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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합계 출산율의 하락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질적 형평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럽 국가

사회 현황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 자본 형성과 여성경제

사례를 통해 영아의 가정 내 양육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활동 참여율에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

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육정책을 포함하는 육아

있다.

지원을 통해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증진 등의 정

저출산 대책으로의 육아지원정책은 즉각적 효과를 기

책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관련 현황을 파악

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중

함으로써 국내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

자 하였다.

을 지속화함을 통해 개인의 선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

ECEC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시행하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의 보육

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 영국 및 프랑스는 그들의 고유한

정책들이 최적화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감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긴 호흡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

안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켜보며 지속하는 여유

으며, 영유아 가구를 위한 지원 방식 및 기준 설계를 다양

가 필요하다.

하게 마련하여 개별 가구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선
택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체 육
아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영유아 가구의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있어야 하며, 보편적 지원 확대보다는 실

Ⅰ. 서론

◦ 이런 이유에서 출산율 제고에 대한 보육의 직

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으며, 보육정책은 육아

□ 지속적인 합계 출산율의 하락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현황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 자본
형성과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에 주요 영향 요소로
경제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정책을 강화함이 보편적 추
세임.
◦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어려움을 미리 겪은

휴직, 유연 근무제 등 탄력적인 근로지원 정책
을 기반으로 추진되었을 때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본 고는 보육정책을 포함하는 육아지원을 통해 출
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증진 등의 정책적 효
과를 거두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의 관련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을 모색하고자 함.

유럽의 국가들은 그 해결을 위해 각국의 사회
문화적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출산력 제고를

◦ 이를 위해 합계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목적으로 하는 보육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지원

등 지표를 검토하여, 저출산 기조를 벗어난 유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럽의 국가들을 선정하고, 선정국가를 중심으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GDP 대비 영유아 보

◦ 보육정책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으로

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비율 등 거시 지표
양상을 검토함.

우수한 인적 자원 육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
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공적 부담을 늘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 선정한 국가들의 보육과 양육지원정책을 전반

적 지원 체계,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 및 담당
정부 부처, 보육·교육기관 현황을 중심으로 살

◦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일과 가정의 양립, 가

펴 그 시사점을 찾아보며, 이와 더불어 보도자

계 부담 완화, 미래 인적자원 투자를 위한 ‘보

료를 중심으로 최근 각국의 보육·교육 관련 주

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현을 목표로 보육·양

요 이슈를 소개함.

육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보편적 지원으로 확
대하였으나, 제도적 보완에 대한 요구 또한 높
은 상황임.

◦ 유럽 국가의 보육 및 양육지원정책의 검토를

토대로 향후 보육 및 양육지원정책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찰함.

□ 그러나 여성경제활동률의 제고를 통한 출산율 증
진의 관점에서는 보육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 제
도, 양육지원을 포함하는 가족지원 정책을 종합적
으로 살펴보아야 함.
◦ 출산과 육아의 지원은 부모의 직접 양육을 위

한 제도와 부모 대신 돌봄을 제공하는 양육 지
원 등 전반적인 지원체계가 부모의 필요와 상
황에 맞게 구성되어야 그 체감도가 높아져 추
가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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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국 거시 지표 현황 비교

살펴보면, 30년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대체적
인 증가 추세를 보이나 합계출산율은 1.5명 이

1. 합계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하의 저출산 국가와 인구대체율2) 2.1명 수준에
근접하는 국가들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임.

□ 합계출산율 1)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들
이 합계출산율은 낮은 경향을 보이는 반비례 관계
를 나타내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여성경
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면서 합계출산율도 높은 국가
들과 그리 높지 않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도 불
구하고 합계출산율도 낮은 국가들로 양분되는 경
향을 볼 수 있음.
◦ <그림 1>은 OECD 통계자료를 토대로 1980년

도와 2010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 출산
율간의 관계를 제시함.

◦ 출산율의 변동 특히 한번 떨어진 출산율의 회

복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국가, 스
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영국
등은 합계출산율도 높으면서 여성의 취업률도
높은 특징을 보이며, 이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출산과 일·가정
양립 등 양육 지원정책을 추진해온 결과임.
◦ 본 고에서는 이 중 핀란드, 스웨덴, 영국, 프랑

스를 선정하여 각 국의 보육정책을 포함하는
양육지원 제도들을 고찰하고자 함.

◦ 1980년과 2010년을 기점으로 OECD 국가의 합

계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간의 관계를
<그림 1> 여성취업률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1980, 2010년)

주: 1) 1980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80임.
2) OECD Family Database: SF2.1 Fertility trends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자료: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에서 2014년 6월 16일 인출

1)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함.
2) 한 사회가 인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냄.
https://www.nl.go.kr/ask/infoguide/view.jsp?recKey=5099523&mode=에서 2016년 11월 4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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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자녀
출산과 양육 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
어지는 M자 형태를 보이며 이는 많은 OECD 국
가들에서 사라진 양상임.
◦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최근 10년(2005년~2015

년) 동안의 전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주로

산으로 양육 시기가 늦어짐을 보여줌.
◦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에서 남녀 모두 ‘육아

부담’을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
았으며(47.5%), 특히 이에 대한 30대 여성 응답
률은 65.4%로 가장 높음(통계청·여성가족부 보
도자료, 2016.6.28.).

40대 중반~60대 중반의 연령대를 중심으로 상

승하였고, 자녀 양육 시기에 해당하는 30대 중
반에서 40대 초반은 거의 변화가 없음.
◦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
하는 M자 형태의 중간 저점이 2005년 30대 초
반에서 2015년 30대 후반으로 만혼과 늦은 출

<그림 2> 우리나라 여성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2005, 2015)

자료: 1)
2)
출처: 1)
2)

4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2005, 2015년도
LFS by sex and age-indicators: Employment-population ratios
통계청‧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6.6.28.),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p.15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64196#에서 2016년 11월 17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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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DP 대비 가족지원에 대한 공공 지출 비율
□ 서비스지원으로 대표되는 보육서비스의 제공과 더
불어 각종 수당을 통한 현금지원, 세금환급, 감면
등을 통한 세제지원을 포함하는 가족지원정책 전
반에 대한 GDP 대비 공공 지출의 비율은 각 국
가의 가족지원 정책의 특성을 보여줌.

□ 유럽 각국의 2009년 대비 2013년 비율을 비교
해 보면, 2008년 유럽 경제 위기를 경험한 이후
가족지원에 대한 GDP 대비 공공 지출의 비율은
감소 추이를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살
펴볼 국가별 긴축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임.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며 양육수당 지원 중심의 현금지원보다는
보육 등 서비스지원 위주의 가족지원이 이루어

□ 2013년 기준으로 작성된 OECD 자료 3)를 토대로
각국의 가족지원을 위한 공공 지출의 비율을 살펴
보면, 영국 4%로 가장 높은 가운데, 프랑스
3.7%, 스웨덴 3.6%, 핀란드 3.2%의 순서로 나
타나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지출 비
율은 OECD 33개국 평균 2.4%를 상회하며 우
리의 경우는 1.4%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영국과 프랑스는 각종 수당 등 현금지원의 비

중이 높고 세제지원이 병행되는 지원정책 구조
를 지님에 비해,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보육 등 서비스지원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임.
<표 1> GDP 대비 가족지원에 대한 공공 지출 비율(2009/2013)
전체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세제지원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2009

2013

영국

4.2

4.0

2.5

2.4

1.4

1.4

0.4

0.2

프랑스

4.0

3.7

1.4

1.6

1.8

1.3

0.8

0.8

스웨덴

3.8

3.6

1.6

1.4

2.2

2.2

0.0

0.0

핀란드

3.3

3.2

1.7

1.5

1.6

1.7

0.0

0.0

한국

1.0

1.4

0.04

0.2

0.8

0.9

0.2

0.3

OECD 33개국 평균

2.6

2.4

1.2

1.2

0.9

0.9

0.3

0.3

주: OECD Family Database. PF1.1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자료: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에서 2016년 11월 13일 인출

3) OECD Family Database. PF1.1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에서 2016년 11월 13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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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교육서비스(ECEC) 이용률
□ 보육·교육서비스로 칭함은 국가에 따라 보육과 유
아교육이 일원화된 행정 체계 안에서 지원되는 경
우, 연령을 기준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이 구분된 경
우 등 다양하여 보육과 유아교육으로 명확히 구분
하기 어려워 통상 이를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로 표현하기 때문임.

□ 2013년 기준 OECD자료를 토대로 고찰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들의 0~2세 ECEC 이용률을 살펴
보면, 프랑스(49.7%)와 스웨덴(47.3%)은 OECD
국가 평균(32.9%)을 월등히 상회하나, 핀란드
(27.7%)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영아의 보육서비
스 이용률이 낮은 경향을 보임.
◦ 2006년에서 2013년 사이 0~2세 영아의 보육서

비스 이용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0~2세 보육료
◦ 과거에는 보육은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와 교육

을 담은 대리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칭하

지원 대상 확대에 기인하여 우리나라의 증가
폭이 넓음을 확인할 수 있음.

는 개념으로, 유아교육은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에 적합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 사용
하였으나, 보호와 교육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영유아기 교육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여 보육·
교육을 통칭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0~5세 영유아 이용 가능)은 보건복지부가, 유

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3~5세 유아 이용 가
능)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이원화 형태이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발족하여 유아교

□ 우리나라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2년 이후 1세와
2세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의 증가가 현저하
여, 2015년 기준으로 0~2세 영아의 경우도 기관
을 이용하는 비율이 50%에 달해(0세 15.9%, 1
세 70.1%, 2세 85.8%) OECD 국가 평균 30%
보다 월등히 높아 영아의 기관 보육이 보편적 양
육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함.
◦ 3~5세 유아의 경우에는 90% 정도가 기관(어린

이집과 유치원)을 이용(3세 89.5%, 4세 90.8%,
5세 91.1%)하고 있음.

육과 보육을 통합하고자하는 노력이 진행 중임.

<그림 3> 0~2세 보육·교육서비스(ECEC) 이용률

49.7

47.3
50.0
40.0

39.7

34.1
27.7

45.3

35.1

32.9
42.4

30.0
28.1

20.0

23.7

10.0
0.0

10.9
한국

핀란드

스웨덴
2013

영국

프랑스

2006

주: OECD Family Database: PF3.2 Enrol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자료: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에서 2016년 10월 18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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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평균

<표 2>연령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현황(2015년)
(단위: 명)
구분
계

기관 이용 영유아 수

3)

유치원

어린이집

계(A)

주민등록인구
(B)

681,855

1,445,417

2,127,272

3,187,718

1)

2)

기관 이용률
(A/B)
(66.7)

424,563
0세

-

137,117

137,117

(15.9)
437,994

1세

-

308,227

308,227

439,989

(70.1)

2세

-

419,252

419,252

488,716

(85.8)

3세

172,114

253,294

425,408

475,519

(89.5)

4세

249,197

180,249

429,446

473,120

(90.8)

5세

260,544

147,278

407,822

447,817

(91.1)

주: 1) 6세 이상 과연령 제외, 연령은 보육연령 기준임.
2) 어린이집 0세반은 2015년 기준으로 2014년, 2013년 출생아가 입소대상으로 주민등록인구상 두 연령이 해당함.
3) 유치원 연령별 원아 수는 2015년 4월 기준,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 영유아 수는 2015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는 2015년 12월 기준임.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15)
2)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보육정보공개 API 연령별 아동현황(http://info.childcare.go.kr/info/oais/openapi/OpenApiInfoSl.jsp)에서 2016년 3월
15일 인출
3)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를 2016년 3월 15일 인출

<그림 4> 연령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현황(2015년)

주: 0~2세 평균 어린이집 이용률은 48.3%, 3~5세 평균 유치원 이용률은 54.0%, 0~5세 평균 어린이집 이용률은 45.3%임.
자료: <표 1>을 그림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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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DP 대비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비율
□ GDP 대비 영유아 보육·교육비용에 대한 공공 지
출 비율은 스웨덴이 1.6%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른 국가들도 1%를 상회함.
◦ 한국은 OECD 자료에는 0.8% 수준이나, 최근
3~5세 누리과정 지원과 0~2세 보육료 지원 확

대로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 투자 비율은
증가하여 1%에 근접하는 수준임. 우리나라는 전
체 가족지원 수준(<표 1> 참조) 대비 보육·교육
에 대한 지출 수준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그림 5> GDP 대비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비율(2011년)

주: OECD Family Database: PF3.1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자료: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에서 2016년 10월 18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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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럽 국가의 보육‧교육정책 현황

□ 핀란드 육아지원 제도
◦ OECD 자료(2013)를 기초로 핀란드의 가족지원

1. 핀란드의 보육‧교육정책

을 위한 GDP 대비 공공 지출의 비율을 살펴보

□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특성
을 지니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가족지
원정책을 주요 목표로 삼아 오고 있으나, 영아 자
녀의 경우 부모가 직접 양육하도록 유도하는 영아
기 가정 양육지원 정책 기반이 강하다는 특징을
지님.

면 전체 3.2%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각종 수당
을 비롯한 현금지원은 1.5%, 보육·교육서비스는
1.7% 구성되어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

출 비중이 보다 높은 특징을 보임(<표 1> 참조).
◦ 핀란드는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한 특성을 지녀

영아의 보육·교육기관 이용이 낮은 특성을 보

□ 핀란드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 및 담당 정부 부처
◦ 핀란드는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근 국제 추세를 반영하여 2013년 1월 1일
부터 아동정책의 주요 담당 부서를 사회보건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서 교

이며, 육아휴직, 가정양육수당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는 부모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발달되었음.
◦ 핀란드의 영유아를 위한 육아지원제도는 <그림
6>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음.

육부(Ministry of Education)로 이관함.
◦ 먼저,

핀란드의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은

◦ 핀란드는 만 6세 1년 동안의 유치원 교육

194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preschool education)에 대해 의무 교육(2015

기르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 월 100유

년 8월부터)을 시행 중임.

로 남짓 금액이며, 자녀수가 많아지면 증가하

◦ 예비초등교육으로 6세부터 공교육의 체계 안

나, 부모 소득을 반영한 차등을 두지는 않음.

교육을 강조하는 것임.

<그림 6> 핀란드의 육아지원제도

출처: 핀란드 헬싱키시 교육청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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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모가 집에서 양육

◦ 핀란드는 6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 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며,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사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 당 최고 월 283유로(헬싱

◦ 가정보육사는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자기 자녀

키시 기준)까지 보육비용을 부모 소득과 연계하

를 포함하여 약 5명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로

여 차등 지원함.

부모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는 월급과 근로연
금이 지급됨.

◦ 재가돌봄 휴직 및 가정양육수당(home care
leave & allowance)은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 핀란드는 1세 미만의 영아는 대부분 가정에서

후에도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가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돌보는 경우가 일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녀가 공립어린

반적이어서, 영아의 기관이용률도 30% 이내이

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막내 자녀가 3세

나 3세를 기점으로 기관보육이나 가정보육사에

가 될 때까지 이용 가능한 제도로 지자체별로

의한 대리양육으로 선회함.

차이 있으나, 아동 당 월 606유로~790유로(헬
◦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비용을 중앙정부와 지자

싱키 기준)를 지원함.
-

체가 지원하지만 전액 무상은 아니며, 부모의

핀란드는 1985년 가장 먼저 양육수당을 도입

소득, 아동 수에 따라 비례하여 차등 부담하며

하였으며, 이는 공보육 시설에 대한 대체 수

공립 어린이집(빠아바꼬띠) 이용 시 가구 소득

당으로 민간시설이나 가정보육사 이용 시에

대비 이용료 부담비율은 약 12% 이내임.

도 지원됨.
◦ 연령별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수혜 아동 수

□ 핀란드 영유아 보육·교육

현황 4)

(1997~2012)를 살펴보면, 전체 영유아 중 90%

이상이 공립기관 이용하며, 62.7%의 1~6세 영

◦ 1973년 ‘아동보육법’ 제정으로 정부가 보육서비

유아가 기관을 이용하며, 1997년에 비해 2012

스를 제공할 의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

년에 공립 빠이바꼬띠 이용아 수는 증가하는

였고, 중산층 자녀들이 주로 다니던 ‘유치원’과

반면, 공립가정보육사 이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니던 ‘탁아소’를 합쳐 ‘빠

보임(<표 3> 참조).

이바꼬띠’(영어로는 day care center)가 새롭게
생김.

◦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영유아의 보육·교육에

◦ 핀란드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돌봄지원으

로 다음의 3가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함.
-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립 빠이바꼬띠 또는 공
립 가정보육사

-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빠이바꼬띠 또는 민간
가정보육사

-

자녀가 3세 될 때까지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

4) 핀란드의 육아정책Ⅱ(이윤진‧정도상, 2015: 44~50)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하여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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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옴을
의미함.

<표 3> 핀란드 보육·교육 이용 현황(1997-2012)
(단위: 명, %)

총계

1997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29,090

214,545

201,420

219,198

217,997

238,088

226,958

228,981

1세 미만

2.0

1.6

1.3

1.2

0.9

1.0

1.0

0.8

1세

28.5

28.0

28.2

31.6

29.0

29.7

30.5

28.8

2세

41.4

42.7

46.3

52.2

50.3

51.3

52.4

52.2

3세

56.8

60.5

63.0

68.4

67.1

67.9

68.5

68.2

4세

62.9

67.1

69.5

73.8

73.5

73.9

74.2

74.7

5세

66.9

71.6

73.0

77.4

77.1

78.1

78.2

78.7

6세

79.1

79.1

66.8

66.8

69.4

70.5

70.2

71.2

7세

15.2

11.8

5.2

3.6

3.2

2.7

2.3

2.2

자료: Lapsoperhe-etuustilastot 2008-2012, Kela
출처: 이윤진‧정도상(2015),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p.46 <표 12>

<표 4> 2012년·2015년 대비 핀란드 아동수당
(단위: €/월)
구분

2012년

2015년

첫째 아이

104.19

95.75

둘째 아이

115.13

105.80

셋째 아이

146.91

135.01

넷째 아이

168.27

154.64

다섯째 아이 이상

189.63

174.27

자료: http://www.kela.fi/lapsilisa_maara에서 2015년 8월 인출.
출처: 이윤진‧정도상(2015),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p.32 <표 7>

□ 최근 핀란드 보육·교육 관련 변화

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공함.

◦ 핀란드는 최근 국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복지

◦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 보육서비

예산 긴축의 일환으로 아동 수당을 <표 4>와

스(빠이바꼬띠)의 확충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경

같이 축소하였음.

우 이를 이용하며 보육과 교육에의 공공성 기
반이 강함.

◦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감소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 아동수당을 제외한 보육비용 지원을 포함하는

핀란드 육아지원 제도들은 부모의 소득과 연계

□ 핀란드 보육·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도모하
고 있음.

◦ 핀란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긴

휴직 가능기간과 높은 소득 대체율(소득의 약

◦ 핀란드는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한 특성을 지녀 영

70~75% 수준), 부성 휴가의 장려 등 가족지원

아의 보육·교육기관 이용이 낮은 특성을 보이며,

정책을 추진하여 부모권에 대한 보장을 강조하

보육·교육기관에의 초기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

는 특징을 지녀 영아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

램과 부모참여가 활성화된 특징을 보임.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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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담임교사의 가정방문이나 처음 2주간 부모가
시설에서 함께 보육에 참여하는 소프트 비기닝

◦ 유보통합 이후 시(市)에서 보육·교육의 질을 감

독하고 지원하고 있음.

(soft beginning)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교육활동과 보육서비스를 아우르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제정함에 따라 모든 교육과정과 수

2. 스웨덴의 보육·교육정책 5)

업내용은

□ 스웨덴 가족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도 북유럽 국가
들이 보이는 양성평등, 가정과 일을 균형 있게 유
지할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육아
기에 다양한 휴가나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모에게 부여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의 지침에 따라 수립되고 실행됨.

□ 스웨덴 육아지원 제도
◦ OECD 자료(2013)를 기초로 스웨덴의 가족지원

을 위한 GDP 대비 공공 지출의 비율을 살펴보
면 전체 3.6%이며, 이는 각종 수당을 비롯한
현금지원은 1.4%, 서비스지원은 2.2% 구성되어

□ 스웨덴 정책의 특징은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가족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임.

보육 등 서비스지원 위한 지출 비중이 월등히

◦ 부모에 의한 가정양육이 강점을 지니는 영아

◦ 스웨덴은 양성평등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시기에는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와 양육수당을

공보육 체계가 일찍부터 발전하였으며, 육아휴

이용할 수 있고, 복직 후 대리양육이 필요한

직 및 아동수당과 더불어 영유아기 보육·교육

시기에는 공적 보육기회 제공과 보육료 지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을

강화되어 있음.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음.

□ 스웨덴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 및 담당 정부 부처

높은 특징을 보임(<표 1> 참조).

◦ 기관이용 시 비용 지원은 부모부담에 대한 보

육료 상한제를 실시하며, 가구소득, 자녀연령,
◦ 일원화된 취학 전 교육과정(Lpfö 98)을 1998년
8월에 제정함으로써 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

자녀 수 및 맞벌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는 차등 지원이 이루어짐.

을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로 이관하여 영유아 대상 보육과 교

육의 통합을 이룸.

◦ 스웨덴의 경우 1980년대 출산율이 1.5 수준이

었으나, 1998년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를 교육
부로 통합하고 유아학교 개혁의 일환으로 3시

◦ 스웨덴의

보육·교육

기관인

푀르스콜라

(förskola)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 기관

으로, 교육부 산하이나 종일제 보육·교육시설의

간의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며, 보육 이외에도
육아지원 제도들을 꾸준히 추진하여 옴을 통해
2014년 출산율은 1.886) 정도로 상승됨.

특징을 가짐.
5) 스웨덴의 육아정책(최윤경‧김윤환‧이혜민, 2015: 2~18) 및 여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방안 연구(서문희‧김미숙‧박세경‧최은영‧임정기, 2014:
189~204)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하여 구성함.
6) OECD Family Database: SF2.1 Fertility rates,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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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도 핀란드의 경우처럼 만 1세 이전의 영

□ 스웨덴 영유아 보육·교육 현황

아들은 기관 등의 대리양육 보다는 육아휴직을
하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

◦ 스웨덴의 보육·교육 기관, 즉 유아학교(푀르스

향을 보여 13개월 이후의 보육·교육 기관의 이

콜라, forskola)는 부모의 근로시간을 고려하며,

용이 보편적임.

대부분 연중무휴 및 종일(6:30~18:30)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스웨덴은 최장 16개월(480일)의 육아휴직을 어

머니나 아버지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영유아기 보육·교육 기관은 공립 푀르스콜라

13개월까지는 8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보장

입소를 기다리는 동안의 비형식적 가정보육 프

하며, 특히 2개월은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반드

로그램, 종일제 및 시간제 개방형 푀르스콜라

시 사용하기를 권고함.

프로그램, 그리고 취학 직전 6세 대상의 유아

- 2012년부터는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여 그

이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을 출산 후 1년 이내 30일은 부

학급(무상교육)으로 구분됨.
◦ 1~2세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70% 수준이며
3~6세의 기관이용은 95% 수준이지만, 12개월

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

까지는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부모에 의한 가정

(이혜원, 2013).

내 양육이 보편적임.

◦ 2008년 부모 간 자녀양육 분담을 장려하기 위

◦ 보육 서비스 이용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해 ‘양성평등 보너스(Gender equality bonus)’

부모가 부담하며,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등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부성 육아휴직 수급

지원이 이루어짐이 특징임. 즉 하루 3시간 반

과 연계 지급되는 세금감면 혜택으로 자녀 한

일제 이용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지원을 무상으

명 당 최대 SEK 13,500(약 1,570유로)의 세액

로 제공하고, 3시간 이상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제를 받는 것임(이혜원, 2013).

이용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시간과 소득, 자녀

◦ 스웨덴은 자녀를 기르는 가족지원을 위해 임신

수당(pregnancy

benefit),

수, 지역을 반영하여 부담액을 산정하는 것임.

아동수당(child

allowance), 주거 수당 등도 지원됨.
<표 5> 스웨덴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유형
구분

푀르스콜라(förskola)

유아학급

명칭

Pedagogical care

푀르스콜라
(Preschool)

개방형 푀르스콜라
(open preschool)

Preschool Class

나이

1~12세

1~5세

1~5세

6세 (취학 직전)

연중무휴 종일제

시간제

반일+방과 후 보육

시간

비고

- 비형식적 기관
-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이루어짐.
- 지자체별 비용상한액 기준 있음.

- 취업 혹은 학업 중인 부모 이용이
원칙
- 지자체별 비용상한액 기준 있음.

- 비형식적인 기관
- 전업주부를 위함.

- 대부분의 6세 아동(99%) 다님.
- 연간 525시간 무상 제공

출처: 최윤경 외(2015), 스웨덴의 육아정책(Ⅱ): 교사정책을 중심으로, p.8~9 <표 2>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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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부터

모든 3~6세 유아는 주당 15시간

□ 최근 스웨덴 보육·교육 관련 변화

(1일 3시간, 연간 525시간)까지 보육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7) 비취업 부모의 경우

◦ 선진적인 보육･교육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

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최윤경 외, 2015).

그 이상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함.
-

-

취업/학업 부모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상의 이

개개인의 생활 유지와 보호의 책임이 사회에
전가되면서 가족 기능 약화 우려

용시간에 대해 가구소득, 이용 시간, 자녀 수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책정됨.

국가 재정 악화로 인한 복지예산의 긴축 필

-

요성 증가

◦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모의 소득에 준하여
1~3%까지 상한 비율을 정한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를 실시하며, 부모의 부담 비

◦ 최근 설문조사에서 부모 모두의 ‘탄력근무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8)

용은 전체 보육료의 약 10~15% 수준으로, 월

-

최대 SEK 1,287(한화 약 18만 원, 2015년 기

현재 스웨덴은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부모 중 한명이 탄력 근무를 사용할

준)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음. 즉 정부의 비용

수 있지만, 부모 둘 다 탄력근무를 할 수 있

부담비율이 80% 이상임.

다면 육아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려움들을 더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함.

<표 6> 스웨덴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이용 비율(2009~2013)
(단위: %)
1~6세
년도

1~2세

3~6세

2009

70

2010

70

2011
2012
2013

전체

푀르스콜라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6세)

94

86

69

3

13

95

86

70

3

14

71

95

86

70

3

14

72

94

87

71

2

14

71

94

87

71

2

14

자료: Statistic Sweden(2014), Yearbook of Educational Statistics 2015.
출처: 최윤경 외(2015), 스웨덴의 육아정책(Ⅱ): 교사정책을 중심으로, p.10 <표 3>

<표 7> 스웨덴 영유아 보육료 부담 상한액(2015년 기준)
구분

상한비율

상한액(SEK)

첫 번째 자녀

월 소득의 3%

1,287(약 18만 원)

두 번째 자녀

월 소득의 2%

858(약 12만 원)

세 번째 자녀

월 소득의 1%

429(약 6만 원)

주: 2015년 9월 17일 기준 환율 적용(1 SEK=141원)
자료: http://www.skolverket.se/skolutveckling/statsbidrag/forskola-pedagogisk-omsorg-fritidshem/maxtaxa/avgiftsnivaer-for-maxtaxa-1.9183, 2015년 9월
17일 인출
출처: 최윤경 외(2015), 스웨덴의 육아정책(Ⅱ): 교사정책을 중심으로, p.15 <표 9>

7) 그 이전에는 전업주부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자녀는 보육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였음.
8) http://www.dn.se/arkiv/ekonomi/mammor-vill-ha-flexibel-arbetstid, 201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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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겨울부터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자녀들

◦ 취업모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비취업모 대상

도 종일반 이용 가능함.9)
-

육아지원센터의 지원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기
도 함.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영유아들 중, 더 어린
형제자매가 있어 육아휴직 낸 부모들의 영유

◦ 스웨덴은 육아지원 정책의 조합과 배치, 그리고

아들은 1주일에 30시간까지 보육기관에 등원

부모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권의 보장과

할 수 있게 됨.
- 5천여

차등지원의 설계가 특징임(최윤경 외, 2015).

명의 영유아들이 혜택을 받게 될 이 제
◦ 스웨덴의 경우 관련 정책이 아동의 생애주기에

안은 기관 과밀화 및 인력부족을 경고하며 비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정책

판 받기도 함.

간 최적 조합을 통해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음을 보여줌(이삼

□ 스웨덴 보육·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

식, 2012).
◦ 스웨덴의 보육·교육정책은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영유아교육

3. 영국의 보육·교육정책 10)

에 초점을 두고, 공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
조하는 전략을 제시하여 왔음.
◦ 스웨덴은 모두가 일하고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

적 연대의식과 육아에 대한 가치부여, 그리고
이에 기초한 사회 전반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
율과 경제 발전의 지속, 근로복지의 구현(최윤
경 외, 2015)이 출산율 회복이라는 결과로 나타
났다고 볼 수 있음.

□ 영국의 보육·교육정책은 국가가 모든 영유아에 대
한 지원을 하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족
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향하는 ‘진
보적 보편주의(progressive universalism)에 근
거(문무경, 2007)하여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양육 지원보다는 장애 및 빈곤, 문제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는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옴.
◦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책임

◦ 여성의 높은 취업률과 연동하여 일찍부터 공보

이라는 가치관이 강한 나라이지만, 1997년 노

육 체계 확충을 통해 노동권을 중시하면서도

동당이 집권하면서 보육·교육 등 영유아 정책

영아기에는 육아휴직 제도 및 급여(유급출산휴

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고 보육에 대한

가 등) 통해 가정양육을 유도하고 유아기에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옴(이혜원, 2013).

무상 공보육·교육을 통해 기관 이용 장려하는
방향임.
◦ 보육료 지원 기준은 부모의 여건을 반영하여

취업(학업)여부에 따라서도 구분되지만 그보다
는 가구소득, 자녀 수(출생순위), 실제 이용시간
을 반영하여 책정됨.

□ 가정양육을 중요시하여 현금을 주로 지원하고 있
는 영국은 아동 보육을 개인의 사적인 역할로 간
주해 오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왔고 2004년 보육 개혁 10년 계획(A
Ten Year Strategy for Childcare)을 발표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견고히 함(강경희‧전홍주, 2013).

9) http://www.dn.se/sthlm/syskon-far-ratt-till-heltid-pa-forskolan, 2016.9.12.
10) www.gov.uk에서 2016년 10월 19일 해당 내용을 발췌하여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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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가장 큰 특징

◦ 영국의 육아지원은 수당지원과 세액공제 형태

중 하나는 비공식 보육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로 어머니의 근로시간에 따른 세금 감면이 이

으로 조부모나 친인척이 자녀를 돌볼 경우도

루어지고 있음.

이를 인정하여 지원함(강경희‧전홍주, 2013).
◦ 수당/현금지원은 대체로 자녀 수(출생순위)와

소득수준이 준거로 고려됨.

□ 영국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 및 담당 정부 부처
◦ 1997년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 0~4세 대상 Preschool/Nursery school, 그리고

and Employment) 산하에 아동국(Minister for

취학 전 유아를 위한 초등학교 내 Reception

Children)을 두어 이전까지 복지사업과 교육으

Class가 있음. 3~4세는 연간 570시간의 보육료

로 분리되었던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를 통

지원을 받음.

합·총괄하는 일원화 체계이며(권미경 외, 2012),
이는 교육고용부 → 아동학교가족부(2007년) →

◦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한다

는 측면에서 최근 저소득층 가정 유아, 장애

교육부(2010년)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왔음.

영아 대상으로 2세에 대한 조건부 무상교육을
◦ 유아교육과
(OfSTED:

보육기관의
The

Office

등록을
for

교육기준청

Standards

실시하고 있음.

in

Education)에서 관리하여, 소속 담당관이 공‧사

◦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운영은 정부에서 오전 8

립 유아교육기관을 감사하며, 영유아 관련 지원

시~오후 6시까지 권장하고 가정의 요구에 따라

을 관리함(서문희 외, 2014).

방과 후와 휴일 운영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직장

□ 영국 육아지원 제도

에서 보육 바우처 제도가 운영되기도 하는데

◦ OECD 자료(2013)를 기초로 영국의 가족지원을

위한 GDP 대비 공공 지출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는 일부 기업에서 계약을 통해 급여와 함께
제공하는 제도임.

전체 4.0%로 OECD 국가 중에도 가장 높은 수준
이며, 이는 현금지원은 2.4%, 보육·교육서비스는
1.4%, 세제지원은 0.2% 구성되어 각종 수당을

비롯한 현금지원 비중이 서비스지원이나 세제지

◦ 아동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 근로세

액공제(WTC: Working Tax Credit)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가구단위 공제 혜택임.

원 보다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임(<표 1> 참조).

<표 8> 영국 보육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주당 15시간 무상 보육·교육 / 38주간에 해당(1년에 570시간)

3~4세

2세 조건부 무상보육

-

소득 보조금 받는 경우
연소득16,190파운드(한화 2,900만원) 이하
구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민 혹은 망명 관련 법 6조의 지원을 받는 경우 등

자료: https://www.gov.uk/help-with-childcare-costs/childcare-vouchers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https://www.gov.uk/help-with-childcare-costs/free-childcare-and-education-for-2-to-4-year-olds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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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는 모

□ 영국 영유아 보육·교육 현황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로, 소득과 보육시
설을 이용한 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
를 보임.
-

◦ 영국은 만 5세에 의무교육이 시작됨.
◦ 영국의 보육·교육기관은 5명 미만의 영유아를

가정보육사의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보육(family

근로세액공제(WTC: Working Tax Credit)는

daycare)을 비롯하여 지역 사회나 비영리 단체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를 통

가 부모의 협조 하에 조직하여 운영하는 유아

한 보육비용 지원으로 모 취업여부에 따른

원(playgroup, preschool/child care), 3~4세를

별도의 명시된 기준보다, 모의 근로시간 및

위한 유치원(nursery school), 초등학교 내에 설

이에 따른 세금납부의 세액공제를 통해 모

치된 4세 유치원 학급(reception nursery class)

취업여건과 근로시간이 보육료 지원에 반영

등이 있음.

되는 형태임.
◦ 2013년부터 교육부는 가정보육사에 대한 질적

수준

◦ 영국의 아동 수당(child benefit)은 2013년 이전

강화를

위해

가정보육사

에이전시

에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16세 미만 아동 가

(childminder-agencies)제도를 도입 운영 중인

구에 대해 정책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이었으나,

데 이 에이전시는 가정보육사를 등록 관리하고,

재정 절감 차원에서 2013년부터는 부모의 소득

회원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이 6만 파운드 미만 가구에 한하여, 자녀수를

는 단체로 교육기준청(Ofsted)에서 지원함.

고려한 차등 지원 형태의 현금지원으로 제공됨

□ 최근 영국 보육·교육 관련 변화

(이혜원, 2013).
-

첫째 혹은 외동자녀의 경우 매주 20.70파운드
(한화 약 35,000원) 지원, 그 외 자녀는 매 자

◦ 가정보육사 에이전시(childminder-agencies) 가

이드라인 발간11)

녀 1명 당 13.70파운드(한화 약 24,000원)가
지원되며, 이에 대해서는 부모(16~64세)가 받
을 수 있는 지원 총액에 대한 제한(benefit
cap)이 있음.

<표 9> 영국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유형
가정보육

유아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內 유치원

기타

명칭

Home Cares,
Childminder
(family daycare)

Playgroup,
Preschool/
Child Care

Nursery School

Reception
Nursery Class

Sure Start Children’s Centre
3-4세 nursery school

나이

모든 연령

2~4세 / 0~4세

3~4세

4세

0~5세 / 3~4세

비고

보육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영유아를 돌봄

지역 사회나 비영리 단체가
부모의 협조 하에 조직하여
운영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포함하는
종일제 보육 프로그램 제공

자료: https://www.gov.uk/browse/childcare-parenting/childcare에서 2016년 10월 19일 인출

11) http:// www.pacey.org.uk/working-in-childcare/childminders/becoming-a-childminder/childminder-agencies, 20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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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교육부에 의해 도입된 가정보육사 에

◦ 영국의 육아지원제도는 부모의 취업상태와 연

이전시는 가정보육사를 등록 관리하고, 회원

계되어 수당지원과 세액공제의 형태로 일하는

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기 부모의 지원함에 어머니의 근로시간과

단체인데, 교육기준청(Ofsted)에서 가정보육사

세금납부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어서 단순히

에이전시 운영에 관한 관련 법적 요구 조건

어머니의 취업 여부보다는 근로시간이 보육료

과 고려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원에 반영되는 형태임. 이러한 지원 형태는

발간함.

다른 경우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
기 위한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무상보육지원 확대12)
- 2015년 7월

발표된 확대방안은 2017년 9월 이

후 3~4세 자녀를 둔 근로가정(주당 근무 시간
이 16시간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이 10만 파운
드(약 1억 7,300만 원 정도)이하인 가정)의 경
우, 주당 최대 30시간(연간 38주)의 무상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로 인해 30만 명 정도

로 근로시간과 연계한 세금공제 형태의 지원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 영국의 이러한 보육을 포함하는 육아지원정책

들이 여성경제활동률 증진을 위한 제도들로 마
련되어 자칫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일하지 않
는 경우는 이중의 취약성에 노출될 위험이 있
다(이혜원, 2013)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함.

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무상
보육 시간 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

4. 프랑스의 보육·교육정책

교사 임금으로 10억 파운드(1조 7,000억 원 정
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추가적
인 보육 공간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수 백 개의 기관이 문을 닫
는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영국 보육·교육의 특징 및 시사점
◦ 아동관련 수당 및 세액 공제 제도는 늘어나는

사회부조비용을 줄이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
이기 위한 경제적 효과를 가짐(서문희 외,
2014).

◦ 영국은 소득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제공함으로

써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
를 통해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함.

□ 수당 중심 지원체계로 일찍부터 저출산 극복이라
는 정책목적을 지닌 프랑스의 보육·교육정책은 주
로 영아를 위한 보육과 유아의 교육이라는 이원화
체계로 보육시설의 70% 이상이 공립으로 보육에
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보육시설 부족과 그 확충에의 요구가 높은
상황임(서문희 외, 2014).
◦ 국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지원에 초점을

두고, 그 방법으로 1939년부터 현금급여를 제
공하는 정책을 필두로 지원 범위, 대상, 지원
수준을 개선하여옴.

□ 프랑스의 가족지원정책은 출산휴가부터 가족수당
제공, 세제지원에 이르기까지 대가족에게 유리한
구조를 가짐으로 다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유인
을 제공함이 특징임(이혜원, 2013).

12) 1) 한국교육신문(2016.1.4). 英, 무상보육 주30시간으로 확대 반발
2) http://centreforum.org/publications/impact-30-hour-entitlement-childcare, 2016.5.26.
3) http://www.bbc.com/news/education-37428833, 201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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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민자 가정, 동거가족, 미혼모 등 다양한

면 전체 3.7%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현금지원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음. 특히

은 1.6%, 보육·교육서비스는 1.3%, 세제지원은

1999년부터 시행된 시민연대협약(PACS: Pacte

0.8%로 구성되어(<표 1> 참조) 현금지원의 비중

Civil de la Solidarité)에 따라 동거가족을 새로

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임.

운 가족 형태로 수용하고 세금 및 의료보험 혜
택을 제공함.13)

◦ 영아기와 유아기로 나누어 보호와 교육의 통합서

비스를 제공하되 행정 전달체계는 현재 우리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보육은 노동고용건강부(Ministé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에서,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제반 업무는
책임으로

프랑스는 ‘육아와 교육은 정부가 일체 책임진
다’는 표어 아래 GDP의 4%를 자녀가 있는

□ 프랑스 영유아 보육‧교육 담당 정부 부처

지방정부의

-

지역의

사회보건국

(DDASS: Direction Departemental des Affaires
Sanitaires Sociales)에서 관장하며, 유아교육은

가정에 지원함(조선일보, 2016.10.12.). 프랑
스의 육아지원의 특징은 저출산 극복을 목적
으로 다양한 수당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
다는 점임.
◦ 프랑스의 출산 휴가는 16주이며(셋째 자녀 이

상 26주, 쌍둥이는 최대 34주), 그 기간 동안
소득대체율 100% 또는 최대 월 3,000유로가
제공됨(이혜원, 2013).
◦ 가족수당지급처(CAF: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 및 국립가족수당지급처(Cnaf)가 전

국 각 도에 103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 각종 수

교육부(Ministére de l’éducation nationale)에서

당을 지급하고 관리하며(Cnaf, 2015), 구체적으

관장함(서문희 외, 2014; 신윤정, 2012).

로 다자녀 수당, 가족보조금, 개학준비수당, 영
아 육아수당 등 가족관련 수당을 비롯하여, 주

□ 프랑스 육아지원 제도 14)

거비 보조금, 장애인 보조금, 최저소득 보조금

◦ OECD 자료(2013)를 기초로 프랑스의 가족지원

등이 지급됨.

을 위한 GDP 대비 공공 지출의 비율을 살펴보
<표 10> 프랑스 가족수당 지급액
자녀 수

수당 금액

2명

129.35유로

3명

295.05유로

4명

460.77유로

추가 자녀 한명 당

165.72유로

주: 2015년 4월 기준
자료: https://www.service-public.fr
출처: http://blog.daum.net/lepetitpaniervert/7926150에서 2016년 11월 2일 인출
13) http://www.womennews.co.kr/news/98766, 2016.10.20.
14) 1)
2)
3)
4)
5)

www.20minutes.fr/societe/1452083-20140930-securite-sociale-va-changer-familles-2015, 2014.9.30.
조선일보(2016.10.12). 알쏭달쏭 저출산 정책, 부부의 눈길을 끈 것은?
http://blog.daum.net/lepetitpaniervert/7926232에서 2016년 11월 2일 인출
https://www.service-public.fr, http://blog.daum.net/lepetitpaniervert/7926150에서 2016년 11월 2일 인출하여 재인용
Cnaf(2015). La branche famille de la Sécurité sociale: Coré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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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프랑스에 거주
하는 만 20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며, 첫째를 제외하고 자녀가 14
세가 되면 월 64.67유로의 할증 금액이 지급됨.
2015년 7월부터 가구 소득에 따라 가족수당액

과 연령 할증률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여 지급
하며, https://www.service-public.fr에서 시뮬레

-

◦ 그러나 2008년 이후 유럽의 경제위기 이후 가

족정책 재정에 긴축과 사회보장 재정의 효율화
를 강조하는 움직임 속에 프랑스는 보편적인
지원에서 소득이 낮은 가족을 중점적으로 지원
하는 선별적인 지원으로 방향 전환이 부분적으
로 시도되고 있음.
-

이는 가족지원을 위한 GDP 대비 공공 지출의

이션 해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매

비율(<표 1> 참조)이 2009년 4%에서 2013년

달 약 120유로에서 430유로에 해당함.

3.7%로 감소되는 수치로도 확인됨.

출산수당(Prime à la naissance) 및 영아양육

□ 프랑스 영유아 보육·교육 현황

수당(PAJE): 출산 시 둘째자녀부터, 308유로에

-

서 923유로까지 세 등급으로 분류하여 지급

◦ 프랑스는 영아에게는 양질의 공보육을 제공하

하며,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거나 가정보육 시 부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

영아양육수당은 태어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아에게는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무상교육을 제

월 172유로 지급함.

공하는 공교육체계가 확고하게 정립된 국가임

가족보조금(특별수당): 이는 보편적 지원이기
보다는 취약계층을 위한 가족보조금으로 자녀
가 만21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을 둔 저소득

(이혜원, 2013).

◦ 보육시설(Creches)은 3개월부터 만 3세까지, 유아

원(Ecole Maternelle)은 2년 3개월부터 6세 이하

층 부모,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

아동이 이용할 수 있어, 2〜3세 아동은 두 기관

임. 이외에 최저소득층 부모에게 초등 이상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서문희 외 2014).

자녀 학업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개학수당과 한
부모 가정 가족부양수당 등도 있음.

◦ 보육시설(crèche) 유형은 집단(collectives), 가정
(familiales), 부모(parentales) 및 직장(d'entreprise)

◦ 아이돌보미(à la garde d’enfant) 보조금은 소득과

어린이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마다 보육

자녀수에 따라 월 87.19유로에서 460.93유로로

가능한 영유아 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보육시설의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상위

70%가 공립이며, 나머지의 경우도 비영리 단체

20% 소득수준 가정을 분류하여 보조금을 삭감함.

가 설치한 경우가 보편적임.15)

◦ 부모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하는 육아휴직 제

◦ 가정보육모(assistantes maternelles)는 보육모의

도는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첫

집에서 1~4명의 영유아를 돌보며, 하루 9시간,

째자녀인 경우에는 두 부모가 모두 휴직을 신

주당 45시간 동안 돌봄.16) 일부의 경우 시설과

청하면 6개월에서 최대 1년을 보장하고, 둘째

연계하여 영유아를 돌보기도 함. 이와 더불어

자녀부터는 주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6개월의

영유아의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가

휴직을 신청하면 두 부모의 총 육아휴직이 최

정 내 보육모(garde à domicile)가 있음(신윤정,

대 3년까지 보장함.

2012).

15)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607에서 2016년 11월 3일 인출
16)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642에서 2016년 11월 3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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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종일제(Jardin

나 안에 설치되어 있음.18)

d'enfants) 또는 시간제 보육(Haltes- garderies)

을 이용할 수 있고, 보육료는 무상이 아니며

◦ 3~5세 유아 대상 보육 서비스는 방과 후 및 휴

이용하는 보육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지

일에 부모가 직접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불하며 이는 소득 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루어지며(신윤정, 2012) 점심 급식비용과 연

을 두고 있음. 맞벌이 여부보다 소득수준을 고

장/ 방과 후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에 비례해서

려하여 수당과 보육료를 차등지원 또는 부담함

부모가 부담함.

이 특징적임. 또한 보육에 대해 한 자녀 당 최
◦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현황

대 2,300유로의 비용에 대해 50% 즉, 연간

을 살펴보면, 무상교육의 실시로 거의 대부분의

1,150유로를 세금 환급도 지원하고 있음.17)

유아들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고, 3세 미만 영
◦ 3세 이상 유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제공하

아들은 절반 이상이 부모가 직접 돌보고 있으

여, 거의 공립인 3-5세를 위한 유치원(Ècole

며, 10%는 어린이집을, 24%는 인가 받은 보육

Maternelle)에서는 모든 아동 대상 주 4일 24시

사나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음(Cnaf, 2015).

간 교육을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옆이
<표 11> 프랑스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유형
보육사
명칭

assistantes
maternelles

나이

통상 6세 이하

보육시설

공립 유치원

crèche

Halte –garderie
(일시보육)

Jardin d'enfants
(시간제)

Ècole maternelle

2개월~3세

6세 미만

2~6세
혹은 방과 후 아동

3-5세 전부 및
2세 중 일부

자료: 1) https://www.education.gouv.fr/cid166/l-ecole-matermelle-organisation-programme-et-fonctionnement.html에서 2015년 9월 18일 인출
2)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137에서 2016년 11월 2일 인출

<그림 8> 프랑스 3세 미만 영아의 주중 낮 시간 돌봄 방식(좌: 전체, 우: 풀타임 취업 부모)

자료: Cnaf(2015). La branche famille de la Sécurité sociale: Coréen

17) argent.boursier.com/quotidien/fiches-pratiques/garde-d-enfant-en-creche-le-detail-des-aides-401.html, 2015.8.13.
18)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0782에서 2016년 11월 3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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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 유아의 경우 무상으로 유치원을 이용하

□ 최근 프랑스 보육·교육 관련 변화

지만, 보육사나 보육시설의 경우 이용하는 부모
◦ 여러 회사가 함께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19):

직장 운영 어린이집의 효과에 대한 컨퍼런스에

가 조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비용
의 절반은 세금 혜택으로 지원 받음.

서 공동 직장보육시설이 부모와 자녀에게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보고하였음. 부모는 보

◦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부모에게 가족수당 등

육시설이 회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득계층 상관없이 동

자신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자녀를 맡기고 데려

일하게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2015년부터 가구

오는 데에 수월함. 또한 회사에서도 직장보육시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변경함.

설이 구직자들이 원하는 직장의 조건 중 하나
이므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 한편 회사는

◦ 영아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출 83%에 대해 세

비율이 높으며, 취업부모인 경우에도 27%가 부

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부모는 소득에 따

모가 직접 양육하고 있어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라 보육비를 지불함.

인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보육시설 이용에 만족하는 부모들20): 프랑스

보육시설 운영연맹 FFEC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

◦ 아버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

력을 발견할 수 있음.

면, 98%의 부모가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것이 자녀의 삶에 질을 높여주는 것으로 여기
고 있으며, 96%의 부모가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것을 추천함. 그러나 여전히 입소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불만인
가운데, 현재 프랑스는 10만 개의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프랑스 보육·교육 특징 및 시사점
◦ 보육과 교육에 대한 행정체계는 이원화되어 있

지만 연령에 따라 이용 서비스를 구분하고 보
호와 교육 서비스가 통합되어 체계적으로 마련
되어 있음. 또한 여러 수당에 관해서는 CAF가
통합 관리하고 있음.
◦ 유치원은 모두 공립이며, 전체 보육시설의 70%

이상이 공립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에 있어 공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
19) http://courriercadres.com/rse/equilibre-vie-pro-vie-perso/creches-interentreprises-participer-aujourdhui-a-lepanouissement-des-adultesde-demain-05072016, 2016.7.5.
20) www.parents.fr/Actualites/Les-parents-toujours-plus-satisfaits-de-leur-creche-2235797, 2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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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육‧교육정책 개선에의 시사점

◦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대책으로서 우리나라 보

육·교육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 지금까지 Ⅱ장과 Ⅲ장에서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
들의 거시 지표를 바탕으로 비교하고, 유럽 국가
들의 보육‧교육정책을 살펴보았음.

보육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함.

◦ 각 국가의 사회 배경(거시 지표), 가족 지원, 보

육·교육 지원 및 보육·교육기관 이용률을 요약
하여 비교하면 <표 12>와 같음.
<표 12> 각 국가의 보육‧교육정책 비교
구분

배경

가족 지원

보육‧교육
지원

기관
이용률

한국

핀란드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합계출산율1)

1.21

1.71

1.88

1.81

1.98

여성경제활동
참가율2)

51.8

55.6

61.3

57.1

51.6

GDP 대비
3)
가족지원 비율

1.4%

3.2%

3.6%

4.0%

3.7%

아동수당

(없음)

‧ 18세 미만
‧ 자녀수에 따라 증가

‧ 16세 미만
‧ 자녀수에 따라 증가

‧ 16세 미만
‧ 차등 지원

‧ 20세 미만
‧ 차등 지원

유급

12.9주
소득대체율: 79.7%

17주
소득대체율: 78.5%

8.6주
소득대체율: 77.6%

39주
소득대체율: 31.3%

16주
소득대체율: 93.5%

가능
전체

64.9주
소득대체율: 39%

161주
소득대체율: 26.5%

60주
소득대체율: 63.4%

39주
소득대체율: 31.3%

42주
소득대체율: 44.7%

세제지원

GDP 대비 0.3%

-

있음
(부성 육아휴직 수급과
연계)

있음
(가구소득 및 모
근로시간에 따름)

GDP 대비 0.8%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노동고용건강부
교육부

비용 지원

0-5세 무상 지원

6세 의무 교육
6세 미만 차등 지원

3~6세 무상 지원
(주당 15시간)
부모부담 비용 상한제
차등 지원

5세 의무교육
3~4세 무상 지원
(주당 15시간)
2세 조건부 지원

3세- 무상교육
(주당 24시간)
보육료 및 방과 후는 차등
지원/부담

공공성 정도

낮음

높음
(90% 이상)4)

높음
(70% 이상)5)

-

높음
(보육시설 70%)

육아
8)
휴직

영아

6)

50% 이상

27.7%

47.3%

35.1%

49.7%

유아

7)

약 90%

70% 이상

94%

-

대부분

주: 본문 및 각 자료의 해당 내용으로 재구성함.
합계출산율 2014년도 기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15년도 기준. GDP 대비 가족지원 비율 2013년도 기준
유럽 국가의 영아 기관이용률 2013년 기준
자료: 1) OECD Family Database: SF2.1 Fertility rates,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2) 통계청 「http://kosis.kr>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7, ILO「http://www.ilo.org/ilostat」 2016. 7, KOSIS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3) <표 1>의 해당 자료임.
4) 핀란드의 육아정책Ⅱ(이윤진‧정도상, 2015: 47)에서 해당 내용 발췌함.
5) 스웨덴의 육아정책(최윤경 외, 2015: 13)에서 해당 내용 발췌함.
6) <그림 3> 및 <표 2>의 해당 자료임.
7) <표 2>, <표 3>, <표 6>의 해당 자료임.
8) OECD(2016). OECD Family database 2016. Table PF2.1.A.:Summary of paid leave entitlements available to mother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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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교육정책

달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지속하며 오랜 기
간 동안 추진되어온 것들임.

□ 저출산은 사회 현상, 출산은 개인의 선택
◦ 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 인구절벽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을

사회적 파장과 예상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

지속화함을 통해 개인의 선택의 변화를 가져오

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의

는 사회 환경을 구성한 것임.

개인은 저출산을 사회문제로는 공감하고 있음.

2. 보육정책에의 방향성 모색
◦ 그러나 결혼과 출산은 개인 수준의 선택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출산 결정이 이
루어지지는 않음.

□ 출산율 제고는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안정감 회복
이 관건

□ 현재 각 국의 보육‧교육정책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
◦ 현재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유럽의 보육·교육정

책들도 고유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상황과 가치
에 기반하여 마련되었으며 시행착오를 겪으면

◦ 자녀의 출산은 오히려 ‘결혼’하고 싶고,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을 꿈꿀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서 사회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며 변화하
고 있음을 확인함.

가능한 것이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임.

◦ 우리의 경우 2012년 5세 누리과정 시행, 영아

보육료 지원 확대, 2013년 3~5세 누리과정 지
◦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감은 결혼과 출산이 가능

원, 가정양육 수당 대상 확대, 2015년 유보통합

하게 하는 기초적 요건이며, 가족의 변화와 영

추진 착수 등 최근 관련 정책의 변화는 과히

유아의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이 필요함.

괄목 할 만함.

□ 저출산 대책으로의 육아지원정책은 즉각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보육을 포함하는 육아지원정책은 이미 출생한

영유아와 그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이러한 정
책의 효과가 후속 출산으로 이어져 출산율 제
고에 기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2016년 영아 어린이집 이용시간 조정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보육, 유보통합 추진 등 정책의
변화가 활발하나,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대립
과 갈등 또한 적지 않았음.
◦ 현재의 정책들이 복잡한 양육 지원을 위한 최

적화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감
안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켜보며 지속

□ 유럽의 보육‧교육정책은 긴 호흡으로 추진되어온
변화
◦ 이상에 살펴본 유럽 국가의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들은 출산율의 제고와 여성경제활동 참여
율 유지라는 병행이 쉽지 않은 두 가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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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유가 필요함.

□ 보육, 육아지원은 다양한 양육의 상황을 지원하는
퍼즐을 맞추는 작업
◦ 유럽 각국의 보육과 육아지원 제도들을 살펴보

면서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세제혜택이라는 지

◦ 프랑스와 핀란드 등 기존에 제공하던 지원의

원 틀 안에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근로)세액공

부분적 삭감을 하고 있는 최근의 정책변화들은

제,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의

사회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변화의 사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례를 제공함.

◦ 앞서 살펴본 유럽 국가들은 공통점은 이렇듯

영유아 가구를 위한 지원 방식 및 기준 설계를

□ 영영아(12개월 이전)의 가정 내 양육 확대 방안
모색

다양하게 마련하여 개별 가구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체 지원 체
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임.

◦ 유럽의 국가들은 영아기 부모의 양육이 주는

강점에 주목하는 사회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직접 양육을 지원하는 방향임.

◦ 이는 정책 마련과 보완 시 하나의 큰 틀에서

퍼즐을 맞추어 가듯 정책 간의 형평과 효율,

◦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자녀 출생 후 12개월

기능의 효율화를 어떻게 꾀할 것인가에 주목해

정도까지 부 또는 모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

야함을 시사하며 동시에 우리의 보육‧교육정책

화되어 영유아의 보육·교육 기관 이용은 대부

또한 전체 육아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영유아

분 13개월 이후에 이루어짐.

가구의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있
어야 함을 의미함.

□ 보편적 지원 확대보다는 실질적 형평성 제고 도모
◦ 유럽 국가의 정책들을 검토하면서 경제적 수준

에 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은 크지
않은 금액이며, 수당이나 비용의 지원 또한 소
득 수준, 자녀수, 취업 상황, 지역 등을 종합적
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이는 역으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0~5

세 영유아의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과 가정양
육수당을 지원하는 현재 우리의 지원 수준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
◦ 향후 정책의 개선은 한부모, 조손, 빈곤 가정

등과 같이 양육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
함과 더불어 자녀 수, 자녀 연령 및 소득수준
등 영유아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부담 수준을 고
려한 차등화를 점진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실질
적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이는 영아 애착 및 부모-자녀관계 형성뿐 아니
라 어린이집 초기적응에도 긍정적이며 또한 기
관의 입장에서는 영아돌연사 등의 우려를 덜
수 있음.
◦ 영아의 가정 내 양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육

자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이 가능한 근무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 직장과 사회에 양육 친화적 문화 조성
◦ 저출산 극복에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오면서 보육뿐 아니라 육아지원정책 전반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어려울 정도로 다면적
지원이 확대되어옴.
◦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예산의 투입으로, 제도는

많은데 실제 정책 대상인 영유아 부모의 체감
정도는 높지 않으며, 그 이용 또한 제한적임.
◦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일과 가정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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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여러
제도들이 법적 토대를 갖추고 운용 중이나 사
용하기에는 직장 내에서 눈치가 보여 신청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 유럽에서는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보육‧교육 기관을 방문
또는 참여 위해 직장에서 휴가, 외출 사용이
당연시 됨.
◦ 근로문화뿐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사회가 지원

하는 양육친화적 분위기, 문화의 조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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