, 제도의역사적배경등이매우다르기때문

이다.

이런문제의식에서본고는유럽국가중에서

도한국과유사성이많은폴란드의사례를고찰

하여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특히 폴란드의 최

근가족정책의변화를살펴보고우리나라의관

점에서정책적시사점을찾고자한다. 

2. 자녀양육비용지원정책

폴란드의자녀양육비용지원은여러가지형

태의 가족급여를1) 통해서 지급되는데, 크게 가

족수당과 보충급여(family allowance with 7

supplements), 돌봄 급여(care benefits: nursing

allowance and nursing benefit)로구분할수있다.

먼저가족수당은폴란드시민으로서2) 소득기

준에 부합하는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은 전년도 일인당 소득이 전국 월평균 임금의

1) 가족급여의 법적근거: Act on Family Benefits of 28 November 2003(Polish Journal of Laws of 2006, No. 139, item

992, as amended).

2) 다만 외국인중에서수급자격에해당되는사람은제한적으로급여를받을수있음.



50%를넘지않아야한다. 농부의경우이기본

금액은 곡물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월별

개인당 순소득이 504주워티(한화로 약 176천

원)를 넘지않아야하고, 장애아동이있는가족

의 경우 583주워티(한화로 약 203천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농부의 경우 1헥타르에서 나오는

월별 소득을 504주워티의 50%와 동일한 것으

로 가정한다. 이때 농업 소득과 비농업 소득은

합산된다. 

가족수당은 자녀 연령 18세까지, 그리고 자

녀가군복무중이거나야간학교혹은교외학교

에 다니는 경우는 21세까지, 만약에 아동이 중

증장애아로서고등교육(college 또는university)

수준의교육을받고있는경우는24세까지지급

된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가족수당은 질병에

의해휴학을하는동안에도지급된다. 

지급액은 시기별로 기준과 지원액이 변해왔

다. 2005년 5월 1일부터2006년 8월 31일출생

아의경우에는자녀수에따라서결정되었다. 첫

째와 둘째아이는 월 43주워티, 셋째아는 53주

워티, 넷째 이상은 66주워티 씩 지급되었다.

2006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지원액이 연령에

따라결정되었는데, 2009년11월1일이후개정

된 기준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자녀연령5세까지지원액월68주워티,

5~18세까지는월91주워티, 18~24세까지는월

98주워티가지급된다. 

폴란드 가족수당은 일곱 가지의 보충급여를

포함하는데, 그 종류를 보면 출산 일시급여, 부

모휴가(parental leave)동안의 양육비, 한부모를

위한 보충급여, 대가족 양육급여, 장애아동의

교육과 재활에 대한 보충급여, 거주지 이외 학

교 교육급여, 학년의 시작에 대한 보충급여가

있다. 

①출산에대한일시보충급여는아이가 1세

가되기까지지급하는데, 2004년4월30일

이후출생아동은 500주워티,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1,000주워티(한화 약

349천원)가 지급된다. 이 출산보충급여는

2006년처음도입되었다.

②부모휴가(육아휴직) 기간동안의아동양육

을 위해서 지자체(gmina)는 정액으로 월

400주워티(한화 약 139천원)를 지급한다.

이보조금은부모휴가자격이있는사람에

게24개월, 쌍둥이자녀를둔경우36개월,

장애아를둔경우72개월간지급한다. 

③한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170주워티(상한 340주워티), 또는 아이가

장애를 가진 경우 250주워티(상한 500주

워티)를 지급한다. 한부모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법적으로 별거하거나 혹은 이

혼한 사람, 과부나 홀아비와 같은 사람으

로서, 다른부모와같이아이를양육할수

없는경우를말한다. 아이나학업중인사

람이사회연금혹은취로불능연금을받는

경우에도이수당은지급된다. 

④다자녀가족에대한보충급여로서셋째아

이상의 자녀 각각에 대하여 80주워티를

지급한다.

⑤장애아동의 훈련과 재활을 위해서, 5세까

지는 60주워티, 5~24세까지는 80주워티

를지급한다. 

⑥거주지이외의학교에서교육을시작하는

아동에대한보충급여로써, 아동이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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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곳 근처에 살면 90주워티, 아동의

거주지가 아닌 인근으로 통학하는 경우

50주워티를 9월부터 그 다음 해 6월까지

10개월동안지급한다.

⑦학기시작에대한보충급여로아동한명당

100주워티를지급한다.

가족급여의또다른형태로서(장애아)돌봄급

여(Care benefits)를들수있다. 돌봄급여는양육

급여(Nursing benefit)와 양육수당(Nursing

allowance) 두 종류로 구분된다. 양육급여

(Nursing benefit)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직장을그만두었을경우520주워티를지급하는

것으로장애증서를가진16세아동까지, 그리고

중증의경우16세이상까지도지급가능하다. 양

육수당(Nursing allowance)은 장애아에게 매월

153주워티를지급하고, 장애가 21세이전에시

작되어중증의경우라면16세이상에게도지급

된다.

2007년1월1일에아동에대한조세감면혜택

(Child tax credit)이 도입되었는데 실제로 이 혜

택은2008년부터효력을발생하였다. 왜냐하면

납세자들은 2007년 취득소득의 세금환급을 신

청해야하기때문에실제공제는2008년부터시

작되었다. 아동조세 감면은 납세기일로부터 아

동1명당매달92.67주워티를공제하는것이다.

3. 보육정책

폴란드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보육시설은

전체적으로매우부족한상황이었다. 심지어맞

벌이가구를지원하던국가사회주의시기에도

공공 보육·양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

다. 1970년대 중반까지 3~6세 아동의 50%, 그

리고3세미만아동의약5%만이시설이용혜

택을 받았다. 1989년 이후 탈공산주의 체제 동

안보육시설은감소하였다. 3~5세아동의혜택

은증가하는반면, 3세미만아동의등록은줄어

드는추세였다(Plomien, 2009: 139). 

1990년대초기들어행정개혁을통해공공양

육과 유아교육 시설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

(gmina)에위임했다. 1989년에는회사에서운영

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양육·보육시설의 수가

1,553개였는데이후로는변화가없었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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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폴란드의양육시설현황과이용자비율, 1990~2007년

(단위: 천명, %)

구분

1990~1991년

1995~1996년

2000~2001년

2006~2007년

보육시설

이용자

1,412

591

428

371

4.2

2.3

2.1

2.3

25,873

20,618

18,003

17,329

29.5

27.2

32.7

44.6

95.2

97.3

97.2

97.4

3세 미만

보육시설이용률

유치원

이용자

유치원이용률

3~5세 6세

자료: Plomien, A.(2009).



4분의3의양육시설이문을닫았고보육시설의

수는3분의1로줄었다. 시골지역의경우는2분

의1로감소했다(Heinen and Wator, 2006). 전체

적으로탈공산주시기에보육시설이급격히감

소한것이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는 양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의비율에눈에띄게증가하였으나, 이것

은 양육시설의 수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예비학교에갈아이들의수가줄어

든 결과였다. 이 시기 동안 예전과 같이 3~5세

의대다수의아이들은유아교육시설에가지못

했다(Heinen and Wator, 2006).

대체로2004년이후부터2007년까지공식적

인 보육시설은 국가의 책임 하에 있었는데, 보

육시설의95%, 유치원의85%가지방정부에의

해서운영되고있었다. 그러나보육정책은수요

측면에서도 공급측면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시설은 충분하지 않았고 몇몇 지방 정

부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6세아 유치원만을

공급할뿐영아를위한서비스는제공하지못하

였다. 공공부문은자원의부족을들어공급제한

을 정당화하였고, 민간부문은 보육시설을 통제

하는엄격한법규때문에새로운시설을설치하

지 못하였다(Plomien, 2009: 139). 이때까지도

폴란드의보육시설은병원에속한시설로서엄

격한시설기준과의료진에대한제한규정을두

고있었기때문에민간에서보육시설을설치하

기위해서는많은예산이필요했고엄격한법규

를따라야했다. 

2005년부터 집권한 카친스키(Kaczyndki) 대

통령과“법과정의당”(PiS) 행정부는2007년에

가족정책프로젝트(Family Policy Project, PPR

2007)를 추진하였고, 이 프로젝트는 2007년부

터 2014년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

의배경에는불충분한보육시설에대한정치적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은 아동발달과 사회통

합,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그리고 엄마들

의 일과 가족 양립 문제들에 의해서 촉발된 것

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08년 말

SP(European Social Fund)에서 자금을 받아 약

800개의 유치원을 설치하여 10,000명 이상의

아동이혜택을받았다(Plomien, 2009: 140).

최근2011년2월, 폴란드정부는법률개정을

통하여3세이하의아동들을위한“3세이하유

아양육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여기서 구분하는 보육시설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보육시설(Creche)은 하루에 10시간까

지(추가 비용으로 연장 가능성 있음) 제공되는,

생후 20주에서 3세까지(예외적으로, 조건에 따

라 4세까지)의 아동을 돌보는 곳, ② 유아클럽

(Children’s club)은하루에5시간까지제공되는,

생후1년(아동의정신발달에근거하여)부터3세

까지(예외적으로, 조건에따라4세까지)의아동

을 돌보는 곳, ③ 일일보육교사(day carer)는 개

인이 자신의 집이나 작은 건물에서, 생후 20주

에서 3세까지(예외적으로, 조건에 따라 4세까

지)의 아동을 돌보는 것, ④ 개인보모(nanny)는

자녀를돌보게할목적으로부모들이고용한사

람인데, 상호협의에근거하여생후20주에서3

세까지(예외적으로 조건에 따라 4세까지)의 아

동을개인적으로돌보는것을말한다. 

보육시설과 유아클럽은 공공 의료기관이 아

니고주거나병원으로묶이는기술적인요구들

을충족시킬필요가없기때문에설치조건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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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완화된것이다. 보육시설과유아클럽의설치

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할 수 있다. 일일보육교사의 경우 지자체에서

면접을통해자격심사를하고계약한다. 급여는

지방자치위원에서규정한 금액으로 하고, 일일

보육교사의보육에필요한숙식비는부모가부

담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 예산 중 지방 행정 예산

목에서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3세이하의유아(경우에따

라 4세 이하의 유아)를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육 시설의 설립은

지방 행정부를 통한 부동산 매입 또는 지방 재

정을통한임대형태로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의계획에따르면 2011년에는다음

과같은지원이예상된다. 약40 곳의보육시설,

유아클럽에대한재정지원, 약 400여곳의보

육시설, 유아 클럽 또는 일일 가정교사에 대한

훈련및지원, 약 650여곳의보육시설, 유아클

럽 또는 일일 가정교사에 대한 시설 환경마련

및필요부품지원등이다. 

이러한 재정 지원으로 유아를 위한 보육 시

설은 2011년 약 10,000여 곳으로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며, 재정은 40만 주워티가 투입될 예

정이다. 2012년에는 보육 시설 지원금으로 60

만주워티, 2013년에는 90만주워티를추가지

원할 계획이다. 향후 유아를 위한 보육 시설이

2012년에약 12,000여곳, 2013년에약 20,000

여 곳으로 확장될 것으로 폴란드 정부는 예상

하고있다.

4. 일-가정양립정책: 
휴가·휴직

1970~1971년 기간에 폴란드에서 진행된 파

업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유급 육아휴직의

권리를주장하였다. 고물카(Gomuka) 정부는당

시시행되던무급육아휴직1년을3년으로연장

했지만무급조건은유지하였다. 고물카정부동

안 출산휴가는 16주, 18주 혹은 26주까지 연장

되었다. 

1993년과2000년사이에부모휴가를사용한

사람은 366,100명에서 138,800명으로 지속적

으로감소하였고, 전체사용대상자중에서거의

50%의어머니들이부모휴가를사용한것에반

해아버지는단2%만사용했다(Kotowska et al.

2007; Plomien, 2009: 142). 체제전환이후지속

적으로부모휴가이용자비율은점차감소하는

추세를보이고있다. 

현재 폴란드에서 출산휴가는 22주 사용가능

하고 이중 14주는 의무사용기간이다. 그리고 2

주는출산전에사용할수있고, 만약자녀가사

망한경우는8주를사용할수있다.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휴가 시작 시점에 사회

보장보험에가입되어있는모든근로자와자영

업자여성이다.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 전 12개월 평균 임금

의100%를지급하고상한선은두지않고있다.

급여는 사회보장재원(Social Insurance Fund)에

서 지급하는데, 사회보장재원은 근로자와 자영

업자가내는보험료로구성되며일부는정부의

연금재원으로충당한다. 14주의의무출산휴가

기간이후는아버지가사용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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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휴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2주 사용

가능하다. 즉신생아출생후12개월이하인경

우, 그리고 출생 후 12개월 이상 7세 미만으로

유아의학교진학이어려운시기에양육휴가를

신청할수있으며, 개인적인사정으로7세이후

진학이어려울때는유아나이10세까지는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부성휴가 급여는 출산 전 12

개월 평균 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상한선은

두지않고있다. 부성휴가를사용할수있는사

람은휴가시작시점에사회보장보험에가입되

어있는모든근로자와자영업자남성이다. 

부모휴가(육아휴직)는 가구당 3년간 사용할

수 있고 4년을 넘길 수 없다. 부모휴가 급여는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의 보충급여 형태로

지급된다. 급여 조건은 월별 개인당 순소득이

504주워티를넘지않아야하고, 이조건을충족

하면 월 400주워티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그리

고급여는부모휴가자격이있는사람에게24개

월, 쌍둥이자녀를둔경우36개월, 장애아를둔

경우72개월간지급한다.

부모는이휴가를4회에걸쳐분할사용이가

능하고 3개월까지 동시에 사용가능하다. 또한

부모휴가는시간제근무로전환하여사용할수

도있는데, 즉부모휴가를하루업무시간절반

을기준으로사용할수있다. 

폴란드에서아동관련휴가는출산휴가와부

모휴가를 포함하여 약 3년 6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휴가는 대부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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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폴란드의부모휴가사용자추이, 1993~2000년

(단위: 천명)

자료: Heinen, J and Wator, M.(2006).



득수준과 연계되어 있고 그 기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단지 5개월정도만높은급여를지급

하는상황이다.

5. 정책적함의및결론

폴란드의 가족정책은 1989년 체제전환이후

부터지금까지도급격한변화의과정을겪고있

다. 체제전환기보육정책은시설의시장화라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런 변화는 오히려 시설

공급의급격한축소로이어졌고, 최근까지보육

시설에대한국민들의수요는쉽게충족되지않

고있다. 

2011년 2월 폴란드 정부는 보육시설관련 법

률개정을 통하여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시도하

였고, 이를통해영유아보육·교육체계에대한

전반적인개선을추진하고있다. 폴란드정부가

추진하는최근의변화는출산율의하락과연계

된 시급한 조치로서 의미가 있지만 매우 늦은

대처라는지적은피할수없다. 

각종가족급여의경우는소득기준이매우낮

아서일부저소득계층만혜택을볼수있을뿐

만 아니라, 지원액 또한 0~5세의 경우 월 68주

워티(한화 약 23천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족

급여가출산및양육에실질적도움이되기에는

많이부족한것으로평가된다. 

일가족양립제도의 관점에서 부모휴가 관련

제도는잘완비되어있지만실질적사용률은긍

정적이지 못하다. 체제전환이후 지속적으로 이

용률이 하락하였고, 특히 남성 사용률이 2%수

준에머무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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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폴란드의출산및양육관련휴가제도

구분

출산휴가

소득대체율

부모휴가

(급여기간)

부모휴가

급여조건

급여형태

1989년

첫째아16주

- 쌍생아이상26주

100%, 낮은상한선

3년(2년간정액)

소득조사: 

평균임금25% 이하

상한의25%, 50%, 100%

첫째아16주

- 쌍생아이상20주

100%, 낮은상한선

3년(2년간정액)

소득조사: 

평균임금25% 이하

상한의25%, 50%, 100%

첫째아16주

둘째18주

- 쌍생아이상20주

100%, 낮은상한선

3년(2년간정액)

소득조사:

최저생계비이하

548주워티이하

자녀1명22주

2쌍둥이34주

3쌍둥이36주

4쌍둥이38주

5쌍둥이이상40주

100% 상한없음

3년(2년간정액)

평균임금50% 이하

월정액400주워티

1997년 2004년 2010년

자료: 1) Saxonberg, Steven and Szelewa, Dorota(2007).
2) 폴란드정부(2011), 양육휴가관련근로법.
3) Kotowska, I. E. and Michońń, P.(2011).



폴란드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을 비

교해보면출산및양육에부정적인요인을공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가족급여

또는 양육수당의 지급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일가족양립제도는 완비되어 있으나 활용률이

저조하고, 특히 남성의 이용률은 극히 낮은 수

준을 나타낸다. 보육정책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크지만, 시설의공공성을포기한이후시장화의

실패를경험하고있다는점에서유사점을찾을

수있다. 

한국과 폴란드의 출산율은 가족정책의 특성

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

보다한국과폴란드는출산과양육의부담을국

가사회가책임지지않고가족의기능으로전가

하면서출산율의급락을경험하였다. 그러나세

계화의맥락에선현대사회는출산과양육의책

임을 더 이상 가족에 위임하기 어려운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출산·양육비용

의 사회화, 직장과 가정에서 양성의 평등, 출산

양육인프라의확충과같은가족지원정책을빈

틈없이조직하여, 출산과양육이편리한사회환

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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