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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승 재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모의 노동공급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영・유아 가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점

에 주목하여 이중차이 분석법을 활용했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2009년과 2013년에 크게 확대되었는데 각각의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분석 시점을 2007년 vs 2010년과 2010년 vs 2013년으로 

설정했다. 분석 대상은 분석 모형에 따라서 상이하다. 분석 모형은 

모두 세 가지로 기본 모형, 가구원소득 모형, 그리고 유아 모 모형

이다. 연구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3차, 6차, 9차 자료를 사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모형의 분석 결과, 2009년에 이루어진 보육료・유아

학비 지원 확대는 영・유아 모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과 노동시간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는 국내에서 보육료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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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일치하고,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2013년

에 이루어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영・유아 모의 노동시

장 참여 확률과 노동시간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

다. 이는 국내에서 보육료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 중 김정호・홍석철(2013)의 결과 

및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한다.

  둘째, 가구원소득 모형의 분석 결과, 2009년에 이루어진 보육

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와 기본 모형과 상이한 결과를 보

였다.

  셋째, 유아 모 모형의 분석 결과는 기본 모형과 동일했다. 2009

년에 이루어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유아 모의 노동공급

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 못한 반면 2013년에 이루어

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유아 모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과 

노동시간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먼저 2013년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 이

후 지원대상이 되는 모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과 노동시간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보아 보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은 여러 선행연구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탈 가족화를 추동하여 

모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09년에 발생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은 모호하다. 다만 세 개의 모형 중 두 개의 

모형에서 연구가설을 기각한 바, 2009년에 발생한 보육료・유아학

비 지원 확대는 모의 노동공급을 뚜렷하게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

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가장 주요한 원인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

와 같이 제도 설계 상 취업 모에 대한 우대가 적고, 여전히 상당히 

엄격한 소득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모가 노

동시장에 참여해서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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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지원을 계속 받

기 위해서 노동공급을 억제한다는 설명은 2009년에 발생한 보육

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모의 노동공급, 보육정책, 이중차

이 분석

학  번 : 2013-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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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모의 노동공급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은 비교적 최근까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하여 구축된 측면이 강하다(김영순, 2009; 장지연, 2009; 송다

영, 2014; 윤홍식, 2014). 하지만 산업구조의 빠른 전환, 여성 교

육의 보편화, 성 평등 의식 강화와 같은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젠더관계에 균열이 생겼고, 사회정책 역시 이를 반영해

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정부는 가족의 육아부담을 낮추

고, 출산율과 모의 노동공급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0년대 이후 육

아지원정책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특히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육아의 수행주체를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가 분담하겠

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가령 2004년에 발

표된 제1차 육아정책지원방안인‘미래인력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은 전형적으로 돌봄의 탈가족화

를 통해 모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 안은 보육료 본

인 부담률을 낮추고, 지원 대상을 늘려 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임으로

써 미취학 아동 모의 노동공급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제2차 육아정책지원방안(2005년), 새싹플랜(2006년), 아이

사랑플랜(2009년), 새로마지플랜2015(2010년)에까지 그대로 이어

졌다. 같은 시기 보육 예산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 2004년 4,050

억 원이던 보육 예산은 2014년 5조 2,738억 원으로 지난 10년 동

안 약 13배 증가했다(보건복지부, 2004, 2014).1) 특히 미취학 아

동의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의 대상과 

금액이 크게 증가했고, 가정양육수당이 새롭게 도입되었다.2)

1) 2014년 기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3조 3,292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1조 2,153억 원으로 전체 보육 예산의 86%에 해당한다.

2)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교육 예산에 책정되어 있다. 유아교육 예산은 2004년 
4,564억 원에서 2014년 5조 3,042억 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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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드물다(김현숙・원종학, 2004; 조

윤영, 2007; 우석진, 2008; 주보혜, 2010; 최성은, 2011; 허남

재・석재은, 2011; 김정호・홍석철, 2013). 더욱이 선행연구는 보

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전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확대 후 모의 

노동공급을 가상적으로 추정하여 실증성이 부족하거나(김현숙・원

종학, 2004; 우석진, 2008),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중 일부에 해

당하는 영아기본보조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책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거나(조윤영, 2007),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크게 확대되기 

전 시기만을 분석하여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된 이후 상황을 포착

하지 못하는(조윤영, 2007; 주보혜, 2010; 최성은, 2011; 허남재・
석재은, 2011) 한계점이 있다.3)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점

을 보완해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법을 활용하여 파

악하고자 한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결론짓는 선행연구는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위주고, 맞벌이에 대한 

우대가 없기 때문에 주로 2차 소득자인 여성의 노동공급을 강력하

게 유인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조윤영, 2007; 주보혜, 2010; 

허남재・석재은, 2011).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보육료・유아학비의 

구조로 인해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구간을 벗어날 것을 우려하는 

모가 노동공급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9년 7월 이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2010년부터 2

차 소득자의 소득을 하향조정하여 총 가구소득에 반영함으로써 제

도 설계상 모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이 개선

3)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2009년 하반기와 2011년, 그리고 2013년에 크
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조윤영(2007)은 2004년, 주보혜(2010)는 2003년과 
2007년, 최성은(2011)은 2007년, 허남재・석재은(2011)은 2007년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 확대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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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4) 더욱이 2013년 이후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영・유아 가

구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됨에 따라 현재는 지원 대상에

서 탈락할 것을 우려하여 모가 노동공급을 꺼리는 유인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년과 2013년에 발생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를 자연실험의 기회로 삼아 모의 특성에 따른 보육료・유

아학비 지원 확대의 차별적인 영향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만 

9세 이하 아동의 모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아동의 연령과 모를 

제외한 가구원소득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단을 나누었

고, 2007년과 2010년을 정책 확대 전 시점, 2010년과 2013년을 

각각에 대한 정책 확대 후 시점으로 설정했다(2007년 vs 2010년, 

2010년 vs 2013년).

  그런데 2013년은 보육료・유아학비 뿐만 아니라 2009년 하반기

에 도입된 가정양육수당 역시 전 계층으로 확대된 해다.5) 이론상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

치는 영향은 상이하다. 따라서 정책효과를 분석할 때 이 둘은 구분

해서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이후 보육

료・유아학비와 가정양육수당은 지원 대상이 완벽히 동일하고, 수혜

자가 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며, 서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

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더욱이 보육료・유아학비와 가

정양육수당은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영・유아에 대한 가족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같은 범

주의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

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정양육수당을 하나의 노이즈로 간주했다. 그리고 유아 모

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거나 영향의 강도가 

4) 2011년부터는 부부합산소득의 75%만 총 가구소득에 반영하여 맞벌이 우대를 
강화했다.

5) 가정양육수당은 2009년 7월, 2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
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2012년까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로 제한되었는데 2013년부터 8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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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다고 판단되는 바, 유아 모에 한정하여 보육료・유아학비 지

원 확대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설계

는 두 가지 정책의 효과를 엄밀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

지만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 이후 상황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서술하면 아래

와 같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모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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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과정

1.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우리나라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2006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2006-2010년)인 ‘새싹플랜’에 의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새싹플랜’의 주요 목표는 육아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하락과 모

의 취업중단 문제에 대응하고, 인적자원 조기 개발 측면에서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보

육시설 확충, 기본보조금 및 보육료 지원 확대, 종사자의 전문성 제

고, 보육서비스 관리 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여성가족부, 

2006). 이 중 핵심은 기본보조금 및 보육료 지원 확대로 볼 수 있

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이 매우 낮고, 보육 서비스의 

대부분을 민간 보육시설이 공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 보육시

설은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

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에 비해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육

료를 그만큼 높게 책정해서 직원이나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보육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가격상한제로 인해 그 이상의 

보육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본보조금은 정부 재정지원이 집중된 국공립과 법인 시설은 보육

료가 저렴한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발

생하는 형평성 문제와 서비스의 질이 상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도입한 방안이다. 민간보육시설에 표준보육비용과 가격상한선의 

차이만큼 기본보조금을 지원해서 민간시설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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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국공립과 유사하게 조정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6)

  기본보조금이 시설에 대한 지원인 반면 보육료 지원은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수요자중심 보조금이다. ‘새싹플랜’에 따르면 보육

료 지원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에 해

당하는 가구까지 확대하고자 했다.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차상위 

계층 밑으로만 보육료를 지원하던 것에 비하면 이것은 상당히 적극

적인 확대 의지라고 판단된다. 소득수준에 따른 구체적인 보육료 지

원비율은 <표 1>과 같다. ‘새싹플랜’에 따른 보육료 지원 확대는 

2008년에 정권이 바뀌고,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복지가

족부로 이관되면서 2008년까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6) 표준보육비용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비용으로 인건
비, 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구성되며 국공립시설 보육비용과 유사한 수준이다
(여성가족부, 2006). 이것은 박기백 외(2005)에 기초해서 산출한 값이다(조윤
영, 2007).

7) 2005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 이하에게 30%를 지원했다.

구분 소득수준
지원비율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층 법정 저소득층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 계층 80% 100% 100% 100% 100% 100%

3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60% 70% 80% 80% 80% 80%

4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30%7) 40% 50% 60% 60% 60%

5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 20% 30% 30% 30%

6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 - - 30% 30%

출처: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주: 음영처리된 부분은 미시행.

<표 1> 새싹플랜의 차등보육료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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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그림 1>은 ‘새싹플랜’에 따라서 2006년부터 달라진 우

리나라의 보육보조금 구조를 보여준다. 지원 대상과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2009년부터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를 통합하여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간 시설지원 보육료에 차등을 두었을 

뿐 전체적인 구조는 2014년 현재까지 동일하다.8) 2013년부터 보

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림 1>에서 부모 부담 부분이 없다.

  2008년에 보육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된 이후로 ‘새싹플

랜’은 이를 수정 보완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으로 대체

되었다. ‘아이사랑플랜’은 주요 추진과제로 육아비용 부담 감소, 

맞춤형 보육서비스, 보육시설 환경 개선,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것은 기본적

으로 ‘새싹플랜’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육료 지원 확

대에 대한 강한 의지는 계속되어서 2012년까지 보육시설 이용 아

동의 80%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것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 지원을 제시했다. 그런데 ‘아이사랑

플랜’이 모두 끝나기 전인 2010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이 발표된 까닭에 ‘아이사랑플랜’이 처

8) 2009년부터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간 보육료지원 단가를 차등적으로 책
정함으로써 기본보조금이 차등보육료에 통합되었다.

표준보육비용

기본보조금

가격상한선
보육료 

지원

부모

부담

1-2층 2-3층 3-4층 4-5층 5층 초과

<그림 1> 기본보조금 및 보육료 지원의 구조 (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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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시한 것만큼 보육료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9) 그럼

에도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아이사랑플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2011년부터 지원 대상에게 보육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전액을 지급한 바, 보육료 지원은 지속

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3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가구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육아부담을 낮추고, 보육시설을 이

용하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유아학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

기 위한 육아지원정책이다.

9)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은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의 범위를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로 산정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0).

10) 2009년 상반기는 ‘새싹플랜’의 2008년 안과 동일하다. 다만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5층 초과)하는 만 0-2세 아동이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
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했다.

11) 만 3-4세는 제외.

소득수준

(영유아가구)

지원비율

2009년

하반기1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득하위 50% 이하 100% 100% 100% 100% 100%

소득하위 60% 이하 60% 60% 100% 100% 100%

소득하위 70% 이하 30% 30% 100% 100% 100%

소득하위 70% 초과 - - - 100%11) 100%

출처: 보건복지(가족)부(09, 10, 11, 12, 13). 보육사업안내.

주: 1) 2009년 하반기부터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서 영유아가구 소득으로

       바뀜.

    2)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와 유사함.

<표 2> 2009년 이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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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것을 명시적

으로 제시한 것은 ‘아이사랑플랜(2009-2012)’이 처음이다. 

‘아이사랑플랜(2009-2012)’은 6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육

아비용 부담 감소’의 방편으로 양육수당 지원을 약속했다. 양육수

당은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 7월, 차상위 계층 

이하의 24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보육시설 미이용 가구에게 월 10

만원씩 처음으로 지급되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계획상 2012년

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계층과 아동의 연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자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12) 반면, 2010년에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은 양육수당의 지원 대

상이 되는 계층을 확대한다는 언급은 없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아

동의 연령과 그에 따른 지원 액수를 확대할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제한적인 양육수당 확대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이 계획에 따라서 

2011년부터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과 지원 

액수가 조정되어서 2012년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전술한 것처럼 

2012년부터 만 0-2세와 만 5세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시행되었

는데 이후 보육시설 가수요 문제와 보육시설 이용 가정과 미이용 

가정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3년부터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연령에 따라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표 3>은 지금까지 서술한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

원의 확대 과정을 지원 대상과 연령, 그리고 금액을 중심으로 정리

한 것이다.

12) 아이사랑플랜이 제시한 양육수당 확대 계획(안)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층 차상위 이하
소득하위 

6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소득하위

80%이하
연령 0-1세 0-2세 0-3세 0-5세
금액 2009년 10만원부터 지급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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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006

대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없음
연령 만 0-4세 만 5세

금액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158,000원

2007

대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없음
연령 만 0-4세 만 5세

금액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162,000원

2008

대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없음
연령 만 0-4세 만 5세

금액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167,000원

2009

상반기

대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없음
연령 만 0-4세 만 5세

금액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172,000원

2009

하반기

대상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차상위 계층 이하

연령 만 0-4세 만 5세 24개월 미만

금액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172,000원 10만원

2010

대상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차상위 계층 이하

연령 만 0-4세 만 5세 24개월 미만

금액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172,000원 10만원

2011

대상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차상위 계층 이하

연령 만 0-4세 만 5세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금액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17,7000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2012

대상 전 계층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전 계층 차상위 계층 이하

연령 만 0-2세 만 3-4세
만 5세

(누리과정)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금액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200,000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2013

대상 전 계층 전 계층

연령 만 0-2세 만 3-5세 (누리과정)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84개월

미만

금액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220,000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출처: 여성가족부(06, 07, 08), 보건복지(가족)부(09, 10, 11, 12, 13). 보육사업안내.

<표 3>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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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배경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 모의 노동공급은 어떻게 변화할까? 선행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일-여가 모형에 기대어 모의 시간 배분을 임금률 

변화에 따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시간을 배분하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보육 지원

이 여성의 양육부담을 얼마나 낮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영・유아 모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예산제약선을 바깥으로 이동시킨다. 하지만 임

금률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그대로다.13) 이

때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은 현재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먼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모 중 보육비용 부

담으로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이 높았던 모는 보육료・유아

학비 지원으로 인해 의중임금이 낮아져 노동시장에 참여할 공산이 

있다. 따라서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모의 노동공급은 보육

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이후 평균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영・유아 모는 소득효과의 크

기에 따라서 노동공급이 유지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소득

효과가 작을 경우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고, 클 경우 노동시장 미참여로 전환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일 것이

다.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backward bending)하는 경향을 고려

하면 고소득층에서 소득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공산이 있다.

  한편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모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13) 김정호・홍석철(2013)은 표준적인 여가-근로시간 결정 모형에서 보육료 지
원은 여성의 실질임금을 높임으로써 예산선의 기울기를 더욱 가파르게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오류라고 사료된다. 보육료 지원이 영・유아 모의 실질임
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맞지만 임금률에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복권당첨이 노동자의 노동공급에 있어서 소득효과만 초래하는 것과 유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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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는 상이하다. 즉, 가정양육

수당 지원은 현재 노동시장 미참여 영・유아 모로 하여금 미참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유인(incentive)을 제공한다. 특히 이러한 

유인은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정양육수당

은 2009년에 도입된 이후 2012년까지 차상위 계층 이하에게만 적

용되었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은 가정양육수당을 원천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고,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바우처로 지급되는 반면 가정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가정양육수

당을 시장소득에 대한 대체재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송다영, 2009, 

2010; Hiilamo, 2004; Morel, 2007; Eydal & Rostgaard, 

2011). 동일한 이유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는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지원 금액이 크게 확대되면 노동시장에 참여 하고 있는 

모로 하여금 미참여로 전환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유인

을 제공한다.

  전술한 것처럼 전통적인 일-여가 모형은 노동공급 시 얻을 수 있

는 임금(소비)으로부터의 효용과 잃게 되는 여가로부터의 효용을 

비교함으로써 개인의 노동공급을 설명한다. 즉, 개인의 노동공급은 

그의 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임

금(market wage)이 개인이 희망하는 의중임금 보다 클 경우 노동

을 공급한다고 본다.

  남성은 의중임금 결정요인과 시장임금 결정요인이 거의 동일하다

(김현숙・원종학, 2004). 따라서 남성의 노동공급은 전통적인 일-

여가 모형으로 설명이 잘 되며 예측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과 달리 의중임금을 결정할 때 자녀의 돌봄과 같은 가사 노동

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이론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면

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베커는 시간배분모형

(time allocation model)으로 여성의 노동공급을 설명한다. 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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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성이 여가와 노동(임금)에 더해서 가정 내 생산(home 

production)을 고려해서 노동공급을 결정한다고 본다(Becker, 

1965, 김현숙・원종학, 2004에서 재인용).

  육아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해온 대표적인 가정 내 생산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정책은 여성의 의중임금 결정요인을 남성화

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 즉, 여성의 육아에 대한 비용을 줄여 의중

임금을 낮춤으로써 노동공급을 유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은 육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사회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 내 생산에서 육아의 몫을 크게 덜어준다는 점을 고려

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베커의 시간배분모형은 노동시장 미참여 

모의 노동공급을 설명하는데 유용하지만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의 노동공급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만약 현재 노동시장 미참여 영・유아 모 중 대다수가 육아비용으

로 인해 의중임금이 높은 것이라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이들의 의중임금을 낮추어 노동공급을 초래할 것이다. 반면 노동시

장 참여 영・유아 모는 이미 시장임금이 의중임금과 같거나 큰 상

태이기 때문에 소득효과 크기에 따라 노동공급을 조정할 것이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역시 영・유아 모의 육아비용을 낮추지만 노

동시장 미참여 모의 노동공급을 유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육

료・유아학비와 가정양육수당은 완전한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이기 때문이다. 만약 육아를 포함한 가정 내 노동보다 노

동시장 참여를 선호하는 모라면 처음부터 지원액수가 더욱 큰 보육

료・유아학비 지원을 선택하여 육아비용을 더욱 낮추었을 것이다.

  종합하면, 양 자를 모두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만 고려할 경우다. 보육료・유아

학비 지원 확대는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에게 소득효과

를 초래하지만 노동시장 미참여 모의 노동공급을 유인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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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노동시장 참여 모의 소득효과가 크지 않다면 보육료・유아학

비 지원 확대는 평균적으로 모의 노동공급을 늘릴 공산이 있다.

  다음으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를 모두 고려할 경우다. 2013년 이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가

정양육수당 지원은 완전한 상충관계이고, 수혜자가 둘 중 하나를 직

접 선택해야 한다. 대다수 모가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선호하여 이를 

선택한다면 노동공급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대다

수 모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선호하여 이를 선택한다면 노동

시장 참여 모의 소득효과가 크지 않을 때, 노동공급이 늘어날 공산

이 있다. 따라서 양 정책의 확대가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경험적으로 검정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표 4>에서 알 수 있듯 가

정양육수당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 2013년 이후에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가 그렇지 않는 모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영아 모를 제외하면 가정양육수당 확대의 영

향은 크지 않았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2013년에 

발생한 양 정책의 확대가 모의 노동공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의 영향이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의 영향을 압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이상

이용률 13.3% 64% 86.7% 91% 91% 92%

출처: 보건복지위원회(2014).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주: 1) 0-2세반은 2013년 6월, 3-5세반은 2013년 12월 기준.

    2) 0-2세반은 어린이집 이용률, 3-5세반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 합계.

<표 4> 2013년 이후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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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보육비용과 

모의 노동공급 간 부적관계에 주목하여 보육료를 지원했을 때 모의 

노동공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연구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본다.

1. 보육료 지원과 모의 노동공급

  외국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보육비용이 증가할수록 모의 노동공급

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Hotz & Miller, 1988; Blau & 

Robins, 1988; Ribar, 1992; Kimmel, 1998; Anderson & 

Levine, 1999; Baum, 2002; Powell, 2002).14)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적인 모형의 구조, 보육비용의 정의와 추정 방법 등에서 상이하

지만 보육비용이 증가하면 모의 노동공급이 감소한다는 동일한 결

론을 공유한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모, 저학력 모, 미혼모 집단에서 

보육비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Kimmel, 

1995; Anderson and Levine, 1999; Baum, 2002; Guryan et 

al., 2008). 이와 같은 결과는 보육료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

는 영향이 저소득층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육비용과 모의 노동공급은 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육비

용 부담을 덜어주는 보육료 지원은 이론상 모의 노동공급과 정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보육비용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

향과는 달리 보육료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상이하다. 미국과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보육료 지

14) 유일한 예외는 Blau and Robins(1991)의 연구다. 보육 수요와 모의 노동공
급 간 관계를 연구한 이 연구에서 보육비용과 모의 노동공급 사이에 정적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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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Blau & Robins, 

1988; Conelly & Kimmel 2001; Powell, 2002; Blau & Tekin, 

2007)으로 밝힌 반면,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보육료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밝히기도 한다. 가

령, 크레옌펠드와 행크는 보육비용과 임금 불이익의 관계는 시장 보

육서비스가 잘 구축된 경우에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일

에서는 취업모의 보육에 대한 수요에 비해 전일제 보육시설이 부족

하기 때문에 보육료지원 보다는 보육시설 확충이 모의 노동공급에 

더욱 민감할 것으로 보았다(Kreyenfeld & Hank, 2000). 또한 쇼

네 등은 프랑스 여성의 노동공급과 보육 사이의 관계를 고용형태별

로 분석했을 때 미국의 CDCTC(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에 해당하는 보육에 대한 감세 억제(suppression of the 

tax cut for child care)는 보육시설 이용과 여성의 총 노동 공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Chone et al, 2003).

  국내 연구들은 주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모의 노동 공급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김현숙・원종학, 2004; 조윤영, 

2007; 우석진, 2008; 주보혜, 2010; 최성은, 2011; 허남재・석재

은, 2011; 김정호・홍석철, 2013). 이러한 연구들은 분석 틀과 방

법, 자료, 그리고 변수 구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외국 연구들과 유

사하지만, 결론은 대조적이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모의 노동 

공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공산이 있다고 결론짓는 연구

(김현숙・원종학, 2004; 우석진, 2008; 김정호・홍석철, 2013)가 

소수인 반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모의 노동 공급과 독립적이

거나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연구(조윤영, 2007; 주

보혜, 2010; 최성은, 2011; 허남재・석재은, 2011)가 다수다.

  전자의 경우,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상황을 가정하여 가상적인 노동공급을 추정한 경우(김현숙・원종학, 

2004; 우석진, 2008)를 제외하면 실증적으로 보육료・유아학비 지

원이 모의 노동 공급을 늘린다고 본 연구는 김정호・홍석철(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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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일하다. 김정호・홍석철(2013)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

사’ 자료를 이용해서 보육료 지원에 따른 아동 모의 경제활동 여

부를 probit 모형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 지원 받은 경우의 경제활

동참가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영아 모는 25.5% 포인트, 유아 

모는 11.1% 포인트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자의 경우, 많은 외국 연구와 달리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모

의 노동 공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이유로 보육의 질이 낮다는 점(주보혜, 2010), 제도 설계 상 취업 

모에 대한 우대가 없는 점(조윤영, 2007; 주보혜, 2010; 최성은, 

2011; 허남재・석재은, 2011),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점(조

윤영, 2007), 보육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인식하는 점(주보혜, 2010) 

등을 꼽았다. 특히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아동의 

연령과 가구의 소득만을 고려하는 것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영・유아 모가 노동시

장에 참여해서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

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서 노동공급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때 

모의 노동과 연계시키지 않는 보육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

기 힘들다는 점(조윤영, 2007)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보육료・유

아학비 지원 정책은 제도 설계 상 모의 노동 공급을 강력하게 추동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 설계를 이유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이 모의 

노동 공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짓는 국내 선행연

구는 대부분 2008년 이전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크

게 확대된 이후 상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15) 

2007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15) 조윤영(2007)은 2004년, 주보혜(2010)는 2003-2007년, 최성은(2011)은 
2007년, 허남재・석재은(2011)은 2007년 자료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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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4인 기준 369만원)였지만 2009년 하반기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4인 기준 436만원)로, 2013년 전 계층으로 확

대16)되었고, 2010년 이후 맞벌이의 가구소득을 하향조정해서 총 

가구소득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모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것을 우려하여 노동공급을 억제하는 경우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처럼 선행연구가 지적

한 제도 설계 상 문제가 개선된 상황에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모의 노동공급

  보육료 지원과 모의 노동공급을 분석한 연구와는 달리 가정양육

수당 지원과 모의 노동공급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지만 

동일한 결론을 공유한다. 쉔은 노르웨이에서 1999년 이후 공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만 3세 이하 아동 부모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Cash-For-Care)가 모의 노동공급을 감소시켰다고 결론지었고

(Schøne, 2004), 코른스타와 토레센은 노르웨이에서 1988년부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지급한 이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단기적으로 9% 감소했고, 장기적으로 감소 효과

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Kornstad & Thoresen, 2007). 핀란

드에서도 동일한 연구결과가 있는데 코소넨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세 미만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가정양

육수당의 지원 금액이 한 달에 100유로 증가할 때마다 모의 노동시

장 참여는 8.5% 줄어든다고 주장했다(Kosonen, 2008). 이러한 연

구들은 모두 육아를 지원할 때 현금을 지급하면 가구의 비임금 소

득을 증가시켜 여성의 노동공급을 억제할 수 있다는 헤크만의 논의

(Heckman, 1974)를 경험적으로 뒷받침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정양육수당은 2009년 하반기에 처음 도입되

16) 만 3-4세 아동을 제외하면 2012년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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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정책의 역사가 매우 짧고, 지원 대상과 연령도 2012년까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17)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모의 노동공급 사이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18) 다만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아의 모 중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

으로 양육수당을 충분히 지원할 경우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양육을 

선택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63.4%가 그렇다고 응답한 바, 

액수에 따라서 가정양육수당은 모의 노동공급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서문희 외, 2011). 실제로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는 양육수당 수급 후 노동 공급 형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8.6%로 

나타났다. ‘하던 일을 그만 둔 경우’가 10.6%로 가장 많았고, 

‘하던 일을 줄였다’는 1.8%였다. 양육수당 수급 후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응답도 5.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양

육수당 수급 후 일을 그만두거나 노동시간을 줄인 사례 중 양육수

당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3.4%로 드물

었다(이정원・이혜민, 2014).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

리나라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이 더욱 증가한다면 외국과 유사

하게 모의 노동공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지원 

금액이 시장소득을 대체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영・유아 모가 미참여로 

전환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판단된다.

17)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24
개월 미만 아동 가구에 10만원을 지급했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같은 계
층 36개월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의 개월 수 에 따라서 10, 15, 20만원씩 
차등지급했다. 2013년부터 8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로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18) 우석진(2008)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10~40만원의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조
건 없이 지급하면 모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모에게만 
지원하면 노동시장 참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것은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
로 한 가상적인 시뮬레이션이라는 한계가 있고, 가정양육수당과는 수급대상과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보편적인 현금지원
이 여성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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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가설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모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가?

연구가설 1.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모의 노동시장 참여확률

을 증가시킬 것이다.

연구가설 2.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모의 노동시간을 증가시

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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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의 3차

(2007년), 6차(2010년), 9차(2013년) 자료를 사용한다. 한국복지

패널은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의료패널조

사 다음으로 규모가 크며, 지역적으로 제주도를 포함하고 가구유형

으로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그

리고 보육료・유아학비 수급 여부와 액수를 2차(2006년)부터 조사

하고 있는 바, 보육료・유아학비의 실제 수급 여부를 파악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전 계층, 전 

연령으로 확대된 것은 2013년부터인데 한국복지패널은 본 연구에 

필요한 2013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다.19)

2. 분석방법

  보육비용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정보만 이용할 때 발생하는 선택

편의(selection bias)를 해결하기 위해 헤크만의 two-stage 추정

방식이나 토빈의 tobit 모형을 사용했다(김현숙・원종학, 2004; 조

윤영, 2007; 최성은, 2011; Kimmel, 1998; Ribar, 1992; 

19) 선행연구는 노동패널을 이용한 경우가 많다(김현숙・원종학, 2004; 주보혜, 
2010; 최성은, 2011). 하지만 현재 노동패널은 현재 2013년 조사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전 계층, 전 연령으로 
확대된 이후의 모의 노동공급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수급 여부
를 따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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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elly & Kimmel 2001). 이 같은 방법은 연립방정식 모형 추정 

시 발생하는 표본선택편의와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김현숙・원종학, 2004).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보육비

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비용이 모의 노동공급에 시사하는 

바가 적다. 그리고 2013년부터 보육료・유아학비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는데, 수혜자가 둘 중 하나를 직접 선

택하고, 서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의 수급 여

부나 금액으로 모의 노동공급을 추정하면 내생성 문제가 생길 공산

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시점 간 

비교를 통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모의 노동 공급에 미친 

영향을 검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연구 대상인 모를 무작위로 추

출한 다음 무작위로 양분하여 실험 집단에게는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고 통제 집단에게는 지원하지 않은 후 두 집단 간 노동공급

의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다. 즉, 실험설계(experimental design)를 

하면 본 연구의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

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서 실험 설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

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이 특정한 정책의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해서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활

용한다. 만약 어떤 정책이 특정한 조건의 집단에게만 적용되고, 그

와 유사한 다른 집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두 집단의 정책 시

행 전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실험설계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이 적용된 집단은 프로그램집단

(program group)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은 비교집단(comparison 

group)으로 칭한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보육료・유아학비는 2015년 현재 모든 

영・유아 가구에 지원되지만 2012년까지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적

으로 지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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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로 확대된 2009년과 지원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 2013년의 

상황을 자연실험의 기회로 보고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9년 확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 확대 전인 2007년 영・유아 모의 노동

공급을 지원 확대 후인 2010년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과 비교하

고, 이를 다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아닌 유사한 집단의 

전후 노동공급 차이와 비교함으로써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2013년 

확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0년을 지원 확대 전, 2013년을 

지원 확대 후 시점으로 설정하여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를 회

귀 식으로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그런데 2013년은 보육료・유아학비 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역시 전 계층으로 확대된 해다. 보육료・유아학비와 가정양육수당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Average

outcome
Program group Comparison group

Pre-policy

change


2007(2010)년

프로그램집단 노동공급


2007(2010)년

비교집단 노동공급

Post-policy

change


2010(2013)년

프로그램집단 노동공급


2010(2013)년

비교집단 노동공급

시간에 따라 변하는 미관측 외부 요인의 효과:  - 

실제 정책 확대 효과: (  -  ) - (  -  )

회귀 식: Y = PrPr

        (Post: 시기 더미, Program: 집단 더미, : 정책 효과)

<표 5> 이중차이 분석법의 원리와 회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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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때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보육료・
유아학비와 가정양육수당은 지원 대상이 동일하고, 수혜자가 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며, 서로 이동이 가능하기에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3년에 발생한 보육료・유

아학비 지원 확대가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에 있어서 가정양육수당을 하나의 노이즈로 간주했다. 그리고 유아 

모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거나 영향의 강도

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바, 프로그램집단을 유아 모로 한정하여 보

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20)

  이중차이 분석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은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

단이 처치(treat) 여부를 제외하면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처치를 제외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미관측 외부 요

인들(time-varying unobserved external factors)이 두 집단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한다. 또한 만약 처치가 없다면 두 

집단의 일반적인 궤적(general trajectory)은 같다고 간주한다. 그

러므로 프로그램집단과 가장 유사한 비교집단을 설정하는 것은 이

중차이 분석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한 프로그램집단은 영・유아 모와 유아 모다. 선행

연구는 미취학아동 모를 프로그램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취학아동 

모나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한 경우가 가장 많

았다(Schone, 2004; Kornstad & Thoresen, 2004; 주보혜, 

2010; 고혜원, 2012). 본 연구는 이 중 취학아동 모,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모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모

는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영・유아 모와 유사하

20)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2
월 기준 만 3세, 4세, 5세의 보육료・유아학비 수급 비율은 각각 91%, 92%, 
92%다. 이는 2013년 6월 기준 만 0세, 1세, 2세의 보육료 수급비율인 13.3%, 
64%, 86.7%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보건복지위원회, 2014). 즉 유아 모는 
영아 모에 비해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집단을 유아 모로 한정하면 가정양육수당의 영향을 크게 배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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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육아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동일하지만 보육료・유아학

비 지원을 원천적으로 받지 못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2

년까지 보육료・유아학비가 가구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되

었음을 고려하여, 모를 제외한 가구원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소득 

하위 70% 영・유아 모를 프로그램집단으로, 상위 30% 영・유아 

모를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2009년에 발생한 보육료・유아학비 지

원 확대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종속변수가 노동시장 참여 여부인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노

동시간인 경우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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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대상 및 연구모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표 6>과 같이 분석모형에 따라 다르다.

  먼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형을 설정했다. 기본 모형

은 만 6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모를 프로그램집단으로, 프

로그램집단을 제외하고 만 7-9세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모를 비

교집단으로 설정했다. 가구원소득 모형은 만 6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모 중, 모를 제외한 가구원소득이 하위 70%인 모를 프

로그램집단으로, 모를 제외한 가구원소득이 상위 30%인 모를 비교

집단으로 설정했다. 다음으로 집단 간 동질성을 높이고, 가정양육수

당 지원 확대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만 4-6세에 해당

하는 자녀가 있는 모는 프로그램집단으로, 프로그램집단을 제외하고 

만 7-9세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모는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유

아 모 모형을 구성했다.

  보육료・유아학비는 만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기 때문

에 아동의 연령은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분석모형 프로그램집단 비교집단 분석대상 분석시점

기본

모형

영유아 모 초등학교 저학년 모 만 9세 이하 아동 모 07vs10

영유아 모 초등학교 저학년 모 만 9세 이하 아동 모 10vs13

가구원

소득모형

모 제외 가구원소득

하위 70% 영유아 모

모 제외 가구원소득

상위 30% 영유아 모
만 6세 이하 아동 모 07vs10

유아 모

모형

유아 모 초등학교 저학년 모 만 4-9세 아동 모 07vs10

유아 모 초등학교 저학년 모 만 4-9세 아동 모 10vs13

<표 6> 분석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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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이다.21) 이중차이 분석법을 활용하여 보육관련 정책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단을 나누고 있다(Schone, 

2004; Kornstad & Thoresen, 2004; 주보혜, 2010; 고혜원, 

2012). 특히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2009년 하반기 이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로 확대되었고, 2013년 이후 전 계층

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류는 정책의 영향을 받은 집

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보육료・유아학비는 2012년까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적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2009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영

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구소득은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단을 나누

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가구소득으로 집

단을 구분할 시, 종속변수인 모의 노동공급이 독립변수인 가구소득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가 생길 공산이 

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가구소득 대신 

모를 제외한 가구원소득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단을 구

분했다.22)

21) 정부의 보육사업안내(2007, 2010, 2013)에 따르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은 만 5세 이하다. 하지만 아동 연령의 기준이 사회과
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령 기준과 상이하다. 예컨대, 2013년 기준 만 0
세에 해당하는 아동은 2012년 이후 출생자로서 ‘해당년도-출생년도’로 계산
했을 때 만 1세 역시 만 0세 아동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년도-출
생년도’로 만 나이를 구했을 때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을 만 6세 이하로 보았다. 이와 같은 구분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의 연령을 구할 때도 동일하다.

22) 2010년 기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378만
원(3인), 436만원(4인), 488만원(5인), 534만원(6인)으로 상이하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536만원(3인), 5,232만원(4인), 5,856만원(5인), 6,408
만원(6인)이다. 본 연구에서 모를 제외한 가구원소득 하위 70% 모의 가구소득 
절단값은 5,157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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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2007 vs 2010

2010 vs 2013

2007 vs 2010

2010 vs 2013

<그림 2> 연구모형



- 29 -

제3절 변수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모의 노동공급이다. 노동공급은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노동시간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크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

한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고, 취업자는 다

시 일곱 가지 직군23)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 참여자는 

취업자로, 노동시장 미참여자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로 본다. 

노동시장 참여자는 1, 미참여자는 0으로 코딩한다. 노동시간은 규칙

적으로 일한 경우와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를 구분하여 측정한다.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7로 나눈 값에 근로

개월 수와 근로일 수를 곱하여 1년 노동시간을 구한 후 이를 다시 

365로 나눈 값에 7을 곱하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구했다. 불규칙

적으로 일한 경우는 일한 날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에 근로개월 수

와 근로일수를 곱하여 1년 노동시간을 구한 후 이를 다시 365로 

나눈 값에 7을 곱하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구했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다. 보육

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발생한 보

육료・유아학비 지원의 계층, 연령, 금액의 확대를 의미한다.

  2007년과 2010년 사이를 기간 1로, 2010년과 2013년 사이를 

기간 2로 본다면, 각 기간 별로 독립변수는 세 가지다. 첫 번째 독

립변수는 시기 더미다. 기간 1에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전 

23)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고용주, 자영업자, 무
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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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인 2007년은 0으로, 확대 후 시점인 2010년은 1로 코딩한다. 

기간 2에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전 시점인 2010년은 0으

로, 확대 후 시점인 2013년은 1로 코딩한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집단 더미다. 이것은 정책 확대의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변수다. 프

로그램집단은 1로, 비교집단은 0으로 코딩한다. 세 번째 독립변수는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상호작용 변수다.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상

호작용 변수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이후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단의 노동공급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정책 

확대 효과를 나타낸다. 2010년×프로그램집단, 2013년×프로그램

집단 중 어느 한 곳에 해당하면 1로, 아니면 0으로 코딩한다.

3.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7>과 같다.

24) 유아 모 모형에서는 유아 자녀 수를 통제했다.

구분 변수 명 변수 설명 및 측정방법

모

특성

연령 모의 만 나이(해당조사기준년도-출생년도)

교육수준

중졸미만=1, 중졸이상 고졸미만=2,

고졸이상 전문대졸미만=3, 전문대졸이상 대졸미만=4,

대졸이상 대학원 졸업미만=5, 대학원 졸업이상=6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별거, 미혼, 이혼, 사별)=0

가구주 여부 가구주=1, 비가구주=0

자녀

특성

영・유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24)

가장 어린 자녀 연령 가장 어린 자녀의 만 나이

취학 자녀 유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있음=1, 없음=0

가구

특성

부모세대와 동거 여부 부모세대와 동거=1, 비동거=0

모를 제외한 가구원소득 ln(가구 경상소득-모의 근로소득)

기타 대도시 거주 여부
대도시(서울, 광역시) 거주=1,

그 외 지역(시, 군, 도농복합군) 거주=0

<표 7>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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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제1절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에 미  

      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영・유아 모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 절차에 따라서 분석한다. 먼저 분석대상

인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한다. 다음으로 

두 집단에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이전과 이후의 노동공급

의 차이를 구하고, 다시 두 값의 차이를 구하는 단순이중차이 분석

을 실시한다. 끝으로 두 집단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모든 분석은 

표준가중치를 적용했다.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1) 기본 모형

  기본 모형의 분석대상은 만 9세 이하 아동의 모다. 이중 가장 어

린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영・유아의 모는 프로그램집단으로, 

만 7-9세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모는 비교집단으로 구분했다.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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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모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시간이 흐를

수록 평균 연령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초등학교 저학년 모가 

영・유아 모에 비해 평균 연령이 5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두 집단 모두 고졸이상 대졸미만의 학력을 가졌지만 

영・유아 모가 초등학교 저학년 모에 비해 교육수준이 평균적으로 

조금 더 높았다. 혼인상태 역시 두 집단 모두 거의 배우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별거,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

는 모의 비율이 비교집단에서 약 4% 포인트 더 높았다. 반면 가구

주인 모의 비율은 초등학교 저학년 모 집단에서 약 3% 포인트 더 

높았다. 이는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모의 비율이 초등학교 저학년 

모 집단에서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녀특성을 살펴보면, 영・유아 모의 평균적인 영・유아 

       집단 

  변수

영・유아 모 초등학교 저학년 모

전체 2007 2010 2013 전체 2007 2010 2013

연령 33.87 33.23 34.05 34.43 38.74 37.77 38.97 39.61

교육수준 3.94 3.83 3.94 4.06 3.67 3.46 3.70 3.87

혼인상태 0.98 0.98 0.98 0.99 0.94 0.94 0.94 0.95

가구주여부 0.02 0.02 0.02 0.01 0.05 0.05 0.07 0.05

영유아자녀수 1.32 1.33 1.34 1.29 0 0 0 0

가장어린자녀

연령
3.17 3.08 3.25 3.19 7.97 7.89 8.06 7.97

취학자녀수 0.47 0.43 0.49 0.48 1.96 1.93 1.96 1.98

부모세대

동거여부
0.11 0.10 0.14 0.10 0.09 0.11 0.07 0.08

모 제외

가구원소득

4919.

90

4244.

69

5040.

96

5570.

75

4689.

18

3913.

36

5016.

09

5251.

53

대도시

거주여부
0.42 0.44 0.41 0.41 0.43 0.45 0.43 0.41

N 2715 1005 821 889 1012 373 296 343

<표 8>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기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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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는 1.32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린 자녀 연령은 영・유아 

모 집단은 약 3세, 초등학교 저학년 모 집단은 약 8세로 두 집단 

간 차이는 약 5세 정도였다. 취학자녀 수는 영・유아 모 집단은 평

균 0.47명, 초등학교 저학년 모 집단은 평균 1.96명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모 집단에서 다소 높았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가구 특성은 다음과 같다. 두 집단 모두 약 

10%의 모가 부모세대와 동거를 하고 있었지만 영・유아 모 집단은 

평균 11%, 초등학교 저학년 모 집단은 평균 9%로, 영・유아 모 집

단이 평균적으로 2% 포인트 더 높았다. 분석대상인 모를 제외한 가

구원소득은 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영・유아 모 집단이 약 260만

원 정도 많았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약 40% 가량이 대도시에 거

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구원소득 모형

  가구원소득 모형의 분석대상은 만 6세 이하 아동의 모다. 이 중 

모를 제외한 가구원소득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는 

프로그램집단으로,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모는 비교집단으로 

구분했다.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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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소득 모형의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단은 모를 제외한 가구

원소득과 교육수준을 제외하면 일반적 특성이 거의 유사했다. 먼저 

모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의 경우 가구원소득 하위 70% 모가 

만 33.47세, 상위 30% 모가 만 33.90세로, 상위 30% 모가 약 

0.4세 많았다. 교육수준은 가구원소득 하위 70% 모가 평균적으로 

고졸이상 대졸미만인 반면, 상위 30% 모는 평균적으로 대졸 이상

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집단의 교육수준이 더 높았다. 두 집

단 모두 대부분 배우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별거,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모의 비율이 프로그램집단에

서 약 3% 포인트 더 높았고, 가구주인 모의 비율도 프로그램집단에

서 3% 포인트 더 높았다.

  다음으로 자녀특성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집단인 가구원소득 하위 

70% 모의 평균 영・유아 자녀 수는 1.34명, 비교집단인 상위 30% 

       집단 

  변수

모 제외 가구원소득 

하위 70% 영유아 모

모 제외 가구원소득

상위 30% 영유아 모

전체 2007 2010 전체 2007 2010

연령 33.47 33.07 34.05 33.90 33.73 34.04

교육수준 3.70 3.67 3.74 4.30 4.32 4.29

혼인상태 0.97 0.97 0.97 1 0.99 1

가구주여부 0.03 0.03 0.03 0 0 0

영유아자녀수 1.34 1.36 1.32 1.33 1.27 1.37

가장어린자녀

연령
3.16 3.08 3.27 3.17 3.11 3.22

취학자녀수 0.44 0.41 0.48 0.50 0.50 0.50

부모세대

동거여부
0.11 0.09 0.14 0.13 0.12 0.14

모 제외

가구원소득
3312.65 3183.21 3502.64 7610.05 7543.16 7663.91

대도시

거주여부
0.42 0.43 0.41 0.45 0.48 0.43

N 1278 760 518 548 244 304

<표 9>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가구원소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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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평균 영・유아 자녀 수는 1.33명으로 거의 동일했다. 가장 어

린 자녀 연령 역시 프로그램집단 만 3.16세, 비교집단 만 3.17세로 

거의 동일했다. 취학자녀 수는 프로그램집단이 0.44명, 비교집단이 

0.50명으로 비교집단이 근소하게 많았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가구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부모세대와 동거

를 하고 있는 비율이 프로그램집단은 11%, 비교집단은 13%로, 비

교집단이 약 2% 포인트 정도 높았고, 모를 제외한 가구원소득은 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집단이 약 4,300만원 많았다. 한편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프로그램집단은 평균 42%, 비교집단은 

45%로, 비교집단이 약 3% 포인트 더 높았다.

2. 단순이중차이 분석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순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했다. 단순이중차

이 분석은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집단과 이들

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

각되는 비교집단의 정책 시행 전후 차이를 구한 후, 다시 두 값의 

차이를 구함으로써 두 집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미 

관측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

구를 대상으로 하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2009년에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까지 확대되었고, 2013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 가구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

년과 2013년을 정책 확대 후 시점으로 설정했고, 2007년과 2010

년을 각각의 정책 확대 전 시점으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1) 2007년 vs 2010년

  먼저 2007년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전 시점, 20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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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후 시점으로 설정했을 때, 기본 모형인 

영・유아 모와 초등학교 저학년 모의 노동공급에 대한 단순이중차

이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두 집단에서 모두 노동시장 참여율과 

노동시간이 증가했다. 증가폭은 영・유아 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노동시장 참여율의 경우, 영・유아 모는 6.7% 포인트 증가했

고, 초등학교 저학년 모는 2.4% 포인트 증가하여 이중차이는 4.3% 

포인트였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를 제외한 다른 외부요인의 

영향이 두 집단에게 동일하게 작용했다고 간주하면 보육료・유아학

비 지원 확대가 영・유아 모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4.3% 포인트 증

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당 평균노동

시간 역시 두 집단에서 모두 증가했다. 하지만 영・유아 모는 약 

0.9시간 증가한 반면 초등학교 저학년 모는 약 0.8시간 증가해서 

이중차이는 약 0.1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과 동일하게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영・유아 모의 노동시간을 약 0.1시간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단 구분 2007 2010 시점차이

노동시장

참여

영유아 모
0.356

(0.479)

0.423

(0.494)
0.067

초등학교

저학년 모

0.565

(0.496)

0.589

(0.493)
0.024

집단차이 -0.209 -0.166
이중차이 0.043

노동시간

영유아 모
10.112

(15.946)

11.011

(16.159)
0.899

초등학교

저학년 모

17.632

(19.218)

18.439

(20.591)
0.807

집단차이 -7.520 -7.428
이중차이 0.092

주: (  ) 안의 값은 SE임. 

<표 10> 기본 모형 단순이중차이: 2007년 vs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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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같은 기간, 모를 제외한 가구원소득 하위 70% 영・유아 

모와 상위 30%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에 대한 단순이중차이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2007년과 2010년 사이 두 집단의 노동공급 변화는 상이했다. 프

로그램집단인 가구원소득 하위 70% 영・유아 모는 노동시장 참여

율과 노동시간이 모두 증가한 반면, 비교집단인 가구원소득 상위 

30% 영・유아 모는 노동시장 참여율과 노동시간이 모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율의 경우, 프로그램집단은 11.4% 포인트 

증가했고, 비교집단은 1% 포인트 감소하여 이중차이는 12.4% 포인

트였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를 제외한 다른 외부요인의 영

향이 두 집단에게 동일하게 작용했다고 간주하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가구원소득 하위 70% 영・유아 모의 노동시장 참여율

을 12.4% 포인트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당 평균노동시간의 경우, 프로그램집단은 약 2.6시간 증가

한 반면 비교집단은 약 1.6시간 감소해서 이중차이는 약 4.2시간으

로 나타났다. 이는 앞과 동일하게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가

집단 구분 2007 2010 시점차이

노동시장

참여

가구원소득

하위 70% 영유아 모 

0.359

(0.480)

0.473

(0.500)
0.114

가구원소득

상위 30% 영유아 모 

0.346

(0.477)

0.336

(0.473)
-0.010

집단차이 0.013 0.137
이중차이 0.124

노동시간

가구원소득

하위 70% 영유아 모 

10.419

(16.196)

13.022

(17.512)
2.603

가구원소득

상위 30% 영유아 모 

9.160

(15.136)

7.582

(12.864)
-1.578

집단차이 1.259 5.440
이중차이 4.181

주: (  ) 안의 값은 SE임. 

<표 11> 가구원소득 모형 단순이중차이: 2007년 vs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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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소득 하위 70% 영・유아 모의 노동시간을 약 4.2시간 증가시

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2010년 vs 2013년

  다음으로 2010년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전 시점, 2013

년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후 시점으로 설정했을 때, 영・유

아 모와 초등학교 저학년 모의 노동공급에 대한 단순이중차이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2013년 이후 전 계층에게 보육료・유아학

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기본 모형만 분석했다.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일어난 두 집단의 노동공급 변화는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와 다소 상이하다. 노동시장 

참여율의 경우, 영・유아 모는 2.6% 포인트 증가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모는 6.9% 포인트 감소하여 이중차이는 9.5% 포인트로 나

타났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를 제외한 다른 외부요인의 영

향이 두 집단에게 동일하게 작용했다고 간주하면 보육료・유아학비 

집단 구분 2010 2013 시점차이

노동시장

참여

영유아 모
0.423

(0.494)

0.449

(0.498)
0.026

초등학교

저학년 모

0.589

(0.493)

0.520

(0.500)
-0.069

집단차이 -0.166 -0071
이중차이 0.095

노동시간

영유아 모
11.011

(16.159)

10.349

(14.348)
-0.662

초등학교

저학년 모

18.439

(20.591)

13.369

(15.809)
-5.070

집단차이 -7.428 -3.020
이중차이 4.408

주: (  ) 안의 값은 SE임.

<표 12> 기본 모형 단순이중차이: 2010년 vs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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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확대가 영・유아 모의 취업률을 9.5% 포인트 증가시키는 방

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두 

집단 모두 감소했다. 영・유아 모는 약 0.66시간 감소했고, 초등학

교 저학년 모는 약 5시간 감소해서 이중차이는 약 4.4시간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영・유아 모

의 노동시간을 약 4.4시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단순이중차이 분석 결과 2009년과 2013년에 발생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영・유아 모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노동시간을 모두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자녀의 특성, 그리고 가구특성 등 모

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증가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분석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통제변수를 포함한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3. 이중차이 회귀분석

  단순이중차이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

인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3>, 노동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4>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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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2007 vs 2010 2010 vs 2013

기본 모형 가구원소득 모형 기본 모형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통

제

변

수

연령
.022

(.012)
1.022+

.030
(.014)

1.030*
-.001

(.012)
.999

교육수준
.362

(.049)
1.436***

.363
(.058)

1.438***
.362

(.049)
1.436***

혼인상태
-.076

(.401)
.927

.217
(.484)

1.242
.628

(.411)
1.875

가구주

여부

.274

(.404)
1.315

1.006
(.496)

2.735*
1.021

(.427)
2.776*

영유아

자녀수

-.195

(.112)
.823+

-.225
(.114)

.798*
.088

(.112)
1.092

가장어린

자녀연령

.152

(.033)
1.164***

.140
(.035)

1.150***
.149

(.033)
1.161***

취학

자녀수

.066

(.075)
1.069

.001
(.092)

1.001
-.038

(.071)
.963

부모세대

동거여부

.870

(.143)
2.386***

1.085
(.163)

2.960***
.902

(.150)
2.465***

(nl)

본인외

가구소득

-.616

(.083)
.540***

-.519
(.127)

.595***
-.712

(.090)
.491***

거주지
-.246

(.087)
.782**

-.202
(.104)

.817+
-.115

(.088)
.891

독

립

변

수

시기더미
.132

(.165)
1.141

-.032
(.188)

.968
-.286

(.167)
.752+

집단더미
.226

(.209)
1.254

-.106
(.194)

.900
-.257

(.222)
.774

시기집단

상호작용

.159

(.193)
1.173

.450
(.225)

1.568*
.509

(.195)
1.664**

상수
1.906

(.811)
6.727*

.928
(1.199)

2.531
3.197

(.854)
24.466***

사례수 2495 1826 2350

Chi-square Chi-square Chi-square

287.888***

(df=13)

182.395***

(df=13)

193.199***

(df=13)

*** p<.001, ** p<.01, * p<.05, + p<.10

<표 13>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노동시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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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2007 vs 2010 2010 vs 2013

기본 모형 가구원소득 모형 기본 모형

B S.E B S.E B S.E

통

제

변

수

연령 .272** .088 .221* .100 .164+ .086

교육수준 1.575*** .366 1.638*** .406 1.395** .355

혼인상태 -3.476 2.915 -4.205 3.290 -.172 2.789

가구주

여부
-3.482 2.973 1.490 3.354 .987 2.773

영유아

자녀수
-1.359 .830 -1.446+ .782 1.213 .821

가장어린

자녀연령
1.252*** .248 1.194*** .246 1.066** .241

취학

자녀수
.492 .580 .295 .654 .318 .523

부모세대

동거여부
6.589*** 1.084 8.126*** 1.153 6.832** 1.075

(nl)

본인외

가구소득

-4.951*** .570 -4.157*** .829 -6.282** .588

거주지 -2.030** .669 -1.203+ .728 -1.312* .651

독

립

변

수

시기더미 1.362 1.293 -1.523 1.312 -4.897** 1.228

집단더미 2.532 1.610 -.847 1.332 -2.918+ 1.633

시기집단

상호작용
-.556 1.499 3.364* 1.576 5.352** 1.438

상수
34.519

***
5.834

33.118
***

7.955
49.910

**
5.869

사례수 2495 1826 2350

 F  F  F

.119
25.711

***
.106

16.586

***
.108

21.750

***

*** p<.001, ** p<.01, * p<.05, + p<.10

<표 14>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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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2007년 vs 2010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형의 경우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상호작용항이 노동시

장 참여와 노동시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즉 2010년에 일어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료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들의 다수 결과와 일치한다(조윤

영, 2007; 주보혜, 2010; 최성은, 2011; 허남재・석재은, 2011).

  반면, 가구원소득 모형의 경우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상호작용항이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시간에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모를 제외한 가구원소득 

하위 70% 영・유아 모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오즈

(odds)가 57% 증가했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36시간 증가했

다. 즉 2013년에 일어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료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

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들 중 김정호・홍석철

(2013)의 결과 및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한다.25)

  2007년 vs 2010년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영・유아 모의 노동공

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교

육수준,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부모세대 동거 여부, 본인 외 가구소

득, 그리고 대도시 거주 여부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

이 높고, 노동시간이 길었다. 또한 부모세대와 동거를 하고, 대도시

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고, 노동시간이 

25) 한편 김현숙・원종학(2004)은 노동패널 2001년, 2002년 자료를 이용해서 
모의실험을 한 결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게까지 보육료를 
보조할 경우, 영・유아 모의 주당 노동시간이 0.3에서 3.6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가구원소득 모형을 통해 도출된 값은 김현숙・원종학(2004)
이 예상한 범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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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다.

  다음으로 2010년 vs 2013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상호작용항이 노동시장 참여와 노

동시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모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오즈(odds)가 66% 

증가했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35시간 증가했다. 즉 2013년에 

일어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보육료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들 중 김정호・홍석철(2013)의 결과 및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한다.

  2010년 vs 2013년 분석에서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령, 가구주 여부, 교

육수준, 가장 어린 자녀 연령, 부모세대 동거 여부, 본인 외 가구소

득, 그리고 대도시 거주 여부였다. 이중 가구주 여부는 노동시장 참

여에만, 모의 연령과 거주지는 노동시간에만 영향을 미쳤다. 노동시

장 참여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본인 외 가구소득이 적

을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가구주인 경우, 

부모세대와 동거를 하는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노

동시간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본인 외 가구소득이 적

을수록 노동시간이 길었다. 그리고 부모세대와 동거를 하고, 대도시

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노동시간이 길었다. 모의 연령은 p<.10 수

준에서 유의미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노동시간이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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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유아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프로그램집단을 유아 모로 한정하여 보육료・유아학

비 지원 확대가 유아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프

로그램집단을 유아 모로 한정하면 비교집단인 초등학교 저학년 모

와 유사성이 높아지고, 가정양육수당의 영향을 크게 배제한 상태에

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의 영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절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

인 유아 모와 초등학교 저학년 모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한다. 다

음으로 단순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이중차이 회

귀분석을 실시한다. 모든 분석은 표준가중치를 적용했다.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절의 분석대상은 만 4-9세 아동의 모다. 이중 가장 어린 자녀 

연령이 만 4-6세인 유아의 모는 프로그램집단으로, 만 7-9세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모는 비교집단으로 구분했다.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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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모 특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모가 유아 모에 비해 

평균 연령이 3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두 집단 

모두 고졸이상 대졸미만의 학력을 가졌지만 유아 모가 초등학교 저

학년 모에 비해 교육수준이 평균적으로 조금 더 높았다. 두 집단 모

두 대부분 배우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모의 비율이 비교집단에서 평균적으로 3% 포인트 더 높았다. 가구

주 비율 역시 거의 유사했는데 비교집단에서 2% 포인트 더 높았다.

  다음으로 자녀특성을 살펴보면, 유아 모의 평균적인 유아 자녀 수

는 1.12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린 자녀 연령은 유아 모 집단은 약 

5세, 초등학교 저학년 모 집단은 약 8세로 두 집단 간 차이는 약 3

세 정도였다. 취학자녀 수는 유아 모 집단은 평균 0.74명, 초등학교 

저학년 모 집단은 평균 1.96명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모 집단이 약 

       집단 

  변수

유아 모 초등학교 저학년 모

전체 2007 2010 2013 전체 2007 2010 2013

연령 35.63 35.16 35.78 36.00 38.74 37.77 38.97 39.61

교육수준 3.82 3.70 3.86 3.92 3.67 3.46 3.70 3.87

혼인상태 .97 .96 .96 .98 .94 .94 .94 .95

가구주여부 .03 .04 .02 .01 .05 .05 .07 .05

유아자녀수 1.12 1.13 1.13 1.09 0 0 0 0

가장어린자녀

연령
4.98 4.98 4.92 5.03 7.97 7.89 8.06 7.97

취학자녀수 .74 .73 .77 .71 1.96 1.93 1.96 1.98

부모세대

동거여부
.11 .09 .13 .11 .09 .11 .07 .08

모 제외

가구원소득

4891.

27

3996.

62

4946.

09

5842.

62

4689.

18

3913.

36

5016.

09

5251.

53

대도시

거주여부
.43 .44 .43 .43 .43 .45 .43 .41

N 1145 415 361 369 1012 373 296 343

<표 15>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유아 모 모형)



- 46 -

1명 정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가구 특성은 다음과 같다. 두 집단 모두 약 

10%의 모가 부모세대와 동거를 하고 있었지만 유아 모 집단은 평

균 11%, 초등학교 저학년 모 집단은 평균 9%로, 영・유아 모 집단

이 평균적으로 2% 포인트 더 높았다. 분석대상인 모를 제외한 가구

원소득은 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유아 모 집단이 약 200만원 정

도 많았다. 끝으로 두 집단 모두 평균적으로 43% 가량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단순이중차이 분석

  2009년에 발생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의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서 2007년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전 시점, 2010년

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후 시점으로 설정하고 단순이중차

이 분석을 실시했다. 유아 모와 초등학교 저학년 모의 노동공급에 

대한 단순이중차이 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집단 구분 2007 2010 시점차이

노동시장

참여

유아 모
0.461

(0.499)

0.475

(0.500)
0.014

초등학교

저학년 모

0.565

(0.496)

0.589

(0.493)
0.024

집단차이 -0.104 -0.114
이중차이 -0.010

노동시간

유아 모
13.629

(17.186)

13.574

(17.782)
-0.055

초등학교

저학년 모

17.632

(19.218)

18.439

(20.591)
0.807

집단차이 -4.003 -4.865
이중차이 -0.862

주: (  ) 안의 값은 SE임.

<표 16> 유아 모 모형 단순이중차이: 2007년 vs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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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두 집단에서 모두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초등학교 저학년 모가 다소 컸다. 유아 모는 

1.4% 포인트 증가했고, 초등학교 저학년 모는 2.4% 포인트 증가하

여 이중차이는 -1% 포인트였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를 제

외한 다른 외부요인의 영향이 두 집단에게 동일하게 작용했다고 간

주하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유아 모의 노동시장 참여율

을 1% 포인트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주당 평균노동시간의 경우 유아 모는 약 0.06시간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 저학년 모는 약 0.8시간 증가해서 이중차이는 약 -0.86

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과 동일하게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

대가 유아 모의 노동시간을 약 0.86시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

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3년에 발생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의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서 2010년을 확대 전 시점, 2013년을 확대 후 시

점으로 설정하고 단순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다.

집단 구분 2010 2013 시점차이

노동시장

참여

유아 모
0.475

(0.500)

0.485

(0.500)
0.010

초등학교

저학년 모

0.589

(0.493)

0.520

(0.500)
-0.069

집단차이 -0.114 -0.035

이중차이 0.079

노동시간

유아 모
13.574

(17.782)

11.370

(14.984)
-2.204

초등학교

저학년 모

18.439

(20.591)

13.369

(15.809)
-5.070

집단차이 -4.865 -1.999

이중차이 2.866

주: (  ) 안의 값은 SE임.

<표 17> 유아 모 모형 단순이중차이: 2010년 vs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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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유아 모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1% 포

인트 증가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모는 6.9% 포인트 감소하여 이

중차이는 7.9% 포인트였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를 제외한 

다른 외부요인의 영향이 두 집단에게 동일하게 작용했다고 간주하

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유아 모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7.9% 포인트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주당 평균노동시간의 경우 두 집단에서 모두 감소했지만 감소폭

은 초등학교 저학년 모가 더 컸다. 유아 모는 약 2.2시간 감소한 반

면 초등학교 저학년 모는 약 5.1시간 감소해서 이중차이는 약 2.9

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 참여와 동일하게 보육료・유아학

비 지원 확대가 유아 모의 노동시간을 약 2.9시간 증가시키는 방향

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단순이중차이 분석 결과 2009년에 발생한 보육료・유

아학비 지원 확대는 유아 모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노동시간을 모두 

감소시킨 반면, 2013년에 발생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유

아 모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노동시간을 모두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모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시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도

출된 이중차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없

기에 예비분석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통제변수를 포함한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유아 

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이중차이 회귀분석

  단순이중차이 분석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

해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2010년과 

2013년을 정책 확대 후 시점, 2007년과 2010년을 각각의 정책 확

대 전 시점으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는 <표 18>, <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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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노동시장 참여

2007 vs 2010 2010 vs 2013

B

(S.E)
Exp(B)

B

(S.E)
Exp(B)

통

제

변

수

연령
.041

(.015)
1.042**

.008

(.015)
1.008

교육수준
.372

(.063)
1.451***

.257

(.063)
1.293***

혼인상태
-.948

(.533)
.388+

.693

(.464)
1.999

가구주

여부

-.853

(.539)
.426

.672

(.488)
1.958

유아

자녀수

.338

(.235)
1.403

.486

(.260)
1.626+

가장어린

자녀연령

.199

(.073)
1.221**

.161

(.074)
1.175*

취학

자녀수

.197

(.092)
1.218*

-.004

(.088)
.996

부모세대

동거여부

.511

(.196)
1.667**

.941

(.215)
2.563***

(nl)본인외

가구소득

-.779

(.103)
.459***

-.728

(.109)
.483***

거주지
-.257

(.113)
.773*

.004

(.114)
1.004

독

립

변

수

시기더미
.141

(.168)
1.152

-.268

(.167)
.765

집단더미
.054

(.328)
1.055

-.580

(.363)
.560

시기집단

상호작용

-.031

(.225)
.969

.483

(.228)
1.622*

상수
2.776

(1.091)
16.054*

3.118

(1.118)
22.592**

사례수 1445 1369

Chi-square Chi-square

148.147***

(df=13)

102.841***

(df=13)
*** p<.001, ** p<.01, * p<.05, + p<.10

<표 18>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노동시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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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노동시간

2007 vs 2010 2010 vs 2013

B S.E B S.E

통

제

변

수

연령 .471*** .122 .325** .116

교육수준 1.767*** .515 .839+ .496

혼인상태 -6.833+ 3.841 .451 3.470

가구주

여부
-9.018* 4.009 -.477 3.583

유아

자녀수
2.050 2.003 4.821* 2.080

가장어린

자녀연령
1.649** .611 .860 .588

취학

자녀수
1.631* .767 .655 .699

부모세대

동거여부
5.137** 1.609 7.278*** 1.596

(nl)본인외

가구소득
-6.193*** .728 -6.487*** .747

거주지 -2.820** .949 -.717 .908

독

립

변

수

시기더미 1.312 1.408 -4.935*** 1.319

집단더미 1.750 2.785 -6.305* 2.892

시기집단

상호작용
-1.058 1.897 4.584* 1.809

상수 34.924*** 8.434 47.618*** 8.314

사례수 1445 1369

 F  F

.106 13.099*** .109 12.769***

*** p<.001, ** p<.01, * p<.05, + p<.10

<표 19>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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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2007년 vs 2010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효과를 나타

내는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상호작용항이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시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2009년

에 일어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유아 모의 노동공급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료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들의 다수 결과와 일치한다(조윤영, 2007; 주보혜, 

2010; 최성은, 2011; 허남재・석재은, 2011). 유아 모의 노동공급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교육

수준,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 가장 어린 자녀 연령, 취학자녀 수, 부

모세대 동거 여부, 본인 외 가구소득, 그리고 대도시 거주 여부였다. 

이중 가구주 여부는 노동시간에만 영향을 미쳤다.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고,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많고, 취학자녀 수가 많고, 부모세대

와 동거를 하고, 본인 외 가구소득이 적고,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을

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혼인상태는 p<.10 수준에

서 유의미했는데, 별거,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

친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고, 가

구주가 아니고,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많고, 취학자녀 수가 많고, 

부모세대와 동거를 하고, 본인 외 가구소득이 적고, 대도시에 거주

하지 않을수록 노동시간이 길었다. 노동시장 참여와 동일하게 혼인

상태는 p<.10 수준에서 유의미했는데, 별거, 미혼, 이혼, 사별 등으

로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2010년 vs 2013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시기더미와 집단더미의 상호작용항이 노동시장 참여와 노

동시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모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오즈(odds)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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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58시간 증가했다. 즉 2013년에 

일어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유아 모의 노동공급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보육료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한 국내 선행연구 중 김정호・홍석철(2013)의 결과 및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한다. 유아 모의 노동공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유아 자녀 수, 가장 어

린 자녀 연령, 부모세대 동거 여부, 그리고 본인 외 가구소득이었다. 

이중 가장 어린 자녀 연령은 노동시장 참여에만, 모의 연령은 노동

시간에만 영향을 미쳤다.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고,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많고, 

부모세대와 동거를 하고, 본인 외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유아 자녀 수는 p<.10 수준에서 유의미했는

데, 유아 자녀 수가 많을수록 노동시장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고, 유

아 자녀 수가 많고, 부모세대와 동거를 하고, 본인 외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노동시간이 길었다. 교육수준은 p<.10 수준에서 유의미했

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간이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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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모의 노동공급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기본

적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년과 2013년에 발생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확대 경

험을 자연실험의 기회로 삼아 이중차이 분석법을 활용하여 모의 특

성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의 차별적인 영향을 구하고

자 했다. 분석시점은 각각 2007년 vs 2010년, 2010년 vs 2013년

이고, 분석대상은 만 9세 이하 아동의 모다. 분석모형은 세 가지로, 

기본 모형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만 6세 이하 영・유아 모를 프로그램집단, 만 7-9세 초등학교 저

학년 모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했다. 가구원소득 모형은 만 6세 이하 

영・유아 모 중, 모를 제외한 가구원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를 프로그램집단, 상위 30%에 해당하는 모를 비교집단으로 설정

했다. 그리고 유아 모 모형은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높이고, 2013년 이후 전 계층에게 지원된 가정양육수당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만 4-6세 유아 모를 프로그램집단, 만 

7-9세 초등학교 저학년 모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모형의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 2009년에 이루어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영・유아 모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

과 노동시간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는 국

내에서 보육료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의 다수 결과(조윤영, 2007; 주보혜, 2010; 최성은, 2011; 

허남재・석재은, 2011)와 일치하고,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지 않

는다. 반면, 2013년에 이루어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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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모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과 노동시간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이는 국내에서 보육료 지원이 모의 노동공

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 중 김정호・홍

석철(2013)의 결과 및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한다. 한편, 분석대상

을 영・유아 모로 한정하여, 가구원소득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한 가구원소득 모형에서는 2009년에 이루어진 보

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와 기본모형과 상이한 결과를 보

였다.

  둘째, 더욱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 유아 모를 프로그램집단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모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영・유아 모를 프로그램집단으로 설정했을 때와 

동일했다. 2009년에 이루어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유아 

모의 노동공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 못한 반면 

2013년에 이루어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유아 모의 노동

시장 참여 확률과 노동시간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

켰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먼저 2013년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 이

후 지원대상이 되는 모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과 노동시간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보아 보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은 여러 선행연구

(Conelly & Kimmel 2001; Powell, 2002; Blau & Tekin, 

200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탈 가족화를 

추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시기 가정양육수당이 크게 확대

되었음에도 모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

다.26)

  다음으로 2009년에 발생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모의 

26) 현재까지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의 영향이 가정양육수당 확대 영향을 
압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액이 가정양육수당 보다 
훨씬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0세 기준, 시설지원 포함 78만원 vs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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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은 모호하다. 다만 세 개의 모형 중 두 개의 

모형에서 연구가설을 기각한 바, 2009년에 발생한 보육료・유아학

비 지원 확대는 모의 노동공급을 뚜렷하게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

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도 설계 상 취업 모에 대

한 우대가 적고, 여전히 상당히 엄격한 소득기준을 적용한 것이 가

장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조윤영, 2007; 주보혜, 2010; 

허남재・석재은, 2011). 2009년 6월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4인 기준 369만원) 이하에게 지원되던 보육료・유아학비는 

2009년 7월 이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4인 기준 436만원) 

까지 확대 지원됐다. 그런데 소득하위 50%에게는 전액 지원된 반

면, 소득하위 50-60%에게는 전액의 60%, 소득하위 60-70%에게

는 전액의 30%만 지원되었기 때문에 전 계층 모의 노동공급을 크

게 유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모가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가

구 소득이 증가하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노동공급을 

억제한다는 설명은 2009년에 발생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설명은 2013년 이후 가

구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보육료・유아학비가 지원됨에 따라

서 모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과 노동시간이 기본 모형과 유아 모 모

형에서 모두 증가한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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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

대가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일부 확대된 경험과 

전 계층으로 확대된 경험을 자연실험의 기회로 삼아 차례로 분석함

으로써 지금까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왜 

모의 노동공급이 명확하게 증가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한다. 보육료 

지원, 혹은 지원 확대가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결

론지은 선행연구는 낮은 보육의 질, 경직된 노동시장, 노동시장 참

여 모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등을 그 원인으로 주목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중에서 노동시장 참여 모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가 보육

료・유아학비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의 노동공

급을 억제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육

료・유아학비가 전 계층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현재에 비해 모의 

노동공급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 양육자가 노동시

장에 참여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보육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맞춤형 보육’을 추진 중이다(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안, 2015). 전일제 근무 맞벌이, 학교 재학, 구직, 자원봉사 등으로 

인해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부모에게 충분한(12시간) 보

육서비스를 제공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맞춤반(6-8시간)을 신

설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 안의 핵심 내용이다. 그

런데 이러한 방안은 맞벌이 가정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보

다는 그렇지 않은 가정의 혜택을 제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일용직이나 무급

가족종사자 등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지만 이를 서류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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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모의 경우 추가적인 보육서비스가 절실함에도 지원에

서 배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현재와 같이 보편적으로 제공하되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추가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아이돌봄서비스’와 같

은 정책으로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모의 노동공급을 유인하면

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는 방안일 것이다.27)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방법이 가진 한계다. 본 연구는 2009년과 2013년에 

발생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경험을 자연실험의 기회로 삼아 

이중차이 분석법을 활용하여 모의 특성에 따른 노동공급의 차이를 

구했다. 그런데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중차이 분석법은 시간에 따

라 변화하는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두 집단에 동일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가정한다. 본 연구는 영・유아 모, 가구원소득 하위 

70% 영・유아 모, 그리고 유아 모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집단으로 설정했

고, 초등학교 저학년 모와 가구원소득 상위 30% 영・유아 모를 비

교집단으로 설정했다. 만약 본 연구가 포착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요

인들, 가령 지역별 실업률, 고용률 등 노동시장 수요측면 요인들이 

본 연구가 설정한 프로그램집단과 비교집단에 명백하게 상이한 영

향을 끼칠 경우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데이터가 가진 한계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

용했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전 계층에게 확대된 2013년 

이후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유일

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패널 자료는 특정 개인이나 가구에 

27) 만약 보육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현재 보육료・유아학비, 다문화 
및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시간연
장형보육료의 지원조건을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보육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원하는 가정은 누구나 현재와 같이 
충분한(12시간)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시간연장형보육에 대한 불필요한 
수요가 줄어 보육예산도 절감되는 동시에 맞벌이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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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종단분석을 하는데 유리하지만 각 시점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표본을 얻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

에서 반복측정횡단면 자료를 이용한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013년에는 보육료・유아학비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도 

전 계층에게 확대되었지만 본 연구는 가정양육수당의 영향을 완전

히 분리하여 파악하지 못했다. 앞에서 서술했듯 2013년부터 보육

료・유아학비와 가정양육수당은 지원 대상이 완벽히 동일하고, 수혜

자가 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며, 서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

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

정양육수당을 하나의 노이즈로 취급하고,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유아의 90%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유아 모 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가정양육수당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

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정양육수당의 영향을 완전히 분리

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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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hild Care 

Subsidy Expansion on

Labor Supply of Mothers

Lee, Seung Ja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child care subsidy 

expansion on labor supply of mothers. 

  For the purpose, difference-in-difference(DID) estimation 

is employed because only families with infants are influenced 

by child care subsidy. Child care subsidy remarkably 

expanded in 2009, and 2013. So there are two view of 

analysis, 2007 vs 2010, and 2010 vs 2013. Subjects of 

analysis are different, depending on analysis models. There 

are three analysis models. One is a basic model, another is a 

member of household income model, and the other is a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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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 model. This study is performed with secondary data 

from 3, 6, and 9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

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analysing a basic model, child care subsidy 

expansion in 2009 significantly changed neither the 

probability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nor the working 

hours of mothers. It is same with the result of a majority of 

advanced researches. On the other hand, child care subsidy 

expansion in 2013 significantly increased both the probability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the working hours of 

mothers. It is same with the result of Kim & Hong(2013) 

and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Second, analysing a member of household income model, 

the result is different from a basic model. Child care subsidy 

expansion in 2009 significantly increased both the probability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the working hours of 

mothers.

  Third, analysing a child mother model, the result is same 

with a basic model. Child care subsidy expansion in 2009 

didn’t change the labor supply of mothers significantly. But 

the expansion in 2013, increased both the probability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the working hours of mothers 

significa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At the very first, considering the result that after all 

families with child are eligible for the child care subsidy in 

2013, both the probability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the working hours of mothers are increased, it appears 



- 69 -

providing universal child care service increase the labor 

supply of mothers by driving defamilialization of women.

  Next, the effect of child care subsidy expansion in 2009 

on the supply of mothers is ambiguous. But considering two 

of three models reject the hypothesi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hild care subsidy expansion in 2009 increased the 

labor supply of mothers clearly. It seems that the primary 

cause of these results is that differential assistance of child 

care subsidy on strict income standards demotivate mothers 

who were seeking job. In short, the explain, mothers tend to 

evade labor supply because as increasing family income they 

can be excluded from the benefits of child care subsidy, 

appears valid as ever after child care subsidy expansion in 

2009.

Key words : child care subsidy, labor supply of mothers,     

   child care policy, DID(difference-in-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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