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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들처럼, 한국과 독일은 낮은 출산율로 고민하고 

있으며 양 국가는 여성 노동자의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정책이다. 

이 연구는 양국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의 개발을 

검토한다. 또한 법률과 그 해석이 분석될 몇 가지 법적 사건을 

비교한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역사적 배경과 양국이 현재 

부모에게 제공하는 조건을 살펴보면 양국의 휴가 기간,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가 혜택 및 혜택 표준의 비교가 

가능한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소송은 휴가 규정 조항의 오해 및 해석 



오류의 문제를 보여준다. 고용주와 노동자 측의 오해를 살펴보고 

오해의 요인과 기원을 조사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4 가지 사례는 이러한 사례의 기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된 기존 법의 오해임을 나타낸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일부 법적 표현이 매우 모호하고 대상자나 고용주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경우에는 재평가와 

법의 변경이 필요하다. 임신한 여성과 모성을 보호하고,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법 및 관련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오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또한 양육의 의미와 

그 법적 정의에 대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 연구는 

한국과 독일이 법률 문제와 법률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양 국가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주요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법적 문제, 법 해석, 독일,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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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많은 선진 국가들의 사회적 문제들 중 저출산율은 가장 긴급한 

문제이다. 출산율과 관련된 의제들은 노동시장에서 지속되는 남녀불평등, 

전통적인 성 역할의 고착 그리고 일과 가정의 균형 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지원 및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의 

증가, 일하는 부모의 지원, 출산 여성의 복직 장려 그리고 육아휴직 도입 

등이 저출산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도 지금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는 이러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 정책의 목적은 여성 

경제활동참여 권한 확대, 부모의 복직의 보장, 양육아의 재정적인 부담 감소, 

특히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성차별의 종식 그리고 기업들에 이 

쟁점들의 해결을 위한 공동책임을 맡기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정책을 

도입한 후에도 관련 제도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제도의 

역사적이고 법적인 배경을 알아보자고 한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는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 제도이므로 이 제도와 관련된 논란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양육의 능력에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저출산율을 

조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법적인 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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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오해하는 요인을 찾을 필요가 있고 논란을 

법의 개선이나 변화로 최소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과 같이 독일도 저출산율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문제의 해결 

위해 여러가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도입했지만 독일에서도 이 

정책을 촉진하는 규정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 법률 제도는 

한국 노동법과 민법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양 국가에서 

남성부양자모델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역사적으로 양 국가와 사회는 

보수적인 가족 복지 제도를 선호했다. 독일은 한국에 비해 더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 정책을 도입했고 북유럽 국가의 복지 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법률 제도는 독일과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가정과 

관련된 복지 정책들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독일에서 

발생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논란과 판결의 비교는 양 나라의 이 

문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제의 개선에 도움될 수 있다. 독일의 

지원 정책들은 더 사회민주주의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서 법정 사건의 

비교가 한국 보수적인 사회와 정책들의 보다 사회민주주적인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중요성과 각종 제도의 해석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고자 한다. 해석 문제와 관련된 판결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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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오해를 줄이고 출산휴가과 육아휴직 이용을 장려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권리를 인식시키고 고용자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법의 해석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가정 정책과 관련된 법률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중요하다. 

1.2 선행 연구 검토 

연구사는 주로 육아휴직 제도의 영향과 효과에 관한 연구, 육아휴직 

관련 법제의 개선과 평가에 관한 연구, 육아휴직제도 해석 문제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필 수 있다. 육아휴직 제도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윤자영과 

홍민기(2014) 그리고 안미영(2013)의 연구에서는 정률제 급여제도로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여성들이 동일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 측 

요인과 근로자 측 요인이 혼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요인을 

살펴보면서 “회사 측 육아휴직 신청 당시나 육아휴직 이용 중에 직장을 

그만두도록 압박했기 때문에 복귀하지 않은 이탈이 20.5%였다”는 것은 

주목한 만하다.  

장수정, 알리슨 지페이(Allison Zippay) 그리고 박노근(2016)의 

연구도 이러한 효과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성차별을 경험하고 휴가 이용이 인식과 승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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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여성 근로자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육아휴직 이용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희성(2010)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면 부부들은 

더 안정적인 소득을 갖게될 수 있어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이 높아지기 위해서 모성보호와 출산 후 부모휴가 및 육아수당에 

관한 법제들의 확대가 필요하고 여성 취업률이 증가하기 위해 양성평등한 

노동시장 문화를 도입해야 할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문광민과 임동완 (2009)은 육아휴직 조항을 평가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많은 고용주는 육아휴직 제도의 순응을 피하고 기업부문은 

오히려 육아휴직 제도를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근로자의 복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조항은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는 

것을 밝혔다. 근대 국가가 수행해야하는 역할과 업무의 확대와 함께 정책 

수단으로서 입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도한 수의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법적인 효과의 감소, 법적인 승인 및 법적 지침과 같은 부정적인 부작용이 

많았다. 문광민과 임동완의 연구는 평등한 고용 기회와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행동의 육아휴직 조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출산휴가제도 위반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많지 않다. 그 

중에 박경민, 박기태 (2013) 그리고 백경민, Erin L. Kelly (2014)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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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하다. 박경민과 박기태의 연구에서는 1,619 개의 한국 사업체를 

분석했고 이 사업체들 중에 50%는 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이 제도에 

완전하게 순응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업체의 14.4%는 이 제도를 법 

개정에 따라 도입했지만 근로자에게 허용하지 않는 부분적 위반을 

보여주었다. 나머지 36%는 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실행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이었다.  이 연구는 법 환경에 조직이 얼마나 잘 노출되어 있는지, 

법의 위반을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이 같은 위반은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경민과 Erin L. Kelly 의 연구(2014)도 한국 사업체들의 

출산휴가제도의 위반을 분석했다. 1,750 개의 사업체들 중에 19%는 완전한 

위반, 29%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부분적으로 위반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출산휴가제도의 위반에서 보듯이 일과 성(gender)에 대한 제도화된 

신념은 대체로 실패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법은 모호하지 않고 민법 제도는 법의 중요한 재해석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률적 확실성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3 연구 방법 

II 장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두 국가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역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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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발전을 살펴본다. 세부적으로 양 국가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발전을 알아보고 이 발전 과정에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체했는지 그리고 대체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어떻게 변했고 개선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계속되는지 그리고 요즘 어떤 문제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양 국가의 이슈들을 비교해서 

공통점이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자 한다. 현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법 

제도에서 정했던 휴직의 조건을 살펴보고 양 국가의 휴가 기간, 출산으로 

인한 해고 금지, 휴가 급여 및 급여 기준, 남성 육아휴직 보장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 개요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 육아휴직 정책들과 이 

정책의 기반인 법적 규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양 국가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해석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양 국가에서 일어났던 법정 

사건을 비교할 것이다. 고용자 측 오해와 근로자 측 오해 모두 살펴보고 

오해의 요인 그리고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독일에서 

발생했던 해석 문제들을 공통점에 기초를 두고 골랐다. 법정 사건이 된 

오해에 대한 법정 판결의 분석으로 각 국가는 노동법과 민법의 해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처벌하는지 그리고 육아휴직제도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정 판결에 대한 분석은 법의 명료성과 

애매성을 밝힐 수 있어서 법의 개선을 촉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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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을 통해 양 국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법제도에 

대한적용대상자와 고용주의 편에서 생겼던 오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연구한다. 한국과 독일의 해석 문제는 애매한 법정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한국과 독일은 비슷한 법정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양 국가의 

법원 판결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분석할 것이다.  

양 국가의 법정 사건에 대한 판결 분석을 통해 현재 법적 제도와 

적용에 대한 제안을 할 것이다. 판결과 결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규정되어 

있는 법제도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와 해석 얻을 수 있다. 법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 엄격한 규정과 처벌은 제도에 대한 오해를 줄이거나 완전히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은 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 내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분석으로 어떤 오해가 나타나는지 알아볼 수 있어서 정부와 

입법부는 이 해석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지에 집중할 수 있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개발 

이 연구는 1987 년 한국 최초의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었고 

1986 년 독일이 성 중립적인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1980 년대 

후반부터 최근의 변화와 발전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논문은 양국의 현대적 

육아휴직 제도를 가져온 그 이후의 변화를 다루고 최근 시스템에 대한 

위반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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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휴가는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이 지적한 특정 요구 

사항을 필요로 한다. 그는 가족을 시작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휴가 기간 동안 부모가 받는 돈은 소득과 관련이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기회 비용을 줄이고 이전 수입의 50% 이상을 

할당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기간으로 그는 1 년을 제안한다. 

많은 연구에서 어린 나이의 어린이가 외부 보육을 돌볼 때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는 1 년을 제안한다. 그는 또한이 개념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아버지가 휴가를 갖기 

위해서는 더 강한 격려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노동 시장에 대한 애착과 

상실의 위험은 공유된 보육 책임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1  따라서 

해고로부터의 보호는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에 필요한 기능이다.2  

2.1 한국 

2.1.1 출산휴가 

한국 정부는 1990 년에 전액 출산휴가를 마련한 국가 노동 기준법에 

따라 60 일간의 무급 육아휴직을 도입했다.3 김대중 정부는 완전 출산휴가를 

2001 년 90 일로 연장했다. 2008 년에는 3 일간의 완전 출산휴가가 

                                                           
1 Eduard Anselm, “Promoting the dual earner family: is the German welfare 

state following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y,” Dissertation (Lund: Lund 

University, 2013), p.13. 
2 Ibid. p.14. 
3 Joyce YongHee Shim, “Family Leave Policy and Child health – evidence 

from 19 OECD countries from 1969-2010,” Disser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13),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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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는데, 이는 2012 년 5 일까지 연장되었지만 더 많은 300 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만 이용할 수 있었다. 2010 년부터 한국 부모에게는 13 

주간의 출산휴가가 제공된다.4  

최근의 출산휴가 협약은 어머니들에게 12.9 주간의 휴가를 제공하며 

약 90 일정도의 기간이 제공된다. 고용된 모든 여성은 이전 고용주가 지불한 

최초 60 일 동안 이전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머지 30 일은 고용 보험에서 지급되며 지급 비율은 이전 수입의 

100%이지만 한도는 135 만원이다. 5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용 보험에서 

이익을 얻는 직원들만 출산휴가를 부여받는다는 것이다.6  

2.1.2 육아휴직 

1987 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은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되어 무급이었다. 한국의 첫 번째 육아휴직 

제도는 처음에는 휴가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다. 

1987 년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휴가 전액 보상 제도와 달리 재정적인 지원 

없이 여성의 육아휴직을 1 년으로 규정했다. 육아휴직 제도는 남성이 

                                                           
4 Ibid. p.73. 
5 OECD Database: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p.13. 
6 Jeong-hee Kim, “Child care support programs for double income families in 

Korea,” in: Ruth Phillips (ed.), Generational Change and Social Policy 

Challenges: Australia and South Korea (Sydney: Sydney University Press, 

2007),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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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여성들만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새로 도입된 육아휴직 제도의 수혜자가 되었다.7   

부모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재정 지원의 차이는 돌봄 소득에 대한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역할로서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8  한국 육아휴직제도는 처음에는 "1 세 

미만의 영유아 여성 근로자에게 1 년 미만의 무급 휴가" 형태로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5 년 

육아휴직을 남성들에게 확대시켰을 때, 육아휴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여전히 제공되지 않았다. 평등 고용 기회법은 배우자가 일해야만 남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간병인으로서의 여성의 기본 지위와는 

달리 남성은 이차 휴가 수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 외에도, 남성은 여성이 일해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에는 

여성 대신 휴가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육아휴직 자격이 

있더라도 대체로는 지급금을 받지 못해 휴가를 가지지 않았다. 영구적인 성 

역할의 고정 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적 인 인센티브는 남성의 보육 

                                                           
7 Kook Hee Lee, “Gender Equality in Reconciling Work and Childcare in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Cornell Law School Inter-University 

Graduate Student Conference (Ithaca, New York, March 2009), p.8. 
8 Ibid. p.9. 
9 Seung-Ah Hong, and Inseon Lee, “Fathers` Use 

of Parental Leave in Korea: Motives, Experiences and Problems,” Gender 

Studies and Policy Review, Vol.7 (2014),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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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결정적이었다. 따라서 재정 지원이 부족하여 육아휴직이 남성에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10 1995 년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남성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지만 1995 년에 월평균 20 만원으로 확대되었다.11 

2001 년 모성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1 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및 

여성 근로자는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2 2001 년에 평등 

고용 기회 법은 양육자로서의 남성의 2 차 지위를 제거하고 재정적 보조금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남성들이 보육에 참여할 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족했다. 평등 고용 기회법은 고용주가 남성 또는 여성에게 최대 1 년 동안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육아휴직으로 1 인당 월 

20 만 원의 고용 보험이 지급됐다. 육아휴직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작했을 

때 남성 평균 소득은 1,696,000 원이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남성은 평균 

소득의 10 분의 1 을 받았다. 여성 평균 소득은 남성이 얻은 것의 63.2% 인 

1,245,000 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위해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 

손실이 더 컸다.13 2001 년에 출산 보호에 관한 세 가지 법률 개정으로 무급 

휴가가 유급 휴가로 변경되었다. 2006 년에는 범위가 "3 세 미만 유아 및 

                                                           
10 Kook Hee Lee, “Gender Equality in Reconciling Work and Childcare in 

South Korea,” p.8. 
11 Joyce YongHee Shim, “Family Leave Policy and Child health – evidence 

from 19 OECD countries from 1969-2010,” p.73. 
12 Jeong-hee Kim, “Child care support programs for double income families in 

Korea,” p.141. 
13 Kook Hee Lee, “Gender Equality in Reconciling Work and Childcare in 

South Korea,”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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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근로자"로 다시 확대되었다. 14  2003 년에 부모 휴가를 위한 월간 

수당은 40 만원으로 증가되었지만 당시 한국의 최저 임금은 한 달에 약 56 

만 7000 원이었다.15  

2007 년에는 한 달에 50 만원까지 늘어났다. 16. 의회는 계속해서 

육아 수당을 늘렸지만 실제 소득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완전한 보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재정적 인센티브가 여전히 

부족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2001 년 20 만 원에서 2005 년 34 만 원으로, 

2007 년 50 만 원으로 늘어났다.17 육아 휴업 급여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한 보수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남성은 여전히 

여성보다 경제적 손실을 더 겪어야 했다. 따라서 남성들은 2008 년 여성과의 

보육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없었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1 

년마다 육아휴직을 받았다. 육아휴직 일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정된 법률은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하기 위해 휴가를 언제, 

어떻게 취할지에 대해 부모에게 유연성과 선택권을 제공한다. 육아휴직을 

                                                           
14 Seung-Ah Hong, and Inseon Lee, “Fathers` Use 

of Parental Leave in Korea: Motives, Experiences and Problems,” p.62. 
15 Jeong-hee Kim, “Child care support programs for double income families in 

Korea,” p.141. 
16 Joyce YongHee Shim, “Family Leave Policy and Child health – evidence 

from 19 OECD countries from 1969-2010,” p.73. 
17 Kook Hee Lee, “Gender Equality in Reconciling Work and Childcare in 

South Korea,”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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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격려로 아버지에게 1 년 동안 휴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법에 따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근무 시간을 줄일 권리가 있다.18  

2010 년 이후 44 주간의 육아휴직이 한국인 부모에게 제공되는 

표준이다.19 또한 2010 년에는 유급 휴가 보상 제도가 정액 급여에서 일정 

비율로 변경되어 보상 수준을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었다 

(상한선 100 만원, 상한선 40 만원, 원화가 하한선). 또한 출산 여성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제가 3 일 (무급)부터 5 일 (유급 3 일, 무급 일 2 일)까지 

연장되어 경제적 손실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실제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휴가는 2001 년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3 년 21.2%, 2004 년 24.1%, 2005 년 55.1%를 기록했다.20 

한국의 육아 휴업 기준은 현재 부모 당 12 개월이다. 부모는 한 달에 

최소 50 만원에서 최대 100 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부모는 동시에 휴가를 

갈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한 부모만이 수당을 받는다. 한국의 육아휴직도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기 때문에 보육 기간 중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직원이 이전 근무처로 돌아가서 6 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부모 급여의 

                                                           
18 Seung-Ah Hong, and Inseon Lee, “Fathers` Use 

of Parental Leave in Korea: Motives, Experiences and Problems,” p.62. 
19 Ibid. p.74. 
20 Seung-Ah Hong, and Inseon Lee, “Fathers` Use 

of Parental Leave in Korea: Motives, Experiences and Problems,”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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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 일괄 지급된다.21. 부모가 자녀를 보육 시설 및 보육 센터에 보내면 

최대 1,500,000 원의 개인 세금 공제가 허용된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수업료 또는 최대 10 만원의 보육비를 제공한다.22 

육아휴직은 휴가 중이던 근로자를 어느 정도의 생산성 수준으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지원한다.23  

1987 년 육아휴직이 시행된 이후 수혜자의 수는 다소 적었다. 

아버지를 위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2 년에는 3,763 명의 부모가 육아휴직 중이었고 그 중 78 명은 

남성이었다. 2013 년에 육아휴직을 취하는 부모의 수는 69,616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여전히 남성은 4% (2,293 명) 미만이다.24  

육아휴직을 할 수 있더라도 많은 이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결정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출산으로 인한 사실상 

해고 지배적인 경향이다. 두 번째는 고용 기반 보험의 수혜자 만이 

                                                           
21 OECD Database: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p.21. 
22 Jung Na, and Mugyeong Mo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p.7. 
23 Jeong-hee Kim, “Child care support programs for double income families in 

Korea,” p.141. 
24 Margarita EstévezAbe, and YeongSoon Kim, “Beyond the Familialist State? 

Outsourcing Care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Carlo Alberto 

Notebooks, No. 343 (2013),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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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규칙이다. 육아휴직이 의무적인 관행이 아니라면 

적은 수의 부모가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25 

따라서 변화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부장적 경제적 투자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출생 및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의 육아휴직 및 아버지가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관습은 정부의 보육 

정책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하며 이들의 실천을 통해서 양육 부모의 보육 

실천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26 

2.2 독일 

2.2.1 출산휴가 

1878 년에 이미 출산 전 임신부가 3 주 동안 일을 할 수 없다는 독일 

출산휴가 규정이 있었다. 1903 년에서 1911 년 사이에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며 휴가 기간은 6 주로 연장되었다. 여성들은 또한 출산 전에 2 

주간 유급 휴가를 제공받았다. 1924 년 정부는 출산 전후 휴가를 떠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첫 번째 필수 모성보호법 

(Mutterschutzgesetz)이 열성적으로 출현할 때까지는 40 년 이상이 걸렸다. 

1968 년 1 월 1 일부터 여성 근로자에게 아이를 출산하기까지는 6 주간의 

필수 출산휴가기간을 취할 수 있었다. 이 14 주 동안 질병 보험 급여는 사회 

                                                           
25 Jeong-hee Kim, “Child care support programs for double income families in 

Korea,” p.143. 
26 Jeong-hee Kim, “Child care support programs for double income families in 

Korea,”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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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제도에 의해 여성 근로자의 평균 급여와 거의 동일한 일정 비율로 

지급되었다. 고용주는 여성의 전액을 충당하기 위해 이 수당을 보충해야 

했다. 1979 년 출산휴가 (14 주)를 마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직후 4 개월의 

휴가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연장 휴가 기간 동안, 그들은 산 전후 휴가 

시작 3 개월 전에 받은 평균 급여에 따라 월별 급여를 받았다. 여성들은 

해고당할 수 없으며 이전 직무가 아니라도 고용주에게 복귀 할 권리가 있다. 

개정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모성 건강이었지만 나중에 개혁은 아동 발달에 

더 중점을 둘 것이다.27  

1980 년대 이후 출산휴가 규정은 몇 가지 변화와 개혁과정을 겪었다. 

2002 년 이래로 산후 8 주만이 산모에게 의무적이었다. 출산 전 6 주 동안 

어머니는 계속 일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014 년부터 법정 출산휴가 협약을 

체결하면 모든 취업 여성이 14 주간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은 임금 상한없이 이전 임금의 100%를 받는다. 독일 

복지 국가는 보험 수당과 동등한 수당을 받는 보험이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도 산모 수당을 지급한다. 그들은 월 210 유로를 받는다.28 

2.2.2 육아휴직 

1980 년대 이래 독일의 가정 정책은 가족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로 

전환했다. 그 때 "세 가지 P"가 소개되었는데, 즉 연금 보험의 부모 급여 

(parental benefit), 육아휴직 (parental leave) 및 자녀 양육 기간 (parental 

                                                           
27 OECD Database: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p.15. 
28 Ibid. pp.15–16. 



- 17 – 

period)이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직장과 가족 간의 선택의 자유를 개선하고 

고용과 가족을 동등한 수준에 배치하는 것이었다.29 

1980 년대 초반까지 서독의 보수적인 정부는 부모가 자녀의 유치원 

진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부모 휴가 자격을 계속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초기 출산휴가 법안을 수립 한 1986 년 연방 양육 수당 법 

(Bundeserziehungsgeldgesetz)은 부모 중 한 명에게 법정 양육 휴가 

수급권 (Erziehungsurlaub)을 도입하고 출산 후 첫 6 개월에서 첫 10 

개월까지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보편적인 양육 수당은 휴가 때 부모에게 

지급했다. 독일 공적 연금 제도 내에서 1990 년 6 월부터 18 개월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2 년 36 개월까지 육아휴직 원칙을 확립했다.30  

1991 년 독일에서는 취업 알선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었다. 

제한된 경제 활동의 계속 또는 개시는 자녀 출생 후 3 개월부터 허용되었다. 

파트 타임 근무를 통해 자녀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었다. 연방 양육 수당 법은 부모 수당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시켰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육아휴직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활용할 수 

                                                           
29 Katrin Jurczyk, Thomas Olk, and Helga Zeiher, “German Children’s Welfare 

Between Economy and Ideology,” in: An-Magritt Jensen et. al. (ed.), 

Children’s Welfare in Ageing Europe (Trondheim: Norwegian Center for Child 

Research, 2004), p.716. 
30 Markus Gangl, and Andrea Ziefle, “Do Women Respond to Changes in 

Family Policy? A quasi-experimental study of the duration of mothers’ 

employment interruptions in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30, No. 5 (2014), p.564. 



- 18 – 

있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31 1986 년 개혁 

이래로 모든 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일률적으로 소득 조사를 통한 

육아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수당 기간은 휴가 자격이 3 년으로 늘어났을 때, 

1992 년 개혁을 제외하고는 1993 년까지 24 개월까지 수당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휴가 허가의 다양한 연장에 비례하여 연장되었다. 최대 이익은 

1986 년에 도이치 마르크 600 (월간 약 300 유로)으로 설정되었지만, 

색인이 생성된 적이 없어서 1980 년대 중반 이후 구매력 측면에서 원래 

값의 1/3 을 잃어버렸다.32 1992 년 개혁으로, 자녀 양육권이 없는 미혼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동의하면 휴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33 

1992 년 유럽 연합의 “임신 지침 이행” (Council Directive 

92/85/EEC of 19 October 1992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of pregnant 

workers and workers who have recently given birth or are 

breastfeeding“)에 대한 응답으로 독일은 1997 년에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고용주가 부담해야했던 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임신 지시서는 

회원국들에게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당과 동등한 적절한 

                                                           
31 Kook Hee Lee, “Gender Equality in Reconciling Work and Childcare in 

South Korea,” p.43. 
32 Markus Gangl, and Andrea Ziefle, “Do Women Respond to Changes in 

Family Policy? A quasi-experimental study of the duration of mothers’ 

employment interruptions in Germany,” p.564-565. 
33 Esther Geisler, and Michaela Kreyenfeld, “Against All Odds: Fathers’ Use 

of Parental Leave in Germany” (Rostock: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2009),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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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34 육아휴직은 1998 년부터 2002 년까지 소위 

“양육 기간”(Erziehungszeit)으로 전환되었다.35  

2000 년 개정에 따라 보육원의 파트 타임 휴가 제도가 확대되었다. 

개정 전에 일주일에 최대 19 시간 만 파트 타임으로 일할 수 있었다. 마침내 

학부모는 일주일에 최대 30 시간 동안 일할 수 있었다. 독일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36  

2000 년에 개정된 마지막 수정안은 아이가 8 세가 될 때까지 1 년의 

휴가를 연기하는 것이다. 2000 년 수정안은 육아휴직 및 복지 제도에 남성의 

참여를 증가시켰다. 수정안 이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아버지의 비율은 

1.5%에서 4.9%로 증가했다.37 

2001 년 부모의 수당은 부모가 최대 12 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월 900 DM의 최대 수당을 제공하는 2 단계 제도로 

변경되었다. 자격 사용에 대한 부모의 유연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향상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두 번째 생일과 여덟 번째 

                                                           
34 Kook Hee Lee, “Gender Equality in Reconciling Work and Childcare in 

South Korea,” p.44. 
35 Katrin Jurczyk, Thomas Olk, and Helga Zeiher, “German Children’s Welfare 

Between Economy and Ideology,” p.719. 
36 Kook Hee Lee, “Gender Equality in Reconciling Work and Childcare in 

South Korea,” p.48. 
37 Ibid.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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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사이에 언제든지 융통성 있게 (현재는 Elternzeit라고 함) 3 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38 

2004 년에 독일은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을 개정하여 개인의 

육아휴직을 연장했다. 입법자들은 각 부모의 육아휴직 권리를 다른 배우자의 

육아휴직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의 권리로 보려고 했다. 39  독일 

정부는 마침내 2006 년 육아 여성 고용시 추가로 부담해야했던 재정적 

부담을 고용주에게 안심시켰다. 측 보상 체계의 수혜자 범위를 20 명 이상의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40 2006 년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이 소개되었으며 소득 관련 수당이 있는 양성의 휴가 정책이 

포함되었다. 41 이 개념은 출산 및 보육으로 인한 여성 고용 중단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이 수당은 휴가 및 현금 지불 동안 

일자리 보호를 제공했으며 일하는 아버지 및 어머니에게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다.42 

                                                           
38 Markus Gangl, and Andrea Ziefle, “Do Women Respond to Changes in 

Family Policy? A quasi-experimental study of the duration of mothers’ 

employment interruptions in Germany,” p.565. 
39 Kook Hee Lee, “Gender Equality in Reconciling Work and Childcare in 

South Korea,” p.50. 
40 Kook Hee Lee, “Gender Equality in Reconciling Work and Childcare in 

South Korea,” p.51. 
41 Eduard Anselm, “Promoting the dual earner family: is the German welfare 

state following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y,” p.19. 
42 Joyce YongHee Shim, “Family Leave Policy and Child health – evidence 

from 19 OECD countries from 1969-2010,” p.43. 



- 21 – 

2007 년 독일은 소득 관련 학부모 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실제 

소득 상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모 급여 제도의 이전의 시스템을 대체했다. 

부모는 출산 후 첫 14 개월 동안 부모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 기간 중 

다른 배우자가 2 개월을 사용해야 했다. 각 학부모는 12 개월 이상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다. 부모는 자녀 출산 후 첫 14 개월 중 어느 부분을 

누가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43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2007 년에 부모 

수당 (Elterngeld) 도입과 함께 이루어졌다. 수당은 월 소득 최저 300 유로와 

최고 월 1,800 유로의 급여 사이의 수당은 이전 소득의 67%를 차지한다. 

부모에게 사전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300 유로를 지불하게 된다. 부모는 

자녀의 출산 전 최대 12 개월 동안 만 지급된다. “아빠 개월”(daddy 

months)이 도입됨에 따라 부모의 수당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유사한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다. 44  소위 "아빠 개월”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아버지에게 주어진 12 개월 기준의 추가 2 개월이다. 45  2 개월은 원래 

아버지를 위해 마련되고 (남자 할당량), 어머니는 독신이거나 다른 특별한 

경우에만 이 2 개월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2007 년 독일은 14 개월 동안 

                                                           
43 Kook Hee Lee, “Gender Equality in Reconciling Work and Childcare in 

South Korea,” p.52. 
44 Markus Gangl, and Andrea Ziefle, “Do Women Respond to Changes in 

Family Policy? A quasi-experimental study of the duration of mothers’ 

employment interruptions in Germany,” p.565. 
45 Joyce YongHee Shim, “Family Leave Policy and Child health – evidence 

from 19 OECD countries from 1969-2010,”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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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순이익의 67%를 부여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급여 제도를 도입했다.46 

2007 년의 육아휴직에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 독일은 북유럽 국가의 

방향으로 옮겨갔다. 가족부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혁 이후 

휴가를 제출하는 아버지의 비율이 급증했다.47 

2014 년에 독일 부모는 부모 휴가를 최대 3 년 동안 가족 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모 휴가의 자녀 연령 제한은 3 년이다. 학부모는 12 개월 

동안 지불을 받으며, 지불액은 이전 수입의 67%이지만 최대 1,800 

유로까지다. 부모에게 사전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 300 유로를 지불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충물이 있다. 즉, 부모가 이전에 받았던 

1,000 유로 미만의 월 급여마다 0.1%씩 지급된다. 지불 기간은 부모가 최소 

2 개월의 휴가를 갖는 14 개월로 연장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보너스를 

받게 된다. 부모는 2 회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14 개월의 지불 기간은 부모에 의해 나누어 질 수 있고, 

한 부모는 최소 2 개월과 최대 12 개월을 혼자 취할 수 있다. 편부모는 14 

개월의 수령액 전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학부모는 또한 주당 30 시간 

일할 수 있으며 양쪽 부모는 동시에 이를 할 수 있다.48 학부모는 3 세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 있으면 형제 보너스를 받게 되며, 이는 이전 소득의 73.3%로 

지급률을 증가시킨다. 과세 소득이 50 만 유로 인 학부모에게는 학부모가 

                                                           
46 Esther Geisler, and Michaela Kreyenfeld, “Against All Odds: Fathers’ Use 

of Parental Leave in Germany,” p.11. 
47 Ibid. p.12. 
48 OECD Database: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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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할 수 없다.49 또한 소위 "아빠 개월”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아버지에게 

주어진 12 개월 기준의 추가 기간이다. 이러한 개혁과 정책을 통해 

독일은보다 가족 친화적 인 환경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학부모가 직장과 

가족의 책임을 보다 잘 균형 잡히도록 돕고 자 노력하고 있다.50 

육아휴직은 양 부모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지지만, 아버지의 5%만이 

아버지의 휴가를 가지며 10 명의 아버지 중 1 명 미만이 그의 근무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적게 

수입을 가진 어머니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오히려 노동 시간을 

늘인다. 육아휴직은 거의 임금 대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이다.51 

여성의 평균 휴가 기간은 11.6 개월이었지만, 아버지는 2012 년 

휴가가 불과 3.3 개월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곳의 육아휴직 문제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하나는 3 년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보육 장소가 

제한되어 있어 유치원과 육아휴직의 종료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가 어렵다. 

유치원과 육아휴직 사이의 격차. 또 다른 문제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여전히 

성 역할에 의해 표시되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49 Eduard Anselm, “Promoting the dual earner family: is the German welfare 

state following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y,” p.19. 
50 Joyce YongHee Shim, “Family Leave Policy and Child health – evidence 

from 19 OECD countries from 1969-2010,” p.44. 
51 Katrin Jurczyk, Thomas Olk, and Helga Zeiher, “German Children’s Welfare 

Between Economy and Ideology,” 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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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는 것이다. 52 육아휴직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지지만 

수혜자의 90%는 여성이며 이는 단순한 계산의 결과이다. 남편은 아내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금전적인 이유로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한다.53  

2.3 현재 상태 

2.3.1 한국 

한국의 출산휴가 기간은 12.9 주 (90 일)이며 모든 고용 여성이 받을 

수 있다. 여성은 고용주가 지불한 최초 60 일 동안 이전 수입의 100%를 

받는다. 나머지 금액은 최대 1,350,000 원 (981 유로)까지 소득의 100%로 

지급되며 고용 보험에서 지급된다.54 

한국 출산 제도는 출산 직후 아버지에게 5 일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출산으로 휴가를 떠나는 모든 여성들에게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 취업 보장이 주어진다. 55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 어머니와 

회사의 규칙,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다. 출근 기간, 직무 수행원, 휴가 기간 

                                                           
52 Eduard Anselm, “Promoting the dual earner family: is the German welfare 

state following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y,” p.20. 
53 Katrin Jurczyk, Thomas Olk, and Helga Zeiher, “German Children’s Welfare 

Between Economy and Ideology,” p.716. 
54 OECD Database: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p.10. 
55 Ibid.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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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지불된 보수는 제 74 조 제 1 항, 제 4 항 및 제 6 항에 기술되어 있다. 

74 조는 2012 년 2 월 1 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56 

모든 한국 부모는 부모 당 12 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받는다.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 제한은 8 세이다. 한국에서의 육아휴직은 개인 

수급권이며, 이는 양 부모가 동등한 양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수령 한 부모는 이전의 정규 임금의 40%이지만 한 

달에 최소 50 만원 (364 유로)을 지불해야 하며 월당 100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약 728 유로). 양 부모가 동시에 휴가를 떠나는 경우, 한 명의 부모 

만이 수당을 받는다. 다른 한 명은 가족 소득을 돕기 위해 파트 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이는 육아 기간 동안 근무 시간 단축이라고 한다. 직원이 같은 

고용주의 사업장에 복귀하여 6 개월 이상 일하면 육아휴직의 15%가 일괄 

지급된다. 부모님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버지가 참여하는 데 추가 보너스 

주간을 받지 못한다.5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관한법률은 1987 년 12 월 4 

일에 제정되었고, 2016 년 1 월 28 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제 18.1 조 

제 1 항에서 유급 육상 휴가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제 19 조는 8 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보육 휴가에 관한 보육 휴가 규정을 다룬다.58 

                                                           
56 근로기준법 [시행 2018.3.20.] [법률 제 15513 호, 2018.3.20., 일부개정]  
57 OECD Database: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p.18. 
5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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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독일 

독일 규정은 모든 취업 여성에게 14 주간의 출산휴가, 다회 출산시 

18 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이 받는 지불액은 지불 

상한선없이 이전 수입의 100%이다.59 모성 보호법 제 16 조 제 1 항에 따라 

모든 산모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4 개월까지 해고로 인해 직장을 잃지 

않도록 보호된다. 해고로부터의 보호는 임신 12 주 후에 유산을 한 

어머니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60 

보험이 없는 여성 근로자는 질병 수당과 동등한 임산부 수당을 

받음으로 월 210 유로를 받는다. 61  어머니는 출생 수당을 받지 못하고 

신생아의 첫 번째 날에 새 아버지를 위한 육아휴직의 법정 수혜 자격이 

없다.62 

이러한 모든 규정은 "직장에서, 직업 교육 및 학업에서의 어머니 

보호에 관한 법률"(Gesetz zum Schutz von Müttern bei der Arbeit, in 

der Ausbildung und im Studium - Mutterschutzgesetz)에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의 마지막 개정판은 2017 년 5 월 23 일에 이루어졌으며 2018 년 1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주요 요점은 출산 전과 후의 고용 금지가 포함된 3 ~ 8 

항, 위험이 없는 직장의 설계를 설명하는 9 ~ 10 항, 임산부와 어머니의 

                                                           
59 강현주. 2016. 「OECD 국가의 가족/부모휴가제도와 시사점」 p.87. 
60 모성보호법 Mutterschutzgesetz - Gesetz zum Schutz von Müttern bei der 

Arbeit, in der Ausbildung und im Studium [23.05.2017, BGBl. I S. 1228 으로 

일부개정].  
61 OECD Database: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p.12. 
62 Ibid.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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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한 특별 보호를 규정하는 17 항, 그리고 보수율을 명시한 18 ~ 

25 항에 포함되어 있다. 63이 개정판부터 출산휴가는 거대한 개혁을 거쳐 

이제는 대학생과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출산휴가 규정을 

부여한다.64  

독일 부모는 자녀가 3 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출생 직후 휴가의 처음 2 년을 사용해야 하며, 휴가는 자녀가 8 

세가 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65 부모 급여는 자녀 출산 전 12 개월 동안 

부모의 평균 소득의 67%에서 12 개월 동안 지급되며 최대 한도는 1,800 

유로이다. 소득이 없는 부모의 경우에도 최소 지불액은 300 유로이다. 

육아휴직 제도에는 저소득층 보충 제도도 포함된다. 이는 부모의 월 소득 

1,000 유로 미만 2 유로마다 자녀 양육 수당이 0.1 퍼센트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 부모가 최소한 2 개월의 휴가를 갖는 경우 수당 기간은 14 

개월 (12 +2 옵션)까지 연장된다. 12 (+2) 개월 대신에 육아 수당은 24 

(+4) 개월 동안 확산될 수 있지만 월별 수당 수준이 줄어들어 전체 지불액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두 부모 모두 같은 시간에 휴가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둘 

다 두 개의 휴가 간격을 가질 수 있다. 부모는 파트 타임직에서 일주일에 30 

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급여는 줄어 든다. 독일 부모는 아버지가 휴가에 

참여할 때 부모의 휴가 기간 동안 보너스 주간을 받을 수 있다. 각 학부모가 

                                                           
63 모성보호법 Mutterschutzgesetz. 
64 Bundesgesetzblatt, “Gesetz zur Neuregelung des Mutterschutzrechts,” 

Bundesanzeiger Verlag, Part 1, No. 30, 29th May 2017, p.1229. 
65 강현주. 2016. 「OECD 국가의 가족/부모휴가제도와 시사점」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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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두 달 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가지면 부모에게는 보너스 2 개월이 

주어진다. 이 보너스는 부모들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다. 독일의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신 사이에 나눌 수 있는 가족 권리임을 의미하는 가족 수당으로 

특징 지어진다. 그래서 부모는 그들 사이에 휴가 기간을 나눌 수 있다. 66 

독일의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은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2007 년 1 월 1 일에 발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007 년 

5 월 23 일에 개정되었다. 제 1 단락은 급여액 (제 2 항)과 육아휴직 기간 

(제 4 항)을 명시한다. 제 4 단락은 제 1 항의 육아휴직 수당을 규정하고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보장 (제 18 항)을 포함하고 있다.67 

3. 육아휴직의 해석 문제과와 관련된 판결의 비교와 분석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사례를 분석했다. 첫 번째 두 사레가 선택된 

이유는 유사점이다. 원고 첫 번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가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이다. 원고는 출산휴가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독일 법원과 한국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어떤 이유로 그들이 결정을 

내렸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결과의 비교는 우선 순위와 법률의 

해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세 번째 경우의 선택 이유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법률, 조건 및 

규칙으로 인해 상황이 다소 분명하다는 것이다.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66 OECD Database: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p.17. 
67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Bundeselterngeld- und Elterzeitgesetz 

[23.05.2017, BGBl. I S. 1228 으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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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주정부는 모성 보호와 모성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수혜자의 특정 생활 방식을 유지할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관한 법률과 규정은 아동과 어머니를 

보호해야 하지만 법은 또한 오용에 대한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네 번째 경우에는 다른 법률로 인해 상황이 불분명하다. 이 경우 여러 

법률이 육아휴직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혼란과 오해의 원인으로 보인다.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육아휴직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법원은 한편으로 원고가 

옳은 방법으로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분석해야 했지만 다른 편으로는 

법원이 "양육"이라는 의미의 모호함을 고려해야 했다. 

3.1 사례: 육아휴직 중 임신 

3.1.1 독일: 두번째 자녀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위하여 육아휴직 조기 종결에 

대한 권리 여부 

이 사건은 제 1 심 재판소 뮌헨 행정 법원에서 (Verwaltungsgericht 

München) 담당했으며 선고가 2012 년 3 월 21 일에 이루어졌다. 독일 

행정법령 제 1 호 및 제 2 조에 따라 행정 관할권은 행정 당국과 별도의 

독립적인 법원에 의해 행사되고 각 연방주의 행정 관할 법원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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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다. 행정 법원은 제 54 조에 따라 제 1 심 법원으로 행정 관할권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결정한다.68 

피고인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며 원고는 첫 번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조기에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신했으며 두 번째 자녀를 위한 출산휴가 및 그에 상응하는 지불을 받기를 

원했다. 원고는 2008 년 8 월부터 2011 년 4 월까지 육아휴직을 부여받았고 

2010 년 8 월 두 번째 임신에 대해 알게 되었다. 피고는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했다. 2011 년 1 월 출산 후 두 번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은 2014 년 1 

월까지 허용되었으며, 원고는 2010 년 8 월 출산휴가 거부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피고는 2011 년 12 월 연방 재무부와 협의한 후 수요를 거부했다. 

출산휴가를 위한 육아휴직의 조기 종결에 관한 장관의 명령은 2011 년 9 

월에 발표되었으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2012 년 1 

월에 명령의 기한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요구는 피고에 의해 다시 거절되었다. 육아휴직의 조기 종결은 구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제 16 조 제 3 항 첫번째 문장에 69 따라 

                                                           
68 독일 행정법령 Verwaltungsgerichtsordnung [08.10.2017, BGBl. I S. 

3546 으로 일부개정]. 
69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제 16 조 3 항 첫번째 문장 “고용주가 동의하는 

경우 육아휴직은 조기에 종료되거나제 15 조 2 항에 따라 연장 될 수 있다.”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16 Absatz 3 Satz 1 “Die 

Elternzeit kann vorzeitig beendet oder im Rahmen des § 15 Absatz 2 

verlängert werden, wenn der Arbeitgeber zustim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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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만, 제 16 조 제 3 항 세번째 문장에 70 따르면 출산휴가를 받기 

위한 육아휴직의 조기 종결은 불가능했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2007 년에 

출산 기간 동안 임신한 근로자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독일의 

육아휴직 규정이 유럽 연합의 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2011 년 6 월 

연방 내무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출산휴가 기간 동안 취업 금지에도 

불구하고 고용 허가를 받기를 원할 경우 2011 년 6 월에 육아휴직을 조기 

종결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다. 

원고는 2012 년 7 월에 다시 이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두 

번째 자녀를 위해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조기에 육아휴직을 종결하고 

싶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피고의 행동은 유럽 재판 법원의 판결과 양립할 

수 없었고, 2011 년 6 월에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을 위한 연방 부처가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제 16 조항이 공동체법과 양립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독일 입법부가 새 임신으로 인한 조기 종결 및 출산휴가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제 16 조항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 입법부가 2007 년부터 유럽 법원의 판결을 

늦추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입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원고는 요구를 허가하고 피고는 그 거부를 요구했다. 

                                                           
70 구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2009 년 1 월 24 이전) 제 16 조 3 항 세번째 

문장 “직원은 출산 보호법 제 3 조 2 항 및 6 조 1 항의 모성 보호 기간으로 인해 

조기 휴가를 종료 할 수 없다.”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16 

Absatz 3 “Die Arbeitnehmerin kann ihre Elternzeit nicht wegen der 

Mutterschutzfristen des § 3 Absatz 2 und § 6 Absatz 1 des 

Mutterschutzgesetzes vorzeitig bee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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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원고의 요구는 합법적이고 정당했다. 

피고의 원고 요구에 대한 거부는 불법이며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 원고의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 16 조 3 항과 관련하여 연방공무원법 제 79 조 

제 1 항 71 "고용상의 남녀 평등 실현을 위한 유럽 의회와 협의회의 지침” 

(Directive 2006/5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ly 200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matters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이하 2006/54/EC)이었다. 법원은 

노동법의 조항에도 적용되지만 공무원을 위한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제 16 조 제 3 항은 출산휴가를 위해 

육아휴직을 끝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 법에 위배되고 

법적으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71 독일 연방공무원법 제 79 조 제 1 항: “연방 정부는 법령을 통해 공무원의 특색에 

따른 출산 보호법 조항을 공무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용, 유형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 법령은 모성 보호법에 따라 여성에게 제공되는 보호를 

보장한다. 모성 보호법 제 29 조는 건강 보호를 위한 모성 보호 규정의 준수를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해 적절하게 적용된다.” (Bundesbeamtengesetz § 79 

Absatz 1 “Die Bundesregierung regelt durch Rechtsverordnung die der 

Eigenart des öffentlichen Dienstes entsprechende Anwendung der 

Vorschriften des Mutterschutzgesetzes auf Beamtinnen. Diese 

Rechtsverordnung stellt für Beamtinnen hinsichtlich Inhalt, Art und Umfang 

den Schutz sicher, der Frauen nach dem Mutterschutzgesetz gewährleistet 

wird. Für die Kontrolle und Überwachung der Einhaltung der dem 

Gesundheitsschutz dienenden mutterschutzrechtlichen Vorschriften gilt § 29 

des Mutterschutzgesetzes entsprech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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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2006/54/EC 지시의 14 조 1 항은 72 고용 조건과 관련하여 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육아휴직은 고용 조건이다.  

2006/54/EC 지시의 제 2 조 2 항 (c) 는 73 항은 또한 임신 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여성의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제 16 조 3 항 세번째 문장은 2012 

                                                           
72 Directive 2006/5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ly 200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treatment of men and women in matters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2006/54/EC) 제 14 조 차별 금지: “(a) 승진을 포함한 모든 활동의 지점 및 직업 

계층 구조의 모든 수준에서 선발 기준 및 선발 조건을 포함하여 취업, 자영업 또는 

직업에 접근하기위한 조건과 관하여 (b) 실제 직업 경험을 포함한 모든 유형 및 모든 

수준의 직업지도, 직업 훈련, 고급 직업 훈련 및 재교육, 해고를 포함한 고용 및 노동 

조건, EU 조약 제 141 조에 따른 지불과 관하여 (c) 해당 조직이 제공하는 수당을 

포함하여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근로자 또는 고용주 조직의 회원 또는 

참여와 관하여 공공 기관을 포함한 공공 부문 또는 사적 부문의성에 근거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차별이 없어야 한다.” (2006/54/EC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1. There shall be no direct or indirect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 in 

the public or private sectors, including public bodies, in relation to (a) 

conditions for access to employment, to self-employment or to occupation, 

including selection criteria and recruitment conditions, whatever the branch 

of activity and at all levels of the professional hierarchy, including promotion; 

(b) access to all types and to all levels of vocational guidance, vocational 

training, advanced vocational training and retraining, including practical work 

experience;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dismissals, and 

pay as provided for in Article 141 of the Treaty; (c) membership of, and 

involvement in, an organisation of workers or employers, or any organisation 

whose members carry on a particular profession, including the benefits 

provided for by such organisations.”) 
73 2006/54/EC 제 2 조 2 항 (c) “이 지침의 목적상, 차별은 Directive 92/85 / 

EEC 의 의미 내에 임신 또는 출산휴가와 관련된 여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포함한다.” (2006/54/EC Article 2. Paragraph 2 (c) “For the purposes of this 

Directive, discrimination includes: (c) any less favourable treatment of a 

woman related to pregnancy or maternity leave within the meaning of 

Directive 92/85/E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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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 월 이전에 유효한 형식의 불법 차별 행위였다. 2006/54/EC 지시의 제 

2 조 2 항 (c) 는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임신으로 인해 

육아휴직의 조기 종결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제 16 조 제 3 항 제 세번째 문장 

(2009 년 1 월 24 일 이전)의 이전 양식은 이 사건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조기에 육아휴직을 종결할 

권리가 있다. 육아휴직의 조기 종결은 소급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이 끝난 후에 원고가 육아휴직을 일찍 신청한 사실은 원고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은 결정되지 않는다. 

베를린 행정법원에 따르면, 출산휴가 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신청서가 

제출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임산부 보호 지침에 따르면, 고용 금지가 

시행된 것만 중요하다. 육아휴직으로 고용 금지가 이미 이행되었으므로 

피고는 늦게 신청서를 논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허가서를 제출했을 때 

허가편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일찍 끝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피고인은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 또한 피고에서 

원고에게 보낸 편지에서 소급적인 종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육아휴직을 조기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는 또한 신청이 늦은 

이유가 아니라 소급적인 종결은 불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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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늦은 신청으로 인한 거절이 법원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이는 

피고의 모순된 행동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육아휴직을 

일찍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74 

3.1.2 분석 

행정 법원은 원고에 우호적인 판결을 했다. 행정 법원은 고용 문제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유럽 연합 (EU)의 지시를 언급했다. 

비록 독일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이 새로운 임신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조기에 종결할 수는 없지만, EU 의 지시는 조기 퇴교 거부가 

임산부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녀를 차별한다고 명시한다. 

유럽 연합 조약 19 조 (1) 항에 75 따르면, 법원은 법령의 해석 및 

적용시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회원국은 연합법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구제 조치를 제공해야 

                                                           
74 행정 법원 뮌헨 Verwaltungsgericht München 2013.3.21. 선고 M 15 K 

12.3453 판결.  
75 유럽 연합에 대한 조약 제 19 조 (1) “유럽 연합 법원은 재판소, 일반 재판소 및 

전문 법원을 구성한다. 그것은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있어 법의 유지를 보장한다. 

회원국은 연합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Treaty on European Union Article 19 (1)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include the Court of Justice, the General 

Court and specialised courts. It shall ensure that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reaties the law is observed. Member States shall provide 

remedies sufficient to ensure effective legal protection in the fields covered 

by Union law.”) 



- 36 – 

한다. 또한 19 조 (3) 항에 76 따르면, 법원은 연방법 해석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리고 기관이 채택한 법령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어 있으며 출산휴가를 

재개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차별일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가이드 라인은 독일의 국가 법률 시스템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독일의 국가 규정은 아직 자신들의 시스템에 새로운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고가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독일의 

사법부가 새로운 EU 지침이 국가 규정에 이행될 것을 보장했다. 

행정 법원은 양 성별의 동등한 대우에 근거한 지침을 따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 결정은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고 여성들이 임신으로 인해 

불공정 한 대우를 받거나 떠나지 않도록 보장하려고 노력했다.  

                                                           
76 유럽 연합에 대한 조약 제 19 조 (3) “유럽 연합 재판소는 조약에 따라 예비 판결, 

국내 법원의 요청, 연합법의 해석 또는 기관의 행위의 유효성을 통해 회원국, 기관 

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취한 조치를 결정한다.” (Treaty on European Union 

Article 19 (1)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Treaties: (a) rule on actions brought by a Member State, 

an institution or a natural or legal person; (b) give preliminary rulings, at the 

request of courts or tribunals of the Member States, on the interpretation of 

Union law or the validity of acts adopted by the institutions; (c) rule in other 

cases provided for in the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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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한국: 복직반려처분취소 

이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삼심 법원에서 

처리되었다. 이 사건은 2011 년 4 월 26 일 처음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이 

선고했다.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던 원고는 임신을 하고 첫 번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했다. 첫 번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원고는 2008 년 3 월부터 

2010 년 2 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원고는 첫 번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시 임신했다. 출생은 2009 년 11 월로 

추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출산휴가 하기를 원했다. 학교는 경기도 고양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과 상의하여 교육청은 두 번째 출산이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이유로 간주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교육청은 출산휴가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학교 스케쥴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학기말에 원고 교체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복직 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원고는 

육아휴직의 이유가 소멸되었다고 말하면서 출산휴가 서류를 제출했다. 

교육청은 출산휴가를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전했다. 

원고에 따르면, 그녀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 집행의 자유 및 공직을 보유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인이 출산휴가의 복직을 수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휴가는 다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고 출산 보호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출산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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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공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지침 및 경기도 교육청의 질병, 육아, 간병 휴·복직 처리 업무 

매뉴얼에 77 따라 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로 되어 있지만 휴학 기간 동안 퇴학 

사유 (예: 자녀 사망)가 소멸되는 경우에 학기 중에도 복직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규칙은 학기 중 교사 교체, 학교 커리큘럼의 정상적인 

작동, 평가의 일관성, 생활지도의 연속성 등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이 규칙은 학교 활동의 원활한 관리를 보장하지만 임산부 보호 및 임산부의 

출산 권리 원칙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피고는 자녀의 사망과 같은 육아휴직의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다른 휴가를 복직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에 의한 원고 신청의 거부는 항상 학교 행정 

규정에 따라 이루어 졌으므로 원고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78 

원고의 요구가 거부된 후, 사건은 2012 년 1 월 19 일 법정에서 

개정되었다. 첫 번째 판결이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휴가 복직의 처분을 

취소했다. 피고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 휴가의 경우, 휴가 기간 동안 

                                                           
77 경기교육청의 ‘질병, 육아, 간병 휴·복직 처리 업무 매뉴얼: II. 질병, 육아, 간병 

휴·복직 처리 지침 3. 육아 휴복⋅직의 허가 바.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 (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78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26. 선고 2010 구합 3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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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발생하더라도 출산휴가의 복직을 허락할 수 없다. 원고에 따라 

이것은 출산을 위한 육아휴직 (= 출산휴가)을 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평등의 원칙, 원고의 노동권 및 출산휴가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제 73 조 제 2 항은 79  다른 아기의 출생 (자녀의 

상황을 제외하고)을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사유의 멸종은 (예: 자녀의 사망) 객관적인 상황 변화이다. 새로운 

임신은 주관적인 상황 변화이며 주관적인 변화는 객관적인 변화와 동일하지 

않다. 주관적인 상황 변화로 복직이 허용된다면, 대체 교사의 해고,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 및 평가의 모순 등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헌법 제 11 조 제 1 항에 80 언급된 평등의 원칙은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과 그 적용의 

상대적인 평등을 의미한다. 육아휴직 중 출산은 육아휴직을 위한 이유의 

소멸로 유효하지 않다. 다른 경우에는 차별로 간주되지만 피고는 원고의 

복직을 거절할 때 지침에 따라 행동했다.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교사는 학업 

                                                           
79 국가공무원법 제 73 조 제 2 항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 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80 대한민국헌법 제 11 조 제 1 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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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라 휴가를 가져야 한다. 교육의 일관성, 행정의 원활한 운영 및 

학생의 교육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81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처리되었으며 최종 결정은 2014 년 4 월 12 

일에 이루어졌다. 재판소는 복직 요구가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로 간주될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법원은 복직의 법적 특성을 분석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여성이 다시 임신하게 되면 복직 및 출산휴가가 허용되어야 하는 

여부 의문을 제기했다. 

구 교육공무원법에 82 따르면 공무원은 6 세 미만의 어린이가 돌보아 

줄 필요가 있을 때 육아 휴업을 할 수 있다. 출산휴가가 필요한 경우 기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가가 필요 없다.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의 사유가 없어진다. 또한 부모가 더 이상 자녀를 

돌볼 수 없거나 육아휴직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육아휴직의 사유도 없어진다. 

휴가 이유의 소멸 신청서가 적용되는 경우, 자격 소지자는 복직을 명령해야 

한다.  

                                                           
81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 누 17709 판결 
82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이전) 제 44 조 제 1 항 제 7 호 “자녀(만 6 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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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6 조는 모성 보호 83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이 원칙을 모범으로 하고 동등한 근로 조건의 지원 및 

시행을 보장한다. 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4 조 제 2 항 및 모성 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여성이 출산 전후에 모성 보호를 보장하고 산모 보호를 

보장할 권리가 있으며 이 규정은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충분한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무원을 다르게 다루는 논리적인 

이유는 없어서 육아휴직중인 여성 교육 담당자가 출산휴가를 요구하고 출산 

사유로 복직을 신청한 경우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84 

3.2.2 분석 

처음 두 법원은 피고의 호의를 판결하고 교육청의 지침에 대한 

그들의 결정에 기반을 두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기본 권리에 대한 결정에 

기반을 두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각급학교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지침 및 경기도 교육청의 질병, 육아, 간병 휴·복직 처리 업무 

매뉴얼을 언급했다. 법원들은 원고가 출산휴가를 복직하게 되면 행정 및 

교육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들의 

결정을 기반으로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83 대한민국헌법 제 36 조 제 1 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 2 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 두 4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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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학생들의 교육권 및 학교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대법원은 우선 모성 보호법과 평등 고용 기회 법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두 법률은 임신 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안전, 

어린이의 안전 및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으로서의 원고의 권리와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했고 이로써 대법원은 학교의 행정 상황에 대한 원고의 기본 권리를 

우선시한 결정을 내렸다. 

3.2 사례: 외국에서 얻은 수득에 기초한 부모 수당액 및 육아휴직 중 외국체류 

3.2.1 독일: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에 따른 부모 수당액에 대한 

불일치 

이 사건은 2012 년에 뤼네부르크의 사회법원 (Sozialgericht 

Lüneburg)에서 처음으로 처리되어 사건의 항소가 2013 년에 니더작센-

브레멘의 주 사회법원(Landessozialgericht Niedersachen-Bremen)에서 

처리되었다. 독일 사회법령 제 1 호 및 제 2 조에 따라 사회 관할권은 행정 

당국과 별도의 독립적인 법원에 의해 행사되고 각 연방주의 사회 관할 

법원은 사회 법원 및 연방주 사회 법원이다. 연방 정부에서 사회 관할 

법원으로 연방 사회 법원이 설립된다. 사회 법원은 제 51 조에 따라 사회 

보장과 관련된 모든 공공 분쟁을 결정한다.85 2007 년 8 월부터 2010 년 7 

                                                           
85 사회법원법 Sozialgerichtsgesetz [08.10.2017, BGBl. I S. 3546 으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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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지 독일 학교에서 공무원으로 일한 원고는 상하이의 독일 학교에서 

근무했다. 2010 년 8 월부터 원고는 독일에 다시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2010 년 11 월에 원고가 출산했다. 원고는 부모 수당을 신청했으며 2011 년 

1 월부터이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의 개정이 발효됨에 따라 부모 수당 재계산에 관해 같은 날 개정 통지서를 

받았다. 이 개정에 따르면 해외 소득은 계산에서 더 이상 고려되지 않았으며 

부모 수당은 독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라 계산되었다. 이전 해외 소득에 

대한 소급 계산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얻은 소득은 자녀의 

출생 후 2 개월 동안 받을 부모의 수당에 포함되었다. 원고가 뤼네부르크의 

사회법원과 86  니더작센-브레멘의 주 사회법원에서 87  제기 한 고소 및 

항소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연방 사회 법원은 원고의 항소가 중국에서 받은 수입에 근거하여 

부모의 수당을 계속 수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녀의 관심에 대한 

논쟁으로 그녀는 평등의 원칙을 주장했다. 원고는 뤼네부르크의 사회법원 및 

니더작센-브레멘의 주 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한 무효 심판을 요청했다. 

피고는 항소가 기각되도록 요청했다.  

법원에 따라 재판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원고는 자녀의 

3 개월에서 8 개월 동안 더 많은 학부모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었으며 

                                                           
86 뤼네부르크의 사회법원 Sozialgericht Lüneburg 2012.1.12. 선고 S 8 EG 

2/11 판결.  
87 니더작센-브레멘의 주 사회법원 Landessozialgericht Niedersachsen-Bremen 

2013.11.27. 선고 L 2 EG 5/12 판결. 



- 44 – 

통지는 그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두 통고 모두 같은 일자였기 때문에 

원고는 두 번째 결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첫 번째 결정은 

명확하게 '승인 통지'로 표시되고 두 번째 결정은 '변경 통보'로 표시되므로 

두 번째 의사 소통은 분명히 첫 번째 의사 결정을 부정했다. 

원고는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제 1 조 제 1 항에 88 따라 모든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부모의 수당을 받을 자격이 분명했다. 그녀는 

독일에 살면서 딸과 함께 한 가정에서 딸을 양육하며 일하지 않았다.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제 2 조 2 항에 따르면 자녀 수당 계산 기간은 

자녀가 태어난 달의 12 개월 전이다.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에 89 따라 육아 수당 계산 기준은 자영업, 고용, 농업 및 

                                                           
88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제 1 조 (1) “독일에 거주지가 있거나 정기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자녀와 동거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 

근무하는 자는 부모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 1 (1) “Anspruch auf Elterngeld hat, wer einen Wohnsitz 

oder seinen gewöhnlichen Aufenthalt in Deutschland hat, mit seinem Kind in 

einem Haushalt lebt, dieses Kind selbst betreut und erzieht und keine oder 

keine volle Erwerbstätigkeit ausübt.”) 
89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제 2 조 “소득세법 제 2 조 제 1 항 제 4 호 및 

제 2 조 제 1 항 제 1~3 호에 따른 자영업, 고용, 농업 및 임업과 같은 고용에서 얻은 

소득은 세금과 사회보험부담으로 감소된 국내에서 과세될 액수로 계산된다.”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 2  Absatz 1 Satz 3 “Das Einkommen 

aus Erwerbstätigkeit errechnet sich nach Maßgabe der §§ 2c bis 2f aus der 

um die Abzüge für Steuern und Sozialabgaben verminderten Summe der 

positiven Einkünfte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 nach § 2 Absatz 1 Satz 1 

Nummer 4 des Einkommensteuergesetzes sowie Land- und Forstwirtschaft, 

Gewerbebetrieb und selbständiger Arbeit nach § 2 Absatz 1 Satz 1 Nummer 1 

bis 3 des Einkommensteuergesetzes, die im Inland zu versteuern sind und die 

die berechtigte Person durchschnittlich monatlich im Bemessungszeitraum 

nach § 2b oder in Monaten der Bezugszeit nach § 2 Absatz 3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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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으로 얻은 국내 세금을 공제한 소득이다. 중국에서 지원자가 얻은 

수익은 중국에서 과세되었으므로 부모의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제 2 조에 90 따르면, 자녀 출생 월보다 12 개월 전에 유급 고용의 

평균 월 소득의 67%에 해당하는 단락 부모 수당은 최대 한 달에 1,800 

유로까지 지급된다.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은 독일 세법 조항을 

포함하는 소득세 법을 언급한다.   

원고의 소득은 중국에서 과세되었으므로 소득세 법과 관련한 법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다. 원고가 중국에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녀의 봉급에 과세해야 했다. 이 기간 동안 독일에서 원고의 

면제는 독일에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의 비 계산을 정당화했다.  

독일 정부는 소득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 학부모 수당을 제공하는데 

질병이나 파산과 같은 아동 출산 전의 취득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수입 

상실은 정부 보조금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법원은 부모 수당은 독일로 

돌아온 후에 해외 생활의 표준을 유지하는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90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제 2 조 제 1 항 “고용으로부터 얻은 수득이 없는 

기간 동안 자격자에게 매월 최대 1 천 800 유로까지 지급된다. 부모 수당은 자녀 

출생 전의 취업자 소득의 67%로 부여된다.”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2 Absatz 1 Satz 1-2 “Elterngeld wird in Höhe von 67 

Prozent des Einkommens aus Erwerbstätigkeit vor der Geburt des Kindes 

gewährt. 2Es wird bis zu einem Höchstbetrag von 1 800 Euro monatlich für 

volle Monate gezahlt, in denen die berechtigte Person kein Einkommen aus 

Erwerbstätigkei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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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육아 수당 수령자는 육아를 위해 독일로 돌아올 때 자신의 생활 

수준을 지킬 책임이 있다.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제 1 조 1 항에 

따르면 부모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독일에 거주해야 하고 이는 

부모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독일에서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보상한다는 목표를 의미한다고 했다.  

법원에 따라 독일에서 세금 면제 때문에 원고는 이미 해외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면세 수입을 고려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자녀 수당 계산은 이미 불법이었다. 독일 사회법 제 10 권 제 45 

조에 91따르면 같은 날짜의 논쟁된 개정안은 합법적이며 첫 번째 학부모 

보상 계산을 취소하기 때문에 취소 통보로 간주되었다. 제 43 조에 92 따르면 

                                                           
91 독일 사회법 제 10 권 제 45 조 제 1 항 “권리 또는 법적으로 중요한 이점을 

설정하거나 확증하는 행정적 행위가 불법인 경우, 그것이 반박 불가능하게 된 

후에도 제 2 항 내지 제 4 항의 제한 하에서 미래나 과거에 미치는 영향 미치게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만 가능할 수 있다.” (Zehntes Sozialgesetzbuch §45 

Absatz 1 “Soweit ein Verwaltungsakt, der ein Recht oder einen rechtlich 

erheblichen Vorteil begründet oder bestätigt hat, rechtswidrig ist, darf er, 

auch nachdem er unanfechtbar geworden ist, nur unter den Einschränkungen 

der Absätze 2 bis 4 ganz oder teilweise mit Wirkung für die Zukunft oder für 

die Vergangenheit zurückgenommen werden.”) 
92 독일 사회법 제 10 권 제 43 조 제 1 항 “잘못된 행정 행위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운영 기관이 해당 방식 및 형식으로 합법적으로 지시될 수 있고 지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른 행정 법령으로 재 해석 될 수 있다.” (Zehntes 

Sozialgesetzbuch §43 Absatz 1 “Ein fehlerhafter Verwaltungsakt kann in einen 

anderen Verwaltungsakt umgedeutet werden, wenn er auf das gleiche Ziel 

gerichtet ist, von der erlassenden Behörde in der geschehenen 

Verfahrensweise und Form rechtmäßig hätte erlassen werden können und 

wenn die Voraussetzungen für dessen Erlass erfüllt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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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통보로 변경 통보의 재 해석이 유효했다. 법원은 초기의 과도한 

불법적인 부모의 수당 계산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93 

3.2.2 분석 

이 경우의 결정은 매우 분명했다. 중국에서 얻었고 과세된 원고의 

소득은 부모의 수당액 계산에 잘못 포함되었다.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독일에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출산 12 개월 전에 얻었던 수득은 중국에서 

얻은 수득이었다. 독일에서 과세되는 소득 만이 부모 수당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통보는 불법이었다. 두 번째 통보는 첫 번째 통보의 

계산 착오 수정하므로 취소통보로 간주될 수 있다. 독일의 사회법 및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은 육아휴직 급여 자격과 관한 수득과 건주지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원고가 육아휴직에 대한 

법률을 잘못 이해했다. 

3.2.3 한국: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 

이 사건은 2015 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되었다. 원고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2011 년 1 월에 출산했다. 원고는 2011 년 4 월부터 

2012 년 3 월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부모의 육아에 대한 지불금은 12 개월 

동안 9,792,000 원으로 계산되었다. 원고는 2011 년 4 월에 원고, 남편 및 

소외 1 명 위해 2011 년 6 월 인천 공항에서 멕시코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소외의 티켓 예약은 취소되었고, 원고는 소외 1 을 원고의 

                                                           
93 연방사회법원 Bundessozialgericht 2014.4.20. 선고 B 10 EG 2/14 R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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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맡긴 후 2011 년 6 월 남편과 함께 출국했다. 원고는 2012 년 2 

월에 귀국했다.  

원고는 해외에서 체류했던 중 자녀의 양육을 위해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류 등의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원고의 어머니에게 보냈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했고 원고의 어머니와 자녀의 양육관 관련된 

통화도 했다. 

피고인은 원고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기 때문에 

2013 년 1 월에 원고가 출국한 2011 년 6 월부터 2012 년 3 월까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은 8,078,400 원 반환 명령했고 추가 징수액을 

처분했다. 

원고는 자녀를 국내에 두고 멕시코로 출국한 이후 약 8 개월의 

기간동안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 육아휴직 기간의 대부분 해외에서 체류했기 

때문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내용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에 

당하고, 지급을 반환해야 하고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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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6 조 제 2 항에 94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고의 요구는 이러한 

사유로 거절되었다.95 

대법원은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부정행위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수급자격자가 잘못된 지불을 받은 경우 제 74 조 및 제 62 조에 

따라 금액을 반환하기 위한 규정이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적당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기만이나 

은폐같은 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은 그러한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면 

근로자의 행위를 기만이나 은폐 같은 부정수급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해서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은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체결하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6 조 제 1 항 96 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신청서에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94 고용보험법 제 116 조 제 2 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5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 누 56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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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 제 1 항에 97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되지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신청자는 

자녀와의 동거하는지 직접 양육을 하는지 확인란이 없었다. 

신청자는 사업주로부터 급여 수령여부, 조기복직, 창업 또는 

이직여부 배우자의 육아휴직 여부에 대해 통보해야 된다.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고는 신청서에 모든 정보를 

사실대로 기제하고 피고에게 제출했다.  원고는 적극적으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정보를 누락한 것이 아니었다. 

고용보험법령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급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과 

                                                                                                                                                      
9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6 조제 2 항 “법 제 70 조제 1 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 100 호서식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 70 조제 1 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 118 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 부(최초 1 회로 

한정한다) 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부 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 부” 
97 전자정법 제 36 조 제 1 항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51 –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제 14 조 제 1 항에 따라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런 상항이 발생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에 근거로 

원고가 위 상황을 육아휴직 급여 지급 행정청에 신고할 의무로 해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신고 요구도 결코 없었다. 원고는 자녀를 위한 항공권도 

예약했으므로 원고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이 출국하려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유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정리된 양육의 기준화된 

방식이 없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한 법적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다. 피고는 

육아 사정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 원고에게 지불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피고인은 이 사건을 처분했다. 

위 사정으로 인해 원고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기 때문에 자녀와의 동거와 직접 양육 여부에 

대한 신고의무 전제로 고용보험법 제 73 조 제 3 항 및 제 74 조 제 1 항, 

제 62 조 제 1 항에 따른 사회통념상 기만이나 은폐같은 부정행위를 

                                                           
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 조 제 1 항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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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원고가 해외에 체류한 이후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출 수 없어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의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 74 조 제 1 항, 제 62 조 제 3 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급여를 징수할 수 

있지만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원심은 원고가 출국으로 인해 육아휴직이 종료가 돼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격이 없어졌어도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이 

고용보험법 제 62 조 제 1 항 및 제 73 조 제 3 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에 따라 원심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법의 오해로 인해 잘못 판단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할 것이라고 했다.99 

3.2.4 분석 

이 경우 여러 법률이 육아휴직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혼란과 

오해의 원인으로 보인다. 우선, 피고는 원고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육아휴직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된 법은 자녀와 함께 동거하기가 부모 급여 수량의 필수 

조건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99 대법원 2017.8.23. 선고 2015 두 51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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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고는 원고가 자녀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육아의 목적을 

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상황에서 육아의 목적을 추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육아 수당 청구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양육이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는 양육의 최선의 

방법을 자유롭고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원고는 수령 한 육아휴직 급여 

원고의 어머니에게 송금하고 육아에 필요한 물품도 제공했다. 그래서 원고가 

멕시코로 떠났을 때 양육의 목적을 완전히 해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 주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불했는지 여부도 분석되었다. 

원고가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모든 요구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넷째, 피고는 원고가 멕시코로 떠난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통보할 의무가 없었다고 해석했다. 이것은 또한 법률이 

요건 사항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이 법률의 모호한 형태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육아휴직 및 부모 급여 지불과 관련된 법률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여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경우 막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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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 법률은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합법적인 집행을 복잡하게 만든다. 

4. 결론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휴가와 관련된 위반 또는 소송의 많은 

경우는 단순히 법률의 오해에 근거한다. 사건의 판단은 이전 공식이 해석에 

대한 오해로 이끄는 것처럼 입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너무 모호하거나 

모호하지 않은 법적 형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재평가와 법률 변경을 초래한다. 임산부 보호, 모성 보호, 엄마와 

자녀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적이어야 한다. 입법은 어머니의 

근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정의되고 

공식화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은 입법자에게 분명해야 한다. 명확한 문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장려할 뿐만 아니라 학대 및 오해로부터 

보호한다. 이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및 가족과 직장의 양립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하다.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법적 문구가 권리와 의무를 증진하는 

데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 네 가지 사례는 독일과 한국이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서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한 편으로, 독일 법은 부모 수당 지불 자격 

조건 중에 하나는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외 체류한 원고가 독일에서 동일한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할 경우 

법적인 상황이 명확해질 것이다. 자녀와의 동거가 아닌 이유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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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명시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수당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반면 대법원의 판결은 양육에 관한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양육은 표준화된 개념이 아니며 부모는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육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더 많은 기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토론을 초래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결정한 이유보다 

원고가 실제로 기여를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중 임신에 관한 독일 사례는 독일 입법부의 초점을 

보류중인 유럽 연조합의 지시 이행에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09 년에 

독일의 입법부는 마침내 유럽 연합의 2006/54/EC지시를 준수하고 지시 

조항에 따라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제 16 조 3 항을 개정했다. 현재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제 16 조 3 항 세번째 문장은 “고용주의 

동의없이 모성 보호법 제 3 조에 의거 보호 기간 요구 위해 조기 휴가가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인은 육아휴직의 종료를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00  

                                                           
100 연방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법 제 16 조 3 항 세번째 문장 “고용주의 동의가 

없이도 모성보호법 제 3 조에 따른 모성보호 기간 혜택을 받기 위해 육아휴직이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용인이 육아휴직의 종료를 적시에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16 Absatz 3 Satz 3 

“Die Elternzeit kann zur Inanspruchnahme der Schutzfristen des § 3 des 

Mutterschutzgesetzes auch ohne Zustimmung des Arbeitgebers vorzeitig 

beendet werden; in diesen Fällen soll die Arbeitnehmerin dem Arbeitgeber 

die Beendigung der Elternzeit rechtzeitig mittei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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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후 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원고의 사건이 

법원에서 처리되기 2 년 전에 현 경기도 교육청의 질병, 육아, 간병 휴·복직 

처리 업무 매뉴얼이 2009 년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다. 대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임신이 조기 종결의 이유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메뉴얼에 육아휴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이유는 자녀의 사망 

및 유산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자녀의 사망 및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육아휴직 조기 종결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문광민과 임동완의 연구(2009)에 따라 입법 요구는 법의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법의 개정 또는 제정에 대한 요구에 기인한다. 현대 

국가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임무의 확대와 더불어 정책 수단으로서의 

입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도한 수의 법률이 통과되었으므로 법적 

효과의 감소, 법적 승인 및 법적 지침과 같은 부정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 현 법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101 

한국과 독일은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고 명확한 법적 상황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조건과 요구 사항이 보다 표준화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101 Kwang-Min Moon, and Dong-Wan Lim, “Evaluation of Law: The Parental 

Leave Claues in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Work-Family 

Compatibility,”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 24, No.2 (2009) pp.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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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법정 판결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법적 상황에 대해 서로 돕고 

서로 공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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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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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many other countries, South Korea and Germany struggle 

with low fertility rate and both are trying to improve conditions for 

working women.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are crucial 

policies in helping to handle these challenges. This work examines the 

development of both countries’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and the 

related laws. It will also compare several legal cases, in which these 

laws and their interpretation will be analyzed. Looking a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and the conditions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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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provide for parents today, a comparison of the outline of the 

two countries' leave periods, the protection from dismissal due to 

pregnancy or childbirth, the leave benefits and benefits standard is 

possible. The legal cases examined in this work show the issue of 

misunderstanding or misinterpretation of the leave provisions laws. It 

will look at misunderstandings from both employers’ and workers’ side 

and examine the factors and origins of the misunderstandings.  

The four cases covered in this work reveal that the origins of 

these cases are mis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laws related to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The result of this work shows how some 

legal phrasings are too ambiguous and can lead to misunderstandings 

by the recipients or the employer. Such cases result in the need for 

reevaluation and change of law. Protecting pregnant women and 

maternity, and ensuring the health of mothers and children should be 

the paramount goal of these laws and their related policies, but they 

must also be protected from misuse. It also became clear that there is 

need for a further discussion on the meaning of child rearing and its 

legal definition. This work also shows how South Korea and Germany 

can benefit from of comparative research of legal issues and laws to 

improve their ow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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