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Ways to Implement the Policy on Low Fertility as a National 
Social Policy

신윤정·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47-2



연구보고서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정책 추진 방안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2년
신 윤 정 외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대명기획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978-89-8187-978-5  93330



머리말

2012년 1월 부터 국내 사회보장법에 출산과 양육이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위험에 포함되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사회 보장 차원에서 지원해야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내

에서도 신사회적 위험이 대두되면서 가족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기능

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 대응으로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이 확대되었지

만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 보장 체계에서 “가족”이 중요한 하나의 핵심

영역이라고 보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더우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들은 출산률 제고를 목표로 하는 수단적인

측면이 강한 실정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자녀를 키우는 문제를 둘러싼 가족의 일상적인 삶과

떨어뜨려서는 생각할 수 없다. 가족 정책은 개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들을 가족과 관련한 일상적인 삶과 연결하여 지원함으로써 궁극

적으로 사회 지원 정책이 보다 보편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한 프랑스의 경우 가

족정책이 국가 사회 보장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 정책이 가족을 지원하는 지향성을 보임으로써 전체 사회의 도덕성



과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출산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인구학적인 목적성과 함께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수평적 형평성 그리고 소득이 높은 가정과

낮은 가정 간의 수직적 형평성에 기여함으로써 통합적인 사회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국내 저출산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미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치 지향성을 가진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형태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목적성을 가진 프랑스의 가족 정책이 지나 온 역사적인 과정

과 주요 특징 그리고 현재 제기되는 정책적인 이슈를 면밀하게 검토함

으로써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추진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본다. 

본 연구는 신윤정 연구위원의 책임 연구 하에 이지혜 전문연구원의

공동 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 수행 과정을 통해 유용한 조언을 제공해

주신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김혜영 교수와 한양 사이버대학

최숙희 교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연구 보고서의 검독을 통해

귀중한 조언을 제공해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실장과 이현주 연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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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ys to Implement the Policy on Low Fertility 

as a National Social Policy

Current public policies for increasing fertility need to emphasiz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tegration in order to 

guarantee sustainability in the aging society. In January 2012 child 

birth and child rearing were included as social risk in the law of 

social security in Korea. Faced with problem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the future this study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is study reviews French family policy in detail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 France conducts family policy in diverse areas. 

It includes not only family allowance but also tax system, pension, 

social services, health, and education. The family policy in France 

is recognized as "role of nation." It enhances redistribution of 

entire society and distributes morality and value of the nation. First, 

it recognizes "support for family" as social risk and guarantees for 

it in terms of social security. Second, in addition to the family 

policy entire social policy, such as housing, poverty, and 

self-support, aim to support family. Third, the target of family 

policy changed to entire families with children for vuln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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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such as families with many children, low-income families, 

and sole parent families. 

This study suggests construction of integrated society among all 

the generations aiming at sustainability and continuous development 

in the future. In order to achieve it this study recommends that 

public policy should enable people to have as many children as 

they want. Also government guarantees horizontal equity and 

vertical equity by implementing family policy. For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 this study suggests public policy should be 

harmonized in terms of monetary supports, social service, and 

support for time. For the monetary suppor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universal family allowance and expand role of social 

policy for family supports. The social services for child care 

should be provided for the family who need it such as dual 

worker parents and sole parent families. In order to expand time 

support for childcare policies for parental leave should expand to 

entire working parents.

For the financial mechanism this study suggests the mobilization 

of "Family Fund." In order to raise the fund government, industry, 

people need to share their contribution. It is necessary to arrange 

for a minister who is in charge of issues on low fertility problem. 

Also new agency of "Fund for family and child," which 

administers the "Family Fund," needs to take in charge of entire 

policies on family allowance, childcare services and payment for 

parental leave.



요약

국내 출산정책이 사회정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해서는 출산

율 제고에 을 둔 재의 방향성에서 탈피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합 인 사회를 구축하면서 국가의 지속 발  가능성

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2년 1

월부터 사회보장기본법에 출산과 양육을 사회  험에 포함하여 자녀 

양육이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법 인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출산정책이 미래 출산‧고령사회에 응하는 국가 사회정책

으로서 통합 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 다. 이를 해 가족정책의 

목 과 이념을 고찰하고 표 인 사례로서 랑스 가족정책의 특징을 

세부 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 정책 방안을 모색하 다. 

랑스 가족정책은 사회 반에 걸쳐 다양한 역에서 추진되고 있으

며 가족을 심으로 구성된 조세체계, 가족수당, 사회 서비스, 모성 보

건 지원, 유아 보건 지원, 아동 보호, 의무 교육 체계 등 사회정책 각 

역을 포 하는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랑스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로 수행되고 있으며 가족이라는 기 인 사회  체계를 통해 소

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체 사회의 도덕성과 가치를 하고 

있다.  사회에 들어와서 가족정책은 다양하게 출 하고 있는 가족을 

기반으로 그 역과 범 를 확장해 가고 있다. 

랑스 가족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험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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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부양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을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 가족 지원을 명시 으로 목 으로 하고 있는 가족정책 이외에도 

사회정책 반에 걸쳐 강한 가족주의 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자

녀를 가진 체 가정을 상으로 지원하는 보편 인 성향에서 차 취약 

계층에 해 으로 지원하는 선별 인 성향으로 변해왔다. 넷째, 좁

은 의미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의 범 를 넘어서 주거, 빈곤, 자활 정

책 등 반 인 사회정책까지 모두 가족 지원을 한 목 성이 강하다. 

랑스가 특히 인구학 인 측면에서 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

는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자

유(liberté)”를 부여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에 하여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형평성(égalité)"을 확보하며, 정한 인구 규모

를 유지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지속성과 미래를 보장한다는데 있다. 

랑스 사회보장법에서는 “가족의 부양”을 국가사회보장을 통해 지원한다

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으며 질병‧고령‧근로자 재해와 함께 가족이 4  

사회보장 역에 포함되어 있다.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심기구로서 가족

수당 국공단이 있다. 랑스 가족정책에 한 재정  지원은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부   조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고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기

업‧국민이 고르게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랑스 가족정책 추진 기구는 앙 행정 부서로서 가족‧아동 장 과 

가족 련 범 부처 표 심의회가 있다. 국가 사회보장 기구로서 가족수

당 국공단이 가족정책을 수행하고 가족수당기 을 운 하고 있다. 가족

정책 문가 그룹으로서 인구‧가족 고등 심의회가 있으며 국가‧기업‧시

민 사회 표로 구성된 가족회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출산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 으로 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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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  간의 통합 인 사회를 구축하여 미래 사회에서 국가의 존

속과 지속 인 번 을 달성하는 것으로 제시하 다. 이러한 미래 통합

인 사회 구축을 한 목표로서 자녀 출산에 한 국민들의 자유권을 보

장하고 자녀 양육 부담에 따른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제시하

다. 동 목표를 달성하기 한 추진 과제로서 가족과 자녀 양육 지원을 

한 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 시간지원정책의 세가지 측면에서 

모색해 보았다.  지원 정책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수직 ‧수평  형

평성 강화를 도모하기 하여 보편 인 가족 수당 도입, 세제 지원  

연  혜택 강화를 제시하 다. 서비스 지원 정책은 실 수요자 심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료 지원을 통한 사회 형평성 강화를 강조

하 다. 시간 지원 정책에서는 자녀 양육 휴가 제도의 보편성을 강화하

기 하여 육아휴직정책을 보편 으로 확 하고 다양한 가족 돌  유  

휴가제도의 도입을 제시하 다. 

국가 사회정책으로서 통합 인 출산정책 추진을 하여 재원 마련 

방안과 정책 추진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국가, 기업, 국민이 

고르게 분담하는 “가족 기 ”을 마련하여 가족 련 정책에 안정 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출산정책을 총 하는 정무 장 직

을 마련하며 가족수당, 육아 휴직 여, 보육 서비스 지원을 총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아동‧가족 공단을 신설하여 가족 기 을 운 하도록 한

다. 문가 집단인 출산정책 실무 원회를 마련하여 정책 제언  정

책 평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 기

능을 확 하여 정부 표자, 고용주 표, 시민 사회 단체 표의 의견

을 수렴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주요용어: 저출산, 가족정책, 사회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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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 출산‧고령화 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부정 인 

사회   효과에 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래 출산율을 회복

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새

로마지 랜 “제1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출산

율 제고를 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

육 서비스 지원 상이 확 되고 정액제로 지원되던 육아휴직 여가 통

상 임 의 40%로 지원되는 정률제로 확 되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출

산 축하   다자녀 수당 등 다양한  지원이 확 되었다.

정부의 출산 문제 극복에 한 의지는 2012년 1월 사회보장기본법

을 개정하면서 출산과 양육을 사회  험에 포함하여 자녀 양육을 국

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법 인 근거를 마련하면서부터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제 국내에서도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출산과 양

육에 한 부담은 국가가 사회 으로 보장해야 할 신사회  험의 하

나로 간주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여

히 일상 인 삶 속에서 자녀 양육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가족들이 

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자녀 양육에 한 재정 인 부담과 함께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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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생활의 양립에서 오는 어려움은 국민들이 낳기를 희망하는 자녀 

수 만큼의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자녀 출산과 양육에 한 지원이 이제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

원해야 하는 역으로 포함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자녀 양육

에 한 지원이 국가 사회보장 정책에서 확고한 역을 자리잡고 있다

고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유아 보육 서비스에 한 지

원을 보편 으로 확 하기는 하 으나, 보육 서비스 이외에  지원 

정책은 아직도 취약 계층 등 특정한 상에만 머물러 있고 여 수 도 

낮은 실정이다. 한 노동‧조세‧연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사회 지원 정

책들이 자녀가 있는 가족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이 

많다.

정부의 “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출산정책들은 

서로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출산‧고령사회 응 보다는 

각 부처가 표방하고 있는 고유한 정책  목 에 더 부합하고 있는 경향

이 크다. 재 추진하고 있는 출산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삼고 

이를 해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수단 인 측면이 강하다.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합

인 사회를 구축하면서 국가의 지속 발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

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출산정책이 사회정책으로서 그 역할

을 다하기 해서는 출산율 제고에 을 둔 재의 방향성에서 탈피

하여 그 목 과 지향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출산의 문제는 자녀를 키우는 문제를 둘러싼 가족의 

일상 인 삶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정책은 개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족과 련한 일

상 인 삶과 연결하여 지원함으로 개인의 삶의 방식과 생활 수 에 

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기능은 궁극 으로 사회 지원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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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보편 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수 있다. 더욱

이 인간 삶의 반에 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족에 한 

지원은 산업화 시  이후에 도래하고 있는 신사회  험과 인구 고령

화에 따라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OECD(2011)에서도 출산에 응하는 각 국의 정책을 “가족정

책”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OECD 국가 에서 출산율을 정 수 을 유지하고 있어 출산정책

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 받고 있는 스웨덴과 랑스의 경우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이 사회보장의 하나의 역으로서 운 되고 있는 특징

을 보이고 있다. 가장 표 인 사례로서 랑스는 국가 사회보장체계가 

마련된 1945년부터 가족 부양에 한 부담을 사회  험으로 간주하고 

건강, 근로자 상해, 노후 지원과 함께 가족에 한 지원을 국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반 으로 랑스의 사회정책은 가

족을 지원한다는 목 성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으며 사회  지원의 단

를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랑스의 

가족정책은 출산율을 정하게 유지한다는 인구학  목 을 표명하고 있

는 동시에,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사이의 수평  형평성 그리고 

소득이 높은 가정과 낮은 가정 간의 수직  형평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사회정책으로서 통합 인 사회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출산과 양육에 한 부담이 사회  험에 포함되고 국가

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장해야할 근거가 법 으로 확립된 것을 계기로 

출산정책을 국가 사회정책으로서 “통합 ”으로 운 할 방안을 강구하

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

정책들이 출산‧고령사회에 응한다는 지향성 하에 사회보장에서 하나

의 역으로 자리 잡아 운 되는 형태를 말한다. 통합 인 출산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 지원 정책들을 자녀 양육  가족을 지원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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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추진하는 것은 각 정책 간의 시 지 효과를 극 화함으로써 출

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고령사회에 보다 효과 으로 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 은 재 각 부처에 흩어져서 서로 다른 목 을 가지

고 추진되고 있는 출산정책이 출산‧고령사회에 응하는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 인 형태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출산‧고령사회에 응하는 통합 인 정책으로서 

가족정책의 목 과 이념을 고찰하고 표 인 사례로서 랑스 가족정책

의 특징을 세부 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  

자료로 삼고자 한다. 

랑스 가족정책에 해서는 가족 수당 정책을 심으로 국내에 소개

되어 있을 뿐 정책의 발  과정과 사회보장체계 안에서 어떠한 치를 

갖고 있는가에 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랑스 가족정책은 가

족을 시하는 통에 기 를 두고 시행 기에 출산 장려 인 인구학

 목 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출발하 다. 이후에 변화를 겪으면서 

형평성 확보, 양성 평등, 여성 노동력 활용, 사회  배제에 한 응 등 

반 인 사회 지원 정책으로 발달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재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랑스가 기에 추진하 던 출산 지향 인 정

책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랑스 가족정책의 변화 

과정 모습과 그 시사 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출산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국내 정책 발 을 해 유용한 시사 을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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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본 연구는 국가 사회정책으로서 통합 인 출산정책 추진 방안을 모

색하기 하여 신사회  험으로서 두하고 있는 자녀 양육 지원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한 응 정책으로서 가족 지원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목 과 효과성에 해 모색하 다. 국가 사회정책으로서 통

합 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랑스 정책 사례를 면 하게 검토하여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에 해서 제시하 다. 이를 한 

연구 방법으로서 OECD, EU 등 국제 기구의 보고서와 랑스 사회보

장기구, 가족수당 국공단, 랑스 국립 인구연구소의 보고서  학술 

자료 검토를 면 하게 검토하 다. 랑스 국립인구연구소, 소르본 학, 

OECD를 방문하여 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  OECD 국가 정책에 

한 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연구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하 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국가 사회정책으로서 통합 인 출산정책 추진의 필요

성을 제시하고 연구의 목 과 연구 내용  방법에 해 기술하 다. 

제2장에서는 신사회  험으로서 두하고 있는 자녀 양육 문제에 

해  사회에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 갖는 의미와 국가 사회보장 

정책으로서 아동 지원 정책이 갖는 함의 을 모색하 다.

제3장에서는 국가 사회보장 정책으로서 랑스 가족정책의 주요 특징

에 해 기술하 다. 가족 지원의 범주를 정의하고 사회보장 체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랑스 가족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 다. 랑

스 국가 사회보장에서 가족 지원 정책이 갖는 치를 검토하기 해 가

족정책의 체계, 재정  지원, 지원 상의 특성을 심으로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랑스 가족정책의 추진 기구로서 주요 행정 기구와 의체

의 구성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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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앞장에서의 논의를 토 로 우리나라 국가 사회정책으로서 

통합 인 출산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에 해 모색하 다. 국가 사회보

장으로서 출산정책이 갖는 치와 역할을 재조명하기 하여 출산정

책의 비 과 목표를 제시하 으며 이를 달성하기 한 주요 정책 과제

를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의 세가지 역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 다. 마지막으로 국가 사회정책으로 출산정책 추진을 한 재원 

마련 방안과 정책 추진 조직체 구성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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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녀 양육과 신사회적 위험

제1절 국가 사회보장으로서의 아동 지원

정부는 지속되는 출산 상이 가져올 격한 고령화나 노동력 감

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수지 자 

등과 같은 미래 험에 응하기 하여 2006년부터 본격 으로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 응은 출산을 가져오는 원인이 무엇

인지를 먼  분석한 후, 그러한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원인 심  응은 출산율을 제고시

키는 데 효과 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을 통

해 사람들의 인식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

우 자녀 양육에 한 책임이 으로 가족에게 가되어 있었는데 다

양한 정책들을 통해 국가도 자녀 양육에 한 책임을 분담하게 되었다

는 에서 큰 발 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산정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는 이제 출산 문제 해결을 한 원인 

심  근에 따른 정책에서 벗어나 좀 더 근본 이고 장기 인 

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출산정책의 필요성이나 당 성에 한 이

론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본 장에서는 출산 행 와 그 결과인 아동이 

과연 부모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국가‧사회 으로는 어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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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가지는지에 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국가‧사회 으로 아동

이 가지는 의미에 해 논의한다면, 국가가 아동 양육을 지원하거나 책

임져야 하는 이유에 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토

로 출산정책의 한 가지 방향이자 보다 근본 인 방향으로서 국가 사

회보장 정책으로서 자녀의 양육 지원에 한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의 의미와 아동 양육에 관한 역할분담

출산정책은 결국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가정에 한 정책이 핵심

을 이루게 된다. 그 다면 먼  자녀 양육 가정에 한 지원이나 정책이 

왜 필요한가에 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통 으로 자녀 양육에 한 

책임은 1차 으로 그 부모에게(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있었기 때문

에 과연 국가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가 있

다면 과연 무엇 때문인지가 먼  명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 가족  측면과 국가‧사회  측면에서 아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아동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의 가치를 무엇으로 보는가 등

에 한 사회 , 역사  산물을 아동 이라고 하는데(백혜리, 2003), 우

리가 아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 아동과 련된 여러 가지 사회

제도나 정책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은 매우 요하다(백혜

리, 2003). 출산정책에 있어서도 출산의 결과물인 자녀이자 아동이 무

슨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정책의 필요성이나 당 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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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적, 가족적 측면에서의 아동

우리나라에서 아동에 한 논의는 국가나 사회 입장에서 아동의 가치

나 효용에 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부모 개인이나 가족, 가문의 입장에

서 자녀에 한 논의가 많았다. 

먼 , 우리나라는 가족집단을 다른 집단이나 개인보다 우 에 두는 가

족우선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와 더불어 부계가문의 속화, 부모공경

의식, 형제자매  친척간 사회경제  유 의식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는 

가족주의 가치(옥선화, 1989)가 발달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자녀는 부

계 가문의 속을 한 목 과, 노년기에 한 부양의 수단으로 기능하

며 남아선호 사상을 낳았다. 그리고 자녀의 출산은 부모로 하여  집안

에서의 치를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

다. 이러한 특성은 부모들로 하여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

시하도록 하 고, 그 결과 자녀에 한 엄청난 투자와 헌신, 희생이 부

모에게 요구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자녀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반드시 필

요한 존재이자, 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 같은 가치는 물론 재도 존재하고 있지만, 시 의 변화에 따

라 변화하고 있으며, 남아선호사상이나 자녀를 통한 노후 부양의식 등

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자녀에 한 지출이 노

후에 본인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자녀에 한 도구  가치 에서 벗

어나 자녀가 소비재이자, 정서  기능을 하는 존재로 그 의미가 변화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도구  가치가 변

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자녀에 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는 자녀 자체에 하여 부모들이 가지는 가치가 도구 인 보상

과는 상 없이 여 히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특성

은 인  자본에 한 투자를 증가시켜 우리나라를 인  자본이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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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반 로 이러한 부담은 출산을 낳

는 기제로도 작용하고 있다.

부모에게 자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자녀를 갖는 이유, 자녀가 

필요한 이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김의철 외(2005)의 연구에서는 유

아 자녀를 둔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 각각 314명, 395명을 

상으로 한국인의 가족 련 가치의식을 조사하 는데, 자녀를 원하는 

이유를 크게 사회  가치(가문을 이어가기 해, 늙었을 때 자녀가 도와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더 원하기 때문에 등), 심리  가치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즐겁기 때문에, 아이가 집안에 있는 것이 즐

겁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인생이 연속되기 때문에 등), 계  가치

(아이가 생기면 친척간에 과 의사소통을 더 가깝게 해주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면 책임감이 증가하고 개인의 성숙을 돕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야 집안에서 치가 분명해지고 인정받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면 늙

었을 때 외롭지 않기 때문에 등)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그 결과 청소

년 자녀와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모두 반 으로는 심리  가치를 가

장 요시하 고 그 다음이 계  가치, 사회  가치의 순으로 순서는 

동일했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유아 자녀를 둔 어머

니에 비해 ‘가문을 이어가기 해서’나 ‘부모가 되어야 집안에서 치가 

분명해지고 인정받는다’와 같은 도구  측면의 가치를 요하게 인식한 

반면,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에서는 청소년 부모를 둔 어머니에 비

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즐겁다’와 같은 심리  가치를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 별로 부모가 자녀에 해 가지는 가

치에 차이가 있으며, 차 정서  가치가 그 요성을 더 인정받게 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김은설‧최혜선(2008)의 연구에서는 20~55세 성인 3,747명을 상으

로 한국인의 자녀 양육 에 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녀가 필요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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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하여 도구  가치( 를 잇기 함, 노후의 경제  의지, 노후의 

신체  의지, 가정 내에서의 치 공고화)와 정서‧ 계  가치(노후의 

정서  의지, 원만한 결혼생활, 양육의 즐거움), 사회  가치(사회 공헌, 

인격  성숙) 각각에 한 사람들의 응답을 조사하 다. 그 결과 반

으로 정서‧ 계  가치에 한 사람들의 동의가 많았고 도구  가치에 

한 동의는 비교  낮았으며, 사회  가치에 해서는 사회 공헌의 측

면보다는 인격  성숙에 해 많이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

령 별로 차이가 나타나, 20~30 에 비해 50 인 경우 를 잇기 해

서나 ‘집안 내 치가 확고해진다는 도구  가치에도 응답이 많게 나타

났다.

의 두 연구 모두 자녀를 원하는 이유, 자녀가 필요한 이유가 연령

별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연령이 높은 경우 도구  가치가, 

연령이 낮은 경우 정서  가치가 상 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역할 측면에서 언제까지 자녀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

지에 해 김의철 외(2005)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조차

도 자녀에 해 지원을 제공할 각오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 우리나라에

서의 자녀에 한 부모의 책임의식이 여 히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유아 자녀를 둔 부모보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

게서 강하게 나타나 나이가 많은 어머니일수록 통 이고 계지향 인 

가치를, 나이가 은 어머니일수록 개인지향 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의철 외, 2005). 김은설‧최혜선(2008)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성장에 한 부모의 향력을 물어본 결과 95% 이상이 자녀의 성장과 

성공에 부모가 향을 미친다고 응답하 으며,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

 것에 해 자녀가 보답해야 한다는 응답은 30.3%인 반면 키워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보답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69.6%로 

나타나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녀의 보답에 해서는 바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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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나타났다. 한 자녀를 언제까지 경제 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지에 해서는 ‘ 학 졸업까지’가 62.6%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높은 

학 등록 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부모의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김은설‧

최혜선, 2008). 

이와 같이 아동(자녀)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갖는 의미는 변화해 오고 

있다. 체로 아동(자녀)의 도구  가치로서 부양이나 가문의 계승과 같

은 효용의 측면보다는 사회 변화 등에 따라 자녀에 한 가치가 도구

인 측면 보다는 정서  측면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자

녀가 소비재로서 부각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녀에 한 

부모의 책임의식이 강한 경우 부모는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을 쓰지만 

그 효용은 정서 인 측면으로 집 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에 한 실

질  효용은 부모 개인이나 가족의 측면보다는 사회 인 측면에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아동과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분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아동은 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동 양육에 국가의 역할 분담이 없어도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

나 최근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의 엄청난 증가와 가족의 불안정성 증가, 

여성의 기회비용 증가 등 비용  측면이 증가하는 반면 아동이 개인이

나 가족에게 가지는 유용성은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에의 유용성은 증가

하고 있다. 이런 사회 인 측면에서의 아동에 해 논의한다면 아동 양

육에 왜 국가가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  측면에서의 아동에 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백혜리(2005)는 사회  측면에서의 아동

에 해 언 했는데, 아동이 사회에서 어떤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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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아동에게 보장된 권리가 무엇인지와 련되는 것으로 이는 아

동에 한 권리와 보호에 하여 어떤 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와 

련된다고 하 다. 이는 사회에서의 아동의 치와 그에 따르는 권리 

 보호의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논의 

이 에 사회에서 아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효용을 가지며, 왜 국가

가 아동(자녀) 양육에 한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Burggraf(1993)는 "How Should the Costs of Child Rearing Be 

Distributed?"에서 자녀 양육 시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 이나 트타

임 근로는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나 이혼 증가 등 가족 해체의 증가로 배

우자의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험해지고 있다고 하며 경력을 자녀 양

육으로 맞바꾼 경우 노후에 사회보장과 다른 연  체계에서 그 댓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산층 아동을 키우는 데는 어도 수백만 달러는 들지만 농장 

등과는 달리 도시 경제에서는 가족에게 아동의 경제  가치는 떨어지며 

통 으로 부모의 노년기 보험으로 아동이 작용했으나 이제는 사회보장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이러한 역할이 사라졌다(Burggraf, 1993). 사회보

장 체계는 엄청난 부의 이 을 나타내며 아동은 그들의 부모가 아닌 고

령 인구 모두를 부양하게 되었다. 

그는 사회는 여 히 가족이 계속해서 사회 으로 요한 기능을 지속

하기를 기 하며 아동 양육에 드는 많은 비용을 가족이 스스로 부담하

기를 기 하지만 이익의 부분은 사라져 가거나 일반 인 복지를 해 

사회화됨에 따라 경제 인 남성과 여성은 가족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

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하 다. 그리고 자녀 양육 비용과 이

익의 균형을 회복하기 해서는 비용을 더 많이 사회화시키거나 이익을 

더 사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Burggraf,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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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더 발 시켜 Folbre(1994)는 아동을 공공재로 야 한

다고 주장하 다. Folbre(1994)는 "Children as Public Goods"에서  

미국 시민들은 사회보장이나 국채를 통해 미래에 성인이 되어 일을 함

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의 많은 부분을 가져다 쓰고 있으나, 모든 시민들

이 미래에 성인이 될 이들을 양육하는데 같이 기여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아동 양육에 시간이나 에 지를 게 쓰는 사람들이 부모 노동의 

무임승차자라고 하고 있다. 물론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개인 인 선택이나 만족을 한 측면도 많이 있지만, 그 결과는 부모 개

인의 것이 아닌 사회 체가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동

은 사회에 유익한 공공재로 볼 수 있다.

그는 구체 으로 아동을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사 인 비용은 증가하

지만 아이들에게 가는 공  이 은 을 뿐만 아니라, 공공 정책이 아이

들에게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력, 돈에 한 가치매김 없이 유  고용에 

참여하는 것을 근거로 사회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부모가 아

닌 사람에게로 자원을 이 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Folbre, 1994). 즉, 

개개인의 직업에 기반한 경제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 아동이 있는 가족

들은 장기 인 경제  스트 스에 시달리며 빈곤의 험 역시 증가하지

만 부모됨은 경제  보상은 없고 도덕 이고 문화  보상만을 제공하며, 

공공 정책 특히 미국의 경우 여성 한부모 보다 노인에게 훨씬 더 많은 

여를 제공함으로써 은이로부터 노인에게 수입이 이동하도록 해왔다

는 것이다(Folbre, 1994).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유  노동과 

가족 생활을 결합시킨 어머니들은 경제에 요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Avellar and Smock(2003)의 연구에서는 여에 있어서 그에 한 보

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 으로 그는 아동으로부터의 정  외부효과를 없앰으로써 부모

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  무  부모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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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아니면 아동으로부터 오는 경제  이익을 다시 부모에게 배당

으로 돌려주거나, 아동들에게 더 많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아동의 

비용을 같이 분배할 것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Folbre, 1994). 그러

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 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제한 , 비효

율 인 측면이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세 번째인 아동의 비용을 

같이 분배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에 한 비용 부담에 한  다른 논의는 Paula England와 

Nancy Folbre의 "Who Should Pay for the Kids?"(1999)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이 논문에서 세 간 이타주의와 상호 호혜성이 

좀 더 지속가능한 형태가 되도록 사회 계약을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England and Folbre, 1999). 이 논문에서도 앞선 논문들

과 같이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 증가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기회비용 증가 등 비슷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인  자본

(Human Capital)”에 한 강조를 통해 국가가 아동 양육에 한 비용

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 으로 논의를 살펴보면, 아동이 있는 가족, 특히 가난한 가족에

게 지원하는 것이 단기 으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인과 노인에서 

은이로,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소득을 재분배 하는 것이지만, 

장기 으로 봤을 때는 아동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분배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을 가져오고 반 인 경제  효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England and Folbre, 1999). 

특히 그들은 기존의 아동 양육 지원에 반 하는 입장인 아동을 애완

동물과 같은 으로 보는 것에 해 반박함으로써 아동 양육 지원에 

한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을 애완동물과 같은 으로 보는 

경우는 애완동물로부터 행복을 얻는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자녀를 원하는 사람, 자녀로부터 행복 등을 얻는 사람이 자녀를 키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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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 그는 애완동물은 정 인 외부효과가 없지

만 아동은 훨씬 더 많은 요한 정 인 외부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이

야기하며 반박하고 있다(England and Folbre, 1999). 

물론 양육에 시간과 에 지를 쏟은 사람들은 심리  뿐만 아니라 자

녀로부터의 인 지원과 같은 경제 인 이익이나 고령이 되었을 때 

자녀로부터의 돌 이나 지원을 받는 도구 인 이익도 얻기도 한다. 그러

나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많은 수입을 보내는 일은 드물며, 고령이 된 

부모에게 돌 이나 지원을 제공하거나 자녀와 사는 노인들은 다른 사람

들에 비해 공 으로 보조 을 받는 양로원 어를 덜 받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 으로 봤을 

때 이런 개인 인 이익이 근로 연령 인구의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이 과 

비교했을 때 훨씬 다고 주장하고 있다(England and Folbre, 1999). 

그들은 한 자녀 양육을 죄수의 딜 마에 빗 어 재생산 게임에서 

참가자에게 가장 좋은 결과는 자녀 양육이나 다른 돌  노동으로부터 

무임승차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임승차자가 되려 한다면 이 

략은 작동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인  자본(Human 

Capital)”이라는 측면으로 근해서, 유 , 무  아동 양육을 포함한 모

든 인  자본 개발을 한 지출은 소비가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England and Folbre, 1999). 이러한 작은 개념  변화가 아동

을 한 정책을 어느 정도의 수 으로 제공할 것인지를 논의할 때 매우 

큰 함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아동으로부터의 이익을 그 부모가 갖도록 하는 여

러 가지 방안들이 제안되어 왔지만 이런 것들이 부모들로 하여  자신

의 아이들을 투자로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계 과 인종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England and 

Folbre, 1999). 아동으로부터의 이익을 부모가 가지게 된다면 결국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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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투자할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가난한 가족은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 인 측면 외에도 “인  자본”의 측면에서도 

가난한 가족의 자녀에 한 투자 부족이 그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충분

히 이용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사회 체로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에 한 이익을 개별 부모에게 가도록 하는것 보다는 반

인 인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 인 인센티 를 만드는 방식으

로 비용을 더 사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  자본에 한 강조는 돌  노동을 요한 공 인 가치

로 인정한 Linda McClain(2001)의 논의와 연결된다. 그녀는 자치행정

을 해서는 정부가 개인의 능력을 발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돌

에 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는 아동을 양육하

고 그들의 도덕  발달과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책임감 있게 자

치 정부의 일원으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비시켜야 하며 

정직하고 생산 인 시민을 기르는 부모의 책임을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는 것이다.

사회  험의 논의에서도 자녀 출산  양육에 한 지원의 필요성

을 볼 수 있다. 를 들어 양육비의 증가나 기회비용의 증가 등으로 개

인이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것은 개인의 결정일 뿐 험

은 아니지만 사회  재생산을 추구하고 안정된 근로계층을 유지해야 하

는 사회에 있어서는 집합  차원의 험이 될 수 있다(최 , 2011). 

그리고 개인의 측면에서 비용 부담이나 스스로의 필요가 없다는 단으

로 학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이것은 개인에게 험이라고 할 수 없

지만 인  자본의 축 이 요한 사회에서는 그것이 험이 될 수 있다

(최 , 2011). 즉 개인의 선택의 합이 국가 사회  측면에서는 큰 

험이 될 수 있다는 에서도 자녀 출산  양육에 한 지원은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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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들을 요약하면, 많은 국가에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아동 

양육이 부모에게 더 이상 이익으로 작용하지 않고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양육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교육수  증  등으로 인한 사회 참여가 확 되었는데, 자녀 양

육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까지 포함된다. 이 게 자녀 양육에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하지만, 재 많은 국가의 연  제도

가 역세 가 보험료를 내고 노인세 가 여를 받는 부과방식(pay- 

as-you-go)으로 운 됨에 따라 재의 아동이 미래에 성인이 되어 노동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세 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 노인세 를 부양하

게 된다. 즉, 비용은 부모에게 부담되지만 이익은 사회 체로 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출생률이 높고 생산가능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지속가

능성이 문제되지 않지만, 재와 같이 자녀 양육비용이나 기회비용의 증

가로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사망률도 낮고 수명이 연장되어 유소

년 인구에 비해 노인인구가 훨씬 많게 되는 경우에는 생산가능 인구에

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김명 , 2012b), 이는 결국 사회 체의 지

속가능성을 하는 요인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인  자본이 요한 사회에서는 미래 세 인 아동의 

인  자본을 충분히 개발해야 미래 사회의 경제 발 을 담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가정에서 아동을 잘 양육함으로써 인  자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소득 가정인 경우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

하여 아동을 잘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 체 으로도 인  자본 개

발에 지장을 래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과 양육하

지 않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 문제나 세  간의 형평성 문제도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동에 한 질  어의 욕구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사회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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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계속 증가한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여성의 경력개발에 한 열망

이 높고 가구에서는 2인 소득이 필요해지며 가족이 소규모화 되고 비

형  근로시간 등에 따라 돌 의 안정성과 가족의 어 역량은 감소하

게 된다(최은  외, 2006). 따라서  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 으로 

가족이 해왔던 아동 양육이나 노인 돌 에 한 책임과 의무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아동이 한 사회와 국가에 가지는 의미는 말 그 로 사회를 존

속시키게 하는 물  토 이자, 한 미래에 경제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에 

한 부양의 역할을 하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아동이 부모의 경제  능력이나 가족 구조 등에 계 없이 

기본 으로 잘 양육되고 교육되어야 사회 체 으로도 지속가능성을 담

보할 수 있고, 경제 발 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한 정책을 본격 으로 시행하기 까지만 

해도 아동 양육에 한 책임이 으로 가족에게 가되어 있었으며, 

그에 따라 아동이 어떤 가족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아동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에 한 인정

을 토 로 아동 양육을 한 아동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호성(2010)은 아동의 출산부터 양육과정을 거쳐 성인이 될 때까

지의 경제 인 책임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한 개인이 지는 반면, 성인이 

되고 나면 사회의 일원으로써 그 사회의 모든 고령인구를 부양하는 역

할을 하게 되므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에 무임승차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를 “개인의 어린이”가 아닌 “사회의 어린이”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아동의 양육을 사회가 책임지도록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즉, 아동이 출생과정이나 부모의 유무, 부

모의 빈부와 상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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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아동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 주장하 다.

그는 한 아동보험을 도입하면  인구가 사회보험의 제도에 들어감

으로써 균형을 이루며 형평성이 확립된다고 하고 있다( 호성, 2010). 

즉, 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보험인 국민연 제도가 65세 이상 노인층

을 상으로 하고 고용보험은 생산연령 인구를 상으로 하여 아동층에 

한 사회보험제도가 부족한데 이것을 아동보험 도입을 통해 완 히 만

들 수 있다는 것이다.

  2. 사회보장으로서 자녀 양육 지원

가. 외국의 사회보장으로서 자녀 양육 지원 사례

통 인 사회  험은 산업사회의 제조업 심의 완 고용에 기반

하여 남성 1인 생계부양자를 기 로 함에 따라 생계부양자의 노동력 상

실인 실업이나 질병, 산업재해,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 단이나 상실과 

련되어 있다(이주하, 2011). 따라서 다양한 소득보장 로그램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사회  험을 해결할 수 있었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연 제도나 건강보험제도,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험을 확

립함으로써 이러한 험에 처해 왔다. 

기존 산업화 시 는 제조업 심의 규모 고용으로 비숙련‧ 숙련 

노동자들도 안정 인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탈산업사회에서는 

비숙련‧ 숙련 생산직의 비 이 감소하고 임 직과 비정규직이 만연해

지게 되며, 서비스업의 팽창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족 측면에서는 가족 해체나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증가 등으로 

통 인 남성 유 노동과 여성 돌 노동 모델이 붕괴되었다.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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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곤란이나 돌 의 공백 등이 통  사회  험 외에 새롭

게 부상하게 된다.

통 으로 아동수당과 같은 아동 여가 체로 남성 가장을 한 소

득 보충의 의미를 지닌다는 에서 통 인 복지국가의 핵심 인 사회 

로그램이었으므로 출산이나 아동 양육에 한 부분은 구사회 험으로 

분류된다(조 훈‧심창학, 2011).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등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 곤란이나 돌 의 공백은 신사회 험으로 볼 수 있으

며, 이는  이 보다는 보육 로그램 등 사회서비스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이들이 유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조 훈‧심창학, 2011; 최 , 2011).

앞서 언 한 아동의 공공재  성격 등 사회에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인한 경제  곤란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

한 부모, 특히 여성의 경력단 이나 트타임 근로 등은 여성들로 하여

 근로에 기반한 안정 인 사회 보험에 기여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노

후의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자녀 양육기 뿐만 아니라 노후에까지 

여러 가지 험에 직면하게 된다. 랑스나 독일, 스웨덴, 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이러한 자녀 양육에 한 신‧구 

사회  험에 한 비를 하고 있다.

신‧구 사회 험에 한 응정책으로 구 소득보장정책(연  등), 활성

화정책(고용 련), 가족지원정책의 측면에서 14개 국가( 미계열 국가, 

유럽 륙 국가, 북유럽 국가, 남부유럽 국가, 동아시아 국가)의 지난 몇

십년 간 반 인 변화를 분석한 김교성(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과 덴마크는 소득보장과 련한 

제도의 여수 이 가장 하면서 실업인구에 한 국가 개입도 활성

화되어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출산 극복을 한 각종 가족 지

원 수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같은 북유럽 국가이지만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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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소득보장정책 수 이 낮지만 활성화 정책과 가족지원정책 

수 은 높게 나타나 노르웨이가 구사회  험에 한 응을 축소하고 

신사회 험에 한 응을 강화해 왔음을 보여주었다. 유럽 륙 국가  

랑스는 소득보장정책이나 가족정책은 강하지만 활성화 정책이 낮은 수

으로 나타났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반 으로 강한 소득보장체계를 

유지하면서 1990년  반 이후 가족지원정책을 강화해온 것으로 나타

났다. 네덜란드는 1990년 에는 가족지원정책의 수 이 낮았으나 2000

년  들어 소득보장정책도 낮아져 활성화 정책에만 높은 수 을 보 다. 

미권 국가  국과 호주는 소득보장이나 노동시장에 한 정책은 

낮지만 가족지원정책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소득, 노동, 가족

지원 모두 낮은 수 을 나타냈다.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소득보장정

책만 강하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주의가 강해 가족지원제도

와 실업정책은 약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한

국은 복지, 노동, 가족지원 모두 낮은 유형으로, 미국과 가장 유사한 수

으로 나타나 통  사회  험 뿐 아니라 신사회  험에 한 

처가 조하 다.

의 결과를 가족지원 정책만을 살펴보면, 반 으로 네덜란드와 남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 한국이 가족지원에 

한 수 이 낮았다. 다른 나라들은 가족 지원이 통 으로 강했거나, 

아니면 최근 가족 지원 수 을 높이고 있는 등 체로 가족에 한 지

원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신‧구 사회  험에 한 비로서 출산  자녀 양육에 

한 사회보장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 사회

법 에 사회보장에 한 권리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  험’인 고용, 사회보험, 사회보상, 가족, 주거, 아동  청소년, 

공공부조, 장애인을 심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진명구, 2011). 독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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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법  제1조제2항에서는 에서 언 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실 하는

데 요구되는 사회  서비스와 설비를 제 때에 충분히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진명구, 2011) 경제 인 지원 뿐만 아니

라 사회서비스 측면에서의 지원도 제공해야 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출산 상의 심화로 가족 련 산을 폭 확 하 으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자 기존 여 심의 가

족정책은 지속하되, 자녀 출산‧양육  가족생활 친화 인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정재훈, 2012). 이러한 내용에는 부모시간 

로그램, 3세 미만 아동 상 보육시설 확  등이 포함된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공공복지서비스(의료  보건, 노인양로 서비스, 탁아소 등 아동복지 등)

이며, 두 번째는 노동시장과 연계된 사회보장제도(추가연 제, 의료보험, 

부모보험 등), 세 번째는 보편  보조  제도(퇴직연 , 아동보조  등), 

네 번째는 특별보조 ( 소득층 상 주택보조 , 장애인보조  등)이다

(최연 , 2012).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다양한 가족의 증가

로 가족정책이 오래 부터 발달해 왔는데, 아동을 심으로 아동이 있

는 가족에 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오래 부터 출산에 

한 우려로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부담을 국가가 책임을 분담

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일정한 수 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 하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역사 으로는 1946년 제출된 출산  육아비용 분담에 한 국가정

책보고서에서는 수입과 계없이 일정수 의 육아비를 아동이 있는 모

든 가족에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동수당을 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박창렬‧김미란‧최연 , 2011). 그리고 1970

년  이후로는 “사회권(Social Right)”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출산을 고

려하는 부모들의 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박창렬‧김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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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 , 2011). 가장 최근인 2011년 1월부터는 기존에 사회보장법에서 

다루고 있던 내용(의료보험, 국민연 , 추가 국민연 )과 아동수당에 

한 규정이나 기타 다양한 규정 등 30여개의 사회 련 법을 통폐합하여 

사회보장법(Socialförsäkringsbalken, Social Insurance Code)으로 만듦

으로써 요한 정책들을 하나의 사회보장법으로 시행하고 있다(최연 , 

2012).

결론 으로 스웨덴은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아동수당(0-15세), 학업보조 (16-20세), 학자 보조(20세 이상-54세 미

만) 등으로 지원이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 생애 주기 동안 단 없이 지

되기 때문에 부모의 아이 출산  양육에 한 부담을 히 이는 

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박창렬‧김미란‧최연 , 2011).

국의 경우 기본 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반하

고 있는데, 베버리지 보고서는 제2차 세계  이후 국을 비롯하여 많

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큰 향을 미쳐왔다(지은정, 2006). 베버리지는 

실업, 질병이나 사고, 퇴직, 출생이나 죽음, 결혼 등과 같은 외  지출

시 소득을 보장하기 한 사회보장 제도를 제안하 는데, 베버리지 사회

보장의 명시  가정  하나는 아동수당을 15세(풀타임교육을 받을 경

우에는 16세까지)까지 지 하는 것이다(지은정, 2006). 이러한 아동수당

을 제안한 것은 가족은 고임 이나 보험으로 보호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가족수당을 지 해야 한다고 하

다(Harris, 1977, 지은정, 2006에서 재인용).

실제로 재 국의 경우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 하는 보

편 여인 아동 여(Child Benefit)를 사회보장 여로 지 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여도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 여로 지 되고 있다(권병희, 

2011).

우리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서, 출산‧고령화를 오랫 동안 겪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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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사회보장의 5개 분야가 연 , 의료, 개호, 고용지원, 출산 책

으로, 출산정책이 사회보장의 한 분야로 포함되어 있다(김명 , 2011). 

그리고 2012년 1월 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가족형태  

지역 기반 변화, 세  간 불공평 등의 이유로 사회보장개 본부에서 사

회보장  세제 일체 개 에 한 안을 결정하 고, 노다 수상은 야당

과 의를 통하여 2012년 3월 말에 소비세 증세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김명 , 2012a).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 개  내용에는 미래에 한 투자로서 어린이 

 육아지원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즉, 모든 어린이의 질 높은 교육환

경 보장이나 어린이와 자녀 양육 가정을 한 보육 등의 양  확충 정

책, 유치원과 보육원의 통합 등이 포함되며, 차세 를 담당할 어린이와 

청년층 육성으로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  훈련환경 정비, 교

육의 질과 기회 균등 확보를 한 책, 소득의 성  우수 학생 등에 

한 지원 강화가 포함된다(김명 , 2012a).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이미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해 사회보

장 제도로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최 진, 2008). 이처럼 

일본은 출산정책을 이미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실시 이며, 미래에 

한 투자의 개념으로 아동 지원, 육아 지원 등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다.

그 외에 스 스도 “의료보험”, “산재보험”, 각종 연 (기 연 , 기업

연 , 3층), “군 복무에 한 소득보상 수당”, “임신에 한 소득보상 수

당”, “가족수당”, “실업보험”을 사회보장의 역으로 하고 있어(Nussbaum, 

2008), 다양한 나라에서 사회보장의 주요 역으로 아동이나 가족에 

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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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최근 동향

이와 같이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구사회  험 뿐 아니라 신사회

 험에 한 비가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종합 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구사회  험과 신사회  험이 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데,  험사회의 자인 울리

히 벡 교수는 2008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사회를 통, 1차 

근 화의 결과들과 최첨단 정보사회의 향들, 제2차 근 화가 첩된 

사회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험사회라고 하 다(울리히 벡 외, 

2010). 이러한 은 국내 연구자에 의해서도 지 되었는데, 윤홍식

(2007)도 한국사회의 과제로 통  소득분배와 새로운 사회  험에 

한 응을 동시에 제도화해야 하는 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

았다. 가족 측면에서 보면 장경섭(2011)의 ‘압축  근 성’ 논의와 맥을 

같이하는데, 우리나라의 복합 이고 격한 경제‧사회‧문화  변동에 따

라 가족이 과잉 기능을 요구받았으며, 그에 따라 가족 계와 가정생활에 

스트 스가 만성화되어 있다고 하 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빠른 근

화, 빠른 발 에만 을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

한 여러 가지 험들에 해 성찰해 보고 이에 한 정책을 차근차근히 

수정해나가야 할 시 인 것이다. 구체 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러한 

사회  험들에 어떻게 처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같이 아동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에 있어서 가족의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정부는 낮은 책임을 지고 

있었다(신동면, 2001). 장경섭(2011)은 이것을 우리나라의 개발자유주의

의 특징  하나라고 보았는데, 사회  시민권이 보편주의  사회보장 

원칙에 의해 구체화되지 못했으며,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 미혼모 등과 

같이 안정 인 고용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을 획득하는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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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한 집단들에 해 핵가족을 넘어 확 가족까지 부양‧보호 의무 등을 

강제함으로써 국가의 정치  책임과 재정  부담을 면하는 략이 지속

되어 왔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 인 가족에 한 기능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가 진행됨에 따라 고용을 심으로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발 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모델이 통 인 복지국가모델로 구 사회  

험의 처에는 합하지만 신빈곤, 출산, 양극화 등 새롭게 등장하는 

험에는 처하지 못한다고 지 되었다(김원섭, 2011). 물론 기존의 사

회  험에 한 안 망의 역할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 도 

있지만(김 란, 2008), 기존의 사회  험에 한 비는 국민연 이나 

건강보험의 시행,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시행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

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라 새로운 사회  험으로 부

각된 출산, 육아, 노인 부양에 해서는 출산휴가 확 , 양육비 지원, 고

령자 일자리 진 등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었지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러한 것들을 사회  험으로 악하여 장기  에서 사회보장법 

체계로 규율하지 못했다는 비 이 있다(진명구, 2011). 이 연구 외에도 

최근 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많은 연구에서 출산‧고령화

에 따른 책이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2년 1월 26일 사회보장기본법 부개정안

이 가결되어(2013.1.27 시행) 변화가 상되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 따

르면 제3조 정의 부분에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  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

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하여 출산과 양육에 한 부분이 



38∙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추가되었다. 즉, 출산과 양육을 사회  험으로 보고, 이러한 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여러 가지 보장이 이

루어지도록 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 인 규정을 두지 못하여 여

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법을 통해 출산과 양육이 사회  험으로 

인정되었다. 이제부터는 구체 으로 어떻게 출산과 양육에 한 험으

로부터 부/모와 아동 모두를 안 하게 보호할 것인지에 해 고민해 보

고 체계를 잡아나가야 할 시 이다.

제2절 현대 사회에서 자녀 양육 지원 정책 

2000년 에 들어와서 유럽 복지 국가들은 복지 정책을 사회 투자 정

책으로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기 시작하 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복지 국가들이 간주하여 왔던 통 인 사회  험에 해서 재고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특히 에스핑 앤더슨(2002)에 의해 주도

되기 시작하 다. 가장 요한 특징 의 하나가 “아동에 한 우선 인 

투자”의 략 수립이었다. 이는 기존의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앵 로 색

슨 국가 간의 정책 모형을 혼합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항하는 정책으

로서 특히 고령화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선진국가에서 주도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OECD 국가 반에 걸쳐 강조되었는데 경제 인 “지원 

제공”만큼 경제 인 “효율성”에 강조를 두고 있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

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 환은 고용 정책과 교육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

고 특히 가족정책을 국가의 경제와 직 인 연 을 가질 수 있는 “투

자”로 인식하게 되었다는데 큰 시사 이 있다. 

가족정책에 한 요성의 강조는 부분의 국가에서 그 정당성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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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으나 사회정책으로서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가지기 해 “투자”라

는 개념이 함께 개입되었다. 따라서 가족정책이 장기 으로 가져올 경제

인 효과에 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바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  특히 

유아  아동에 한 정책이 가져올 경제 인 효과 - 특히 향후 다가

올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 가 특히 강조되었다. 유럽 사회보장 국제 

회(Européen de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sécurité sociale)에서

는 가족정책과 련하여 유럽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논쟁들을 

제시하 다. 동 회에서는 OECD와 유럽 의회가 수행한 분석과 국제 

비교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가족정책의 목 과 효과성에 해서 논의

하 다. 본 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토 로  의미에서의 가족 정

채의 목 과 효과성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출산 고령 사회에서 가족정

책이 갖는 요성을 제고해 본다. 

  1. 가족 지원 정책의 목적

투자로서의 가족정책은 사회정책에서 두된 투자에 한 새로운 

근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경제학 등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자

라는 용어와는 차별 인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Elbaum, 2010). 가족

정책의 첫 번째 목 은 가정의 수입과 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러

한 경제 인 지원의 성격은 2008년 경제 기와 함께 더욱 강조되었다. 

가족에 한 경제 인 지원과 조세 혜택은 산층 혹은 취약 계층을 

상으로 지원하는 특별한 정책 역으로서 사회 재정 시스템을 통해 자

동 으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기여했다. 가족의 수입과 

소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요한 목 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동 양

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 보상이다. 자녀 양육 비용 지원 정책이 가지

고 있는 이념은 원칙 인 측면에서 “공공에 의한 투자”의 개념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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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비용 지원 정책은 국가가 가족이 자녀 양육을 해서 지출하

는 비용의 부담 수 을 인식하고 개별 가족이 자녀 양육을 해 지출하

는 비용이 체 사회에 가져오는 혜택을 감안하여 가족이 지출하는 자

녀 양육 비용을 체 사회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hévenon, 2009). 아동 보육에 한 수당 지원 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자녀가 있는 여성의 근로 활동을 진할 수 

있다는 효과성 이외에도 사회 보호와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창

출한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소득과 소비를 

재정 으로 지원하는 정책에 한 정부 지출이 향후 지속 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가족 지원의 두 번째 목 은 출산율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여성

의 노동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 은 노동력의 확보라

는 차원에서 볼 때 일반 으로 노동력 규모 확 라는 “투자”는 개념(

를 들어 이민정책) 과는 직 으로 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도 

있다. 하지만 출산력 향상을 통해 아동을 경제활동인구에 보태는 것은 

고령화가 노동 규모  생산성 증진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을 감소시

킬 수 있다. 출산력의 증가는 사회  부양비, 사회보장 지출에 고령화가 

미치는 향을 감소시키고 건강과 은퇴에 한 지출에 사회가 지속 으

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 인 지원을 

통해 출산율과 여성 노동 참여율이 향상되어 노동력이 규모 측면에서는 

증가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생산성과 자본의 축  없이는 1인당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는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Aglietta et al., 

2002). 한 여성 노동력의 활용 문제는 “여성 노동의 주변화”라는 문

제를 증가시켰다는 에서도 비 을 받고 있다.

가족정책의 세 번째 목 은 인  자본을 개발하고 그 양을 증가시키

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아동의 보육, 사회화, 교육에 해 정책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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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아동의 안녕을 강화시켜 교육 수 과 장래의 직업 취득에 

해 정 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  자본 개발 정

책은 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 하는 정책을 포함하는데 여성들이 

직업 활동을 함에 있어 문 인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용 

상태를 개선하며 노동 시장 재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근로 능력의 감소

를 피하게 하고 여성들의 낮은 임  수 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네 번째 목 은 가족정책을 통해 사회 재분배 효과를 도모하는 것으

로서 이러한 정책에는 사회  불평등 해소, 빈곤 감소, 사회 통합성 증

진을 한 정책이 포함된다. 가족 지원 정책을 통해 자녀를 가진 가정에 

해 지원하는 것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수평  재분배

를 확립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빈곤하고 취약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으로 불리한 치에 처해 있는 아동의 안녕을 도모하여 수직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족 지원 정책은 

체 사회의 수평  형평성과 수직  형평성을 모두 도모 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재분배와 성장 간의 계에 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계속 으로 

논쟁이 되어 오고 있는 주제이다. 하지만 불평등의 세  간 이 이 경제

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 인 측면에서 모두 해로운 향을 미친다

는 사실에 해서는 이견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Piketty, 2004). 가

족정책은 보조 을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아동들이 혜

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빈곤 상을 감

소시켜 취약한 사회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 요인과 험들을 제거할 

수 있다. 

가족정책의 마지막 목 은 양성 평등과 련한 것이다. 가족정책이 가

지고 있는 함의 은 경제의 부흥이라는 목 과 함께 사회 안에서 양성 

모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양성 평등과 련한 정책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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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에서의 가사  양육에 있어서 공동의 역할 분담, 가정과 노동 

시장에서의 근로 간의 조화,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사회 보호 측면에

서 갖는 요성이다. 

한편, 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유럽 국가들은 서로 다른 차

이를 보이고 있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 에서도 랑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 소수의 국가만이 가족이 국가

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상으로 보고 "가족정책(politique de la 

famille)"을 명시 으로 밝히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역시 가족을 

지원하는 활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의 상을 "가족"에 

을 두지 않고 "아동" 혹은 "일하는 엄마"와 같이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

에게 을 두고 있다. 국,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도 통 으로 국

가가 개인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 가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을 상으로 근하지 않고 사회 문제( 를들면 "빈곤")를 

상으로 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각 정책이 가족

을 지원하는가 혹은 개인을 지원하는가 혹은 사람이 상이 아니라 문

제 그 자체를 상으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를 들면 랑스는 가족 수당이라는 이름하에 "가족"을 부

양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스칸디나비

아 국가에서는 아동 수당이라는 이름하에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 세제의 경우 랑스는 quotient familial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족 소득을 합산하고 가족원수를 고려하여 다자녀 가

정에게 유리하게 책정하는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가족원 개인별

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유럽 국가에서 가족정책의 유형은 세 가지 종

류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형 인 가족정책을 표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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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가로서 통 으로 랑스가 포함된다. 두 번째는 가족정책을 표

방하는 것을 부인하는 국가로서 가족 련 문제들을 완 히 개인 인 

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권력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국가이

다. 가장 표 인 사례로서 국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두가

지 유형의 간 형태로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다소 추진하고 있으

며 통합 이든 아니든 간에 두 가지 근 방법을 모두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가족 수당은 벨기에와 같이 근로 활동과 결부

되어 있거나 소득층에 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 가족 수당은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의 수직  재분

배 목 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이 수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한 엄격한 소득 조사 하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덴마크와 같

은 국가에서는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수평  재분배

를 목 으로 추진하고 있다. 

  2. 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성

다양한 조사 결과와 국제 비교 연구 결과는 가족정책이 출산율, 여성 

경제 활동 참여, 빈곤 감소, 특히 아동의 빈곤 감소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통일 인 연구 결과를 보

이고 있다기 보다 양면 이면서도 상반되는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단기

인 측면과 장기 인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함의 을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가족 지원 정책이 미치는 효과성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성은 특히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

고 있으면서 높은 출산 수 을 보이고 있는 랑스의 사례를 심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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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재정 인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성에 해서 개인을 단

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 으로 볼 때 출산 련 수당, 다자녀 가족에 한 지원, 육아 

휴직 여 정책들은 출산율 증가에 가시 인 향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uthier and Thévenon, 2010). 랑스

의 1994년 두 번째 자녀에 한 육아 휴직 여액의 확 는 연구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를 들어 Laroque와 Salanié(2005)의 

연구 결과는 Piketty(2005)의 연구 결과 보다 더 높은 효과성을 보여주

고 있다. 한 이러한 육아휴직 여의 효과성은 보육 서비스의 비용과 

특성을 통제하는 경우 더욱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 인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볼 때 가족을 상으로 하는 

경제 인 지원의 효과성은 상 으로 한정 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

다. 국제 인 많은 비교 연구들은 출산율에 미치는 향력은 경제 인 

지원 정책 보다는 노동 시장의 기능 그리고 반 인 사회정책에 의해 

조성된 환경에 의해서 더 크게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

우 여성의 경제 활동과 출산율 간의 정 인 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에서는 여성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도모하는 정책과 여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Addio와 Mira Ercole(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률, 체 실업

률, 산 후 휴가 기간 동안의 통상 여율, 가족 지원 수당, 가족 상 

조세 혜택이 서로 다른 향력을 가지고 종합 으로 출산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uthier 와 Thévenon(2010)의 연구 결과에

서는 여성들이 종일제 혹은 시간제로 일하는 조 인 상인 노동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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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양극화가 분석 결과에 향을 주었지만, 반 으로 보았을 때 낮

은 출산율은 남부 유럽 국가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 유럽 

국가는 직장 생활과 가족의 통 인 역할 사이에서 특히 강한 긴장 상

태가 있으며 가정 내에서의 성역할이 분화되어 있고 보육 서비스 이용

에 어려움이 많은 국가들이다(Cooke, 2006). 반 로 출산율이 높은 

랑스는 스웨덴과 거의 같은 수 의 수당을 지 하고 있고 사회  환경

이 매우 가족 친화 인 분 기이다. 이러한 사회 환경  분 기는 과거

로부터 이어져 온 가족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며 사회 계층의 분화와 아

직도 남아 있는 신분에 따른 강한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반 으로 볼 

때 사회가 폭이 넓고 다양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Mc Donald, 

2010).

장기 으로 상되는 고령자에 한 재정 인 지출은 랑스로 하여

 출산율을 지속 으로 인구 체수 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

진하게 할 것으로 상된다. Eurostat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구 부양

비는 2008년과 2060년 사이에 반 으로 모든 유럽 국가에서 증가하

지만 랑스의 인구 부양비는 독일, 남부 유럽 국가, 동구권 국가와 비

교하여 상 으로 낮을 것으로 측되고 있다. 한 유럽 의회의 경제 

정책 원회에 따르면 고령 인구의 노동 활동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

도 은퇴자에 한 지출이 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이 랑스의 경

우 1%를 차지할 것으로 상되지만 출산율이 상 으로 낮은 독일은 

2.3%, 네덜란드는 4%, 스페인은 6.7%, 그리스는 12%를 차지할 것으

로 상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

나. 여성의 근로 활동과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에 미치는 효과

가족정책은 여성의 근로 활동과 일과 가정 생활 간의 조화에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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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인 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정책이 갖고 있는 차별 이고도 양면

인 성격에 주의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가족정책은 여러 가지 채 을 

통해 여성의 경제 활동에 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에는 근로자를 둘

러싼 사회 ·제도  환경(근로자 보호  차별 지, 부모의 사회  권

리), 사회 재정  정책, 육아 휴직 정책,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비

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에만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 조건에도 향을 미친다. 즉 앞

서 언 한 환경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는가에 따라 여성 근로자 자격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여성 노동의 주변화, 시간제 근로의 횟수와 기간, 임

시 노동자에 한 차별성 등에 향을 미친다. 여성의 근로 활동에 미치

는 향력들은 이러한 요인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더 크고 양

면 인 성격을 가진 요인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향력을 고려하

면서 각국의 가족 지원 정책은 보육 서비스 확 , 육아 휴직  자녀 돌

 휴가, 여성 노동력 활성화, 여성과 남성 간의 역할 재분배 방향으로 

확 되어 왔다. 

랑스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한 연구 결과

들은 아래와 같다. 성인 여성의 체 경제활동참여율을 볼 때 랑스의 

황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월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 은 30% 미만으로서 네덜란드, 독일, 국, 스

웨덴 등 커  부부 여성에 한 시간제 근로가 규범으로 자리 잡  있

는 국가에 비해 높은 수 이다. 한편, 랑스의 경우에도 여성의 노동 

시장 재진입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출산 후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나는데 세 번째 자녀 출산 후에는 노동 시장 재진입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랑스 세자녀 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부 유

럽 국가와 비슷한 수 을 보이고 있다(Minni and Mosch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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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유럽 국가 여성의 자녀 연령별 노동 시장 참여율

(단위: %)

합계 무자녀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3세 

미만

3~

5세

6~ 

17세

3세 

미만

3~

5세

6~ 

17세

3세 

미만

3~

5세

6~ 

17세

유럽 27개국1) 78.4 85.9 71.5 77.3 81.7 59.6 70.6 78.6 43.0 56.6 68.4

유럽 15개국1) 78.4 86.1 74.9 78.0 80.4 62.2 71.0 77.8 44.3 57.4 68.0

프랑스 84.3 90 80 88 89 64 83 90 41 71 74

독일 82.4 89 74 79 87 59 73 79 42 51 65

오스트리아 82.0 89 75 80 86 56 73 84 45 60 73

벨기에 88.0 85 84 82 84 75 85 84 57 61 76

덴마크 75.5 - - - - - - - - - -

스페인 85.1 83 77 78 75 62 68 73 53 60 68

핀란드 69.1 90 62 85 93 58 89 95 43 83 90

그리스 69.1 74 61 65 70 58 64 69 51 59 62

이태리 66.0 75 65 68 65 56 56 60 40 46 48

네덜란드 83.8 89 87 84 81 80 81 83 63 69 77

포르투갈 85.7 88 83 91 86 86 84 83 69 76 78

영국 78.1 88 75 75 83 62 66 80 40 51 67

스웨덴 88.0 - - - - - - - - - -

  주: 1) 스웨덴과 덴마크 제외

자료: European Labor Force Survey, Elbaum(2010) 에서 재인용

랑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세 번째 자녀 출산 이후 감소하는

데 이는 반 으로 볼 때 다른 국가에서도 근로하는 여성들에게서 나

타나는 상으로서 종일제로 일하거나 시간제로 일하거나 모두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두 자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는 자녀 연령이 3세 

이하일 경우 격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랑스에서 3년 기간 동안 보장

되는 육아 휴직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두자녀 여성의 노동 시장 참

여는 자녀 연령 3세 이후에 증가하는데 시간제 노동으로 복귀하는 경우

가 많으며 부분 으로 볼 때 시간제 노동으로 복귀한 여성들의 노동 시

장 참여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8∙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표 2-2〉프랑스 35~49세 성인의 자녀 연령별 노동 시장 참여율

(단위: %)

경제 활동 참여율 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

여성 남성 합계 여성 남성 합계

25~49세 전체 인구 84.1 96.2 89.9 28.3 3.9 15.6

무자녀 90.9 93.9 92.0 15.2 5.0  9.4

자녀 1명 87.8 97.6 96.6 25.6 3.1 15.2

자녀 2명 83.7 98.0 90.1 36.0 3.0 19.5

자녀 3명 이상 66.3 96.6 79.8 46.6 3.9 23.0

3세 미만 자녀 1명 83.0 98.0 90.4 23.9 3.7 12.9

자녀 2명(막내자녀 3세 미만) 64.3 97.2 80.4 44.9 4.3 20.7

자녀 3명 이상(막내자녀 3세 미만) 42.9 95.9 68.1 50.6 6.9 21.1

3세 이상 자녀 1명 89.3 97.5 92.6 26.1 2.9 16.1

3세 이상 자녀 2명 88.3 98.2 92.7 34.5 2.6 19.3

3세 이상 자녀 3명 이상 73.8 96.9 83.8 45.9 2.8 23.6

자료: Insee, Enquête Emploi, 2008, Elbaum(2010) 에서 재인용

계량 분석 연구 결과를 볼 때 보육 서비스 비용 지원이 여성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향력은 반 으로 제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낮은 소득 수 의 가정, 미혼모, 교육 수 이 낮은 여성들에게서만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erraudin and Pucci, 2007). 그러나 보육 서

비스 에서도 시설 보육 서비스 이용에 해서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시설 보육 서비스의 제공은 여성의 노동 시장 복귀에 결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아 시설 보육 서비스 증

의 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Maurin and Roy, 2008). 2세 유아에게 

유치원(école maternelle)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한

부모 여성의 고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커  부부 여성

의 취업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Goux and Maur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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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있어서 문제 은 시간 으로 혹은 지리

으로 제약이 있는 가족에게서 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

제 을 해결하기 해 지속 인 보육 서비스 확충을 한 노력의 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Bailleau, 2010). 2007년 재 랑스 3세 미만 

아의 시설 보육 서비스 충족률은 48%이며 인가된 보육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합친다 해도 52%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ONPE, 2009).

육아 휴직은 노동 활동을 유연하게 하는데 요한 향을 미치고 있

으나 그 효과성은 모호하고 논쟁 인 상황에 있다. 과거 랑스에서는 

육아 휴직 수당을 두 번째 자녀 이후부터 낮은 수 으로 3세 될 때까지 

지원하 는데 이러한 휴직 수당은 일련의 논쟁의 상이 되었다. 1994

년 시작된 부모교육수당(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APE)은 3

세 미만의 두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16 포인트 이상 감

소시켰다(Algava and Bresse, 2005). 그러나 2004년 새롭게 도입된 근

로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한 보조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CLCA) 정책으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64%까지 증가하 다. 이 게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게 된 원인

은 CLCA가 부분 으로 근로 활동을 여서 근로하면서도 육아 휴직 

수당을 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데서 기인한 바가 크

다. 정책 변화에 한 평가 연구에서도 CLCA가 부분 인 근로 시간을 

고려하여 육아 휴직 수당을 지 하게 된 것에 한 정책의 진보성을 강

조하 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리직  문직 여성들과 산층 혹은 

상류층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시간제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노동 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Nicolas, 2008; Berger et 

al. 2006; Marical, 2007). 반 로 자격 수 이 낮은 근로 여성들은 종

일제 근로를 완 히 그만두면서 노동 시장에 다시 복귀하는 것을 덜 선

호하는 모습을 보 다(Anania, 2010). CLCA에 따라 육아 휴직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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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게 되고 휴직 여도 이에 따라 더 낮게 제공하는 것은 

부부간의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는 동 정책을 도입하기 에 우선 으로 먼  

해결했어야 했던 보육 서비스 개발이 미흡하게 이루어졌으며 자격이 낮

은 여성들의 노동 시장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

계 이 지 되고 있다(HCF, 2010).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와 련하여 가족정책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은 

가족정책이 목 으로 삼고 있는 "인  자본 개발"을 여성 경제 활동 참

여 진과 련하여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즉, 가족정책 

추진에 따른 여성 노동력 활용의 활성화가 근로 시장에서 여성 노동 조

건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고 지속 인 시간제 노동, 낮은 임  수 ,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서의 지  문제들을 가져왔다고 비 받고 있다. 여

성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이 양성 평등 혹은 인  자본의 투자에 

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비 은 끊임없이 지속되

고 있다(Milewski, 2010). 이러한 문제 은 커  부부 여성과 한부모 

여성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활동 연  수당(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과 련한 의무 조항과 우  조치에서 드러나

고 있다. 활동연 수당은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을 목 으로 

만들어진 정책으로서 동 정책을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충분한 

수 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수 이다. 하지만 랑스 가

족정책은 보육에 한 단지 개인 인 비용만을 보상해 으로써 여성들 

간의 노동의 양극화 상을 래했다고 비 받고 있다. 일반 으로 교육 

수 이 높은 여성들은 자녀 보육을 해 개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한 비용을 지원 받으면서 여 수 이 높고 만족스러운 직장을 

다님으로써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격 수 이 낮은 여

성들은 분 인 노동 시간과 여가 일정하지 않은 시간제 노동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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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하에서 육아 휴직을 함으로써 육아 휴직 수당을 받고 "자녀 보호"의 

일도 떠맡게 되었다(Jany-Catrice and Puissant, 2010). 이런 양상은 많

은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구체 으로 나타났는데 육아 휴직 사용 황

에서 고소득 여성과 소득 여성 근로간의 차이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

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보육 시설, 인가된 보육사, 가정 

내 보육사를 이용하는 양상에서도 고소득 여성과 소득 여성간의 차이

를 보 다(Micheau et al., 2010; David-Alberola and Momic, 2008; 

Ould Younes, 2010).

한편으로 가족정책이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강화되는 사회  불평

등을 해소하고 가사일과 부모 역할을 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간의 역

할 분화를 가져오는데 거의 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비 도 제기되고 

있다(Régnier-Loilier, 2009). 아버지들이 자녀를 통학시키고 여가 활동

을 함께 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로서 두 사람의 소득 수 이 

비슷한 경우에 특히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경우 부분 여성들이 자녀 양육에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당과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투자"가 

가족정책이 궁극 인 목 으로 삼고 있는 양성간의 역할 분화를 가져오

는데 아직은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랑스 

가족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해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여성 취

업률에 해서는 격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으나 양성 간의 

평등과 여성 인  자본의 향상 측면에서는 모호하고 양면성이 있는 효

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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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과 아동의 빈곤 감소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은 모두 동일하게 가족과 아동의 빈곤 감소의 목

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가 가능한 국가들을 심으로 볼 때 아동과 한

부모의 빈곤율은 국, 남부 유럽 국가, 동구권 국가에서 특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덴마크와 핀란드에서는 낮게 나타난다. 

청년들의 빈곤율은 반 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북구 유럽 국가 청년들이 가정

으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빠르기 때문으로 랑스에서도 비슷한 상이 

발견되고 있다. 남부 유럽 국가에서 청년들의 빈곤율은 일반 으로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으며 체 인구의 빈곤율과 비슷한 수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세  간의 동거 기간이 상 으로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 상태는 취업, 소득 수 , 가족 구

성의 다양성, 사회 지원 정책의 효과와 련하여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결과로 나타난다(European Commission, 2008). 다양한 사회 

지원 정책을 통해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  요인을 개선하는 것은 

유럽 국가 반에 걸쳐 평균 이상으로 빈곤 수 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를 들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북구 유럽 국가의 경우 

애 에 빈곤율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 으로 나타나지만 사

회  지원 이후를 볼 때 빈곤율은 50%로 하락하여 유럽 국가 에서 

빈곤율이 낮은 국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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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유럽 국가의 빈곤율(2008년)

(단위: %)

빈곤율

(사회적 지원 이전)

빈곤율

(사회적 지원 이후)

아동 

빈곤율

18~24세 

청년 빈곤율

한부모 가족 

빈곤율

독일 24 15 15 20 36
오스트리아 24 12 15 11 26
벨기에 27 15 17 17 39
불가리아 27 21 26 21 38
사이프러스 22 16 14 11 31
덴마크 28 12 9 34 16
스페인 24 20 24 20 38
에스토니아 25 19 17 15 39
핀란드 28 14 12 26 24
프랑스 23 13 17 20 27
그리스 23 20 23 23 27
헝가리 30 12 20 18 33
아일랜드 34 16 18 14 42
이태리 23 19 25 21 36
리투아니아 27 20 23 18 48
룩셈부르크 24 13 20 16 44
말타 23 15 20 8 57
네덜란드 20 11 13 20 29
폴란드 25 17 22 20 30
포르투갈 25 18 23 18 39
체코 20 9 13 12 40
루마니아 31 23 33 23 40
영국 29 19 23 18 47
슬로바키아 18 11 17 12 21
슬로베니아 23 12 12 10 29
스웨덴 29 12 13 27 26
EU(15개국) 25 16 19 20 36
EU(25개국) 25 16 20 20 35
EU(27개국) 25 17 20 20 36

  주: 빈곤율은 유럽 국가의 정의를 따라 소득 수준이 중위 소득의 60% 이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

는 비중으로 정의함

자료: Eurostat-SILC, Elbaum(2010)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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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원을 통한 사회  정책이 빈곤율을 낮추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OECD 연구에서도 지 된 사항이다. OECD 보고

서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나타난 소득의 불평등이 세  간의 불평등 이

과 연 성이 있다고 지 하 다(OECD, 2008, 2009). 이러한 측면에

서 가족정책을 반 인 사회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랑스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조  더 나은 수행 정도를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랑스에서는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이 소득

층 가족의 소득 수  향상에 정 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수직  형평성 측면에서 소득 조건 없이 지원되는 가족 수당은 소득

분포의 최  4분 에 있는 가족의 소득 수 을 14.7% 향상시켰다. 소

득층을 상으로 하는 사회 최소 수당과 소득 조건 하에 지 되는 가족 

수당은 이러한 소득층의 소득 수 을 9.1% 더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Marical, 2009). 

이러한 사실은 보편 인 성격의 가족 수당이 가지고 있는 제한 인 

역진성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회 재분배 기능을 하는데 있어 이러한 정

책의 보편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 이

유는 이러한 가족 수당 정책이 소득층과 한부모 등 취약한 가정과 다

자녀 가정에 보다 집 인 형태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도 

실태조사 결과 가족 수당 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족의 빈곤 수 을 9 포

인트 하락시켰으며, 사회 최소 수당과 주거 수당까지 합하는 경우 14 

포인트 하락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곤율 감소 효과는 특히 

다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두 집단이 같은 재분

배 효과를 보기는 하 지만 두 집단에게 미친 향력의 크기는 다소 다

르게 나타나 세 자녀 가정의 빈곤율은 약 20%로 감소되었으며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은 이 보다 더 큰 28~40%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Vanovermei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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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반에 걸쳐 자녀 수에 따라 증가하는 여 수 은 가족 지

원 정책이 각 가정에 미치는 소득 증  효과성을 가정의 소득 수 에 

따라 "U" 커  모양을 갖도록 하 다. 이는 소득이 높은 가정은 소득 

조건이 부과되는 가족 수당 상에서는 제외 될 수 있지만 자녀 수를 

고려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공제("quotient familial") 정책에 따라 소득 

수 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Bechtel et al., 

2005).

INSEE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 정책과 물 지원 정책(특히 

교육 지출)은 소득층 가정의 소득 수 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 Laidier, 2009). 아동 보육 지원 정책은 보육 서비

스에 한 근성과 비용 부담 측면에서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감소시켰다. 아동 보육 서비스에 한 지원은 2004년부터 시작된 아 

보육 수당(La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을 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2007년도에 소득 분포 최하 사분 에 있는 사

람들의 자녀  91%가 원칙 으로 부모가 직  돌보는 것에 해 수당

을 지 받고 있었다. 반면에 소득 상  20%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아

동의 31%는 가정내 보육사에 의해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었다(Ananian 

and Robert-Bobée, 2009). 보육 서비스 이용 비용에 해 조세 감면 

혜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공공의 보육 서비스 지원은 

가정 내 보육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보육 시설이나 인가된 보육사를 이

용하는 것 보다 더 높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에 한 

근성도 가정내 보육사가 시설 혹은 인가된 보육사 보다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ONPE, 2009). 

랑스에서 가족에 한  지원 정책은 가족수당 뿐만 아니라 조

세 감면 혜택도 상당한 향력을 가지고 있다. 가족수당과 조세 지원을 

통한 재정  지원 정책은 소득이 높은 가족과 소득이 낮은 가족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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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수직  재분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당과 조세 감면 정책은 한 자녀가 

없는 가정과 자녀가 있는 가정 등 서로 다른 유형의 가족 간의 소득 격

차를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수평  재분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에서는 랑스 INSEE의 DREES가 

2012년도에 수행한 연구를 토 로 랑스 가족수당과 조세감면 정책이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 결과를 보고하

고자 한다1). 

수평  재분배 측면에서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부와 한부모 가정

이 가족지원 정책을 통해서 가장 큰 재분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당 정책의 혜택으로 2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부모의 생활 수

은 조세부과 후의 생활 수 과 비교하여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세 자녀 이상을 가진 부부의 경우 가족 수당은 조세 부과 후 생활 

수 을 23%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족 수당의 생활 수  

상승 효과는 자녀가 1명 있는 부부의 조세 부과 후 생활 수 이 가족 

수당으로 인해 6%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상 으로 다자녀 가

정과 한부모 가정에게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4>). 

가족 수당과는 달리 사회최소수당과 주거수당은 자녀가 있는 사람만

을 상으로 지 되는 수당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최소수당과 주거수당은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생활 수 을 향상시

키는데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최소수당과 주거 

수당은 부부 가족과 비교하여 한부모 가정의 생활 수 을 향상시키는데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최소수당과 주거수당은 자녀가 

1명 있는 한부모의 생활 수 을 11%,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한부모의 

1) DREES(2012) "Les prestations familiales et de logement en 2010" études et résultas, 
n.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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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수 을 17%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가족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부부라 하여도 사회최소수당과 주거수당은 생활 수 을 

단지 1% 정도 밖에 상승시키지 못했다(표 2-4 참조). 이러한 사실은 사

회최소수당과 주거수당이 자녀가 있는 가정보다 빈곤한 가정을 지원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다자녀 부부 가정 보다는 빈곤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더 많은 한부모 가정에게 상 으로 더 큰 혜택을  것

이라고 단된다. 반 으로 보았을 때 소득세 부과와 가족수당 지원 

후에 다양한 유형의 가정간의 생활 수 의 격차가 좁 진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4〉프랑스의 조세부과, 가족수당, 최소사회수당, 주거수당의 소득 재분배 효과

가족 유형

생활 수준

(유로)

사회정책 효과

(%)

무자녀 가정과 

비교한 생활수준(%)

최초 최종
조세 

부과

가족 

수당

활동연대

수당

주거수당

최소사회수당
최초 최종

부부

무자녀 25,190 24,160 -4.7  0.0 0.0  0.6 100 100

1자녀 21,390 22,200 -2.5  6.3 0.0  0.1  85  92

2자녀 19,450 20,810 -1.9  8.8 0.0  0.3  77  86

3자녀 이상 13,460 16,810  0.3 23.0 0.0  1.3  53  70

한부모

무자녀 18,600 18,100 -5.0  0.0 0.0  2.4 100 100

1자녀 12,200 14,000 -0.1  3.7 0.8 10.8  66  77

2자녀 이상  8,150 12,560 0.8 31.2 0.1 16.6  44  69

  주: 표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두자녀 부부 가정의 경우 세전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전 평균 생활 수준은 월 

19,450 유로이다. 이들의 소득은 조세 부과와 함께 1.9% 하락한다. 조세부과 후의 소득은 가족 수당 급여 지급

과 함께 8.8% 상승한다. 이들 부부가 받는 활동 연대 수당으로 부터의 혜택은 없다. 주거수당 혹은 최소사회수

당을 받은 후에 이들의 소득은 0.3% 상승한다.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의 소득과 비교하여 자녀가 2명 있는 부부 

가족의 소득은 조세 감면과 수당 혜택을 받기 전에는 자녀 없는 부부의 소득의 77%였다. 하지만 조세 감면과 가

족 수당 지급 후의 자녀가 2명 있는 부부 가족의 소득은 자녀가 없는 부부의 86%로 상승한다.
자료: DREES(2012) "Les prestations familiales et de logement en 2010" études et résultas, n.788

가족수당은 한 빈곤율을 낮추는데 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족 수당이 지 되기 이 에 체 아동의 빈곤율은 32%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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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가족 수당이 지 된 이후 이러한 아동의 빈곤율은 2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가족 수당 지 으로 인한 빈곤

율 감소는 한부모 가정 혹은 다자녀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게

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수당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한부모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하게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 

반 으로 보았을 때 주거수당은 아동의 빈곤율을 약 10% 포인트 정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최소 사회 

수당의 경우 부부 가정에서 거주하는 아동 빈곤율을 낮추는데 그다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소 사회 수당을 받는 사람의 소

득 조건이 빈곤선보다 더 낮은 수 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부부 가정의 

경우 최소 사회 수당을 받을 만큼 빈곤선보다 더 낮은 소득 수 에서 생

활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소 사회 수

당으로 인해 아동 빈곤율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한부모 가정

의 경우 최소 사회 수당 수 자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다. 

〈표 2-5〉조세부과, 가족수당, 최소사회수당, 주거수당이 아동 빈곤율에 미친 효과

18세 미만 아동이 빈곤 이하 생활 수준의 가정에서 사는 비중(%)

조세 부과 

이전

조세 부과 

이후

가족수당

지급 이후

활동연대수당 

지급 이후

최소사회수당 

지급 이후

주거수당 

지급 후

자녀가 있는 가족 전체 32 32 24 24 23 20

자녀 1명 부부 11 11 10  9  9  8

자녀 2명 부부 16 16 11 11 11  9

자녀 3명 이상 부부 44 43 27 27 27 24

자녀 1명 한부모 50 50 46 45 42 32

자녀 2명 이상 한부모 71 71 59 58 56 46

  주: 표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가족 전체 중 조세 부과 이전 아동의 32%가 빈곤선 이하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다. 조세 부과 이후에도 생활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가족수당지급 이후 빈곤 이하에 거주하는 아

동의 비중은 24%로 감소된다. 활동연대수당 지급 이후에도 생활 수준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최소사회수당지급 

이후 빈곤선 이하에 거주하는 아동은 23%로 감소된다. 주거 수당 지급 이후 이러한 비중은 20%로 더욱 감소된다.
자료: DREES(2012) "Les prestations familiales et de logement en 2010" études et résultas, n.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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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족수당과 사회 수당이 반 인 아동의 빈곤 수 을 개선하

는데 효과가 있지만 여 히 다자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빈곤율은 체 아동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당과 사

회 수당이 지 된 이후 체 아동의 빈곤율은 20%인데 반해 세자녀 이

상 부부 가정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빈곤율은 24%, 한부모 가정에서 거

주하는 아동의 빈곤율은 한자녀 한부모의 경우 32%, 두자녀 이상 한부

모의 경우 46%로 상당 수  높게 나타났다(표 2-5 참조). 

한편, 소득이 높은 가정과 낮은 가정 간의 수직  재분배 측면에서 

볼 때 임  비용에 한 주거 수당이 가족 수당 보다 더 효과 인 것으

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소득 수 이 높은 사람들도 가족 수당을 수 받

고 있지만 임  비용에 한 주거 수당을 지 받는 사람들의 95%는 빈

곤한 사람들이다. 소득 조건 하에서 지 되는 가족 수당은 선별 인 특

성을 보이고 있어 소득 조건 하의 가족 수당 수 자 에서 79%는 생

활 수 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다. 소득 조건 없이 지 되는 가족 수당의 

경우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수평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어 소득이 높은 가정  가족 수당을 지 받는 사람들의 부분은 다

자녀 가정이다. 소득 조건 없이 지 되는 가족 수당은 수직  재분배 효

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 조건 없는 수당의 수 자  61%만이 

소득 수 이 낮은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기회의 평등성

보육과 교육 로그램이 아동의 미래에 미치는 향은 "비용·효과성 

분석"을 심으로 기술한 OECD 보고서에서 주로 제시되었다(OECD, 

200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보육과 교육 로그램이 그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사회 인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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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를 다소 방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hauffaut, 2010). 이러한 혜택은 특히 인식 인 측면과 계 인 측면

에서 아동의 사회화 효과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취약 계층 아

동들의 사회화를 통해 체 사회에서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 행 가 

방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ckman and Masterov, 2007).

한편, 아동에 한 지원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향은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는  다른 가족 지원 정책의 목 과 다소 상충되

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히 1세 혹은 2세 미만 자녀에 하

여 부모가 휴직하고 집안에 남아서 자녀를 돌볼 때 지원하는 육아 휴직 

수당 지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육아 휴직 수당과 련하여 랑스는 

아 자녀를 부모가 직  돌보는 것을 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육아 휴

직 수당이 풍부한 북구 유럽 국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육 서비스 체계와 보육과 교육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기와 

련하여 제기되고 있는데 를 들면 3세 미만 아동에 해서도 유치원 

교육을 시작할 것인가에 한 문제에서 제기되고 있다. 3세 미만 아동에

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 측면에서는 정 인 효

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유치원 교육이 종일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

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랑스 유치원은 수

요일날 운 하지 않음) 직업을 가진 부모에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랑스 보육 서비스 지원이 

강조하고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가족정책이 단기 으로 그리고 장기

으로 다양한 사회 집단 간에 있어 서로 다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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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프랑스 가족정책의 주요 특징

랑스는 국가 사회보장 체계가 마련된 1945년부터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사회  험에 가족 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랑스에서는 사회  험을 "건강(risque santé), 

고령(risque vieillesse survie), 가족(risque famille), 고용(risque 

emploi), 주거(risque logement), 빈곤  사회  배제(risque pauvreté 

et exclusion sociale)"로 정의하고 있다(Marc de Montalembert, 

2004). 랑스는 강한 가족주의  향으로 인해 194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는 시 부터 가족 부양에 한 부담을 사회  험으로 간주하고 

가족에 한 지원체계를 마련하 다. 랑스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반 인 사회정책이 가족 지원을 심으로 체계가 짜

여진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랑스는 가족 지원을 명시  목 으로 하고 있는 가족정책 외에도 

사회정책 반에 걸쳐 강한 가족주의 인 경향(famililalisme)을 보이고 

있다. 사회정책을 개인이 아닌 가족 단 로 근하고 있다는 것이 랑

스 가족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랑스는 가족정책을 자녀를 양육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어도 부분 으로 감소시켜 주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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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Albouy et Roth, 2003). 랑스에서 사회 보호의 기  단 는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서 이러한 특징은 랑스 사회보장법에서 사회보장

(Sécurité social)을 "근로자와 그의 가족이 모든 자연 인 험으로 인

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거나 없어질 때 모성과 가족 부양

에 한 부담을 지원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여성 운동과 시민의 권리  평등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기 가족주

의의 규범 인 특징은 차 유연화되어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계 인 모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970년

 이래 여성 고용의 지속 인 증가에 따라 여성 생계부양자가 증가하

게 되었으며 한부모 가족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탈 결혼 계

(démarriage)와 재구성된 가족들에게도 동등한 시민권과 사회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하 다. 

기의 이데올로기 인 특징은 사라졌지만 가족주의는 랑스 사회보

장에서 아직도 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명시 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표방하지 않은 다양한 정책들도 가족을 지

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사회정책의 가족주

의 인 경향은 소득세제 정책으로서 유럽에서 유일하게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족원의 성인동등가치수로 나 어 용하는 "Quotient 

familial"에서 잘 나타나 있다. 다양한 사회 수당의 소득 상한  여 

액수도 가족 규모에 연동하여 변화하고 있다. 연  정책의 경우 연  수

령액과 보험 납입 기간이 자녀수에 따라 조정되며, 연  수령인의 사후

에 배우자에게 권리가 승계되는 환 연 제도를 운 하고 있다. 실업자

에 한 수당 정책(Allocation Spécifique de Solidarité)은 과거의 근로 

기간을 고려하여 여권을 부여하는데 근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자녀

수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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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가족정책을 이데올로기 인 측면에서 볼 때 자녀를 가진 체 

가정을 상으로 지원하는 보편 인 성향에서 차 취약 계층에 해 

으로 지원하는 선별 인 성향으로 변해 왔다는 특성이 있다. 랑

스의 가족정책은 높은 수 의 여와 다수의 상자로 인해 정책이 보

편 인 특성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당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특별한 “필요”를 심으로 제공한다는 특징

이 있다. 가족 수당의 경우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출산율 제고라는 목

하에 두자녀 이상의 가정을 상으로 지원한다는 특성이 있다. 0~2세 

아 보육은 취업 여성이 경제활동으로 인해 자녀를 직  돌볼 수 없을 

때 지원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시설 서비스의 경우 취업 여성에 한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2), 보육사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도 취업 여성

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취약 계층  다자녀 가정에 해서 특별한 수

당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여 수 에 있어서 소득, 자녀 수, 부

모 유형(양부모 혹은 한부모)에 따라 차등 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랑스 가족정책은 상자를 자녀를 둔 가정으로 하여 보편 으로 지원하

되, 상 으로 높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 계층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

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특

성이 있다. 

랑스 가족정책은 좁은 의미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의 범 를 넘

어서 주거, 빈곤, 자활 정책 등 반 인 사회정책까지 포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랑스 가족정책의 수행 기구인 가족수당 국공단(Cnaf; 

Caisses national d'allocations familiales)이 지원하는 수당 정책에 가

족 련 수당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자녀를 부양하고 있지 않아도 지원되

는 주거 수당과 빈곤자 상 자활 지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2) 업 주부의 경우 필요시 자녀를 일시 으로 맡길 수 있는 일시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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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반 되어 있다. 이는 랑스 가족정책이 가족에 한 지원을 통하여 

반 인 사회  지원 기능을 추구하고자 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컨 , 랑스에서 가족정책은 사회 반에 걸친 다양한 역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정책은 가족을 심으로 구성

된 조세체계, 가족수당, 사회 서비스, 모성 보건 지원, 유아 보건 지원, 

아동 보호, 의무 교육 체계 등 사회정책 각 역을 포 하는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책은 “국가의 역할”로서 수행되고 있으며 

가족이라는 기 인 사회  체계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

고 체 사회의 도덕성과 사회  가치를 하고 있다. 

2차 세계  이후 랑스 가족정책을 창출한 가족주의는 가족의 모

형을 부여하는데 기여하 으며, 이러한 가족의 모형은 오늘날 다양한 모

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에 들어와서 과거에 가족정책을 추진하

는데 기반으로 삼았던 “ 형 인 가족의 모형”은 랑스 사회에서 더 

이상 기능하고 있지 않다.  사회에서 가족정책은 다양하게 출 하고 

있는 가족을 기반으로 그 역과 범 를 확장해 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랑스 가족정책의 특징을 가족주의의 부흥과 가족정책의 발달 

과정을 통해 보다 자세히 고찰한다. 특히 인구학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랑스 가족정책의 특징은 재 출산율 제고를 해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이 크다고 본다. 

  1. 프랑스 가족주의의 재부흥3)

랑스에서 가족과 아동에 한 사회보장은 시민권의 원칙에 근거하

고 있다. 기에 이루어진 가족에 한 국가의 개입은 결혼 계를 기

로 성립된 가족을 보호하려는데 있었으며 특히 가족에 의해 버림받은 

3) 본 의 주요 내용은 Laroque(2001)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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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등 취약 아동에 한 사회 인 지원의 목 으로 출발하 다. 20세

기에 들어와서 가족의 사회  권리는 국가가 가족을 사회  험으로부

터 보호해 주는 것으로부터 보장되고 있으며 이는 체 인 가족정책의 

추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에서 가족정책의 목 은 사회 

변화, 가족의 변화, 양성 평등, 자녀 임신에 한 자유로운 선택, 낮은 

출산율, 인구 고령화 등에 직면하여 두하게 된 가족들의 필요에 부응

하는 것으로 그 역이 확장되었다.

통 으로 가족주의가 발달한 랑스에서도 가족의 개념은 19세기 

말부터 2차 세계 이 시작되기 까지 그 요성이 하락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19세기 반에 걸쳐 나타난 자유주의 사상 그리고 무엇보다

도 개인주의의 확장으로 인하여 모든 유형의 "집단"에 해서 반감이 나

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단에 한 반발은 가족이라는 집단에까지도 

번지기 시작하 다. 개인주의 확산은 특히 특정한 유형의 집단으로서 가

족과 “투쟁”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

주의 발 은 가족 구조 하에서의 아버지의 권 를 처음부터 재검토하게 

하 다. 과거 결혼 계 에서 성립된 통 인 가족 계는 여성의 자

유화,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아동에 한 보호,  매체의 향으로 무

지기 시작하 다. 이러한 기간 동안 가족의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와 사회분야에서 보수주의자로서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동

일시 되었다. 이는 가족의 개념을 보수주의 개념과 심리 으로 동일시하

게 하여 새로운 개념의 지지자들과 진보주의자들로 하여  가족의 개념

을 증오하게 하는 결과를 래하 다. 

한편, 2차 세계  이후 인구학 인 측면에서 가족 역할의 요성

이 다시 두되었다. 가족의 개념은 다시 강화되고 가족정책의 요성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하 다. 가족정책은 1945년부터 인구의 부흥을 목

으로 다시 발 하기 시작하 다. 개인주의에 한 한계성을 인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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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로의 통합의 요성이 강조되고 최고의 “집합  존재”로서 가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문제에 한 새로운 근 방식은 경

직된 법체계에 의해 이루어진 가족이 아닌 실 으로 존재하는 실질

인 가족의 유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Laroque(2001)는 랑스가 새롭게 두된 신사회  험과 인구 고

령화 문제에 응하여 가족주의의 부활을 통해 가족에 심을 둔 정책

을 지원하게 된 근거로서 아래와 같은 세가지 사항을 들고 있다. 

“첫째, 부분의 경우 사회의 문제는 실제 으로 가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삶의 수 은 가족으로부터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으며 

항상 가족 안에서 측정될 수 있다. 둘째, 각 개인의 안 은 집단 구성원

의 안 과 분리될 수 없다. 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생계를 지원하고 

있는 사람, 과거에 생계를 지원하 던 사람이 안 을 느끼고 있지 못하

다면 어떠한 개인도 실 으로 안 을 느낄 수 없다. 셋째, 반드시 직

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회는 가족 집단에 의

해서 향을 받는다. 이는 가족이 개인의 발 과 환경에 상당한 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이 개인에게 미치는 향력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정책은 가족 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측

면에서 사회정책 내에서 가족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랑스에서 가족정책의 목 은 다양한 단계를 거쳐 각 시기마다 그 

사회가 시하고 있는 지향 을 가지고 추진하 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

정책의 목  변화에도 여 히 가족 수당의 심 인 역할은 가정을 재

정 으로 지원한다는데 있다. 랑스 가족 지원 정책에서 심 인 역할

을 하고 있는 가족 수당 정책의 반 인 변화과정을 통해 랑스 가족

정책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 에서는 랑스의 가족 수당 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통 인 

원칙인 자녀 양육 비용에 한 보상, 사회의 수평 ·수직  형평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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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정한 인구 규모 유지에 해 논의한다. 한편 이러한 통 인 목

 이외에도 랑스 가족 수당 정책은 모성 보호를 한 보건 방 인 

목 , 보육 서비스 지원을 통한 아동 발달, 가족의 주거 안정 등 가족 

생활과 련한 반 인 역에서의 목 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

한 목 들은 가족 수당 정책이 실용 인 개념을 유지하게 하여 가족 구

성원의 개인 ‧사회  성숙을 지지하고 랑스가 정한 인구를 유지하

는데 기여하고 있다. 

  2. 프랑스 가족 지원 정책의 발달과정

가. 가족 부양에 대한 지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반에 소수의 고용주들은 독신자와 여러 명의 

가족을 가진 아버지가 동등한 소득 수 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의 아버

지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고용주들은 다수

의 가족을 가진 아버지에게 받는 임 과 더불어 추가 인 특별 수당을 

지 하 다. 이러한 특별 수당은 가족으로 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 을 뿐만 아니라 임 과는 별도의 특별한 수당을 지 함으로

써 임  수 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특별 수당 지  의무에 한 험에 처하기 하여 몇 개의 기업들로 

구성된 보상 고들이 단계 으로 창립되었다. 1932년 창설된 법에 의

해 고용주가 가족을 상으로 특별 수당을 지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1930년의 가족법의 창설 그리고 1945년 사회보장의 창설로 인해 특

별 수당의 개념은 철폐되고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되고 지 되는 가족 수

당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에 특별 수당은 가족 보조 으로 체되었다. 

이 시기의 가족 수당은 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족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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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활동을 하는 가장(家長)에게 가족 부양비의 일부를 보상해 주기 

한 목 으로 지 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사회 재분배 정책으로서 가족 수당

가족 수당은 도입된 기에 미혼자 혹은 자녀가 없거나 한명인 가족

과 어도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족 간의 수평  재분배를 

목 으로 하고 있었다. 가족 수당에 한 사회 보험료는 고용주가 노동

자를 상으로 하는 임  수  혹은 체 수입에 비례하여 지 하 다. 

가족 수당 여액은 기본 으로 자녀 수와 자녀 출생 순 에 따라 차등

으로 지 되었다. 1948년부터 시작된 집세 자유화에 따라 주거 수당

을 소득 조건하에 지 하게 되었다. 

소득 수 을 고려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이념

은 1967년 칙령의 개정으로 "홑벌이 수당(allocation de salaire unique)"

을 개 하면서 이루어졌다. 여섯 번째 계획(Ⅵe Plan)에 한 작업 수행 

후에 소득 수 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 한다는 개념을 수정하 으며, 이

에 1972년 1월 3일 "자녀 양육 수당(allocation de frais de garde)"을 

창설하 다. 동 시기에 Chaban-Delmas 정부에 의해 창설되어 소득을 

기 으로 지 하 던 수당에는 고아수당(allocation d'orphelin, 1973년 

3월 소득 조건 부여), 장애 수당(allocation des hadicapés), 자녀 양육 

수당(allocation de frais de garde), 주거 수당(allocation de logement 

social)이 포함된다. 이후에 소득 조건을 고려하는 수당으로서 1974년 

개학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과 1978년 한부모 수당

(allocation de parent isolé)이 창설되었다. 소득 수 에 따라 수당 수

자를 선별 으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같은 특정 유형

의 집단 그리고 한부모 혹은 버려진 가족 등 취약 가정을 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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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별 인 가족 수당도 마련되었다.

1977년 7월 12일 법에 따라 지 까지 마련된 수당을 재그룹하고 단

순화하기 하여 가족 보조 (complément familial)을 창설하 다. 가족

보조 은 이미 지 되고 있었던 홑벌이 수당, 가정 주부 수당, 자녀 양

육 수당 등 5가지 수당을 체하는 수당이었다. 같은 해에 주거에 한 

개인 인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수당이 도입되었다. 

1984년 12월에 새롭고 요한 두가지 개 이 이루어졌다. 이는 이

의 정부가 직면하고 있었던 이슈를 이어받은 것으로서 하나는 수당 체계

의 단순화 문제 으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수당의 신설 문제 다. 배우

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감 없이 지불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여 고아 

수당을 자녀 부양비 수당으로 변경하여 자녀 부양비를 지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지원하 다. 이러한 자녀 부양비 수당은 부양비를 받지 못하

고 있는 한부모들을 지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가족수당

공단에 의해 지 되었다. 가족수당공단은 한부모들이 받지 못하는 부양비

를 미리 지 해 주는 형식으로 자녀 부양비 수당을 지 하 다. 아 수

당이 창설되어 임신 수당, 출산 수당, 가족 보조 을 체하 으며 3세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지 되었다.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의 양립을 지원하는 목 을 가진 두가지 유형의 수당으로서 부모 교육 

수당(allocation parentale d'education)과 보육사 집에서 양육하는 자녀

에 한 수당(allocation de garde d'enfant à domicile)이 마련되었다. 

보편 으로 지원하던 가족 수당을 1997년 조스팽 정권은 소득 조건하

에 지 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가족 수당 지 에 있어 소득 상한선을 

용하는 것은 상 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 하

지 않는 것에 불과하 지만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수당을 지 한다는 

수평 인 재분배 차원에서는 하지 못한 정책으로 비 받았다. 소득 

조건 하에 가족 수당을 지 한다는 결정은 1998년에 철폐되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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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형평성 강화 측면에서 1999년에 소득세제 체계인 "quotient 

familial"에서 소득세 면세 을 낮추어 용하기 시작하 다. 

2001년 자녀 간호 수당(l'allocation de présence parentale)이 마련되

어 심한 질병이 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하여 직업 활동을 감소하거나 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다. 동 수당

은 총 12회의 4개월 기간 동안 지 하는 것으로 출발하 다. 그 후 개

정을 통하여 3년의 기간 동안 310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02

년도에 마련된 아버지 휴가(le congé de paternité)를 통해 아버지들은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할 경우 최  11일까지 휴가를 가질 수 있게 되

었다( 생아 출생시 총 18일). 제도 시행 첫해에 아버지들의 약 60%가 

아버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한 아 보육 지원 

정책으로서 2004년 1월 1일 아 보육 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이 마련되어 그때까지 지원되던 다음의 네가지 수

당을 체하게 되었다: 아수당(l'allocation pour jeune enfant; 

APJE), 입양수당(l'allocation d'adoption), 부모교육수당(l'allocation 

parentale d'education; APE), 가정에 있는 아이 양육을 한 수당

(l'allocation de garde d'un enfant à domicil; AGED), 인증받은 보육

사를 고용하는 가족에 한 지원(l'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AFEAMA). PAJE하에서 가족 수

당은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수당과 아 자녀 보육을 한 수당 두가

지 체계로 구성되었다.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수당은 출산  입양 장

려 (la prime à la naissance ou à l'adoption)과 기 수당(l'allocation 

de base)이다. 아 자녀 보육을 한 수당은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

택에 한 보조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과 자녀 양

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한 보조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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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 mode de garde)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야 보육 수당은 

2012년 재까지도 지원되고 있으며 직장 여성이 자녀를 낳은 후에 휴

직 상태로 집에 남아서 자녀를 돌보거나 혹은 노동 시장에 복귀하여 직

업 생활을 계속하는 것 의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고 있다. 아 보육 수당에 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 2 에

서 보다 자세하게 기술한다. 

수평  재분배를 한 논리는 수직  형평성에 한 논리와 결합되어 

지속되었다. 그러나 수직  형평성을 추구함에 있어 외 으로 다자녀 

가정을 한 정책에 몇몇 소득이 높은 다자녀 고소득 가정도 포함하여 

지원하 다. 하지만 부분 다자녀 가정이 소득 수 이 낮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소득 수 을 고려하지 않은 역진성의 문제는 크게 두되지 않

았다. 반 으로 볼 때 가족수당 고는 수당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

어 사회  불평등 없이 가족들에게 가족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지원하는 

사람과 지원 받는 사람간의 분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  안녕을 추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가족정책의 수직  형평성과 수평성 형평성의 

문제는 소득 수 이 낮은 여성들로 하여  근로 활동을 하는데 걸림돌

로 작용한다는 문제 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기

을 용함으로써 수입을 은폐하는 것과 같은 도덕  해이 문제도 제기

되고 있다. 

  3. 인구학적 측면에서 가족정책

가족정책의 인구학  측면에서의 기능은 첫째, 국가가 자녀 부양에 따

른 부담을 보상한다는 것과, 둘째, 수직   수평  사회 재분배를 달

성한다는 두 가지 목 이 교차하는 지 에 치하고 있다. 랑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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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자녀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 수당을 지 받을 권리는 가지고 있

으나 상 으로 은 액수의 수당을 지 받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수

당에는 아보육수당, 개학수당, 가족부양수당, 한부모수당 등이 포함된

다. 특히 소득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가족 수당(allocation familiale)은 

첫째 자녀에 해서는 지 되지 않으며 두 번째 자녀부터 지 된다는 

특징이 있다.

자녀의 출생 순 에 따라 가족 수당 액수를 증액하여 지 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실제 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기 함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며 세 번째 자녀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두 번째 자녀에

게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부부 에서 한 사람이 집에 남아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은 홑벌이로 인하여 가계 소득이 낮고 이로 인

해 삶의 질이 감소될 우려가 크다. Laroque(2001)는 인구학  측면에서 

국가가 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을 

제시하 다.

첫째, 국민들로 하여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자유

(liberté)”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는 낮은 출산율을 고려하여 가족이 

출생한 자녀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것을 원하는 경우 그들이 원하

는 것을 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합당한 립 인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국가

의 개입이 없는 자유는 형식 인 것에 불과하다. 

둘째,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여 자녀가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 간의 “형평성(égalité)”을 확보를 함이다. 가족 수당이 아동 개인

을 기 으로 제공되지만 그 수당은 가족 체에 해 향을 미친다. 가

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부모의 삶의 수 을 

자녀가 없는 가족에 비해 감소시킨다. 자녀 양육을 해 부부  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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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에 남아서 자녀를 돌 야만 하는 경우 가족의 소득 수 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정부는 정한 인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지속성

과 미래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인구학  변화에 무 심할 

수 없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책임은 출산율이 인구 체수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것에 해 체 사회가 우려하도록 함에 있다. 

출생과 련한 주제는 개인 인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체 사회에 향을 미친다. 안정 으로 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다가 올 

미래 사회에 있어 경제 발 , 토 계획, 사회  형평성, 사회  부담의 

분담 등 국가 내부 인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인 경쟁력, 국방, 문화 

발  등 국가 외부 인 문제에 있어 결정 인 역할을 한다”. 

랑스에서는 일반 으로 인구학  측면에서의 가족정책을 공동의 

요한 문제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수당 정책에 해 랑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구학  측면에서의 원칙은 다른 국가에서는 발견

되고 있지 않는 특성이다. 재 시 에 와서 가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인구학  목 의 추구는 표면 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정

책 추진의 근거로서 진행 에 있으며 련된 토론이 끝임 없이 제기되

고 있다. 인구학 인 측면에서 가족 수당과 련한 토론의 주제들은 개

인 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이고 심리 인 문제와 련 있는 

종합 인 차원부터 재정  문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일반 으로 랑스에서는 인구에 한 리가 백년 이상 부터 공공 

정책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하 다. 출산장려 인 목 은 재 시 에

서 더 이상 명백한 정책  목 으로 공공연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

만 인구학  기능을 지속 으로 유지하고 있는 정부 기구는 재까지도 

남아 있다. 

출산 장려로서의 가족정책의 정당성은 과거 가족정책의 역사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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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드러나고 있다. 인구와 련된 사항은 19세기말 사회 인 문제로 나

타나기 시작하 는데 동 시기는 1870년 랑스가 쟁에서 패한 이후이

며 "인구감소"라는 개념이 정책 분야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시 이다. 인

구 감소에 한 우려의 메시지는 "출산장려"의 개념으로 이어져 20세기 

반에 걸쳐 요한 이념으로 작용하 다. 출산 장려로서 의미의 강력함

은 재 시 에 와서 어느 정도 약해졌지만 아직까지도 랑스 가족정

책 안에서 출산 장려 인 성향은 여 히 존재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산 장려 인 개념은  사회로 넘어오면서 가족주의 운동의 

하나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사회에서 출산 장려주의  개

념은 과거의 종교 인 경향 보다 과학 이고 합리 인 비 을 달하고 

있다. 이제 랑스에서 출산장려에 한 개념은 종교 이기 보다 비 종

교 인 경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출산장려주의자들이 출산장려를 

지지하는 것은 실질 인 측면에서 경제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한 경

제 이고 정치 인 목 을 해서이며, 이념 인 측면에서는 가족과 공

동체(국가 혹은 공화국)의 도덕성을 지지하기 함이다. 랑스에서 인

구학은 이러한 도덕성을 구 하기 한 도구로서 활용되어 인구 통계 

수치, 지표, 비율, 표 화된 각종 수치를 통해 인구 사회학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재 시 에서 가족정책을 추진하는데 "인구정책"이라는 개념

은 다양한 활동가들로부터 거부되고 있는 실이다 그 이유는 인구 정

책이 2차 세계  의 괴뢰 정권이었던 비시 정부가 시했던 정책

으로서 우  그것도 극우 가 지니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4). 

4) 비시 랑스(Vichy France)는 제2차 세계  에 나치 독일의 령하에 있던 북부를 

제외한 남부 랑스를 1940년부터 1944년까지 통치한 정권이다. 공식 으로는 쟁에 

해 립임을 내세웠지만 일본 제국의 괴뢰 국가인 만주국, 왕징웨이 정권(난징 국민 정부)
과 성격이 비슷한 사실상 나치 독일의 괴뢰 국가 다. 비시 랑스는 합법 인 정권이라고 

주장했지만 샤를 드 골이 이끄는 자유 랑스와 스턴 처칠의 국은 이 정권을 인정하

지 않았다( 키백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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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정책의 원칙은 "수(數)"의 정책을 표방하는 것으로서 인구 증가

를 목 으로 한편으로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한편으로는 이민을 증

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출

산장려주의자”와 “인구주의자”의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출산장려주의자"는 오직 출산율의 증가를 통해서만 인구의 증가를 도모

하려는 경향이며, "인구주의자"는 출산율과 이민 정책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향이다. 실제로 랑스에서는 인구 정

책이 "출산장려 "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공공 여론 특히 문

가들 사이에서 강한 반 를 가져왔다. 랑스 문가들은 인구와 련된 

문제를 다루는 기 은 출산 이외의 다른 사회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으로 그 시

기에 나타난 인구 문제에 해서만 다루어서는 안되며 장기 인 시각으

로서 지속 인 사회 발 을 추구해야 할 정책이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랑스 고용노동부 인구  이민국 련자의 말에서 

재 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 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의 방향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언 은 우리나라 출산정책에 주는 시사 도 크다. 

“ 어도 단기 으로는 랑스에서는 인구와 련된 험이 닥치지

지 않을 것으로 본다. 어도 다른 유럽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구학 인 문제를 랑스는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사항들이다. 지 까지 랑스 정부

는 그 성향이 우 이든 좌 이든 동일하게 가족정책을 지지하여 왔으며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여 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정책은 경

제 인 지원을 목 으로 하는 것 외에도 여성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가족정책을 추진함에 있

어 인구학 인 목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가족들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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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선택을 실 하도록 하고 속박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갖도

록 하는 것이 요하다. 가족정책의 의도는 항상 가족들로 하여  원하

는 수 만큼의 자녀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향을 미치게 하여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

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정책은 국민들이 

원하는 선택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가족으로 

하여  원하는 수 만큼의 자녀를 낳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랑스 노동

고용사회부, 인구‧이민국 리)”.

제2절 프랑스 가족정책의 주요 내용

  1. 가족정책의 범주

가족정책의 범 를 설정하는 것은 주로 실용 인 측면에서 정부의 가

족정책에 한 지출 규모를 악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어 왔다. 좁은 

의미에서 볼 때 가족정책의 범 는 가족정책을 주 하고 있는 행정부서

가 다루고 있는 정책을 기 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랑스 사회

보장에서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기구인 가족수당 국공단이 지원하는 정

책에 한정하여 가족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 산에서 

가족 지원에 한 지출 규모를 추계함에 있어서는 주로 가족수당 국공

단이 수행하는 정책을 심으로 가족정책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포 인 근 방법을 취하는 경우 가족수당 국공단이 

지원하는 수당 정책 이외에도 사회정책 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정책도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의 로 조세정책, 모성 보건 지원 정책, 교육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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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학계에서는 가족정책의 범 를 정의함에 있어 가족수당 국공단

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범 를 넘어서 사회정책 에서 가족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책까지 포 하고 있다. 

Albouy와 Roth(2003)은 인구  가족 고등 심의회(Haut Conseil de 

la Population et de la Famille)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재정 정책을 모두 포 하여 가족정책으로 정의하 다. 부양

자 가족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 감면 정책과 연  수령 정책도 

모두 가족정책에 포함하 다. 동 보고서는 가족정책의 세가지 역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 가족을 상으로 직  지불하는 수당  

 지원 정책이다. 여기에는 주거 수당  빈곤 수당을 포함하여 아 

보육 서비스  유아 교육 서비스 이용에 한 비용 지원도 포함된다. 

동 정책의 부분은 가족수당 국공단이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장학

은 앙정부가 지원한다. 두 번째는 가족수당 고 혹은 지자체가 지원하

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정책이다. 여기에는 교통비 감면에 한 지원도 

포함된다. 세 번째 역은 주거에 한 지원과 빈곤  사회  험에 

한 지원 정책이다(그림 3-1 참조). 

Commaille et al.(2002)는 가족정책을 크게 가족에 한 직  지원

과 자녀로 인한 간  혜택으로 구분하고 두 가지 역을 모두 가족정

책으로 보았다. 가족에 한 직  지원은 가족수당 국공단이 지원하

는 정책과 가족 수당 고 이외 기 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된다. 가

족 수당 고는 가족 수당과 제반 사회 활동 지원 정책을 수행한다. 가

족 수당에는 가족 부양에 따른 험을 보상하는 수당과 가족 생활과 

련한 제반 사회  험을 보상하는 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 부양과 

련한 수당은 자녀 부양에 한 수당, 임신 출산  아 양육을 한 

수당, 한부모 지원 수당, 장애아 자녀에 한 수당 등이 있다. 가족 련 

제반 사회  험을 보상하는 수당에는 주거수당, 성인 장애 수당,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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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원 수당 등이 포함된다. 가족 수당 고가 수행하는 사회 활동 정

책에는 보육 시설 지원, 상담, 교육, 연구, 조사 사업이 있다. 가족 수당 

고 이외의 기 에서 수행하는 가족에 한 직  지원은 특수한 수

당, 서비스에 한 재정  지원. 모성 지원이 있다. 자녀로 인한 간  

이득에는 자녀 부양에 따른 소득 세제상의 혜택(quotient familial)과 연

 수령액에서의 혜택이 있다(그림 3-2 참조). 

이러한 논의에 따라 Commaille et al.(2002)은 가족정책을 가족에 

한 재정  지원을 수행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가족수당, 사회 서비스 

지원. 조세 정책, 은퇴시 혜택, 련된 사회정책(주거  빈곤)의 다섯 

가지로 규정하 다.

〔그림 3-1〕가족정책의 범주(Albouy와 Roth, 2003)

<직접적인 수당, 사회활동, 교통지원>

• 가족 수당

  - 출생수당, 영아수당 

  - 장애아 수당

  - 한부모수당

  - 자녀 부양 수당
<주거지원>

• 사회활동 

• 교통지원

<모성 지원>

<기타 수당> <빈곤, 사회적 배제>

<조세 지원>

자료: Albouy et Roth(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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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가족정책의 범주(Commaille et al., 2002)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가족수당공단에 의한 수당

 • 가족 수당

   - 자녀 부양 수당

   - 출생, 영아 수당

   - 한부모 수당

   - 장애아 수당

 • 사회 활동

관련된 위험
- 주거 수당

- 성인 장애 수당

- 빈곤 수당

가족수당공단 

지원 정책

  기타 직접적인 지원
   - 특별 수당

   -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모성지원

 자녀로 인한 간접적인 혜택
   - 조세 감면(quotient familial)
   - 연금 상의 혜택

자료: Commaille et al.(2002)

Laroque(2001)는 랑스 사회보장차원에서 가족 지원을 가족에 한 

재정  지원, 보건 지원,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 아동에 한 사회  지

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가족에 한 재정  지원 정책은 가족 수당 

정책, 조세 감면 정책, 가족정책 이외 다른 사회보장 역에서의 가족 지

원으로 정의하 다. 이러한 구분은 가족에 한 재정  지원의 원칙에 따

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 반에 걸친 가족에 한 모든 재정 인 지

원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 다. 보건 지원에는 일반 인 사회  지

원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지원과 가족수당 고에서 수행하는 보건 지원이 

포함된다. 아동의 사회화에 한 지원 정책과 일과 가정의 양립에 한 

지원 정책은 Albouy와 Roth(2003)과 Commaille et al.(2002)이 가족정

책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 않은 정책이다. 이는 Laroque(2001)가 재정

인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정책 뿐만 아니라 랑스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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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정책을 모두 포 하 기 때문에 보다 범 한 

정책 범 까지 가족정책이 확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랑스 사회보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가족정책의 황을 검토하기 하여 

다음 에서는 Laroque(2001)가 제시한 분류 체계에 따라 랑스 가족정

책의 황을 가족에 한 재정  지원(가족 수당, 조세정책, 기타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지원), 보건  가족 지원 사회 서비스, 일과 가정 생활의 양

립, 아동의 사회화로 구분하여 반 인 황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2. 가족 지원 정책의 분야별 주요 내용

가.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1) 가족 수당 정책5)

가족 수당 정책의 원칙은 세계 2차  종  이후 사회보장법이 

마련되면서 부터 성립되었다. 가족 수당이 처음 도입된 시기에는 단순한 

형태로서 임  근로자에게만 한정하여 지 하 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 국민을 상으로 확 되었으며 수당의 내용도 복잡해졌다. 1948년 

다섯가지의 보편  유형의 수당(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s), 홑벌이 

수당(allocation de salaire unique), 임신 수당(allocation prénatales), 

출산 보조 (primes à la naissance), 주거수당(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으로 부터 출발하여 이후 취약계층과 빈곤계층을 으로 

지원하는 20여개의 수당으로 확  되었다. 

오늘날 가족 수당 정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지원되

고 있다. ⓛ 자녀 양육, ② 자녀 출생  아 보육, ③ 한부모 가족, ④ 

5) 본 의 내용은 랑스 가족수당 국공단(2012) "Vos prestations, 2012"에 수록된 내용

을 심으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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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과 련하여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아  자녀를 돌 야 하는 경우 등). 체 국민을 상으로 하는 

수당 외에도 일부 고용자들은 임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에게 보조

을 지원하기도 한다. 형 인 로 공무원들에게 지 되는 가족 보조

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앙정부와 특정 지자체는 소득이 낮은 

가족에 해 보조 을 지원하기도 하며 국가 산 하에서 장학 과 학

생에 한 보조 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에서는 랑스 가족 수당 정책의 2012년도 황을 자녀 양육을 

한 수당, 아 보육에 한 수당, 특별한 경우에 지원하는 수당(주거 수

당, 취약 계층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본다. 

자녀 양육을 한 수당에는 가족 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AF)

와 가족 보조 (le complément familial:CF)이 있다. 가족 수당은 소득 

조건 없이 두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에게 지 되며 자녀 연령이 20세가 

될 때까지 지 된다. 가족 수당 월 여 액수는 자녀수에 따라 차등 으

로 지 된다(표 3-1 참조). 가족 보조 은 일정한 소득 조건 이하의 3자

녀 이상 가정에게 지 되는데 막내 자녀 연령이 3세부터 21세가 될 때

까지 지 된다(표 3-2 참조). 가족보조 의 2012년도 월 여액수는 

165.35 유로 이다. 

〈표 3-1〉가족 수당 월 급여액수(2012년)

부양 자녀수 월급여액수

2자녀 127.05 유로

3자녀 289.82 유로

4자녀 452.59 유로

자녀 1명 추가 162.78 유로  

  주: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급여액수

자료: Cnaf (2012) "Vos prestation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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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가족 보조금의 소득 상한액(2012년)

부양 자녀수 홑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혹은 한부모

3명 35,848 유로 43,853 유로

4명 41,823 유로 49,828 유로

자녀 1명 추가  5,975 유로  5,975 유로

  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소득 기준으로서 2010년도 연 가족소득이 기준이하에 해

당되는 경우에만 가족 보조금 월 급여액이 지급됨

자료: Cnaf (2012) "Vos prestations, 2012" 

아에 한 수당은 아보육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을 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PAJE은 출생수당(Prime à 

la naissance), 기 수당(Allocation de base),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

택을 한 보조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nde de garde),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한 보조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이 포함된다. 출생 수당과 기 수당은 일정 소득 수  이하의 

가정에게만 지원되며,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한 보조 과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한 보조 은 취업 여성을 상으로 지원된다

는 특징이 있다. 

출생 수당(Prime à la naissance)은 일정한 소득 수  이하의 가정을 

상으로 임신한지 7개월째 되는 달 혹은 입양한 자녀가 가정에 온 날

에 일시불로 지 하는 수당이다. 동 수당은 자녀 임신이나 입양과 더불

어 발생하는 기 비용을 지원하기 한 목 으로 지원된다. 2012년도 

여 액수는 자녀를 임신한 경우 일시불 912.12 유로( 생아 임신의 경

우 그 수에 따라 갑 로 지  받음),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일시불 

1,824.25유로를 지  받는다. 

기 수당(Allocation de base)은 역시 일정한 소득 수  이하의 가정

을 상으로 자녀 출생 혹은 입양한 날부터 3년 동안 매달 지 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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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다(입양자녀의 경우 20세 생일까지). 동 수당은 소득층 가정의 자

녀 양육과 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2012년도 

기  수당 월 여액수는 182.43 유로이다. 출생 수당과 기  수당이 

용되는 소득 상한액은 <표 3-3>과 같다. 

〈표 3-3〉출생 수당과 기초 수당의 소득 상한액(2012년)

가정내 자녀수

(출생 혹은 출생 예정)
홑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혹은 한부모

1명 34,103 유로 45,068 유로

2명 40,924 유로 51,889 유로

3명 49,109 유로 60,074 유로

자녀 1명 추가  8,185 유로  8,185 유로

  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소득 기준으로서 2010년도 연 가족소득이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출생 수당이 지급됨

자료: Cnaf (2012) "Vos prestations, 2012"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한 보조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nde de garde)은 취업 여성이 3세 미만의 자녀를 시설에 

맡기지 않고 인가된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 혹은 가정 내 보육사

(garde à domicile)를 이용하여 자녀를 양육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보육

사 임 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수당이다. 보조 의 액수는 가족의 

소득 수 , 자녀 연령, 이용하는 보육사 종류에 따라 차등 으로 지 한

다. 소득 기 을 용할 때 자녀 수를 고려하여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 

더 높은 소득 상한을 용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 하고 있다. 보육사를 

부모가 직  고용하는 경우, 회‧회사‧어린이집에 고용된 인가된 보육

사 혹은 가정내 보육사를 고용하는 경우 등 이용하는 보육사 종류에 따

라 지원받는 보조  액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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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의 소득 기준(2012년)

부양 자녀 수 소득 계층 1 소득 계층 2 소득 계층 3

1자녀 20,281 유로 미만 20,281~45,068 유로 45,068 유로 초과

2자녀 23,350 유로 미만 23,350~51,889 유로 51,889 유로 초과

3자녀 27,033 유로 미만 27,033~60,074 유로 60,074 유로 초과

  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소득기준으로 2010년도 연 가족소득 수준을 적용함 

자료: Cnaf (2012) "Vos prestations, 2012" 

〈표 3-5〉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액수(2012년)

부모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자녀 연령 소득 계층 1 소득 계층 2 소득 계층 3

0~3세 미만 452.75 유로 285.49 유로 171.27 유로

3~6세 까지 226.38 유로 142.77 유로  85.63 유로

협회‧회사에 고용된 인가된 보육사를 이용하는 경우

자녀 연령 소득 계층 1 소득 계층 2 소득 계층 3

0~3세 미만 685.11 유로 570.94 유로 456.76 유로

3~6세 까지 342.56 유로 285.47 유로 228.39 유로

협회‧회사‧어린이집에 고용된 인가된 보육사를 이용하는 경우

자녀 연령 소득 계층 1 소득 계층 2 소득 계층 3

0~3세 미만 827.87 유로 713.66 유로 599.48 유로

3~6세 까지 413.94 유로 356.83 유로 299.75 유로

  주: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지급되는 최대 월 보조금 액수 

자료: Cnaf (2012) "Vos prestations, 2012"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한 보조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Clca)은 취업 여성이 자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때 지원되는 수당이다. 동 보조 은 자녀를 

돌보기 해 직업 활동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여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 된다. 첫째 자녀를 출생한 가정에 해서는 최  6개월 동

안 보조 이 지 되며, 둘째 자녀 이상을 출생한 가정에 해서는 자녀

가 3세 되기 바로 달까지 보조 이 지 되어 다자녀 가정을 우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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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 시간을 여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 함으로써 높은 여성 고용률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세자녀 이

상을 가진 취업여성은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한 선택  보조

(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 Colca)을 선택할 

수 있어 더 높은 휴직 여를 좀 더 짧은 휴직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다.

상자의 취업 활동은 과거에 연  보험료를 지불한 내역으로 입증된

다. 첫째아 출산의 경우 과거 2년 동안 어도 8분기 분의 연  보험료

를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녀 출생 순 가 높아짐에 따라 이

러한 기간 조건은 완화 된다. 둘째 자녀의 경우 과거 4년 동안, 셋째 자

녀 이상부터는 과거 5년 동안 어도 8분기 분의 연  보험료를 지불했

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간은 “근로 기간”을 모두 포

함하는데 질병으로 인한 휴직, 여가 지불된 모성 휴가, 지원 과 함께 

이루어진 직업 교육, 여가 지불된 실업 기간(첫째아 출생시 제외), 직

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한 보조 이 지불된 기간(첫째아 출생시 

제외) 모두 근로 기간으로 포함된다.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지 되는 Clca 월 여액

수는 완 히 근로 활동을 단한 경우 월 383.59 유로(기  수당을 받

지 않는 경우 월 566.01 유로)이다. 하루 동안 반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 월 247.98 유로(기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월 430.40 유로)를 

받으며, 하루 근로 시간의 50~80% 일하는 경우 143.05 유로(기  수당

을 받지 않는 경우 월 325.47 유로)를 받는다. 

아보육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 체계 하

에 있는 네가지 수당은 일반 으로 볼 때 복 으로 여를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외 사항이 용된다. 생아가 태어났거나 

출생과 함께 자녀 입양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  수당을 복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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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없다. 부부 둘 다 직업을 단한 경우 두 사람 모두 다 종일제 

휴직에 해당하는 Clca 여를 복 으로 받을 수 없다. 두 부부가 모

두 반일제로 근로하는 경우라도 반일제 휴직에 해당하는 두 부부의 

Clca 여 합산액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종일제 Clca 여액수를 

과할 수 없다. 

한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한 보조 과 종일제 Clca가 동

시에 지 될 수 없다. 이는 근로 활동을 완 히 단한 경우 자녀 보육

을 한 보육사 이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아 보

육 수당과 함께 지 될 수 없는 수당은 다음과 같다. 가족 보조 은 기

 수당 혹은 Clca와 함께 지 될 수 없다. 같은 사람에 해 자녀 간

호 수당과 Clca는 함께 지 될 수 없다. 이는 육아 휴직 기간에 자녀 

간호 휴가를 추가 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한다.

주거 수당으로서 집세를 지불하고 있거나 주택에 한 부 을 상환

하고 있는 경우 일정 소득 수  이하의 사람에 해 개인 주거 수당(l'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가족 주거 수당(l'allocation de logement 

à caractére familial), 사회 주거 수당(l'allocation de logement à 

caractére social)이 지원된다. 기타 주거 련 수당으로서 다자녀 가정

이 이사할 때 지원되는 이사 보조 (la prime de déménagement)과 인

가 받은 보육사가 아동 보육을 해 집을 수리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 수리를 한 보조 (le prêt à l'amélioration du lieu 

d'accueil)이 있다. 

기타 취약 가정을 한 지원으로서 한부모를 상으로 하는 가족부양

수당(Allocation de soutien famimial), 장애아 교육수당(Allocation 

d'e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자녀간호수당(Allocation journaliere 

de présence parentale)이 있다. 동 수당은 한부모, 장애아, 아  자녀라

는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 하는 수당으로서 소득 조건을 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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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지원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소득 조건이 용되는 취약 가정 상 

수당으로서 개학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이 있다. 

가족 부양 수당은 한부모라는 조건만 용되며 소득 기 은 용되지 

않는다. 동 수당은 한부모 가족이 받고 있는 다른 지원 과 함께 복되

어 지원됨으로서 한부모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경제  부담에 하여 특

별한 배려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별한 사람에게도 제공되며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원된다. 2012년 4월 1

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지 되는 여 액수는 한부모의 경우 자

녀 1명당 89.34 유로이다. 

장애아 교육수당은 20세 이하의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 하

는 수당이다.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지 되는 여 

액수는 월 127.68 유로를 기 으로 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6 등 의 추

가 액수가 더해져서 지 된다. 한부모 가족이 장애아를 부양하는 경우에 

이러한 추가 액수에서 한부모 추가액수가 더해져서 지 된다. 

〈표 3-6〉장애아 교육 수당의 장애 등급별 추가 액수

등급 추가액수 한부모 추가 액수

1등급   95.76 유로 -
2등급  259.35 유로  51.87 유로

3등급  367.08 유로  71.82 유로

4등급  568.85 유로 227.43 유로

5등급  727.02 유로 291.27 유로

6등급 1,060.17 유로 426.93 유로

  주: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액수로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월 127.68 유로에 

장애 등급별 추가 액수가 더해지며 지급된다. 한부모의 경우 이러한 추가액수에 한부모 추가 액수가 더

해져서 지급된다. 
자료: Cnaf (2012) "Vos prestations, 2012" 

자녀간호수당은 자녀가 상당히 아 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장애가 있어

서 직업 활동을 완 히 혹은 부분 으로 그만두어야 하는 부모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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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되는 수당이다. 휴가 상한일수는 한달에 22일, 총 3년간 310일 한도

이다. 커  부부의 경우 일당 42.20 유로, 한부모의 경우 일당 50.14 

유로로 책정하여 매월 근로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되는 액을 지원 받

는다. 

개학수당은 일정 소득 수  이하의 가정을 상으로 6~18세 자녀가 

개학할 때 들어가는 지출을 지원해 주는 수당이다. 소득 기 과 자녀 1

인당 여 액수는 다음과 같다. 

〈표 3-7〉개학 수당의 소득 기준과 자녀당 급여 액수

소득 기준

부양 자녀 수 연간 소득 상한액

1명 23,200 유로

2명 28,554 유로

3명 33,908 유로

자녀 1명 추가  5,354 유로

2012년도 개학 수당 급여 액수 (자녀 1인당)

자녀 연령 급여 액수

6~10세 287.84 유로

11~14세 303.68 유로

15~18세 314.24 유로

  주: 2010년도 가계 연간 소득 기준이며 자녀가 2012년도에 개학할 때 자녀 1인당 지급하는 급여 액수임

자료: Cnaf (2012) "Vos prestation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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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프랑스 가족 수당의 현황(2012년)

소득제한 급여액 아동 연령 자녀수

 영아를 위한 수당

출생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된 일시불
임신후 7개월에 

일시불
첫째아

기초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액 0~2세 첫째아

보육사 이용 지원금1
근로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함 

소득수준과 아동연령에 

따라 차등
0~6세 첫째아

육아휴직수당2

근로활동을 통해 

연금보험액을 지불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

파트 타임 정도에 따라 

차등

출생 후 6개월간 

지급
첫째아

 다자녀 가족 수당

가족 수당 소득제한 없음

자녀수에 따라 차등

16세 이상부터 인상된 

급여 지급

0~20세
둘째아 

이상

가족 보조금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액

막내연령 3세 이상 

(부양자녀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급)

셋째아 

이상

연금 보험금 일정소득수준 이하
연금 보험 개인 분담금 

지급

막내연령 3세 이상 

(부양자녀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급)

셋째아 

이상

 한부모 가족 수당

가족 부양 수당 소득제한 없음

부모 1명 혹은 2명이 

번갈아 돌보는가에 따라 

차등(부모 2명이 번갈아 

돌보는 경우 더 높게 지급)

부양자녀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급

첫째아

부양료 징수 지원 소득제한 없음 개인마다 차등 0~18세 첫째아

 취약 가족 수당

장애아 교육 수당 소득제한 없음 고정액 0~20세 첫째아

성인 장애자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액
부모 본인 연령 

60세까지
-

자녀 간호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한부모 혹은 양부모에 

따라 차등(한부모에게 

더 높게 지급)

한 달에 22일, 총 

3년간 310일 한도의 

휴가

첫째아

개학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6~18세 첫째아

  주: 1. 보육사이용지원금은 Com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2. 육아휴직수당은 Com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자료: 국가가족수당금고(2012) Toutes les prestations (http://www.caf.fr)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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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프랑스 가족 수당의 월 급여 액수(2012년)
(단위: 유로)

수당 월급여액수

가족수당

두 자녀 127.05
세 자녀 289.82
네 자녀 452.59
네 자녀 이후 추가 증가분 162.78

가족보조금 165.35
개학 수당

 6~10세 아동 287.84
11~14세 아동 303.68
15~18세 아동 314.24

영아보육수당

출생수당(자녀당)  912.12(자녀임신)
1,824.25(자녀입양)

기초수당(자녀당) 182.43
육아 휴직 수당1(기초수당을 받는 경우)

완전 휴직 383.59
절반 근무 247.98
절반~4/5시간 근무 143.05

육아 휴직 수당1(기초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완전 휴직 566.01
절반 근무 430.40
절반~4/5시간 근무 325.47

육아 휴직 수당2(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선택)
기초수당을 받는 경우 626.99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809.42

  주: 1. Com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2. Com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선택적 보조금)

자료: DREES(2012) "Les prestations familiales et de logement en 2010" N788 janvier 2012.

  2) 조세 지원 정책

랑스의 조세 체계는 앙 정부 수 에서나 지방정부 수 에서 모두 

가족에 해 상 으로 우호하게 구성되어 있다. 랑스는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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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양자녀를 25세 이하의 부양 에 있는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조세 지원 정책은 특히 산층과 고소득층에 해서 자

녀 양육비 보상 측면에서 볼 때 가족수당 보다 더 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앙 정부 차원에서 소득세 부과는 “quotient familial"에 따라 가

구 소득을 기 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책정된다.

랑스에서 소득세에 한 과세 부과 단 는 가족이며 이는 다른 많

은 유럽 국가들이 개인을 기 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과 차별 인 특징

이다. 소득세에서 가족에 한 고려는 특히 고소득층에게 상 으로 큰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어 고소득층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고 지 되고 있다. "quotient familial"은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족원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하여 "동등한 식구수"로 나 어 

과세 상 소득을 산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동등한 식구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성인들은 1명으로 간주되며 두번째 자녀까지는 0.5

명으로 간주되고 세번째 자녀부터는 다시 1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

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과세 상 소득이 낮게 책정되는 구조이다. 

quotient familial의 특징은 같은 생활 수 에 있는 가족이라 하더라

도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 그리고 많은 수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일수록 더 많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다. 한 이러한 조세 체계가 소득이 높은 가족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

용한다는 역진성 문제를 고려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액수에 

상한액을 용하고 있다. 가족 수에 따른 소득세 감면 뿐만 아니라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지출하는 비용과 자녀 교육 비용에 해서도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 정부에서는 부양 자녀가 있는 주

권자에 해 주민세를 감면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 감면을 통해 quotient familial은 가족 부양에 한 경

제 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득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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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만 아니라 주거세 역시 부양 가족 수가 많을수록 낮게 부과하고 있

어 가족 부양의 경제 인 부담을 감면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이러한 랑스 조세 정책에 해 "quotient familial" 가 

조세 평등의 원칙에 부합 하는가에 한 논쟁이 진행 에 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함께 특별한 사람들에 

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립되고 있다. Thélot와 

Villac(1998)은 quotient familial에 따른 조세 감면의 재정  혜택을 

61억 유로(2000년)로 추정한 바 있다.

  3) 기타 사회정책 분야의 재정적 지원

랑스에서 모성보험은 질병 보험안에 편입되어 있다. 모성 보험은 

방 검사, 출산, 사회보장에서 보장하고 있거나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여성 상 치료에 해 보상  성격으로서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질병 

보험은 출산 정일  10개월부터 등록하여 사회보장 체계가 결정한 

상한 액 내에서 체 임  수 에 상당하는 모성 휴가 여를 지불한

다. 모성 휴가 여는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해서는 16 주(6주는 

출산 , 10주는 출산 후), 세 번째 자녀 이후에 해서는 26주(8주는 

출산 , 18 주는 출산 후) 동안 지 한다. 질병 보험 체계 안에서 결혼

계 뿐만 아니라 동거 계에서 임신된 부양 자녀에 해 모성 휴가 

여는 권리로서 보장되며 추가 인 보험료 지불없이 지 된다.

연  정책에 있어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연  수 에 있

어 더 유리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  정책에서 다자녀 부모를 우

하는 것은 2차 세계  이후부터 시작되기 시작하 다. 연  정책에서 

다자녀 부모를 우 하는 것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특히 여성)

로 하여  직장생활을 잠시 그만두게 하거나, 직장일을 하는데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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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연  보험료를 지불하는데 있어 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

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녀 가정 우  조치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임  근로자를 상으로 

하는 일반 체계(régime général)와 고령자 보험(assurance viellesse)에

서는 세자녀 이상의 부모에 해 10% 상향 조정된 연 액을 지 하며 

상향 조정된 연 액을 조세 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둘째, 자녀 

양육을 해 직장 생활을 휴직한 경우 휴직 기간을 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다. 셋째, 자녀 출산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연  보험료를 

신 지불해 다. 동 정책은 가족 수당 공단이 집에 남아 가족을 돌보는 

부모를 하여 연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Assurnace vieillesse du 

parent au foyer: Avpf)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족을 돌보

는 부모를 한 연  보험료 지원 정책은 은퇴에 하여 헌법에서 보장

하고 있는 권리로서 자녀 혹은 장애인을 돌보기 하여 근로 활동을 그

만두거나 노동 시간을 감소하여 일하는 근로자에 해 연  보험료를 

신 지불해 주는 정책이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해서는 가계 소득이 

일정 수  이하이어야만 한다. 

다섯째, 련된 사회정책으로서 빈곤 정책이 있다. 엄 하게 가족정책과 

기타 다른 사회정책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

족에 한 지원이라는 엄격한 을 떠나 기타 사회 수당들도 가족수당 

국공단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사회 수당들이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사회정책 수당으로서 가

족을 지원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여 가족수당 국공단 지원하

는 빈곤자 상 수당으로서 활동 연  수당(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이 있다. 활동 연  수당은 "박탈"당한 상태에 있거나 소득 수 이 

낮은 경우 최소한의 소득 수 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다. 보통 25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하고 있으나 25세 이하인 경우 임신자 혹은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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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한명은 있는 사람을 상으로 지원한다. 18~25세 연령층에 해당하

며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과거 3년 동안 어도 2개월 연속 종일제

에 해당하는 근로를 하 다는 증명을 보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보건 및 가족 지원 사회 서비스

보건  가족 지원 사회 서비스는 일반 보건 혹은 사회  지원 차원

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와 가족수당 국공단이 수행하는 사회 인 활동

(action social)을 포함한 정책이다. 공공 재정에 기반하여 국민들의 서

비스 이용에 해 이용 비용을 부분 으로 혹은 액을 지원한다. 지방

자치단체 보육 서비스(특히 créches)  아에 한 사회  지원을 

으로 제공하고 있다. 질병 고는 부 응 아동을 상으로 하는 숙

소 운   운송 수단에 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가족을 상으로 하는 일반 보건  사회 활동은 이사회, 지역사회, 

기타 심을 가지고 있는 원회를 심으로 수행된다. 이사회는 도 단

를 심으로 하는 사회  활동과 모성 보호에 한 책임을 가지고 있

다. 사회  활동과 모성 보호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 분야의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도 단 에서 조직화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 지원 활동은 방 

 사회 혹은 직업 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사회  의료 지원 활동은 사회보장 체계가 태생 으로 가지고 있는 한

계에 직면하여 차와 제도 상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의료 지원 활동 역은 질병, 장애, 고령자, 가족, 

이민자 등 특별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상으로 하고 있다. 

모성 보호는 임신부터 의무 인 아동의 사회화가 시작되기 까지 필

수 인 보건 차원에서의 방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모성 보호에 한 

사회  활동은 노동, 고용  건강부(Ministére du Travail,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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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ploi, et de la Santé)의 산모와 신생아 보호국(La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에 소속된 의료진, 산 , 육아 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각 가정에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PMI는 보육 시설, 인가된 보육사, 유치원의 아동들을 감독하기 

해 보육 문가를 장에 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장 방문단에 

가정의 표자를 포함시켜 가족의 참여와 부모 교육을 활성화 하는 방

향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지원 활동의 노력은 가족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사회 센터와 사회문화 센터는 각 지역에서 보건, 사회, 문

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련된 경 에 부모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지역 사회 활성화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랑스 국가 사회보장 체계에서 0~2세 아 자녀 보육에 한 지원은 

취업 부모를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3세 이상 유아

에 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유아 교육이 유치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유치원이 운 하지 않는 수요일과 방과후에 보육 서비스 제공이 이

루어진다. 0~2세 취업 부모를 상으로 하는 보육 지원은 부모가 직장을 

휴직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때 휴직 수당인 “자녀 양육에 한 자유

로운 선택을 한 보조 ”과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자녀 보육을 해 개

인 보육사를 고용할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육 수당인 “자녀 보육에 

한 자유로운 선택을 한 보조 ”이 지원된다. 이러한 휴직 수당과 개인 

보육사 이용에 한 보육 수당은 가족수당공단에서 사회보장의 차원으로 

지 한다. 시설 보육 서비스는 사회 활동 즉 사회 서비스로서 각 지자체

와 가족수당지역공단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 보육 서비스의 

경우 맞벌이 부부 혹은 한부모 가정에 한해서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업주부가 있는 홑벌이 가정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녀 보육에 한 서비스 지원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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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보육 서비스는 지역 사회를 심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 활동차

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지역 사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에 입학하기 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아 보육 시설에서 아동을 돌

보거나, 어린이집에 의해서 고용되고 감독되는 보육사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고 있다. 일시 보육 시설에서는 6세 미만의 아동을 하루 에서 일

시 인 시간 동안에 돌보고 있다. 아동 여가 센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

을 방학이나 학교가 문을 열지 않는 시간에 입소하게 하여 다양한 활동

을 제공하고 있다. 휴가 센터에서는 아동 방학과 부모의 휴가 시간에 자

녀를 돌보고 있어 휴가기간에 요청되는 보육 수요에 응하고 있다. 이러

한 보육 서비스 제공에는 시 정부가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수당 지역공단 역시 다양한 사회 활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

족수당 지역공단의 사회활동 사업에는 서비스 직  제공, 서비스를 이용

하는 가족에 한 여 지 , 아 보육 시설 지원, 사회 복지사 지원

(가정 방문, 가사 도움, 사회 서비스, 일시  도움), 여가지원(휴가 센터, 

과외 사회 활동 안내), 부모 역할 지원 등이 포함된다. 가족수당 지역공

단에 의한 사회  지원활동은 많은 경우 가족수당 국공단의 재정  

지원과 연계된 혜택이 부분이다. 사회  지원 활동은 가족수당 공단이 

정의한 사회 서비스 체계 하에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족수당 지역공단의 사회  활동은 가족수당 국공단의 재정  지

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족수당 국공단은 체 산의 30% 이하

의 상한선 이내에서 사회  활동에 지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지

원을 통해 어린이집, 일시보육시설, 여가시설, 사회 센터 등을 각 기

지차제나 회로 하여  운 하게 하고 있다. 사회  활동은 활동을 수

행하는 력자와 가족수당 지역공단 간의 계약 체결의 형식으로서 이루

어진다. 그 표 인 로 어린이집 계약(contrats créche, 1982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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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계약(contrats enfance, 1988년 시행), 자유시간 계약(contrat 

temps libre, 1998년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지역 가족 수당 공단이 수행하는 사회  활동들은 다양하며 그 지역 

행정 이사회의 정책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과거에 가족수당 지역공단

이 수행한 사회  활동들은 주로담당하고 있는 사회 센터 혹은 휴가 기

간을 한 시설 등 시설의 경 과 련된 사항이었다. 그러나 재에 와

서 가족수당 지역공단은 시설 경 과 련된 업무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사회 주민들의 욕구에 보다 잘 부응하기 해 시설

에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방학 동안에 이

용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을 상으로 수당

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요한 활동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아직은 덜 

체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 이 있다. 

가족수당 지역공단이 가지고 있는 요한 목 은 지역 내에서 가족이 

이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활동들 간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사회( 앙 정부)와 가족수당 지역공단 간의 연계

를 통해 보육 시설을 개설하는 것도 요한 역할 의 하나이다. 가족 

수당 지역공단이 가지고 있는  다른 요한 임무는 부모들에게 좋은 

정보와 교육을 달하여 어려운 사회 경제  그리고 지역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원 활동을 통해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발달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 지원 정책

오늘날 가족정책에서 요한 문제는 직장 생활과 가족 생활 간의 조

화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부부 둘 다 근로하면서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자녀 양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가족정책으로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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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인 차원에서 안정 인 인

구구조를 갖게 하는데 필수 인 요인이라는 에서 그 요성이 높다. 

출산율이 인구 체 수 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고 부모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직업 활동을 하고 있어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미 출산한 자녀 이상으로 자녀를 낳고 

싶다는 희망이 완 히 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측

면에서 사회  권리의 차원으로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에 기여하고 이

를 강화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과 가정 생

활 양립 지원 정책은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직장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녀 출산  

양육과 련하여 직장 근로 시간을 집에 있는 시간으로 " 체"할 수 있

도록 지원 하는 것(모성 휴가 혹은 육아 휴직 등)이다. 

직장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정책에는 다음의 세가지 

정책이 있다. 첫째, 노동권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하고 

개선하는 정책이다. 임  근로자를 불문하고 모든 가족이 가족 생활과 

련하여 측 불가능한 시간의 구속하에 있다는 제약을 고려해 볼 때 

근로 시간을 이는 것이 요한 요소이며 이와 함께 근로 시간을 댜앙

하게 하는 것, 시간제로 근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 시간과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으

로 특히 임신 기간이 고려의 상이 된다. 랑스에서는 자녀가 아  때 

3일간의 무  법정 휴가를 갖도록 하는 것이 1994년에 마련되었다. 동 

정책이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도래되어 노동조합에 의해 휴가 기간을 연

장하고 일부의 여가 지 될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1년 사회보장 재정법의 개정으로 아 거나 사고를 당한 자녀를 돌

보기 해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지원해 주

는 수당이 마련되었다. 기간은 4개월 동안 2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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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종일제 휴가 혹은 반일제 휴가에 해 부모교육수당과 비슷한 수

의 여가 지 되기 시작하 다. 자녀 보육 서비스와 련하여 지원하

는 수당으로서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한 보조 " 제도와 보육 

서비스 이용 비용에 한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 동 보조 을 지원함에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상한선을 홑벌이 부부보다 높게 책정함

으로써 맞벌이 부부에게 상 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보육 시설, 보육 서비스, 인가받은 보육사, 모성 보호, 유치

원, 취학  활동 등이 취업 부모 자녀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직장을 갖고 있는 부모가 직장에서의 근로 시간을 가정에서의 시간으

로 체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다음의 세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다. 첫 번째 유형은 모성 보호를 목 으로 여성의 임신 기간 동안 해고

를 지하면서 모성휴가  휴직 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

은 자녀가 3세가 될 때 까지 육아 휴직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휴가에 

한 권리, 노동권 보호, 육아 휴직 수당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된다. 아  

자녀에 한 자녀 보호 수당도 이러한 정책 유형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은 이러한 휴직 기간 동안 기타 사회보장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계

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질병 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유지하게 하고, 장애자 보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

능성을 주고, 연  보험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일과 가정 생활 양립 지원 정책은 동 정책이 가족들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유형의 가족정책과는 긴 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라.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사회정책 인 차원에서 아동에 한 지원의 오래된 유형은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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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 부조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가장 표 인 유형이 버려진 아동

을 보육하기 하여 16세기 리의 생뱅상드폴 병원에서 제공한 공공 

부조 정책이다. 19세기에 들어와서 감독 의 도움과 함께 아동을 리는 

기구가 설립되었다. 1904년 6월 27일 각 도 차원에서 아동에 해 제공

하는 사회 부조 서비스가 창설되었다. 1912년에는 비행 아동을 규제하

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 듯 아동에 한 사회  지원은 과거 제도와 기구에서 보여 주고 

있듯이 가족이 없는 아동에 해서만 이루어졌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자

녀 양육에 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체 가족 모두를 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아동에 한 사회  지원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임무는 가족과 사회 

보호법 40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Code de la famille et de l'aide 

sociale). 첫째, 자신들의 균형을 심하게 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

회  험에 직면하고 있는 미성년자, 그들의 가족들, 21세 미만의 성인

들에게 물질 인, 교육 인, 심리 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공

동의 행동 조직을 통해 사회 부 응에 한 험이 발 되는 역의 주

변화를 방하고, 사회 편입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과 가족의 사

회화를 진하는 것이다. 셋째, 아동에 한  보호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서비스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공 하고 이러한 시설과 아동의 가족 혹은 법률 인 보호자와의 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섯째, 아동 학 에 한 방 활동을 아동에 한 

법률 인 권한에 상 없이 추진하며 아동 학 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며 아동 학 를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이러한 아동에 한 

사회  지원 활동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아동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아동에 해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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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가 사회보장에서 가족정책의 위치

  1. 사회보장에서 가족정책의 체계

랑스에서 사회  보호(La protection sociale)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이 수행하는 활동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 공

공부조(aide sociale), 사회 서비스(action sociale)의 세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역은 특수하게 할당된 산, 수행기구, 행정 조

직을 갖추고 있다.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에 한 권리는 사회보험료

(cotisations)와 수당(prestations)간의 무 인 계를 통하여 개인 혹

은 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보장되고 있다. 공공부조(aide 

sociale)는 잔여  성격으로서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 하여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보조  성

격으로서 인간의 기본 인 필요에 한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6). 사

회복지서비스(action social)는 공공부조의 보조 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서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행정 당국이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에 해 특혜를 주는 서비스로서 행정 당국이 권을 가지고 임의

로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Barreyre et Bouquet, 2006).

랑스 가족정책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 수당 정책은 사회보장

(Sécurité Sociale)의 체계하에서 운 되고 있다7). 랑스 사회보장제도

는 2차 세계  종  이후인 1945년에 그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성립 

기부터 가족 부양에 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랑스 사회보장법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은 국가 사회보장체계가 보장해야 하는 

사회  험을 명시하고 그에 한 국가 역할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가

6) 를 들면 필수 인 음식물을 얻을 수 없는 가족들을 지원해 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7) 유아에 한 보육 서비스 지원은 사회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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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사회보장법)

Chapitre 1er : Organisa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사회보장의 체계)

Article L111-1 

L'organisa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est fondée sur le principe de solidarité 
nationale. 

(사회보장의 체계는 국가통합의 원칙하에 설립되어 있다)

Elle garantit les travailleurs et leur famille contre les risques de toute nature 

susceptibles de réduire ou de supprimer leur capacité de gain. Elle couvre 

également les charges de maternité, de paternité et les charges de famille. 

(프랑스 사회보장체계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직면하는 모든 가능한 자연적인 위

험을 감소시키고 제거하는 것을 보장한다. 프랑스 사회보장체계는 이러한 위험과 

동등하게 모성 및 부성 그리고 가족 부양을 보장한다) 

Elle assure, pour toute autre personne et pour les membres de sa famille 

résidant sur le territoire français, la couverture des charges de maladie, de 

maternité et de paternité ainsi que des charges de famille. 

(프랑스 사회보장체계는 프랑스 영토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질

병, 모성 및 부성,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보장한다) 

Cette garantie s'exerce par l'affiliation des intéressés et le rattachement de 

leurs ayants droit à un (ou plusieurs) régime(s) obligatoire(s). 

(국민들의 의무에 기초해 있는 권리를 통하여 이러한 것들이 보장 된다) 

Elle assure le service des prestations d'assurances sociales, d'accidents du 

travail et maladies professionnelles, des allocations de vieillesse ainsi que le 

service des prestations familiales dans le cadre des dispositions fixées par le 

présent code.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와 틀안에서 사회보장수당, 직

장인의 상해 및 질병, 노후 수당, 가족 수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족의 부양”을 국가사회보장을 통해 지원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프랑스 사회보장법에서 사회보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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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보장의 정의를 통해서 볼 때 랑스 사회보장 체계는 첫

째 질병‧모성‧신체장애‧사망, 둘째, 고령‧은퇴, 셋째, 직장에서의 상해‧

근로자 질병, 넷째, 가족 부양의 네가지 사회  험에 응하기 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랑스 사회보장 체계는 질병  모성 분야, 

고령  은퇴 분야, 산업재해 분야, 가족 분야, 징수 분야 네가지 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3 참조). 사회보장의 각 역은 국을 아우르

는 공단(caisses)의 조직망에 의해 운 되며 고용주와 시민 사회를 변

하는 근로자 표에 의해서 리된다. 

〔그림 3-3〕프랑스 국가 사회보장체계

사회보장

질병‧모성 고령‧은퇴 산업 재해 가족 징수

자료: 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2012) "La cahier de Daphné: La Branch Famille"

랑스 사회보장체계는 조합주의 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입 상

자에 따라 임  노동자들을 상으로 하는 일반 체계(Régime général), 

농업 종사자를 한 농업 체계(Régimes agricoles), 독립 인 직업인과 

자 업자를 한 독립체계(Régimes des indépendants), 공무원과 군인 

체계(Régime des fonctionnaires et des militaires des l'état), 지역 공

동체 체계(Régime des collectivité locales), 공기업 종사자 등을 상

으로 하고 있는 특별 체계(Régime spéciaux), 선원을 상으로 하고 있

는 선원체계(Régime des marins)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장 규모가 큰 체계는 임  노동자를 상으로 하는 일반 체

계이다. 일반 체계의 사회보장 기구의 구성은 [그림 3-4]와 같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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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서 재정 배분을 담당하는 사회보장 조직 앙기구(Agence centrale 

des organisms de Sécurité Social: Across)를 심으로 가족수당 국

공단(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Cnaf), 임  근로자 

건강보험 국공단(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es: Cnamts), 임  근로자 고령보험 국공단(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sse des travailleurs salaries: Cnavts)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4 참조). 

〔그림 3-4〕프랑스 사회보장 일반체계의 구조

<국가 재정> <지방 재정>   <이름>

ACOSS 사회보장 조직중앙기구

URSSAF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

CGSS 일반 사회보장공단

CNAF 가족수당 전국공단

CAF 가족수당 지역공단

CNAMTS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

CPAM 건강보험 기초공단

CARSAT 연금 및 산재보험 지역공단

CGSS 일반 사회보장공단

CNAVTS 임금근로자 고령보험 전국공단

CARSAT 연금 및 산재보험 지역공단

CGSS 일반 사회보장공단

자료: 프랑스 사회보장청 (http://www.securite-sociale.fr/Organigramme-institutionnel-de-la-Securite-sociale) 
2012년 5월 31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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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보장 기구 에서 가족과 련한 사회보장 업무를 추진하

는 기구가 가족수당 국공단이다. 가족수당 국공단은 행정 인 성격

을 갖고 있는 사법 기구로서 가족수당지 과 련한 업무를 주로 수행

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치한 101개의 가족수당 지역공단의 조직망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수당 국공단은 일반 체계 뿐만 독립체계, 군인

체계, 지역 공동체 체계, 특별 체계 등 기타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농업 체계에서는 농

업 사회 조합이 가족 련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랑스에

서 가족과 련한 실질 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는 가족수당 지역 공단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 CAF)과 농업사회조합(mutualité 

social agricole: MSA)이라고 볼 수 있다8). 

랑스 가족수당 정책의 달체계는 [그림 3-5]를 통해 도식화 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 (URSSAF)과 일반 사회보장공단(CGSS)

은 사회보험료를 징수하여 마련된 재원을 사회보장 조직 앙기구

(ACOSS)와 앙농업사회조합(CCMSA)에 달한다. ACOSS는 이러한 

재원을 가족수당 국공단(CNAF)에 달하며 CNAF는 앙정부의 국

가사회보장국과 공단 운 에 한 “목 과 경 에 한 계약(convention 

d'objective et de gestion: COG)”을 맺는다. CNAF는 지역에 있는 

101개 가족수당 지역공단(CAF)에 재원을 달하며, CCMSA는 지역에 

있는 앙농업사회조합(MSA)에 재원을 달한다. 이러한 지역에 치

한 CAF와 MSA가 실질 으로 가족에게 가족 수당을 지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가족수당 국공단의 운 은 사회  트 와 가족 회 표자에게 

맡겨져 있고 자치 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가족수

8) 공무원을 상으로는 국가 행정 기구 자체가 가족수당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가족수당 지역공단이 공무원과 국가 기  종사자에게 가족수당을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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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합법화 등 가족 수당의 주요한 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는 가족수당 국공단을 보호하고 1997

년부터 가족수당 국공단 지출에 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와 

가족수당 국공단은 "목 과 경 에 한 계약"을 4년만에 한번씩 체

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을 통해 가족수당 국공단의 목 과 방식을 

천명한다. 

〔그림 3-5〕프랑스 가족수당정책의 전달체계

ÉTAT
ACOSS

CNAF

CCMSA

MSA 101 CAF

URSSAF, CGSS

농촌 지역

    - 가족 수당 

    - 사회 서비스 

    - 주거 지원

- 사회 편입 지원

- 위급 보육 지원

가족분야 사회보험료

DSS

DDCS

  주: ACOSS(Agence centrale des organisms de Sécurité Social): 사회보장 조직중앙기구, URSSAF(Union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 et a'Allocations Familiales): 사회보험료 통합징

수기관, CGSS(Caisse Générale de Sécurité Social): 일반사회보장공단, CNAF(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가족수당 전국공단, ETAT: 국가, DSS(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 국가

사회보장국, DDCS(Direction Dpartementale de la Cohésion Social): 도 사회통합국, CAF(Caisse 
Allocations Familiales): 가족수당 지역공단, CCMSA(Caisse Central de Mutualité Social Agricole): 
중앙농업사회조합, MSA(Mutualité Social Agricole): 농업사회조합

자료: 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2012) "La cahier de Daphné: La Branch Fam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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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 수당 정책의 재정적 지원

가족수당 국공단은 사회보장체계에서 가족 분야와 련된 정책에 

재정 으로 지원하는데 심 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보장체계에서 가

족분야에 한 재정 수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① 고용주가 지불하는 보험료, ② 국민이 지불하는 조세  사회

 기여 (사회보장기부 ) ③ 국가  지방 정부의 지원 , ④ 기타 수

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랑스 가족정책에 한 재정은 국가, 

기업, 국민에 의해 고르게 지원된다고 볼 수 있다. 

랑스 사회보장 가족정책에 한 재정 수입 황은 <표 3-10>과 같

다. 2010년도 가족 분야에 한 수입은 체 746억 유로로서 2009년도

의 742억 유로에서 약 0.5% 상승한 거의 같은 수 이다. 이러한 체 

재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보험료로서 344 억

원 유로로 체 재원  약 46%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회 보험료의 

부분은 고용주가 지불한 사회 보험료이다. 가족 분야에서 고용주가 지불

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율은 근로자 임 의 5.4%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이 국가 혹은 지방 정부의 지원으로서 체 수입의 

31%를 차지한다. 세 번째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보장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기부 (CSG)으로서 체 재원의 16.3%를 차지한다. 

2011년 재 각 사회보장 각 분야에서 용하고 있는 사회보험료율은 

<표 3-11>과 같다. <표 3-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보장기부 은 

근로자 수입의 7.5%를 부과하여 산정한다. 질병, 고령 분야에서는 고용

주와 근로자가 모두 사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가족 분야

에서는 고용주만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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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프랑스 가족수당전국공단 수입(2010년)

(단위: 백만 유로, %)

재원 금액 비중

사회보험료 34,397
 46.1  (고용주가 지불한 사회보험료) (33,427)

  (국가 혹은 사회보장에서 지불한 사회보험료)   (970)
사회보장기부금(CSG) 12,163.7  16.3
기타 조세 3,917.7   5.3
공공 이체 및 기여금 23,188.8

 31.1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수당 부담액) (15,653)
  (국가의 주거 수당에 대한 일부지원)  (7,523)
  (기타 이체 및 기여금)    (13)
기타 905.9   1.2
합계 74,573.1 100.0

자료: Cnaf(2012) "Rapport d'activité, 2010"

〈표 3-11〉프랑스의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와 사회보장기부금 비율(2010년)

(단위: %)

사회보험료율 고용주 근로자 합계

질병 12.8  0.75 13.55

고령
상한선 이상  8.3  6.65 14.97

상한선 이하  1.6 0.1 1.7

가족  5.4 - 5.4

산업 재해 (평균) 2.38 -  2.38

사회보장 기부금 비율 고용주 근로자 합계

사회보장기부금(CSG) - 7.5 7.5

사회부채상환부담금(CRDS) - 0.5 0.5

자료: 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2012) "Les chiffres clés de la Sécurité social, 2010" 

2010년도 랑스 사회보장에서 가족 분야에 한 지출 총액은 총 

823억 유로이다. 일반 체계에 해서만 한정해서 볼 때 사회보장 지출

에서 가족 분야에 한 지출 비 은 16%로서 질병 49%, 고령자 32% 

다음으로 높은 수 이다(그림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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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프랑스 사회보장일반체계의 지출 비중(2010년)

CNAM-maladie, 
49

CNAM-AT, 3

CNAV, 32

CNAF, 16

       주: CNAM-maladie(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질병), CNAM-AT(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

국공단-산업재해), CNAV(임금근로자 고령보험 전국공단), CNAF(가족수당 전국공단)
     자료: 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2012) "Les chiffres clés de la Sécurité social, 2010" 

가족에 한 지출이 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각 연구자의 추

계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에 한 

지출이 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가족고등심의회(HCF, 2010)가 

4.0~6.1%, Landais et al.(2008)가 4.9%, Terra Nova(2012)가 5%라

고 추계한 바 있다. 

랑스 사회보장 가족정책에 한 지출은 크게 가족에 한 직 인 

지출, 가족에 한 간 인 지출, 사회활동지원으로 구분되며, 가족에 

한 직 인 지출은 다시 가족수당, 주거수당, 최소사회수당  취업

지원으로 구분된다(표 3-12 참조). 가족수당 국공단의 각 역별 지출 

비 을 살펴보면 가족수당이 가장 많은 비 으로서 41%를 차지한다. 가

족 수당을 다시 일상 인 가족 생활에 한 지원과 아 보육에 한 

지원으로 구분해 보면 자의 비 은 24%, 후자의 비 은 17%가 된다. 

빈곤한 사람을 상으로 하는 최소사회수당  취업지원이 다음으로 높

은 비 인 21.5%를 차지하며, 주거에 한 수당도 21.5%를 차지한다. 

고령 보험  모성 휴가 지원 등 가족에 한 간  지출은 11%, 사

회 서비스 활동 지원은 5%에 해당한다(그림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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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프랑스 사회보장에서 가족 분야에 대한 지출(2010년)

구분 10억유로

가족에 대한 직접적 지출 (a) 62.2

가족수당

일상적인 

가족생활

가족수당 12.8
개학수당 1.5
가족보조금 1.6
가족부양수당 1.3
장애아수당, 자녀간호수당 0.7

영아 보육

출산‧입양수당 0.7
기초수당 4.2
근로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2.2
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5.3

주거수당

가족주거수당 4.1
개인주거보조금 6.9
시회주거수당, 임시주거수당 5.0

최소사회수당 

‧취업지원 

한부모수당 0.1
성인장애수당 6.6
활동연대수당 9.1
취업지원 0.1

가족에 대한 간접적 지출(b) 8.2
집에 있는 부모를 위한 연금 보험료 지원 4.3
셋째 자녀 이상 연금 혜택 3.6
아버지 휴가 급여 0.3

사회활동지원(c) 3.5
영아 보육 시설 지원(영아보육) 2.2
아동‧가족의 자유시간 지원(일상적인 가족생활) 0.7
주거(주거수당) 0.2
사회적 지원(최소사회수당‧취업지원) 0.4

프랑스 가족수당전국공단의 가족수당과 사회활동지원 지출(a+b+c) 74.0
가족수당공단 운영비 및 기타(d) 4.3

가족수당공단 운영비 2.6
기타 1.7

국가주거지원기금에 대한 가족수당전국공단 기부금(e) 4.0
사회보장에서 가족분야에 대한 지출 총액(a+b+c+d+e) 82.3

자료: Cnaf(2012) "Prestations familiales, 2010, Statistiques nation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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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프랑스 가족수당금고의 가족수당과 사회활동 지출 비중(2010년)

사회서비스

활동, 5

고령보험, 

모성휴가지원, 

11

주거수당, 21.5

사회최소수당, 

취업지원, 21.5

일상적

가족생활지원, 

24
영아보육

수당, 17
가족수당, 

41

자료: Cnaf(2012) "Prestations familiales, 2010, Statistiques nationales"

가족수당이 수행하는 사회활동지원은 아 보육 시설에 한 지원, 아

동  가족의 자유 시간 지원, 주거, 사회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러한 사회 활동 지원을 분야별로 다시 재분류 하면 아 보육 시설에 

한 지원은 가족수당의 “ 아 보육” 역으로, 아동‧가족의 자유시간 지

원은 “일상 인 가족생활” 역으로, 주거는 “주거수당” 역으로, 사회

 지원은 “최소사회수당  취업지원” 역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이러

한 재분류 작업과 함께 가족수당공단 운 비  기타 지출 그리고 국가

주거기 에 한 가족수당 국공단의 기부 까지 고려하여 사회보장에서 

가족분야에 한 지출 총액의 비 을 보면 [그림 3-8]과 같다. 

랑스 사회보장 가족정책 분야의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항목은 가족수당(50.3%)으로서 거의 반에 가까운 비 을 보이고 있다. 

사회최소수당  취업에 한 지원은 19.9%, 주거에 한 지원은 19.7%

에 각각 해당한다. 가족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가족의 일상 인 생

활에 한 지원이 22.6%, 아 보육에 한 지원이 17.7%, 고령보험  

모성휴가지원이 10.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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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프랑스 사회보장 가족정책 분야 지출 비중(2010년)

사회최소수당, 

취업지원, 19.9

주거지원, 19.7

운영비및

기여금, 10.1

고령보험, 

모성휴가지원, 

10.0 

영아보육

지원, 17.7

일상적

가족생활지원, 

22.6

가족수당
50.3

자료: Cnaf(2012) "Prestations familiales, 2010, Statistiques nationales"

한편, 랑스 가족 수당 고의 수입과 지출간의 차이인 자분의 연

도별 추이를 보면 2010년 약 2.7% 지출이 수입을 과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자는 1998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랑스 

가족수당 고의 재정은 1999~2003년까지 지출이 수입에 약간 못미치

는 안정 인 재정 구조를 보 으나 2004년 이후 지속 인 자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3-9 참조). 

〔그림 3-9〕프랑스 가족 수당 금고의 적자액(1998~2010년)

자료: 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2012) "Les chiffres clés de la Sécurité soci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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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족 수당 정책의 지원 대상자 특성

2010년도에 랑스 사회보장의 가족 분야는 11,770,000명의 성인과 

자녀 13,750,000명을 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성인 6,764,200명

( 체 상자 성인  57.5%)과 상자 자녀의 13,450,00명( 체 자녀 

 98%)이 자녀에 한 직간 인 수당을 지 하는 가족수당기 (Fnpf)

으로 부터 수당을 지 받았다9). 나머지 4,712,000명( 체 상자 성인 

 40%)의 성인과 2700,000명의 자녀는( 체 자녀  2%) 가족수당기

에 해당하는 수당 이외의 수당을 지 받았다. 상자 성인  40%가 

가족수당기  외의 다른 기 으로부터 수당을 지 받은 것은 이들이 최

소 사회수당 혹은 취업 지원 수당 등 가족에 한 직 인 수당이 아

닌 빈곤  사회  배제 감소 등을 목 으로 하는 사회 수당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족수당 국공단이 직 으로 가족 지원을 목 으로 하는 

수당 이외에도 사회  지원 차원에서 제공하는 수당도 상당 부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 상자 성인 에서 자녀 없는 성인은 4,829,00명으로 체 

상자 성인  41%에 해당한다. 자녀 1명인 성인은 2,125,000명으로 

18%, 자녀 2명 이상인 성인은 4,792,000명으로 체 상자  41%에 

해당한다. 자녀가 없는 성인이 가족 수당 수  상자의 상당 부분을 차

지하는 것은 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이들이 활동연 수당, 성인장애자

수당 등 빈곤과 사회통합을 목 으로 지 하는 수당 상자들이기 때문

9) 국가족수당공단은 수입과 지출을 가족수당기 (Fonds national des prestations familiales: 
Fnpf), 사회활동기 (Fonds national d'action social: Fnas), 운   행정 기 (fonds 
national de gestion administrative: Fnas)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 어서 리한다. 가족수당

기 은 가족에 한 직  그리고 간  지출과 수입을 리하며, 사회활동기 은 사회

활동지원에 한 지출과 수입, 그리고 운   행정 기 은 가족수당 고 운 에 한 지

출과 수입을 리하는 기 이다. 자료: Cnaf(2012) "Prestations familiales, 2010, 
Statistiques nationa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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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실제로 <표 3-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가 없는 사람의 부

분은 가족수당기 (Fnpf)에 해당하는 수당의 수 자가 아니라 기타 수당

을 수  받는 사람들이다. 

〈표 3-13〉프랑스 가족 수당 수급 대상자 분포

구분 대상자 수 비중

가족수당기금

(Fnpf) 수당

2자녀 이상 가족  4,791,974명  40.7%
1자녀 가족  1,855,296명  15.8%
자녀 없는 사람   116,919명   1.0%

가족수당기금 

(Fnpf) 외 수당

1자녀 가족   269,517명   2.3%
자녀 없는 사람  4,712,142명  40.0%

기타    24,531명   0.2%

합계 11,770,380명 100.0%

자료: Cnaf(2012) "Prestations familiales, 2010, Statistiques nationales"

가족수당기 (Fnpf)에 해당하는 수당은 가족에 한 직 인 지원과 

간 인 지원에 해당하는 수당들이다. 이러한 가족수당기 에서 지원하

는 수당만을 한정해서 볼 때 지 받은 수 자들의 유형별 분포는 <표 

3-14>와 같다. 가족에 한 직  그리고 간  지원에 해당하는 수

당  가장 많이 수  받은 수당은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 AF)

으로서 체 가족 수당기  수 자  73%가 AF를 지 받았다. AF의 

수 자 비 이 높은 이유는 AF가 소득수 과는 무 하게 자녀 2명 이

상인 가정을 상으로 보편 으로 지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이 개학수당(45%)과 아 보육 수당  기  수당

(2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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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가족수당기금 수급자 중 수급 수당 유형별 분포

수당 구분 수급자 수
전체 가족수당기금 

수급자 중 비중

가족수당 4,920,400명 73%
개학수당 3,022,300명 45%
영아 보육 수당 중 기초 

수당
1,944,260명 29%

가족보조금 863,340명 13%
영아 보육 수당 중 
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783,490명

(인가받은 보육사: 716,200명)
(가정내 보육사: 67,290명)

12%
(인가받은 보육사: 11.0%)

(가정내 보육사: 1.0%)
가족부양수당 744,800명 11%
영아 보육 수당 중 
근로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558,140명 8.3%

장애아 교육 수당 176,420명 2.6%
가족수당기금 수급자 6,764,190명 -

  주: 각각의 수당은 중복 수급이 가능함.
자료: Cnaf(2012) "Prestations familiales, 2010, Statistiques nationales"

한편, 이러한 가족을 상으로 하는 직·간 인 수당 들은 특별한 이

유가 없는 경우 복 수 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가족에 한 직  

혹은 간  지원 수당(Fnpf에 해당하는 수당) 이외 기타 다른 기 의 

수당까지 고려하여 체 수 자의 황을 살펴보면 <표 3-15>와 같다. 

수당 수 자 에서 한 종류만의 수당을 지 받은 사람은 체 수당 수

자  56%로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가장 많은 비 을 차

지하고 있는 것이 주거 수당이며(25.5%), 그 다음으로 높은 비 을 차

지하는 것이 가족수당(13.2%)이다. 두 종류의 수당을 지 받은 사람은 

체 22%를 차지한다. 주거수당과 최소사회수당(7.9%) 그리고 가족수

당과 아보육수당(5.2%)를 동시에 지 받은 비 이 가장 높다. 세 종

류의 수당을 지 받은 사람은 11%, 네 종류는 8%, 다섯 종류 이상의 

수당을 지 받은 사람은 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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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가족수당 유형별 수급 현황(2010년)

구분 수급자수(명) 비중(%)

한 종류의 수당을 받은 사람 6,286,386 56

주거수당 2,874,754 25.5
가족수당 1,487,083 13.2
최소사회수당 및 취업 지원  975,300  8.6
영아 보육 수당  672,282  6.0
개학수당  192,988  1.7
가족부양수당   46,930  0.4
장애아 교육수당   37,049  0.3

두 종류의 수당을 받은 사람 2,524,382 22

주거수당 + 최소사회수당  889,797  7.9
가족수당 + 영아보육수당  585,185  5.2
주거수당 + 영아보육수당  134,303  1.2
가족수당 + 가족보조금   95,767  0.8
가족부양수당 + 가족수당 혹은 주거 수당   40,037  0.4
가족수당 + 장애아교육수당   26,750  0.2
가족수당 + 주거수당   26,267  0.2
가족수당 혹은 가족부양수당 + 활동연대수당   14,093  0.1
기타  712,183  6.3

세 종류의 수당을 받은 사람 1,199,551 11

가족수당 + 주거수당 + 영아보육수당  137,419  1.2
영아보육수당 + 주거수당 + 활동연대수당   59,559  0.5
주거수당 + 가족부양수당 + 활동연대수당   27,785  0.2
가족수당 + 주거수당 + 활동연대수당   10,281  0.1
가족수당 + 주거수당 + 가족보조금    6,384  0.1
가족수당 + 주거수당 + 가족부양부당    4,625 0.04
기타  953,498  8.5

네 종류의 수당을 받은 사람  876,034 8

다섯 종류 이상의 수당을 받은 사람  395,029  3.5

합  계 11,281,382 100

자료: Cnaf(2012) "Prestations familiales, 2010, Statistiques nation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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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족정책 추진 행정 조직 및 기구

오늘날 분명한 치를 차지하고 있는 랑스의 가족정책 계획  수행 

기구들은 오랜 과거 역사로부터 이어져 내려져 온 특성이 있다. 과거에 

인구학 이고 출산장려 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정책 기구들은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개념들 - 를 들면 양성 평등 -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 역사 으로 볼 때 새롭게 두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 가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있는 기구들 사이에서 거론되거

나 갈등하는 양상으로도 나타나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기구들의 많은 변화

를 가져왔다(Commaille and Martin, 1998; Commille, 2001). 

랑스의 행정 기구는 그 시 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향력과 련

한 도덕과 가치를 반 해 왔다는 특징이 있다. Lenoir(1999)는 "합법

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각 시 의 서로 다른 권력에 따라 다르게 정

의되었다고 지 하 다. 제3 공화국 하에서 가족에 한 지지는 가톨릭 

교회에 의해 정의된 가족 모형에 따라 자의 으로 설정된 개념이라고 보

았다. 랑스에서 가족에 한 정의는 공화국의 원칙, 인구 감소에 한 

응, 그리고 사회 질서의 재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왔다. 

2차 세계  이후 가족 련 입법체계, 기구, 정책이 마련된 이래 

약 백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 가족정책 기구의 재의 모습이 수립되었

다. 이러한 가족정책 기구는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보다 명확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재 랑스의 표 인 가족정책 기구는 행정 기구로서 가족  아

동 장 과 가족 련 범 부처 표 심의회가 있으며, 인구 정책 련 행

정 기구로서 인구·가족 고등 심의회와 인구  이민청이 있다. 가족에 

해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합법 인 표자들에 의해 구성되어 행정 기

구와의 교섭 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가족 회 국연합(Union nationale 



120∙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des associations familiales: Unaf)이 있다. 가족수당에 한 리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로서 가족수당 국공단(Caisse nationale 

d'allocation familiale: Cnaf)과 그 조직망인 가족수당지역공단이 있다. 

연구와 정책 견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로서 국립인구연구소(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ies: INED)는 과학 인 연구 결과를 제

시함으로써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1. 가족정책 관련 행정 기구

가. 가족‧아동 장관                                          

(Le ministère délégué à la Famille et à l'Enfance)

가족과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장 직은 2000년 4월에 창설되었다. 가

족·아동 장 직은 가족과 아동에 한 정부의 정책을 련이 있는 다른 

부처와 함께 비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과 사회통

합 부서를 지원한다. 이러한 임무를 하게 수행하기 해 가족·아동

장 은 "가족 련 범 부처 표 심의회", "사회활동국", "사회보장국", 

"노동과 사회통합부서"의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족·아동 장 의 창설은 좌  성격을 가진 정부가 가족정책에 해 가

지고 있는 의지의 새로운 도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2000년 6월 15일 최 의 가족·아동 장 으로 세골  루아얄(Ségolène 

Royal) 여사가 임명되었다. 이러한 가족·아동 장 직의 창설을 통해 오

늘날 제안되고 있는 가족 련 정책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다양성을 가진 가족을 한 정책을 

변할 수 있게 되었다10).

10) 2001년 4월 25일 시행령에 의해 장애인과 련해서도 가족  아동 장 의 새로운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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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아동 장 직의 마련은 인구 수에 한 문제보다 가족과 아동에 

강조를 둠으로써 과서 20세기 반에 걸쳐 랑스 공공 정책에서 특징

을 보여 왔던 인구학 인 측면 그리고 출산 장려 인 성격에서 벗어나

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나. 가족 관련 범 부처 대표 심의회

   (La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 Famille)

가족 련 범 부처 표 심의회는 가족과 련된 행정 기구의 활동을 

진행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해 1998년 7월에 창설된 기구이

며 동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실행시키는 임무룰 가지고 있다. 동 

심의회의 창설은 1997년 12월 "1998년 사회보장 재정법"과 련한 의

회의 토론 에 발표되었다11). 총리를 의장으로 하여 가족정책의 방향성

을 논의하기 하여 련된 부처의 장 들로 구성된 “가족 련 범 부

처 표자”를 소집한다. 각 표자들은 권리, 주거, 경제, 재정 등 특별

히 요한 분야의 부처 표로 구성되어 있다. 동 심의회는 가족과 련

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를 명령하는 일을 하고 있다.

  2. 인구 정책 관련 행정 기구

가. 인구‧가족 고등 심의회 

   (Le Haut Conseil à la Population et à la Famiile: HCPF)

인구‧가족 고등 심의회는 인구고등 원회라는 이름으로 가족법에 의

로 맡겨지게 되었다. 
11) 1997년 12월 19일 법령의 부록 213 항에 “가족정책에 한 재고려: 정부는 가족과 련

한 범 부처 표자 회의를 마련한다”라고 명시함(Loi 91-1164 du décemgr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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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939년 창설되었다. Vichy 정권하에서 폐지되었으나 자유화와 함께 

드골 장군에 의해 다시 설립되었다. 통령의 속 기구로서 정부의 인

구  가족 련 문제에 한 이해를 도모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설립 기에 인구고등 원회는 다소 정부에 의해 향을 받고 있었다. 

피두 총리는 동 원회에게 사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권한

을 갖게 하여 부처  원회와 같은 수 의 요성을 부여하 다. 이러

한 부처  수 으로의 격상을 통해 동 원회는 기능 구조를 변경하여 

인구와 가족 련 문제의 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부 

장 인 G. Dufoix의 주장에 따라 1985년 시행령은 인구고등심의회를 

인구‧가족 고등 심의회로 변경하 으며 동 회의 모든 원들을 통

령의 권한으로 임명하 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동 회는 통령 직

속의 상임 심원회로서 국내 정책과 련하여 토론이 필요한 요한 내

용을 건의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동 원회의 원들은 12명에서 19명으로 구성된 문가와 부통령으

로 구성되며 통령의 권한으로서 통령이 원들을 임명한다. 동 원

회의 사무총장은 사회노동부의 인구‧이민 국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각 

원들은 인구, 가족, 사회  가족정책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가족 고등 심의회는 문가들의 논의를 경청하고 

련 연구를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특별하게 규정된 

업무 방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다. 심의회 원은 인구 정책과 가족정책

에 해 단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하다고 단되는 경우 출산주의자, 말서스주의자, 인구주의자 등 다양

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다. 이는 동 심의회의 

원으로 Robert Debré, Alfred Sauvy, Pierre Laroque, Gérard Calot, 

Claude Thélot와 같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인구 학자들이 참여

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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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과 련한 업무를 수행하 던 다른 기구들은 1980~1995년 

기간 동안 기능을 멈추거나 침체 상태에 들어갔다. Giscard d'Estaing 

통령에 의해 설립된 가족 련 범부처 심의회는 1980년  반에 기

능을 멈추었으나 1998년 다시 기능이 재개되었다. 인구 문제에 한 의

회 표 기구 역시 그 기능을 멈추었다가 1990년 다시 기능이 재개되었

다. 2000년 11월 동 심의회의 기능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통령은 베이

비 부머의 은퇴 연령 도래와 낮은 출산율 등 향후 다가올 미래에서 국

가가 직면해야 하는 원칙들을 제시하 다. 국가의 활기있는 인구 상태, 

국가의 번 , 경제 성장 간에 긴 한 계가 있음을 언 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랑스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의 기"와 크게 연 이 있음을 

강조하 다. 랑스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의 기로서 사회 안에서 은퇴

자의 치, 의존 상태에 있는 돌  문제, 은퇴자에 한 재정  지원과 

사회  보호, 새로운 유형의 가족의 등장, 가족 생활과 직장 생활 간의 

조화 등을 지 하 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가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실제로 낳은 자녀 수 보다 더 많은 

수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국가의 최우선 

심 사항으로 두면서 국가의 인구학  부흥에 참여할 것을 구하 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가 극 으로 가족정책에 참여할 것을 한 강조

하고 있다. 

인구와 가족 고등 심의회는 정부의 계획에 하여 의견을 공식 으로 

표명하고 있다. 2000~2001년 동안 제시된 아젠다의 주요 세가지 주제

는 청소년에 한 지원, 출산 제고와 련한 보육 서비스와 수당 정책,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이다.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어 

청소년 문제와 같은 정부 로젝트에 여하고 있으며 장기 인 시각으

로서 가족과 련된 주제인 고령과 가족 지원 등 보다 심각한 문제에 

해서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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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항을 실 하기 해서 인구‧가족 고등 심의회는 다음과 같

은 세가지 내용을 제시하 다. 첫째, 가족에 한 지원 상황을 개선하여 

가족이 원하고 있는 다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가족들이 지속

으로 가지고 있는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해 아 보육에 한 수당

과 서비스 정책을 재고려한다. 아 보육 지원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강

화한다. 기업으로 하여  여성 노동자들이 가족 생활과 직장 생활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한다. 

둘째, 부모의 역할과 부모-자녀 간의 계를 견고하게 하고 회복시킨

다. 이러한 사항은 사회 통합의 강화를 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가족의 권리를 재검토하고 가족의 책임과 공동체의 

책임 간에 구분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 안에서 은퇴자의 역할을 재 고려한다. 은퇴자가 사회 인 

삶 속에 편입되도록 하고 가족과 국가 사이에서 은퇴자의 독립에 한 

책임의 분담을 고려한다. 

인구와 가족 간의 계는 1996년 통령 취임을 통해 다시 강조되었

다. 통령은 취임사에서 "가족정책이 인구학 인 고려 없이 추진될 수 

없듯이 인구 정책도 가족정책 없이 추진될 수 없다. 출산율 하를 막기 

하여 가족정책은 오늘날 반드시 명확성을 기해야 한다." 실제 인 정

책 실행에 있어서 랑스의 인구학 인 통과 가족정책 간의 긴 한 

계의 연결을 구 하는 사람은 바로 통령이다. 낮은 출산율에 한 

심 표명을 통해 통령은 인구학  문제에 직면한 랑스의 통을 

잘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령은 가족들이 원하는 수 만큼의 자

녀를 갖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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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 및 이민청

   (La direction de la population et des Migrations: DPM)

인구  이민청은 노동 이민과 련된 문제를 다루는 기 으로서 오

랫동안 노동부 할 하에 있었으나 재는 사회부서의 할 하에 있다. 

인구  이민청은 내부조직으로서 인구와 국제 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인구 부서, 보육과 사회 통합 부서, 귀화부서의 세 가지 부서로 구성되

어 있다. 인구  이민청에 따르면 "그 자체로서의 인구 정책이라는 것

은 없다. 우리는 가족의 자유를 보장할 따름이다. 랑스는 고무 인 정

책을 취하는 국가가 아니다. 랑스는 출산을 장려하지도 않고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지도 않고 있다. 인구  이민청은 출산이라는 주제에 있

어서 가족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이 자녀를 갖도

록 지원해 주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정책 

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다.

인구  이민청의 단기 인 정책 방향은 노동 시장에의 참여  이민

과 련된 문제에 집 되어 있다. 동 기 이 강조하고 있는 이념은 UN

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립되는 것으로서 이민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

니라 직업 교육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의류, 호텔, 외식

업체 분야에서의 노동력 부족과 련하여 노동과 임  조건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매력

으로 보일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구  이민청은 정부가 우선 순 를 두고 있는 주제이거나 연구가 

부족한 분야, 그리고 련된 노동에 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구 

 이민청은 매년 랑스의 인구 황에 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

는 국립인구연구소(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INED)

와 같은 연구 기 을 감독하고 있다12). 가족정책에 한 INED의 연구



126∙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들은 국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유용한 연구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INED의 연구물들은 의회에서의 토론  련된 다양한 그룹들 사이에

서 활용되고 있으며 정책을 추진하는데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INED 의 연구 결과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정책이 

가져올 결과를 측하고 정책이 추구하는 목 과 함의성을 알리는 역할

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3. 가족수당전국공단 

     (Caisse National d'Allocations Familiales: Cnaf)

가족수당 국공단은 랑스에서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가장 심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 이다. 국 으로 걸쳐있는 가족수당지역공단

의 조직망을 통해 동 기 은 가족 수당과 함께 활동연 수당  주거 

수당을 지 하고 있다. 행정 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 으로서 국

가의 감독 하에서 고용주와 임  근로자 등 사회  트 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paritarisme" 방식13)에 의해 경 되고 있다. 가족수당 국공

단은 가족정책과 련한 필수 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약 25년

부터 랑스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 방향성에 따라 취약 계층을 한 

지원으로 방향을 환하여 빈곤  사회  배제 감소에 을 두고 있

다. 101개의 가족수당지역공단은 국가 인 차원에서 결정된 가족정책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 

가족수당 국공단의 두가지 기능은 첫째, 행정심의회의 개입을 통하여 

정책 제언과 토론 등 정책을 계획하고, 둘째, 수당의 지  등 정책을 실

제 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1996년 가족수당공단의 조직을 개 한 Juppé

12) 1967년 출산 정책과 련한 법이 제정된 이래 INED는 출산율, 결혼율, 이혼율, 사망률 

등 랑스의 인구 황에 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13) 노사 동수의 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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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칙령 이후로 국가와 가족수당 국공단 간의 계는 계약 계로 변

경되었다. "목 과 경 에 한 약(convention d'objectifs et de 

gestion: COG)"은 국가와 가족수당 국공단 간의 계에 한 사항을 

4년마다 다시 새롭게 설정한다. 이러한 약은 가족수당 국공단을 국가 

감독 하에 있는 공공 기 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수

당 국공단은 이러한 약을 국가의 표자들과의 상을 통해 마련한

다. 랑스의 모든 사회보장기구와 같이 가족수당 국공단과 가족수당지

역공단은 행정 심의회와 감독 심의회 두가지 결정 기구로 구성되어 있

다. 행정 심의회는 직  민주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정부에 의해 임명된 

기 장과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 심의회는 "목 과 경 에 한 

약"이 잘 용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감독 심의

회장은 국회의원이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NGO 단체 등 시민 사회 

표들로 의원이 구성된다. 

행정심의회는 경제 주체 표(임  근로자 연합들의 표자와 경 자 

 자 자 표), 시민사회 표자(가족 회 국 연맹14)), 국가 정부 

표로 구성된다. 행정 심의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족정책 역에 

있어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다수측에서 두 집단 표(경 자  자

자 표와 국가 정부 표)와 반 측에서 두 집단 표(임  근로자 

연합 표와 시민사회 표)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다

양한 구성을 통하여 행정 심의회는 수당 수 자 즉 시민들이 가지고 있

는 근심 문제부터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 범 한 역

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랑스 가족정책 재정의 많은 부분을 경 자가 

지불하는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심의회의 원들은 노

동조합, 문가 그룹, 회 련자로 구성된 기구에 의해 지정되며 원

14) 가족 회 국연맹(Unaf: 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Famil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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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심의회의 원 에서 한 사람으로 선출한다. 1967년부터 행정심

의회 의장은 랑스 기독교 근로자 연맹의 노동조합 구성원에 의해 찬

성 받아야 한다. 

가족수당공단의 힘의 분배는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가족수당 국공단과 가족수당지역공단 사이에서의 힘의 분배이며, 둘째

는 행정 심의회와 가족수당공단 국장 사이에서의 힘의 분배이다. 행정 

심의회는 가족수당공단의 모든 활동 역에서의 정책을 제언하며 국장은 

행정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비하고 실행시킨다. 가족수당공단에서

의 다양한 기능 인 계들은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들의 할

로 두고 있다. 가족수당 국공단의 실행에 용되는 원칙들은 모든 가

족수당지역공단에도 용된다. 일년에 한번 모든 가족수당지역공단 기

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마련하여 가족수당공단 활동의 종합평가를 알리

며 차기 가족정책의 주제에 하여 사 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수당지역공단 기 장들의 연례회의에는 국가의 표자가 참석하여 

국가 정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15). 

가족 련 범 부처 표 심의회는 다방면에 걸쳐 역할을 수행하고 있

는바, 가족수당공단이 결정을 내리는 주요한 문제에 하여 가족수당공단 

행정 심의회를 지원한다. 그러나 가족 련 범 부처 표 심의회의 역할

은 가족‧아동 장 직이 마련된 이후 감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 사회보장에서 가족 지원 분야 업무로서 가족수당공단이 수행하

는 역할은 다음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족에게 수당

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가족 수당, 주거에 한 지원, 빈곤에 한 지

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둘째, 가족 지원을 한 다양

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활동은 가족을 한 서비스를 

15) 가족·아동 장 이 임명된 이후 부분 가족·아동 장 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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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시설을 마련한다는 목  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를 들면 시설 운 에 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련된 회에 보조 을 지원하거나, 력자들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이

러한 사회 활동은 한 가족에 한 직 인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

한다. 가족수당 고의 사회  지원 활동은 국가가 가족정책을 해 지향

하고 있는 바와 일치하며 지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하게 

응할 수 있다는 에서 상당히 요한 역할로서 간주되고 있다.

사회보장에서 가족지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수당 고의 활동 

역은 상당히 확장되어 재 가족수당 고가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가족 

분야만이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가족에 한 직  수당이 체 가

족수당공단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은 41%로서 빈곤자를 한 활동

연 수당과 학생과 자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원하는 주거 

수당이 43%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족

수당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을 “가족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

양한 공공 정책 역에서의 가족수당 공단의 역할 수행은 여론에 의해 

강하게 정당화되고 있다. 비록 정책의 세부 인 내용과 정책 우선 순

에 해서는 논쟁이 일고 있지만 가족 수당이 수행하는 반 인 사회 

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책에 해서는 원칙 으로 볼 때 국가

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4. 가족 회의(Les Conference de la famille)

1995년 7월 25일 가족법에서 정부는 매년 가족과 련한 회의를 소

집하여 가족과 련한 운동가들과 자격 있는 기 들을 소집할 것을 계

획하 다. 이러한 가족 회의는 1996년 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동 기구

는 설립 기에 좌  성향의 연맹들이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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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역할이 변해가다가 재에 와서는 아동과 가족에 한 가족정책 

기구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가족 회의는 정부의 정책에 해서 논

의만 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신 인 정

부 형태를 띄고 있다. 동 가족 회의를 통해 차기 년도의 가족과 아동 정

책의 방향성을 발표하고 있다.

1995년 12월 21일 사회 정상 회의에서 Juppe 수상은 “가족에 한 

약속”을 발표하 다. 이는 앞으로 있을 사회보장과 가족수당 개 에 

한 시민들의 불만에 직면하여 정부가 가족 연합과 토론하기 함이었다. 

법제화 이 에 이루어진 사회보장과 가족수당의 개 과 명칭 변경에 

한 발표는 놀랍게도 랑스 기독교 근로자 연맹과 성공회 연맹에 속한 

가족 연합회의 분노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러한 시민 사회의 불만에 

해 방패 역할을 한 것은 “가족에 한 약속”을 통해 “가족 회의”가 정

착되었기 때문이다. “가족 회의”는 가족에 한 공공의 지출을 감소하려

는 정부와 가족에 한 정부의 지출을 주장하는 시민 사회의 갈등이라

는 기의 상황에서 창설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족 회의에 참가하는 그룹은 총리와 주거, 사회, 고용 등 련 있는 

부처의 장  뿐만 아니라 가족 주의 운동가 회, 사회보호연맹, 사회  

트 , 지역 공동체 표, 기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연례 행사인 

가족 회의에 한 비 단계로서 각 부서의 장 들은 련된 력자들

을 소집하여 의견을 취합한다. 이러한 의는 다양한 유형을 띈다. 첫째, 

가족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분야의 표자들을 만난다. 여기에는 가족

회 국연맹과 다수의 가족 회, 노동조합, 부모 회, 구호 회 표자들

이 포함된다. 둘째, 각 역에서 유명한 문가와 연구자의 의견을 듣는

다. 셋째, 가족정책과 련한 다앙한 활동가들의 의견을 반 하기 하

여 세미나를 마련한다. 

이러한 가족회의의 사  성격을 가진 회의의 로서 200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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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 한 회의, 아에 한 회의, 가족과 학교와의 계에 한 회

의를 개최하 다. 7개의 작업반이 2001년 가족회의를 해 마련되어 

“사회  시간 활동”에 한 내용에 해 작업하 다. 다른 작업반들은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합한 주제에 해 작업을 수행하 다. 

를 들어 청소년과 련한 문제에 해서는 청소년 국가 심의회가 

련된 운동가들을 함께 모아서 그 분야의 책임을 맡고 작업을 수행하

다. 2002년 가족회의 비 작업의 일환으로 2001년 10월 가족·아동 장

의 주재로 “가족 생활과 직장 생활 간의 조화: 새로운 쟁 , 논쟁, 활

동” 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하 다. 동 세미나에는 7명의 연구자와 문가

가 모여 이러한 주제에 한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 다. 참석한 문가

는 임  노동자 조합, 고용주, 가족과 여성 회, 가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와 기구, 선도 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분야의 표자

들이었다. 이러한 세미나의 주제에 해 세 가지 작업반 그룹이 마련되

었다. 첫째는 일과 가정 양립 확립을 하여 기업에서의 상을 조정하

는 것이며, 둘째는 지역에서의 신을 도모하는 것이며, 셋째는 사회  

시간과 그 구성에 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작업반에서

는 사회  력가의 결집, 두 번째 작업반에서는 기업의 결집 그리고 세 

번째 작업반에서는 지역 단체의 주도 인 역량을 구하 다. 이러한 작

업반은 논의 결과에 해 각각의 제안서를 제출하 다.

1995년 가족법 내에서 가족회의 소집에 한 내용을 담을 때 “정부

는 매년 가족과 련한 국 회의체를 마련하여 가족 운동가와 자격 있

는 단체들을 소집한다” 라고만 언 하고 가족회의가 어떠한 내용을 다

룰 것인가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는 가족회의가 의견 교환 장소로

서 가족정책과 련한 다양한 활동가들이 매년 정기 으로 모이고 총리

가 가족정책에 한 계획과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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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양한 요소들이 연례 가족회의에 결합되었다. 특히 1997년 

Jospin 총리가 국민들의 의견에 한 고려 없이 가족 수당을 소득 조건 

하에서 지 하겠다는 결정과 격한 발표에 해 랑스 국민들의 강력

한 반 에 직면하게 되어 소득 조건 부여에 한 결정은 1998년에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이후 가족정책은 가족의 표자와 함께 토론하고 가족

주의자들의 의견을 반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가족회의가 창설되기 까지 가족정책에 한 부분의 토론은 “인구·

가족 고등 심의회”, “ 랑스 가족 표창”, “가족 회 국연맹”을 통해 이

루어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총리는 가족정책을 표하는 어떠한 상징

인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가족정책을 표하는 기 은 가족을 담당하

고 있는 부서가 맡고 있었다. 1998년 가족 련 범부처 표 회의와 

2000년 가족·아동 장 의 임명 등 새로운 기구의 설립과 함께 가족 회

의는 정부의 가족정책을 발표하는 장소로서 가족과 련한 다양한 집단

과 함께 새로운 가족정책을 비하고 결정을 따르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가족 회, 정치 정당, 노동자 조직은 동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들을 설명 받고 발표된 모든 가족정책에 해 그들의 시각을 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컨  가족 회는 다양한 사회  트 가 

공격 이거나 혹은 수동 이지 않은 방식으로서 그들의 제안을 제시하는 

정치 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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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 사회보장으로서 저출산정책

우리나라에서 출산정책을 국가 인 차원에서 추진한지 이제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 다. 그 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출산‧고령화

상이 우리 사회에 미칠 부정 인  효과에 해서 체 국민들의 

인식도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 인식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1년 재 1.24명 수 으로서 OECD 

국가  최하 권 수 이다. 지난 1차  2차에 걸친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에 해 국민들은 여 히 

높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한 국

민 인식의 증가는 오히려 정부의 출산정책에 한 기  수 을 한층 

더 높여 정부 정책에 한 불만도 커지는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 

본 장에서는 2012년 사회보장법의 개정으로 출산과 양육에 한 부담

이 국가가 사회 으로 보장해야 하는 사회  험으로 천명된 것을 계

기로 출산정책이 국가 사회정책으로서 통합 으로 운 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앞 장에서는  사회에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 갖는 의미와 국가의 역할을 재조명해 보았다. 우리나라보다 먼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국가 존립에 치명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견한 

유럽 국가는 가족에 한 지원 정책을 통하여 출산율을 정 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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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가족정책을 

자녀 양육에 한 경제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차원으로 추

진함으로써 체 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형평성을 확보함으

로써 보다 통합 인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  출산율 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세기 

이상 동안 국가 사회보장 정책으로서 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온 랑

스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랑스 가족정책이 지나온 역사 인 과정을 돌이켜 볼 때 기에 인구학

인 측면에서 출산율 증 를 목 으로 추진한 정책의 모습은 재 우

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랑스와 우리나

라는 문화 인 통과 역사 인 맥락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

지만 랑스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변화를 우리 사회도 

경험하고 있고 더욱이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기본 인 가치에 해서 

두 사회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 출

산정책이 나아갈 모습은 랑스 가족정책이 지 까지 지나온 온 역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시행착오로 인하여 지불해야 할 사회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해서 랑스 가족정책이 주는 시사 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랑스 가족정책이 주는 가장 큰 시사 은 출산율 제고를 목 으로 

하는 가족 지원 정책이 국가 사회정책으로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반 인 사회정책이 가족을 지원하는 목 성을 가짐으

로써 국가 사회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사 에 근

거하여 본 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출산‧고령화 사회에 응하는 사회정책의 목표는 인류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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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추구에 두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가치가 달성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인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출산정

책의 비 과 목표는 향후 다가올 출산‧고령화 사회에 응하여 우리 국

가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가 무엇이며 어떠한 목표와 수단을 통해 이

러한 가치를 달성할 것인가에 한 고민을 통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랑스 가족정책의 경우 기의 출산 지향 인 정책 성향이 이제는 

암묵 인 목표로 자리 잡게 되었고, 사회가 공동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자유‧평등‧박애의 달성을 가족 지원 정책의 궁극 인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가족 수당 정책을 통하여 사회의 수평  그리고 수직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육 지원 정책을 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함으

로써 양성 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정한 수 의 출산율과 고령 사

회에서 사회보장 시스템의 지속성 유지는 이러한 정책 인 지원을 통해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타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체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간의 통합 인 사회를 구축하여 미래 사회에서 

국가의 존속과 지속 인 번 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 통합 인 

사회 구축을 한 목표로서 자녀 출산에 한 국민들의 자유권을 보장

하고 자녀 양육 부담에 따른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한 추진 과제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정책

들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가족과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는 목 성을 지향

해야 할 것이다. 출산‧고령화에 응하는 사회정책들이 가족과 자녀 

양육 지원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Laroque(2001)가 지 하 듯이 

“신사회  험과 인구 고령화 문제와 련한 부분의 사회 문제들은 

가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개인의 안 은 집단 구성원의 안 과 분

리될 수 없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회는 가족 집단에 의해 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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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출산‧고령사회에 응하는 가족 지원 정책은 크게  지원, 서비

스 지원, 시간 지원 차원에서 모색되어 질 수 있다.  지원 정책에는 

수당 정책, 조세 지원 정책, 연 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자녀 양육을 한 서비스 지원의 가장 표 인 는 시설 혹은 

개인 보육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녀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이다. 시간 

지원 정책에는 자녀 양육을 한 각종 휴직  휴가 제도를 들 수 있다. 

〔그림 4-1〕국가 사회정책으로서 저출산정책의 비전‧목표‧추진과제

비전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사회 통합과 지속적인 국가 번영 

↑

목표
• 자녀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권 보장

 • 자녀 양육 부담에 따른 사회 불평등 해소

↑

추진

과제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 시간지원정책

•보편적 가족수당

•조세 지원 확대

•연금 혜택 강화

•실 수요자 지원

•소득‧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

•가정내 보육 강화

•부모 지원으로서 

육아휴직제도 

•가족 돌봄 휴가 

제2절 저출산정책의 세부 추진 과제

  1. 현금 지원 정책

가. 수당 지원 정책

자녀 양육을 한 경제  지원 정책으로서 가장 요한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이  지원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을 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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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정책은 앙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

당, 입양 아동 양육 수당,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장애 아동 수당과 

같이 취약 계층 자녀를 상으로 하는 수당이 부분이며 여 수 도 

낮다. 이러한 국내 가족 련  지원 정책 황은 <표 4-1>과 같다.

〈표 4-1〉국내 가족 관련 현금 지원 현황(2012년)

정책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장애아동

수당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

0~36개월

입양아동

- 일반(~13세미만)
- 장애(~18세미만)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만 12세 미만)

차상위 이하

재가 장애아동

지원

금액

- 0~12개월(월20만원)
-12~24개월(월15만원) 
-24~36개월(월10만원)

- 일반: 월10만원

- 장애: 중증(월 

627천원), 
경증(월551천원)

- 5만원/월 

- 미혼모, 부자, 조손 
가정 5세 미만 아동 

5만원 추가지원

- 중증: 
기초(20만원),  
차상위(15만원)

- 경증 10만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자녀 양육을 한 출산 축하 을 지원하고 있

으나 부분 둘째아 혹은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시 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분할 인 경우에도 아 자녀 

에 해 지원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자녀 양육에 한  수당 정책은 

부분 소득이 낮은 소득 계층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입양 아동 양

육 수당을 제외하고는 한부모와 장애 자녀라는 이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해서도 소득 가정만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 수당이 내

년부터 소득 하  70%까지 지 됨으로써 어느 정도 보편성은 확보되리

라 단되지만 양육 수당이 시설에 자녀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보편 인 의미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지원이라고 보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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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경제 인 지원은 OECD(2011)를 포함하여 많은 연구가 지

하 듯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자녀 가정을 상으로 지원할 때 사회의 수평  형평성 확보의 효과

는 클 것으로 기 된다. 더욱이 다자녀 가정의 경우 빈곤한 가정이 많다

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다자녀 가정을 상으로 하는 정책은 수직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수평  형평성 확보를 기하여 

하여 다자녀 가정을 상으로 하는 보편 인 차원에서의 가족 수당 도

입이 필요하다. 가족 수당은 특히 다자녀 가정이 자녀 양육에 한 상

인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두자녀 이상 가정을 상으로 지

원하고 자녀의 출생 순 가 높을수록 더 높은 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

다. 도입 기에는 반 으로 사회보장 여 수 이 낮은 우리나라 

실을 감안하여 고소득가정을 제외하고 가족 수당을 지 할 필요가 있으

며 향후 차 그 상을 확 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의 연령

도 도입 기에는 미취학자녀에 한해 지 하다가 차 그 상을 부모

의 부양하에 있는 자녀로 확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율 제고를 

목 으로 기에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을 상으로 지원하다가 차 한

자녀 가정으로 상을 확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가족 수당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재 확 를 고려하고 

있는 양육 수당과의 조정이 필요하다. 보편 인 자녀 “양육” 지원을 목

으로 하는 수당 정책과 자녀 “돌 ” 지원을 목 으로 하는 보육 정책

은 구분되어야 한다. 가족 수당은 일반 가정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갖

게 되는 재정 인 부담을 지원하는  지원 정책이다. 반면에 보육 서

비스 지원은 부모가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자녀를 직  돌보지 못할 때 

보육 서비스가 부모의 역할을 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따라서 보편 인 자녀 양육 지원을 한 가족 수당이 도입된다면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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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한 지원은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자녀를 직  돌볼 수 없는 

부모를 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가족 지원을 목 으로 지 하는 수당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득 수 에 따른 수직  형평성,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수평  형평성, 그리고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취약 가정에 

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체 사회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보

편 인 성격을 가진 가족 수당을 지원함과 동시에 취약 계층을 상으

로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과 련하여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소득층 가정은 물론 다자녀 가정, 한부

모 가정, 장애아 가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정은 이미 가정의 특성

에 기반한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 

상의 범 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 수당 외에 기타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 하는 수당 여액도 소

득 수  뿐만 아니라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등 가족의 특

성을 고려하여 차등 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수당 여액을 소득 수 에 

따라 차등 으로 지원하되 소득 기 을 용할 때 다자녀, 맞벌이, 한부

모 여부를 고려하여 일반 가정에 용하는 소득 기 보다 낮게 용하

여 보다 많은 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기타 사회정책을 통한 재정적 지원

재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다자녀가정에 한 사회  우 로

서 소득공제  비과세를 통한 세제지원과 국민연  출산크 딧 제도를 

운 하고 있다(표 4-2 참조). 세제 지원에는 소득 공제로서 자녀에 한 

기본 공제, 추가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가 있으며, 자녀에 해 지출하

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공제 혜택이 있다. 한 보육 수당 월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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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 공제는 개인별 

소득에 따른 공제로서 부부 각각에 해 용한다. 

일반 으로 볼 때 소득 공제를 통한 세제 지원은 역진 인 효과가 있

어서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상 으로 유리하다. 랑스의 경우 

 수당 지원은 주로 소득 취약 계층을 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고

소득층의 경우 세제 지원을 통해 간 으로 재정 인 지원 혜택을 받

고 있다. 

〈표 4-2〉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과 연금 혜택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 내역

세제지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자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출산 입양한 당해연도 해당자녀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자녀가 2인인 경우 추가 50만원

•자녀가 2인 초과하는 경우 1인당 추가 100만원

교육비공제(한도)

•영유아 1인당 300만원 

•초중고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의료비공제(한도) •자녀의료비 중 총 급여의 3% 초과금액

  (최대 700만원)

보험료공제(한도)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 (최대 700만원)

세제지원

(비과세) •보육수당 월 10만원 한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둘째 이상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 인정)
•1인당 평균 연 260천원

자로: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

국내에서도  수당 제도 도입 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지원

할 가능성이 크므로 다자녀 고소득층을 상으로는 세제 지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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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다자녀 추가 공제 액수를 보다 늘리고 교육비 공제 이외에 자녀 

보육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까지도 소득 공제 혜택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제 지원 정책의 확 와  수당 제도가 각 소득 계층별 

그리고 자녀수별 가정의 평균 소득 수 에 얼마나 향을 미칠 것이며 

체 사회의 수직  그리고 수평  형평성 확보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

가에 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 연  지원 혜택으로 국민 연  가입자가 2

자녀 이상 출산할 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자녀가 있는 가정에 해 노후 연  차원에서 극 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랑스 정책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수 이라고 평가된

다. 국민 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새

로 출생하는 아동들이 미래 국민 연  재정 기여에 상당히 요한 역할

을 할 것을 고려해 볼 때 자녀 출산과 련한 국민 연  상의 혜택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랑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과 같이 다자녀 부모를 상으로 연  수 액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

산에 따른 육아 휴직 기간을 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육아 휴

직 기간 동안의 국민 연  보험료를 국가가 신 지불해 주는 정책 마

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서비스 지원 정책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은 국내 출산정책 분야에서 가장 큰 확 가 

이루어진 역이다. 과거 취약 계층을 상으로 지원하던 시설 보육 서

비스는 출산정책 강화와 더불어 상 아동을 지속 으로 확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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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체 0~2세 아  체 만5세 유아 상으로 보육료 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 “만 3~4세 리과정” 도입을 통해 보육료 

액 지원 상은 모든 0~5세 유아를 상으로 확 될 망이다. 

한편 정부는 2013년부터 실수요자 심으로 보육지원체계를 면 개

편할 계획을 제시하 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년 9월 25일). 동 개

편안의 주요 골자는 양육 보조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하  70% 가정

에 거주하고 있는 유아에게 지 하는 것으로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 동 양육 보조 을 합하여 무상으로 보육 시

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 보조

을 부모가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소득 상

 30%에 해당하는 부모들은 양육 보조 을 받지 못해 자녀를 시설에 

맡기는 경우 양육 보조 에 상응하는 비용(0세 20만원, 1세 15만원, 2

세 10만원)을 시설 이용료로 지불해야 한다. 한 소득 상  30% 가정

이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지 않는 경우 아무런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없다. 보육 서비스를 종일제 보육 서비스와 일시 보육 서비스로 이원화

하여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보육 서비스 실 수요층에게는 종일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업 주부 등 홑벌이 가정에게는 일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국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볼 때 보육 서비스에 한 지원은 자녀 양육

에 한 사회  험에 해 국가가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 양육에 한 사회  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를 직  돌보지 못하는 것으로서 앞서 지 한 바

와 같이 부모의 취업,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 한 소득 가정, 장애아 

부모 가정, 학생, 취업 비자 등이 자녀를 직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 사회보장 차원에서는 이러한 자녀 양육에 해 사

회  험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제4장 국가 사회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정책 방안 ∙145

것이다.

국가는 자녀 양육 “부담”에 한 지원과 자녀 양육 “역할”에 한 지

원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 부담에 한 지

원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반 인 가정을 상으로 수당과 조세 지

원 등 경제 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자녀 양육 역할에 한 지원은 

취업 부모 등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제 로 수행할 수 없는 부모를 

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일제 보육 서비스는 취업 부모를 포

함하여 보육 서비스에 한 실 수요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해서 집

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한 우리나라의 경직 인 근로 환경을 고

려하여 취업 부모 자녀 돌  지원을 한 맞춤형 서비스의 마련이 필요

하다. 

이러한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은 취업 부모의 자녀 돌  노동을 지원

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으로서 체 사회의 수평  그리고 수

직  형평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녀 수와 소득 

수 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득층 가정과 다자녀 

가정에게 상 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시설 보육 이외 부모 개인 차원에서 보육사를 고용하여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으나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제도는 

이러한 개인 돌  서비스에 한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여 시설 보육 서비

스로서 충족되지 못하는 개인 보육 서비스에 한 욕구를 충족시킬 필

요가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사회  일자리로서 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아이를 맡기는 여성의 근로 활동 지원과 더불어 

돌  서비스에 한 여성의 사회  일자리 확충을 통해 여성 노동력 활

용 측면에서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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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부모에 한 자녀 보육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직  돌보는 것에 한 지원도 필요하다. 유아 라자  보육 정보 

센터의 확충을 통해 부모가 자녀들을 직  데려가서 다른 부모들과 함

께 자녀를 돌보고 자녀 양육에 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지원 마련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취학  아동에 한 보육 서비스 지원 이외에도 방과후 

보육 등 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보육 서비스  여가 활동을 지원하

기 한 다양한 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3. 시간 지원 정책

자녀 양육을 한 시간 지원 정책의 표 인 유형은 모성 휴가제도, 

육아휴직 제도, 자녀 돌 을 한 휴가제도,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있

다. 한 자녀를 돌보기 하여 휴직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

간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임 을 지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기

회비용을 보상하는 여 제도가 포함 된다16). 

국내 산 후 휴가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  출산일을 후 하여 90일

의 보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는 임신 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을 후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되 반드시 45일 이

상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8월부터는 출산  44일을 분할 사용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여 임신 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임신 

기간  응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산 후 휴

가 90일 동안에는 산 후 휴가 여가 지불되며 고용보험이 여를 지

원하고 있다. 최  60일은 기업이 액 유 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어 

16) 자녀 양육을 한 국내 시간 지원 정책 황은 고용노동부(2012)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만들기"을 참조하여 작성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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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업은 기업주가 통상 임 의 100%를 지원하며, 우선지원 상기

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월 135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에 해서 

기업이 지원하고 있다. 이후 30일에 해서는 액 임 이 지원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월 1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육아휴직제도는 만6세 이하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최  1년 

동안 이용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월 통상 임 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육아휴직 여로 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여를 

받기 해서는 연속 으로 30일 이상의 육아 휴직을 해야 하고 피보험 

단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육아휴직제도가 경력단 을 

방지하는 목 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 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

하여 일시불로 지 한다. 

이 밖의 시간 지원 정책으로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와 근로자의 가

족 돌  등을 한 지원이 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내가 출산한 경

우 남성 근로자에게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총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3일은 유  휴가이며 2일

은 무  휴가이다. 근로자의 가족 돌  등을 한 지원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

을 돌보기 한 휴직제도로서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  여는 지불되지 않는다. 

자녀 돌 을 한 시간을 국내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원하기 해 가

장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 재 고용 보험 가입자만을 상으로 지원하

는 육아 휴직 여 제도를 체 취업자를 상으로 확 하는 것이다. 육

아 휴직 여를 받을 수 있는 여성 근로자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사업

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부분 정규직으로 안정 인 근로활동

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혹은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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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여성들은 육아 휴직 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 에 놓여 있

다. 자녀 출산과 양육에 한 부담을 국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원하기 

해서는 체 취업자 여성을 상으로 육아 휴직 기회를 확 할 필요

가 있다. 

랑스의 경우 가족수당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 활동의 자유로운 선

택을 한 보조 ”이라는 수당의 형식으로 체 취업 여성을 상으로 

육아 휴직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도 부모 보험 제도를 운 함으

로써 체 임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 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즉, 

랑스와 스웨덴 모두 육아 휴직 여 제도를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가

족 지원 혹은 부모 지원을 해 운 하고 있다. 이는 두 국가에서 육아 

휴직 제도가 근로자 지원이 아닌 가족에 한 지원 혹은 부모에 한 

지원을 목 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육아 휴직 

제도가 사회보장으로서 그 의미를 다하기 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자들을 한 근로자 지원을 아닌 가족 혹은 부모의 자녀 양육에 

한 지원으로서 확 되어야 할 것이다. 

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는 10~14일 기간의 유

 휴가로 운 하고 있다. 국가별 황을 보면 벨기에 10일 유 , 덴마

크 2주 유 , 핀란드 18일 유 , 랑스 2주 유 , 노르웨이 2주 유 이

다(OECD Family Database, 2012). 따라서 배우자에 한 한 돌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고 체 

휴가 기간을 유 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임 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으로써 자녀 양육

에 따른 기회 비용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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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국가 사회보장으로서 저출산정책의 세부추진과제

현금

지원정책

정책 방향: 자녀 양육에 있어서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강화

현행 국가 사회보장으로서의 정책 방안

1. 현금 수당 정책

  - 저소득층‧취약가정 대상

  - 보육서비스 대체로서의 양육수당

  - 지자체 출산 축하금

2. 세제 지원 정책

  - 부양 자녀 소득 공제 

  - 자녀 교육비 등 공제

3. 연금 혜택

  - 국민 연금 출산 크레딧 

1. 현금 수당 정책

  - 보편적 가족 수당 도입

  - 취약가족 대상 수당 강화

  - 가족특성에 따른 차등 급여

2. 세제 지원 정책

  - 고소득층 다자녀 가족 지원 강화

  - 자녀 보육‧교육 공제 혜택 확대

3. 연금 혜택

  - 다자녀 부모 급여액 상향 조정

  - 육아휴직자에 대한 혜택 부여

서비스

지원정책

정책 방향: 실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지원 

보육료 지원을 통한 사회 형평성 강화

현행 국가 사회보장으로서의 정책 방안

- 보육료 지원: 전체 0~2세 및 전체 

만 5세(2012), 전체 0~5세(2013)
- 양육수당 지원: 소득하위 70%  

 

- 보육 실수요 계층 지원: 종일제 

(맞벌이 부부), 일시제(전업주부)
- 소득 수준‧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

- 개인 보육사 제도 강화, 방과후 보육 

서비스 강화, 영유아 플라자 확대 등

시간

지원정책

정책 방향: 자녀 양육 휴가 제도의 보편성 강화

현행 국가 사회보장으로서의 정책 방안

-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 휴가제 

- 가족 돌봄 지원 

- 가족‧부모 지원으로서의 육아휴직정책

- 배우자 출산 휴가제‧가족 돌봄 휴가 

기간 확대 및 유급화 

제3절 저출산정책 추진 체계

  1. 저출산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출산정책을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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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측면에서 확 하기 해서는 추가 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랑

스의 경우 사회보장에서 가족에 한 지원의 재정 부담은 기업, 국민, 

국가가 고르게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가족정책에 

한 사회 보험료로서 근로자 임 의 5.4%를 지불하고 있으며, 근로자

가 수입의 7.5%로 지불하는 사회보장기부 의 일부가 가족 지원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역시 국고  지방비로

서 가족정책의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편 인 가족 수당과 부모 지원 목 의 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보육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해서는 가족 지원 정책에 한해 지출한

다는 목 성을 가진 “가족 기 ”의 마련이 필요하다. 자녀에 한 양육 

지원을 국가, 가정, 기업이 분담한다는 취지 하에 동 기 의 재원을 국

가, 가정, 기업이 분담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가족에 한 지

원  기업의 사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으로 하여  근

로자 임 의 일정 비율을 가족 기 에 한 분담으로서 지출하게 한다. 

한 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의 사회보장에 한 지출이 증

가할 것으로 상되는 바, 국민들이 소득의 일정 비율로 지불하는 “사회

보장세”를 신설하여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의 일부를 가족 기  재원으

로 할당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가족 기 의 일부에 해 

국고와 지방비로서 지원한다. 

  2. 저출산정책 추진 기구

랑스의 가족정책 추진 기구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앙 행정 부

서로서 가족‧아동 장 과 가족 련 범 부처 표 심의회가 있다. 국가 

사회보장 기구로서 가족정책 수행 기 인 가족수당 국공단이 있으며 동 

기 이 가족수당기 을 운 하고 있다. 가족정책 문가 그룹인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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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고등 심의회가 있으며, 국가, 기업, 시민 표로 구성된 가족 회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고령사회정책에 한 요 사항을 심의하기 한 

기구로서 통령 직속 기구인 출산‧고령사회 원회가 있다. 동 원

회의 원장은 통령이 맡고 있으며 련 앙 행정기 의 장이 원

을 맡고 있다. 따라서 출산고령사회 원회는 랑스의 가족 련 범 

부처 표 심의회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출산고령사

회 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 에 검토‧조정하고 원회의 활동을 지원

하는 기구로서 출산‧고령사회정책실무 원회가 있다. 동 실무 원회는 

련 문가로 구성된 원회 지원 기구라는 측면에서 랑스의 인구‧가

족 고등 심의회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편 각 시민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서의 극 인 출산정책을 도모하기 해 마련

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는 랑스의 “가족 회의”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출산정책이 국가 사회정책으로서 통합 으로 운 되기 해서는 각 

부처를 총 할 수 있는 출산정책 정무 장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출산정책 정무 장 은 랑스의 가족‧아동 장 과 유사한 

유형이며 일본의 경우 출산 담당 신에 해당한다. 출산정책 장 의 

권한도 강화하여 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련 부처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족 수당, 육아 휴직 여, 보육 서비스 지원 등에 한 실질

인 정책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소  “아동‧가족 공단”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마련하여 “가족기 ”을 운 하면서 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다. 이러한 아동‧가족 공단은 랑스 가족수당 국공단에 해당하는 기

구로서 가족과 련한 반 인 정책을 수행함과 동시에 아동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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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비스 활동으로서 보육 서비스 지원 업무도 담당하도록 한다. 육

아 휴직 여 제도도 체 취업자를 상으로 확 하여 동 여의 지원 

업무도 담당하게 한다. 

한편, 재 마련되어 있는 문가 집단인 출산‧고령사회 실무 원회

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산정책과 고령사회정책으로 구

분하여 출산정책 실무 원회를 설립한다. 출산정책 실무 원회는 정

기 인 회의를 통해 요한 주제에 해 논의하고 정책 인 제언을 제

공하도록 하며 정부의 정책에 하여 공식 인 입장을 표명하도록 한다. 

한 랑스의 인구‧가족 고등 심의회가 매년 정부 정책 평가와 정책 

제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이 동 실무 원회에서도 정책 평가와 

정책 제언에 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정책 제언 기구

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국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

민 사회 단체로서 보다 극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동 운

동 본부에 정부 표자, 고용주 표, 시민 사회 표(노동조합, 여성 운

동가, 각종 회 등)가 참석하도록 하여 정부 정책에 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정책에 반 할 수 있도록 

한다. 출산정책이 사회정책으로서 보다 다양한 역을 포 하기 해

서는 다양 사회 집단으로부터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

체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 계획에 해 미리 알리고 다양한 집단의 의견

을 수렴함으로써 출산정책이 보다 발 인 형태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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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국가 사회정책으로서 저출산정책 추진 체계

구분 주요 내용

재원
•‘가족기금’ 마련을 통해 가족수당‧보육서비스‧육아휴직급여 지원

  - 국가(국고 및 지방비), 기업(가족기금 분담금), 국민(사회보장세) 

추진

기구

행정기구

•저출산정책 장관

  - 정무장관으로서 저출산정책을 책임적으로 수행

  - 관련 부처에 대한 업무 지시 권한 부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범 부처 대표 기구)
  - 범 부처 저출산정책 심의 기관

•아동‧가족 공단

  - 가족기금 운영

  -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육아휴직급여 정책 수행 기관

전문가

집단

•저출산정책 실무위원회 

  - 인구, 아동, 가족 등 관련 전문가 집단

  - 정책 평가 및 정책 방안 제시 (연례 보고서 제출)

시민사회

단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 기능 확대

  - 정부, 고용자,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

  -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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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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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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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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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재활,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통계조사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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