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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저출산 현상

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에 각 국가별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산업화에 따른 저출

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정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1억 명의

인구를 지키겠다는 일본정부의 의지는 최근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

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서둘러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출산율은 0.97(2018년 통계청 조

사)에 머물러 있다. 일본의 여성 경제활동 비율은 한국보다 높은데 이는

일·가정 양립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출발

점으로 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어떻게 차이

나 나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정책을 비교하는 비교 정책 연구에 해당하며 체계

적이고 구조화된 분석틀을 적용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채택

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신제도론의 한 분파로서 유사한 사회문제에

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 간 정책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체

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이

해하는 데 제도적 맥락을 장조함과 동시에 역사적 과정을 중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비교하기 위한 제도적

변수로 제도적 유산, 정책 이데올로기(정치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

기), 정치적 제도(정부 형태, 정당 제도, 선거 제도), 경제적 제도(산업화

과정)를 정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맥락들은 정책의 형성 시점과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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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정도, 정책 내용 및 성격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가정 양

립 정책의 범주로는 홍승아 외(2009)에서 정리한 휴가 정책, 보육 정책을

채택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제도적 맥락에 따른 일·가정 양립 정책을 비교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여성 노동력 필요와 저출산이라는

동일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하였다.

둘째, 한국과 일본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형성된 시점에 차이가 있

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와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고

1991년 영유아보호법이 제정되어 일·가정 양립 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하

였고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일·가정 양립 정책이 형성되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경로의존성의 특징을 공통

적으로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도가 정책의 차이를 가져오고,

정책의 역사가 현재의 정책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제도론자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

넷째, 한국과 일본은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도(수

준)에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소자화 쇼크 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정

책을 추진하고 국민, 기업 등을 움직였다. 반면 한국은 1990년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정치·경제적 상황에 매몰되어 적극적 개입의 강

도가 약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화, 세계화

로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동일한 사회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도 정책적 대응을 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일·가정 양립 정책은

근로자, 기업, 국가에 도움이 되는 상생전략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

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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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한국은 돌봄지원 관

점과 고용 관점을 통합적으로 접근한 젠더 평등의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

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높은 보육료 문제와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의존

을 개선하기 위해 공보육시설의 확충과 단계적으로 보육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낮은 육아휴직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낮

은 고용보험 가입율을 염두하여 휴직 대상자에 대한 설정과 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휴직 기간에 대한 충분한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며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할당제 등 강제적인 법안 등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형성 시점과 정책의 개입

정도가 다른 이유는 양국의 제도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가정 양

립 정책은 국가와 시민사회, 여성 정치세력, 여성 노동자계급, 자본가계

급 등의 세력 관계에 따라 정책의 수혜대상, 지급 정도, 재원 조달방식

등 정책의 내용과 질, 발전여부 등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문제에 기반이 되는 복지와 젠더 평등 이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확보가 요구된다.

넷째,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경로의존성의 특징을 토대

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들은 외부적 압력이나 도전에 의해 휩쓸리

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개선 뿐 만 아니라 향후 노동 정책과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접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일·가정양립정책, 역사적 제도주의, 한국, 일본, 비교연구, 양성

평등정책, 육아휴직, 여성 경력단절

학 번 : 2011-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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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서구 유럽에서 시작된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관심은 최근 한국, 일

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2016년 OECD 19개국을 대

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

율은 58.4%를 기록했고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필리핀

등 북유럽 국가들은 80%를 웃돌고 있다. 이처럼 일과 가족생활 양립의

문제는 후기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

됨으로 인해 자녀양육과 가사일 등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갈등을 유발하

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는 ‘일·가정 양립’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를 요한다. 일·가정 양립(Work-Family Balance) 정책1)이란 근로자

1) 일·가정 양립 정책은 개인적으로 소득활동과 가사의 역할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타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반의 정책을 의

미한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정책의 목표는 인구정책적 차원에서 가정의 출

산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정책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

는 데 있다(Eichhorst & Thode, 2002; 홍승아 외, 2008에서 재인용). 이에 반

해 일·생활 균형균형의 개념에서는 생애주기의 개념을 적용해서,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령층만이 아니라 노인부양, 본인의 중년 및 노후설계에 맞

추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Calnan, 2005;

홍승아 외, 2009에서 재인용). 즉 일·생활 균형의 개념이 일·가정 양립의 개

념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일·가정 양립은 향후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궁극적 목적의 차원에서 일·생활 균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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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장생활과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OECD에서는 2000년대 초,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

는 남녀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일·가정 양립 정책으

로 정의하고, 관련한 연구들과 국제비교 자료들을 꾸준히 생산해왔다. 이

후, 일·가정 양립에서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으로 점차 개념

을 확대하여 유자녀 근로자뿐 아니라 다양한 삶과 가족의 형태를 가진

모든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다(강민정, 이서현, 임희정, 2017).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생활 균형에 대한 계획(initiatives)을 시행

해 왔으며, 국가, 혹은 민간의 주도로 일·생활 균형 실태를 파악하며 이

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일·가

정 양립’, ‘일·생활 균형’ 등의 용어가 등장하였고, 2007년 '남녀고용평등

법'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고,

2008년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

격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및 가족친화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

다. 일·가정 양립제도는 초기에는 모성보호제도 및 보육지원제도 등 유

자녀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들이 대부분으로, 출산휴가, 육아휴

직, 보육정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10년대부터는 유연근무

제도, 가족돌봄휴가 등 그 대상층을 확대해 나갔고, 최근에는 정부의 정

책방향도 일·가정 양립에서 일·생활 균형으로 점차 이동해가고 있다. 이

런 경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관련 연구들도 2000년대 초반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주로 제도에 대한 소개와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의 주요 연구내용은 관련정책의 시행실태와 문제

점, 제도의 효과성, 근로자의 제도 이용경험 등이었다(홍승아 외, 2009).

이후 정부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관련제도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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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데 ‘제도는 잘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고질적인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의 문제는 여전

히 해결되지 않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에서는 모성보호제도 강화, 유연근무제도 지

원, 가족친화인증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장시간 근로 해소,

남성의 육아참여 등 제도홍보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 연간

2,069시간(OECD통계 홈페이지, http://stats.oecd.org)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고, 육아휴직 남성 비율은 8.5% 수준(고용노동부, 2017b)

이며,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은 21.9%에 불과(김영옥 외, 2016: 125)하다.

이 외에도 육아에 따른 여성들의 경력 공백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우

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M자형 곡선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결혼 연령 시기(25~34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여성이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노동 시

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보여 준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은 고용불안정 상황, 돌봄노동 비용의 증

가 등과 맞물려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화, 결혼을 늦추는 만혼화 등 결

혼 형태의 변화로 이어졌고 결국 저출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

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97을

기록하면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일·가정 양립 문제와

저출산 현상은 그 원인과 결과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출산에 관한 미시경제학 모델은 출산율과 노동시장 참여율 사이의 부

정적 상관관계를 지지하였다(이채정, 2008).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출산율은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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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의 OECD 자료를 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은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 출산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일·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정책적 지원이 출산

율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보육이

용율이 높은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보육서비스 지원이

여성의 취업에 적극적인 정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육-여성 취업-출산율’

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나타났다(엄기복, 2007; 홍승아 외, 2009). 또

Addio(2005)는 일·가정 양립 정책 시스템을 잘 갖춘 국가일수록 왕성한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고, 여성의 고용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가정 양립 정책을 잘 갖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을 꼽고 있다. 스웨덴은 이미 1970년대부터 보육서비스를 광범위

하게 제공함으로써 취업부모들의 양육문제를 사회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성평등 보너스’제도를 도입하여 부모휴가의 남녀 평등한 사용을 보다 강

력하게 유도하고 있다(홍승아 외, 2009).

우리나라에서 선진국들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다룬 연구는 2000년 들

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삼식과 최효진(2010), 홍승아(2010,

2009), 홍승아 외(2009, 2008), 이진숙(2008) 등은 우리나라보다 일·가정

양립 정책을 먼저 시행한 스웨덴,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 지역이나

OECD 국가들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에 주

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성공적인 전

형(prototype)으로 상정하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스웨덴식 정책 시행에

실패한 요인을 찾고자 한 이채정(2008)의 연구도 있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현재(연구 시점) 각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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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이 형성된 역사적 흐름, 과정을 살

펴보는 것에 소홀하였다. 또한 현 시점의 정책 실태와 효과성만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정책이 왜 다르게 나타났는지에 근본적인 원인 분

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출발점으로 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일·가

정 양립 정책은 어떤 점에서 차이나 나며, 왜 이런 차이점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국의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

의 정책 내용 뿐만 아니라 과거에 정책이 처음 형성된 시점의 정책 내용

과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진 발전 과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탐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국 정책의 외형적

차이점을 규명할 수 있다. 아울러 정책적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규명하

기 위해 ‘왜’ 정책이 형성되었는지, 또 ‘어떻게’ 정책이 형성되었는지, ‘어

떤 요건’에 의해 정책이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양

국 정책이 다른 원인을 내면적 요소로써 규명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

을 비교함에 있어 국가별 특정 정책은 역사적 맥락과 제도(환경)적 맥락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국가 간 정책의

상이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정책을 비교하는 ‘비교 정책 연구’에 해당한다. 비

교 정책 연구는 우선적으로 정책에 관련된 현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국의 체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비교 정책 연구를 통해 비교 대상과의 정

책의 유사점, 또는 차이점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나라

들이 유사한 사회문제에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 대처하였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분석들을 정용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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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의 정책을 비교할 경우,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학습할 수 있

는 조건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남궁근, 1998). 국제화, 세계화, 지

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다른 국가들이 동일한 정책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연

구를 통해 향후 자국의 정책적 발전방안을 세우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한 배경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형성된 목적을 비교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영향을 준 제도적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한 시점과

정책 이념, 정책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역사적으로 발전한 변화 과

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패턴의 지

속성 여부, 즉 정책 변화·발전의 경로의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양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에서 통

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차이점과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해 향후 한국의 제도와 환경에 맞는 정책을 수립·보완하는 데 시사

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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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앞에서 나열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제

도주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형성된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과 일본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형성된 시점은 어떠한 차

이가 있는가?

셋째, 한국과 일본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형성되어 변화한 역사적

과정은 어떠한가?

넷째, 한국과 일본의 제도적 맥락은 일·가정 양립 정책의 형성과 변화

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다섯째,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에서 비교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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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므

로 연구 방법으로 문헌연구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

의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한 선행 연구와 2차 자료 및 관련

법률, 통계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해

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

보험법, 영유아보육법 등의 법률과 여성인력개발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등의 관련부처 정책, 관련 논문 및 보고서, 통

계자료를 수집·조사하였다. 또 최근 일·가정 양립 정책의 주요한 정책 지

침을 제공하는 OECD와 EU, ILO의 관련 자료를 문헌 및 인터넷을 통하

여 수집하고 국내외의 선행 연구를 활용하였다.

일·가정 양립 정책을 국가별로 비교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어

떤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가, 어떤 범주와 요소들을 기준으

로 비교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에 비교국가 선정과 비교분석

의 틀을 마련하였다.

2. 비교국가 선정

선진국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

으로 발전하여 왔다(김태홍, 고인아, 2001). 따라서 일·가정 양립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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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위해서는 비교 복지국가 연구의 틀을 참고하는 것이 용이하다.

1990년대 이래 복지체제 성격을 이해해기 위한 비교 복지국가 연구들

은 대부분 Esping-Andersen(1990)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

Esping-Andersen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개념2)을 제시하고

탈상품화 정도와 계층화(statification) 정도를 기준으로 복지국가의 유형

을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구

분하였다(이진숙, 신지연, 윤나리, 2010). 탈상품화는 국가의 복지 수준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하는 데 활용된 중요한 지표였다. 하지만 탈상

품화 지표는 현대 사회에서 다중적 역할을 하며 그로 인해 부양 부담을

떠맡고 있는 여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로 여성주의적 시각

에서 비판을 받았다.

Lewis(1992), Orloff(1993), Sainsbury(1999) 등은 기존의 복지국가 유

형 분류에서 가족(여성)의 복지 부담, 즉 젠더(gender)를 고려하지 않았

다고 비판하였고, 이에 Esping-Andersen은 1999년 가족을 분석차원에

넣고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3) 지표를 추가하여 이론을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장의 관계 속에 가족의 영역을 단순히 투입

했을 때 본질적 문제인 가족 내 성별 분업 양식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오

류를 범했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Orloff(2002)는 Esping-Andersen의 복

지국가 유형화에 젠더 관점을 연결하여 새로운 유형화를 제시하였다. 그

는 복지체제 유형을 이인소득자형(Dual earner), 가족지원형(General

family support), 시장지향형(Market oriented)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김

2)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서도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

다. 즉, 시장에 대한 임금 노동자의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3) 탈가족화는 여성의 가족 의존성을 완화시키고 경제적 자율성을 지원하는 정

도나 가족의 위험 및 돌봄 책임이 국가 혹은 시장에 의해 완화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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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주요 국가
다른 이론과의

연관성

이인

소득자형

·광범위한 공공서비스

·가족에 대한 관대한

이전 급여

·높은 수준의 탈가족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Esping-Andersen

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Lewis

의 약한 생계부양

자 모델

가족

지원형

·적정 수준에서 관대한

수준까지의 이전 급여

·전업주부에 대한 조세

공제

·극히 미미한 탈가족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Esping-Andersen

의 보수주의 복지

국가, Lewis의 강

한 남성 부양자

모델

시장

지향형

·국가 서비스 전무

·잔여적 이전 급여

·시장을 통한 탈가족화

오스트레일

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영국,

일본, 스위스

Esping-Andersen

의 자유주의 복지

국가

영미, 2009).

<표 1-1> Orloff의 복지체제 유형 분류

자료 : Orloff(2002; 김영미, 2009에서 재인용)

그러나 Orloff의 복지체계 유형분류 또한 Esping-Anderson의 복지국

가 유형과 마찬가지로 최근 유럽의 경우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논의가 있

으며 동아시아권 국가의 특수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동아시아권 국가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Jones의 유교주의 복지국

가론, 발전국가론, Holiday의 생산주의 복지체제론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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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의 유교주의 복지국가론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인보다 집단을 강

조하는 유교적 공동체 전통에 따라 사회정책의 기능을 가족과 지역 공동

체가 책임지는 특징을 지적하며, 공식적인 복지제도가 약하고 가족과 공

동체에 의해 복지기능이 수행된다고 보았다(Jones, 1993). Holiday의 생

산주의 복지체제론은 동아시아권 국가의 복지정책은 경제정책에 종속되

어,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 복지만 제공되고 성장

친화적인 형태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즉, 복지정책은 선별주의적으로 진

행되고, 성장친화적이며 인적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 위주로 구성

된다(Holiday, 2005). 발전국가론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매우 낮

은 수준이며 지역과 사회, 기업, 가족이 복지 서비스 공급에서 주요역할

을 한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국가 또는 관료들이 국부를 형평성 있게 분

배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 소득 분배는 평등주의적으로 이루어진다

(White & Goodman, 1998). 세 이론들의 특징을 종합해 보았을 때 동아

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경제성장 위주로의 기조로 인해 복지정책에 대

한 지원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Esping-Anderson과 Orloff의 복지체계 유형분류를

따르지 않고 일본을 비교국가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

우 동아시아 국가에 속한 나라로 우리나라와 최 인접 국가이면서 마찬가

지로 단기간 출산율이 하락하였고, 1990년대 초부터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가족과 여성의 역할

면에서도 유사한 문화적 조건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양국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 지원 제도가 발달한 시기

는 다르지만 제도가 발달하게 된 역사적 맥락과 쟁점은 유사하기 때문에

양국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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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가정 양립정책의 범주

일·가정 양립 정책의 범주 및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의 의견이 다

양하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범주들을 정리한 유계숙 외(2008)는 가족

친화 정책의 용어를 쓰면서 가족친화 정책의 유형을 탄력 근무 제도, 휴

가·휴직 제도, 보육 및 돌봄 지원 제도, 근로자 지원 제도, 경제적 지원

제도, 사회공헌 활동으로 크게 6가지로 구분하였다. 또 홍승아 외(2008)

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국제비교 연구에서 조사 범주를 보육 정책, 휴

가 정책, 노동시간 정책, 현금 및 조세 지원 정책으로 정하였고 다음해

연구에서 현금 및 조세 지원 정책을 각 세부 정책에 통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2017)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의 목표를 취업 부모의 노동 시장 참여와 자녀 양육 지원으로 보고,

연구의 초점을 자녀 양육 지원과 관련한 정책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또

한 홍승아 외(2009)에서 정리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범주를 채택하여

휴가 정책과 보육 정책으로 범주를 설정하였다.

4. 비교분석 틀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비교하는 ‘비교 정책

연구’이다. 비교 정책 연구를 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정책에 관련된 현상

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정책 현상을 기술한다는 것은

비교 대상이 되는 사례에 있어서의 정책의 유사점, 또는 차이점을 정확

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교 정책 연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나라들이 유

사한 상황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였는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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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채택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이다. 특히 체계

적이고 구조화된 분석틀을 적용하여 국가 간의 정책을 비교할 경우,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남궁근, 1998). 따라서 국가 간 비교 정책 연구를 통해 기본적으로

자국의 체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타 국가의 정책을 학습

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대안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자기 나라의

잠재적인 제약 조건과 기회를 발견하고 다른 나라의 정책에 관해 학습함

으로써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양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분석하는 틀로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선택

하였는데, 이는 역사적 제도주의가 갖는 유용성 때문이다. 역사적 제도주

의는 제도적 환경에 따라 정책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즉 제도적

환경이 정책 방향 및 정책 변화에 어떻게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

한 설명 방식이다(Thelen and Steinmo, 1992; 박지영, 2001에서 재인용).

즉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적 시각과 거시 구조적 분석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간 정책의 상이성과 한 국가 내 정책 패턴의 지속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유사한 외부적 압력이나 도전에 직면한 국가들

이 상이한 정책 패턴을 보이는가를 설명할 때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선

거제도, 정당 제도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조직 형태 등과 같은 제도 등

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비교하기 위한 제

도적 맥락의 변수로 제도적 유산, 정책 이데올로기(정책 이념), 정치적

제도, 경제적 제도를 선정하였다.

제도적 유산이란 정책 형성 이전에 역사적 뿌리를 가지는 초기의 정책

유산, 제도 유산을 말한다. 즉 제도적 유산이란 초기에 실시된 정책이 시

간이 경과하면서 제도와 같은 기능을 하여 새로운 정책 형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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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에 따라 차후의

이해관계 구조, 정치 집단의 선호도, 정책 결정권자의 선택 의지 등이 달

라지기 때문에 제도적 유산은 중요하다(Hacker, 2002).

정책 이데올로기는 한 국가의 정책 전반의 기조로 작용하는 이념을 말

한다. 정책 이념으로는 정치 이념과 젠더 이념이 있다(류애현, 2007). 정

치 이념은 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의 수준 및 정도를 규정하며, 젠더 이

념은 여성을 보는 관점과 여성 문제를 규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맥락의 제도적 변수로는 정부 형태(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정당 제도, 선거 제도 등으로 정하였다.

정부 형태, 측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책 결

정 과정을 구조화하는 국가의 헌법적인 기본 제도로 볼 수 있다(박지영,

2001).

정당 제도는 정치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정치적 견

해, 주장, 정책을 가지고 국민(대중)에게 민주적 방법으로 호소하기 위해

결집된 조직체의 유형을 말하는 것이다. 정당제가 양당제인가, 일당 지배

적인 정부 형태인가, 다당제에 기초한 연립 정보 형태인가에 따라 국가

와 사회가 어떤 형태로 관계를 맺는지 알 수 있으며 정당의 구조, 특성,

이념 등에 따라 여성에 관한 정책 결정 참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선거 제도는 여성의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으로, 여

성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선거 제도는 대선거구제하에서 다수의 의원을

뽑는 방법이며, 전국구 정당명부제를 들 수 있다. 또 1인 1선거구제 보다

는 비례 대표가 여성의 의회참여를 높인다. 이렇듯 정치적 제도에 따라

여성의 정치 참여 정도, 즉 여성의 정치 세력화 정도가 달라지며 결과적

으로 정책 형성시의 정책 결정과정, 정책 내용과 성격,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친다.



- 15 -

일·가정 양립 정책에 영향을 주는 변수

제도적 유산
· 정책 유산 이후 정책에 영향

· 제도 유산

정책 이데올로기
· 국가 이데올로기 국가의 개입 정도

· 젠더 이데올로기

정치적 제도

· 정부 형태

· 정당 제도 여성의 정치 세력화

· 선거 제도

경제적 제도 · 산업화 과정 여성의 권력 자원

경제적 맥락의 제도적 변수로는 산업화 과정으로 정하였다.

국가 발전 시기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가 노동력 부족을 충족하기 위

한 수단으로 여성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노력을

하였는지에 따라 여성의 권력자원 강화 정도가 달라진다. 이것은 결국

정책의 형성과 변화 시에 중요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비교하는

제도적 변수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2> 제도적 변수의 개념 설명

자료 : 류애현, 2007을 참고하여 재작성

5.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앞서 열거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양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을 역사적 흐름(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므로 연구의 범위는 양국의 정

책이 형성된 시기부터 변화 과정, 최근의 변화상까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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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한 시점부터 모성3법 개

정 시점인 2000년대 초반까지를 일·가정 양립 정책의 형성기로 보며,

2000년대 중반부터 법명에 일·가정 양립의 용어가 도입된 시기부터 현재

까지를 일·가정 양립 정책의 변화기로 본다.

일본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지원 정책의 발달과정은 정책의 초점을 어

디에 두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형성기인

199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는 돌봄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 시기였다.

1989년의 합계출산율 1.57의 ‘저출산 소자화쇼크’ 이후 일본의 정책적 대

응은 주로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한 돌봄노동의 사회화 전략이었으며 이

시기에 주로 보육서비스 확충과 자녀양육 비용 경감정책이 시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엔젤플랜 1994～1999년’과 ‘신엔젤플랜 1999～2004년’등이 있

다.

두 번째 일·가정 양립 정책의 변화기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서 현재

까지로 일과 가족생활양립이 중요한 정책 의제로 대두된 시기였다. 이

시기는 돌봄지원 정책을 넘어서 여성의 노동시장 환경이 돌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기 시작한 시기로 2002년 ‘소자화 대책 플러스원’과 ‘아

동․자녀 양육 응원플랜 2004～2009년’이 시행되었다. ‘엔젤플랜’이 시작

되었던 1994년의 합계출산율이 1.50이었으나 1999년에 합계출산율이 1.36

으로 오히려 더 감소하자 정부는 소자화의 원인을 재진단하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 분석의 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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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의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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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비교정책 연구의 이론

1. 비교정책 연구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비교연구 또는 비교방법은 보통 특정 유형의 비

교, 즉 대규모 거시적 단위의 비교를 지칭한다. 비교의 거시적 단위로는

정치학 및 행정학에서는 국가, 사회학에서는 사회, 인류학에서는 문화라

는 단위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에서의 비교방법은 전

통적으로 국가간, 사회간, 또는 문화간 비교를 통하여 그 차이점 또는 유

사점을 규명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과학에서

의 비교연구는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국가에 관하여 비교 자료를 사용하

는 연구로 정의된다. 따라서 비교연구의 범위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는

연구의 분석단위가 국가와 같은 거시적 단위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연

구 목적이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등 이론적인 것과 관련되어

야 한다는 점이다.

비교 정책 연구는 사회과학에서 비교연구의 정의에 부합되면서도 연구

대상이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른 분야의 비교연구와 구분된다. 그러므로

비교 정책 연구의 초점은 ‘정책’과 관련된 현상으로써 연구의 분야는 정

책의 실질적 내용,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정책을 채택하게 된 배경, 정

책이 가져온 결과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Heidenheimer 등은 비교 정책 연구를 “서로 다른 정부들이 어떻게,

왜, 특정의 행동 및 무행동의 경로를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이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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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하였는가에 관한 연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어떻게(how)’

는 정책 결정 과정과 구조, ‘왜(why)’는 정책 채택의 배경, 그리고 ‘어떤

결과(to what effects)’를 가지고는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남궁근,

1998).

비교 정책 연구의 정의에서 강조되는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정책의 내용, 정책의 결정 과정과 구조, 정책 채택의 배경, 그리고 정

책의 성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정책의 내용이다. 비교 정책 연구에서

비교의 초점, 즉 종속변수는 ‘정책’ 이다. 공공 정책의 비교연구에서 초점

이 되는 정책은 상당히 일관성 있는 행위들로 구성된 정부의 결정들이

다. 정부는 정책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행

동 경로’를 선택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채택한 결정

뿐만 아니라 정부가 회피하는 쟁점들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넓은 의

미에서 정책의 범주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정책의 결정 구조와 과정이다. 정책은 정치체제의 산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산출된 정책의 결정을 담당하는 구조와 그 결정 과정

은 비교 정책 연구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제 국가

와 내각 책임제 국가의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이 다를 것이며, 연방국가

와 중앙집권화된 단일국가의 정책결정 구조와 과정이 다를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정책 채택의 배경이다. 정부가 ‘왜’ 특정 정책을 채택하는가

는 비교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왜’의 문제들

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종속변구로 보면서, 이러한 정책이

채택되도록 혹은 채택되지 않도록 작용하는 요인을 식별하여 제시하는

설명적 연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는 공공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

구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채택의 결정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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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직접적이고 근접한 정치적 요인과 간접적이고 보다 궁극적인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여론, 프로그램 수혜자, 그리고 정책 결정에 관련된 요소들의 상호작용

등의 변수를 들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산업화, 경제발전, 소

득수준, 기술진보, 도시화 등의 변수를 들 수 있다. 비교정책연구에서는

정책 채택의 보다 근접한 배경뿐 아니라, 이러한 근접한 배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에 관하여도 살펴보아야 한다.

네 번째로 정책의 성과이다. 성과에 관한 연구는 어떤 국가가 채택한

정책이 그 대상 집단이나 정책 환경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관한

연구를 말한다. 또한 정책의 결과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집행된 정

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것은 실

용적인 관점에서 매우 필요한 과제이며,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 연구에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남궁근, 1998).

2. 정책 이론과 신제도론

정책 이론은 정책 현상과 관련된 개념(또는 변수)을 구성요소로 하고,

이들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토대로 공공정책을 설명하는 이론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 분야에서 이론의 명칭은 대부분 변수들의 관계

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책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주요 설명변수를 지칭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근대화 이론, 계급이론, 권

력자원론, 제도론 등의 이론은 특정 국가에서의 정책 현상을 각각 근대

화 또는 경제발전, 계급 갈등, 집단의 권력 자원, 제도의 특징 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남궁근, 1998). 본 연구는 정책 이론 중 제도론의 입장

에서 국가 간 정책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제도론에 관해 자세히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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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제도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사회과학 분야에서

맹위를 떨친 행태주의(behavioralism)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행태주의는 관찰 가능한 개인 행동, 양적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접근방법으로서, 미시적인 ‘개인 행위’를 주요한 분석단위로 둔다. 예를

들어, 유권자들이 어떤 행동 메커니즘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지, 시장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공약을 내거는지 등을 연구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미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그 당시 발생하고 있었던

복잡/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설계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 접어들면서 개별 행위주체의 역할보다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시적인 구조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신제도주의가

대두되었다.

제도주의에 대한 출발점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동일한데, 그에 대처하는 정책적 대응은 왜 각 국가마다 상이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는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띈다. 신제도주의의

출발점이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면, 행태주의는

구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 모두

‘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하지만

구제도주의가 행정기관, 의회 등 각각의 공식적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인 반면, 신제도주의는 이러한 제도들과 그 제도 내에 있는

각각의 행위자(player)들의 역동적인 관계(dynamic relation)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즉 구제도주의는 단순히 ‘제도’ 자체에만 집중하지만,

신제도주의는 제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도들이 행위자 간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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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고 또한 그들은 그러한 제도에 어떻게 반응(순응 or

불응)하는지를 살펴본다.

이처럼 신제도론자들은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도

가 중요하며, 제도가 차이를 가져온다고 본다(Weaver & Rocken, 1993).

신제도론은 다양한 학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파에 따라 제도의 의

미, 제도의 중요성, 제도가 초래하는 차이에 대한 견해들이 다르다. 신제

도론은 제도를 보는 관점에 따라 합리적 선택 제도론, 역사적 제도론, 사

회학적 제도론으로 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신제도주의의 어느 학파적 입장에서 제도 변화를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비록 신제도주의의 세 학파들은 이론적 가정, 분석

수준, 제도의 개념, 제도가 행위자에 끼치는 영향력 등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제도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장

차이는 좁혀지고 있는 듯 하다(Campbell, 2004: 9; Lowndes & Roberts,

2013: 116). 점차적으로 서로 간의 고유한 개념을 배제하기 보다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공식적 제도

하에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행위자의 경제적 이익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도 행위자의 아이디어 같은

비공식적 제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North,

1990: 4; Goldstein & Keohane, 1993: 3-30). 사회적 제도주의 또한

자신들의 학문적 출발점, 즉 조직 이론에서의 구제도주의와 명백하게

입장을 달리한다. 다시 말해 행위자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조직 내

규정과 절차를 따르기 보다는 왜 그러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올바르고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앞서 기술한 두 학파에 비해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제도 변화를 다룬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처럼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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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하에서 행위자가 어떻게 전략적 행동을 취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한편, 사회적 제도주의처럼 ‘인지적 틀’로서의 제도가 행위자의 사고

방식과 대안 탐색 과정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연구한다. 즉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위자가 종속 변수가 될 뿐만 아니라 독립 변수가

될 수 있음을 기본 가정으로 하는 분야이다(Thelen & Steinmo, 1992:

10). 이는 단순히 제도와 행위자 간에 어떤 것도 절대 우위가 될 수

없음을 넘어서서 정치 현실에서 두 요소 사이에 벌어지는 역동성의

탐구를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Hay & Wincott, 1998).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는 주어진 제도 하에서 행위자 간의 정치적 협력과 갈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연구하는데 초점을 둔다. 행위자 간에 협력하고

갈등을 벌인다는 사실은 정치 현실상에서 제도가 이들에게 상이하게

권력을 분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 현실은 행위자 간의 목표를

둘러싼 이견과 권력 불균형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하나의 장이다(Thelen,

1999: 385). 아무리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행위자라고 단순히

체념하고 머물지 않고 더 큰 정치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들 간에 새로이 공유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를 제도

변화에 적용해보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는 ‘역사적

산물’로서 기존 제도가 행위자에 의해 어떻게 영향력이 감소하고 대안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신규 제도로 어떻게 교체되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 변화를 설명하며 어떻게 제도 변화 이론이 발전되어

왔는지를 기술하고 평가하기로 한다.

3. 역사적 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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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제도주의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제도적 맥락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러한 맥락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한다. 따라

서 정책의 형성과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역사적 제도론의 핵

심적 설명변수는 제도(institution)과 역사(history)이다.

(1) 제도의 개념

행정학과 정책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사회현상에서 ‘정책’과 ‘제도’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에 대한 모호성은 ‘국가 제도’와 ‘국가

정책’이라는 용어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제도는 한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책은 그러한

시스템 하에 포함되고 있는 미시적인 개념이다. 둘째, ‘제도’라는 개념

자체가 지니는 의미의 중복으로 인하여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에서

뜻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첫째, 제도는 어떤 사회에서의 구체적인 ‘조직’을 의미하며,

둘째, 제도는 어떤 사회 내에서 설정된 인간 ‘관계’를 의미하며, 셋째,

제도는 개인들 상호간의 구체적인 관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칙(rules)’, ‘구조(structures)’, ‘운영 절차(operating

procedures)’ 등을 의미한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제도주의에서

사용되는 제도의 개념은 세 번째를 지칭한다. 신제도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식적 제도(행정부, 의회, 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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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치, 규범, 사상, 아이디어) 또한 제도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제도는 한 사회 내에서 행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고, 어떤 행동과 관점이 사회적으로 적절한지(appropriate)를

판단하는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Hall(1986)의 정의에 따르면 제도는 정치와 경제의

다양한 단위에서 개인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공식 규칙, 순응 절차,

그리고 표준운영절차를 포함한다(Hall, 1986:박지영 2001에서 재인용).

그는 국가의 정책 및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수로서 노동의

조직화, 자본의 조직화, 국가기구의 조직화, 정치 체제의 조직화,

국제경제 속에서 국가의 구조적 위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 자체보다는 이들 변수들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이렇듯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정의하는 제도의 개념은 상당히 넓기 때

문에 개별 연구주제에 맞추어 조작적으로 구체화된다.

(2)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

역사적 제도주의가 주목하는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특정 시점에 존재

한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과거 특정 시점에서 나타나는 원인이 현재까지

도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적 인과관계, 특정 시점에서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제약한다는 경로의존, 그리고 사건의 발생시점과 순

서가 사회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강조를

의미한다(하연섭, 2003).

이러한 제도의 역사적 맥락은 구체적으로 경로의존성이라는 용어로 표

현된다(남궁근, 2002: 류애현, 2007). 경로의존성을 국가 정책이 어떤 방

향으로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초기 선택이 관성적 경향을 띄게 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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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이후의 변화의 범위나 경로는 그 경로를 따라 간다는 것이다(peter,

1999: 박지영, 2001에서 재인용). 또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강조한다.

즉 제도 변화는 항상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 적합하게 기능적이고 의도적

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형성될 수도 있다(정용덕, 1999).

<그림 2-1> 경로의존성

t시점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여 완전히 새로운 기

능이 필요하게 되어도 그 자체가 지속된다. t 시점에 형성된 제도는 t+1

시점에서의 선택 가능성을 제한한다. 또한 t 시점의 제도는 t-1 시점에

서의 제도에 의해 경로와 범위가 제약을 받은 것이다. 즉 t 시점의 제도

는 t-1 시점에서의 제도에는 종속변수가 되지만, t+1 시점에서의 제도에

대해서는 독립변수의 역할을 한다(Krasner, 1988). 물론 t+1 시점의 제도

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t 시점의 제도만으로 볼 수는 없

으며 다른 독립변수들도 영향을 미친다. 신제도주의에서는 사회경제적

발전, 행위자의 아이디어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인과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t+1 시점)의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점인 정책 형성기(t 시

점)의 정책을 살펴보아야 하고, 형성기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t-1

시점에서의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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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 지속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제도로 인해 부여받은 특정 개

인이나 집단의 특권적 지위를 지속하려는 심리, 기존 조직의 과업을 유

지하려는 심리, 기존 조직과 구조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변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들 수 있다(Ikenverry,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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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가정 양립의 해석 관점

일·가정 양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각 사회가 직면한 역사적 상

황에 따라 달라져왔다.

첫째, 여성 문제로 규정하는 입장으로 주로 1960~1970년대에 나타난

관점이다. 일·가정 양립 문제는 일 영역과 가정 영역에서의 역할 사이의

충돌과 갈등을 조절해가는 것이다. 근대 사회에서 일터는 남성, 가정을

여성의 영역으로 전문화되었고 젠더 규범은 이를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가족 내 돌봄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고, 여성의 이중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을 양립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여 여성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조

화롭게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입장이다. 이 관점은 성평등의

가치보다는 기업의 노동 유연화 전략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어 여성의 시간제 고용을 늘리거나 여성의 경력을 ‘결혼 전 취

업-출산과 양육-재취업’과 같은 불연속적인 것으로 만들어왔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젠더 문제로 해석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여성의 이중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만 두 가지 부담을 지우는 젠더

규범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인플레이션으로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이 축소되고 여성들의 인식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등

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나 자녀양육에서 나타나는 남녀간의 차이는 각구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젠더 관점에서 일·가정 양

립 문제를 바라보면 달라진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젠더 규범의 지체

현상에 문제의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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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보고 국가에서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접근하는 입장이다. 성과 세대, 가족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관점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오면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을 국가와

사회가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1970년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1990년

대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한 접근법이다(강이수 편, 2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본 연구와 연결지어 설명하면, 한국의 경우 산

업화 초기에 젠더이념이 이중역할 이데올로기가 강하였기 때문에 일·가

정 양립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변화, 가

족의 변화 등을 겪으면서 점차 일·가정 양립을 젠더 문제로 인식하고 있

다. 본 연구의 비교대상인 일본의 경우는 저출산의 극복 전략으로 일·가

정 양립 문제가 이슈되기 시작하였다. 출산율 상승이 주 목적으로 시행

된 일본의 대표적인 정책은 보육지원과 자녀양육비용 지원이다. 하지만

이 두 제도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책 방향을 일과 가족생

활 양립으로 전환하였다. 정책 목적을 전환한 배경은 성역할에 대한 불

평등한 태도,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 장시간 노동시장 환경 그리고 가족

친화적 정책의 미발달이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곤란하게 하고 이것이 바

로 저출산으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Atoh &

Akachi,2003). 하지만 일과 가족생활 양립에 대한 접근방식이 전통적인

가족 이데올로기의 지속과 여성의 노동력 창출이라는 당면과제 간의 충

돌을 야기함으로써 일과 가족생활 양립 가능성에 위협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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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일·가정 양립정책의 정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젠더 평등, 출산율 제고, 한부모가족 빈곤 혹은

아동빈곤 감소,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보

장 체계 유지를 위한 여성 노동력 확보 등 다양한 배경 하에서 등장하였

다(홍승아 외, 2008). 따라서 일·가정 양립 정책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

는 학자마다 그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범주화되고 있다.

OECD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개념을 가족의 자원과 아동발달에 적절

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도자의 일-가정 생활의 조화를 촉진하고 자

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일과 양육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양성평

등한 고용 기회를 촉진하는 지원책이라고 정의하였다. 원숙영(2005)은

젠더 및 이데올로기적 분석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육시스템과 휴가

시스템으로 나누고 두 범주 중 휴가시스템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정

책의 목적과 실천의 현실 즉 성과의 일치성을 연구하였다. 윤홍식(2005)

은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분류하였다. 즉 노동

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정 양립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노동주체의 관점에

서 남성과 여성의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는 것이 일·가

정 야입을 실현하는 것이라 밝혔다. 권태희(2008)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미시적 제도 범주에 속하는 기업의 제도로 국한하여 직업적 역할을 위한

요구와 가정적 역할을 위한 요구가 서로 상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장,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써 근로자 자신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지원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홍승아 외(2009)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자녀 양육의 책임을 찾는 남

녀근로자의 일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의하였다. 즉,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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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는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부모들이 육아로 인하여 노동

을 중단하는 일없이 취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함으로써 평등한 가족생활, 노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는 노동참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동의 지속을 지원하는 것이며, 동시에 남성에게는 양육참여를 보다 적

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육아책임과 역할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개념을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취업과 임신, 출

산, 양육의 가족책임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소득, 서비스, 시간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여성 근로자만이 아니라 남성 근로자

및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정책의 목표는 취업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와 자녀 양육 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지

원책으로는 보육서비스,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노동시간 정책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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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일·가정 양립정책의 선행연구

한국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급하게 양

적·질적으로 확대되었고, 많은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에 대한 연구는 크게 나누어보면, 첫 번째로 일·가정 양립 갈등에 관한

것, 두 번째로는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일·가정 양립의

효과성을 분석한 것, 세 번째로 일·가정 양립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가 있다.

1. 일·가정 양립 갈등에 관한 연구

일·가정 양립 갈등에 관한 연구로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여성들이 경

험하는 역할 갈등과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분석들

이 있다(장혜경, 김영란, 1998; 김혜경, 오숙희, 신현옥, 1992). 이 연구들

은 여성의 직업과 학력, 고용 형태, 가족 구성 및 조직 문화 등의 요인들

이 여성의 일과 가정 갈등의 내용과 정도는 어떠한지를 다루었다.

일과 가정 갈등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해서는 우선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 가사, 출산, 육아 등의 갈등이 여성들의 경력단절로 이어져 자

아성취감의 훼손과 좌절 및 자괴감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임인숙,

2003). 생애주기 상에서 일·가정 갈등이 보다 첨예하게 경험되는 시기에

있는 맞벌이 여성들은 직장과 가족이라는 두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 갈등

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양소남, 신창신, 2011) 남성들도

일·가정 갈등으로 인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배지혜, 서혜영, 이숙현, 2002). 최근에는 일·가정 갈등을 하나의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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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보지 않고 상호 순환적 관계로 파악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이 연구는 일→가정 갈등보다 가정→일 갈등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으

며 이것이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진서영, 2008). 이 밖

에도 일반 근로자와 불규칙 근무 종사자의 일·가정 갈등과 직무스트레스

등을 비교하여 성별 차이뿐만 아니라 계층화에 따른 일·가정 갈등 양상

을 연구하기도 하였다(안은진, 유계숙, 2009).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로자들의 일·가정 갈등이 직무만족도 및 몰입도

를 낮추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계

숙, 2007; 장재윤, 김혜숙, 2003).

국가 차원에서는 여성들이 일·가정 갈등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그로 인해 출산율 저하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겨주

게 되었다(손승영, 2005; 오미희, 2015)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일·가정 양립의 영향 요인과 효과를 분석한 연구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나 일·가정 양립이 여

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효과성을 다룬 연구는 2000년대 초기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은 조직 차원(충성도, 이직의사), 가정차원(가정 생활

만족, 긍정적인 자녀양육), 근로자 차원(우울, 극도의 피로 등), 사회적

차원(의료보호제도의 사용 등)에 영향을 미친다(Dusbury & Higgins,

2003). 김태홍과 고인아(2001)가 국내 금융, 유통, 식음료업 300개를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친화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60% 이상이

근로자의 노동성과가 제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 서울소재 기업 592개

사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도입의 실태를 조사한 대한상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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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2006)에서는 가족친화 경영이 기업성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다. 기업이 가족친화 정책을 도입할 경우 근로자의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으며(김효선, 구자숙, 박찬희, 2007) 가족친화 제도는 직무만족뿐

만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유

덕, 2011; 임중경, 고선강, 2010). 또 Gomick et al(1998)와 Stier,

Lewin-Epstein & Braun(2001)은 일반적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발달

하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

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하나로 유연근무제나 대체근무제가 도입되기 시

작하면서 이러한 제도가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연구(권태희, 2010)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인적자원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가정 양립 정책이 직업만족이나 직무성과를 증가시키고, 이직

및 결근율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

업의 규모, 정책의 내용, 근로자의 성별, 기업문화에 따라 그 효과가 달

리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최은적, 2005; 유계숙 외 2008에서

재인용). 또한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가족친화

제도의 시행만으로 근로자의 직업에 대한 태도나 경험이 미치는 효과가

매우 작다는 연구, 탄력근무제가 오히려 근로자 이직 감소에 영향을 미

치지 않으며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일·가정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연구도 있다(Comfort et al, 2003; Allen, 2001; Dalton &

Mesch, 1990: 유계숙 외 2008에서 재인용).

3. 일·가정 양립 정책에 관한 연구

세 번째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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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립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다. 심상용(2009), 김미경(2008),

김정아(2008), 손주영(2008), 류연규(2017), 김민길 외(2016) 등은 현재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들의 한계

점을 발견하여 보다 발전적인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유럽 지역이나 OECD 국가들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분석

한 연구가 있다. 이삼식과 최효진(2010), 홍승아(2010, 2009), 홍승아 외

(2009, 2008)를 비롯한 신윤정(2015) 등은 일·가정 양립 정책을 먼저 시

행한 스웨덴,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 지역이나 OECD 국가들의 일·가

정 양립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비교

한 안현미(2007)는 일본의 개호휴업제도를 분석하였다. 이채정(2008)은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성공적인 전형으로 상정하고 일본과 우리

나라에서 스웨덴식 정책 시행에 실패한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밖에도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한 연구가

있어 흥미롭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기본적인 성

역할을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돌봄 노동의 주체로 여성을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다. 일·가

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젠더 분석의 유형을 여성의 부모권과 노동권의 통

합 문제, 탈가족화 논의, 돌봄 노동의 사회화 등을 다루고 있다. 대표적

연구인 김혜정(2011)에 따르면 여성과 가족에게만 맡겨져 있는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 가족 내 불평등한 성별 분업 구조의 변화, 가족 친화적

혹은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직장 문화의 변화 없이는 일·가정 양립 정책

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 김은지(2003)는 일·가정 양립 정

책이 어린 아동이 있는 기혼 여성의 고용을 실제로 지원해 주었는가를

국가별로 비교하였는데 고학력 여성과 저학력 여성으로 나누어 살펴봄으



- 36 -

로써 젠더관점과 더불어 계층화에 집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실질적으로 고학력 여성들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출에 도

움이 되어 왔고 저학력 여성등은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줌

으로써 노동 공급 측면과 더불어 노동 수요 측면에서도 초점을 맞추어

각종 정책들이 병행 도입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가장 최근의 논의 중

하나는 전윤정(2015)의 연구로 탈상품화·탈가족화 관점에서 한국의 일·

가정 양립정책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그리고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다. 젠더 관점의 정책 논의는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새

롭게 규명하고 정책 이면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여 일·가정 양립

정책이 노동시작 영역과 가정생활을 이어줄 수 있는 성평등한 정책이 되

기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정책 발달과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한 연구도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다. 송다영(2014)은 돌봄의 사회화 정책을 평가

하며 낮은 여성노동시장 참여율과 질 나쁜 보육서비스, 공보육의 미발달

등의 상황에 대해 ‘국가정책의 실패’와 ‘복지국가의 지연’이라는 해석을

하였다. 김수정(2015)은 복지국가의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한국

보육정책의 레짐과 구조가 국가의 개입 증가와 함께 민간의존과 비용중

심의 정책이 함께 공존하는 ‘트릴레마 구조’를 가지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윤홍식(2014)은 보수 정부의 가족정책을 평가하면서 한국

의 가족정책이 이명박 정부 이후 ‘가족화’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이

일어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일·가정 양립 연구는 일·가정 양립의 갈등에 관한 것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일·가정 양립 갈등은 개인 차원, 기업 차원, 국가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일·가정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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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제도가 인적자원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 정책의 내용, 성별, 기업문화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므로 일·가정 양립 제도의 효과를 좀 더 세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현재의 정책 실태를

분석하거나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

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젠더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

보는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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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제 1 절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제도적 유산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한국은 1984년 12월 18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였고, 1985년

1월 7일 조약 제855호로 공포하였다. 이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내

에서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한

국정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법적 그리고 사실상의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적극적 조치의무를 지며 특히 제7조에

서 정치적·공공생활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

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 협약은 여성계에서는 입

법정책요구의 근거가 됨으로써 영향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했고 정

부에 대하여는 입법 정책적 노력이 의무가 됨으로써 여성입법정책의 발

전의 계기가 되었다(김수정, 2012).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기존의 협약들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

다. 첫째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대헌장

으로서, 여성의 지위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협약이다. 이 협약이 담고 있

는 남녀평등의 원리는 유엔 창설 이래 채택된 일련의 인권문서인 유엔헌

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들, 여성차별철폐선언, 그리고 ILO 등 여

러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제문제의 내용을 총 정리하여

제시한 것으로, 세계 여성의 권리와 요구를 총망라한 국제법적 문서로서

비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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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법적구속력과 함께 협약을 이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협약당사국으로서 협약의 목적에

동감하며 평등사회구현을 위하여 사실상 평등 달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

을 아끼지 않고 이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며 조치할

것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셋째, 동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한 법적·행정적

조치들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김수정, 201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이후 한국의 여성정책은 그 초석을 다

지기 시작하였고, 한국정부의 여성정책이 진일보 하게 되었다. 유엔여성

차별철폐협약은 국내법보다 상위법으로 작용하며 국내법의 성차별적 규

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준거의 틀’로서 기능하

며 한국여성의 법적·제도적 지위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2. 여성정책의 형성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법 앞의 평등, 성에 의한 차별의 금

지 및 남녀평등의 참정권을 규정하면서 법적으로 형식적 평등이 이루어

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불평등

한 법과 불평등한 현실이 계속 존재했다.

1960년대에는 정부 중심의 정책수립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은 거의 막

혀있던 시대였으며, 1970년대에는 군부독재로 다양한 사회관계를 수용하

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였다. 1980년대에는 여성운동 차원의 움

직임이 조금씩 본격화된 시기였다. 민주화운동과 함께 여성운동 단체들

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여성문제에 대한 입법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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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운동은 1980년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설치되기 시작한 여성정책담당

기구들에 의해 입법정책으로 발전하며, 1985년 여성정책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후 여성발전에 대한 중점 연구가 지원되는 등 여성에 대한 정책

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1984년 비준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하여 가족법관련규

정 등 협약의 유보조항에 대한 철회와 남녀평등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조

치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용하며 1986년 제6차 5개년계획에 여성개발부

문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비록 지금과 같은 적극적 정책은 아니었으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발전에 필요한 법과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때가 이 시기였다. 이 같은 노력들을 바탕으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며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

는 정책들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김수정, 2012).

이처럼 한국의 여성정책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국내법으로 담아낸

여성정책의 근거법이 생김으로써 다양한 입법조치가 생겨나기 시작하였

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가정 양립정책은 근로기준법, 남녀고

용평등법, 영유아보호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한국 여성정책의 형

성은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제도적 유산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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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의 일·가정 양립정책 형성(1980년대 후

반~2000년대 초반)

1. 제도적 맥락

(1) 정책 이데올로기

① 정치 이데올로기 - 한국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왜곡

정치 이념은 권력 현상과 연결되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으며 집단

정체성 형성과 정치 공동체의 통합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정치적 과제

를 설정 및 수행하기 위한 사상적 기초가 되기도 한다.

한국의 정치 이념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민족주의이다. 이는 일

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저항과 함께 근대성에 대한 내재적 과정들

을 포함하여 발생하였다. 일제의 식민 지배와 냉전의 소용돌이를 거치며

해방 이후 민족주의는 국가적 동원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반체제적 저항운동, 분단극복과 통일 운동 등 모두

민족주의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민족 통합이나

통일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데는 강점을 가질 수 있으나 현대 사회가 당

면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즉 위

계질서를 부정하고 평등한 경제적 복지를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전근대

사회에서 동질성을 추구하는 민족주의는 서로 상반된 관점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축은 자유민주주의이다. 한국의 자

유민주주의는 1930년대 임시정부에 의해 민주공화주의의 이념이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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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천명되며 나타났다. 정치와 제도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해방 이후

헌법을 통해 국가적으로 채택되며 한국의 지배적인 정치이념으로 자리잡

았다.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아래에서 시작 된 대중들의 투쟁으

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이념이 아닌 위로부터 시작된 이념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보수연합 세력에 의해 반공의 이념적 무기로 사용되면서

왜곡되기 시작하였다(유홍림, 2002).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식민지와 분단, 전쟁 등으로 인해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유보시키는 근거가 되었으며, 반공주의

와 경제개발우선주의를 거치며 권력에 대항하는 민주적 저항세력의 이념

적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왜곡과 양면성

을 지닌 채 존재해왔다.

② 젠더 이데올로기 -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1960~70년대 한국의 산업화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산업화의 속도

가 빠른 만큼 여성들의 노동 구조도 급격히 변화하였다. 여성의 경제활

동 참가율은 1963년 37.0%, 1965년 37.2%에서 1970년 39.3%, 1975년

40.4%로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30% 미만이고 대다수는 무급 가족종사자였다.

이 시기 여성들은 노동자로 인식되기 보다는 가사전담자로 인식되었

다. 남성은 부인이 직장을 갖는 것을 반대하는 태도가 지배적이었고 이

는 가정중심적 이데올로기가 견고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에 대한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남

성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여성은 피부양자로서의 역할로써 이분화

되어 여성의 가사노동을 정당화하였다(이혜경, 다케가와 쇼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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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미혼여성들이 산업 노동력으로 투입

되었으나 이들은 여전히 저임금·미숙련 노동자로 인식되어 공식적인 노

동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때문에 이들이 겪는 일·가정 양립 문제는 여

성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실제로 당시 ‘근로기준

법’에는 여성과 연소자 보호조항을 제외하면 가족책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강이수, 2009).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남성 1인 생계부양자-여성 전업주부’라는 근대

적 성별분업에 근거한 젠더보상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이다. 그런데 1990년대, 이러한 젠더보상체계에 균열이 생

기기 시작했다. 대졸 여성 증가, 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운동 진전, 다양

한 차별금지 법제 마련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

들에게도 공적 노동 참여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배은경, 2009).

(2) 정치적 제도

① 정부 형태 -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민주정치의 정부형태는 정치권력구조에 따라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

제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공화관계인가 상

호독립관계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

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을

구조화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장옥주, 2010).

한국의 정부형태는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부권력의 형

태인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정책의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원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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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음을 뜻한다.

제1공화국 헌법에서 한국의 정부 형태는 잠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의회제 정부 형태를 띄었으나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을 거치며 대통령 중

심제가 되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헌법은 고전적 내각책

임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제3공화국의 대통령

중심제로 정부형태는 곧 바뀌게 되었다.

1961년부터 1988년까지 27년동안 군부 출신의 정권을 거치며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었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였으나 국무총리제와 같

은 내각책임제적 요소와 국가 긴급권과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순수한 대통령제로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제4공

화국은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로 보는 관점도 있다(김오진, 2012).

1980년 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제를 표방하였으나 제도적으로나 운영적

측면으로는 대통령 중심 분권형 대통령제의 요소를 띄었다. 이 시기에는

내각책임제적 요소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제를 뒀고 국회에

해임 의결권을 부여하였으며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과 정부의 법률안 제

출권이 인정되었다. 이는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본래 기능보다는 대통령

의 권력 강화에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9차 개정 헌법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이 선출된 시점을 민주 헌정 부활

의 시작으로 보며 탄생한 제6공화국은 대통령제를 토대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며 보다 미국형 대통령제에 접근하였

다. 그러나 제6공화국 헌법의 정부형태에는 여전히 대통령제 요소, 내각

책임제 요소, 분권형 대통령제 요소가 혼합되어 있었다(김오진, 2012).

이렇듯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로 특징지어온 한국의 정치 권력사에서 정

치분야는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정치풍토 속에서 대통령

이 여성을 정부 내에 입각시키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남성우월주의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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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찬 정부 권력 구조 하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기는

힘들 것이다.

② 정당 제도 - 전근대적·후진적 다당제

정당은 민주정치의 핵심적인 주체이며 후보추천과 그의 당선을 돕는

것이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남녀의 정치적 평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

당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것도 바로 정당이다.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당이 결성된 것은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이다. 최초의 조선국민당 창당 이후 수십개의 정당이 난립하였고 여성들

도 대한여자국민당을 결성하여 한 명을 당선시킨 바 있다. 그러나 여성

정치지도자의 활동이 개개인의 능력과 배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여

성의 정치의식 고양으로 확대되지 못한 바 있다.

정당이란 그 기본 목적이 정권획득 이외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연계에

있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치엘리트를 육성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한국의 정당들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지역

정당의 성격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즉 겉으로는 대중정당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수의 당 간부에 의해 결정되는 전근대적, 후진

적 정당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정당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등이 구분되어 있어 형식적

으로는 다원적 형태를 보이나 실제 운영은 중앙당에 권한이 집중되어 지

구당 조직은 실제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

다(박지영, 2001).



- 46 -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구조는 이념에 기반을 둔 진보정당의 출현을

막고있어, 정책대결의 입지를 더욱 줄이고 있으며 여당과 야당들이 모두

중도보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한국의 정당은 이념적인 차별화 정

도가 낮아 선거시 정당 공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지역 출

신 등에 따라 투표 행태가 벌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공천권도 수뇌부가

독점하고 있으며 대부분 당직자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후보가 공천을

받아 정치권에 들어가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③ 선거 제도 - 소선거구제

선거 제도의 유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

다. 보편적으로 소선거구제보다 대선거구제, 다수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

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5대 까지 소선거구 다수득표제를 채택하여 오다가,

6대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여당의 다수석 확보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1971년 3선 개헌 이후 동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에서 근

소한 차이로 이긴 박정희 정권은 그 다음해 실시한 9대와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에서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간선으로 임명하

는 유정회를 만들었다. 11대와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중선거구 비례

대표제로 바꾸었다가 13대부터 다시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전환하고 비례

대표제 의석수를 점차 줄여갔다.

위와 같이 한국의 선거제도는 정권획득이나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

해 수차례 바뀌었으나 여성에게 유리한 비례대표제, 할당제 및 중·대선

거구제 채택은 찾아볼 수 없었다(박지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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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의 선거 제도는 선거제도상의 보이지 않는 제약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배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고, 이러한 원인으로 여성의 정

치적 대표성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3) 경제적 제도

① 산업화 과정 - 정치적 민주화가 동반되지 않는 급격한 산

업화

산업화 이전까지는 가정 밖의 경제활동은 주로 남성들의 영역으로 여

겨졌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 팽창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사회

적 장치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주변부로 편입하게 되면서 국

제적인 분업체계에 종속되어 버렸다. 이후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섰고

‘선 경제성장 후 분배’라는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는 한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나 여성의 순종과 희생정신의 강조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구조에서 저임금이 가능한 여성노동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수출 지향적 산업화 정책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을 통한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을 육성시키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남성 중심

적인 산업이었으며 여성은 비공식성, 주변성,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특징

지어져 결국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분리가 더욱 뚜렷해지는 결과를 낳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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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인선, 2012).

요약하면 한국의 경우 국가 위주로 초기 산업화 과정을 겪었고 산업화

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80년대 말까지 권위주의적 독재권력이 정치력을

행사하고 산업화에 영향을 끼쳐 정치적 민주화가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

서 경제성장 제일주의 위주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로

전락하여 가사와 경제라는 이중의 부담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오히려 약

화되었다.

2. 휴가 정책

(1) 출산휴가제도

한국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를 통해

유급출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사용자를 벌하는 벌

칙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출산을 이유로 하는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

산 유가 중이나 그 후 30일간은 해당 여성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명

문화하였다(김유진, 2006).

한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60일간의 출산휴가를 도입하였고,

1961년 12월 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60일 중 30일을 산후강제휴가로 규

정하였다.

이후 2001년 11월 모성모호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

법)의 도립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모성보호의 사회적 분담이라는 전기를

맞아 출산전후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출산 이후 휴가기간을 30일

에서 45일로 연장하였다(전윤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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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급여는 60일간은 기업에서 100%를 보장하

고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며 급여의 상한액을 135만원으로 두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개인과 기업의 책임으로 국한되었던 모성보호 문제가

사회적 책임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출산전후휴가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출산한 여성 노동자수 대

비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한 여성 노동자 수는 2002년 38.8%, 2003년에는

48.3%를 나타냈다. 하지만 한국의 출산휴가제도는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을 현재까지 약 50여년 동안 유지하고 있고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비공식 부분에서 일하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여성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유산·사산휴가, 유급태아검진휴가 등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정인선, 2012).

(2)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

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육아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제도이

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시 처음으로 도입된 육아휴직은 어린자녀

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에게 일정한 휴직을 부여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여성근로자에 한해 1년 이내의 무급 휴가를 부여하

였다. 이는 여성이 일차적 양육 책임자라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가 반

영된 것으로 남녀평등 이념이 철저하지 못하고 이를 담당할 감독기관이

미비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실질적 고용평등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의 1차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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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별의 정의 규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신설하고 채용이나 임

금에서의 성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다. 또한 육아휴직기

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고 육아휴직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25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육아

휴직제도를 현실화하였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여성에 한정하여 양육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여성

고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5년 2차 개정안에서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던 육아휴직 대상을 배우자인 근로자까지 확대시키면

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양육 책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불리한 처우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9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은

조사대상 1,732개소 중 2.3%인 40개소에 불과하였다(고용노동부, 2010).

2001년 모성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던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법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과 남녀고용평

등 실현의 목적을 명시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첫째, 육아휴직 기간 중의 소득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조치가 시행됨으로써 법적으로는 성평등

한 육아휴직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무급이던 육아휴직은 월 20만원

정액급여로 바뀌었고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 20만원을 고용보험에

서 지급하게 되었다.

둘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고 휴직 종료

후 복직을 보장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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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하여 영세사업장

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남성 근로자들은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월 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또한 맞벌이의 경우 1년

의 범위 안에서 남녀가 교대로 또는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정

인선, 2012).

하지만 육아휴직의 실제 사용율을 보면 2003년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

성은 6,712명으로 출산 여성 노동자 수의 10.1%를 차지하였으며 산전후

휴가 이용자의 약 21% 정도에 불과하였다. 특히 육아휴직 신청자 중 남

성은 104명에 그쳤다.

<표 3-1> 한국 육아휴직 이용 실태

구분 2002년 2003년

출산한 여성노동자 수 58,442명 66,422명

산전후휴가 이용자 수 22,711명 32,133명

여성 육아휴직 이용자 수 3,685명 6,712명

출산 여성노동자 수 대비 이용률 6.3% 10.1%

산전후휴가 이용자 수 대비 이용률 16.2% 20.9%

육아휴직 신청자 중 남성 노동자 수 78명(2%) 104명(1.5%)

자료 : 안현미, 2010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작성

이것은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제도가 잘 정비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방안

으로 기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아직은 이로 인한

일·가정 양립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 52 -

3. 보육 정책

근대 이후 한국에서 최초로 보육이 출연한 것은 1921년 서울 태화기독

교사회복지관에서 탁아 프로그램부터이다. 이후 1960년까지는 전쟁 전후

로 뚜렷한 보육 방침이 없었고 1952년 외국인 원조에 의해 요보호 아동

수용 시설인 ‘후생시설 운영요령’이 만들어졌다(김성이, 2002). 보육 관련

규정을 담은 최초의 법은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이었다. 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 아동’을 수용,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마

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78년 탁아시설

운영 개선방안이 마련되며 저소득층 아동 외에 보육료를 낸 중산층 아동

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 복지의 대상이 보편화 되면서 1981년 4

월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보호 대상의 범위를 전

체 아동으로 확대했다. 1982년에는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을 뒷받침하는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동시에 새마을유아원 사업 등 보육 업무

가 보건사회부에서 가장 행정력이 뛰어난 내무부로 이관됐다. 또한 새마

을유아원을 지원하는 법의 명칭이 ‘유아교육’진흥법이란 것에서 나타나듯

보육에 사회복지 차원의 ‘보호’ 외에 ‘교육’의 기능도 명시되었다. 그러나

새마을유아원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운영 시간이 4시까지이며 1년에

두 차례 방학을 하는 등 한계가 존재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부처가 보건사회부로 이관되었고 1989년 보건사회부

는 ‘탁아시설 설치 운영’ 조항을 부활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정부

에서 민간 시설에 대한 규제 의지가 크게 부각되자 시민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별도 보육 입법 마련에 대한 입법 운동이 가시화된다. 이후



- 53 -

1991년 독립적인 보육 입법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며 단순 ‘탁아’

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기능이 확대되었다. 보육사업은

보건사회부로 일원화되었고 3개년 계획으로 양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

러나 비용 부담에 있어서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저

소득층의 경우만 정부가 책임을 지는 소극적 개입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강현구, 2014).

보육재정은 2000년 3,056억원에서 2003년 6,551억원으로 약 2배가 증가

하였고 그 결과 1990년 1,919개소에 불과하던 보육시설은 2000년 12월

총 19,276개소로 약 10배 확충되었으며, 2003년에는 24,142개소로 늘었다.

<표 3-2> 한국 보육시설 현황

(단위 : 수)

구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계

1990 360 미분류 39 미분류 1,500 20 1,919
1995 1,029 928 3,197 미분류 3,844 87 9,085
2000 1,295 2,010 9,294 미분류 6,473 204 19,276
2003 1,329 1,632 12,012 미분류 8,933 236 24,142

자료 :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에서 재구성.

그러나 2003년 기준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의 5.5%에 불과하여

사설 보육시설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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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국의 일·가정 양립정책 변화(2000년대 초

반~현재)

1. 제도적 맥락

(1) 정책 이데올로기

① 정치 이데올로기 – 복지이념의 등장

한국 사회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복지이념이 두드러지게 성장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 공정

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분배,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기본 축으로

설계된 생산적 복지를 체계화 하였다. 이는 소극적 복지가 아니라 적극

적인 복지로써 뒤를 이은 참여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추구한 생산적 복

지를 계승·발전시켜 참여복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참여복지는 경제성장

과 분배정의의 균형, 상대적 빈곤 완화,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 서

비스 제공,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을 정책 목표로 하였다. 참여복지는 집

권 후기에는 사회투자를 지향하였는데 이는 사회구성원의 노동시장 참여

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본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말한다(백두주, 2011).

② 젠더 이데올로기 – 일 지향 가치관의 확산

2005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1%로 진입한 이래 2017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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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전히 50%대에 머물며 M자형 곡선을 이루고 있다. 이는 여전히 남

성은 생계 책임자이며 여성은 보조적인 부양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여성은 여전히 가족을 돌보는 돌봄 노동의 책임자로 머물

러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종사상 지위별 여성취업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8년

30%이던 상용 근로자의 비율은 2017년 45.7%로 상승하였으나 취업 여

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연기하고 있어 출산

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가치관이 가족지향

에서 일 지향적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여전히 여성이 가

사 돌봄 노동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

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국 여성들의 고학력화와 일 지향 가치관으로의 변화에 비해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있

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출산율이 저하되는 구조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변화하는 경제구조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야 하

는지에 대한 젠더적 차원의 접근을 간과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

와 저출산 위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정치적 제도

① 정부 형태 – 권위주의적 대통령제의 탈피를 위한 참여 정

부의 정치 개혁 노력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고착화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좌-우 대

립의 구조가 지배적인 형태를 띄는 가운데 지역 갈등과 인물 위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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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한국 정치의 지배적인 갈등 구조를 형성

했다. 이후 1997년 김대중 정부 시기는 IMF의 여파로 정치적인 변화를

꾀하기 어려웠고 참여 정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권위주의적 체제를 탈

피하기 위해 국민 참여를 독려는 탈지역주의와 이념 공간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 같은 과정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영남 출신 노무현은

스스로 탈 지역주의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고, 정치노선을 같이하는 열

린우리당 역시 17대 총선에서 민주화 이후 특정 지역의 지지기반 없이

선거를 치른 첫 정당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참여 정부의 개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좌-우 이념의 양극화

의 구조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한우석, 2010). 오히려 정부 차

원의 지원으로 시민단체의 규모와 영향력은 증가되었으나 그 안에서도

좌-우 이념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궁극적으

로 이전보다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하고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이들의 민주적 참여의 증가는 간접민주적인 제도권을 보완하기보다는 대

체하는 기능으로 확산되며 기본에 고착화된 극단적 좌-우 양극화의 갈

등 구도를 완화시키거나 극복시키지 못하였다.

② 정당 제도 – 민주적 정당 제도로의 개혁

2000년대 중반 들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정치 세대가 유입되

기 시작하였다. 2004년 3월에는 정당법이 일부 개정되며 부분적이지만

획기적인 내용들이 법적으로 신설되기도 하였는데 개정정당법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정당구조를 실현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당 조직

을 경량화 하였으며 이는 재정적 부담을 축소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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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정당의 가입과 탈퇴에 전자 문서를 이용하

였으며 여성의 정치참여와 국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례대표 국

회의원 중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내경선제를

도입하여 당내 민주화를 추진하였으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가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경우 당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

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정인선, 2012).

③ 선거 제도 –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 유지, 여성 할당제의

도입

한국의 정당 제도와 선거 제도에서 여성의 정치 세력화와 관련한 변화

는 정당법과 선거법에 여성 할당제가 도입된 것이다. 여성 할당제가 도

입된 원인으로는 유엔의 여성 할당제 도입 압력과 국내 여성 정치 세력

의 운동이 주요하다. 이를 배경으로 2000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

보에 여성을 30% 이상 할당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당법에 추가하였으나

실제 공천에는 할당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

200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을 50% 할당해야한

다는 2차 여성 할당제가 제정되었고 2004년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30%,

비례대표 50%의 여성 할당 비율을 정당법에 삽입하였다. 그 결과 여성

의원 비율은 1998년 2.3%에서 2016년 17%로 20년 사이에 7배가 증가하

였다(선거관리위원회, 2017).

여성 위원의 비율은 본 연구의 비교 대상국가인 일본의 경우 2018년

158위, 한국은 116위4)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들과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가 정

4) 국제의원연맹(IPU 홈페이지 : www.ipu.org/wmn-e/world-ar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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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법에 규정되었음에도 이를 강제할 수단의 유무에 따른 것으로, 한국과

일본은 ‘권고조항’, ‘자발적 실시 조항’으로 머물러 있다. 덧붙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로의 선

거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3) 경제적 제도

① 산업화 과정–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등장과 유연적

발전국가로의 전환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개발국가 패러다임에서 신자유주의 패

러다임으로 이동하였다(김은미, 2012). 신자유주의는 자원배분 매커니즘

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국가는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심판관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최소 국가론을 주장

한다. 또한 모든 경제관계에서 자유화와 경쟁원리를 강조한다. 따라서 공

공부문 축소와 민영화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운영원리에 있어서도 시장

화에 대해 강조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소득 재분배보다는 자본축

적을 강조하는 조세정책,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규제완화, 근

로의욕을 저해하는 복지지출의 축소 등을 주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다

(하연섭, 2006).

하연섭(2006)은 신자유주의는 한국이 발전국가로부터 벗어나는 이데올

로기적 수단으로서만 작용하고 새로운 질서와 제도를 만들어 내지는 못

했다고 평가한다. 신자유주의 제도화의 실패는 규제완화와 탈규제만을

강조하였을 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규제 혹은 재규제를 제도화하

지는 못하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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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승국(2006)은 IMF 이후 국가의 역할이 기존과 달리 소유권

을 보장하고 보건, 교육과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로 전환됨으로써

유연적 발전국가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즉 한국은 IMF를 극복하며 신

자유주의를 채택하면서도 과거 통치이념인 개발주의적 제도적 틀에서 쉽

게 벗어나지 못한채, 시장적응된 유연적 발전국가의 형태로 변화한 것이

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제도화 단계에 이른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그러나 IMF 이후 한국의 지배적인 이념은 발전·개발보다 세

계화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과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및 금융 개혁 등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이 등장한 것만은 주지할만한

사실이다.

2. 휴가 정책

(1) 출산휴가제도

2001년 모성보호 3법의 개정을 통해 출산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었다. 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90일간의 출산휴가제도 중 60일을 유

급으로 변경되었으며, 육아휴직제도도 무급에서 유급제도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의 2/3는 사업주에게 그 부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정부는 2005년 법 개정

을 실시하였다.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산전후휴가에 유

산·사산 휴가를 도입하였다.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지는데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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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21주 이내이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를 지급한다. 급여 면에서는 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수준으로

지급한다.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산전후휴가 벌칙규정과 같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전후휴가의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2005년 5월 고용보험법 개정

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 지급을 차등 적용하였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건설업의 경우 3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한 통상

임금 수준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대기업에서는 90일 중 60일을 초

과하는 기간(30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지원한다.

산전후휴가의 상한액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급상한액이 기

존 135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확대대어 90일간 총 48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전후휴

가를 정리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휴가 전과 동

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하도록 근로기준

법에 명시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산전후휴가제도는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산·사산

휴가를 범주 안에 삽입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

되어 산전후휴가 이용자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

전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임금 근로자

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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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성휴가제도

2008년부터는 출산, 양육에 부모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부성휴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청

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출산일 30일 안에 휴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3) 육아휴직

한국의 육아휴직은 현재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맞벌이 부부는 교대

로 이용할 수 있고 동일한 자녀에 한해서는 2년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무급 육아휴직에서 유급으로의 전환은 더 많은 여성 근로자를 고

용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 시기 남성배우자 근로자도 육

아휴직을 이용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자녀양육과 직장일을 양립하기 위한

남녀 성평등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육아휴직이 현행 제도로 가능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 남

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생후 1년 미만에

서 생후 3년 미만으로 확대하여 부모 각각 1년씩 유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한쪽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과 낮은 급여수준으로 남성들이 거의 신청하지

않았다.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률’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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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되었고 2010년 2월에는 동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만6세 이

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되었고 입양자녀도 이에

포함되었다. 휴직기간은 30일 이상 1년 이내이며 공무원은 3년까지 가능

하다. 또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어 사용의 편리성과 유용성이

증가하였다. 2014년 1월에는 동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현행

과 같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

되었다.

유급의 육아휴직 급여는 1987년에는 무급이었던 것이 2001년 월 20만

원 정액 급여로 바뀌었다. 이후 2005년 월 40만원으로 급여가 인상되고

2007년에 월 50만원으로 상향되며 2011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지급하고,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단, 육아휴직 급

여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제공

된다. 2017년부터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

의 80(상한액 150만원, 하안액 월7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

부터 육아휴직 종료시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100만원, 하안

액 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단, 육아휴직급여

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육아휴직급여의 특례로 ‘아빠의 달’이 신설되었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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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내용
육아휴직

남성참여

무

급

1988
- 여성근로자 대상(생후 1년 미만의 자녀)

- 휴직기간은 출산전후 1년 이내
-

1989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킴 -

1995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가능

(배우자는 아내를 대신해서만 신청 가능)

- 생후 1년 경과하면 휴직 불가

가능

2001

- 남녀불문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

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 육아휴직기간은 해고 불가능

-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동일업무, 동일임금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육아휴직 급여지급 근거 규정 신설

가능

유

급

2001 - 육아휴직 급여액 월 20만원 가능

2002 - 육아휴직 급여액 월 30만원 가능

달’제도 이용 시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 월 20만원,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월

20~30만원을 지원하며 육아휴직시에는 직장가입 건강보험료도 60% 감면

해준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를 하여서는 안되며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에는 직전 업무와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

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 그러나 육아휴직 역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나 실업자, 자영업자, 비

정규직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

다.

<표 3-3> 한국 육아휴직제도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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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육아휴직 급여액 월 40만원 가능

2007

- 육아휴직 급여액 월 50만원

- 무급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3일 무

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명칭 수정

아버지휴가

2011

- 육아휴직 급여액 : 통상 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

아버지휴가

2017

- 육아휴직 급여액 :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의 100분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안액

월70만원), 4개월째부터 종료시까지 통상

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100만원, 하안

액 50만원)

- 아빠의 달 신설 :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아버지휴가

아빠의 달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2013).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효과 강화

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재설계 방안 연구, pp17-18. 필자 재구성

이 밖에도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가 신설되기 시작하

였는데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 지원금’5)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사업주

가 임신 중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

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1년 이상의 고용

기간을 연장한 경우 여성근로자 1인당 매월 40만원씩을 지급받고, 기간

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여성근로자 1인당 처음 6개월은

매월 30만원, 다음 6개월은 매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받게 된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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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도별 육아휴직자 현황

육아휴직의 실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이후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제도 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은 2003년 1.98%에서 2017년 13.4%로 약 7배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육아휴직 신청 대상과 금액을 점차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여진다. 물론 아직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자수에 비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미진한 상태이며 대다수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제도에서 배제된

다는 한계가 존대한다.

3. 보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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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어린이집수

국공립

보육시설
2,489 2,629 2,859 3,157

사회복지

법인
1,420 1,414 1,402 1,392

법인

단체
852 834 804 771

민간

보육시설
14,822 14,626 14,316 14,045

가정

보육시설
23,318 22,074 20,598 19,656

부모협동

보육시설
149 155 157 164

직장

보육시설
692 785 948 1,053

계 43,742 42,517 41,084 40,238

(1) 보육서비스

한국의 사회적 돌봄 정책은 보육시설 중심의 정책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계기로 지난 20여년 간 보육서비스가 끊임

없이 확대 공급되어 왔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보육서비스는 질적 수준 향상과 다양

화,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 보육관련 제도의

체계적 재정립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었다. 구체적으로 보육과정 제정,

생활기록부 작성 의무화, 평가인증제 실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보육교

사 자격제도 등이 새로 추가되었다.

<표 3-4> 보육시설 이용현황(2017년 12월 기준)

(단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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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
0.65 -2.80 -3.40 -2.10

보육아동수

국공립

보육시설
159,241 165,743 175,929 186,916

사회복지

법인
104,552 99,715 99,113 96,794

법인

단체
49,175 46,858 45,374 43,404

민간

보육시설
775,414 747,598 745,663 738,559

가정

보육시설
365,250 344,007 328,594 321,608

부모협동

보육시설
3,774 4,127 4,240 4,508

직장

보육시설
39,265 44,765 52,302 58,454

계 1,496,671 1,452,813 1,451,215 1,450,243

(전년대비

,%)
0.65 -2.93 -0.10 -0.10

자료 :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에서 재구성

<표3-4>를 보면 전체 보육시설 수는 2017년 말 기준 40,238개소로

2016년 대비 2.1% 감소하였다. 어린이집 수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

하는 비율은 7.8%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83.7%임에 반해 여전히 제

공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었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

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직장어린

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어

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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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

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와 시행령 24

조에 근거하여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차량운영비 등 운영 경비 또는 지

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장애아 보육 등 취

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수요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직장보육 시설의 설치율은 낮다. 또 관련법에 직장 보육시

설 설치 및 사업주의 비용 보조에 관한 벌칙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한계로

작용한다.

그동안 한국의 보육 정책은 주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발전되어왔

다. 하지만 향후 일하는 부모들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취학아동

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보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

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이

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방과후 아카데

미, 방과후 보육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약 15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홍승아 외, 2010).

이 밖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이 직장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이라는 보육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방과 후부터 부모의 귀가

시까지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며 방과후 보육교실과 종일 돌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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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결합한 개념이다. 2004년에 도입된 초등 돌봄교실 중 종일돌봄교실

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

록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06:30~22:00)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식과 석식도 제공하고 있다. 초등돌봄 교실 제도는 맞벌이 가구를 위

한 실효성 있는 돌봄 서비스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제도이지만 수요에 비

해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실정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 운영

이 필요하다.

(2)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및 보육·교육비 지원

한국에서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다.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목적은 빈곤 계층의 아동을 지원하고

아동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는 것이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에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을 명문화하였지만 막대한 비용문제에 부딪치면서 보편주의적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안현미, 2010).

결국 보편적 아동수당이 아닌 저소득층 대상의 선별적 양육수당 도입

으로 절충되며 한국의 양육수당은 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의 형

평성이라는 논리 하에 2009년에 도입되게 되었다. 2009년 5월부터는 보

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양육수당 대상가구의 기준소득은 월 소득인정액

159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이고, 만 0~1세 아동을 우선 지원하였다.

이후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장하여 차상위 계층 중 보육시설을 이

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가구에 월 1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하였고 차츰

지급액을 늘려 나갔다. 2018년 현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70 -

의2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양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육수당 대상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만 5세

이하) 아동이다.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영아종

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이라면 양육수당을 받

을 수 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하나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뉜다. 종일제가

아닌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보육료나 유아 학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지원 국립학교로 인

가받아 유치원과 같은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지원받는

아동도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기한은 신청일을 기준으

로 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는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

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경우 15만원, 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의

경우 10만원이 지원된다.

양육수당 이외에 2018년 9월부터 한국의 아동수당이 도입되었다. 이는

인구감소 방지와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정책제도로써 만 0~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인당 100,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선진국의 아동수당은 보편적 수당인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부모의 재

산 소득분에 대한 준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의 건전한 양육과 자질의 향상, 아동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사회의 유

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도의 경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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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

아부터 지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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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

제 1 절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제도적 유산

1. 여성정책의 형성 - 남성우위 보수적 문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GHQ(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의 주도

하에 법과 제도면의 민주적 개혁이 단기간에 단행됨으로써 제도적으로

양성평등이 보장되고 여성의 법적 지위가 극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

는 이념적 개혁에 불과했고 정책결정자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의 지도

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크게 괴리

되어 있었다. 양성평등관을 기초로 하는 여성정책은 성숙한 시민적 의식

과 민주적 사고 위에 비로소 가능하고 실질적 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남성우위의 보수적인 정치문화가 뿌리 깊고 시민적 권리의식이

희박한 일본에서 외압에 의한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은 이념적이고 형식적

인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1952년, 독립을 회복한 후에도 양성평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개별 법률은 정비되지 않았다. 다만 1960

년대에 들어 모자가정을 위한 ‘모자복지법’과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고

1970년대 초에는 여성근로자보호를 위한 ‘가내노동법’과 ‘근로여성복지법’

등의 법률이 마련되었으나 이는 근로조건의 양성평등을 위한 법이 아니

라 ‘가정과 일’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여성근로자 보호법에 불과했고,

오히려 196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이라는 남녀의 전통적 역할분담이 강조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실

질적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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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의 여성정책은 남성우위의 보수적 정치문화 하에서 여성정

책의 근거법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가

정 양립정책은 근로여성복지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일본의 여성

정책의 형성은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제도적 유산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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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본의 일·가정 양립정책 형성(1990년대~2000

년대 초반)

1. 제도적 맥락

(1) 정책 이데올로기

① 정치 이데올로기 - 민족주의

정치 이념은 권력 현상과 연결되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으며 집단

정체성 형성과 정치 공동체의 통합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정치적 과제

를 설정 및 수행하기 위한 사상적 기초가 되기도 한다.

일본의 민족주의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메이지 유신 시기부터 지속

되어 왔으며 일본이 근대화 되는 과정에 일본인들의 핵심적인 가치관이

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이다. 구견서(2004)는 일본 민족주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특징과 활동내용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본 민족주의를 보면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세 분야에서 일

본 민족의 지배⋅자립⋅독립⋅성장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치 민족

주의는 천황체제의 구축과 강화, 군사체제의 구축과 강화, 식민지 지배의

확대, 지배구조 강화 등을 추구 하면서 군국주의와 연결되어 각종 전쟁

으로 연결되었다. 경제 민족주의는 일본 근대화를 위해 권업정책, 식민지

경제침탈, 다국적 기업 확대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 민족주의는 국

민통합과 국가전쟁의 정당성과 수행을 위한 정신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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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견서(1998)는 전후 일본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후 일본사회가 추구하는 총체적 대국 관리체제는 정

치⋅경제⋅문화대국으로성장시켜 대국 일본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여기

서 정치⋅경제⋅문화 민족주의는 일본의 대국화를 위해 협조적 관계에

있었으며 각 영역의 위기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기능적

인 면이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민족주의 이념은 식민지와 분단, 전쟁 등으로 인해 개

인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유보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② 젠더 이데올로기 -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일본식 젠더 이데올로기는 도쿠가와 막부의 붕괴를 가져온 서구열강의

외압에 직면하면서 탄생한다. 서양문화에 대한 쇼크는 곧 ‘젠더쇼크’였다.

서양의 남녀 동권적 젠더관과 도입은 일본 남성 지도자들의 공포심을 자

극한 것이었다. 이에 그들이 취한 조처는 여성의 교육을 ‘자녀를 생산하

기 위한 것’에 한정한다. 서양의 좋은 점인 일부일처제 가정의 저력과 여

성의 가정에서의 성별분업은 취하나 여성의 능력이 공적 무대로 확장되

는 것에는 부정적이었다. 모리 아리노리에 의해 지배층이 민중에게 그러

하듯이 시혜적 젠더관, 남녀관계의 근대화가 마련되며 부부동권론, 여성

교육론, 성욕론, 결혼 교육 섹슈얼리티 등의 개념들이 확장된다. 그러나

모리의 이야기는 남녀/부부의 동등이 ‘동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

같은 ‘남성주도형 여성론’은 결국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다(정미

숙, 2009).

때문에 이들이 겪는 일·가정 양립 문제는 여성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실제로 당시 ‘근로복지법’에는 가족책임을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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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2) 정치적 제도

① 정부 형태 - 의원내각제

일본에 내각제가 처음 채택된 것은 메이지시대인 1885년이다. 현재의

내각제도는 1947년 현행 〈일본국헌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각은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국회는 내

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 즉, 수상(首相)의 지명권과 내각불신임권을 갖

지 못했으나, 현행 내각은 행정의 최고기관으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행정권은 수상과 내각에만 부여되었고 천황은 행정

에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한 채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존재로 남았다. 수

상은 각 성(省)의 국무대신에 대한 임면권(任免權)을 가지고 있다. 그리

고 내각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

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수상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일반적으로 국회 내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를 구성하는 중의원(衆議院)과

참의원(参議院)은 각각 수상을 선출할 수 있으나, 만약 양원(兩院)에서

선출한 수상 후보가 다를 경우에는 중의원에서 선출된 후보가 수상이 되

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선출된 수상은 천황에 의해 정식으로 임명된다. 수상은 내

각을 대표하고 국회에 예산안 등의 의안을 제출하며, 중의원 해산권, 헌

법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정령(政令)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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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권한은 강력하지만 주요 정책 결정은 집권당 내에서의 협의나 국

회 내 정당간의 협의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1955년 이후 1993년까지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약칭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던 당시 수상이 된 자민당 총재는 정당 내 파벌 간의 세력 구도에

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수상은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

어서 소속 정당 내 파벌 구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93년 이후

연립정권 시대의 수상은 정당 간의 역학 관계에 따라 지명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수상제도 아래에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되었다.

② 정당 제도 - 보수주의의 세력화

정당은 민주정치의 핵심적인 주체이며 후보추천과 그의 당선을 돕는

것이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남녀의 정치적 평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

당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것도 바로 정당이다.

일본은 1955년부터 보수세력의 자민당과 진보세력 사회당의 양당체제

를 구축한 이래 1993년까지 소위 ‘55년체제’를 유지해왔다. 자민당을 중

심으로하는 거대 보수그룹이 1993년까지 세력을 유지해 오면서 적어도

사회당과 일본공산당을 주축으로 하는 진보그룹보다 2-3배 이상의 지지

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2:1 (혹은3:1)의 구도는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영향으로 더욱더 세력차가 심해져 사회주의의

진보성향이 서서히 퇴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국내의 환경변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당의 해체 및 이념적 힘의 균형 해소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자민당의 극단적 민족주의와 사회당의 사회주의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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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화되어 실용주의적 평화주의라는 이념적 균형을 만들어 냈다. 그리

고 이것이 전후 일본의 보수화 일변도를 견제하고 실리주의적 보수의 큰

흐름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③ 선거 제도 -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선거 제도의 유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

다. 보편적으로 소선거구제보다 대선거구제, 다수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

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일본의 선거제도는 중의원 480명 가운데 300명은 소선거구제로, 180명

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이처럼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립적으

로 사용하는 선거제도를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라고 한다. 일본의 소선

거구비례대표병립제는 1994년 공직선거법에 의해 결정되었고, 1996년 41

회 중의원 선거부터 실시되고 있다. 일본 중의원 선거의 특징은 한 후보

가 소선거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양쪽에 중복입후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

1994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소선거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비율을

3대 2로 정하고 각각 300명과 200명을 선출하였다. 이후 2000년 제42회

중의원선거부터는 소선거구의원의 비율을 높여 5대 3으로 조정, 소선거

구의원 300명과 비례대표의원 180명을 선출하고 있다. 소선거구의원 비

율을 높이는 이유는 정당중심, 정책본위의 정치를 강화하려는 이유에서

이다(경제희, 2011).

그러나 일본의 선거 제도는 선거제도상의 보이지 않는 제약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배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고, 이러한 원인으로 여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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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대표성은 낮을 수 밖에 없었다.

(3) 경제적 제도

① 산업화 과정 - 전후 급격한 산업화

일본의 경우 산업화 이전까지 줄곧 가정 밖의 경제활동은 주로 남성들

의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청일전쟁 이후 산업자본 형성기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도입에 따라

경영자는 영리추구를 위해 노동시간 연장 및 노동강화를 시도했다. 또한

러일전쟁 및 세계 1차대전 이후 공업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동력의 수

요가 급증하였고 근로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조건 하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특히 당시 근로자의 노동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면 여성 노동자의 경우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6.0%에 불과했다. 이는

공장내 업무가 한가해 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빈번한 노동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이주희, 2013).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시절부터 내재되어 온 남성 중심의 부양모델

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었고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에 영향을 끼쳐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경제성장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로 전락하여 가사와 경

제라는 이중의 부담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되었다.

2. 휴가 정책

(1)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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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

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육아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제도이

다. 일본의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 개호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하

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이하 육아휴직법으로 약칭), 출산휴가제

도는 노동기준법 65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법은 2017년 개

정이 가장 최근이다.

1972년 제정된 일본 육아휴직은 1995년 ‘육아·개호휴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는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이를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시행 된 것이다. 2010년 들어서면서는 일정규모 이하 기업도

육아휴직을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법 적용은 종업원 101인

이상의 기업에게 적용되었고 2012년 7월 1일부터는 100인 이하의 기업에

도 확대 적용되었다. 이외에도 ‘엄마, 아빠 육아 플러스’가 도입되어 부모

모두 육아휴업을 취득하는 경우 휴업취득 가능한 기간이 종래 ‘자녀가 1

세가 되는 때’에서 2개월 연장된 ‘1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또한

출한후 8주 이내 아버지 육아휴업취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 8주

이내에 육아휴직을 취득하는 경우 다시 육아휴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

다. 당시 기대되었던 것은 2002년부터 5년간 가족의 개호나 간호 때문에

약 30만 명이 이직 또는 전직 하는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었으나 여전히

‘돌봄’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였다(오미희, 2018).

육아휴직제도는 언뜻 가시적으로 보면 이용율이 높은 듯 보여졌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능력의 감소, 승진상의 불이익, 가계소득 감소 등

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脇坂　明, 2002).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

유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남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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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외에 배우자나 친족 등이 육아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3%로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회사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5.3%로 높았다. 여성의 경우는 회사의 환경적 이유

가 가장 높았고, 가계 소득이 32.5%였다.

<표 4-1> 성별 간 육아휴직제도 미사용 이유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자신 이외에 육아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46.3 57.3 12.5

일이 바쁘고 많기 때문에 40.9 42.7 35.0

가계 소득의 문제 29.9 29.0 32.5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분위기 16.5 15.3 20.0

일하는 보람 때문 12.8 14.5 7.5

직장과 일의 대응능력이 떨어질까봐 12.8 8.9 25.0

출세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5.5 7.3 0

배우자 반대 때문에 1.8 0 7.5

기타 13.4 10.5 22.5

출처 : 내각부(2006)

이를 통해 남성의 경우 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고려사항이 아닌 반면 여성은 직장 또는 가계의 문제

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육아휴직제도가 여전히 일·가정 양립 효과로

써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보육 정책

일본의 보육 정책은 1873년 아기를 3명 이상 낳은 빈곤어머니에게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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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하는 급여방식으로 시작하여 1900년 빈곤 가정의 아동을 돌보기

위해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후타바 유아원이 설립된 것이 그 기원이

다. 1918년 이후에는 공립보육소 설립과(1937년) 모자보호법(1947년)이

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이 1927년 제정된 후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육소

가 법률이 정하는 아동 보육시설로 인정받았다. 1951년에는 아동복지법

이 제5차 개정되었다. 이는 보육소와 유치원의 성격과 역할이 더욱 굳어

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육소는 보육이 결여된 아동을 돌보아주는 시설

이 되고 이후 요보호성을 가진 아동을 보육대상으로 하였다. 1955년에는

양호학교 및 특수학급 정비촉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듬해 이에 관한

조치법이 제정되었으며 1961년 아동부양수당법을 제정하며 아동복지정책

을 빠르게 실천하였다.

1964년 특별아동부양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모자보건법 및 정신박

약아동복지법(1965년), 보육소 긴급정비 5개년 계획, 아동수당법

(1967~1971년)이 제정되었다. 20세기 후반 들어 저출산과 관련하여 1994

년 각종 육아지원 서비스로 엔젠플랜6)과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책정,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이 일어났다.

일본은 공적 책임으로 보육 제도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비용 역시

일차적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보육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데 반해 제도와 시설이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대기자

수 증가 문제를 해결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활성화

된 유보일원화 논의 역시 실질적으로는 민간 시설이 주축이 된 유치원

행정에 가깝게 유보일원화를 하여 보육소 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6) 1994년 12월, 문부, 후생, 노동, 건설서의 4장관의 합의에 의한 ‘금후의 자녀

양육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방향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책정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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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출을 최소화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오영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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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일본의 일·가정 양립정책 변화(2000년대 초

반~현재)

1. 제도적 맥락

(1) 정책 이데올로기

① 정치 이데올로기 – 민족주의의 유지

일본의 민족주의는 국민통합과 국가전쟁의 정당성 수행을 위한 이데올

로기로 기능하며 일본 사회에 뿌리깊에 내제되어 있는 사상이다. 이는

식민지와 분단, 전쟁 등으로 인해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유보

시키는 근거가 되었는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기저로 작용

했다. 이는 정책 형성기 뿐만 아니라 정책 변화기에도 끊임없이 견지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은 민족주의 원칙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에 제동이 가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② 젠더 이데올로기 – 일 지향 가치관의 확산

2000년대 들어 육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이 무상

으로 케어 역할을 담당하는 ‘일본형 복지사회’의 한계가 지적되어 더 이

상 가정보육을 강조하지 않게 되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남성의

책임이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다. 심각한 저출산의 진행을 앞두고 사회 전

체에서 육아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이 형성된 것이다(橫山文野,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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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생성은 아무로 나미에의 남편과 아이를 기용하여 ‘육아를 하지

않는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카피를 넣은 포스터를 만드는

등의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육아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처럼 남성중심의 고정적인 고용관행, 가사·육아·개호 등 가족책임의

대부분이 여성에게 지워져 있는 성별역할분업형 사회, 일하는 여성을 위

한 자녀양육지원의 결여 등과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

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 정치적 제도

① 정부 형태 – 의원내각제 유지

일본의 정부 형태는 2000년대 이후에도 의원내각제가 유지되었다. 의

원내각제(내각책임제)는 의회 다수당의 당수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 내

각을 조직하고 행정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내각의 존속이 의회의 신

임에 종속되어 있는 정부 행태이다. 즉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해

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

서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의 융합과 안정성을 지향하며

대통령제와 비교할 때 정책의 합의가 필요할 경우 민주화, 분권화에 유

리한 정치 체제이다(안현미, 2010).

② 정당 제도 – 보수확대의 가속화

1993년 이후, 일본의 정당 시스템은 정권 구성을 둘러싸고 정당간의



- 86 -

이합집산이 계속되었다. 또한 비자민(非自民) 연립정권도 정당 간 정강정

책의 차이와 정당 엘리트 사이의 대립으로 1994년 6월 붕괴했다. 이러한

20세기 말 경의 정치 환경을 배경으로 2001년 고이즈미 총리가 취임하게

된 시점에는 자민당 세력을 중심으로 한 보수그룹이 진보그룹을 완전히

압도하여 더 이상 진보는 일본 정치 이데올로기의 양대 축으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보수 확대 현상은 보수의 선명화를 가속시키면서

보수 일변도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우익 세력들은 이데올로기 대

립적인 활동 목표가 없어지자 일본사회에서 주요 화제로 부상한 민족주

의 성향의 활동 등을 주요 활동목표로 전환하면서 범 보수활동의 대표세

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이다(박성황, 2018).

이렇듯 보수활동의 세력화로 특징지어온 일본의 정치 권력사에서 정치

분야는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정치풍토 속에서 여성을 정

부 내에 입각시키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남성우월주의에 가득찬 정부 권

력 구조 하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기는 힘들었다.

③ 선거 제도 –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유지

2000년대 이후에도 일본의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유

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선거 원칙은 여성의 정

치 세력화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이헌근,

2007). 일본의 경우 선거제도가 1994년에 개편될때까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적 환경 하에서

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대 중반에는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일본

은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데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여성의원 비율은

2014년 12월 말 9.5%로 전체 480명 중 45명이며,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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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경우 18.2%로 전체 272명 중 43명을 점하고 있다.7) 이전에 2%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어떠한 종류의 할당제도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2015년 국제

의원연맹의 조사에 따른 중의원 여성 비율 순위에서 전 세계 190개국 중

113위를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84위였다(이지영, 2016).

(3) 경제적 제도

① 산업화 과정– ‘反복지’시기의 지속

일본 근대 산업화의 특징은 한 마디로 구미열강을 “따라잡아 넘어서자

追いつけ追い越せ(Catch up with and overtake)”는 정부주도의 위로부터

의 산업화였다. 이를 토대로 근대 일본은 부국강병을 국가목표로써 강력

한 산업주의를 수용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립하였고, 정치

적으로는 입헌정치가 개시되었으며, 사회 ·문화적으로는 근대화가 추진

되었다. 1980년대 고도성장을 통해 성숙단계에 접어든 일본은 이후 1990

년대 경기침체를 맞아 더 이상 종신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하게 되었다. 다시말해, 경기침체는 임금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켰으며,

사회적 분업이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치중했던 여성

들은 경공업 등 저임금 노동 근로자로 나섰다.

이러한 결과로 점차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이 시도되게 되었다. 그러나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는 다시 저성장으로 접어들었고 복지확대는 어려운

선택지가 되었다. 서구식 복지로의 전환은 어려웠으며 지역복지체제가

등장하기까지 ‘反복지’ 시기가 지속되었다(김상준, 2017).

7)http://www.gender.go.jp/about_whitepaper/h27/gaiyou/html/honpen/b1_s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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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가 정책

(1) 출산휴가제도

일본의 경우 출산휴가는 산모에게 출산 전 6주간, 출산 후 8주간의 산

전·후 휴가가 제공되며 남편에게는 출산일을 중심으로 5일간의 출산휴가

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노동기준법 6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출산 전·후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출산 전은 실제로 언제 출산할지 모르기 때

문에 자연분만 예정일부터 계산하게 된다.

또한 본인이 휴업을 요구할 경우 인정되며 반대로 근무를 원한다면 출

산 직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 한편, 출산 후 휴직은 본인이 출근을 희

망해도 출근할 수 없으며 산후 6주를 경과하고 의사가 취업에 지장이 없

다고 하는 경우에는 출근 가능하다. 노동기준법 65조 3항에는 쉴 정도는

아니나 고용주는 임산부가 요구할 경우 부담이 적은 다른 업무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업무가 없는 경우 새

로운 업무를 생성할 의무까지는 없다.

또한 출산휴가 중 취업 규칙 등에 규칙이 없으면 월급은 발생하지 않

는다. 출산 휴가 중에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직원은 건강 보험 등 월급의

2/3의 출산수당이 지급된다. 더불어 출산휴가중 및 출산후 30일 이내에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기준법 19조 1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1992년 제정 이후 1995년 ‘육아개호휴업법’으로 개칭되고



- 89 -

2004년 개정되면서 자녀가 1년 6개월이 될 때까지 휴업이 가능하게 되었

다. 또한 기간계약제 노동자도 육아휴직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보장과 관련해 40%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도록 되어있

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

또한 육아휴직제도의 적용이 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확장해나가고 있으

며 2016년 기준으로 육아 휴직률이 81.8%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한다

면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기도 한다.

<그림 4-1> 육아휴직취득률 추이

출처 : 厚生労働省「雇用均等基本調査」

(※) 2014년도 조사는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1년간.

최근에는 2017년 10월 1일 시행된 육아휴직 개정안에서 보육소에 입소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는 등 고용유지에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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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주요내용

무

급

1965년 - 육아휴직제도 전국적으로 시행

1972년
- 근로부인복지법에 육아휴업 등 육아에 관한 편의 공여

- 여성근로자 대상, 고용주의 노력과 노력 의무규정에 따름

1975년

- 여자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업제도 도입

- 공무원 대상의 ‘의무교육 제학교등의 여성교육지원 및 의료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보모 등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1979년
- 유엔여성차별 철폐협약(1979년 채택, 1985년 비준)

- ILO156호 조약(1981년 채택, 1995년 비준)

1991년
-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남녀가 육아참여에 함께 하여야 함

유

급

1995년

- 육아개호휴업법으로 개정

- 육아휴직 의무화

- 휴직급여 지급(휴직전 25%) 고용보험법 지급

1998년

- 여성 노동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원칙으로 하며 임신·출산에

한정하여 확충

- 건강과 가족책임에 대한 보호는 남녀공통의 보호에 포함

- 여성에 대한 시간외휴일근로의 제한 및 심야업무 금지규정

폐지

1999년

- 육아·개호휴업법 성립

- 노동자는 첫째, 자녀가 만1세가 될 때까지 기간 휴업권, 둘

째, 개호상태에 있는 가족을 위한 연속 3개월 이내의 휴업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육소 입소시기까지 육아휴업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현행 제도는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1세까지

탁아소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1세 6개월에 달할 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문제는 탁아소 입소가 일반적으로 연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6개월이 더 연장되어도 이후에 입소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이상의 일본 육아휴업 제·개정 발달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2> 일본 육아휴직제도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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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 사업주는 첫째, 이들의 권리신청을 이유로 해고 금지, 둘째,

심야근로제한, 노동시간단축, 재고용 등 사업주가 강구

- 국가 등에 의한 근로자 복지 위한 지원조치 결정

2001년

- 임금 40%(기본급여 30%, 직장복귀급여금 10%) 인상

- 자녀의 상처나 질병시 개호휴가(노력의무)

- 육아기 여성근로자 노동시간 제한

- 불이익취급 금지, 노동시간 단축조치 적용범위 확대(의무)

- 사업주에 의한 직업가정양립추진선임(노력의무)

2005년

- 시간외 노동 제한 : 1개월 24시간, 1년 150시간 초과 불가

- 심야업 제한 :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노동 불가

- 근무시간 단축조치 : 3세 미만아 양육자와 가족간호 근로자

에 대해 근무시간 단축조치 실시

2010년

- 일정규모 이하 기업도 육아휴직 전면 시행 규정화

- 남성도 육아 가능한 방법 실현(부모 모두 육아휴업 가능 : 1

세 2개월까지 1년간 파파마마 육휴플러스)

- 남성이 출산후 8주 이내 육아휴직 시 재취득 가능

- 실효성 확보 : 분쟁 조정제도 창설, 법 위반에 대한 기업명

공표 및 과태료 창설

2012년

- 상시100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도 시행(3세 미

만 자녀양육 근로자에 대한 단축근무제, 소정외근로면제의무

화, 자녀간호휴가 확충으로 1명 5일, 2명 10일)

2017년
- 육아 또는 부모나 가족의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최장 2년간

휴직할 수 있음

출처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참고하여 필자 재구성.

3. 보육 정책

(1) 보육서비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보육 사업이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

육서비스는 자녀를 양육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자녀양육에 따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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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담감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 전체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을 발표하면서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보육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5

세의 문부성의 영유아는 학교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며, 0-5세아는 후생노

동성의 아동복지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보육시설종류는 인가시설과

미인가시설로 구분되며 인가시설은 공립보육소와 사립보육소로, 미인가

시설은 사적보육서비스 기관에 해당된다. 일본의 보육시설은 취업모의

자녀만 이용할 수 있고 유치원은 전업주부의 자녀가 이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서경혜, 2008). 공보육시설은 시·정·촌이 설치하고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며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받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

적 보육서비스이 확충보다는 민간보육서비스에 의존하여는 정책을 기본

으로 하고 있다(최문숙, 2007).

따라서 엔젤플랜과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계기로 ‘최저기준을 충

족시키기만 하면 보육소 설치 민 운영 주체는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것

으로 변화되어 보육 사업에 주식회사 등의 참여도 허용하게 되었다.

2000년대 유보일원화 논쟁의 결과 등장한 인정어린이원 제도 역시 보육

시설의 까다로운 관리 기준 등을 완화해 시설의 수를 늘리고 유치원에

작동하던 시장 원리 도입을 목표로 했다.

(2)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및 보육·교육비 지원

후생백서(1971)에서는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제정 의의를 ‘차세

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동을 육성하는 곳은 가정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제

도는 아동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가정에서의 아동 양육을 국가나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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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동수당법

(2009년 이전)

아이수당법

(2010.4~2011.9)

아이수당

특별조치법

(2011.10~2013.3)

아동수당법

(2012.3월 이후)

지급대상

및 지급액

(매월)

1)0~3세 미만 :

10,000엔

2)3세~초등학

교 수료전 :

- 첫째·둘째 :

0세~중학생 :

13,000엔

1)0~3세 미만 :

15,000엔

2)3세~초등학교

수료전 :

- 첫째·둘째 :

1)0~3세 미만 :

15,000엔

2)3세~초등학

교 수료전 :

- 첫째·둘째 :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책무를 분담하려는 의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

다.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하나는 아동을 양육

하는 가정에 있어서 아동 양육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압박을 경감시키는

점에서 소득보장정책의 역할이 있다. 다른 하나는 미래 사회의 주체인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양육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정책의 역할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5세 미만의 셋째 이후 아동의 지급

금액은 3000엔이었다. 2000년대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6세)까지 확대되

었으며, 2004년에는 9세까지 대상연령이 확대되었다(김경석, 2012). 특히,

2009년 즉, 기존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범

위를 중학교 졸업까지 아동으로 확대하여 지급액도 월 13,000엔으로 인

상하였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동일본지진의 복구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소득제한이 부활하는 등 제도 규모를 다소 축소하였다

(김성아 외, 2017).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 현재의 아동수당법은

2012년 3월에 전면 개정되어 2016년 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다.8)

<표 4-3> 최근 일본의 아동수당제도 변화

8) 일본의 아동수당법에 대해서는 일본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law.e-gov.go.jp)에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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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엔

- 셋째 이후 :

10,000엔

3)중학생 :

지급하지않

음

10,000엔

- 셋째 이후 :

15,000엔

3)중학생 :

10,000엔

10,000엔

- 셋째 이후 :

15,000엔

3)중학생 :

10,000엔

4)소득제한한

도액이 넘

는 가정:

5,000엔

급부총액 1조 27조엔 2.6조엔 23조엔

소득제한

※ 부 양 가 족

3명기준

1)피용자:연소

득 860만엔

2)비피용자:연

소득 780만

엔

소득제한없음 소득제한없음

※ 부 양 가 족

3명기준:

연소득 960

만엔

자녀의

거주지에

따른

지급여부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지급

유학을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

부모가

별거중인

경우

자녀의 생활비를 주로

부담하는자에게 지급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

보소시설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지급

미지급
안심아이기금

으로 지급
시설설치자 등에게 지급

기타

1)보육료를 아동수당에서 징수할

수 있음

2)아동수당 신청시 동의하는 경

우 학교급식비 등을 아동수당

에서 납부 가능

자료 : 일본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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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이후 아동수당은 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일률적으로

15,000엔을 지급하여, 3살 이상 초등학교 수료까지의 아동의 경우 첫째나

둘째인 경우에는 10,000엔을 지급하며, 셋째 이후의 경우는 15,000엔을

지급한다. 그리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00엔을 지급한다.

주의할 점은 아동수당제도상의 아동은 18세가 된 이후 3월 31일이 되기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셋째의 경우 18세 이하의 형

제자매 중 셋째인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소득한도액 미만으로 3명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그 연령이 16세, 14세, 11세이면 14세인 아

동은 중학생으로 10,000엔, 11세 아동은 초등학교 졸업 전의 셋째가 되어

15,000엔을 지급받는다. 만약 아동의 연령이 각각 19세, 14세, 11세인 경

우 19세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1세 아동은 초등학교 졸업

전의 둘째가 되어 10,000엔을 지급 받는다.9)

아동수당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정촌), 사

업주가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비용부담의

형태는 수급자가 피고용자인지, 비피고용자(자영업자 등)인지, 공무원인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피고용자의 경우 3세 미만의 아동에 대

한 수당은 사업주가 15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45분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부담하며, 4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도부

현 및 시정촌이 각각 부담한다(아동수당법 제18조 제1항). 3세 이상 중

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한 수당은 국가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

담하며,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각각 부담한

다(아동수당법 제18조 제2항).

피고용자가 아닌 자(비피고용자)에 대한 아동수당은 3분의 2에 해당하

9) 일본 교토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ity.kyoto.lg.jp/hagukumi/cmsfiles/contents/0000182/nihongo.pdf



- 96 -

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며,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도부현 및 시

정촌이 각각 부담한다(아동수당법 제18조 제3항).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관청에서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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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의 양국 일·가정

양립 정책 비교 결과

제 1 절 한국과 일본의 제도적 맥락 비교

1. 정책 형성 이전 제도적 유산 비교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2007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

다. 따라서 한국의 일·가정 양립정책의 제도적 유산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1984년 12월 18일 유엔여성

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면서 국가 차원의 여성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

였고 이것이 한국 일·가정 양립 정책 형성의 제도적 유산이 되었다고 본

다.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제도적 유산은 여성정

책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남성우위의

보수적인 정치문화의 토대위에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양성 평등

을 기치로 한 여성정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형

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여전히 남녀의 전통적 역할분담이 강조되는 등 여

성의 사회적 지위는 실질적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복지정책의 지침

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2. 정책 형성기의 제도적 맥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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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반체제적 저항운동,

분단극복과 통일 운동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민족주의와 위로부터 부과

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정리된다. 한국 민족주의적 관점은 민족통합

이나 통일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데는 의미가 있었으나 민주주의나 평등

한 경제적 복지, 대외적 주권성 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점을 내포하였다.

또한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식민지와 분단, 전쟁으로 인해 개인의 정

치적 권리의 보장을 제한하고 유보시키는 근거가 되었으며, 한편으로 반

공주의와 경제개발우선주의를 거치며 권위적 권력에 대항하는 민주적 저

항세력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등 왜곡과 양면성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반면 일본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메이지 유신 시기부터 지속되어온 민족

주의이며 일본 근대화를 위해 권업정책, 식민지경제침탈, 다국적 기업 확

대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의 민족주의 이념은 식민지와 분단, 전

쟁 등으로 인해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유보시키는 근거가 되었

다.

한국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성은 일터인 공적영역, 여성은 가정인 사

적 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

었다. 따라서 여성의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은 정당화되었고, 산업화 초

기 기혼여성들의 노동참여는 부정적이거나 임시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여성들이 겪는 일·가정 갈등 문제는 여성 개인과 가족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국가 정책에서도 이를 다루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또

한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일·가정 양립 문제는

여성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실제로 당시 ‘근로복지

법’에는 가족책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의 정부 형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대통령

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권위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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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이다. 따라서 정책의 추진 과정이나 결정 과정은 행정부를 중심

으로 한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정치 영역에서 여성 관료의 숫자

가 상대적으로 극히 적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 결정에 영향

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상의 역할은 내각의 장으로서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한다. 따라

서 한국의 대통령제와 비교할 때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민

주화된 특징을 보인다.

한국의 정당 제도는 겉으로 보기엔 대중정당의 형태를 보이지만 실제

로는 소수의 당 간부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

며 지역과 연고에 의존성이 높아 전근대적, 후진적 정당의 모습을 띄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진 진보 정당 출현이 어렵

기 때문에 여성 공천에 적극적인 진보 성향의 정당이 부재하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 제도 하에서 여성의 정치 진출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결과적

으로 여성의 이익 표출은 다분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 1955년부터 보수세력의 자민당과 진보세력 사회당의 양당체제를

구축한 이래 1993년까지 소위 ‘55년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영향으로 더욱더 세력차가 심해져 사회주의의 진보성향이

서서히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선거 제도는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에게 유리한 비례대표제, 할

당제, 중·대선거구제의 채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여성의 정

치 참여가 배제되어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은 소외되는 경향이 강했고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 입안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경우 일

본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1996년 41회 중의원 선거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선거 제도 또한 선거제도상의 보이지 않는 제약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배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고, 이러한 원인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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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낮을 수 밖에 없었다.

경제적 제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제는 박정희 정권의 ‘선정장 후

분배’라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국가주도형 산업 정책을 펼치면서 급

격한 산업화를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은 여성의 사회참

여로 메꾸며 결국 저임금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구축하게 되었다. 뒤이어

중화학 공업이 육성되며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분리는 심화되었고 이

는 정치적 민주화가 동반되지 않은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화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저임금 미

숙련 노동자로 전락하였고 여성의 지위는 하락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에 이지유신 시절부터 내재되어 온 남성 중심의 부양모델이 사회에 자연

스럽게 내재되어 있었고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에 영향을 끼쳐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면서도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로 전락하여 가사와 경제라는 이중의 부

담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되었다.

3. 정책 변화기의 제도적 맥락 비교

한국은 IMF 경제위기 이후 복지이념이 두드러지게 성장하였고 참여정

부가 생산적 복지 이념을 계승, 발전시켜 참여복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균형,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제공, 상대적 빈곤 완화,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을 정책 목표로 하였다.

한편 일본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로 국민통합과 국가전쟁의 정당

성 수행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며 식민지와 분단, 전쟁 등으로 인

해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유보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이는 정

책 형성기 뿐만 아니라 정책 변화기에도 끊임없이 견지되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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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일본은 민족주의 원칙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정책과 일·가

정 양립을 위한 정책에 제동이 가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2000년대 들어 여성들의 고학력화와 일 지

향 가치관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 욕구가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성별 분

업 이데올로기가 유지되었다. 일본의 경우 여성이 무상으로 케어 역할을

담당하는 ‘일본형 복지사회’의 한계가 지적되어 더 이상 가정보육을 강조

하지 않게 되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남성의 책임이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다. 따라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자녀양육지원의 결여 등과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정부 형태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정치 개혁을 실시한 것에 주목하여 변화상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랜기간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견고하게 고착

되어온 극단적 좌우 양극화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비해 일

본은 정책 변화기에도 의원내각제가 유지되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

력 융합과 안정성을 지향하며 민주화, 분권화된 정책 결정 체제를 구축

하였다.

한국의 정당 제도는 기존의 다당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 정

당법 개정으로 변화를 꾀했다. 즉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 구조를 개선하

기위해 중앙당 조직을 경량화 하였으며 당내경선제 도입,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등의 도입 등으로 과거에 비해 민주적 정당 제도로 변모하기 위

해 노력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자민당 세력을 중심으로 한 보수

그룹이 진보그룹을 완전히 압도하여 더 이상 진보는 일본 정치 이데올로

기의 양대 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듯 보수활동의 세

력화로 특징지어온 일본의 정치 권력사에서 정치분야는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정치풍토 속에서 여성을 정부 내에 입각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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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시점(정책 형성 이전)

한국 일본

제도적 유산

- 유엔여성차별철폐

협약 비준

- 여성정책의 형성

- 남성우위 보수적 문

화

- 여성정책의 형성

- 메이지 유신

t 시점(정책 형성기)

는 드물었으며, 남성우월주의에 가득찬 정부 권력 구조 하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기는 힘들었다.

한국의 선거 제도는 2002년 지방선거부터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가 시

작되었다. 그러나 여성 할당제의 도입으로 점차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

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여성 의원의 수는

81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당법 상의 여성 할당제의 강제 규정과 선

거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일본의 선거 제도는 정책 형성기에 소선거구비

례대표병립제가 유지되었으나 여성할당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등장하

였다. 그러나 과거 개발주의적 제도적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시

장적응된 유연적 발전국가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일본도 1990년대 경기

침체를 맞아 더 이상 종신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

다. 다시말해, 경기침체는 임금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켰으며, 사회적 분

업이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치중했던 여성들은 경공

업 등 저임금 노동 근로자로 나섰다.

이상에서 살펴본 양국의 제도적 맥락을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한국과 일본의 제도적 맥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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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정책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

- 한국 민족주의

- 왜곡되고 파편화된

자유 민주주의

- 민족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정치적 제도

정부 형태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당 제도
전근대적·후진적 다당

제
보수주의의 세력화

선거 제도 소선거구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

제

경제적 제도 산업화 과정

정치적 민주화가 동반

되지 않은 급격한 산

업화

전후 급격한 산업화

t+1 시점(정책 변화기)

정책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
복지 이념의 등장 민족주의 유지

젠더

이데올로기

일지향 가치관의 확

산, 성별 분업 이데올

로기의 유지

일지향 가지관의 확산

정치적 제도

정부 형태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의 탈피를 위한 참여

정부의 개혁 노력

의원내각제 유지

정당 제도
민주적 정당 제도로의

개혁
보수확대 가속화

선거 제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제 유지, 여성할당제

도입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

제 유지

경제적 제도 산업화 과정

신자유주의 이데올로

기의 등장, 유연적 발

전국가로의 전환

‘反복지’시기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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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 비교

1. 휴가 정책 비교

한국의 휴가 정책은 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으로 나뉜다. 1953년 근

로기준법에 유급의 60일 출산휴가제도를 처음 도입한 후 2001년 모성 3

법 개정으로 90일로 휴가 기간을 늘림으로써 국제 권고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일·가정 양립 지원과 모성 보호 비용을 사회

가 분담한다는 것인데, 이전까지 개인과 기업의 책임이었던 것을 고용보

험과 정부재정으로 분담하게 되었다.

이후 2005년 산전후휴가에 유산·사산 휴가를 도입하고 사용자의 부담

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차등 적용하였다. 또한 2008년 부터는 부성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

이다. 그러나 산전후휴가 급여는 여전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분의 통상임금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등 사용주 입장에서는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육아휴직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 처음 도입되어 당시에는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여성근로자에 한정한 1년 이내의 무습 휴가였기 때

문에 여성이 일차적 양육 책임자라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수

준이었다. 1995년 2차 개정시 여성에게만 해당되던 육아휴직 대상을 ‘근

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로 확대하며 양육에 대한 남

녀 공동책임을 명시하였다. 이후 모성 3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 육아

휴직 급여로 월 2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후 2005년 월 40만원으로 급여가 인상되고 2007년에 월 5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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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되며 2011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변경되었다. 2017년

부터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150만원, 하안액 월7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시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100만원, 하안액 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

였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육아휴직급여의 특례로 ‘아빠의 달’이 신설되었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의

달’제도 이용 시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사업주에게는 육아휴

직장려금 월 20만원,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월 20~30만원을 지원하며 육아

휴직시에는 직장가입 건강보험료도 60% 감면해준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육아휴

직이 끝난 이후에는 직전 업무와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

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

일본의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 개호 등 육아 또는 가족개호를 하는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이하 육아휴직법으로 약칭), 출산휴가제도는

노동기준법 65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법은 2017년 개정이

가장 최근이다.

1972년 제정된 일본 육아휴직은 1995년 ‘육아·개호휴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는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이를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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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 일본

출산

전후

휴가

· 1953년 60일의 유급휴가

→2001년 90일로 확대

· 2005년 유산·사산 휴가 도입

→2012년 3~5일 지급, 최초 3일

은 유급

· 2008년 부성휴가제도 도입

· 월급의 2/3 출산수당 지급

육아

휴직

· 1987년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에게 1년 이내의

무급 휴가 지급

· 1995년 휴직 대상에 배우자 포

함

· 2001년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금 지급, 사업주에게 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1965년 전국적으로 시행(무급)

· 1991년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제정

· 1995년 육아휴직 의무화

(휴직급여 25% 지급)

· 2001년 임금의 40%로 휴직급여

인상

· 2005년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 2010년 남성 육아휴업 가능(파파

주기 위해 시행 된 것이다. 2010년 들어서면서는 일정규모 이하 기업도

육아휴직을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법 적용은 종업원 101인

이상의 기업에게 적용되었고 2012년 7월 1일부터는 100인 이하의 기업에

도 확대 적용되었다. 이외에도 ‘엄마, 아빠 육아 플러스’가 도입되어 부모

모두 육아휴업을 취득하는 경우 휴업취득 가능한 기간이 종래 ‘자녀가 1

세가 되는 때’에서 2개월 연장된 ‘1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또한

출산후 8주 이내 아버지 육아휴업취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 8주

이내에 육아휴직을 취득하는 경우 다시 육아휴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

다. 당시 기대되었던 것은 2002년부터 5년간 가족의 개호나 간호 때문에

약 30만 명이 이직 또는 전직 하는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었으나 여전히

‘돌봄’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였다.

<표 5-2> 한국과 일본의 휴가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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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 대상자 확대, 월 40만원

지급

· 2007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로 대상자 확대, 월 50

만원 지급

→통상임금의 40% 지급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채용지원

금 20~30만원 지급

· 2017년 통상임금 80% 지급

· 2017년 ‘아빠의 달’ 신설(통상

임금 100%)

마마 육휴플러스)

· 2012년 100인 이하의 기업에도

확대 적용

· 2017년 육아 또는 부모나 가족

의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최장

2년간 휴직할 수 있음

2. 보육 정책 비교

한국의 보육 정책은 1987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탁아사업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부활시키면서 사회적 보육 필요성을 법제화하기 시작

하였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육서비스를 요보호 아동의

보호기능에서 맞벌이 가정의 양육지원책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1988년 ‘88시립탁아소’가 설립되었으나 대부분 비영리 미인가 민간탁아소

에서 보육 욕구를 충족시켜 정부 정책은 보육수요를 채우지 못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호법 제정 이래 보육사업의 기능은 단순 탁아에서 보육

으로 확대되었으나 한국 정부의 보육정책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

에 국한된 소극적 개입에 그쳤다.

이후 2004년 영유아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며 보육관련 제도가 체계적으

로 재정립되었다. 그 결과 보육시설 확충 빛 보육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 영유아 전담 보육시설의 수는 부

족한 실정이었고 특히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은 여

전히 미진했다. 정부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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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하였으나 관련법에 벌칙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계가 존재

한다.

일본의 경우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을 발표하면서 이용자의 요구에 따

른 다양한 보육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5세의 문부성의 영유

아는 학교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며, 0-5세아는 후생노동성의 아동복지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보육시설종류는 인가시설과 미인가시설로 구분

되며 인가시설은 공립보육소와 사립보육소로, 미인가 시설은 사적보육서

비스 기관에 해당된다. 일본의 보육시설은 취업모의 자녀만 이용할 수

있고 유치원은 전업주부의 자녀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보육시설은 시·정·촌이 설치하고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며 수익자부담

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받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선별주의 원칙에 입

각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적 보육서비스의 확충보다는

민간보육서비스에 의존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양육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이 아닌 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

자 간의 형평성이라는 논리 하에서 2009년에 도입되었다. 보육시설을 이

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만 0~1세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

급하던 것이 확대되어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성격이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3월 이후 아동수당은 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일

률적으로 15,000엔을 지급하여, 3살 이상 초등학교 수료까지의 아동의 경

우 첫째나 둘째인 경우에는 10,000엔을 지급하며, 셋째 이후의 경우는

15,000엔을 지급한다. 그리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00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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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다. 주의할 점은 아동수당제도상의 아동은 18세가 된 이후 3월 31

일이 되기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셋째의 경우 18세

이하의 형제자매 중 셋째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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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 비교 결과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정책 형성의 배경이 된 제도적 맥락을 제도

적 유산, 정책 이데올로기, 정치적·경제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일·

가정 양립정책은 휴가정책, 보육정책으로 나누어 형성기부터 현재까지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양국의 제도적 맥락에 따른 일·가정 양립 정책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정책이 등장한 배경은 각 국가가 처

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 인구

학적 변화 등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여성의 노동력 필요’, ‘저출

산’ 이라는 동일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기업, 국가에 도움

이 되는 전략으로 등장하였다.

한국보다 일·가정 양립 문제를 먼저 고민한 일본의 경우 경제성장과

함께 기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흔들리게

되었고 일·가정 양립 문제를 재조정 해야 한다는 요구가 발생하였다. 또

한 산업구조가 경공업 중심의 인력을 필요로 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였고 고용 유연성의 증대로 여성의 취업이 늘면서 일·가정 양립은

계속적으로 필요가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 이후 산업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고용기회의

평등에 대한 요구 증가, 남성의 실업률 증가로 인한 맞벌이의 필요성 증

가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과거 30년 전과 비교할 때 꾸준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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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연령별 패턴은 여전히 전형적

인 M자형 곡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여

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남성과 유사하여 역U자 형을 보임으로써 출산이

나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분절적 참여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한국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고방식이 사회 전반

에 만연하여 일·가정 양립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양소남, 신창식,

2011).

이 같은 어려움은 급기야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지고 2018년 현재 0.97

을 기록하면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출산율 하락

이라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수립한 대표적 사례

로 꼽힌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보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은 저출산 대책의 다섯 가지 핵심 분야(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높은 육아 지워 인프라 확충,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조성) 중 하나

로 제시되었다(김경례, 2011).

둘째, 한국과 일본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 형성된 시점에 차이가 있다.

양국 모두 저출산과 산업화로 인한 여성 노동력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 졌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개

입 시점이 달랐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여성에게서 지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부모 휴가제로 도입한 시점이 한국은 1995년 이었지만 일

본은 1991년에 시행되었다. 보육 정책에 있어서는 한국은 탁아 사업 지

원에서 벗어나 1991년에 영유아보호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인 보육 정책을

시작하고 2004년에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시작하였다. 일본의 경우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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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보육제도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 즉, 요보호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기간 보육 제도를

바라보았으며 보육제도를 가정보육이 어려운 아동에게 한정된 전통적 복

지 서비스로 인식하고 공적 영역에서 1차적 책임을 지는 공보육 체제로

운영해왔다.

이렇게 양국이 일·가정 양립 정책에 개입한 시점에 차이가 나는 이유

는 한국과 일본의 제도적 유산과 정책 형성기의 정치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복지나 평등보

다는 민족의 통합을 강조하는 한국 민족주의, 왜곡과 양면성을 지닌 파

편된 형태의 자유 민주주의로 인해 젠더 평등 이념이 유엔여성차별철폐

협약의 비준 시점인 1980년대 중반에서야 가시화되었고, 여성을 대상으

로 한 정책도 이때에 이르러서 본격화되었다. 또한 오랫동안 고착화된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는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여

국가의 정책 개입 시기가 늦게 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1945년을 전후로 빈곤층에 대한 구제, 여성 노동력

의 확보, 아동 보육의 필요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의 충족에 의해 아동

보육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경기불황의 타개책으로 여

성 근로자를 가정으로 복귀시켜 보육료를 절감시키고자 육아휴업법을 제

정하였고 ‘여성은 가정’이라는 남성 우위의 보수적 문화라는 제도적 유산

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는 일본의 일·가정 양

립 문제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경로의존성의 특징을 공통

적으로 가지고 있다. 정책 형성기와 정책 변화기 간 경로 의존성이 발견

되었으며 이전의 제도적 유산과도 지속성 혹은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즉

제도적 유산이 일·가정 양립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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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기에 연결되어 발전하며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의존성을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제도적 유산인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이로 인한 여성정

책의 형성은 정책 형성기 모성 3법 개정 이라는 가시적 결과로 이어져

국제 기준을 충족하였고 변화기에 이르러 휴가 대상과 급여 확대,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등으로 정책이 발전하였다.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정책의 형성기에 나타난 남성우위

의 보수적 정치문화 하에서 여성정책의 근거법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여성정책의 발달이 일찍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을

살펴보면 남성 육아휴직 이용이 1990년대에 들어 실시되는 등 돌봄 노동

의 주체로 남성을 인식하는 시점이 늦어지게 되었다.

넷째, 한국과 일본은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의 수준에 있

어 공통점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보육 정책은

취업한 여성 근로자의 자녀를 돌보는데 초점이 있기 보다는 요보호 아동

을 시설에서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가정 소득 수준이나 부모

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이용 가능한 유치원 등 유아교육

제도와 별개의 제도로 유보이원화 체제가 구축,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부모의 보육 부담 비용이 높고 민간 보육시설에 역할을

전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

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의 여성은 여성을 모성

의 지위로 인식하는 사고가 크기 때문에 여성이 마음껏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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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

서 살펴본 결과 이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산업과 과정을 겪으면서 노동시장의 변화, 인구학

적 변화 등을 바탕으로 ‘여성의 노동력 필요’, ‘저출산’이라는 동일한 사

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정책이 대두하게 되었다. 물론 한

국과 일본 각국이 처한 환경이 저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서로 유사한

사회·경제적 변화 요인을 배경으로 정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는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동일한 사회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국가가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 확인함으로

써 정책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의의가 있

다. 그러므로 양국에서 확인한 일·가정 양립 정책은 근로자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모두 유리한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여

성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남녀 모두의 만족도를 높

이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및 충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으며 우수한 여성 인력은 활용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여성이라는 지속가능한 성

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2017)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비경제활동 사유 중 육

아와 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지난 10년 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공백은 여성 취업의 불연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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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와 노동시장 재진입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하여 임금율이 대

폭 하락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저하시키

고 개인, 조직,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인적 자본의 손실로 이어진다.

이렇듯 일·가정 양립 정책은 근로자, 기업, 국가에 도움이 되는 상생전

략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하는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과 일본에서의 여성 노동력의 필요성과 저출산이라는 동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하였으나 정책 형성

시점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1980년대 민주화와 더불어 남녀고용

평등법이 제정되고 1991년에 영유아보호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인 보육 정

책을 시작하고 2004년에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시작하였다. 일본의 경우

1947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보육제도 관련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였

다.

이를 통해 시사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일·가정 양립 정

책의 역사가 짧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은 2007

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부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외형적으로 서

구 복지국가들과 그 틀이 유사하다(이채정, 2008). 하지만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실제 사용성 여부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실제 정책이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성

별 균형적인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일·가정 양립 정책의 내용을 다룬 기간은 70여년 이

지만 실제로 남성 중심의 정책결정 등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뒤늦게

나타나 내용적으로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과 비슷한 시기에 정책이

제·개정 되었다.



- 116 -

셋째,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국가 개입의 정도에 공통점

이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여성을 모성의 지위로서 인식하는 사고

가 크고 여성이 마음껏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소극적이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

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점은 홀과 테일러

(Hall and Taylor, 1996)가 말한 바와 같이, 제도의 내용 못지않게 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와 맥락, 그리고 환경과 구조적 제한성에도 주

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국 제도의 특정 시점에서 제도적 외형 비

교만으로 얻은 결론으로 잘못 예측할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 비교 연구에서는 일본적 상황과 대조

하여 기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구체

적 맥락을 고려해 제도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보육 제도의 변화 중 특히 국가의 책임 및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최근까지의 모습은 복지재정의 급속한 증가로 공공

영역에서의 보육료 부담이 심각해지는 한국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

본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차적으로 시설보육을 책임지는 공적 보육을 유

지하려고 했지만 증대되는 보육 요구 부응을 위한 재정 부담 문제가 심

각해지면서 결국 민영화 등을 통해 공적 영역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

로 나아갔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최근 단기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국가

및 지자체의 보육 재정 부담이 증대되었다. 보육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겠

다는 정책 취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보육 재정 부담 방식

과 속도, 그리고 이와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의 절차적 민주성에 대해서

는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재정 부담의 문제, 특히 경기 쇠

퇴기의 보육 재정 부담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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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험은 한국에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

넷째, 한국과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 결과

경로의존성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제도적 유산은 일·가정 일·가

정 양립 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변화기에 연결되어 발전하

는 형태를 띈다. 이는 ‘제도가 정책의 차이를 가져오고, 정책의 역사가

현재의 정책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역사적 제도론자들의 입장을 검증한

것이다.

이는 일단 형성된 정책은 시간이 경과하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

는 긍정적 환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정책은 외부적 압력에 휩쓸리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덧붙

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 개선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노

동정책과 결합하여 실효성 높고 통합적인 정책으로 접근할 수 있길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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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omen increasingly take economic roles, the number of

double-income family and the low birth rate are increasing. In this

situation, the demand for work-family balance is getting high. To

meet the demand, countries have established work-family balance

policy but each country appears to have different effects from it. In

case of Japan, acknowledging the seriousness of low birth rate from

the industrialization in the late 1980s, it has introduced an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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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inplementing a comprehensive policy. These days, Japan

appears to be determined to defend its one hundred million population.

In Korea, the government realized the decrease in birth rate only in

the 1980s and is rushing th introduce and implement related policies,

however, the birth rate still stays at 0.97(according to the survey of

Statistics, Korea, 2018). The rates of women's economic activity in

Japan is respectively higher than that of Korea, which may be due to

work-family balance policy. Beginning with this problem,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in terms of

work-family balace policy and what has caused the difference.

As a comparative study on polic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study adopted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o apply systematic and

structured analysis.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s a branch of new

institutionalism and aimed at systematically stating why there are

political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for similar social issues. So it

highlights institutional aspectsand places emphasis on historical

process in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social situations. In this

study, the institutional variables for comparing korea and Japan

work-family balance policies included institutional legacy; policy

ideology- politic ideology and gender ideology; political

system-government form, part system and election system; and

economic system- industrialization process and rate of organization of

women's labor union. It is because these institutional factors

influence the time of policy establishment, the degree of government's

intervention, and policy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For catego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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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amaily balance policy, vacation policy, child-care policy and

labor hour policy stated in Hong Seung Ah et al., 2009 were applied.

The institutional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terms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reveals the following.

First, Korea and Japan introduced work-family balance policy to

resolve the same social issues- demand for women's labor and low

birth rate.

Second, Korea and Japan established the policy in different time.

Korea enacted Act on the Equal Employment for Both Sexes in

linewith democratization in the late 1980s and Infant Protection Act in

1991,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is,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has started to form, while Japan started to build the policy in 1990s.

Third, work-family balance policies of both Krea and Japan have

are characterized by path dependence. In consequence, this study

verified what historical institutionalists insisted on-'System infuences

policy and policy history influences current policy.'

Fourth, Korea and Japan have different degree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work-family balance policy. Japan was able to induce

its people and corporations' participation by rapidly pushing ahead

policies to overcome "child decreasing shock," However in Korea,

though understanding the seriousness of the ploblen in the 1990s. the

government did not actively intervene in the policy due to its own

political and economical concerns.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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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have increased the interdependence of nations,

governments should acknowledge that other countries also respond to

the same social issues that one country has.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promote awareness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as a

win-win strategy for employees, companies and country; and

necessity of everyone's interest and participation.

Second, as Korea passively intervenes in work-family balance

policy unlike Japan, it is inclined to have selective welfare. So, Korea

should devise gender equality political measures which feature

child-care support and employment. To specifically deal with high

child-care cost and dependence on private child-care centers, it is

necessary to expand public child-care centers and reduce the

child-care cost in stages. In order to increase the use of parental

leave, mandatory ordinances-setting parental leave targets; expanding

the term of the leave; guaranteeing sufficient income replacement rate

during the break; and introducing a quota system to promote

paternity leave- are required while considering low rate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bought by women.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observe legal labor hours, change mile0dominated corporate

cultures and resolve wage differences depending ongender and

employment type with regard to short-term employment, so that

labor hour policy will be effective in the society.

Third, the reason why work-family balance policies of the Korea

and Japan formed in different time and the degree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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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is different is that the two countries are institutionally

different. In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power relations among

country, civil society, women's political power, female laborer class

and capitalist class decide policy contents including beneficiaries of

policy, how much to pay, and measures to fund, and the quality as

well as whether or not the policy grow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p social sympathy about welfare and gender quality ideology, a

basis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and to build supportiv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urth, based on the path dependence, a common characteristic that

Korea and Japan have for work-family balance policy, the policy

should continue to develop rather than being greatly and easily

affected by outer pressure and challenges. It also should improve

current work-family balance policy and combine with labor policies in

the future for integrated approach.

Keywords : work-family balance polic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Korea, Japan, comparative study, gender equality policy,

female career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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