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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태신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축사를 해 주
실 김상희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희 의원님은 정부의 저출산 기본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정춘숙 의원님은 오랜 기간 여성관련
사회활동을 해오셨으며, 최근에는 ‘일․생활 균형과 일하는 방식 혁신 포럼’의
대표를 맡아서 우리 사회에 ‘워라밸’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주실 김영미 교수님, 사례발표를 해 주실 정지현 파트
너님, 김혜숙 상무님, 토론에 참여해 주실 이의준 부회장님, 정재훈 교수님
등 귀한 시간 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이었는데 지난해 1.05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출산율의 가파른 하락과 기대수명의 지속적
상승은 총인구증가율의 둔화와 고령인구의 비중 확대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2015년 17.5
명에서 2065년 88.6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 우리경제의 활력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對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
과, ‘저출산․고령화(26.8%)’를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렇듯 전문가
와 국민들 모두 저출산․고령화가 우리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
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
해 왔고 그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무엇보다 출산은 가족정책에 의해서만 영향 받는 게 아니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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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교육, 주거정책 등 사회전반에 걸친 여러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
다. 또한 직장문화, 일과 생활의 균형, 양성평등 등 사회문화도 출산율에 영
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
어 결혼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처음부
터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결혼생활을 시작합니다. 젊은 부모들은 자녀를 키
우는 동안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추가적인 자녀 출산을 꺼
리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높아졌지만 적잖은 여성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은 줄지 않고 있
는데 과도한 교육비 부담은 자녀 출산을 더욱 망설이게 합니다.
이처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
쳐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족을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근로, 교육, 주거정책 모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
다. 특히 ‘워라밸’은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기업의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를 들어 보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기업들이 저출산의 위
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끝으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부모들이 2자녀 이상 낳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
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주례를 설 때 전제조건으로서 자녀 3명
이상을 낳겠다는 신랑, 신부의 약속을 받고는 했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실현
시키기 위해 정부, 국회, 기업, 학계 등이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가 걱정
하는 미래한국의 모습은 기우에 그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3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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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안녕하십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신 권태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
다. 기업과 학계가 뜻을 모아 저출산 극복의 길을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해주신 여러
분,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 문제라는 이야기,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으셨죠? 그
래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니까요. 초저출산 현상이 17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출산율은 1.05명으로 사상 최저치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당분간은 큰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은 사실 높은 주거비용과 교육비용,
여성의 경력단절과 독박육아, 자신의 삶과 가정이 없는 장시간 근로시간 등
우리 사회의 여건 아래에서는 개인의 관점에서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출
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청년 세대와 공감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우선 일하며 아이를 키
우는 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강요하
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는 저출산에도 ‘사람 중심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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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나 예산은 주로 출산, 보육과 돌봄에 집중되어 있
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제 저출산을 극복한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
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
평등한 기업 문화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달성이 사람 중심 저출산 정책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전환된 정책 패러다임 아래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워라밸
중소기업’을 확산해 일자리의 미스매치도 줄이고 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
는 정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의지를 가지고 힘을 모은다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꿈이 아닐 것입니다. 10년, 20년 뒤 이 자리에서 우리
나라가 어떻게 저출산에서 벗어났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
지 되돌아보고 분석하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태신 원장님과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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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안녕하십니까?
‘일생활균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추진을 위한 국회포럼’ 대표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입니다.

오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대응’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인구절
벽이라는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에 축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7일, 저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님들, 비영리단체, 학계, 공공기관, 산업계 대표님
들과 함께 ‘일생활균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추진을 위한 국회포럼’을 발족
했습니다. 그 동안 퍼주기식으로 이루어졌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근본적으
로 변화해야 함을 모두가 공감하여 만들어진 이 국회 포럼은 우리사회의 문
화, 특히 개인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과도한 근로문화를 개혁하는 것이 인구
절벽 위기를 타파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 보고 이를 위해 국회와 민간
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이루어지는 오늘
세미나 참석은 저출산 극복에 관한 기업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하여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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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세미나는 출산율 제고에 있어 일생활균형 뿐만 아니라 여성고
용률의 측면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고 기대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룰 여러 주제에 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제시되는 의견을 세심
하게 살피고 우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에
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대응’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일생활균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추진을 위한 국회포럼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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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

김 영 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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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 문제제기: 출산에 대한 관점의 전환

20세기 인구학 연구를 지배했던 큰 질문은 19세기 말 서구 산업사회에서부터
급진전된 다산다사(多産多死)에서 소산소사(少産少死)로의 인구행동의 변화, 이른
바 제2인구변천(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
는 것이었으며, 그 속에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저출산의 장기 지속, 일부 국
가들에서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1.3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의 등장 및
지속 등이 연구의 주요 대상이었다. 그러나 1세기 가까이 산업사회에서 지속되어
오던 저출산 현상이 1990년대에 시작된 유럽 국가들에서의 출산율 반등으로 새로
운 전환을 맞고 있다. 출산율의 거대한 유턴이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의 반등은 견고하게 지속되
고 있으며 거시수준의 국가 간 비교 연구들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되고 있다.
1990년대까지의 자료에 기초한 분석에서 초저출산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
(Kohler, Billari and Ortega, 2002)한지 10년이 되지 않아 2008년까지로 확장된
자료를

분석한

최근

연구들(Goldstein,

Sobotka,

and

Jasilioniene,

2009;

Tuljapurkar, S., 2009)은 초저출산 현상이 적어도 유럽에서는 끝났으며 출산율의
반등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세기 인구학이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다면 21세기 인구학의 연
구질문은 저출산의 반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유럽의 경우에도 초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총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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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소하는 상태에 돌입한 국가들(이태리, 독일, 러시아와 동유럽국가들)이 있는
가 하면 출산율의 증가를 통해 인구가 느린 속도로 증가하는 국가들(아일랜드, 영
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서유럽국가들)도 있다. 왜 어떤 국가는 출산율
의 반등에 성공하고 어떤 국가는 초저출산 상태에 장기간 갇혀 있는가? 왜 남유
럽, 동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초저출산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가?

<표 1> 유럽의 인구 변화, 200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인구 증가 국가들
자연증가

인구 감소 국가들

총증가(이민 포함)

자연감소

총감소(이민포함)

Ireland

10.51

Ireland

14.59

Italy

–0.06

Croatia

–0.30

Albania

6.34

Switzerland

14.05

Lithuania

–0.27

Estonia

–0.39

France

4.55

Norway

13.10

Estonia

–0.48

Lithuania

–0.51

Norway

3.97

Kosovo

12.80

Moldova

–0.82

Russia

–0.74

United
Kingdom

3.51

Spain

12.03

Romania

–1.45

Romania

–1.39

Netherland

3.03

Slovenia

10.99

Croatia

–1.89

Hungary

–1.41

Spain

2.90

Czech
Republic

8.32

Germany

–2.05

Moldova

–1.45

Belgium

2.19

Belgium

8.22

Russia

–2.55

Belarus

–1.84

Switzerland

2.00

Sweden

8.00

Belarus

–2.68

Germany

–2.04

Finland

1.97

Italy

7.28

Hungary

–3.07

Latvia

–4.23

Sweden

1.94

United
Kingdom

7.21

Latvia

–3.11

Bulgaria

–4.41

Macedonia

1.94

Denmark

7.19

Bulgaria

–4.29

Serbia

–4.57

Denmark

1.91

France

5.75

Serbia

–4.57

Ukraine

–4.96

Czech
Republic

1.41

Netherland

4.95

Ukraine

–5.28

출처: Eurostat Data in Focus 31/2009, Table 1

이처럼 출산율의 역사적 궤적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국가 간 차이의 원인에 대한
연구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으로의 진입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부
터의 탈출의 조건을 일관된 이론적 틀 속에서 설명해 온 성평등주의적 접근의 설
득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McDonald, 2000; Esping-Andersen and Bill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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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Goldscheider, Berhardt, and Lappegard, 2015). 합리적 선택이론, 탈물질
주의 가치이론, 선호이론, 제도이론 등 저출산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리뷰
는 정성호, 2009 참고) 중에서도 출산율의 역동적 변화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성
평등주의적 관점이 출산율 추이의 다양화 속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놀라
운 일은 아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의 이 관점은 성평등주의의 제도화가 시작되는 초반에 출
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나 공적, 사적 영역에서 성평등주의가 제도적으로 안착하
고 성숙해짐에 따라 출산율이 다시 증가하게 된다고 예측해 왔으며, 최근 에스핑앤더슨과 빌라리(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는 전통적인 확산 이론을 들
여와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의 역동적 관계를 모형화한 다중평형 모형을 제
시한 바 있다. 평형(equilibrium)이란 개인들이 타인의 행동 전략에 대한 확고한
기대 하에서 선택의 결정을 내리는 상태를 의미하며 구성원들이 모두 동일한 규범
적 규칙을 따를 때 안정적으로 재생산되는데, 다중평형이란 여러 개의 불안정한
평형(규범적 혼란)이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다중평형 모형은 하나의 안정적
평형 상태가 외적 충격에 의해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규범적 규칙이 구성원
들 사이에서 확산되어 감에 따라 다른 안정적 평형 상태로 이행하게 되는 역동적
과정을 모형화한 것이다. 에스핑 앤더슨 등은 가족생활의 다중평형상태와 평형 간
이행을 이론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명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명제1) 강력한 외생적 충격이 없다면 사회는 전통적 평형상태에 남아 있게 된
다. 이때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이 전통적 평형상태로부터의 이탈을 낳는 주요한
원인이다.

(명제2) 전통적 평형상태로부터의 이탈은 역전 불가능하며 인구 전체가 성평등
적으로 변화할 때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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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3) 성평등적 규범의 전파가 진행될수록 평등적 태도를 지닌 개인이 무작위
로 만난 타인으로부터 수용적 반응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성평등주
의가 자녀 양육 및 안정적 파트너쉽과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명제4) 성평등주의가 지배적인 규범이 되면 전 사회계층에서 가족규모 선호와
실제 가족규모가 일치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파레토 최적 상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양육자” 가족의 평형이 여성의 성역
할 변화라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불안정해지면서 새로운 가족 평형으로의 이행
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이행의 과정에서 출산율의 역동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행의 초기에는 새로운 성평등주의적 가치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낮아
지다가 이행의 중기 이후에는 성평등주의적 가치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게
된다.

성평등주의적 관점이 예측한대로 많은 경험 연구들을 통해 산업발전을 시작한
국가들에서 성평등주의의 진전이 출산과 U자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가장 유명한 연구들은 여성고용율과 합계출산율의 부
정적 관계가 90년대 이후 긍정적 관계로 전환되어 이제는 여성 고용율이 높은 국
가들에서 합계출산율이 높은 패턴을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들이다(Ahn and Mira,
2002; Rindfuss et al., 2003). 좀 더 최근에는 HDI(Human Development Index)
가 높은 국가들에서 합계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Myrsklya et al.,
2009).

20세기 초중반까지 여성들의 인적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출산율이 낮아졌었
다면 20세기 후반 이후로는 여성들의 인적 개발 및 사회진출이 활발한 사회일수
록 출산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그림1>). 인적 개발과 출산율의
추이를 다룬 멀스클랴와 동료들의 이 유명한 연구에서 한국, 일본은 HDI와 출산
율 관계의 역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예외적인 국가들로 나타나고 있다. 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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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일-가족 양립 그리고 젠더 평등의 제도들을 통해 인적 개발에 대응하는 데
실패한 것이야말로 부유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HDI-출산율의 부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는 이유이다(743).”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림 1> 1975년과 2005년 HDI와 TFR(합계출산율)의 관계

이처럼 성평등주의는 21세기 인구변동의 국가 간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이다. 그러나 성평등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기존의 경험 연구들은 대부분이
국가 수준의 비교 연구들이다. 미시적 수준에서의 연구들도 부족하지만 특히 거시
와 미시를 연결하는 연구는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그 결과 성평등주의의 진전이
라는 거시적 조건이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출산의도 및 출산 결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거시-미시 관계에 대한
관점의 부재는 암묵적으로 성평등주의의 제도적 조건들이 발전함에 따라 모든 여
성들이 동일한 형태의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평등
주의의 제도화, 규범화 정도는 개인들의 출산 의도 및 출산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은 주지하는 바이나, 이때 동일한 제도적 영향력 하에 있는 개인들 중에
서도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영향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특정한 조
건에 있는 개인들이 출산을 결정함에 있어 성평등주의적 사회적 조건에 더 민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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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거시적 맥락의 변화는 여성들의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위치에 따라 출산 결정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에 대
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2. 출산과 성평등주의 다층분석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김영미(2017)는 “출산과 성평등주의 다층분석” 연구에
서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 그리고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한 성평등주의의 거시 변수는 1) 노
동시장 조건, 2) 제도적 조건, 그리고 3) 문화적 조건이다. 이 변수들이 어떻게 학
력, 취업여부, 성역할태도와 같은 미시 변수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1)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과 남성들 간의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 내 성평등주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이다. 성별 임금격차가 클수록 여성들이 고임금 일자
리에 대한 접근에 제약을 겪고 있으며 장기근속하여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어려움
을 겪고 있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 김영미와 계봉오(2015)는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여성들의 선호 실
현을 가로막아 저출산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
에 대한 차별이 잔존하여, 여성들의 고임금, 전문직 일자리에의 기회가 적고 저임
금, 단순서비스직 일자리에의 기회가 많은 상황은 일-중심적 생활양식에 대한 선
호를 갖고 있는 여성들(대부분이 고학력)의 취업기회는 적은 반면 가정-중심적 생
활양식 선호를 갖고 있는 여성들(대부분이 저학력)의 취업기회는 많은 선호-기회
불일치 상황을 낳게 된다. 이 경우 고학력 여성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출산을 미루거나 입직 후에도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
다. 이처럼 거시적 수준에서의 노동시장 조건, 특히 남녀임금격차로 대표되는 여성
경제활동기회에서의 차별은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 의도 및 출산 행위에 더욱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16 -

가설 1: 여성의 교육수준과 출산의 부정적 관계는 남녀임금격차가 높은 사회일
수록 악화된다.
2) 기존 연구들을 통해 볼 때 가족에 대한 공공지원은 여성의 취업이 출산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때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과 서비스지원은 취업 여성과 전업주부의 출산 의도 및 출산 행위에 다른 방식으
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정 내 무급의 돌봄노동이 사회
적으로 인정받고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직접적으로 주어질 경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의도를 갖고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취업여성의 경우 육아수당 등
돌봄에 대한 현금지원 보다는 가정 내 돌봄노동을 대체하는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
될 때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가설 2: 여성의 취업과 출산의 부정적 관계는 양육에 대한 공적 서비스가 발달
한 사회일수록 완화된다.
가설 2-1: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취업 여성들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3) 에스핑 앤더슨과 빌라리(2015)의 다중평형이론은 전통적 성역할분업의 가족
규범이 만연해 있던 사회가 외부적 충격이나 내부적 변화(예컨대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의 증가)로 전통적 규범과는 다른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상충하는 규범에 따라 행동하여 타인의 행동 혹은 본인의 행
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불안정한 평형상태에 들어서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때 특히 성평등주의적인 새로운 규범을 수용한 여성들이 파트
너를 만나거나 안정적 관계에 대한 예측 속에서 출산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져 결
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남
성을 포함한 인구의 절대 다수가 새로운 규범을 수용하면서 서서히 해소될 수 있
는데, 결국 성평등적 사회로의 이행의 속도는 여성들이 성평등적 의식을 가진 남
성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B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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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oke, 2005;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문화적 차이는 여성의 출산 의도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아피노 등(Arpino et al., 2015:3-4)은 성평등
의식의 남녀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비전통적인 여성들이 협력적인 남성을 만나
기 어려워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회피(exit) 전략이나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단

념, 재조정하는 충성(loyalty)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회피
전략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경우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충성
전략이 지배적인 경우 역시 단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때 남
녀 간 성평등 인식의 격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집단은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 여성일 것으로 예측된다. 에스핑 앤더슨 등(2015: 18-19)은 성평등주
의 확산이 진행되면 전통적인 집단의 출산율에는 큰 변화가 없고 성평등주의적 태
도를 가진 집단의 출산율만 변화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확산이론에 따르면 성평
등주의적인 집단만이 그러한 태도에 수용적인 파트너집단이 증가함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설 3: 여성의 성평등주의적 성역할 태도와 출산의 부정적 관계는 성역할에 대
한 남녀의 인식 격차가 적은 사회일수록 완화된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ISSP) 2012 자료를 이용하여 20세-45세 여성들의 출산 결과의 대리변수
로 가구 내 18세 이하 거주 자녀수에 대한 다층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종 분석 국
가는 21개국이며,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
이슬랜드, 아일랜드, 일본,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
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 독일, 영국을 포함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위계선
형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자료와 변수들,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김영미(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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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개인수준
거시수준 제도적

자녀수 (가구 내 거주하고 있는 1-18세 아이들 수)
연령, 혼인상태, 교육, 고용상태, 성역할태도
3-12세 아동에 대한 현금 수당(세금 크레딧 포함)
이 공적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 전통적 가족정
책(현금지원)
양육 지원 사회 서비스가 공적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 부양자-양육자 지원정책 (서비스지원)
노동시장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남녀임금격차 100-(여성평균임금/남성평균임금)
문화적 성역할 인식(“남성의 일은 가계부양, 여성의 일은
집안에서 살림”)에서의 남녀 간 인식의 격차.

연구의 결과는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의 성평등주의의 제도화, 규범화 정도가 출
산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주자녀수를 출산율
의 대리 변수로 본다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성별임금격차가 낮은 국가들의 출산
율이 높고 가족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고 남성의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인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흥미롭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에 따라 미시 수준에서의 출산
결정 요인들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거시미시 상호작용에 관한 해석을 상세히 제시하겠다.

<그림2>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들 중 현금수당과 가족서비스가 자녀수에
대해서 갖는 주효과와 여성의 취업상태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가족에 대한 현금수당과 가족서비스에 대해 반응하
는 여성들이 극명하게 다른 것으로 보인다. 가족에 대한 현금수당은 미취업 여성
들의 자녀수를 상당히 증가시키는 반면 취업 여성들의 자녀수에는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 가족 서비스는 취업 여성들의 자녀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반
면 미취업 여성들의 자녀수에는 효과를 못미치고 있다.

- 19 -

<그림2> 가족지원(현금수당과 가족서비스)과 취업상태의 상호작용 효과

한편 앞서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은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더 억제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예측한대로 교육수준과 남녀임금격차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 크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시각화해서 제시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을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저학력집단은 각 국가의 평균 교육년수보다 5
년 덜 교육받은 집단이며, 평균집단은 평균 교육년수 집단, 고학력 집단은 평균
교육년수보다 5년 더 교육받은 집단으로 임의 규정한 상태에서 각 집단의 자녀수
예측값이 국가수준 특성, 즉 남녀임금격차 변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저학력집단의 경우 남녀임금격차에 따른 자녀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평균학력집단과 고학력집단은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학력집
단의 경우 남녀임금격차가 10% 포인트 정도로 낮을 경우 자녀수가 1.2명 정도로
1.38명의 저학력 집단과 큰 차이가 없지만 남녀임금격차가 40% 포인트 정도로 높
을 경우 자녀수는 0.6명 수준으로 떨어지며 저학력집단의 자녀수에 비해 반 정도
에 불과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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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림3> 남녀임금격차와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
저학력
평균학력
1.2

고학력

.6

.8

1

자
녀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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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gwagegap

30

40

남녀임금격차
주) 저학력은 국가별 평균교육년수-5년,

ctedyr = -5
평균학력은
ctedyr = 5

ctedyr = 0

평균교육년수, 고학력은 평균교육년수 +5년

다음으로 성역할태도가 성평등주의적인 여성들의 출산율은 성역할태도가 유사한
남성들을 만날 가능성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성역할 태도의 남녀 격차가 큰 국가
들에서 낮을 것이라는 가설이 예측한대로 여성의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성역할태도
의 남녀 격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성평등주
의적 태도를 가진 여성들의 자녀수는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격차가 큰 사회에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4>은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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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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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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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남녀인식차이와 여성의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 효과

성평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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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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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차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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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 분담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5점)을 표한 집단은 전통적인 집단으
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1점)을 표한 집단은 성평등적인 집단으로, 그저
그렇다는 의견(3점)을 표한 집단은 중립적인 집단으로 규정하고 각 집단의 자녀수
가 국가 단위의 남녀인식차이 점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것이다. 세 집
단 모두 남녀 간 성역할인식의 차이가 클수록 자녀수가 줄어드는 것은 유사하나
그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집단의 경우 남녀 간 성역할인식의
차이가 없는 경우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모두에 걸쳐 자녀수가 1.2명~1.35
명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집단은 성평등
주의적 태도를 가진 여성집단으로 이들은 성역할태도의 남녀 격차가 커질수록 자
녀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개인적 수준에서 볼 때 여성의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으나 이러한 부정적 관계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기
회, 특히 남녀임금격차가 낮은 사회에서는 훨씬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반
적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여성의 취업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으나 양
육에 대한 공적 서비스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관계가 완화되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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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또한 성평등주의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일수록 자녀수가 적으나
이러한 관계는 성역할에 대한 남녀의 인식 격차가 작은 사회에서 완화되는 경향성
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의 교육수준, 취업상태, 성평등주의적 성역할태
도의 차이가 출산에 미치는 차등적 효과는 거시적 조건의 성평등주의 정도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한 여성일수록, 성평등
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 여성일수록 성평등주의적 사회에서 더 많은 자녀를 출산
하였다.

멀스클랴와 동료들(Myrsklya et al., 2009)의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높은 인력개발 수준에 비해 성평등주의가 제도적, 문화적으로 정착되
어 있지 못한 사회적 조건이 초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본 연구는 젠더 평등의 미제도화의 결과 이들 국가들에서 가장 출산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집단이 고학력, 진보적, 취업 여성들일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
하고 있다. 성평등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여성 집단은 사회전체적인 수준에
서의 성평등주의적 재조직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쉽게 출산 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
능성이 높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노동시장의 남녀 격차가 완화되고, 가족에 대
한 공적 서비스가 확장되고, 남녀 간의 문화적 인식 차이가 좁혀지는 성평등주의
적 사회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여성들의 출산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3. 성평등주의적 관점에서의 저출산 정책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논쟁이 있다. 한국에서도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대책이 수립된 후 출산 및 보육지원 예산이 급
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상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저출산 지원책의 효과를 회의하는 시각도 있다(저출산정책 문제점에 대한 리
뷰는 김수정, 2015 참고). 사실 출산주의적(pro-natalist)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
은 한국 뿐만이 아니다. 공공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회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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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은 유럽의 인구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회의론자들의 스펙트
럼은 매우 다양하지만 여성주의적 관점에 서 있는 연구자들도 국가 비교연구를 통
해볼 때 공공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찾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곤 한
다(Gauthier, 2007). 특히 아동수당, 공공보육,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 개별
정책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em, 2008). 많은 인구학자들은 출산주의적 공공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어려우며 그러한 정책들이 보다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 배태되어 있
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출산에 대한 도구주의적 태
도가 (윤리적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는 차치하고) 대부분 그 제한적 목표를 달성하
는 데 조차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국제적 사례들은 차고 넘친다. 오히려 유럽에서
출산율 반등을 선도하고 있는 북구사회들의 경우 사회정의, 성평등, 여성 임파워먼
트 등의 사회정책 목표들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한 사례
들이다. 출산주의는 이 사회들에서 정책의 모티브로 명시된 적은 없지만 성평등주
의적 정책 집행의 결과로 매우 효과적으로 달성된 것이다 (Hoem, 2008: 251).

맥도날드는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과 싱가포르를 꼽으면서
실패의 원인이 이 국가들의 저출산 대책이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 개혁으로 나아가기 보다 목표집단을 설정하고 그 여성들에게 출산
인센티브를 집중시키는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McDonald, 2000:
505). 여성들의 변화된 삶에 대한 기대와 선호에 주목하고 수용하지 않는 이러한
방식의 저출산 대책에 일본과 싱가포르의 여성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한국의 여성
들도 일을 통한 자기 성취와 만족스러운 가족 생활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신들의
선호가 만족스럽게 실현될 수 있는 광범위한 성평등주의적 사회 변화가 있기 전에
는 망설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경제활동의 문이 열리고 제2의 인구학적 변동이 일어난 현대사회는 이
미 전통적 성별분업의 평형상태로부터 비가역적인 이탈을 시작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각 국가에서 새로운 평형상태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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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하는 점이다. 에스핑-앤더슨 등(2015:24)은 새로운 가족 평형은 어떤 형태로
든 젠더-대칭적 방식의 분업에 기반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여성의 전형적
인 경력이 전일제 고용으로 보다 더 ‘남성화’되고 남성의 가정 내 역할이 보다 더
‘여성화’되는 성평등적 맞벌이 가족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새로운 생산
(고용)-재생산(출산)의 평형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더 ‘남성화’된 경력
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는 차별없는 노동시장도 필요하고 맞벌이 부모를 위해 양
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질 좋은 보육서비스도 필요하다. 둘 중 하나라도 없을 경우
에는 초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가까운 예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공공 보육서비스가 미비한 대만도, 공공 보육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편이지만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일자리가 파트타임 등 주
변적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일본도 초저출산 상태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
다. 한국은 차별없는 노동시장과 풍부한 공공보육 중 어느 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출산율 “이행의 계곡”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둘 모두가 동시에 필요하
다. 그간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서 보육 정책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졌으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변화된 삶에
대한 기대와 선호를 고려할 때 차별없는 노동시장도 출산율 반등의 선행조건이라
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현재 20세에서 35세 연령대 여성들
중 고학력(4년제대 졸업 이상) 여성들의 비율을 보면 한국이 약 43%로 OECD를
포함한 ISSP 조사대상 국가들 중 덴마크 다음으로 2위이다1).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여성들을 교육시켜놓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내버려둔다면 여성들은합리
적으로 그러한 차별을 회피할 수 있는 개인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모성을
회피하는 선택이다.

1) ISSP 2014 데이터를 이용한 필자의 계산. 20-35세 여성 중 고학력자 비율이 덴마크가 48%, 한국이
43%, 아이슬란드가 42%, 벨기에, 40%. 평균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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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화의 시작은 일터에서

모성페널티(motherhood penalty)란 동일한 조건의 무자녀여성과 유자녀여성 간
에 발견되는 임금 차이를 의미한다. 많은 연구들이 모성페널티를 실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 자녀 한 명 당 5%-10%의 페널
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Gough et al., 2013). 한국의 경우에도 한 최근
연구는 자녀가 한 명 있을 때 약 5.8%, 두 명 있을 때 약 9.8%의 임금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혜은, 2017). 모성페널티의 원인을 자녀가 있는 여
성들의 낮은 직무몰입도, 조직헌신도 등으로 돌리는 것은 양육의 부담이 여성들에
게만 지워져 있는 사회적 조건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실증적
근거도 부족하다. 코렐 등(Correll et al., 2007)은 사회실험적 연구에서 유자녀여
성의 업무능력이 아닌 관리자, 평가자의 스테레오타입과 편견이 모성페널티의 원
인임을 밝힌 바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문제는 모성페널티가 상당한 상태
에서 여성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이 출산 결정을 내리기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
다.

현재 기업에서 생각하는 이상적 근로자(ideal worker)는 전심전력을 다해 가족
및 개인생활을 포기하고 일에만 몰입하는 근로자이다. 야근을 기꺼이 하며, 24시
간 카톡으로 연락이 가능하고, 회식에 빠지지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2)”
근로자를 표준적인 근로자로 상정하고 업무를 진행할 때 모성은 방해가 되며, 유
자녀 여성은 주변화된다. 이 속에서 “임신은 민폐3)”가 된다. 임신과 육아에 적대
적인 기업들의 일하는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고서 출산율의 반전을 기대하
기는 불가능하다. 모성페널티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 회피를 해서만은 아니다. 청년
남성들의 욕구와 삶의 기획 또한 변화하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가 아니고는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없는 이 세대의 남성들은 (내적
변이는 있지만) 배우자의 평생 경력을 당연시하는 태도들을 보이며, 배우자의 경
2) 필자의 기업사례연구 심층면접 중 인용.
3) 필자의 기업사례연구 심층면접 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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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단절과 가구소득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자녀 출산에 그다지 적극적인 선호를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직장 내 “워라밸”은 현재 청년층 남녀의 출산 결정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출산율 반등의 키는 기업
이 갖고 있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시작할까? 변화의 주체가 필요하다. 기업의 인사관리(HR)가 혁신
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이상적 근로자를 자녀없는(혹은 양육부담이
없어 자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남성근로자로 설정하는 대신 육아와 돌봄을
하는 부모근로자로 설정하고 전반적인 업무과정을 그러한 근로자들이 유능하게 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HR 전문가집단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 일-가족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가 획기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는 HR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효주, 김
영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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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 노동시장의 분절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이 상
이하다는 점, 또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제도적 규제의 사각지대이자 공식적 인
사관리가 부재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함.

○ 중소기업은 표준 인사관리제도 개발, 보급하는 경영지원정책 필요. 이때 중소기
업의 산업 특성(제조업/서비스업), 경영환경, 조직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인사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하여 중소기업 경영지원정책에 패키지로 제공될 필요.

○ 중소기업의 “워라밸”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필요.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방안.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 방안 (전문직과 비전문직 고려 필요).
- 결혼, 임신, 출산 후 퇴직 강요관행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인사부서가 있는 중견기업들의 경우, HR 담당자들의 교육, 훈련, 네트워크 지
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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Щߣۺࡅૣ ˒ۺ
ۺ

ࢽएୃ (Jeeny.chung@sap.com), HR Business Partner, SAP
April, 2018
INTERNAL

#diversityatSAP

Agenda

SAP ꭁ闑

韥꽺꾅陁 鲙꽆ꫦ隱 붡끞ꫦ넩 뀑 닆끉뼕頁끉?

SAP 뇑鵹꿵 뺹ꈑ鞭ꅝ ꭁ闑

겑ꩡ뇅 ꗄ ꗥ끩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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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ܕʎ

253,500+ (3,000+)
ࢷˈ ˃ۿʏܹ ی

74,000+ (500+)
SAP ࢷ ˃ۿऐࡕܹ

1,200+ (50+)
ࢷ ˃ۿ۰ ݛٸળઝοܹ ی

25

एࡕ ܹ ߶ۏ

75

˲ɼୃ طए ܹ ࢉئ

1972ϔ (1995ϔ)
۶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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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iversity and Inclusion Matters
̛߶߾ʯ Ьߦ ˕۽૦ࡈࡁࣸ ࠳ ࢇ۽ଟ̧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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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iversity & Inclusion Matters

Employee Engagement

Innovation

A bias-free workplace
Diversity of thought helps
motivates, attracts, and helps organizations think differently;
retain employees
Diverse teams are proven
to be more innovative

Customers
C
Companies must relate to
increasingly more diverse
customer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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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iversity & Inclusion Matters

Highly inclusive
organizations:

 Generate 2.3x more cashflow per employee
 Generate 1.4x more revenue
 Rate themselves 170% better at innovation
Predictions for 2017 Everything Is Becoming Digital (Bersin by Deloitte)

Top Findings at a Glance
Surveyed organizations with inclusive cultures, when compared
with those that lack inclusive cultures, are:

2x

6x

3x

8x

Source: The Diversity and Inclusion Revolution (Bersin by Deloitte,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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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and Inclusion at SAP

and the digital
economy at SAP
Diversity
and Inclusion

“SAPЕ ए˱ۘ߾۰ ɼࢠ ʎ؏ࢶࢉ ցࡸɼक˕
૦ࡈ ࡶ۽ɼऑ ܕઝ࡛߭ ୣی
ɼ Ѹˈ ଢТЬ.”
Bill McDermott, CEO SAP S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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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and Inclusion at SAP

SAP‘s Purpose
Help the world run better and improve people‘s lives.

SAP‘s Promise
Deliver continuous innovation to help our customers run at their best.

SAP‘s Global Diversity & Inclusion Strategy
Ensure an inclusive culture where people are treated with fairness and
respect, have a sense of value and belonging, and the opportunity to be
inspired by each oth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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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D&I: Key Achievements and Awards
In 2017, we continued to create a diverse and
inclusive work environment by:


Growing our Autism at Work program: more than 120
employees from the autism spectrum, in 22 different
roles, in 10 countries and 22 locations



Being one of the first supporters of the UN Standards
of Conduct in Business on Tackling Discrimination
against LGBTI people



Promoting two women to the Executive Board



Achieving 25% women in management already 6
months ahead of time



Perfect score of
100%: Fortune’s
Best Places to
Work for Diversity
and the Human
Right’s Campaign
2018 Corporate
Equality Index

SAP’s Chief Diversity
& Inclusion Officer
Anka Wittenberg won
a gold Stevie Award
for Women Helping
Women in Business
(2017)

SAP’s award
winning program

SAP was the first global IT
company that achieved
global EDGE certification
(2016)

Providing technology to overcome bias in decision
making (Business Beyond Bias)

SAP ranked #1
in Diversity
Journal Top 10
International
Innovators in
Diversity and
Inclusion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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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s Approach to Diversity and Inclusion

Gender
Gender
G
Intelligence
ntell
tell
te
l ig
gen
ence
ce

Cross-Generational
Intelligence

Culture &
Identity

Differently Abled
People

Cross Topics & Enablemen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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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s Diversity and Inclusion Focus Areas
2013~
ܶࢳ ̏ בୗʾ ̘ ˮল

 ࢎࡕૢ ݨए Ĝa

2016~

2017~

ࢇ ɹࢺ ߣջ ̘߳یୖ ୕ה

ʟʅଛ  ېऋऎ

 ࢊ˕ ɼࢽ ߦվࡶ ࡢଞ ࢿѦ Ĝ

 ʢʈ ৪ࢉ

 ֻࣛ ࢊ۱ࢿ  ݤݨĜa

 ߅  ̖࣏ؿփࡕࡖ߅Ѱ

 ঢ় ળˤળઝοԻ ࢊ ě

 ষ ۏஉɼ ʎࡖ

y )LW6$3 ʢʈ ̖࣏ؿ

 ҡࢉ ߄ੈ  ۏě

 ̒Իݤɾ Я

 ݛցઝ ࡓ ˁ ˱ ěa

 ࡪࠉ ̒  ࢿהষઁ̒ࢢ̒ה

y ($3 (PSOR\HH$VVLVWDQFH3URJUDP
ࢷऐएࡕ ۰ ݛٸѦ

y %:1 %XVLQHVV:RPHQěV1HWZRUN
 ࠆੵ֫ ۽ր

 ࠆ ۽ऐࡕ  ٸ ࡕࢎ ۽ࠆٸʴ
 %DFN:RUN ˁԯЯࢸ ࠆࡈॹ ۽

 ֻٕ߅ ʃ ۽ঢ়

ݦࢶݪչࢶٸएТ ݛʢʈ

y 0LQGIXOQHVV7UDLQLQJ
y 6$37DON  ˕۽ҟ̗ۘо ૡɼ ૢए
y ݣۘؿऑ߾ ߭ Χϕ ८ طʦੵ
y 0H 7RR :LWK<RX৪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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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s Diversity and Inclusion Focus Areas

Jan ‘15 놹 덶낅 GPTW Design Thinking

June - July ‘16 How
w tto
o attract
attr
ttrract
a & retain
ret
etain
ain
in
n Female
Fema
Fe
a le T
al
Talents
alle
a
ale
len
ntts
nts
ts D
DT
T

June ‘15 Office Renovation Design Thinking

June - July ‘16 Family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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ࠆ ۽ऐࡕ ٸ, ࠆٸ ࡕࢎ ۽
Having a high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isruptive
innovation.
Boston Consulting Group

y 2020ϗ̧ए
ࠆ ࡶٸࡕࢎ۽25% ̧ए
ЖչЕ ּ ۴߯ (2015ϗ)
y 2017ϗ ּ б۽
y 2020ϗ 30%ɼ Ѻ Ҷ ̧ए
ଥ 1% ЖչЕ ɼ
ּ ۶ࢽ
y EDGE Certification

14

© 2018 SAP SE or an SAP affiliate company. All rights reserved. ǀ INTERNAL

- 39 -

ɼ࣐  Ѱ : Ѱୣ Ѱ߾ ɼ࣐ ॳࠆ
2016.04

Contents

Contents

“ս ۉऎ ѭୋୠ“
“࣬Ը ۉծ ʺଛ ࠃପࡳ ଢۭ ֹࡳ ΜϹ˅ ࢎݞПЩ.”
“ۉୠ ۭ۟ րΟ ۉԃҗࢄӿ˅ ଜ ܶ ߴࡳ ր ɹ࣍ ʈࡲ
̘ٔ…”

# ѭଢ ӿ # ɹ࣍ɻ Ьଟ

#
“ࢄࢼ ˈ ʴࡉ ૣݘࡿ ͝ ݘਾ
ݘϝؼғ ݡआࢌПЩ.
ɹ࣍җ˒ ଞ͆ ݘਾ/ݘϝؼғծ ଢ
ҩӲଛ ʴࡉࡳ ؼέٔ ݥҗࡲ
ࢲங Ԟ ϝ ଢ࠾ۼؼ.”

#ߛˮ ѭୋୠ # ɹ࣍ ߛˮ ˩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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ऐࡕࢂ ּܕչ (Work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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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Companies Can Get Started

How companies can get started
Step by step approach
1. C-Suite Buy-In

2. Focus on HR and
Eliminating Bias

3. Embrace Inclusion

 Show how D&I can save money and
boost revenue, and emphasize the
long term value (ie. talent shortage)

 Align HR processes across the
entire employee lifecycle from
recruiting to retaining talent

 Create employee network groups
to build a greater sense of
community

 Mine the data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issues
 Set goals for the organization

 Create leadership and mentoring
programs for underrepresented
minorities to increase engagement

 Encourage open dialogue and
healthy discussion across your
company

 Enable your leaders to tell the story
and the business to drive change

 Eliminate bias in decision making to
attract and retain diverse talent

 Focus on career development for
under-represented minorities and
employee network group leaders
 Celebrate success by recognizing
significant achievement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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ଛ˯ʾࢼࠆˮࡒ ײۼΜ

ࢲ ࡳؽ̎ یଛ ̘߳ࡿ лࡸࡐӿؑ˒ ݘվચࡐ
ࡧଛੂؠն ۉԴծ ࣵࡰݧԸ

2TGUGPVGFD[̞େܷ
+HD6RRN.LP#\NFRNU
ࡪଞأչ ۘהएܖɼМˁࠒٕࢠחٕ ח
Ьߦ ˕۽૦ࡈ ফˈ ॺࢎ &'2 



ࡧଛੂؠն ܒ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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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ˮ ۺȴ ˲ΰ ܹষ 
  ࡒۉȴָ 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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ࡧଛੂؠնʾࠏࡿ ࢷ_”ۉԃࢄ ங։ࢄЩ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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ࡧଛੂؠն ݘվચࡐ(ࢇଙВ ، )୕س ࡿݢऎ ؎ʾ

࢝ݡୗʾ
୕س

•
•
•
•

ࢲݡ ۺݥୖٖ࢝ۺл
ڀխ ʾࢼୗʾ୕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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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법 찾기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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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법 찾기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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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저출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
노동공급 증대 및 경제성장률 제고 등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이 대두(한국은행 2018.3.16)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한국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16년 기준 58.4%로 ’09
년(54.7%)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OECD 35개국 중 31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vs.출산율)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10%p 증
가하면 합계 출산율이 0.12~0.19 증가(현대경제연구원, 2013)(현재 1.17 수준
에서 1.29~1.36으로 증가)
◦ (여성기업 현황) 여성기업 수는 ’07년 1,116,824개 사에서 매년 증가하여 ’15
년 1,393,974개 사로 전체기업 수의 38.7%로 국내 경제에서 높은 비중 차지
◦ (여성고용 현황) 여성기업의 여성 고용률이 남성기업보다 40.1%p 높음
- 여성기업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경력단절 해소 및 일․가정 양립에 기여
* 여성 고용률(’15년 기준 통계청): 여성기업 70.2% > 남성기업 30.1%
◦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전체 여성기업의 22.5%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하
였으며, 이 중 유연근무제 도입한 기업은 5.4% 수준
*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비중: (여성제조업) 4.7% > (전체 중소제조업) 2.5%
<참고> 일․가정 양립제도 (일․생활 균형지원제도)
* 사업주: ① 유연근무제, ② 원격․재택근무제 ③ 시간선택제
* 근로자: 출산․육아를 위한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 (유연근무제 도입 의향) 여성기업 1,023개사 중 680개사(66.5%)가 유연근무제
를 활용할 의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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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육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양육은 1년이 아니라 육아기 전 기간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제
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①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
는 남녀 근로자 모두(육아휴직과 동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
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제1항)
② 기간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만큼 사용가능(육아휴직 미사용시 최
대 1년)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정책제언) ‘시간임금연동근무제(가칭)’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시간임금연동근무제(가칭)’란 자녀 육아기 동안(10년간)에 부모가 쓸 수 있는
제도로 ① 근로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40시간 이내) 선택 ② 사업주 : 근
로시간을 반영한 적정임금 산정 지급
* 우선적용대상 근로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임금 일부 보조) ‘시간임금연동근무제’신청 기간에는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을 수정․확대 적용함(최대 5년)
* 예시: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
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나, 기준가구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않음
(참고)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
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
미함(’18년 기준 3인 가구 중위소득 월 3,683,150원)
* 사례 : ① 이케아: 주당 16시간, 20시간, 25시간, 28시간, 32시간 등으로 탄력
근무 가능(보수는 차등, 근로자의 복지는 동일 제공)
② 보리출판사: 하루 6시간 근무(오후 4시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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