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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지속 인 출산 상이 미칠 사회경제  

 효과는 더 이상 언 할 필요가 없어질 만큼 요한 사회정책 의제

가 되었으며, 이에 응하기 한 정책마련에 한 범사회 인 공감 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2006년 제1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정부 모든 부처가 출산 상에 하여 종합 인 

정책 응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 응 정책 마련은 

앙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지고 있는데, 이는 출산이

라는 국가  사안에 응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 인 발 과 존립을 

한 필수  응 방안 마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게 출산 문제에 해서 범정부 인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과 연계  사

업 개발에 한 노력은 상 으로 미진하게 이 져 왔던 것이 사실이

다. 이러한 문제는 혼인,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출산 정책

의 효율성을 해할 수 있으며, 더불어 기능과 역할의 혼선으로 인한 분

 사업 진행으로 지원 상자들의 정책 효과 체감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실에 문제제기를 하고, 지 까지 본격 으로 다

지지 않은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의 황을 살펴보고, 앙정부와의 

정책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해 이 보고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정책들의 분포와 내용들을 자

세히 분석하고, 다시 앙정부의 출산 정책들을 칭 으로 비교하면

서 출산 정책 사업들이 각 역별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알아

보며, 앙정부- 역자치단체-기 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정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제안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출산 책 

분야의 실무 계자들의 정책개발은 물론이고, 출산 분야 연구자들에

게도 재의 황을 체계 으로 제시하여 다는 에서 좋은 자료들을 

제공해  것으로 기 된다. 

우리보다 복지  가족 지원의 역사가 훨씬 긴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

를 보면 많은 국가들에서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이 1.5 

이하에서 정체된 채 출산 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우리의 실은 출산의 심각성과 출산 정책에 투여되는 자원의 

규모 면에서도 서구 선진국들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출산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연계성을 높여 산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은 매우 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 작성에 수고해  연구진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더불어 이 

연구 과정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여러 정책 문가들과 일선 공무

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연구자들의 개인 입

장임을 밝 둔다.

2012년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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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inkage of Policies Responding to 

Low Fertilit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polices 

responding to low fertility icluding policy contents, budget, and 

delivery system in both central and lacol govermenmts, an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ploicy connection 

bewteen central and lacol govermenmt in Korea. For the purposes, 

this study examines government documents presenting policy 

contents by policy subject including policy supports for marriage, 

pregnancy, delivery, childcare, public relations, and others, and 

conducts interviews with welfare and health offcicers at both 

central and local goverments. 

The results of the anslyses present that the role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oicy 

linkages responding to low fertility are different by policy subjects. 

For instances, in implementation of policieis for pregnancy, 

delivery, and childcare, the central government takes on the role to 

make policy planning and to establish budget at a macro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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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local governments play the role to put across government 

policies extending the range of benefit recipients. For the policies 

regarding marriage and public relations, however, local 

governments play leading role in the plocy implementation utilzing 

their policy resources at local levels. 

This study suggests various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ploicy connection bewteen central and lacol govermenmt in 

order to increase the policy effectiveness. It is required to build a 

cooperative system from the stages of formulation of new policies, 

and to enhance the function of municipalities in order to reflect 

regional features.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출산 상에 응하고자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출산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출산 상은 소수의 원인들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는 정책들 역시 다양한 층 에

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출산과 양육에 한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출산 정책은 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도 

정책 개발과 실행의 주요한 축을 이루어야 하며, 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한 역할을 분담하면서 연계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연구는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

안을 살펴보기 하여, 앙정부  역/기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정책들을 분석하 다. 이를 해 출산 정책 사업들을 내

용별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인식개선, 기타 역으로 분류하여 그 

추진 내용과 방식을 검토하 으며, 이를 종합하여 문제 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연계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Ⅱ. 주요 연구결과 

이 연구의 분석 결과들은 각 층 에 따라 출산 정책의 역할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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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출산 정책의 연계성이 각 사업의 내

용에 따라 다르게 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앙정부와 지

방정부 사이의 출산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한 방안도 다양하게 

설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앙정부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한 산을 마련하여 지방정

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더

불어 거시  제도개선을 통하여 출산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의 표  정책사업의 로는 

보육정책, 임산부 지원 정책 등이 있으며, 후자의 정책사업은 혼인지원

을 한 주택정책이나 출산휴가 등의 노동정책이 포함된다. 

자치단체는 앙정부로부터 재원의 일부 는 부와 시행지침을 받

아 앙정부의 사업을 임받는 공통사업이 있으며, 이러한 공통사업은 

앙정부의 공통사업을 거의 그 로 수행하는 경우와 부족한 부분을 지

자체의 상황에 맞게 지방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보조 성격의 사업의 경

우가 많았다. 보육 사업이나 임신  출산 분야 의료서비스 사업들은 

앙정부와 함께 집행하는 공통사업의 표  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

부는 앙정부의 사업계획 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분야 정책사

업들의 에서 볼 수 있듯이 추가 으로 지원 상을 확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아 방 종에서 비용지원 종 개수를 추가 으로 늘린 

지자체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공통사업 외에도 지방정부는 앙정부가 실시하지 않는 정책 

사업들을 별도로 실행하는 지자체 단독 사업들도 다수 운 하고 있었다. 

가장 표 인 정책사업 분야는 인식개선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고, 

표 인 정책 사업으로는 거의 모든 기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

산지원  지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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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출산 정책 

연계성과 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지 되었다. 그 내용들은 사업에 따

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한 한계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들도 하나의 

문제로만 귀결시키기에는 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선 방안을 종합하자면 우선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앙정부

는 정책 방향  집행계획의 설정에서 지자체와 의를 통하여 지방정

부의 재정건 성을 해하지 않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자체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다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해서는 지자체에게 집행권한을 

포  임하고 앙정부는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독자 사업의 경우에는 앙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우수 사

례들을 다른 지자체들에게 하는 방안도 발 시켜야 할 것이다. 이

게 지방정부의 독자  출산 사업들을 포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

도  방안도 마련되어진다면 그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용어:  저출산정책, 지방정부





K
I
H
A
S
A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

우리나라의 계속 되는 출산 상과 이에 따른 인구구조의 빠른 고

령화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측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

는 우리나라의 출산 하를 막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

고자 다각도의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부터 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 2차 기본계획을 실시 에 

있다. 정부의 출산 정책은 앙정부의 정책 개발은 물론이고, 지방자

치단체 수 에서도 수행되고 있는데, 한 로 지방자치단체 별로 출산 

고령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가 래하는 사회  문제들은 국가차

원은 물론이고 지방 수 에서도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

속  발 을 해서도 출산 경향에 한 응이 필요하다. 시도별 고

령화의 추계를 보여주고 있는 <표 1-1>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가까운 

미래에도 농 의 비율이 높은 도단  지역의 고령화 수 이 높게 나타

난다. 하지만 여겨 볼 것은 이들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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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40 증가율 (%)

계 15.2  57.2  276.3 

서울 12.2 50.6 314.8 

부산 15.3 65.8 330.1 

대구 13.8 57.9 319.6 

인천 11.5 51.3 346.1 

광주 12.2 45.4 272.1 

대전 11.6 48.0 313.8 

울산 9.1 49.3 441.8 

경기 11.8 49.0 315.3 

강원 22.0 75.1 241.4 

충북 19.5 66.0 238.5 

충남 22.2 68.3 207.7 

전북 23.9 75.8 217.2 

전남 31.3 88.8 183.7 

경북 23.9 78.6 228.9 

경남 17.3 63.9 269.4 

18.4 66.4 260.9 제주

비해 격하게 늦다는 이다. 이는 출산력이나 사망력의 향이라기보

다는 재 은 연령의 인구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증가

도 그만큼 작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표 1-1> 광역자치단체별 노인인구비율의 변화

자료: 통계청(2012) 장래인구추계

반면, 서울을 제외한 도시 지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

되고, 특히 울산, 부산, 인천  구의 노인인구 증가가 훨씬 더 격히 

일어날 것으로 측된다. 이는 이들 지역이 경험하게 될 고령화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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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으로 클 것임을 고해 다. 물론 인구이동 등으로 인하여 이

러한 지역 단  측이 그 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들 지역은 

고령화에 한 책 마련이 더욱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출산 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다른 이유는 지자체는 

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정책에 한 책임을 임받아 집행하여야 

하는 행정집행의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출산 사업을 국가( 앙

정부)가 담하여 실시할 수 없으며, 앙정부가 지 까지 실행해오던 

사업과는 완 히 다른 별개의 출산 정책을 추진한다면 별도의 인력과 

사업 산이 추가 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한 정책 효과 면에서도 그 

사업의 효율성도 크게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와 같이 지방정부는 자체 인 요구와 앙정부 책임의 임이라는 

내용으로 출산 정책 수행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앙정

부와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 상호간의 갈등을 인다는 의미에서 요한 의미

를 갖는다.  

 

2. 연구목적 

앞서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산 정책은 앙정부와 지방정

부간의 긴 한 조에 의해서 정책이 수행되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그 

연계성의 효율화 방안이 필수 으로 검토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에 한 연구들은 연구 주제 범  설정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어왔다. 특히 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정책 사업들의 내용과 집행 방식의 측면에서 종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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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연구들은 부재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 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우선 이 연구는 앙정부와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에서 

실시 인 출산 정책사업들을 내용  방식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층 에서 수행되고 있는 출산 정책들의 경향성과 차별

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앞서의 다양한 출산 정책 추진 황에 한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 추진 과정 상의 정책 연계

와 련된 문제 황 악하려 한다. 이를 통해 출산 정책에서 앙정

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역을 정립하고, 마지막으로 출산 정책의 추

진 주체인 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

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주요내용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 추진 황에 을 맞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 정책의 내용 평가로까지는 가  그 논의 범

를 확 시키지 않고자 한다. 이는 지방정부 정책  출산 정책에 한 

이론  철학  논쟁을 야기할 수 있고, 한 추상  논의들은 지방정부

의 정책 추진 황에까지 목시키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

다. 

이 연구의 내용은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 추진 황을 살펴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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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들을 악을 심으로 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속에서 앙정부와는 어떠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정부

의 출산 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발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으로는 정책추진 주체인 앙정

부와 지방정부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세부

으로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 추진과 련하여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자 하는 내용들은 앙정부  지방정부들의 출산 정책 일반, 지자체

의 출산 정책 산 황  문제 , 지자체의 출산 정책 추진 황

과 역량, 그리고 지자체에서 자체 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정

책 사업들 등을 포함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용한 주요 연구방법은 출산 정책 자료 분석과 장 

황 분석이다. 출산 정책 자료 분석은 2011년 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앙부처 시행계획, 2011년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지자체( 역) 

시행계획, 2011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

해보고자 한다. 특히 앙정부와 역  기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정책 산의 배분과 시행 사업들의 내용들에 을 맞추고자 한다. 지

방 정부의 출산 정책 추진과 련된 황 분석은 앞서의 문헌  자

료 분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정책 실무 공무원들과의 인터뷰로 진행된

다. 

문헌조사에서는 층 별 출산 정책 산 분석(국가보조  비율, 산

분배 황, 지자체 자체사업 산 분석 등), 지자체별 정책 내용 분석, 

정책 동향 분석, 지자체의 정책 추진체계, 산과제 황, 실행방식 분석 



1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정책연계방안

등을 포함한다. 한편, 정책 담당자 장 조사에서는 장에서의 출산 

정책 추진 실태와 담당자들이 느끼는 문제 들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문헌 분석에서의 문제  확인  원인 분석,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  분석, 발  방향 모색 등을 한 근거들을 찾고자 하 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결론으로 정책의 황과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성  연계성 발  발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분석을 위한 분석 범주 정의

이 연구의 분석이 상되는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는 정책분류의 일 성을 유지하

고자 최 한 자의  기 을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앙정부의 

정책분류와 지방정부의 정책 분류가 일 되게 이 져야 한다. 

재 앙정부의 정책분류는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발간되

는 < 앙부처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분야별 시행

계획으로 분류하여 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확보 역으로 정책을 분

류하고 있는데, 출산 정책에 해당하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

성’ 역에는  다시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

감’, ‘아동･청소년의 건 한 성장환경 조성’의 세 가지 역으로 출산 

정책들을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마지막 ‘아동･청소년의 건 한 

성장환경 조성’ 역은 지방정부 출산 정책과의 연계성과 련된 분석

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이 역도 분명히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한 정책목표에는 부합하는 정책들이지만, 그 범 가 매우 넓

기 때문에 정책 자료의 상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

어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들에서는 이 역의 정책들이 일반 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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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

인 정책 로그램들 에서 출산 역으로 규정하기에는 그 범 가 

매우 범 하고 출산 분야 이외의 다른 정책 목표들과 첩되는 내

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구체 인 출산 정책들을 망라한 기

으로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출산정책과)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은 내용에 따라 7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표 1-2). 부분의 분류는 주로 정책지원 당시의 부모나 출산자녀

의 생애 과정에 따라 분류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결혼, 임신, 출

산, 육아가 해당된다. 그 외에도 정책 상에 따라 국제결혼이민자 지원

과 인식개선 교육·홍보 사업 그리고 그 외의 기타 항목이 포함된다. 기

타항목은 부분 정책 지원 시기를 특정하기 보다는 포  의미에서 

출산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인식개선 사업을 제외한 가

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다자녀 가족 우 , 지하

철 구간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정

책들 에서 다문화 정책과 그 첩 정도가 높은 ‘국제결혼이민자 지원’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출산 정책의 사업들을 집행방식으로도 분류하 다. 사업 

방식은 정책 달의 지원 방식과 지원 상에 따라 10가지로 세분화하

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3>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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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내 용

1. 현금지원 출산축하금, 간식비지원 등

2. 물품지원 유축기 등 물품제공 및 대여 등

3. 서비스 지원 각종 교육지원, 돌봄지원, 교사배치 등

4. 서비스 지원 아동교육 보건 상담, 의료 진료, 접종비용 지원 등

5. 제도/행정적 지원 다자녀가족 할인, 임부 요금 할인 등

6. 종사자 지원 종사자 경제적 지원, 종사자 재교육 등

7. 보육 시설지원 보육 시설 건립, 보육 시설운영비 지원 등 

8. 기타 시설/단체 지원
각종센터 지원, 직장 보육시설 지원, 나눔의 집 활성화 

등

9. 행사 캠페인 등 일회적 행사

10. 공무원/직원 지원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 / 비예산 항목 

포함

11. 기타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결  혼
미혼남녀 만남의 장, 결혼중매 상담 서비스, 

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신혼부부 교육 프로그램 등

임  신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신 축하금, 임산부 우대 및 배려, 
찾아가는 산부인과, 임산부 건강 검진비 지원,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임산부 산전교실, 임산부 전용 창구 운영 등

출  산

출산축하금, 출산용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 지원, 출산축하카드 발송, 

신생아 앨범제작 지원, 출산기념통장 지원 등

육  아

양육지원금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플라자, 
다자녀가정 윈윈 프로젝트 운영,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등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등 언어발달 지원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 정보화 교육 실시,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증진사업,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등

인식개선 

교육‧홍보

저출산 극복 인구교육, 대학생과 함께하는 결혼‧출산 교육, 
임산부 배려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재택근무 실시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및 지역사회 환경 조성 등

기  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발급,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할인 확대, 
출산가정 차량구입비 할인 지원, 지하철 구간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등

<표 1-2> 저출산 정책 세부 사업 내용의 분류

출처: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12).

<표 1-3> 저출산 정책 사업의 진행 방식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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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존 문헌 검토

출산이 지역의 사회에 향을 미치게 되는 메커니즘과 그 향력의 

수 은 국가 차원의 그것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인구이동의 향과 인구변화에 한 지역 차원의 민감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출산·고령화가 사회경제 으로 미치는 향

들은 경제, 거주  자녀 양육의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거주자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다

시 인구의 감소  지역 사회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이 게 지역 수 의 출산 고령화의 향이 발생되는 메커

니즘을 Elis(2008)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방에서 나타나는 출산에 따른 아동인구의 감소는 학

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의 증가와 같이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이는 가

족들의 유출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한 지역에서 인구의 감소는 지

역 차원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와 그로 인한 재정 악화는 일인당 세 의 증가와 공공 인 라 

사업의 축소, 교육 환경 악화의 심화를 래할 수 있다. 한 지역 경기

가 침체되면서 취업기회 감소와 재화  서비스 공 의 악화로 이어지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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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역 수준에서의 저출산의 영향과 메커니즘

출처: Elis(2008) p. 870.

이러한 지역 경제의 침체와 지방정부의 역량의 약화는 다시 인구의 

유출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더불어 지역 사회에서의 출산 수

이 더욱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와 같은 출산의 

순환  향은 우리사회의 농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 차원의 출산 효과의 악순환 구조를 고려하면 

지방정부 수 의 출산 정책은 앙정부의 출산 정책과 차별  의의

와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지방 정부의 출산 정책은  사

회 인 출산에 한 정책 책임의 공유와 지역 주민들의 복지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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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기여의 의의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속 인 발 과 존립을 

한 필수  략의 의미를 갖는다1). 이는 지방 정부가 출산 정책에 더

욱 극 인 수행 의무를 정당화해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출산 정책 추진 내용과 정책  지원 수 에 있어 지역 간 차

이가 불가피하다는 이다. 출산의 향과 그 시 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지역에 일률 인 수 의 정책 지원은 하지 않

다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차별  수 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요한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출산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수 과 방식의 출산 정책 사업들

을 개발하고 실행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 으로 출산 정책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지역의 경제 

수 이나 인구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책 역량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앙 정부차원의 지방정부에 한 출산 

정책 지원은 지역간 양 의 균형이 아닌, 지역의 출산 정책 요구 수

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은 국가차원의 출산 정책의 집

행이라는 차원과 지역의 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출산 정책의 시행

에 한 연구는 앙정부 차원의 출산 정책에 한 연구들에 비해 매

우 제한 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복지정책 수행에 있어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에 한 연구는 재

1) 인구의 부족과 유출 수 이 심각한 지방정부 차원의 출산 정책은 인구의 양  리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인구정책의 성격을 갖게 된다. 실제로 다수의 지자체, 특히 농  지

역의 지자체들에서는 출산 정책사업들을 ‘인구 늘리기’의 에서 실시하고 있다( : 부
산시 구 인구 리에 한 조례,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한 조례, 동해시 인구늘리

기시 책 지원에 한 조례,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한 조례 등). 이 게 인구증가

의 의 근이 갖는 가장 큰 차이 은 출산장려뿐만 아니라, 인구 특히 은 인구의 유

입을 유도하고자 한다는 이다. 가장 표 인 정책사업은 농 지역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미혼남성 국제결혼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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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분야를 심으로 꾸 히 진행되어 왔다다(김승연·홍경  2011, 김종순·

김성주 2008, 박고은·박병  2007). 그런데 재정의 분할과 책임의 문제

가 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통정책 수행에 있어서 가장 요한 부분 

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출산 정책의 연계성의 문제를 복지정

책 일반의 문제로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한 재정문제에만 

을 맞출 경우 일상 생활 반과 련성이 높은 출산 정책 실시에 

있어서 사업 내용의 황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복지정책의 연계성과 련하여 김승권 외의 연구(2009)에서는 가족정

책서비스의 효율화를 한 실태분석과 발 방안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 수 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의 황  정

책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층 별 역할정립과 효율화 방안을 제안

한다. 뿐만 아니라, 앙정부 수 에서도 앙 담조직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건강센터를 지원하는 

로그램을 제공하고, 종사 인력의 역량강화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 이 게 앙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지원  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담기구와 함께 지방정부의 가족정책에 한 평가체제

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가족복지정책에서의 지방정부와 앙정부

와의 기능 연계방안의 개선을 꾀하고자 하 다.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과 련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심으로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 효율화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가 이삼식 

외(2006)의 연구를 시작으로 계속 으로 진행되어 지고 있다. 를 들어 

힌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최근까지 매년 소수의 기

지자체를 선정하여 출산 정책의 진행 황과 발  방안을 분석하는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컨설 을 실시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8, 이삼식

외 2009, 이삼식외 2010, 박종서외 2011). 이들 연구는 지자체의 자원 

활용, 인구구성에 합한 정책 방향들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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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이 특정 지차체에 한정되어 있고, 앙정부와의 정책 연계성

의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박종서외

(2010), 신효 ·방은 (2008)의 연구 역시 특정 지역을 상으로 출산장

려 정책들을 평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지역을 상으로 한 연구라는 한

계를 지니고 있다. 

특정 출산 정책을 분석한 일부 연구는 국의 지방정부  특정 지

역의 출산 정책을 다루고 있다. 최 옥‧송헌재(2010)은 출산장려 에 

을 두고 있으며, 문은 ·최나리(2010)은 서울시 소기업의 가족친화제

도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심화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에 을 두고 있다는 에서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

을 포 한 앙정부와의 정책 연계성에 한 이해 제공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김유경·김승권 외(2004)의 연구는 비록 많은 시간이 흘

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모니터링과 정책 개발에 있어서 많은 시사

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구의 많은 제안들이 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 등 실제 정책에 반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정책의 집행에 한 

진단과 평가, 그리고 지방정부 등 정책집행기 의 감사 등을 포 하는 개념

으로서의 모니터링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단순한 감독과 평

가의 기능을 넘어 새로운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정책 환경변화에도 극

으로 처할 수 있게끔 도와 다. 모니터링의 기능을 앙정부에서 담하

고 지방정부의 인구정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에서, 이 연구의 

모니터링 기능의 근은 앙과 지방 간 출산 정책의 연계성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박종서외(2011)의 연구는 앞서의 연구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

방자치단체들의 반 인 출산 책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는 에

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국 기 자치단체

의 출산 정책들을 유형화하고 기 자치단체의 출산 정책 활성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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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앙정부와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제한 인 분석

만을 제공하고 있다. 

제2절 저출산 정책 연계성의 범위 

일반 으로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은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기능의 범 가 불명확하여 야기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기능이 고유사무보다 임 사무가 많아지

면, 해당 사무에 한 지방정부의 결정권한은 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기 임사무의 경우 원칙 으로 권한은 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 서는 업무량이 증가하고 산 운 의 자율성이 침해되

어, 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 많은 경우 앙과 지방간의 갈

등․분쟁은 국가  사업을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박경돈 외 2010). 

그러나 출산 정책은 규정형 정책이 아닌 지원형 정책의 형태를 가

지기 때문에 정책 추진 내용의 충돌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기보다는 다소 

다른 측면으로 개되는 측면이 있다. 한 로 최근의 양육비 무상 지원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배분의 문제, 이에 따

른 지방 정부 산 운용의 자율성 축 문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출산 정책의 재정의 분담의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의 문제뿐

만 아니라, 재정의 효율성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앙

정부가 국가정책 차원에서 일방 으로 지역의 산 분담을 설정하게 된

다면 지역의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 하지 못하는 산 편성이 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산 정책의 범 가 몇 가지 특정 사업에 국한할 수 없고, 일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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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교육, 보건 의료, 고용  직장 환경 등의 다양한 정책 역들을 포

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앙정부와의 갈등 발생과 상호간의 역

할 조정의 문제와는 별개로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 수행의 역량 강화

의 문제가 지 될 필요가 있다. 

출산 정책에서 있어서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성의 문제는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 효율화  활성화를 추구하면서, 한 추가 으

로 사업내용, 기능과 역할, 산, 추진체계 등의 조정과 련된 문제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출산 정책의 연계성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역을 포 한다. 

첫째, 담당하는 출산 정책 사업 내용  역할 정리의 문제이다. 

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담당하는 정책기능과 역량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

문에 이것이 연계성의 문제에 반 되어져야 한다. 를 들어 앙정부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을 통해 

출산 상에 응할 수 있으며, 한 지방정부들의 출산 정책을 모

니터링하고 우수 정책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는 주민

들에게 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출산 정책에 참

여할 수 있다. 더불어 정책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정부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책 수요를 반 하는 구체 인 사업들을 기획 

 실천할 수 있다. 만약 앙정부에서 이러한 사업들까지 담당하게 된

다면 정책 재원의 낭비문제와 더불어 지역의 특성들을 간과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정책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더불어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결성을 확보하고, 한 이견을 조정

할 수 있는 거버 스 구조의 마련 역시 역할 정립의 문제에서 간과되어

져서는 안될 문제이다. 앙과 지방 간의 의견을 효과 으로 조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효율 으로 달할 수 있는 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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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출산 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한 역할 정립의 문제로 다 져야 한

다. 

둘째,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계가 합리 으로 정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재정 계는 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규모, 

출산 정책 실시를 한 재원의 편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규모

까지 포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양극화 심

화에 응하기 한 사회안 망 구성과 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산은 

증가하 으며, 사회복지의 포  범 도 확산되게 되었다. 한 국가정책

으로서의 복지정책의 상 역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

다(임성일 2007). 이러한 재정구조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앙정부

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계 역시 새롭게 설정되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출산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우선 순 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주요 

사업 수행주체가 지방정부로 그 심축이 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두 경향에 따라 출산 정책의 근간을 마련해주는 국고보조

과 지방교부세의 배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고, 2012년 보육재정

을 둘러싼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 되

어 재정압박이 가해지기도 한다. 이에 지방정부의 산 자율권을 신장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계에서의 연계성을 높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출산 정책의 연계성 문제는 출산 정책의 서비스 달체계의 

구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복지정책 서비스 달체계의 문제는 복지행정 

측면, 공공정책 리의 측면, 이용자  서비스 측면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된다(강혜규·최성은, 2010; 곽병훈 2008). 통합  서비스 달체계

는 복지행정의 측면에서 다양한 복지제도와 련 정보를 통합 으로 

리하도록 설계되어서, 담당공무원들이 보다 효율 으로 시 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집 하도록 도와 다. 더불어 복지 재원의 복  지원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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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정책 실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이다. 최종 으로는 정책 상자들에서 더 많은 혜택과 편익을 

주는 수요자 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주고, 이들로 하여  정책의 체감

도를 높여 정책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종합  근이 이 질 때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출

산 정책의 연계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연계성의 강화

는 앙  지방의 출산 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수혜자들에게 더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의 원인이 되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의 장애요인들을 여나감으로써 국가의 출산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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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 사업 및 예산의 분포

우선 앙정부에서 실시한 출산 정책의 황을 알아보기 해 

<2011년 앙부처 시행계획>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역

의 정책들을 이 연구의 분류에 맞게 제시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이 분류 결과를 보면 체 정책 65개 에서 40%에 해당하는 26개 의 

정책과제들이 육아 지원과 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환경조성 역에서 18개의 정책과제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환경조성 역은 과제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분류로 구

분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육아와 기타/환경조성 역 외의 결혼, 

임신, 출산 역의 앙정부의 정책은 각각 8개, 6개, 7개로 나타났다. 

결혼 분야 앙정부의 과제는 부분 비 산과제로 이 져 있으며, 

산과제는 보건복지부의 ‘결혼 비 로그램 운 ’과, 여성가족부에서 건

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 지는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서비스 내

실화 사업’만이 있었는데, 후자의 경우는 엄 한 의미에서 혼인과정을 

도와주는 정책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 산 사업들은 국토해양부

의 ‘신혼부부 상 주택자  지원확 ’와 ‘미임  국민임 주택 우선 지

원’ 사업만이 비교  큰 규모의 상들에게 실제 인 주거비용을 여주

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산과제들은 국방부의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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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역병에게 상근 비역 편입 혜택 부여’와 교육과학부의 ‘학생부부를 

한 국공립 학, 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 ’나 ‘ 소득층  기혼

자에 하여 장학  수혜 우선순  부여’와 같이 한정된 상에 해 한

정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었다. 결론 으로 앙정부의 결혼 분야 

출산정책 사업들은 거의 부분이 이미 결혼을 한 부부들을 상으로 

하는 사업들로 실제  혼인유도 효과는 극히 제한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신분야의 앙정부 출산 정책사업들은 부분 의료 분야에 집

되어 있었는데, 사업으로는 ‘농어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 라 지

원 강화’ 사업, ‘신생아 집 치료실 확 ’, ‘자연분만 수가인상 등 산부

인과 건강보험수가 개선’ 등과 같이 시설 확충 지원이나 제도 개선 사업

들로 이 져 있었다. 한 ‘난임부부 지원강화’사업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 ’사업 등과 같이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들도 일부 발견

할 수 있다. 

앙정부의 출산 분야 사업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산 후 휴

가와 련된 사업들과 보건복지부의 의료지원 사업들로 구분될 수 있다. 

자의 고용노동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산사업인 ‘산 후 휴가 분할사

용 허용’이 있었으며, 비 산 사업들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유 화’, ‘가

족간호휴직제 활성화’사업이 있었다. 이들 사업들에도 일부 산이 투여

되고 있으나, 다른 고용 부분의 산으로 활용되고 있어 비 산 사업들

로 분류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들로는 ‘ 유아 건강 리 강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 사업 등이 있었다. 

육아  육아 부문 사업은 가장 많은 사업들이 있었으며, 산 규모

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과학부의 ‘유아교육비 지원 확 ’, 농

림수산부의 ‘농어업인 유아 보육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정률제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  도입’ 사업,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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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여건 조성’사업 등이 있었다. 육아  육아 부문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국공립보육시설 확

충’,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농어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사업 

등 시설 확충 사업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사업, ‘보육인력 문성 

제고’ 등과 같은 보육시설 운  지원 사업들이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

부의 경우에는 입법추진 사업인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확충의 주요 축인 민간사업장에 한 강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 확 /방과후 돌 서비스 인 라 구축’사업 등과 같이 사

업이 일부 복되는 경우들도 발견되었다. 

기타 분야 사업들로는 ‘다자녀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사업, ‘시간

제근무 활성화’등 행정안 부의 사업들이 에 띄었으나 부분은 공무

원 상의 사업들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러한 출산친화  환경조

성을 일반 기업들로 확 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등과 같이 선언  사업들만이 소수 존재하

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유연근무제에 한 국민  공감  확산을 

한 홍보 등 추진’,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  강화’ 등의 사업들도 

사실상 다른 부처의 출산정책 사업들과 매우 유사한 내용들로 채워진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앙정부의 출산 정책 과제들  산이 투여되는 산과제

와 그 지 않은 비 산과제로 구분하여 보면 체 65개 과제  산과

제는 33개, 비 산과제는 32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앙정부에서 실

시하고 있는 출산 정책들  상당수는 비 산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앙정부의 출산 정책들을 역별로 나 어 산 정책과제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육아(69.2%), 출산(71.4%), 임신(66.7%) 역에서 

산과제의 비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정책 과제들은 주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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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비예산　 　전체　

계　 33(50.8) 32(49.2) 65(100.0)

결혼 2(25.0) 6(75.0) 8(100.0)

임신 4(66.7) 2(33.3) 6(100.0)

출산 5(71.4) 2(28.6) 7(100.0)

육아 18(69.2) 8(30.8) 26(100.0)

기타/환경 4(22.2) 14(77.8) 18(100.0)

 지원( 물지원), 보육 등 시설 지원, 의료 등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산이 집행되고 있다. 

한편 앙정부의 출산 정책  비 산 정책 과제들은 결혼(75.0%)

와 기타/환경조성(77.8%) 역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이들 정책들은 이

미 련 부처에서 운 되고 있는 정책들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련된 내용들을 포함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표 3-1>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사업

(단위: 개, %)

자료: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앙부처 시행계획

앙정부 출산 정책들의 역별 산 투여액을 보면 체 출산 

정책 산의 94.0%가 육아 부문에 투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앙정부의 출산 정책들 에서 육아 부분의 정책이 투여 산에

서도 앙정부의 출산 정책에서  비 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그 다음으로는 출산(3.7%), 임신(1.9%), 결혼(0.25%), 기타/환경

(0.17%)의 순으로 역별 투여 산이 출산정책에 투여되었다. 앙

정부의 출산 정책들에서 보육 역의 산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분야의 지출은 매우 미미한 수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앙정부의 출산 정책은 육아

지원에 집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 정책의 수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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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기타/환경

64,668.4 163 1,212.2 2,425 60,761.4 106.8

산집행의 측면에서도  육아지원 정책은 앙 정부 출산 정책의 

심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출산 정책의 집행은 상 으로 

조하게 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 중앙정부 저출산 정책사업의 영역별 예산분포

(단위: 억원)

자료: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앙부처 시행계획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통사업의 분포

앙정부의 출산 정책 산 집행과 련하여 한 가지 요한 사실

은 이들 산사업  상당수는 앙정부만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

방정부와 함께 산을 지출하는 공통사업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다는 

이다. 2011년 앙정부에서 실행한 체 33개의 출산 정책 산사업

들 에서 앙사업은 14개,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공통사업은 19개로 

집계되었다. 사업 역별로 앙사업과 공통사업의 구성이 다르게 나타

났다. 를 들어 육아, 출산, 임신 사업 역에서는 공통사업이 비교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기타/환경조성 사업에서는 앙정부의 모든 정책

사업이 앙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통사업의 비율이 높은 육아, 출산, 임신 사업 역은 그 집행

되는 산액이 매우 큰 사업 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앙정부의 

출산 정책사업들  사업 규모가 큰 사업들에서는 앙정부와 지방정

부 간 공통 사업의 형태로 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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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업　 중앙사업　 　전체　

계　 14 19 33

결혼 1 0 1

임신 3 1 4

출산 2 3 5

육아 9 9 18

기타/환경 0 4 4

<표 3-3> 중앙정부 저출산 정책사업 중 중앙사업와 공통사업 분포2)

(단위: 개)

자료: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앙부처 시행계획

한편 앙정부 차원의 출산 정책 련 앙사업과 공통사업에서 

앙정부가 부담하는 산분포를 통해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집행 상

의 연계 황을 악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사업 역별 산 분포처

럼 육아, 임신의 사업 역에서는 공통사업에서도 집행되는 산의 규모

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앙정부의 산 규모가 상

으로 컸던 출산 역의 정책 사업에서 공통사업의 비 은 448억 수 에 

그쳐 상 으로 낮은 비 을 보 다. 

참고로 출산 정책의 각 사업 역별 산에서 공통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결혼 96.9%, 임신 92.6%, 출산 18.5%, 육아 84.4%, 기타/환경

조성 100.0%이었다. 물론 공통사업이라 할지라도 각 사업에 따라 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사업의 비율이 출산 

정책에서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 정책 역에서는 공통사업이 해당 

역의 체 산(2,425억)에서 차지하는 비 이 18.5%로 매우 낮았다

는 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출산 정책사업 역에서는 다른 정책 

역에 비해 앙정부 심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2) 앙에서 지방기 을 통해 100% 지방에 지원하는 경우는 앙사업으로 분류하 다. 이에 

속하는 사업은 교육과학부에서 지방교육청을 통해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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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담　 지방부담　 중앙부담비율(%) 　전체　

계　 25,829.7 27,196.5 48.7 53,026.2

결혼 83.0 75.0 52.5 158.0

임신 546.5 575.7 48.7 1,222.2

출산 307.0 141.0 68.5 448.0

육아 24,893.2 26,404.8 48.5 51,298.0

기타/환경 0.0 0.0 - 0.0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통사업에서 앙정부가 부담하는 산은 부분 50% 수 을 

유지하 지만, 출산 역에서는 68.5% 수 으로 나타났다. 물론 개별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앙정부의 부담 비율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를 들어 육아 역의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 ’ 사업( 산: 

8,229억)에서는 앙정부의 분담비율이 43.0%로 가장 낮았으며, 출산 

역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 사업( 산: 324억)에서는 앙

정부가 75.6%의 산을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앙정부 

분담비율을 보여주었다. 

<표 3-4> 저출산 정책 공통사업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

(단위: 억원, %)

자료: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앙부처 시행계획

앞서 제시한 앙정부의 정책 역별 체 산 규모와 공통사업의 

산 분포를 종합하여 보면 앙사업과 공통사업을 포 하는 각 정책사업 

역에서 앙정부가 분담하는 산규모를 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표 3-5>에 제시하 다. 

출산 정책의 각 역별 앙정부의 산 분담 분포에 한 분석 결

과를 보면, 산 체가 앙정부의 산만으로 이 진 기타/환경 역

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분담비를 보인 사업 역은 출산 부분으로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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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업(a) 중앙부담(b)

전체예산 중 

중앙부담 

(a+b)

전체예산 중 

중앙부담 

비율 (%)

전체　

계　 11,642.2 25,829.7 37,471.90 57.9 64,668.4

결혼 5.0 83.0 88 54.0 163

임신 90.0 546.5 636.5 52.5 1,212.2

출산 1,977.0 307.0 2,284.0 94.2 2,425

육아 9,463.4 24,893.2 34,356.6 56.5 60,761.4

기타/환경 106.8 0.0 106.8 100.0 106.8

정부가 94.2%의 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육아

(56.5%), 결혼(54.0%), 임신(53.5%)의 순으로 앙정부의 산 분담비

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공통사업의 산 분담 황분석에서도 출산 정

책사업 역에서는 앙정부 심의 정책 집행 경향이 다시 한번 확인

된다. 

<표 3-5> 저출산 정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부담

(단위: 억원, %)

자료: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앙부처 시행계획

체 으로는 앙정부가 추진하는 출산정책 사업들에서 57.9%의 

산을 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지방

정부가 앙정부의 출산 정책에서 40% 이상의 산을 분담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 다. 이와 함께 각 지방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자체 출

산정책 사업들까지 포함한다면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출산 정책의 

산 규모는 앙정부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이를 통해 출산 정책의 실행에서 지방정부는 앙정부의 사업을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 수 의 산을 마련하는 역할까지 수행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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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고용

노동

여성

가족

행정

안전

교육

과학
국방

농림

수산

국토

해양
전체　

계　 23 13 11 7 6 1 1 3 65

결혼 1 0 2 0 2 1 0 2 8

임신 6 0 0 0 0 0 0 0 6

출산 3 4 0 0 0 0 0 0 7

육아 13 6 3 0 3 0 1 0 26

기타/환경 0 3 6 7 1 0 0 1 18

제3절 중앙부처별 저출산 정책

다음으로 앙정부의 출산 정책 추진에서 각 부서들이 정책 사업들

을 구분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앙부처별 추진사업 실태 분

석은 앙 정부 내의 정책 분담구조를 엿볼 수 있는 기 를 제공해  

수 있다. 

<표 3-6> 중앙정부 저출산 정책사업의 부처별 분포

(단위: 개)

자료: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앙부처 시행계획

우선 부처별로 실시한 출산 정책 사업들의 개수에 한 분포를 보

면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면서 출산 정책 분야의 

주무부처임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

안 부, 교육과학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방부와 농림수산부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소수의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보건복지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출산 정책사업은 주로 육아

에 집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부처들은 상 으로 기타/

환경조성 부문에 사업을 집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출산 정책 련 주요 부처들의 시행 사업들을 구분하여 보면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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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육아(13건)와 임신(6건) 분야에 가장 많은 수의 과제들을 수행

하고 있었다. 특히 임신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만이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임신 분야 출산 정책이 의료 서비스 지원과 하게 

연 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육아 분야 출산정책 

사업에는 ‘보육교육비 액 지원 상 확 ’ 등 경제  지원 사업과 ‘국

공립보육시설 확충’ 등의 시설 사업, 그리고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미 

이행 강제방안 도입’ 사업 등의 제도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내용들을 

포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는 총 13개의 출산 정책 사업들 에서 육아(6

건)와 출산(4건)과 련된 정책 사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에는 

‘산 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출산)’ 사업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

구권 도입(육아)’ 사업 등 근로시간 련 제도 개선 사업이 다수 포함되

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출산 정책은 기존의 근로 련 제도에 출산 

련 사항을 강화하는 형태의 제도 개선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고용노동부의 출산 정책들 에는 ‘육아휴직정률제  육

아휴직 복귀 인센티  도입(육아)’ ‘산 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육아)’ 

등의 사업과 같이 육아휴직이나 산 후 휴가 여를 지 하는 경제  

지원 사업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들 역시 제도 개선과 함께 추진

되는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기타/환경개선(6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육아 역(3건)과 결혼 역(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

부의 출산 정책 사업들은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결

혼)’ 사업이나 ‘이웃 간 돌 나눔 사업 활성화(육아)’ 시범 사업 등과 같

이  국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기존의 정책 달 체계를 활용한 서비스 

지원과 운 을 개선한 제도 개선 사업 등의 방식으로 출산 정책을 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 /방과후 돌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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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인 라 구축(육아)’ 사업 등에서는 『건강가족기본법』의 개정을 통하

여 돌  서비스 제공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시도도 발견된다. 

행정안 부는 공무원이나 공공 역에서의 가족 친화  근로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과 다자녀가정을 지원을 통한 사회환경을 개선하려는 제도 

개선사업이 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부의 경우에는 주로 지방교육청을 

통하여 유아 교육비나 보육비를 지원하는 경제  지원 성격의 서비스 

지원이 상 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 게 부처에 따라 추진하는 출산 정책사업들이 다른 특성들을 나

타내면서 이들 정책을 해 쓰이는 산의 규모에도 부처별 차이를 찾

아볼 수 있다. 출산 정책 사업들에서 경제  지원  서비스 지원 사

업이 차지하는 비 이 큰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부, 그리고 제도 개선에

서 경제  지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고용노동부는 출산정책의 추진

에서 상 으로 많은 산을 집행하고 있다. 반면 기타/환경개선 사업

으로 제도 개선 사업의 성격이 강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

한 행정안 부, 국토해양부, 국방부에서는 출산 정책의 산 규모가 

아주 작거나 혹은 비 산 사업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출산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앙 부처에서 지방정부와의 공통사업

을 실시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만 나타났다. 그  여

성가족부의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정책 집행이 앙과 지방의 건강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이 지고 있

었다. 그러므로 출산 정책의 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산투여 연

계 사업은 사실상 보건복지부를 통해서만 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2∙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정책연계방안

　 예산　 비예산　 지방공통사업 사업비 　전체　

계　 33 32 14 64,668.4 65

보건복지 17 6 12 51,875.2 23

고용노동 7 6 - 4,585.6 13

여성가족 4 7 2 799.7 11

행정안전 1 6 - 28.0 7

교육과학 3 3 - 6,759.9 6

국토해양 0 3 - - 3

<표 3-7> 부처별 저출산 정책 예산의 배정

(단위: 건, 억원)

자료: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앙부처 시행계획

앙정부의 출산 정책 시행과 련한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앙정부의 출산 정책들 에서 가

장 으로 이 지고 있는 사업 역은 양육 부문의 정책 사업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업의 종류나 산의 측면 모두에서 그러하 다. 

그러나 양육 련 출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여

성가족부, 행정안 부로 국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제  

지원, 시설지원, 의료  서비스 지원의 정책 사업들이 많았으며, 행정안

부의 경우에는 양육 환경 개선을 한 제도 개선의 사업이 심을 이

루었다. 

둘째, 많은 정책 사업들이 비 산 과제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었다. 이

러한 비 산 과제들의 상당수는 제도 개선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출산 정책에서 앙정부의 요한 역할  하나가 출산과 양육

에 유리한 환경을 한 제도 개선 사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출

산 정책을 해 직 인 경제 지원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부처들이 

출산 정책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 정책들이라고 하더라도 지방

정부가 분담하는 산의 비 이 매우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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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가 앙정부의 출산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 외에도 출산 정책

을 한 재원 마련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다. 체 으로 

앙정부의 산 과제  40% 이상의 재원을 지방 정부에서 분담하고 있

었고, 산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지방정부의 산 분담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재정 분담 외에도 산집행 

과정 에서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혹은 추가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 지방정부 자체에서 출산 정책을 시행한다는 을 고

려한다면 지방정부가 체 출산 정책에서 분담하는 산 비 이 더욱 

클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상할 수 있다. 

넷째,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실시하는 공통사업은 부분 보건

복지부를 통해 이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부처들의 산 사업들 

 공통사업의 비 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 외 

다른 부처들의 출산 정책에서 지방과의 공조가 이 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K
I
H
A
S
A4장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





제4장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

제1절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 현황

 
다음으로 역자치단체에서 자체 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정책들을 

사업내용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사업들 에는 일

부 앙정부의 산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비 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사업들은 모두가 앙 정부와의 사업이 

공통으로 투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통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앙 정부의 거

시  정책 기획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사업들에는 앙정부의 지원

이 추가 으로 이 지고 있음을 보여 다.   

 체 으로 318개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육아 역에서 120

개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이는 체 사업의 37.7%에 달하는 수

이다. 그 다음으로는 인식개선 사업과 출산 련 사업이 52개와 47개

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결혼

(20개, 6.3%)과 임신(27개, 8.5%) 분야의 사업들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역지방자치 역시 육아 정책이 출산 정책의 핵심을 

차지고 있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앙정부의 사업에는 포

함되어 있지 않던 인식개선 사업도 지방 정부의 출산정책 사업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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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비율)
계 275(100.0)

결혼 17 (6.2)
임신 23 (8.4)
출산 38 (13.8)
육아 104 (37.8)

인식개선 52 (18.9)

서 큰 비 을 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정책 사업 분야별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이러한 지방정부의 정책 사업들 역시 산사업과 비 산 사업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산 사업은 체 318개 사업들 에서 272개로 체

의 8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업의 비 이 높은 역은 

임신과 인식개선 사업이었으며, 사업의 수가 가장 많았던 육아 련 사

업은 110개 사업에 산이 편성되어 있어 91.7%의 산사업 비율을 나

타내었다. 반면 비 산 사업 비 이 높았던 사업 역은 총 20개의 사

업  14개 산사업으로 구성된 결혼(70.0%)과 52개  32개 사업이 

비 산인 기타 역(61.5%)이었다. 

비록 이상과 같이 사업 역 사이에서 산사업의 비율에는 다소 차

이가 나타났지만, 산사업의 비 이 낮았다고 볼 수 있는 결혼과 기타 

사업 역을 제외한 다른 출산 정책 사업들을 보면 모두가 90%를 넘

는 산 사업 비 을 나타내었다. 이 게 높은 역지방자치단체의 산 

사업비 은 출산 정책 사업의 추진에서 지방 정부가 체 으로 제도 

개선 등의 기획보다는 실제 산의 집행 기능이 상 으로 높다는 것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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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예산　 비예산　

계　 275 (100.0) 230 (83.6) 45 (16.4)
결혼 17 (100.0) 11 (64.7) 6 (35.3)
임신 23 (100.0) 21 (91.3) 2 (8.7)
출산 38 (100.0) 34 (89.5) 4 (10.5)
육아 104 (100.0) 94 (90.4) 10 (9.6)

인식개선 52 (100.0) 48 (92.3) 4 (7.7)
기타 41 (100.0) 21 (51.2) 20 (48.8)

<표 4-2>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정책 사업의 예산 및 비예산 과제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이상과 같은 산 과제의 분포가 실제 소요되는 산의 규모를 의미

하지는 않는다. 역자치단체에서 추진 인 출산 정책사업들의 산 

배정을 사업 역별로 나 어 본 결과는 <표 4-3>와 같다. 역자치단

체가 실시하고 있는 자체  출산 정책에 배정된 총 산은 5,574억 수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앙정부와의 공통사업에서 소요

되는 산 27,196.5억원의 20.5%에 해당한다. 

이는 다시 말해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 사업 배정액   규모가 

앙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공통사업에 투여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와의 공통사업이 지방정부의 자

체  출산 사업 추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음

을 간 으로 시사한다. 

산이 가장 많이 투여된 출산 정책 사업은 역시 육아 련 사업 

분야로 3,454.9억이 투여되어,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 사업들

에 투여되는 체 산의 62.0%를 차지하 다. 그러나 앙정부에서는 

체 출산 정책 산에서 육아 부문의 산 비율이 94.0%에 이르

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앙정부에 비해서는 상 으로 작은 비 이라

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산 분배 구조는 역지역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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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는 앙정부 사업에서 추진하는 공통사업에 참여하며, 동시에 

앙 정부가 집 하지 못하고 있는 보육 사업들을 지자체의 자체 사업으

로 보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육아 사업에는 서울시에서 보육조례에 의

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 운 ’ 사업이 884억 의 규모

로 가장 컸다. 이 사업을 해 서울시는 사업 산의 70%인 약 619억

원을 지출하 으며, 나머지 30%인 약 265억 원은 구단  기 자치단체

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총 5개 분야 92개 항목의 

기 을 심의하고 이를 통과하는 일정 기 과 조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국공힙 시설과 동일한 인건비를 지 하

는 등 국공립시설에 하는 재정지원을 민간 보육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2010년에는 567개소를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정하여, 총 

2,592개의 서울형 어린이집이 운 되고 있다.  

역자치단체의 육아사업 에서 두 번째로 산 규모가 큰 사업은 

인천시의 ‘유아교유비 지원 확 ’ 사업으로 총 459억원 가량의 산이 

100% 시도 산 지원으로 투여되었다. 이 사업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가구 소득하  70% 이하 가구와 소득과 상 없이 모든 셋째아를 

상으로 하는 만 3!5세아 유아학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교육청에서 주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 으로 

운용된다. 세 번째로 에산 규모가 큰 사업은 다시 서울시의 ‘다자녀가족 

양육지원’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만6세 미만의 셋째아 이후의 아동들을 

상으로 가정 내 보육아동의 경우에는 10만원의 양육비 지원을, 보육시

설 이동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한편 서울  역시 이외의 도단  지자체 사업 에서는 산액 

92.5억 원 규모의 라북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으로 나타

났다. 이 사업은 도내 보육교사 7,700여명에게 월 10만원의 지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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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체 역 지자체 보육부분 사업들  

7번째로 규모가 큰 사업이었다. 다음으로 도단 에서 산규모가 큰 보

육사업은 경상남도의 ‘만4세 셋째아부터 무상 보육료 지원’ 사업이었다. 

78.9억 원이 투여된 이 사업은 만 4~5세의 셋째아를 상으로 1인 당 

1.72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다음은 충남의 ‘학기  토

일 공휴일 아동 식비 지원’ 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상에는 비록 

식지원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이 포함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부분은 

18세미만의 취학자녀들을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분류에

는 다소 부 한 측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업의 산 규모는 77.0

억 원이었다. 

이상의 역자치단체의 보육 분야 출산 사업들은 부분 정부와 공

통으로 실행하고 있는 보육지원 사업을 보조해주는 특징들을 형 으로 

보여주는 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사업들은 정부의 보육 정

책이 포함하지 못하는 상들을 보육지원의 범주로 포함시키려는 노력들

이 에 띈다. 이러한 보육 정책의 보조 사업들은 의 와 같이 시설

투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다가족 자녀 보육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역자치단체들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역자치단체의 보육 분야 출산 정책 사업들  비 산 과제

들은 총 10개로 구, 인천, 주, 울산 등 부분이 역시 단 의 자

치단체들의 사업들이라는 특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 비 산 사업들은 

부분 행정  제도 지원의 방식으로 운 되었다. 표 인 로는 

구시의 ‘ 유아 교통요  감면’ 사업,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상

으로 물품 구입 할인 등의 우 를 제공하는 인천시의 ‘다자녀 우 제

「아이모아카드」내실화’사업, 2001년 이후 셋째아 자녀를 출산한 가정

을 상으로 하는 주의 ‘공공시설 이용감면 서비스 확 ’ 사업, 충청

남도의 ‘다자녀가정 우 카드제 운 (충남다사랑카드)’ 사업 등이 있다. 



52∙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들 사업들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해 다는 의미에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었다. 

보육 분야 다음으로 산의 비 이 많은 사업부문은 출산 역으로 

507.7억 원이 투여되어, 역자치단체의 출산 정책사업 총 산 지출

의 9.1%의 비 을 차지하 다. 가장 산규모가 컸던 사업은 충청북도

의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약 134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다. 이 

사업은 둘째, 셋째 출산가정을 상으로 각각 월 10만원과 20만원을 12

개월 동안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음으로 산 규모가 큰 사업

은 인천시의 ‘출산장려  지원’사업, 라남도의 ‘농어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과 시와 군 자치단체와 50%를 분담하는 ‘신생아 양육비 지

원’사업, 부산시의 ‘출산지원  지 ’사업 등으로 부분이 출산지원  

형태의 지원 방식의 사업들이었다. 

이와 같이 부분의 역자치단체에서는 출산지원 , 출산 축하  등 

 지원형태의 출산 분야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롭

게도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역자치단체의 출산 역 출

산 정책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주, 

, 등은 출산지원  형태의 사업으로 단 한 개의 출산분야 사업이 편

성되어 있었다.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인구규모가 크지 않은 라남도에서 가장 

사업 규모가 컸다는 이다. 라남도의 인구규모와 사업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역자치단체들 에서 라남도의 출산지원  지원이 1인당 지

원 액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 사실은 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산 편성이 실제 

지원되는 산의 부가 아니라는 이다. 이후 기 자치단체의 출산 

정책 분석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많은 기 자치단체에서는 나름

의 출산지원  형태의 경제  지원 방식의 출산 분야 정책사업들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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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출산지원  형태의  지원 외에도 인천시의 ‘출산용품  구

강용품 지원’사업, 울산시의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경기도의 

‘출산 여성공무원 인사우 ’사업과 ‘출산직원에 한 복지포인트 지 ’사

업, 충청북도의 ‘임산부와 태아를 한 열린축제’ 행사 등의 다양한 형태

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시와 라북도에서 

 자동차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2010년 임신  출산 

가정에 자동차 구입비를 할인해주는 ‘임신출산 가정 자동차 구입비할인’

사업은 지역 자원(지역 생산 사업장)을 활용하는 독특한 정책 사업을 추

진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인식개선 사업 역이 세 번째로 높은 산 비율을 보

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 규모는 123.4억으로 체 역자치단체 자체

사업 산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사업들을 산 규

모 순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 출산 인식개선 교육’ 사업이 약 3억6

천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의 ‘출산유아교육 박람회 

개최’(3억 원), 경상북도의 ‘ 출산 극복 주민인식 개선 홍보  교육’ 

사업(2억3천만 원) 등이 있었다. 

사업의 운 은 불특정 들을 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 사업이 가

장 많았지만, 경상북도의 ‘ 출산 극복 학교 교양과목 개설지원’, ‘

학생 출산 책 교육’과 같이 학생을 상으로 정규화된 교육과정을 

만들려는 노력도 있었다. 한 강원도의 ‘가임기 여성의 결혼  출산에 

한 인식 환 교육’이나 충청남도의 ‘ 학생과 함께하는 결혼· 출산 교

육’사업과 같이 출산의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을 상으로 직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강원도의 ‘청소년출산장려 교육 로그램’은 

청소년들을 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출산 정책에서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해 필수  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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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기업을 상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가족친화  기업문화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1억9천만 원의 비

교  큰 산이 투여되는 사업을 운 하고 있었고, 경기도에서는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사업들은 지역 내 

기업체들을 상으로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하기 한 방문교육을 실시

하고, 가족친화  경 을 한 컨설  사업도 병행하고 있었다. 한 

CEO 교육이나, 가족친화경  매뉴얼 보 과 같은 다양한 사업방식을 

구성하는 등 다른 지자체 사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범 사례를 보이

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개선을 한 역자치단체의 출산정책 사업은 부분 

방송이나 고물 등을 통한  홍보 방식이나, 인식개선 캠페인, 출산

련 박람회 개최나 산장려 짓기, 사진, 그림 공모  등 일회  행

사 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식개선 캠페인이나 

다른 교육 사업들의 컨텐츠는 ‘올바른 출산 가치 ’이나 ‘바른 결혼 ’ 

정립 등과 같이 매우 추상 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어

떤 것이 ‘올바른 가치 ’인가에 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그 게 직

으로 출산의 기를 보여주고, 사안의 심각성을 들에게 홍보하

는 방식으로 실제 인식 개선이나 출산력 제고를 기 하기는 매우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출산 정책 홍보를 한 컨텐츠 개발과 성인들을 

한 인구교육의 교수법 개발은 따로 검해 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홍보 컨텐츠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

할 수 있어야 하며, 인식개선을 목 으로 하기 보다는 생활 역에서 출

산친화  환경 실 을 한 실천할 수 있는 구체  내용들로 채워질 필

요가 있다. 

한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정책들의 황을 설명하는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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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는 

사업들이다. 이러한 방식의 홍보는 출산  양육 서비스가 필요한 정책 

수요자들에게 구체  정보를 제공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  정

책 수요자들에게도 출산  양육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정부와 지자

체가 그를 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해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 정책이 직  정책 수요자들에게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 으로써 

출산  양육의 부담을 여 다는 목 도 있지만, 더불어 출산과 양육

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

 수 있기 때문이다3). 이러한 출산 정책 홍보 성격의 사업들로는 부

산시의 ‘출산장려정책 동향지 발간’ 사업, 주시의 ‘출산장려시책 홍보’ 

사업, 경상북도의 ‘ 학생 출산 책 교육’ 사업 등이 있다. 

 역자치단체의 임신 역의 정책 사업은 사업수로는 8.4%를 차지

하고, 산 규모로는 1.1%를 차지한다. 임신 역의 정책사업을 실시한 

역지자체는 부산, 구, 인천, 주, 울산, 경기, 북, 남, 경남 등 9

곳에 불과하 다. 

사업들의 산 편성을 살펴보면 23개의 사업들  21개가 산이 배

정된 과제 으며, 단 2개의 사업만이 비 산 과제들이었다. 비 산 과제

들은 부산시와 울산시에서 시행 인 ‘임신직원의 당직근무 제외(배려)’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지자체 내 공무원들을 상으로 하는 매우 제

한 인 행정 제도개선 사업이었다. 

한편 산과제들은 부분 의료지원 형태의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었

다. 이들 사업들로는 구시의 ‘임신성 당뇨검사’와 인천시의 ‘임산부 건

강검진비 지원’과 같이 임산부의 건강검진 사업, 부산시의 ‘임산부 태아

기형아  풍진검사지원’과 구사의 ‘ 소득층 태아기형아 검사’ 사업

3) 물론 이러한 홍보 사업들은 자치단체장들의 치 을 홍보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험성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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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태아 기형아 검사를 지원 사업, 인천과 경남의 ‘정 복원 사업’

과 같은 임신 지원 사업 등이 있었다. 그 외에도 울산시에서는 ‘출산친

화분 기조성을 한 태교음악회’를 운 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임신 분야 출산 정책 사

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을 뿐만 아니라, 운 되고 있는 사업들의 내

용들도 상당히 제한 이라는 이다. 이는 임신 분야 출산 정책 사업

들이 부분 임산부에게 직 으로 서비스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형

태의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실제 이러한 사

업들은 기 자치단체들에서 주민들을 상으로 실시되는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역자치단체는 임신 역

의 출산 정책 사업을 극 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역자치단체의 결혼 역의 출산 정책사업은 사업 분류를 특정하

기 힘든 기타 부문 출산정책 사업들을 제외하면 사업의 수와 산액

기 가장 작은 분야이다. 그만큼 출산 정책에서 결혼 분야 사업은 정책

개발이 더디게 이 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총 17개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그  6개 과제는 비 산 사업으로 총 11개의 산 

사업이 편성되어 있었다. 결혼분야 정책사업이 하나라도 편성되지 않은 

역자치단체는 시, 주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라북도, 라남도

이었다. 결혼 분야 정책사업에 배정된 산은 총 3억 원 수 이었으며, 

산 사업 1개 당 산규모는 2천60만 원 수 으로 비교  작은 규모의 

사업들로 이 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 분야 출산 정책사업들은 거

의 부분이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이벤트성 행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로는 서울시의 ‘미혼남녀만남 로그램운 ’, 

부산시의 ‘미혼남녀 온라인 만남지원’와 ‘부산갈매기 사랑만들기 로젝

트’, 울산시의 ‘결혼친화 미혼 남녀 미  페스티벌’등 총 8개의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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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부분의 행사는 이벤트 업체 등을 통해 이 졌으며, 산은 서

울의 6천만 원이 가장 컸지만 연 2회의 행사를 가졌고, 결혼비용 부담 

경감 캠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직  비교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

분의 만남 이벤트 사업 산은 5백만 원(울산)에서 강원도 2천5백만 원 

사이었다. 실제 이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극히 제한 이라는 

과, 참여자들이 과연 얼마나 혼인으로 연결되어졌나를 고려한다면 정

책 효과면에서는 매우 비효율 인 이벤트성 사업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이들 행사들은 이벤트 회사들이 실제 행사를 진행하

고, 심지어 결혼지원 사이트 회원가입비까지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경우

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미혼자 만남 지원 이벤트 행사들 외에도 비록 소수이지만 다

른 형태의 결혼 지원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었다. 가장 표 인 사업으

로는 인천시에서 운 하는 ‘결혼 령기 남녀 건강검진’ 사업인데, 결혼 

령기 남녀 1,200여 명을 상으로 기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데 약 8

천 9백만 원의 비교  큰 산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실제 이 사업의 실

제 혼인 기여 정도는 평가하기 어렵다. 

혼인부담 경감을 통해 실제 혼인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은 극

히 제한 인데, 이들 사업들로는 서울시의 ‘ 소득근로 신혼부부용 자립

형 임 주택 공 ’, ‘신혼부부 가구 장기 세주택 우선공 ’, ‘신혼부부 

세자 출’과 경기도의 ‘신혼부부 상 주택자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두 역자치 단체 모두 서울장기임 주택 사업이나 주택공 에 한 규

칙 등 기존의 주택정책 사업을 신혼부부 상으로 일부 환했다는 특

징이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도 상당 부분 소득층을 상으로 하는 주택 정

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한 으로 운 된다는 과, 이미 결혼한 신혼부

부들을 지원 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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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규모가 크고, 독립  주택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에서 다른 지

자체들에 용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외 출산 비율이 2%에 불과한 우리의 실에서 결혼은 출산 

수 을 결정하는 가장 기 인 조건이라는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에 맞는 혼인 지원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출산 정책 사업의 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분야의 출산 정

책 사업들은 총 41개 사업이 있었으며, 그  21개 사업이 산 사업, 

나머지 20개 사업이 비 산 사업으로, 비 산 사업 비 이 다른 정책 

역들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역자치단체에서는 산

의 집행 기능이 강하다는 특성에 비춰볼 때 이 기타 분야는 매우 외

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게 비 산 사업의 비 이 많은 것은 앞서 앙 정부의 출산 정

책의 경우에는 정책의 개발과 제도 개선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비 산 

과제들이 많았다는 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역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도 개선 측면의 정책 사업들이 이 ‘기타’ 역

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개별 사업들의 사

업운  방식을 분류하여 보면 43.9%에 해당하는 18개 사업이 제도 행

정 개선의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 다. 더불어 넓은 의미에서 제

도 개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지원 방식도 17.1%(7개 사업)에 

이르 다. 

사업 분야들이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의 내용들도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가장 흥미로운 사업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

기  조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까지 총 1,000억 원 

규모의 출산장려기 을 조성하려는 이 사업은 시출연 과 기 운용 수익

 등을 통하여 조달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 립 에 한 이자수익 등 

운용수익 을 범  내에서 교육비 등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펼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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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자치단체가 자체 으로 거 한 

규모의 산을 수립하고자 한다는 과, 이를 통해 다양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산 운용에서 상 으로 여유가 있는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기타 역의 사업들을 다시 엄 하게 구분하여 보면 인식  환경 

개선 사업들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를 들어 서울시의 ‘다자녀가구

세자  우선공 ’와 ‘원격근무센터 운 ’, ‘육아공무원 유연근무제 참

여 목표제’, 부산시의 ‘다자녀 가정  출산공무원에 한 우 ’, 울산시

의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발  운 ’와  라북도의 ‘출산장려 사회

 약’, 제주도의 ‘제주삼다 공동육아운동 개’ 사업 등이 그러한 

에 속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게 ‘기타’ 역으로 분류된 

역지자체의 사업들 에서 무려 16개가 서울시에서 운용하는 사업으

로 압도 으로 많다는 이다. 다음으로 사업 수가 많은 지차체도 부산

과 라북도 각각 5개의 사업, 울산의 3개 사업뿐이며, 나머지 지자체들

은 1~2개 정도의 사업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는 지자체일수록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인식개선 등의 통상  분류를 넘어서는 사업들을 많이 있다는 것을 시

사하는 결과일 것이다. 참고로 라북도의 기타 사업에는 ‘출산장려 사

회  약’, ‘ 자동차 양해각서 (MOU) 체결’ 등의 사업 등이 포

함되어 있다. 

                                                  

 제2절 광역자치단체 저출산 정책사업 예산 및 집행기관

          

역자치단체에서 집행한 출산 정책 산사업 230개에 투여된 총

산은 4,200억 원 수 이었으며, 산사업 당 평균 18.3억 원의 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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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되었다. 그러나 출산 정책의 사업의 내용에 따라 투여 산의 규

모는 큰 차이를 보 다. 산 규모가 가장 큰 육아 사업의 경우에는 총 

3,273억 원의 산이 투여되어 역자치단체의 총 출산 사업 산의 

77.8%를 차지하 으며, 사업 당 산 규모는 34.8억 원 이었다. 이는 

육아/보육 분야 사업이 사업 과제의 수와 체 산 규모뿐만 아니라, 

단  사업 당 산 크기도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역자치단체에

서도 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보육정책이 출산 정책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다. 

다음으로 산 규모가 큰 사업 역은 출산 분야로 총 502.8억 원이 

투여되었으며, 사업 당 평균 산은 14.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게 출

산 분야 출산 정책 사업 산의 체 규모와 사업 당 규모가 비교  

크게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축하 , 출산 장려

, 신생아 양육비 등 다양한 형태로 지 하고 있는 출산 지원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역자치단체의 출산 정책 사업 들 에서 산 규모가 가장 컸던 

보육  출산 역과 산 분야를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역을 제외하

면, 그 외의 다른 사업 역들의 산은 매우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결혼 분야의 정책 산은 체 산의 0.1%에 불과하 으며, 임신 

역은 1.1%, 인신개선 역은 2.9%의 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업 당 산 규모도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역자치단체의 출산 정책 산 규모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유념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각 지자체에서 보고한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의 내용과 이 연구의 분석 결과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다. 이 연구는 출산과 직  련이 있다고 단되는 

사업들만을 분석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과 등학교 학생

이상을 상으로 하는 교육 련 정책들은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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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 예산액 (비율) 사업당 평균 예산

계 230 420,940,229 (100.0) 1,830,175

결혼 11 290,250 (0.1) 26,386 

임신 21 4,432,500 (1.1) 211,071 

출산 34 50,276,920 (11.9) 1,478,733 

육아 94 327,303,426 (77.8) 3,481,951 

인식개선 48 12,338,755 (2.9) 257,057 

기타 22 26,298,378 (6.2) 1,195,381

그러나 당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에서는 충청북도의 ‘의무교

육 상 무상 식비 지원(740억원 규모)’ 라북도의 ‘ 어인 라 구축 

사업(124억원 규모), 경상남도의 ’ 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90억원 규

모)‘ 등과 같이 사실 상 교육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들이 역지자

체들이 추진하는 출산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사업들이 

포함할 경우 기타 역의 사업에서 사업 당 평균 산이 45.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 다. 

이와 같은 사업 규정에 한 차이는 실제 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하고 있는 직  출산 정책은 공식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해 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정책에 

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간 으로 시사하는 결과라고도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3>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정책 예산사업의 영역별 예산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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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예산 과제 비예산 과제

계 275 (100.0) 230 (83.6) 45 (16.4)
서울 38 (100.0) 25 (65.8) 13 (34.2)
부산 32 (100.0) 26 (81.3) 6 (18.8)
대구 21 (100.0) 19 (90.5) 2 (9.5)
인천 20 (100.0) 19 (95.0) 1 (5.0)
광주 14 (100.0) 12 (85.7) 2 (14.3)
대전 2 (100.0) 2 (100.0) 0 (0.0) 
울산 30 (100.0) 21 (70.0) 9 (30.0)
경기 14 (100.0) 12 (85.7) 2 (14.3)
강원 14 (100.0) 13 (92.9) 1 (7.1)
충북 7 (100.0) 7 (100.0) 0 (0.0) 
충남 6 (100.0) 5 (83.3) 1 (16.7)
전북 16 (100.0) 14 (87.5) 2 (12.5)
전남 10 (100.0) 10 (100.0) 0 (0.0) 
경북 12 (100.0) 11 (91.7) 1 (8.3)
경남 20 (100.0) 18 (90.0) 2 (10.0)
제주 19 (100.0) 16 (84.2) 3 (15.8)

역자치단체의 출산 정책 사업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분포와 특성

을 나타내었다.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서울의 사업

이 44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산(26개), 울산과 경남(22개), 

남(21개) 순으로 많은 수의 과제들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 

사업의 숫자도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서울의 산 사업이 30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산(32개), 울산(31개), 경남(24개), 남

과 구(각 21개) 순으로 많은 수의 과제들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광역자치단체별 저출산정책 사업의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한편 앙정부와의 공통사업을 포함한 체 출산 정책 산이 가장 

컸던 경기도는 15개의 역단체 자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  

산 과제는 13개로 나타났다. 사업의 수가 가장 작은  역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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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인식개선 기타

42,094.0 29.0 443.3 5,027.7 32,730.3 1,233.9 2,629.8 

서울 15,116.4 6.0 0.0 0.0 13,968.8 64.4 1,077.2 

부산 2,866.0 6.5 24.4 400.0 1,415.2 20.0 1,000.0 

대구 2,649.5 0.6 17.4 0.0 1,619.8 1,011.8 0.0 

인천 7,396.0 8.9 118.0 723.7 6,542.8 0.6 2.0 

광주 397.6 0.0 12.0 13.2 363.2 9.2 0.0 

대전 90.0 0.0 0.0 70.0 20.0 0.0 0.0 

울산 416.1 0.5 13.7 34.9 351.1 11.0 5.0 

경기 3,632.3 0.0 46.1 43.7 3,184.6 24.4 333.5 

강원 499.2 2.5 0.0 5.5 485.8 5.4 0.0 

충북 1,464.0 0.0 0.0 1,396.5 67.4 0.0 0.1 

충남 748.0 0.0 0.0 0.0 723.5 1.7 22.9 

전북 1,634.1 0.0 150.0 80.0 1,218.5 2.0 183.6 

전남 1,584.9 0.0 10.0 1,530.1 42.0 0.0 2.8 

경북 703.0 1.5 0.0 316.0 351.5 34.0 0.0 

경남 1,868.0 1.0 51.7 71.4 1,703.8 40.1 0.0 

제주 1,028.8 1.5 0.0 342.7 672.5 9.3 2.8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각각 2개와 9개의 산 사업들만으로 역자치단

체 수 의 출산 정책이 운 되었다.

<표 4-5> 광역자치단체별 저출산정책 사업의 예산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그러나 실제 출산 정책의 운 을 살펴보면 역 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의 구분이 모호한 사례가 많았다. 산은 시군구 단  기 자치 

단체에서 집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역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산이 편

성된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산

상의 어려움으로 산 편성이 어려운 기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산의 

배분이나 사업의 진행이 역 자치단체의 리집행의 성격이 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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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로 역자치 단체의 사업 

편성으로 비교하기에는 제한 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수  자치단체들의 출산 정책에 한 산 

편성을 살펴보면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크게 향을 받는다는 을 알 

수 있다. 우선 산 규모로 보면 출산 정책 산 지출이 가장 큰 역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충북, 인천, 경기 순으로 수도권 지역에 집 되어 

있었다. 반면 산이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역시, 주 역

시, 울산 역시, 경북 역시 순이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단  

지방자체단체들은 상 으로 산의 편성이 작은 경향을 보 다.

사업별로는 앞서의 분석과 같이 모든 지역에서 육아 련 분야에 가

장 많은 산이 투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 역시, 경기

도, 경상남도에서 육아 련 산이 가장 많이 투여되었는데, 사실상 육

아 정책의 상이 되는 유아들의 인구크기를 반 되었기 때문에 결과

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체 출산 산에서 사업의 산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육

아사업을 제외하고 역단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정책 산의 분포를 

살펴보면 산의 규모가 크게 바 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체 

출산 산 지출 순 에서는 가장 많은 산을 지출산 지역에 속해있던 

경기도와 인천은 비육아사업 출산 산 규모에서는 9 와 8 로 그 

순 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 역시, 울산 역

시, 주 역시는 체 출산 산 규모와 비육아분야 출산 산 규모 

모두에서 낮은 순 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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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순위 전체 저출산 사업 예산 예산순위 육아사업 제외
계 42,094.0 9,363.7 

서울 1 15,116.4 4 1,147.6 
부산 2 2,866.0 2 1,450.8 
대구 3 2,649.5 5 1,029.7 
인천 4 7,396.0 6 853.2 
광주 5 397.6 14 34.4 
대전 6 90.0 12 70.0 
울산 7 416.1 13 65.1 
경기 8 3,632.3 7 447.7 
강원 9 499.2 16 13.4 
충북 10 1,464.0 3 1,396.6 
충남 11 748.0 15 24.6 
전북 12 1,634.1 8 415.6 
전남 13 1,584.9 1 1,542.9 
경북 14 703.0 10 351.5 
경남 15 1,868.0 11 164.2 
제주 16 1,028.8 9 356.3 

<표 4-6>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정책 사업의 예산규모 및 순위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그러나 모든 사업들이 그러한 정책 상 인구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

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를 들어 출산 분야 정책사업에 산 

투여가 가장 많은 역지자체는 제주도 으며, 그 다음으로는 라북도

와 강원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임연령 인구가 많아 출산 지원 

상이 많을 것으로 상할 수 있는 서울, 경기는 각각 5번째와 14번째의 

산 지출 순 를 나타내었다. 

이 게 인구규모와 산 규모가 다르게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

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출산분야 정책사업에서는 출산 장

려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이 지자체의 출산장려   축하  

지원 수 에 따라 산의 편 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농 지역

에서 1인당 출산장려 의 크기가 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구규

모에 따른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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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산의 배분  정책 수행의 방식에서 역자치단체와 기 자

치단체 간의 사업 공조 방식이 다르다는 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하고 산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기 자치단체

에 사업의 운 을 이양한 경우에는 역자치단체의 산 규모는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의 출산 정책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행될 수 있다. 지역 자치단체의 행정부서가 아니면서 

출산 정책을 수행하는 가장 표 인 기 은 보건소라고 할 수 있다. 

한 지방의 출산 정책을 수행하는  다른 기 으로는 교육청이 있는

데, 교육청은 역이나 기  단  지방정부의 산과는 다른 구조를 갖

는다. 지역 교육청들이 수행하는 부분의 출산 련 정책은 교육 교

부 에 의해서 마련되며, 산 집행도 지방정부가 아닌 교육청의 리 

감독을 받는다. 교육청이 출산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

의 행정력이 미치는 못하는 교육 역에서도 출산 사업이 확 된다는 

의미에서 정 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산집행의 복성과 집행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보건소나 교육청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 집행을 수행하는 

달 체계가 존재할 수 있는데, 표 인 로는 서울시와 도시철도 공

사,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이용객의 유아 수유 편의 제공을 하기 해 추

진한 ‘지하철 역사 육아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있다. 이러한 정책 주체

의 다양화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는 정 인 측면이 있으나, 공공 역

에서 가용한 지역 자원이 불충분한 지역 자치단체들과의 정책 체험 격

차를 벌려 출산정책의 지역 간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체 으로 역자치단체가 행정기  외의 다른 정책 

주체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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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출산 정책의  다수가 행정기 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의 경우는 보건소를 통하여 집

행되기도 하 지만, 사실상의 사업 담당은 역자치단체의 시청, 도청이

라고 볼 수 있었다. 이 게 행정기  심의 사업 진행이 추진된 것은 

역자치단체의 출산정책들이 주민들과 직  을 하는 집행이라기보

다는 산의 배분과 계획 수립이라는 기획의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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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정책 사업 현황

기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정책들을 사업내용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체 2,057개 정책과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그 분포는 역별로 출산, 육아, 임신, 인식개선, 기타, 결혼 순으로 나

타났다. 기 자치단체에서는 출산 부문 사업이 가장 많은 29.9%를 차지

하고 있어, 육아부분 정책과제 29.7% 보다도 다소 높은 수를 보 다. 

이는 앞서 앙정부나 역자치단체 출산 사업 분포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기 자치단체만의 특수한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 련 지원 

정책들은 부분 임산부를 상으로 직 으로 이 지는 서비스  경

제  지원이라는 에서 기 자치단체의 역할이 상  단  기 들의 정

책사업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 자치 단체의 출산 정책 사업 집행 내용은 시(구)지역과 

군지역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책 수

요, 자치단체의 집행 역량, 산의 자립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의 분포를 보면 우선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구 지역에서 사업의 총 가지수가 더 많았으며, 평균 사업 수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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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  과제비율

계 2,057 100.0 
결혼 95 4.6 
임신 454 22.1 
출산 615 29.9 
육아 610 29.7 

인식개선 144 7.0 

<표 5-1> 기초자치단체 저출산정책 사업의 영역별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도시지역에서는 육아분야 사업이 가장 많은 31.1%의 비 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군단  농 지역에서는 출산분야 사업이 

32.9%로 육아부문의 25.9%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임신 련 출산

정책 사업들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시구지역은 체 사업에서 

20.7%를 차지한 반면, 군지역에서는 25.7%로 더 높은 사업율을 보 다. 

비록 사업의 수는 지만 결혼 분야에서도 시구와 군 지역 간 분포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결혼 분야 사업은 시구 지역에서는 4.2%, 군 지역

에서는 5.8%를 차지하 다. 이 게 농 지역에서 결혼 분야 사업이 더 

많이 나타난 이유는 농 지역에서 남성 미혼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 사업들을 

보면 군단  지역에서는 농 총각 국제결혼 지원 분야가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었다. 인식 개선 사업분야에서는 시구지역 8.2%, 군지역 3.8%로 

비록 과제 수는 크지 않지만 비율에 있어서는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다

고 할 수 있다. 출산과 양육에 한  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하

기 한 제도의 개선에 한 필요성과 정책의 효과가 도시 지역에서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한 군지역에서는 인시개선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재원이 상 으로 더 부족하다는 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들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시구 지역과 군 지역 간 출산정책 사업의 분포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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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사업비율)

시‧구지역 군지역

계 1484(100.0) 572(100.0) 

결혼 62(4.2) 33(5.8) 

임신 307(20.7) 147(25.7) 

출산 427(28.8) 188(32.9) 

육아 461(31.1) 148(25.9) 

인식개선 122(8.2) 22(3.8) 

기타 105(7.1) 34(5.9) 

살펴보면 시구지역에서는 육아 부문에 군지역에서는 출산 이  단계에 

출산 정책사업이 상 으로 더 집 된 반면, 시구지역에서는 출산 이

후 육아와  인식 개선에 사업의 이 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지역에서 비율이 높은 결혼, 임신, 출산 분야 지원사업은 정책 

상에 직  지원이 주로 이 지는 사업들이고, 시구지역에서 더 많이 

이 지고 있는 육아  인식개선 사업은 육아 시설을 이용하거나, 불특

정 을 상으로 하는 간  집행사업이라는 특징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지역에서는 낮은 재정 자립도와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직  

산투자에 더 집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더불어 농 지역에

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보다는 사  역에 보육을 더 많이 의존하

는 경향이 반 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 

내용 분포의 차이는 사업 방식의 차이로도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표 5-2> 기초자치단체 저출산정책 사업의 영역별 지역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한편 기 자치단체들의 출산정책 사업들에서는 산과제가 83.8%

로 나타나 비교  높은 비율의 출산정책 사업들이 산과제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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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제 비예산

계 1,724 83.8 333 16.2 

결혼 77 81.1 18 18.9 

임신 377 83.0 77 17.0 

출산 529 86.0 86 14.0 

육아 546 89.5 64 10.5 

인식개선 90 62.5 54 37.5 

기타 105 75.5 34 24.5 

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사업의 분야별

로도 산과제의 비율이 비교  비슷한 수 에서 나타난다는 이다. 

산과제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분야는 육아 련 정책사업들로 체 육아

분야 사업들  89.5%가 산과제들이었다. 다른 분야들을 살펴보아도 

인식개선 사업 역과 기타 사업 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80.0% 이상

의 산과제 비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인식개선 사업의 산과제 비율은 

62.5%에 그쳤으며, 기타 사업 역도 75.5%의 산 사업 비 을 나타

내었다. 

<표 5-3> 기초자치단체 저출산정책 사업의 예산과제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기 자체단체 출산정책 사업들  산 사업들에 배정된 산 규모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 사업 역

은 역시 육아부분으로 총 4,890억 원 가량의 산이 배정되었으며, 다음

으로는 출산 역에서 약 2,160억 규모의 산이 소요되었다. 한편 가장 

작은 산규모의 출산 정책사업 분야는 인식개선 사업부문(908억 원)

과 결혼 역 사업부문(15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 당 투여되는 산 규모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앞서의 

분야별 체 산 규모와 비슷한 결과가 발견되었는데, 단  사업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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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 분야별 총예산　 사업당 평균예산

계 2057 809,909 393,733

결혼 95 1,549 16,303.39

임신 454 11,054 24,348.53

출산 615 215,758 350,826.5

육아 610 489,063 801,743

인식개선 144 1,640 11,389.06

기타 139 90,844 653,556

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사업 분야는 육아 분야로 개별 사업 

당 약 8.0억 원의 산이 배정되었고, 두 번째 규모로는 출산 분야로 3

억5천만 원 정도의 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육아와 출산 분

야를 제외한 사업들은 그 사업당 산 규모가 격히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임신 분야에는 평균 약 2천4백만 원, 결혼 분야에는 1천6백

만 원, 인식개선 사업분야에서는 1천1백만원 수 의 산이 집행되었다. 

<표 5-4> 기초자치단체 저출산정책 사업의 예산규모와 사업 당 평균예산 규모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이러한 산  비 산 사업의 배정은 지역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 과제의 비 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

(94.8%), 라남도(93.9%), 라북도(93.3%), 경상북도(92.9%) 순이었

다. 반면 산 과제 비 이 낮은 지역들은 부산 역시(53.3%), 역

시(62.5%), 구 역시(66.0%), 제주도(80.6%), 서울특별시(8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 자치단체의 출산정책 사업들  산과제의 

비 이 낮은 지역들이 부분 역시로 된 도시지역에서 나타난다는 

이다. 이는 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도시지역에서는 다양한 출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한편 농 지역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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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제 비예산 전체　

계 1,996(83.8) 379(16.0) 2,375(100.0) 
서울 337(82.8) 70(17.2) 407(100.0) 
부산 136(53.3) 119(46.7) 255(100.0) 
대구 64(66.0) 33(34.0) 97(100.0) 
인천 63(85.1) 11(14.9) 74(100.0) 
광주 37(90.2) 4(9.8) 41(100.0) 
대전 15(62.5) 9(37.5) 24(100.0) 
울산 68(84.0) 13(16.0) 81(100.0) 
경기 326(88.8) 41(11.2) 367(100.0) 
강원 121(89.6) 14(10.4) 135(100.0) 
충북 128(94.8) 7(5.2) 135(100.0) 
충남 115(92.7) 9(7.3) 124(100.0) 
전북 70(93.3) 5(6.7) 75(100.0) 
전남 154(93.9) 10(6.1) 164(100.0) 
경북 183(92.9) 14(7.1) 197(100.0) 
경남 154(91.7) 14(8.3) 168(100.0) 
제주 25(80.6) 6(19.4) 31(100.0) 

는 산의 배정에 따라 사업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편, 정책의 수와 산과제의 비율 사이에는 특별한 상 계가 발견되

지 않았다. 

<표 5-5> 기초자치단체 저출산정책 사업의 시도별 예산과제와 비예산과제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기 자치단체에서 집행되는 출산 정책에 해서는 사업의 추진 방

식을 분석하여 보았다. 사업의 구분은 경제/서비스 지원, 행정  제도 

지원, 보육시설 지원, 행사  기타 등 4가지 방식으로 구분하 다. 경

제/서비스 지원은 정책 상과 정책 수혜자가 동일한 경우인데, 지

원, 물품지원과 의약품 제공, 진료  의료 상담 등 의료 서비스 지원을 

포함한다. 행정  제도 지원은 산이 특별히 배정되지 않고 지자체에

서 행정 지도나 제도 변경을 통해 출산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의

미한다. 를 들어 다자녀 가구에 한 공용 주차장 사용료 할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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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보육시설 지원은 정책 지원의 상이 직  주민이 아니라 

보육시설  보육시설 교사 등의 종사자들을 상으로 할 경우에 해당

된다. 보육시설의 건설이나 보수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와 보육

시설 교사 처우개선, 교육 로그램 제공, 운 리감독 강화 등이 포함

된다. 마지막으로 행사  기타 방식은 앞서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들인데, 교육 제공이 아닌 일회 으로 마쳐지는 각종 이벤트  자치

단체의 행사들과 보육시설을 제외한 다른 공공  민간 시설들의 활용 

 운용 지원 등의 지원 방식들이 포함된다.  

 기 자체단체의 역별 출산 정책들과 사업의 추진 방식을 함께 

비교한 결과는 <표 5-6>과 같다. 체 2,057개 출산정책 사업들 에

서 경제/서비스 지원 방식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가 66.5%를 차지하

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기  자치단체가 주민들과 직  

하며 정책을 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두 번째로 많은 정책집행 방식인 행사  기타 방식이 17.6%를 차

지하 고, 다음으로는 행정제도지원(10.0%), 보육시설 지원(5.9%) 방식

들이 그 뒤를 이었다. 

세부 사업 역들로 집행되는 방식들을 살펴보면, 결혼 역의 모든 사

업들은 경제/서비스 지원이나 행사  기타 방식으로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서비스 지원 방식이 체 기 자치단체의 결혼 역 정

책 사업 에서 60.0%를 차지하 고, 나머지는 행사  기타 방식

(40.0%)으로 진행되었다. 임신 역에서는 경제/서비스 지원이 체 추

진 방식의 87.4%에 해당되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는데, 구체 으로

는 보건소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지원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한다. 경제/

서비스 지원 방식으로는 소수의 행정제도 지원 방식(8.4%)과 행사  

기타 방식(4.2%)이 나머지를 차지하 다. 기 자치 단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출산 역에서도  경제/서비스 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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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서비스 

지원　

행정 제도 

지원　

보육시설 

지원　

행사 및 

기타　
전체　

계 1368(66.5) 205(10.0) 121(5.9) 362(17.6) 2056(100.0) 

결혼 57(60.0) 0(0.0) 0(0.0) 38(40.0) 95(100.0) 

임신 397(87.4) 38(8.4) 0(0.0) 19(4.2) 454(100.0) 

출산 522(84.9) 35(5.7) 3(0.5) 55(8.9) 615(100.0) 

육아 333(54.7) 79(13.0) 111(18.2) 86(14.1) 609(100.0) 

인식개선 8(5.6) 23(16.0) 0(0.0) 113(78.5) 144(100.0) 

기타 51(36.7) 30(21.6) 7(5.0) 51(36.7) 139(100.0) 

이 84.9%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그 외에는 소수의 행정  제

도 지원(5.7%), 행사  기타(8.9%) 등이 있었다.  

육아 역에서도 경제/서비스 지원 방식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지

만, 그 비율은 54.7%로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에 한 

직  지원과 함께 양육 시설을 통한 정책 집행이 이 지고 있기 때문

이다. 다음으로는 보육시설 지원(18.2%) 행사  기타 방식(14.1%), 행

정 제도 지원방식(13.0%)로 나타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6> 기초자치단체 저출산정책 사업의 시행방식별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인식 개선 사업은 다른 사업 역들과는 달리 행사  기타 방식

(78.5%)로 집행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행정제도 지원(16.0%)와 경제/서

비스 지원의 사업이 실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 

역들에서는 행사  기타 방식(36.7%), 경제/서비스 지원(36.7%), 행

정제도 지원(21.6%)과 약간의 보육시설지원(5.0%) 방식으로 사업이 실

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 자치 단체의 출산 정책 사업은 앞서 시(구)지역과 군지

역에서 사업내용별 분포의 차이를 보여  것과 마차나지로 출산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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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자치단체의 집

행 역량, 산의 자립도, 비 산 역의 가용한 자원 등에서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구지역에서는 경제/서비스 지원이 체 출산 사업에서 6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군단  지역에서는 77.1%로 나타나, 군지역

에서 정책 상자들에서 직  지원을 제공하는 출산 정책이 더 많

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 다. 각 사업내용별로는 그 차이를 살펴보

면 결혼과 출산 분야에서는 군지역의 경제/서비스 지원 비율이 시구지역

보다 더 높게 나타나지만, 시구지역과 군지역 간의 차이는 상당부분 기

타 역에서 발생하 다고 할 수 있다. 

행정제도 지원 방식의 출산정책 사업은 시구지역(11.3%)에서 군지

역(6.5%)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 지역 간 행정제도 지원 방식 정책 비율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난 정책 

역은 인식개선(시구지역 18.0%, 군지역 4.5%)과 임신(시구지역 

10.1%, 군지역 4.8%) 분야들이었다. 인식개선 사업의 경우 시구지역에

서는 행정제도 지원 방식의 비율이 높고, 반면 행사  기타 방식이 차

지하는 비율은 상 으로 더 작게 나타났다. 

보육시설지원 방식에서는 시구지역의 사업이 군지역 사업보다 무려 6

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시구지역 104, 군지역 17), 방식의 

특성 상 보육시설지원 방식은 거의 부분이 육아 역에서 실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시설지원 방식 사업의 수의 차이가 시구지역

에서 육아 사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시구 지

역 육아 분야에서 보육시설지원 방식의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군지역

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이다(20.6%, 군지역 10.8%). 

마지막으로 행사  기타 방식의 출산 정책사업의 추진은 시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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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서비스 

지원

행정 제도 

지원

보육시설 

지원
행사 및 기타 전체

시‧구지역

계 927(62.5) 168(11.3) 104(7.0) 285(19.2) 1484(100.0)
결혼 37(59.7) 0(0.0) 0(0.0) 25(40.3) 62(100.0)
임신 269(87.6) 31(10.1) 0(0.0) 7(2.3) 307(100.0)
출산 351(82.2) 31(7.3) 3(0.7) 42(9.8) 427(100.0)
육아 234(50.8) 60(13.0) 95(20.6) 72(15.6) 461(100.0)

인식개선 7(5.7) 22(18.0) 0(0.0) 93(76.2) 122(100.0)
기타 29(27.6) 24(22.9) 6(5.7) 46(43.8) 105(100.0)

군지역

계 441(77.1) 37(6.5) 17(3.0) 77(13.5) 572(100.0)
결혼 20(60.6) 0(0.0) 0(0.0) 13(39.4) 33(100.0)
임신 128(87.1) 7(4.8) 0(0.0) 12(8.2) 147(100.0)
출산 171(91.0) 4(2.1) 0(0.0) 13(6.9) 188(100.0)
육아 99(66.9) 19(12.8) 16(10.8) 14(9.5) 148(100.0)

인식개선 1(4.5) 1(4.5) 0(0.0) 20(90.9) 22(100.0)
기타 22(64.7) 6(17.6) 1(2.9) 5(14.7) 34(100.0)

역에서는 체 출산 사업의 추진 방식  19.2%, 군지역에서는 

1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 방식은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기타 사업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5-7> 기초자치단체 저출산정책 사업의 지역별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제2절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내용별 저출산정책의 추진 현황 

이 장에서는 기 자치단체에서 시행 인 출산정책 사업들을 그 사

업 내용별로 구분하여, 그 추진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업 추진 실

태 분석은 사업들을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인식개선, 기타 사업 등 사

업의 내용별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 비 산 사업의 분포,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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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주체, 사업 추진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업추진 방식은 사업의 추진 황을 좀 더 세 하게 분석할 수 

있게끔 앞서 4개의 분류보다 세분화하여 앞서 4개의 분류를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분하 다. 경제/서비스 지원의 경우는 지원, 물품지원, 

서비스지원,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세분화하 다. 여기서 서비스 지원은 

가사 도우미와 같은 실제  서비스 지원과 함께 교육 지원을 포함하며, 

의료서비스 지원의 경우에는 약품 등 의료물품 제공 과 진료, 상담을 포

한다. 행정제도지원은 행정  제도 개선, 공무원 지원, 기타 시설 지

원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다시 구분하 다. 공무원 지원의 경우에는 사업

의 상이 지자체 내 공무원이나 공공기  종사자들로만 한정되었을 경

우를 의미하며, 기타 시설 지원은 행정기 , 보건소, 그리고 보육시설을 

제외한 지역 내 공공기   시설을 활용하여 출산 정책을 실시한 경

우로 규정한다. 

보육시설 지원은 시설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으로 구분한다. 

자의 경우에는 시설에 한 건설  보수, 운 비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 

운 방안 개선 사업도 포함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종사자의 처우개선 사업

과 더불어 교육 등을 통한 보육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행사  기타 사업방식은 행사와 기타 사업으로 구분한다. 

이 게 각종 항목들로 구분된 분석은 출산 정책의 지역별 운  차

이를 분석하기 해 시구 지역  군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더불

어 모든 분석은 수치와 분포에 따른 계량  분석과 함께, 사업운 의 특

성을 보여  수 있는 주요 개별 사업들을 함께 소개하면서 내용  분석

을 동시에 시도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구분은 기 단  지역자치 단

체의 출산 정책 운 실태를 내용과 방식면에서 교차 분석할 수 있고, 

이에 한 지역 분포를 살펴 으로 써 내포되어 있는 장단 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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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영역 저출산 정책 사업

기 자치단체에서 추진 인 출산 정책사업들  결혼 역의 출

산 정책 사업들은 총 97개로 시구지역에서는 62개(63.9%), 군지역에서

는 35개(36.1%)의 사업이 실행되고 있었다. 실제 결혼 부문의 출산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 자치단체는 78개 는데, 이러한 수치는 이 

연구에서 분석 상이 되는 총 226개 기 자치단체 에서 34.5%의 기

자치단체가 결혼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시구지

역에서는 51개(34.5%), 군지역에서는 27개(34.6%)의 기 지자체가 혼

인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사업 실행 비율에 있어서는 도시 지

역과 농  지역 간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보여 다. 

그리고 이들 지자체들  60개 지자체는 단 1건의 혼인 정책을 가지

고 있었고, 17개의 지자체는 2건의 결혼분야 정책 사업들을, 경상남도 

진주시의 경우에는 3개의 결혼분야 사업을 가지고 있었다. 진주시에서 

운 하는 결혼분야 사업은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아름답고 행복

한 인연 만들기’, 비부부와 신혼부부의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 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었다. 

이러한 진주시의 결혼분야 정책사업들은 기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 분야 사업들의 황을 잘 보여 다. 지자체들의 결혼 분야 

출산 사업들은 체로 만남주선, 건강검진, 합동결혼식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추가 으로 소수의 혼인비용 감 지원 사업과 축하 엽서 등을 보

내는 결혼 축하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농 의 경우에는 농

총각 결혼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며, 강원도 삼척시와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충북 증평군, 충남 부여군, 경북 덕군, 경남 통 시 등 부분 

군지역의 미혼남성 혼인지원은 국제결혼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들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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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었다. 국제결혼 경비 지원은 1인당 500만 원을 제공하는 경우

가 가장 많았다. 

미혼남녀 만남의 경우에는 내 공무원과 기업 직원 그리고 공공기  

종사자들로 상을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게 상을 한정하는 것

은 행사를 주최하는 지자체에서 참여자들의 신분 등에 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게 상자를 제한한 만남주선 사업들

의 로는 서울시 강서구의 ‘ 내기  미혼남녀 만남 로그램 운 ’, 

동 문구의 ‘싱 &싱  만남행사’, 노원구의 ‘미혼남녀직원만남 로그

램 운 ’사업 등이 있다.  

결혼지원 사업들의 분포는 도시지역과 농 지역에서 많은 차이를 나

타낸다. 도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구 단  지역에서는 미혼 남녀 

만남 행사, 건강검진, 결혼비용 감 지원 사업이 상 으로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군단  지역에서는 농  미혼남성 혼인 지원 사업

이 인 비 을 차지하 다. 

결혼 분야 출산 정책사업 부분(72.2%)이 구청, 시청, 군청 등 행

정기 에 의해 수행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보건소에 의해서 수

행되고 있었다. 시구지역에서 보건소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들이 비 이 

33.9%로 군지역의 17.1%보다 훨씬 더 높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언

한 미혼자  비부부 건강검진 사업들이 도시 지역에서 더 많이 시행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에서 시행되는 결혼 분야 사업들은 부분 

건강검진 사업들이었으며, 그 외의 보건소 사업들 에는 결혼 축하 엽

서와 함께 모자보건 사업들을 소개하는 부산 진구와 북구의 ‘결혼축하 

엽서 발송’, 그리고 미혼남녀 만남 행사인 충남 서천군의 ‘미혼남녀 만

남의 행사 개최’ 등 극히 일부의 사업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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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62(100.0) 35(100.0) 97(100.0)
행정기관 41(66.1) 27(82.9) 74(72.2) 
보건소 15(33.9) 5(17.1) 20(27.8)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62(100.0) 35(100.0) 97(100.0) 
예산과제 45(72.6) 33(94.3) 78(80.4) 
비예산 17(27.4) 2(5.7) 19(19.6) 

<표 5-8> 기초자치단체의 결혼분야 출산정책 사업 담당기관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기 자치단체의 결혼부문 출산정책 사업들  산과제는 시구지역

의 경우에는 72.6%, 군지역에는 94.3%로 군지역의 거의 모든 결혼분야 

정책사업이 산과제임을 알 수 있다. 군지역의 비 산 과제는 강화군과 

해남군의 ( 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들이었는데, 산 근거가 일반 

운 비로 산이 활용되는 것일 뿐 실제 으로는 산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시군지역의 비 산 과제는 8개의 건강검진 로그램 외에 부산 

북구의 ‘ 비 신혼부부 웨딩 지원사업’ 서울 마포구의 ‘12층강당 결혼식

장 무료 여’, 부산 남구의 ‘웨딩 다이어트 지원’ 사업 등 혼인비용 

감 사업이 있었다. 특히 부산 사상구의 ‘아주 특별한 결혼식’ 사업의 경

우는 지역 웨딩홀의 후원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  비

부부들에게 식장 여  결혼사진 촬 , 메이크업 등의 제반제품을 

무료 지원하고 있었다. 

<표 5-9> 기초자치단체의 결혼분야 출산정책 사업의 지역별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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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산 사업수 사업당 평균 예산

계 1,523,484 77 19,786 

시구지역 548,884 44 12,475 

군지역 974,600 33 29,533 

기 지자체의 결혼 지원 산 사업들에는 총 15억 원 정도의 산이 

투여되었는데, 단  사업 당 산 규모는 군지역에서 약 3천만 원 수

으로 시구지역의 약 1천475만 원 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 도시지역에서 사업 당 비용이 낮은 이유는 부분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벤트성 행사와 건강검진이 주요 사업들로 채워져 있

기 때문이며, 반면 농 지역에서는 지원 방식의 농  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표 5-10> 기초자치단체의 결혼 분야 출산정책 사업의 예산규모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부문 출산 정책사업들의 집행

방식에 해 알아보면 체 으로 1회  행사를 통해 결혼부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시구지역에서는 

25.8%, 군지역에서는 25.7%로 비슷한 수 이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지원 방식과 의료지원 방식이 모두 23.7%로 나타났다. 서비스지원방식

의 사업들은 ‘혼인비용 감 사업’이 많은 시구지역에서 군지역보다 다

소 높은 비율을 보 다. 한편 지원 방식과 의료지원 방식은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났는데, 지원 방식은 시구지역 3.2%와 군지역 34.3%로, 

의료지원 방식은 시구지역 29.0%와 군지역 14.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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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사업비율)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62(100.0) 35(100.0) 97(100.0) 

현금지원 2(3.2) 12(34.3) 14(14.4) 

물품지원 2(3.2) 0(0.0) 2(2.1) 
서비스지원 16(25.8) 7(20.0) 23(23.7) 

의료지원 18(29.0) 5(14.3) 23(23.7) 

기타시설 5(8.1) 0(0.0) 5(5.2) 
행사 16(25.8) 9(25.7) 25(25.8) 

기타 3(4.8) 2(5.7) 5(5.2) 

<표 5-11> 기초자치단체의 결혼 분야 출산정책 사업 시행방식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기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혼인지원 사업들의 특성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미혼남녀의 만남 주선과 건강검진 

사업이 주를 이룬 반면, 농 지역에서는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 사업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소의 

사업이 많았으며, 지원 방식에서도 행사, 의료지원, 서비스 지원 방식으

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았다. 반면 농  지역에서는  지원 방식의 

사업들이 많았으며, 사실 상 보건소는 결혼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

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기 자치단체의 혼인 분야 출산 정책 사업들은 극 인 혼인 장애 

요인을 없애면서 혼인을 유도하려는 사업보다는, 간 으로 혼인 비용 

감을 통해서 혼인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의 혼인 지원 사업과 농 지역에서의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그 가 될 수 있다. 

반면 사업의 실제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미혼

남녀 만남 주선 사업과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상으로 하는 

합동결혼식이 그 가 될 수 있다. 만남 주선의 경우에는 일회성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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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합동결혼식의 경우에는 이미 혼인한 

부부들을 상으로 한다는 에서 복지정책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 민간사업자들을 통한 정책사업의 진행 비율이 의외로 상당히 높

은 수 인 것으로 단된다. 미혼남녀 만남 주선의 이벤트 개최와 국제

결혼 개업자들을 통한 국제결혼 지원 사업들이 상당 수 존재하기 때

문이다. 

구청의 시설을 주민의 결혼식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역 내 자원

을 활용하여 혼인 비용을 감하도록 한 것은 기 단  지자체에서 실

행할 수 있는 정 인 라고 평가된다. 더불어 혼인축하와 더불어 모

자보건 사업들을 소개한 사업들도 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혼인지원

에 한 실체  홍보를 한다는 에서 정 인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으로 기 자치단체에서는 결혼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극

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산의 규모와 집행 수 에서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기 자치단체에서 결혼을 극 으로 지원하는 데

는 산상의 한계가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 지원의 형평성의 문

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도 지자체의 극  혼인지원에 한 장애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단된다. 

2. 임신 영역 저출산 정책 사업

기 자치단체들의 임신 분야 출산정책사업들의 시행 황를 알아보

면, 총 454개의 사업이 시행되었고 그  시구지역의 사업은 306개로 

67.4%, 군지역에서는 148개 사업으로 32.6%를 차지하 다. 사업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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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으로 보면 시구단  지자체와 군단  지자체의 구성 비율(각각 

65.5%, 34.5%)와 유사한 수 이다. 

임신분야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수를 살펴보면 다소 특이한 

사항이 발견된다. 다수의 과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들이 다수인데, 단 1개

의 과제만을 수행하는 지자체는 46곳, 2개는 66곳이었으며, 3~5개의 사

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는 58곳이었다. 6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

체는 10곳이었으며, 그  통합 창원시의 경우는 13개의 임신분야 출

산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사례집)’에 따르면 2011년 임신분야 출산 정책 사업을 시행한 

기 지자체는 180곳이었으며, 226개 지자체  46곳은 임신분야 사업의 

추진 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지자체에서 

임신분야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확인결과 사례집에 임신정책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난 지자체들은 부분 특별한 지자체 산 편성 없이 

앙정부에서 배정된 산으로 임신분야 출산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

문에 사례집에 자체사업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지역 내 임산부들에게 철분제  

엽산제 제공하는 사업을 편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 산 과제로 구분

된 도 일부 발견된다. 이들 역시 자체 산 없이 주로 정부 배정 산

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 산 사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표 인 임신 분야 출산 사업은 임산부의 건강검진 제공, 의

료비지원, 철분제  엽산제 지원 등의 의료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특성으로 인하여 임신 분야 출산 사업을 수행하는 사

업 책임은 부분 보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 임신 분야 정책사업

들 에서 보건소가 사업을 운 하는 경우는 93.0%로 나타났는데, 특히 

군지역에서는 보건소의 사업 운  비율이 98.6%에 이르 다. 군지역 사

업들 에서 행정기 에서 운 하는 사업들의 사례로는 충남 연기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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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개인택시 콜요  면제 운 ’뿐이었다. 이 사업은 연기군의 경제

진흥과에서 추진하 는데, 부분의 출산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기 이 

여성가족과나 복지 련 부서라는 을 고려한다면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시구지역에서는 농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시청이나 군청 등의 행정기 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정책사례는 매우 소수에 그쳤다. 그러한 로는 부산 진구의 ‘임산

부 우 창구 운 ’, 부산 남구의 ‘임산부  산모 용 주차구역 설치’ 

등과 같은 행정 편의 제공사업과 지역 소방서와 력하여 운 하는 경

기도 군포시의 ‘임산부 담구  운 ’ 사업 등이 있었다. 

진주시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난임부부 기 검진비 지원’ 사업과 

‘난임부부 기 검진비 지원진단비 지원’ 사업이 여성아동과에 의해 수행

되고 있었다. 그 외의 행정기 에서 수행하는 임신 역 사업들은 서울

시 마포구의 ‘임신  육아보육 여성공무원의 당직근무 제외’, 울산 

구의 ‘임신, 출산직원 차량 5부제 면제’, 수원시의 ‘여성공직자 Happy 

Mam 쉼터운 ’ 등과 같이 기  내 공무원을 한 정책들로 국한되어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시구지역 행정기 들에 의해 수행되는 주민

상(공무원 지원 제외) 사업이 총 19건  부산시에서만 12건의 사례

가 있었다는 이다. 이들이 수행하는 사업들은 특별한 산이 소요되지 

않고 약간의 행정  배려로 가능하다는 에서 다른 지역에 확산시킬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 출산 수 을 높이

는 데 직 으로 기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의 출산을 우 하는 

분 기를 조성한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건소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들은 부분 의료 서비스에 한 

내용들이지만, 세부 사업들은 매우 다양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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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들의 사례로는 양제 지원 사업(경기도 군포시 ‘임산부 철분제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임산부 철분제 지 ’ 등), 임산부 건강검진 지

원( 구시 서구 ‘임산부 당부하 검사’, 서울 강남구 ‘임산부 풍진검사’, 

서울시 성동구 ‘모성건강 리사업’: 기형아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서비스를 제공 등), 임신  출산 련 물품지  (경기도 양주시 ‘유축

기 여사업’, 강원도 동해시 ‘임신부 구강 리용품 지원’, 강원도 월

군 ‘임신축하 기념품 제공’ 등),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임신축하  

지 , 강원도 정선군 산 검진비 지 ), 임신 리 행사  교육(서울 노

원구 ‘태교 음악회 운 ’, 서울 양천구 ‘해피맘 교실 운 : 출산의 이해 

 라마즈 호흡법 강의, 모유수유나 아기 터치법 교육, 서울 랑구 ‘부

부가 함께하는 비맘 교실’ 등), 임신지원(경기도 군포시 ‘ 구피임시 

술복원비 지 ’ 등)이 있다. 

한 특이한 사례로는 남 진도군의 ‘임산부 산 음  쿠폰발 ’ 

사업이 있는데, 진도군에는 음  검진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원이 

없는 계로 인근 목포 지역의 산부인과 의원들과 의하여 정부 지원 

외의 추가  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열악한 의료 환경을 극복

하려는 시도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4).  

보건소에서 운 되는 의료 지원 서비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지역 

특히 서울 지역에서의 의료 서비스 사업들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제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민간 부분 의료 서비스 수 이 

좋은 지역에서 공공 역의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상이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단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임신  출산 련 민간 의료 

4) 출산 련 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임산부 음  지원과 련하여 비  시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자칫 과도한 의료 서비스 사용을 

조장하고, 의원들의 수익 사업에 이용된다는  등이 주된 비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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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308(100.0) 148(100.0) 456(100.0)

행정기관 30(9.7) 2(1.4) 32(7.0) 

보건소 278(90.3) 146(98.6) 424(93.0) 

근성이 떨어지는 농  지역에서 지자체들의 임신 역 의료지원 서비스

는 임신기 지원과 산모  태아 건강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표 5-12> 기초자치단체의 임신 분야 출산정책 사업 담당기관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임신분야의 출산정책사업들 에서 산과제는 체의 83.1%를 차

지하고 있는데, 시구지역에서는 비 산과제의 비 이 77.9%로 군지역의 

93.9%에 비해 상 으로 낮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구지역에서 임신 련 산 과제 편성이 었다기 보다는 일반 으로 

제공되고 있는 양제 지원이나 검진 서비스와 같은 직  의료 서비

스 이외의 다른 형태의 임신 지원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일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배

정은 앙 정부의 산을 사용하거나, 일반 사업비로 포함되어 분류상으

로는 비 산 과제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비의료  지원 사업으로는 서울 구로구, 구 수성구, 인천 서구, 강

원도 춘천시 등에서 실시 인 ‘임산부 등록 리’ 등의 임산부 리를 

한 행정사업, 강원도 태백시의 ‘야간  토요진료사업’, 구 구의 

‘토요진료’, 경기도 군포시의 ‘임산부 담 구  운 ’ 사업 등의 의료 

지원 강화를 한 제도 개선 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부산 북구의 ‘임산

부  다자녀 가정 여권 발  우 창구 운 ’과 '임산부  유아동승차

량 승용차 요일제 비 용', 부산 사하구의 ‘임산부 우 창구 설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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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308(100.0) 148(100.0) 456(100.0)

예산과제 240(77.9) 139(93.9) 379(83.1) 

비예산 68(22.1) 9(6.1) 77(16.9) 

행정지원과 음식비의 10%를 할인해주는 구 동구 ‘임산부 우 음식  

지정’과 충북 연기군의 ‘임신부 개인택시 콜요  면제 운 ’ 등의 지역 

사회 조를 통한 임산부 우  사업 등이 있다. 

<표 5-13> 기초자치단체 임신분야 출산정책 사업의 예산과제 및 비예산과제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기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임신 분야의 출산정책 사업들의 82.7%

가 의료 서비스 형태의 지원인 것으로 나타나  비 을 보여줬다.  

시구지역에서는 의료지원이 82.1% 으며, 군지역에서는 83.8%로 도시

지역에서 의료서비스 방식의 임신 분야 사업 비 이 다소 높게 나타났

다. 군단  지역자치단체에서 의료지원 방식의 사업들의 비 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농 지역의 임신 분야 사업들

은 양제 지 , 음  검사 지원, 건강검진 등에 집 하는 경향을 보

여 내용 으로는 임산부 교실 등을 개최하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 으

로 단순한 사업구성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제도 행정지원으로  서비스 지원도 체의 5.7%를 차지

하 는데, 이들 사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이 져있다. 그러나 사업들은 매우 소수에 그쳤으

며 일부 지역에 집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유축기나 출산용품을 미리 지 하는 물품지원 사업은 2.9%를 차지하

다. 을 지원하는 경우도 일부(3건) 나타났는데, 경기도 군포시와 

충북 충주시는 임신축하  형태의 을 지 하 고, 남 곡성군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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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308(100.0) 148(100.0) 456(100.0)
현금지원 2(0.6) 1(0.7) 3(0.7) 
물품지원 7(2.3) 6(4.1) 13(2.9) 

서비스지원 5(1.6) 2(1.4) 7(1.5) 
의료지원 253(82.1) 124(83.8) 377(82.7) 

제도 행정지원 20(6.5) 6(4.1) 26(5.7) 
기타시설 1(0.3) 0(0.0) 1(0.2) 

행사 4(1.3) 2(1.4) 6(1.3) 
공무원지원 12(3.9) 0(0.0) 12(2.6) 

기타 4(1.3) 7(4.7) 11(2.4) 

산부 산  진찰 교통비를 지원하 다. 곡성군의 경우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시설 근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공무원 지원 사례도 12건 2.6%로 나타났는데, 모두 시군지역에서 실

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시군지역 임신 분야 사업들의 4.7%를 차지하

다.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

만, 상이 내 공무원들에게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업이 

지자체 공무원들을 넘어 다른 일반 사업장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5-14> 기초자치단체의 임신 분야 출산정책 사업 시행방식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신분야 출산 정책사업들의 황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임신 분야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 서비스에 집 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 철분제나 

엽산제 지원, 음  검사 지원, 건강진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임신 

단계에서는 매우 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운용이 의료 서비스

에 집 되면서 다른 사회  서비스의 개발이 조한 것은 한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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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임부  가족에 한 사회 서비스 개발, 정신 

상담, 가족 상담 등의 다양한 역으로 사업 확 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부산 지역 지자체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 지원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분야 출산정책 사업들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집 되면서 사업의 

운용도 지역 보건소를 통해 이 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 으로 다른 

행정기 의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정책 사업의 다양

성이 부족한 농  지역에서 보건소에 사업이 집 되는 경향은 더욱 강

하게 나타났다. 보건소 심의 사업은 의료 서비스 달에는 유리하지만, 

내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는 데

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특히 행정의 주도권이 행정기 에 집 되는

실을 고려해본다면 우리의 정책환경에서 이러한 문제 은 더욱 두드러

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임신 분야의  다른 특징은 앙정부의 산 지원이 크게 좌우된다

는 이다. 특히 보건소 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내 산 배정이 

확 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앙정부에서 배

정된 산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부족을 호소하는 보건

소의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앙정부에서 총량  차원의 지원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에 평가와 리를 강

화하는 정책 달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가 타당한가에 해서는 추가  

연구가 따라야 할 것으로 단된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 증가로 연결되

어질 수 있으며, 많은 경우 민간 사업자와 연계된 사업으로 발 되면서 

임신 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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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영역 저출산 정책 사업

출산분야의 출산정책 사업들은 총 374개이었으며, 이  시구지역에

서 운 하는 사업은 209개로 55.9%를, 군지역에서는 165개로 44.1%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시구/군 자치단체의 구성 비율을 고려

해보면 군지역에서의 출산 사업이 시구지역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출산 분야의 출산 정책들은 다양한 형태의 출산 지원  지  

사업,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  사업, 임산부와 출생아에 한 건강지원 

사업(모유 수유 지원이나 임산부 교실 등 포함), 물품지원 사업(아기탄생 

축하선물이나 출산지원 용품 지원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에서 가장 표 인 사업은 출산 지원  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이 시도 산과 함께 자체 산을 배정하여 집행

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 축하 은 출산 축하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안양시, 충북 제천시 등), 출산 장려 (경기도 주시, 강원도 양구군, 충

북 청주시, 경남 양시, 경남 하동군 등), 출산 양육 지원 (서울 강남

구, 강원 고성군, 경북 천시, 남 무안군 등)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되고 있었으며, 부분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산이 확보

되고 있었다. 출산 지원 의 정책 효과에 해서는 논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출산 사업들에 해서 출산율 상승에 

한 직  효과를 검증하려는 시도들은 상 으로 매우 제한 이었다는 

사실과 견주어보면 출산 지원  정책효과 평가에 한 논란은 다소 가

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은 다른 출산 정책사업들과

는 달리 직 으로 을 지 하는 방식으로 이 지고, 지방자치단체

들 간의 지원 경쟁이 발생하 다는 이 어느 정도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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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효과성 논란에서는 앞서 이론  논의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출산 정책이 직 으로 출산 상승을 도모하기 보다는, 출산과 

련된 결혼, 임신,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하여 출산에 정  효과를 미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는 을  유념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산기 

가정에서는 일시  소득 감소와 비용 증가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에 출산 장려  형태의 경제  지원은 이러한 경제  어려움을 완화시

켜주면서 출산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담당자 면  인터뷰들에서는 출산 지원 의 효과를 정 으로 평가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다수 만나볼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출산 지원  지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의 지원 수 의 격차와 지자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더 많은 지원 을 받기 해 허  이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 들이 있다. 인터뷰 과정에서 일부 실

무 공무원들은 그러한 개연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일부에 그칠 것이

라고 단하고 있었다. 특히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농  등 일부 지

역에서는 이러한 허  입을 감아주는 경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출산 지원  지 에 있어서 서울이나 도시 지역에서는 지원 

상에 일정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방의 군단  지역에서는 이

러한 규정이 상 으로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서 구

의 출산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출생일 이  는 이후 365일 계속하

여 서 구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인 신생아의 부모인 자’

로 지원 상을 한정하고 있었으며, 안산시의 장애인 출산장려  사업에

서는 ‘2009. 7. 1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는 모가 장애인으로 신생

아 출생일 재 신생아의 부 는 모가 시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부터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신청일 재까지 안산시에 계속 거주)’

로 비교  자세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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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건강보험료 지  사업은 지차체에서 신생아 부모를 보험  수

령자로 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장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

험 보장을 받게 하는 형태로 이 진다. 를 들어 삼척시의 ‘출생아건강

보장 보험료지원’ 사업은 체 출생아 명의로 건강보장 보험료를 가입해

주고 지자체에서 월 20,000원의 보험료를 3년 간 지 하여 6년 보장해

주는 형식이다. 지원 상, 지원 액과 납입기간 그리고 보장 기간에는 

지차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양주시는 셋째 이상 출생아를 상으

로 월 2만원 상당의 보장성 보험료를 지원 5년 납입하여 10년 보장을 

제공해주고, 부산시 강서구의 경우에는 셋째 이상 출생아를 상으로 월 

25,000원을 납부하 다. 한 보험료 납입액을 ‘ 산 범  내’라는 식으

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서울시 진구)도 있었다. 

출산 분야 출산정책 사업들에서  다른 요한 사업은 물품지원 

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으로는 부산 사상구, 강원 횡성군, 충북 괴산군 

등의 ‘아기탄생 축하선물 증정’ 사업, 충남 계룡시의 유축기 여 사업, 

강원도 춘천시의 ‘식품쿠폰  출생축하 카드 지 ’ 등이 있었다. 그런

데 상당 수의 출산축하 물품을 지원해주거나, 모유수유 클리닉이나 출산

비교실 등의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들은 앞서 기술한 임신 분야 지원 

사업의 물품지원과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다. 

물품지원 사업에서는 진도군 특산 을 제공해주는 ‘아이탄생 축하물

품 증정’ 사업이나 부산 지역의 ‘미역지원’ 사업 등과 같이 지역 특산물

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출산 사업과 더불어 지

역 경제에도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사례들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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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432(100.0) 217(100.0) 649(100.0)

예산과제 362(83.8) 210(96.8) 572(88.1) 
비예산 70(16.2) 7(3.2) 77(11.9)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423(100.0) 217(100.0) 649(100.0)

행정기관 223(51.6) 52(24.0) 275(42.4) 
보건소 209(48.4) 165(76.0) 374(57.6) 

<표 5-15> 기초자치단체의 출산 분야 출산정책 사업 담당기관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출산분야 출산정책 사업의 57.6%는 보건소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

었는데, 시구 지역은 48.4%, 군지역은 76.0%로 군지역에서 보건소를 

통한 사업 집행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지원 사업과 공

무원 지원사업들을 제외하고는 군지역과 보건소의 수행 사업의 내용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출산분야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이

라 할 수 있는 출산 지원  지  사업 수행 기 의 차이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 지원  지  사업만을 상으로 추진 기 을 살펴

보면 군지역에서는 71.1%가 보건소에 의해서 집행되는 반면, 시군지역

에서는 그 비율이 41.6%에 그쳤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모든  출산 지

원  지  사업이 행정기 에 의해 수행되고 있었다. 

한편 군지역에서 보건소에 의한 사업 수행이 많다는 것은 농  지역

에서 보건소가 출산 정책 수행의 핵심 기 임을 보여주는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수의 출산 정책 사업들이 보건소에 집 되고, 자

체 개발 사업들이 부족한 농  지역에서는 출산 지원  지  사업도 자

연스럽게 보건소가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표 5-16> 기초자치단체 출산 분야 출산정책 사업의 예산과제 및 비예산과제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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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출산 분야 출산 정책사업들  산 사

업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과제 88.1%, 비 산과제 

11.9%). 시구지역과 군지역 간에는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군지역에서는 체 출산 분야 정책사업들의 96.8%가 산과제로 사실상 

부분의 과제가 산과제 음을 보여 다. 반면 시구지역에서는 83.8%

가 산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 군지역에서 비 산 과제의 비

이 낮은 이유는 출산장려  제공이나 보험료 지 , 물품제공, 건강 검진 

사업 등 경제  지원 사업들을 제외한 자체 개발 사업들이 극히 부족하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구지역의 비 산과제들로는 서울 용산구의 

‘아버지 학교 운 ’, 부산시 북구의 ‘출생기념 주민등록 등본 무료 발 ’ 

사업, 부산시 동구의 ‘출산가정 방문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등이 있었

다5). 

출산 분야 정책사업들 에서 가장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출산지원

 사업은 체 출산분야 산에서 3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비율이 시구지역에서는 33.2%에 그친 반면 군단  지역에서

는 무려 79.5%로 나타났다. 이는 농 지역에서 소요되는 출산분야 정책

사업들이 상당 부분 출산 지원 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 

과도한 출산 지원  지 은 다른 출산지원 사업들의 운용을 제한할 수

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 그러나 시구지역의 비 산과제들  상당수는 산이 소요될 소지가 큰 물품지원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자체의 일반 산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 산으

로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구지역의 출산 분야 사업 개발이 훨씬 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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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출산예산 출산지원금 비율

전체 215,091,136 85,166,679 0.396 

시군지역 185,391,148 61,567,536 0.332 

군지역 29,699,988 23,599,143 0.795 

<표 5-17> 기초자치단체 출산분야 출산정책 사업예산과 출산지원금 예산 규모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출산분야 정책사업들의 운 방식은 지원 방식의 지원의 비율이 

48.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군지역의 경우는 57.1%에 

이르면서 시구지역의 44.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보 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산 축하  는 출산 장려  형태의 지원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납입 등과 같은 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 축하  사업은 거의 모든 시구군지역에서 더 많이 시행되고 있

지만 시구 지역에서는 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는

데6), 이는  지원 이외 다른 형태의 다양한 사업들이 시구 지역에서

는 더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군지역에서는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24건으로 도시지역의 19건보다 수 면에서도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2.2%로 시구지역의 

4.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곤지원 복지의 성격이 강

한 장애인 부모의 출산에 한 지원 사업은 시구지역에서 16건으로 군

지역의 2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지원 이나 보험료 지원 이외의 지원 서비스에는 충남 서산

시의 ‘출생기념 통장 개설 증정’사업이나 부산 정구의 ‘출생 축하 통

장발 ’과 같은 출생 통장 개설 사업이 있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는 출

6) 이 연구에서 참고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에서 출산지원 이 락된 

지역도 13곳(부산 남구, 부산 동구, 부산 북구, 구 수성구, 인천 계양구,  구,  

유성구,  덕구, 경기 주시, 충남 공주시, 충남 아산시, 충남 태안군, 북 정읍시 

등)이 있었는데, 확인 결과 모든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 을 제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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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432(100.0) 217(100.0) 649(100.0)
현금지원 190(44.0) 124(57.1) 314(48.4) 
물품지원 112(25.9) 58(26.7) 170(26.2) 

서비스지원 18(4.2) 3(1.4) 21(3.2) 
의료지원 49(11.3) 13(6.0) 62(9.6) 

제도 행정지원 9(2.1) 0(0.0) 9(1.4) 
행사 5(1.2) 2(0.9) 7(1.1) 

공무원지원 19(4.4) 6(2.8) 25(3.9) 
기타 30(6.9) 11(5.1) 41(6.3) 

생기념 통장을 개설하여 증정 성연면 농 동조합과 업무 약으로 개설

비 1만원을 농 에서 입 해주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서산시의 경

우에는 개설비용이 외부 기 의 지원으로 이 지고 있지만, 부분의 지

자체들은 자차 산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통장 개설 사업은 그 액

수가 고, 1회에 그친다는 에서 출생 축하 카드 발 과 비슷한 성격

의 기념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  경제  지원의 효과를 보이지

는 않는다.

<표 5-18> 기초자치단체의 출산 분야 출산정책 사업의 시행방식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지원 형태의 사업 다음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는 출산 역의 출

산 정책사업은 물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물품지원 사업은 체 출

산 정책 사업의 26.2%를 차지하 으며, 시구지역과 군지역 간의 사업 

비 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물품지원 사업은 서울시 노원구에서 

출산축하카드, 신생아 내의 등의 출산용품, 리 릿을 제공해주는 ‘출산축

하 용품 지원’사업 등이 있다. 부분은 출산용품을 축하 선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들이었지만, 부산시 정구의 ‘백일축하 기념사진 촬 권 

증정’사업이나 부산 해운 구의 ‘다자녀가정 쓰 투 무상지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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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물품을 다양화하는 지역도 발견되었다. 특히 라남도 진도군

의 경우에는 지역 과 같은 지역 생산물을 축하선물 형태로 제공해주

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 다. 

출산분야 정책사업의 추진은 공무원 지원은 3.9%의 비 을 차지하

는데, 시구지역에서 4.4%로 군지역(2.8%)보다 높은 비율을 보 다. 공

무원 지원 사업은 부분 출산 휴가와 련된 정책사업들이었으며, 비록 

출산 역 정책 사업으로 구분되었지만 새로마지 랜의 사업 구분 방식

을 용하자면 일가정 양립 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

휴가와 련하여 공무원 지원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실행 인 사업은 

무한 실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 행정기 이 기업의 노동력 운용

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무 작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와 같이 지차체 수 에서는 앙정부의 출산  육아 휴직을 통한 일가

정 양립 정책 시행이 자체 공무원들 상의 사업으로 한정지어지는 한

계를 드러낸다고 지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서울시 마포구의 ‘산후비만 방교실’ 사업이나 안성시, 안

양시 등의 ‘모유수유 클릭닉 운 ’, 평택시의 ‘임산부교실  아기 마사

지 교실 운 ’사업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이 9.6%에 이르는 것으나

타났고, 서울시 강동구의 ‘ 유아건강 보육지원 센터’, 충북 옥 시의 

‘모유수유아 선발 회’ 등 제도 행정개선을 통한 사업과 행사 사업이 각

각 1.4%,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동구의 ‘ 유아건강 보육지원 센터’ 사업은 강일동 복합청사 

내 보건분소에 출산, 육아, 보육까지 성장단계에 따른 건강과 보육서비

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개설하고 운 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이곳에서는 임신에서는 모아치료놀이, 부모교육, 오감놀이, 음악치

료 등의 스마트러  로그램 운 하고, 문의 건강강좌  건강상담/

보육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  제공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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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을 제공해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문화와 연계성 강

화를 꾀하고 있다.

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신분야 출산 정책사업들의 황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정책사업들이 부

분 지원 특히 출산지원 에 집 되고 있었으며, 모든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경쟁의 양상이라고 할만큼 기  지자

체의 지원 액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지원

액, 지원 상 출생아 순  등에서 지원 의 차이도 차 커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  지원에는 앞서 살펴본 역자치단체의 지

원도 일부 포함되지만, 역자치단체에서의 지원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출산 지원 은 경제  부담이 커지는 출산기에 경제  지원을 통하여 

그 부담을 여 다는 의의가 있다. 지자체 간의 출산 지원 의 경쟁이 

나타날수록 지역 간의 지원 수 의 격차도 커질 수 있으며, 특히 산 

부족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다른 부문의 복지 산이나 출산 정책 

사업 산이 오히려 어들 험성도 존재한다. 더불어 출산정책 사업들

이 시혜성 사업으로 인식될 험성마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지

을 책임지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출산 분야 출산 정책사업들  많은 부분이 의료분야 사업

이 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통한 운용이 많았고, 특히 농 지

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 게 보건소에서 출

산 정책의 담 기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다른 비의료 부문의 정책

사업들과 연계성을 기 하기 어려지워지는 문제 이 나타날 수 있을 것

이다. 한 사업의 기획과 집행 역량이 상 으로 다른 행정기 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실을 고려해볼 때 출산 사업이 지자체 사업

에서 그 우선순 가 릴 수 있다는 잠재  한계성도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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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 지역에서는 보건소의 사업 참여가 많아지면서 상 으로 

출산 정책 지원의 단일 창구가 형성되어지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 지역에서는 출산 분야 출산 정책 사업 운 이 이분화 임

신-출산으로 이어지는 수혜자 심의 연계  지원에서 문제 들도 나타

나고 있었다. 

더불어 다른 출산 정책 사업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도시와 농  간 

사업 구성의 차이도 나타났다. 도시 지역의 경우 더 다양한 정책 개발이 

이 지고 있었으며, 내 자원들도 더욱 극 으로 활용하는 경향들이 

일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출산 휴가의 시행에 있어서 지자체는 노무 리 역에서 

그 향력을 행사할 방안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친화  환

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공무원 지원에 집 되는 왜곡 상도 나타났다. 

앙정부 차원에서는 출산친화  기업환경 조성의 정책 기획이 지방자치

단체로 이어지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의 집행이 내 공무

원들의 상 인사 정책으로 한정되어졌다. 

4. 보육 영역 저출산 정책 사업

출산 정책 사업들 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보육분야 출산 정책 사업들은 기 자치단체에서 총 554개의 사업이 

집행되고 있었다. 이 사업들의 73.8%는 행정기 을 통해 이 지고 있었

는데, 체 보육분야 정책사업들  시구군청 등의 행정기 을 통하여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의 비율은 시구지역에서는 75.3%, 군지역에서는 

69.2%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지역에서는 보건소에 의해 사업이 수

행되는 경우가 53건 30.8%로 나타났으며, 반 로 시구지역에서는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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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421(100.0) 133(100.0) 554(100.0)

행정기관 317(75.3) 92(69.2) 409(73.8) 

보건소 103(24.5) 41(30.8) 144(26.0) 

기타 1(0.2) 0(0.0) 1(0.2) 

건 24.5%로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경남 구미시에서는 ‘북스타트(Book- 

Start) 운 ’사업이 시립도서 에 의해 수행되고 있었다. 사업 운 에서

도 다른 지역들에 비해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내 4개 도서 을 

심으로 북스타트데이(Day)를 지정하여 그림책 2권, 손수건, 북스타트가

이드북이 든 가방(북꾸러미) 배부하는 형식이었다. 더불어 북꾸러미 배

부 시 도서 별로 모집한 자원활동가이 담당직원과 연계하여 아기에게 

책읽어주기  독서지도 진행하 다. 

<표 5-19> 기초자치단체의 보육 분야 출산정책 사업 담당기관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육 분야 출산 정책사업에서 가장 표 인 사업은 양육비 지원 

사업이다. 면 보육 지원이 이 지기 인 2011년 지자체 시행 사례를 

살펴보면 보육비 지원은 부분 셋째아 이상의 자녀들을 상으로 보육

시설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강원도 월군의 ‘셋

째아이상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경기도 안성시의 ‘셋째이

후출생아 양육비지원’, 경남 통 시의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등이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지원의 상이 달라지기도 하 는데, 

명시의 경우에는 넷째아 이상에 해 보육료를 지원하 으며, 경남 산

청군에서는 둘째자녀 이상부터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기타 취약계층에 해 보육료 지원도 이 지고 있었는데, 충북 

충주시의 ‘법정 소득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사업과 경기도 구리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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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소득층아동 입소료 지원’ 사업 등은 소득층 자녀들

을 상으로 한 지원 사업들이었다.  다른 형태의 보육료 지원은 간식

비 지원와 같이 보육료의 일부를 지자체가 책임지는 경우 다. 서울시 

강서구의 ‘민간보육시설 아 간식 보조비 지원’ 사업, 종로구의 ‘ 아간

식비지원’ 사업, 충북 괴산군의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 사업 등이 그 

들이다. 이러한 간식비 지원 사업은 주로 시구 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

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도시 지역에서 보육시설 이용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 평택시의 ‘ 소득층자녀보육시설 

간식비지원’ 사업과 남 고흥군의 ‘ 소득층 간식비 지원’ 등과 같은 

일부 사업은 간식비 지원 상을 소득층으로 한정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지원 형식의 보육지원 외에도 기 자치단체에서 직  보

육시설을 확충하려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시

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자체 산 3억4천여만 원을 사용하여 5개 

어린이집을 확충하 다. 그리고 서울시 서 구에서는 주민센터, 학교 복

합화시설과 가야병원부지나 하나 융 공익재단 같은 공공기여 건물에 

유아 용 시설을 갖춘 보육시설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하 다. 그러나 

‘인구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기  지자체들이 2011년에 직  구/시립 시

설을 확보하는 경우는 남양주시와 서 구가 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들이 직  확충하거나 운 하는 구립 보육시설들 에는 

단순 보육 기능 이외에 아니라 추가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례들도 있

었는데, 동작구에서는 ‘동작구 역세권 유아 돌보미센터 설치, 운 ’ 사

업을 통해 출산에서 양육까지 통합 인 육아지원서비스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365일 24시간 일 시간제 보육시설 

운 ’ 사업이 운  이었는데, 구립 어린이집을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

가 긴 한 일이 생겼을 경우 아이를 언제든지 맡길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이 사업은 강남구 보육정보센터에서 운 하는 콜센터를 통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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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정책 수요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기 지자체들의 보육 사업들은 직  건립하는 방식 보다는 민간 보육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 졌는데, 보육시설 지원은 부산 정구의 

‘종일제 유치원 난방비지원’  ‘민간가정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사업, 

부산 연제구의 ‘ 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난방비 지 ’ 사업,  동

구의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사업 등과 같이 시설 운 비를 지

원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부모의 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다는 의미에서 지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나, 지원의 지

이 보육시설들을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혜자들은 이런 지

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외의 보육시설 지원 사업   다른 요한 사업은 종사자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사자 지원 사업은 36개로 나타났는데, 

지자체의 체 보육 분야 지원 사업 에서 6.5%를 차지한다. 구체  

사업 내용으로는 서울시 랑구의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 

사업, 울산 남구의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의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사업과 같이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표 이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부산시 도구의 ‘ 유아 보육교사 세미

나’, 남양주시의 ‘보육시설장  교사연수’, 경기도 군포시의 ‘보육교사 

워크  추진’ 사업 등과 같이 보육 교사의 자질 향상 교육 형식의 지원 

사업도 이 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은 

거의 모두 시구 단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었는데, 군지역에서는 충남 

서천군의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  개최’가 유일한 보육시설 종사자 지

원 사업이었다. 

보육 역으로 분류된 사업들 에는 서 구의 ‘필수 방 종 비용 

지원’ 사업, 구 북구의 ‘치아질환 방진료’사업, 경기 성남시의 ‘토요

직장맘 자녀 방 종의 날 운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모유수유클



108∙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정책연계방안

리닉’, 남 여수시의 ‘ 유아 양제 지원’, 경북 상주시의 ‘셋째아 이

상 출생아 뇌수막염 방 종’ 등의 의료지원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은 앞서 출산 역의 사업들과 상당부분 겹

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 종 지원에 있어서는 

지자체들마다 지원의 범 가 다르게 나타났다. 

기 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보육분야 출산 정책 사업들 에서 

산과제 비율은 88.6%이었는데, 군지역에서 95.5%로 상당히 높은 비

을 나타내었다. 한편 시구지역에서의 산과제 비 은 86.5%를 차지하

다. 보육분야 출산 정책 사업들  군지역에서는 극히 소수인 6개의 

사업만이 비 산과제로 구분되었는데, 이들 사업들은 경기도 화성시의 

‘다자녀 가구 희망둥이증 발 ’ 사업, 경기도 양평군의 ‘임산부 유아 

양 교실’사업과 강원도 인제군의 ‘다문화가정 선천성 이상아 방문 스

크리닝’사업 등이었으며, 나머지는 인천시 강화군의 ‘모유수유용품 여 

 지원사업’과 남 함평군의 ‘모유수유 클리닉 운 ’ 사업 등과 같이 

물품  의료 지원 사업으로 사실상 산이 소요되는 사업들로 구성되

어 있었다. 시구 지역에서도 많은 물품 지원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

들이 비 산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부산시 사상구의 ‘찾아가는 

성폭력 방 교육  인형극 개최’, 구청 방문 임산부  유아 방 종

자에게 구청 부설주차장에 주차료를 면제해주는 ‘구청 부설주차장 임산

부  유아 방 종자 무료 주차제 실시’ 사업, 경기도 안양시의 ‘맞벌

이 가정을 한 토요 유아 방 종’ 사업, 서울시 양천구의 ‘아동용

품 나눔의 집(재활용가게)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행정 지원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불어 서울시 양천구의 ‘직원 유연근무제(탄력 근무,

시간제근무) 운 ’ 사업, 부산시의 ‘직원 육아시간 제공’과 같은 공무원 

지원 사업들도 비 산 과제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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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421(100.0) 133(100.0) 554(100.0)

예산과제 364(86.5) 127(95.5) 491(88.6) 

비예산 57(13.5) 6(4.5) 63(11.4) 

<표 5-20> 기초자치단체의 보육 분야 출산정책 사업의 예산과제 및 비예산과제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육분야 출산 정책 사업들은 비교  다양하고 고른 형태로 집행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지원 방식의 정책사업이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군지역에서는 42.9%로 시구지역의 19.5%

보다 크게 높은 비율을 보 다. 이 게 군지역에서 지원 태의 보

육분야 출산 정책 사업들이 많은 이유는 보육시설이 미비하고, 보육시

설의 근성과 이용효과 등이 떨어져 개별 보육형태가 많은 농 지역에

서 시설을 통한 지원 이외의 보충  성격이 강한 지원사업들이 많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사업추진 방식은 의료지원으로 14.8%를 

차지하 는데, 도시 농  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시구 

14.3%, 군 16.5%). 다음으로는 보육시설 지원 방식이 10.8%로 나타났

고, 물품지원 방식이 그 다음으로 높은 8.3% 다. 그러나 보육시설 지

원 방식에서는 시구지역이 12.4%로 군지역의 6.0%를 크게 상회하 다. 

여기에 시구지역의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8.1%까지 고려한다면(군지역 

1.5%), 도시지역에서의 보육시설 지원이 훨씬 더 활성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농 지역에서 보육시설에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나

타난 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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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421(100.0) 133(100.0) 554(100.0)
현금지원 82(19.5) 57(42.9) 139(25.1) 
물품지원 38(9.0) 8(6.0) 46(8.3) 

서비스지원 31(7.4) 7(5.3) 38(6.9) 
의료지원 60(14.3) 22(16.5) 82(14.8) 

제도 행정지원 14(3.3) 2(1.5) 16(2.9) 
종사자지원 34(8.1) 2(1.5) 36(6.5) 
보육시설 52(12.4) 8(6.0) 60(10.8) 
기타시설 16(3.8) 1(0.8) 17(3.1) 

행사 10(2.4) 3(2.3) 13(2.3) 
공무원지원 54(12.8) 18(13.5) 72(13.0) 

기타 30(7.1) 5(3.8) 35(6.3) 

<표 5-21> 기초자치단체의 보육 분야 출산정책 사업 시행방식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한편 보육시설 지원 사업은 꼭 보육시설에 한 경제  지원만을 포

함하는 것은 아니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유아보육 시설에 회계 리 

로그램 구입을 지원해주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고, 군포시의 

경우에는 평가인증 조력단을 꾸리고 그 운 비를 지원하 다. 강북구의 

‘안심보육 모니터링’사업은 공무원 5명과 학부모 5명으로 구성된 10명

의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매월 1회 보육시설의 주방,욕실 등 생분야와 

안  상태를 검하 다. 의정부시에서는 ‘아기사랑 모니터링 운 ’ 사

업으로 20개 시설 당 1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내 보육시설 운

의 투명성 제고  보육서비스 수  향상 도모하고자 하 다. 이러한 모

니터링단을 보육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와 같이 기 에 부합

하는 보육시설에 해서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 다. 

보육분야 기 자치단체들의 출산 정책사업들의 황을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보육 분야 정책은 출산 정책에서 사

업의 수 인 면에서나 투여 산 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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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인 만큼 기 지자체들도 가장 많은 참여를 하고 있었다. 보육분야에

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보육사업 지원과 련하여 기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은 부분 앙정부나 역자치단체 등 상  기 에서 

실시하는 보육 지원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셋째아에 

한 보육료 지원이나, 간식비 지원, 그리고 보육 시설  종사자들에 

한 지원이 그러한 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무상 보육 

면 실시 이 인 2011년의 정책사례들만을 분석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무상 보육 면 실시 이후의 변화들에 해서는 간 인 해석만이 가

능하다. 진행된 사업이나 산의 분포들을 봤을 때 기 자치단체에서 보

조 으로 시행되면 많은 사업들이 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정책 담당자들은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 조가 이 지지 않은 에 한 성토가 이어졌다. 무상 보육 면 

실시가 향후 어떠한 향을 미칠지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보육 사업 방식은 지원의 방식이 매우 많았으며, 도시지역과 농

지역 간에는 많은 차이가 발견되었다. 시구지역에서는 보육 시설에 한 

지원이 상 으로 더 많았으나, 군지역에서는 보육 양태가 도시 지역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 비 이 상 으로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 지역에 합한 추가  보육 지원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특히 지역 자원들을 활용하고 보

육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 직 인 시설 운  사례는 극히 제한 이었으며, 부분

이 민간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지고 있었는데, 양  지원은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시행되고 있었으나, 보육 환경에 한 질  리 

는 상 으로 이 지지 않고 있었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시행지침에 따

른 리를 하고 있었으나, 재정의 투명성이나 실제 질  개선에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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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효과에 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몇몇 시구지역 지자체에서는 시설 지원과 더불어 보육 환경  투명

성에 한 모니터링이 이 지고 있었으나, 그 사례는 극히 제한 이었다. 

더불어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도 보육 지원의 한축으로 인식되

어지고 정책  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보육 지원의 양  격차뿐

만 아니라, 질  격차에 해서도 정책  근이 필요하다. 

지 까지 보육지원이 양  확 에 을 맞추어 왔다면,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들에 한 모니터링, 보육 환경의 질  개선, 회계의 투명성 

등과 함께 기 에 충족하지 못하는 보육시설들에 한 퇴출 방안을 만

드는 등 리체계의 개발에도 정책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더

불어 앞으로 민간 사업자들에 한 보육정책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이

윤 추구가 목 일 수밖에 없는 민간 사업자들의 특성 상 향후 보육 정

책의 주도권이 시장으로 넘어갈 험성마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이들에 한 한 조  장치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공공 보육시설

의 확충에도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공공 보육 시설의 지자체 건

립에는 산 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토지 비용이 

높은 도시 지역에서는 그 어려움이 더욱 가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앙정부의 지원 지침을 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져

야 할 것이다. 

5. 인식개선 영역 저출산 정책 사업

인식개선 사업은 앞서의 앙정부와 역자치단체들의 출산 정책들

과 비교해볼 때, 기 자치단체의 집행 사업의 수가 상당히 많은 과제 

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식개선 출산 사업들의 구성을 지역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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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면 시구지역에서는 122개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군지역에서는 22개

의 사업만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인식개선 역의 사

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76개로 나타났다. 

인식개선 사업 자체가 체 출산정책 사업들 에서 비교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내용도 다른 역들과 복되는 경

우들이 상당 수 발견되었다. 를 들어 동 문구에서 공무원 상으로 

시간제 근무,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실시하는 ‘유연근무제’, 부산 

동래구의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교실’ 사업, 남 순천시의 ‘모유수유아 

선발 회‘ 등은 사실 상 보육 역과 복된다고 할 수 있고, 구 남구

의 ‘임산부 용주차장 운 ’ 사업은 임신 역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복 성격의 사업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들은 서울시 노원

구의 ‘ 출산 인식개선 교육’, 서울시 용산구의 ‘인식개선 홍보 교육 실

시’, 인천 남구의 민방  원들을 상으로 한 ‘인구교육 사업’, 홍보매

체  홍보 을 통해 주민들을 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경북 김천시

의 ‘ 출산극복을 한 홍보‘ 사업, 경북 칠곡군의 ’출산장려 련 공모

‘ 등과 같이 부분 홍보사업, 행사, 교육 사업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개선 사업은 군지역에서 그 수가 특히 작았으며, 사업의 

75.0%가 보건소에 의해 운 되어, 75.4%가 행정기 을 통해 이 지는 

시구지역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 다. 이는 사업의 운  방식의 차이라기 

보다는 군지역에서 인식개선 역의 사업이 워낙 작다보니 출산 역 

사업의 운 비율이 큰 군단  지역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부각

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구 서구의 경우에는 시 

문화회 에서 사업을 맡고 있었다. 

홍보 수단으로는 ‘공연티켓’( 구 구)나 ‘쓰 기 종량제 규격 투’ 



11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정책연계방안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122(100.0) 24(100.0) 146(100.0)

행정기관 92(75.4) 6(25.0) 98(67.1) 

보건소 29(23.8) 18(75.0) 47(32.2) 

기타 1(0.8) 0(0.0) 1(0.7) 

(부산시 연제구), ‘소식지’(부산 사상구) 등이 활용되기도 하 지만, 부

분의 경우 유선방송, 라디오방송, 신문, 홍보물제작 등이나 자체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한 구 서구의 ‘다자녀가정 행복사진 콘테스트’, 경북 

구미시의 ‘임산부의날 기념 아이사랑 음악회 개최’, 부산 북구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기념 캠페인’ 등과 같이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행사도 

다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기초자치단체의 인식개선분야 출산정책 사업 담당기관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인식개선 사업과제들 에서 산과제의 비 은 60.3%로 나타나 비

교  그 비 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군지역에서는 

87.5%가 산과제 으며, 시구지역에서는 54.9%만이 산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의 비 산 과제들은 경남 창년군의 ‘수유실 

운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사업과 경북 덕군의 ‘결혼,출산,양육

에 친화 인 직장분 기 조성’ 사업으로 모두 해당 기  공무원들을 

상으로 한 사업들이었다. 반면 시구지역 인식개선 사업들에서는 다양한 

행사, 캠페인, 홍보 사업들이 비 산 사업들에 포함되어 있었다. 



제5장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115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122(100.0) 24(100.0) 146(100.0)

예산과제 67(54.9) 21(87.5) 88(60.3) 

비예산 55(45.1) 3(12.5) 58(39.7)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122(100.0) 24(100.0) 146(100.0)

서비스지원 6(4.9) 0(0.0) 6(4.1) 
제도 행정지원 0(0.0) 1(4.2) 1(0.7) 

행사 4(3.3) 1(4.2) 5(3.4) 
공무원지원 26(21.3) 3(12.5) 29(19.9) 

기타 14(11.5) 3(12.5) 17(11.6) 

<표 5-23> 기초자치단체의 인식개선 분야 출산정책 사업의 예산과제 및 비예산과제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인식개선 사업의 추진방식은 그 방식을 특정하기 힘든 기타 유형이 

가장 많은 60.3%로 나타났다(시구지역 59.0%, 군지역 66.7%). 그 외에

는 행사 형태의 사업들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시구지역에서 26개 사업 

21.3%로 군지역의 3개 사업 12.5%보다 그 비 이 높았다.

한편 이 인식개선 사업에서는 공무원지원 방식의 사업 비 이 11.6%

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부분 체인력 운 (서울시 도

구), 월례휴가 실시(서울시 용산구), 탄력근무제(서울시 마포구, 경북 구

미시) 등 인사 련 정책들이 부분이었다. 목포시의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보육료를 지 하는 것 외에 출산 공무원

들에게 인사가 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임신직원들을 당직에서 제외하는 

임신 분야 정책고 함께 시행하고 있었다. 이들 공무원 상 사업들은 직장 

내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한다는 의의는 있지만, 그 상이 공무원들에게

만 한정되고 일반 기업에는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5-24> 기초자치단체의 인식개선 분야 출산정책 사업의 시행방식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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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 상  인식개선 사업들의 특성

들은 홍보 사업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 구체  내용들은 일

회성 홍보  행사 사업들이 많았으며, 반 으로 출산 장려라는 단편

 주제의 알림이나 출산의 험성을 알리는 교육에 국한 되어 홍보

컨텐츠의 부족이 범 하게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신들

의 자체 인 출산지원 정책을 알리는 극  노력은 상 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홍보  교육 상도 출산의 잠재  당사자가 될 신혼부부, 

미혼 성인, 학생 등에 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한 컨텐츠 

개발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앙정부의 출산 고

령사회 정책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을 홍보하여, 정부

의 출산 극복의 메시지를 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혼인, 임신, 출산, 

양육 단계에서 실제 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홍보 컨텐츠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한 인구교육

이나 국민 홍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과 교수법의 개발

에서도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력이 이 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기타 영역 저출산 정책 사업

출산정책 사업들 에서 앞서 기술한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역의 출산 정책사업은 총 54개의 사업이 있었다. 실제 ‘인구정

책 사례집’에는 이보다 더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사업의 내용이 앞서 

분석한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역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다시 해당 

역으로 재분류하 기 때문이다. 이 게 기타 역으로 분류된 사업들은 

다자녀 가구에 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이 부분을 차지하 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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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사업들은 시구지역에서 45개, 군지역에서 9개가 실행되어 시구

지역에서 훨씬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 인 사업들로는 울산 남구의 ‘다자녀가정 음식물 쓰 기 처리기 

지원’ 사업, 부산 사하구의 ‘다자녀가정 여권 무료택배 제공’ 사업, 명

시의 ‘공공시설 주차장 무료주차’와 ‘체육시설 연습이용료 50%감면’ 사

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들은 지자체에서 약간의 행정  지원을 통해 비

용을 감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앞서의 임신 

 출산 분야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외 인 사업들 에는 속 시에서 시행한 ‘일가정양립 

기업체와의 MOU체결’이 있는데, 이 사업은 속 시와 한화호텔앤리조트

가 일가정양립을 한 기업문화조성을 한 공동 노력을 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것이다. 구체 으로는 다자녀가정 직원 인사우  추진과 

다자녀가정 시설이용 할인 우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

체에서는 드물게 지역 기업의 출산 친화  기업환경 조성을 한 노력

을 유도한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상이 기업 직원뿐만 아

니라 이용자 가족까지 확 했다는 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서 구에서 ‘워킹맘을 한 반찬가게 운 ’ 사업도 독특한 사

례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청 직원들을 상으로 주간 식단메뉴를 하루  

신청할 경우 렴한 가격(1,000원 2인용)에 이를 매하는 사업이다. 

매 수익 은 불우이웃돕기 성 으로 기탁된다. 이 사업은 구청의 가용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원들의 가사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들 사업의 부분(90.7%)은 행정기 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시

구지역과 군지역 간 행정기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 게 행정

기  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행정  지원을 통해 혜택을 주민들

에게 제공는 형식으로 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를 통해 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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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45(100.0) 9(100.0) 54(100.0)

행정기관 42(93.3) 7(77.8) 49(90.7) 

보건소 3(6.7) 2(22.2) 5(9.3)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45(100.0) 9(100.0) 54(100.0)

예산과제 24(53.3) 5(55.6) 29(53.7) 

비예산 21(46.7) 4(44.4) 25(46.3) 

사업들에는 구시 수성구의 ‘ 비 할머니, 할아버지 베이비시터 문교

육’ 사업과 양육 지원   출산용품 지원 상 출생아  가족의 인 사

항 리를 통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도모한 경주시의 ‘출산양육자원

리시스템 운 ’ 사업 등이 있다. 

<표 5-25> 기초자치단체의 기타 분야 출산정책 사업 담당기관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기 자치단체의 기타 분야 사업들이 주로 행정  지원을 통해 이 지

는 만큼 비 산 사업들의 비 이 46.3%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산 

사업들에 실제 투여되는 산들도 상 으로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

는데, 가장 큰 산이 소요된 사업은 울산 남구의 ‘다자녀가정 음식물 

쓰 기 처리기 지원’ 사업으로 셋째자녀 이상 출산 세   4  이상 

한가구 세 를 상으로 7천200만원의 산이 소요되었다. 

<표 5-26> 기초자치단체의 기타 분야 출산정책 사업의 예산과제 및 비예산과제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기타 분야 출산 정책 사업들은 제도 행정지원의 형태로 운 되는 

경우가 35.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행사 11.1%, 물품지원과 

서비스 지원이 각각 7.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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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지역　 군지역　 　전체　

계　 45(100.0) 9(100.0) 54(100.0)
현금지원 1(2.2) 1(11.1) 2(3.7) 
물품지원 3(6.7) 1(11.1) 4(7.4) 

서비스지원 3(6.7) 1(11.1) 4(7.4) 
의료지원 1(2.2) 1(11.1) 2(3.7) 

제도 행정지원 16(35.6) 3(33.3) 19(35.2) 
종사자지원 1(2.2) 1(11.1) 2(3.7) 
보육시설 6(13.3) 0(0.0) 6(11.1) 
기타시설 2(4.4) 0(0.0) 2(3.7) 

행사 12(26.7) 1(11.1) 13(24.1) 
공무원지원 1(1.0) 0(0.0) 1(0.7) 

기타 34(32.4) 5(14.7) 39(28.1) 

<표 5-27> 기초자치단체의 기타 분야 출산정책 사업의 시행방식 분포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이러한 기 자치단체의 기타 분야 출산 정책 사업들은 출산 정책

의 핵심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자치단체 수 에 가장 합한 사업들이라

고 할 수 있다. 약간의 행정  지원을 통하여 내의 다자녀 주민들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고, 일반 주민들로 하여  지자체에서 출산 극복  

출산 친화  환경을 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사업의 

목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차체들이 더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앙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 인증제 도입이나 우수 사례 

 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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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저출산정책 연계성 강화의 원칙

앙정부와 지자체들의 출산 정책의 연계성은 앞서 이론  논의에

서 밝힌 바와 같이 사업의 내용  정책 추진 역할의 정립, 재정 계의 

합리  설정, 효율  달체계의 수립을 반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

까지 출산 정책 추진 장에서 발견되어지는 문제 들을 완화  

해결하기 한 방안들이 추가 으로 반 되어져야 한다. 이에 이 에서

는 지 까지 살펴본 출산 정책 추진 황을 바탕으로 앞으로 앙정

부와 지방정부의 출산 연계성 강화를 해 필수 으로 검토되어야 할 

원칙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정책 사업의 역할과 범위의 설정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연계성을 높이는 것은 공동 사업의 

추진으로만 확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의 명확한 정립 역시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출산에 향을 미

치는 사회경제  요인들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앙정부의 

참여가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다. 한 국가 인 차원의 제도 법제도 개

선의 문제 등 거시  정책 역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수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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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이다. 

앙정부는 국가  출산 정책의 방향성 수립  이에 따른 산의 

기획, 법제도의 개선, 종합성의 정책 기조의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하다. 지방정부는 직  주민 상 정책의 추진  지역의 정

책 수요 반 , 지역 자원의 활용,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의 추진들이 그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들의 재정립과 권한  경계를 재정

립하는 것 역시 출산 정책의 앙과 지방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한 

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사업의 중복적 운영 회피

앞서 밝힌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은 당연히 추진 사업 내

용의 구별  분담으로 이어진다. 이는 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의 역할

에 맞는 사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복은 정책 재원의 복 

투여와 복  운 으로 인한 행정비용의 증 를 래할뿐만 아니라, 정

책 수혜자들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앙정

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업 운  방침 상의 충돌로 인하여 상호간의 행정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출산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해서는 복되는 사업들을 찾아 정리하고 운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

요가 있다. 

정책사업의 복 운 을 피하려는 노력은 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에서 뿐만 아니라, 앙정부나 지방정부 내에서도 이 져야 한다. 앙

정부 내에서 부처 간 운 방식이나 사업 목 이 유사한 사업들을 합리

으로 통합하고 공동의 운 으로 집 시키고자 하는 부처간 연계 시도

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 간 사업들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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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그 역할을 정립하려는 시도들도 함께 이 져야 한다. 

3.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자율권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역할을 재정립하기 해서는 지역 단

에서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에게 정책 운 과 련된 자율성

이 일정 정도 보장되어져야 한다. 출산 상을 일으키는 사회  경제

 요인들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분포하며, 지역의 정책 수요 역시 다

르게 분포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역에서의 동일

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운 이 모든 지방정부에 획일 으로 표

화될 수는 없다. 

지역  특성을 반 한 출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해서는 지

방자치단체는 사업에 따라 그 운 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

가 발생한다. 이를 해서는 재원의 분배, 사업의 집행방식, 정책 수혜 

상자의 설정 등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앙정부와의 공동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구체  운 에 있어서 핵심  기

조를 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지방정부의 자체  계획 수립이 운

이 허용되어져야 하며, 사후에 이를 평가, 검하는 시스템의 수립도 

극 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율권의 범  설정은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 한 사업 조 속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의사소통이 이 질 수 있는 가시 /비가시  의 구조 

마련도 함께 병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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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수혜자들의 체감성 증대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출산 정책 연계성의 강화는 정책수혜자

들의 정책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종  목표가 설정되어져야 한

다. 이는 연계성 강화가 행정  편의와 산 집행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만 이 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정책의 효율성 증 가 사업의 

축소나 지역 주민들의 정책 수요를 간과하는 방향으로 이 져서는 안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출산 정책의 달체계에 있어서도 정책 운 자의 측면이 아

닌 서비스 수혜자의 입장에서 재편되어져야 한다. 특히 출산율의 반등은 

다른 복지정책들과는 달리 정책의 실시와 재원의 투여가 그 로 정책 

효과로 나타나기보다는,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와 이로 인한 행동  

인식 변화를 통해 이 진다는 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 달체계의 재정립 역시 정책 연계성의 강화에

서 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달체계의 설정은 행정

 효율성의 측면보다는 정책 수혜자 다시 말해 지역 주민들의 정책 체

감도 증진이라는 목 으로 이 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정책 연계성의 다양성 반영

출산 정책의 연계성 증진 방안을 한 주요 기본 원칙들  마지막

으로 정책 연계성 방안은 정책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을 지

할 필요가 있다. 출산 정책의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인식개선 등 

다양한 사업 역들은 주민들에 한 정책 달 방식, 정책 추진 주체, 

정책 비스의 내용, 정책 상자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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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역 내에서도 정책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그 추진의 방식은 다양하

게 분포하며, 이에 따라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성의 강화도 역할의 

정립, 공동 사업의 추진, 산 계의 설정 등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근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출산 정책의 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연

계성 강화 방안은 이상에 밝힌 원칙들을 반 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

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정책 연계성 개선방안

앞서 앙정부와 지자체들의 출산 정책 내용 분석 결과들을 살펴보

면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의 추진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계성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산 정책

으로 실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들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지 까지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앙정부

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정책들의 추진 황들을 간략히 

정리해보고, 각 사업 역별로 그 연계성의 특성들을 분류한다. 더불어 

각 사업 역들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들을 연계성의 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 역할 분담  연계성 강화를 한 구체  정책

들을 제안한다. 

1. 결혼 영역 저출산 정책 사업

앙정부에서는 결혼 분야 사업이 극히 제한 으로 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상들도 사실상 이미 혼인을 한 부부들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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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업 건수 8 17 97
예산과제 2 11 78
총예산 163 2.9 2.2 

과제 당 예산 81.5 0.26 0.20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의 규모나 지원의 상들을 볼 때 실제 혼

인 유도 효과는 매우 작을 것으로 단된다. 

<표 6-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결혼 분야 저출산 정책 비교

자료: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앙부처 시행계획,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실행되는 사업들 역시 역자치단체의 출

산 정책에서 낮은 비 을 차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행되고 있는 

정책사업들은 미혼남녀 만남 주선 행사 주의 이벤트성 사업들이 부

분이었다. 혼인 부담을 경감을 통해 실제 혼인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은 극히 제한 인데, 자체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

기도에서만 신혼부부 상의 주택  거주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었다. 

기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혼인지원 사업들은 농 지역에서의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간 으로 혼인 비용 감

을 통해서 혼인을 지원하는 정책사업들이었다. 이러한 간  혼인 지원 

사업들은 지자체 내 공공 시설과 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 

외에는 건강검진 사업이나 미혼남녀 만남 주선 행사들로 실제  혼인 

유도 효과는 기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분야 출정책 사업은 체 으로 혼인부담의 경감을 통해 혼인

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가장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실제 

사업들은 이러한 경감부담을 한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

체들에서는 남녀만남 주선과 같은 이벤트성 사업이나 건강검진의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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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가장 에 띄는 혼인비용 경감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주택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자체와

의 조는 거의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 결혼 분야 저출산 정책 연계성 강화 정책 제안

기존 주요 사업 제안사업

중앙정부
결혼 정보제공

국방부/교과부 혼인자 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주택 확대제공

국민주택 혼인 예정자 포함

혼인장애 요인 실태 조사

지방정부

건강검진

혼인비용 경감사업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지역자원 활용 활성화

- 예식장 제공 등

- 혼수용품 비용 절감 사업

연계사업
출산비용 절감 범국민 캠페인

주택지원 사업 공동 추진

주택사업 등과 같이 규모 자원이 필요한 혼인비용 감 정책은 지

자체의 상황에서는 실 으로 참여할 방안이 매우 제한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앙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지원정

책에 과감히 비신혼부부들을 상으로 포함시키고, 실 인 주택 지

원이 이 질 수 있도록 실 인 수 에서 월세 지원과 같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행사성 사업을 이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혼인비용을 이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과 정보를 제

공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임신 영역 저출산 정책 사업

임신분야 출산정책 사업에서는 앙정부는 보건의료 취약지 인 라 

개선 사업을 개하고 있었고, 이와 함께 직  임신 지원 정책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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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업 건수 6 23 456
예산과제 4 21 379
총예산 1,212.2 44.3 8.0 

과제 당 예산 303.1 2.11 0.38 

난임부부 지원과 임신 시 진료비  임산부 양제 지원 사업을 병행하

고 있었다. 역자치단체에서는 임신 분야 사업이 앙정부와 기 자치

단체에 비해 제한 으로 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상 지

원을 제외하고는 모자건강을 한 소수의 의료지원과 보건교육 로그램

들을 운 하고 있었다. 반면 기 자체단체에서는 보건소를 심으로 건

강검진 지원과 양제 공 과 같이 직 으로 임산부들을 상으로 하

는 사업들을 개하고 있었다. 

<표 6-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임신 분야 저출산 정책 비교

자료: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앙부처 시행계획,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이 게 역자치단체의 참여가 조한 것은 임신분야 출산 정책이 

의료서비스 제공 심으로 이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앙정부에서는 산을 배정하고 지원을 한 시행지침을 제공하

으며, 이의 실제  집행은 기 자치단체들을 통해 이 지기 때문에 역

자치단체는 상 으로 임신분야 출산정책 사업들의 참여도가 낮게 나

타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앙정부의 지원에 자체 산을 추가하여 임산

부 지원을 보조하 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통해 임산부들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정책 이용효과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양제 지원에 한 수요

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도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 소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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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고 의료서비스 이용 수 이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양제 등을 개

인 으로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임산부를 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지역 특성에 따라 산의 총량  지원을 통해 지자

체와 정책 수요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단된다. 

<표 6-4> 임신 분야 저출산 정책 연계성 강화 정책 제안

기존 주요 사업 제안사업

중앙정부
고운맘 카드

난임부부 지원

모자 보건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적정 의료 서비스 이용 가이드 제공

임신 전 출산 건강 강화 방안 마련

지방정부

건강검진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

임산부 교육

인접 지역 산부인과 이용 지원

- 정보 공유, 검진 교통비 지원 등

임산부 지원 행정 방안 마련

- 공공시설 무료 이용

- 행정 서비스 우선 이용

연계사업 철분 및 엽산제 제공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 도시지역 등 현금 지원 방안 마련

- 지원 용품 확대 및 지역 생산물 활용

그리고 임신기 과도한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인한 공공 산과 개인들

의 경비 부담이 증가될 소지가 있다는 도 여결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앙정부 차원에서는 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한 표 화된 가

이드 라인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3. 출산 영역 저출산 정책 사업

앙정부의 출산 분야 출산 정책 사업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

는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산 후 휴가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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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업 건수 7 38 649

예산과제 5 34 572

총예산 2,425 502.8 132.1 

과제 당 예산 485 14.79 3.89 

같은 비의료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출산 지원  등의 지원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건

소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지원도 함께 이 지고 있었다. 

<표 6-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산 분야 저출산 정책 비교

자료: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앙부처 시행계획,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출산 정책의 연계성과 련하여 출산분야 출산 정책에서는 특이

한 사항들이 다수 발견된다. 우선 의료서비스 지원을 제외하고는 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사업의 연계성이 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실제 사업장의 노무 역과 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제원이 제한 이기도 하지만, 출산 정책이 복지 차원에 집 되면

서 지자체 내 다른 부서들과의 사업의 통합성이 조한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차제 내에서 부서간의 정책들을 종합하는 통합  

출산 정책 추진을 한 노력이 필요하고, 앙정부 차원에서도 행정  

지원과 우수 사례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

방 노동청, 교육청 등에서 따로 실시되는 출산 정책들의 통합성을 높

이는 방안도 앙정부 차원에서 고민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체단체에서 경쟁 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지원 은 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 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간 지원 격차

가 커지는 문제 도 나타나고 있었다. 앙정부 차원에서 출산지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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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여 지역간 차이를 이려는 노력도 극 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자칫 재정부담이 가 되고, 출산 정책에

서 지원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문제 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출

산 지원 의 획일  표 화가 경제  지원에 한 수요도가 높은 지역

들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도 지 할 수 있다. 이에 지

역  차등을 주고 앙정부에서 출산에 한 우선  지원책임을 맡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자치단체들에서는 보건소과 행정기 로 출산 분야 지원 정책이 

분리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러한 달체계가 정책 수요자들의 이용 만

족도를 해시키고, 정책 운 에 비효율성을 낳지는 않는 지에 한 면

한 검이 필요할 것이다. 

<표 6-6> 출산 분야 저출산 정책 연계성 강화 정책 제안

기존 주요 사업 제안사업

중앙정부

가족친화 사업장 선정

보건의료 인프라 건설 사업

- 분만 산부인과

- 신생아 집중 치료실 등 

출산 축하금 중앙 지원 방안 검토

- 지역별 차등화

중앙부처 중복 사업 단일화

-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등

지방정부

출산 축하금

아동 건강 보험

예방접종 추가 지원

출산 시 가사 도우미 사업 강화

지방 노동청과 연계 사업 실시

- 우수 기업 지원 등 

연계사업
집중지원필요 신생아 의료 서비스 지원 

확대 및 공동 부담

4. 보육 및 육아 영역 저출산 정책 사업

보육  육아 부문 사업은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사업들이 운 되고 있으며, 산 규모도 가장 큰 핵심  출산 정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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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육 분야 사업은 앙정부와 지자체가 

공통사업으로 산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가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었으며, 추가 으로 지자체는 지원 상을 지자체의 실에 맞게 지원

을 확 하는 보조  지원 형태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보육 정책은 공  보육 인 라가 빈약한 우리의 실에서 어

린이 집 등 민간 사업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

의 과  증가와 질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문제 을 낳고 있었다. 그러

므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체제를 강화하고, 공  인 라를 확 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며, 이를 한 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설의 질  리  종사자 지원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보육의 질에 한 지역간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 보육 시설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 서비스 인 라와 련

해 부실 사업자들에 한 퇴출기 을 설계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져 하며, 

이를 통해 리성이 강한 민간 인 라에 한 공의  규제를 어떻게 확

보할 것인지 범 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시설 보육의 이용도가 상 으로 낮은 농 지역을 한 농 역 보육 

모델 개발의 필요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다양성이 필요한 분

야에 해서는 지자체가 산을 제공하고 앙정부는 사후 평가를 기

로 하여 포  임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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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업 건수 26 104 554
예산과제 18 94 491
총예산 60,761.4 3,273.0 1,034.0 

과제 당 예산 3,375.6 34.82 11.00 

<표 6-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육아 분야 저출산 정책 비교

자료: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앙부처 시행계획,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무상 보육의 면 실시에 따라 지역자치단체에서 다른 출산 분야의 

지원들이 축소되고 있는지에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에 한 책 

마련도 요구된다고 단된다. 앙정부 부처들 간의 사업의 복을 피하기 

한 통합  정책 달체계에 한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이를 해

서는 지방 교육청  건강가족지원센터 등의 산도 통합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한 방안 마련과 제도 정비고 함께 병행되어져야 한다. 

<표 6-8> 보육 분야 저출산 정책 연계성 강화 정책 제안

기존 주요 사업 제안사업

중앙정부 보육료 지원 사업

공공 보육 시설 확대 건설

기준 미달 사업체 퇴출 방안 마련

통합적 전달체계 마련 

- 건강가족지원센터 등

지방정부 중앙정부 보육사업 추가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광역)
- 지역 내 보육 종사자 집체 교육 등

연계사업 보육비 공동 지원

예산 추가 활용 방안 마련

- 교육교부금 등 활용 방안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 예산운용권 지자체 포괄위임 및 사후평가

지역 보육 시설 모니터링단 운영 

- 예산 및 운영지침 마련 

- 전문 평가단 구성 및 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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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식개선 영역 저출산 정책 사업

인식개선 분야 출산정책 사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 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지방자치단체의 인식개선 사업  일부는 

공무원을 상으로 한 환경개선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가장 심

 정책은 홍보성격의 사업을 통해서 이 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홍

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출산 장려라는 단편  지향의 알림이나 우리사

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출산 상의 험성을 알리는 교육에 한정되지

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홍보의 상에 있어서도 특정할 수 없는 

들을 상으로 하면서, 실제 출산 이행을 추동할 수 있는 효과를 기

하기는 힘들 것으로 단된다. 

이에 인식개선 분야의 출산 정책 사업은 교육 컨텐츠의 개발과 홍

보 상의 특성화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식개선 홍보 

사업은 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정책들과 

그것들의 효용성을 정책 상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도구  유용성을 

갖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출산  양육 환경 개선을 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달해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혼인  출산을 앞

둔 주민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받게될 지원들을 미리 알려주어 이들이 가

지고 있는 심리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7) 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인구교육 사업 등과 같은 인식개선 사업들이 일부 진행

되고 있었으나, 이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된 < 앙정부 시행계획>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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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인식개선 분야 저출산 정책 연계성 강화 정책 제안

기존 주요 사업 제안사업

중앙정부 인구교육 사업 등 
대학생,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 마련

지방정부 주민 홍보 사업 지역 저출산 정책 현황 홍보

연계사업
저출산 정책 홍보 공동 컨텐츠 개발

지역홍보 연계 사업

홍보의 상에 있어서도 불특정 일반 들만을 상으로 설정하지 

말고, 가임기 신혼부부, 비부부, 학생, 청소년 등으로 그 상을 특

정하여 출산 개선의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

서는 정책 홍보, 출산  육아 교육, 양성평등 의식 교육, 인구 교육 등

각 홍보 상에 알맞은 교육 내용들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앙정부  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한 컨텐츠 개발과 

함께 교육을 담당할 교육 인 자원을 개발하고, 교육  홍보의 로그

램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게 갖춰진 홍보  인구교육 컨텐츠와 

교육 인 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내용들을 추가할 때 홍

보의 성과를 극 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출산 정책 사업의 개선을 해서는 앙정부, 역자치

단체, 기 자치단체 각각의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역학과 기능은 출산 정책 사업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책 단 들의 역할을 종합하여 

요약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정리한 내용은 <표 6-5>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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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할과 기능

중앙

정부

국가 단위 저출산 정책 기본 방향성 수립

예산 규모 및 배분 비율 협조를 통한 결정

저출산 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저출산 정책의 교육, 상담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지방정부(시도 및 시군구)의 저출산 정책사업 지원, 컨설팅 및 평가

관련 부처, 기관 및 지방정부간 네트워크 구축 

대국민 홍보사업 (인구교육 컨텐츠 및 인력 개발 등)

광역

자치

단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연계 역할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의 상황 설명 및 예산배정 결정에 참여

시도 특성에 맞는 저출산정책 사업 개발·보급

기초자치단체 저출산정책 사업 지원 및 관리

시도 단위의 저출산 관련 실태조사 및 주민 정책 수요 조사

시도단위 저출산 관련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중앙정부에 제공

관할 시도단위 저출산 정책 자체 평가 및 전국단위 평가에 보조

일가정 양립관련 시도 내 사업체 지원

기초

자치

단체

지역 주민 대상 직접적 정책서비스 제공

지역 단위 가족생활 교육, 상담, 홍보사업 실시

지역 내 유관기관(교육청, 지방노동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저출산 관련 (민관) 지역 자원 활용 

지역 사회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저출산 관련 정보 제공

<표 6-10> 저출산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행 역할



K
I
H
A
S
A7장

요약 및 결론





제7장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

안을 살펴보기 하여, 앙정부  역/기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정책들을 분석하 다. 이를 해 출산 정책 사업들을 내

용별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인식개선, 기타 역으로 분류하여 그 

추진 내용과 방식을 검토하 으며, 이를 종합하여 문제 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연계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들은 각 층 에 따라 출산 정책의 역할이 다르

며, 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출산 정책의 연계성이 각 사업의 내

용에 따라 다르게 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앙정부와 지

방정부 사이의 출산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한 방안도 다양하게 

설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앙정부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한 산을 마련하여 지방정

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더

불어 거시  제도개선을 통하여 출산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의 표  정책사업의 로는 

보육정책, 임산부 지원 정책 등이 있으며, 후자의 정책사업은 혼인지원

을 한 주택정책이나 출산휴가 등의 노동정책이 포함된다. 

자치단체는 앙정부로부터 재원의 일부 는 부와 시행지침을 받

아 앙정부의 사업을 임받는 공통사업이 있으며, 이러한 공통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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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의 공통사업을 거의 그 로 수행하는 경우와 부족한 부분을 지

자체의 상황에 맞게 지방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보조 성격의 사업의 경

우가 많았다. 보육 사업이나 임신  출산 분야 의료서비스 사업들은 

앙정부와 함께 집행하는 공통사업의 표  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

부는 앙정부의 사업계획 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분야 정책사

업들의 에서 볼 수 있듯이 추가 으로 지원 상을 확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아 방 종에서 비용지원 종 개수를 추가 으로 늘린 

지자체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공통사업 외에도 지방정부는 앙정부가 실시하지 않는 정책 

사업들을 별도로 실행하는 지자체 단독 사업들도 다수 운 하고 있었다. 

가장 표 인 정책사업 분야는 인식개선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고, 

표 인 정책 사업으로는 거의 모든 기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

산지원  지  사업이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출산 정책 

연계성과 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지 되었다. 그 내용들은 사업에 따

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한 한계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들도 하나의 

문제로만 귀결시키기에는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선 방안을 종합하자면 우선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앙정부

는 정책 방향  집행계획의 설정에서 지자체와 의를 통하여 지방정

부의 재정건 성을 해하지 않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자체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다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해서는 지자체에게 집행권한을 

포  임하고 앙정부는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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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독자 사업의 경우에는 앙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우수 사

례들을 다른 지자체들에게 하는 방안도 발 시켜야 할 것이다. 이

게 지방정부의 독자  출산 사업들을 포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

도  방안도 마련되어진다면 그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 연계 강화 방안과는 

별도로 추가 으로 지 해 둘 필요가 있는 사안들도 나타났다. 첫째 

앙정부 내의 부처 간 연계성도 강화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앙정부 부처들의 구체  사업들 간에도 유사성과 복성이 높은 사업

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지방정부  정책 상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에서 지향되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출산 정책 사업

들만이 지방정부와 공통사업으로 운 되고 있는 도 개선되어져야할 필

요가 있다. 이는 출산 정책이 지방 정부에서는 주로 여성가족과나 가

족지원과 그리고 보건소만을 통해 이 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앙

정부의 다른 부처의 출산정책 사업들과 지방정부의 다른 부서들의 사

업들이 종합 으로 검토되어지는 체계가 수립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출산을 담당하는 독립 부서의 수립이 어렵다면 지자체 내 사업들의 

포 성을 높이는 방안을 각 지자체는 극 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의 달체계와 련하여 제공자 심의 구조를 이용자 심

의 구조로 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에서는 지자체, 보건

소, 건강가족지원센터, 교육청, 지방 노동청,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실행하면서 지역 주민의 이용 상의 불

편과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서비스 달체계와 

련해서는 호주의 센터링크와 같이 아정부는 기능별 분립을 유지하되 

서비스 제공 은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을 일 뿐만 아니라, 출산 정책에 

한 서비스 상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에서 매우 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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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방

안도 장기 인 에서 고민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이해  인

식부족, 정책활용 자원의 부족, 정책추진 역량 등의 한계로 인하여 지자

체 내 출산 정책 사업들이 민간사업자들을 통해 이 지고,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에 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은 향후 비용의 폭발

 증가와 서비스 질 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인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 연계성 강화의 측면에

서 앙정부와,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의 출산 정책 사업 내용 

 실행 방식 등을 분석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 정책의 각 사업 분야들에서 나타난 정책 연계성과 그 

문제 들을 도출하고, 이에 한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이 연구는 매우 범 하고 각 정책 추진 층 의 다양한 출산 정책 

사업들을 분석하고자 하 기 때문에 구체 인 사업 진행 황들을 포

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출산 정책 사업들의 내용을 종합 으

로 제시한 < 앙부처 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을 

심으로 출산 정책 사업 황들을 분석하 기 때문에, 이미 언 한 

바와 락된 사업들과 사업 분야의 정의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비록 출산 정책 사업들의 황에 해서는 장 실무자들과의 

인터뷰와 화 확인 등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 으나, 자

료의 한계를 완 히 시정하지는 못했다. 특히 정책 산에 한 해석에 

해서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해석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들은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반 인 출산 정책 사업 황을 조망하는 데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한 이 연구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출산 정책의 연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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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게 개되기 때문에 각 사업 분야별로 본격 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출산 상은 다양한 사회·문화·경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 으며, 

그러므로 몇 가지 요인들로 그 원인을 제한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출산 상에 응하기 한 정책  응들도 다양한 출산  양육의 장

애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역에서 개되어져야 한다. 이

러한 역에서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은 앙정부 정책의 임 집행뿐

만 아니라, 주민들과 직  면을 통하여 출산에 응하는 정책  

응을 공백 없이 꼼꼼하게 채우는 역할을 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므로 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출산 정책의 연계성 강화는 단

순한 행정상의 효율성 이상의 의미를 갖으며, 출산 정책을 일상 생활

의 역에 반 시킨다는 의의가 있다. 

지자체들은 출산 정책이 지역의 지속 인 발 과 존립을 한 필수

 응이라는 을 인식하고, 지역의 실정에 하고 주민들의 정책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출산 정책의 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제도의 개선과 출산 정책의 방

향성을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출산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고, 주민들이 정책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요한 것은 이러한 지방정부와 앙정부의 노력들

이 서로 간의 합의와 조를 통해 이 져야 한다는 이다. 이러한 공동

의 노력이 체계화되고, 상호보완 인 정책  근이 이 질 때 출산 

정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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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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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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분포와 노후빈곤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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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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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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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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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헌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 욕구필요도 측정방식 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 시장규모 추계와 활성화 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 현상의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 사례 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100세 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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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Ⅱ: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삼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종합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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