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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 한국과 중국 보육체제 변동에 관한 비교연구
- 보육공공성과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란

본 연구는 현대 한국과 중국의 보육체제의 유사성과 차이를 역사적으로 
비교하려는 시도이다. 공적 보육이 부재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높은 중국과 공적 보육을 대폭 확충했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낮고 
경력단절이 심하며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보육 문제를 통해 비교역사사회학적 접근으로 해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분석을 가능케 
하는 보육체제(childcare regime)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보육체제는 (여
성)노동시장, 출산정책, 가족주의, 보육실천(기관보육, 조부모보육, 육아휴
직)으로 구성하였다. 양국 보육체제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되, 한국과 중국 보육체제의 전개를 형성기(1950s~1980s), 이행
기(중국 1980s~2010s, 한국 1980s~2000s), 저출산 시기(중국 2010s~, 
한국 2000s~) 3시기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형성기와 이행기를 고찰하
여 현재 양국 보육체제의 유사성과 차이의 역사적 인과성을 찾았고, 각 
시기 보육공공성을 자율성과 공공성 두 축으로 평가하였다.

한국과 중국 보육체제 형성기에 공적 보육실천에 핵심적인 보육체제 요
소는 (여성)노동시장의 조건, 즉 여성 취업자의 증가였다. 양국이 여성 
취업자 증가는 유사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만이 국가가 주도한 제도적 
反가족주의의 영향으로 공적 기관보육을 공식화할 수 있었다. 중국은 직
장 내 탁아소를 통해 (모성보호가 아닌) ‘여직공 보호’를 주창하며 공적 
기관보육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여성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직장 내 탁아소 확대는 장기간의 육아휴직이 필요 없도록 해주어 출산휴
가만 도입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출산정책도 여성해방을 내세우면서 산
아제한을 도입했다. 산아제한은 자녀수 감축을 통해 아이모의 보육부담을 
감소시킨다. 한국은 한국전쟁 후 전쟁미망인 등장 등으로 여성취업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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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증가했지만, 전업주부 모델(전업주부 이상, 제도로서의 주부)의 문
화적 압력으로 공보육이 도입되지 못했다. 기관보육은 단지 고아나 빈민
의 구호기관에 머물렀다. 노동시장에서 발원되는 공적 보육의 기능적 필
요성이 무시되고 여성이 부담을 떠안았으며, 특히 취업여성에게는 이중삼
중의 부담이 주어졌다. 여성이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뿐이었다. 한국 산업화 시기 출산정책인 가족계획 정책은 여성의 
자녀수를 줄이고자 하는 이와 같은 필요에 조응하였다. 결국 이 시기 양
국 가족주의의 문화적 차이는 양국의 여성노동 조건에서의 유사성에도 불
구하고 보육실천에서의 차이로 귀결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보육체제 이행기에 여성 노동시장 진출은 경제발
전으로 잠시 확장되다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시장화의 흐름으로 
기업들에 의해 사회재생산 부담론과 단계성취업론이 제기되었고, 부녀회
가 담론과 과학육아 담론이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부활시키고자 했다. 그
러나 사회주의 보육체제 경험에 기인한 역사적 인과성은 이후 체제와 연
속성을 가진다. 과거 사회주의적 여성해방 논리가 부녀회가를 지연시킨 
것이다. 중국 여성노동자들은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일종의 장기육아휴직
인 단계성취업을 거부하였다. 단위체제 해체와 한자녀 정책 본격화로 직
장 탁아소는 급격히 쇠퇴하였다. 이행기부터 중국 보육실천의 핵심수행자
가 되기 시작한 것이 ‘조부모 보육’이다. 한국의 이행기에는 기혼여성 노
동자가 증가했지만, 보육에 대한 공적인 시각은 법률에 조금씩 반영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오히려 중산층이 형성되고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전업
주부 이상은 이상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노동시장에 의
한 공보육 형성 압력을 가족주의가 상쇄한 것이다. 다만 이 시기부터 직
업여성의 이중부담이 공적인 의제로 제기되었으며, 민간 중심 기관보육 
체제도 빠르게 증가했다. 이 시기에는 모의 보육부담은 거의 줄지 않았다
고 평가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보육공공성이 개시되었다. 하지만 이러
한 이행기 공보육 형성의 제약은 전업주부 모델을 지금까지 지속되는 역
사적 유산으로 남겼다.

현재(저출산기) 중국의 높은 여성취업률과 낮은 경력단절 비율은 조부
모 보육 때문이다. 중국의 조부모 보육은 형성기와 이행기가 남긴 역사적 
유산인 맞벌이 가족 모델과 결합되어 수행되고 있다. 이를 ‘역설적 공공
성’이라 평가하였다.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소자녀화와 조기퇴직 제도는 
의도치 않게 지금까지 중국 조부모들의 손자녀 보육을 용이하게 해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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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은 2011년부터 서서히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고 있지만 저출산 
추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공보육을 연
관시키려 하지만, 아직 사회의 자발성에 맡기는 등 적극적이지 않다. 한
국은 2000년대 초부터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위기의식으로 막대한 보육
재정을 투입하여 보편적 무상보육을 도입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관
보육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 노동시장 상황과 출산율이 개선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업주부 모델에 기반한 조부모 보육이 비중은 줄었
으나 여전히 필수적이며, 강력한 기관보육은 다만 여성 취업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를 ‘보충적 공공성’이라 
평가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보육체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육체제의 두 가지 유형
을 ‘여성노동 중심 모델’과 ‘저출산 중심 모델’로 유형화할 수 있다(보육
체제의 두 가지 길). ‘여성노동 중심 모델’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보
육실천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여성노동 중심 모델은 전통적 가족주의가 
변형되어 ‘맞벌이 모델’이 주류적 가족모델이 된다. ‘저출산 중심 모델’은 
저출산이 보육실천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모델이다. 저출산 위기에 당면
한 국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공적 보육을 어떤 방식(기관보육, 양
육수당, 육아휴직 등)으로든 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저출산에 의한 공
적 보육 증가는 그 사회의 가족주의를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출산율을 높
이려는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근대 성별분업 모델인 ‘전업주부 모델’이 
여전히 지속된다. 애초에 여성을 출산력으로 대상화하는 관점에서 출발하
는 이 저출산 중심의 보육체제는 제도적 가족주의의 변화 없이 공보육 또
는 공적 투자만 확대하는 한계를 갖게 된다. 여성노동 중심 모델이 ‘여성
노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 저출산 중심 모델은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에 머무른다.  

본 연구는 중범위(middle-range) 수준의 제도들(노동시장, 출산정책, 
가족주의, 조부모보육, 기관보육, 육아휴직 등)을 통해 보육체제라는 연구
대상을 구성하여 역사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두 나라 국민들
의 보육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제도들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제도 비교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작동에 초점
을 맞추려는 노력이며, 따라서 양국 보육체제의 유사성과 차이를 동시에 
고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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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1. 중국의 역U자 곡선과 한국의 M자 곡선이 제기하는 질문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젊은 여성 경제활동인구 또는 취업률이 낮
을 뿐 아니라(25~29세, 70%), 경력단절 여성도 매우 많다.1) 심지어 무상보
육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
산’ 현상도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가족의 돌봄 부
담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이 변함없는 가족부담 보육
체제였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백영경, 2020: 38-39)2)

반면 중국은 한국에 비해 (비록 조금씩 줄고 있지만) 젊은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이 매우 높다(25~29세, 85%). 그런데도 중국에서 (탁아소로 대표
되는) 공보육은 부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2018년 낮시간 탁아소 입소 비율 
1.5%). 중국도 산아제한 정책이 진행되다가 최근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2021
년 이후 세 자녀 정책까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3) 

1) <표3-1>, <표3-3>, <그림3-7>, <그림2-15>, <그림3-8> 참조. 2018년 기준
으로, 25~29세 여성은 경제활동인구가 70%에 도달했으나, 30~35세 여성은 62.5%로 
현격히 떨어진다. 과거와의 차이는 M자가 형성되는 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다만 M
자의 깊이는 다소 덜 깊어졌다. 하지만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보다 단절의 정도가 심한 
것은 여전하다. 특정 연령대의 수많은 여성이 동시에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한다는 것
은 중요한 사회현상이며, 무상보육이 추진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다는 점은 주목
을 요한다. 

2) 2020년 15세 이상 54세 이하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1.5%나 감소하였고, 막내자녀 기준 3,4세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여성가족부, 2021). 돌봄의 위기는 감염 공포만큼 직접적인 재난 경험이었
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적 돌봄 시설들이 문 닫는 바
람에 맞벌이 가구와 일반 가구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가 유연근무제나 가족돌봄 
휴가를 지원했지만, 역시 아이를 가족이 책임지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여타 국
가들이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비교해 보아야할 문제다. 특히 이 문제는 초등
학교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가족 보육에서 가족교육의 차원이 혼
재되어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혼란이 극심했던 것이다. “집에 혼자 있는 초등
학생”은 학습격차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돌봄은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
이다. 이러한 돌봄 위기 증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크게 증가하였다(백영경, 2020: 
39-40). 이러한 코로나 돌봄 상황은 돌봄 문제를 ‘공공성’ 문제, 가족주의 문제 등과 
연관시켜 봐야함을 알려준다.

3) <그림2-14>, <그림2-15>, <그림2-16>, <그림2-17>, <그림2-18>,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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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급진전된 무상 기관보육은 보육공공성에 도달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공보육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가 출산을 저지하고 있는 것인가. 여전
히 가족이, 그리고 여성이 보육의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가 되기 때문
은 아닐까.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가족주의적 보육 관행이 아닐까. 이러한 
양국의 상황은 제대로 된 보육공공성에 대해 질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보육처럼 가족(주의)과 여타 사회적 제도들 간의 관계를 잘 볼 수 있는 사
회적 대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뿐 아니
라 중국의 연구들도 보육을 구체적인 보육행위 위주로 다루거나, 거시적인 
층위에서 접근하더라도 보육관련 법령이나 재정 문제 위주로 다루어왔다. 무
엇보다 한국의 경우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결책으로 보육 정책이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보육을 저출산과 연계시켜 고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갖
는 한계도 분명하다. 공보육이 진전된 한국은 저출산 현상이 여전하며, 여성 
노동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나은 중국도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보육과 가족주의의 연관성을 검토함으로써 보육공공성을 진단할 필
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보육을 둘러싼 여러 사회제도들의 영향관계를 복합적
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육재정을 국가재정으로 대부분 지급한다고 
해서 보육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
식은 돌봄과 관련된 물적 인프라의 확대와 함께, 돌봄에 대한 해당 사회의 
가치, 즉 가족주의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윤홍식, 
2012: 262).

뿐만 아니라 한 사회 보육실천을 형성해온 ‘역사적’ 과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보육을 다양한 사회제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면, 그 관계들이 형
성된 기원과 과정에 대한 탐구가 필요해지며,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재의 관
계들이 형성된 역사적 인과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 보육체제의 유사성과 차
이를 비교역사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양국 보육의 가
족주의와 공공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한국과 중국 보육의 역사적 전개 

여기서는 한국과 중국 보육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
주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 시차(時差)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

2-19>, <그림2-20>, <그림2-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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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중국은 공보육에서 사적 보육으로 이행한 것처럼 보이

고, 한국은 사적 보육에서 공공 보육으로 이행한 것처럼 보인다. 이 표면적 
차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중국 초기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가족개혁도 더불어 추진했다. 
당시 중국 국가기구는 가족제도를 봉건적인 것으로 부정하면서 ‘여성해방’ 이
념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권장했다. 이에 따라 농업과 공업에 남녀
가 (비록 차별적 요소가 온존했지만) 비교적 동등한 생산노동자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상당한 정도의 성평등이 실현되기도 했다. 게다가 
이는 당시의 생산력 발전의 필요와도 맞물렸다(장경섭, 1995: 289). 이러한 
배경에서 당시 중국에서의 보육은 주로 공적인 성격을 가진 단위(單位, work 
unit) 탁아소와 가도(街道, sub-district) 탁아소를 통해 해결되었다. 가족제
도가 역사적으로 한 번쯤 강력히 그리고 급격하게 부정된 경험이 있다는 점
은 가족주의와 관련해서 한국에는 부재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물론 공공 탁
아소의 직장 내 설치도 과거 중국과 한국의 커다란 차이점이다.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단위체제가 보장하던 공보육이 쇠퇴
하거나 와해되었고, 억압되어 있던 그러나 기저에서 끈질기게 존속되던 가족
주의가 새로이 등장한 시장경제와 선택적 친화성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보육은 다시 가족들(특히 조부모)의 몫이 되었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 저
출산 현상이 시작된 중국은 최근에 와서야 저출산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회
문제로 보기 시작했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자녀 정책 등 산아제한 정책
을 시행해왔다. 1980년대~2010년대까지는 아이를 낳지 말 것을 권장했으니 
굳이 국가가 보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중국정부는 
최근의 저출산 추세에 직면해서 기존에 시행되었던 한자녀 정책을 두 자녀 
정책(2016년 시행), 세 자녀 정책(2021년 시행)까지 풀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 가족주의를 강조한다든가, 여성은 가정으로 
복귀하라(‘부녀회가’ 논쟁)는 발언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가족주
의는 복귀한 반면, 보육에 있어 국가의 부재는 점점 더 시장화(상품화)의 추
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차적으로 가족, 특
히 조부모에 의한 돌봄이 이루어지며, 보육의 시장 구매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다(2018년 낮시간 0.5%에 불과). 표면적으로 현재의 중국은 적어도 
보육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더욱 가족주의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해방 후 개발독재 시기 가족, 특히 보육과 관련된 리스크를 
전적으로 가족에게(물론 주로 여성에게) 떠넘기다가, 경제발전으로 인한 여
성의 노동시장 진출의 아주 완만한 상승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IMF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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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체제가 유입되었다. 고도 성장시대 한국의 복지체제는 이른바 ‘가
족복지’로 일컬어지는데, 출산, 양육, 교육 등 국가나 사회가 공적으로 부담해
야할 서비스를 가족들이 사적으로 부담해 온 것이다. 그런데 IMF 이후 ‘시장
에 의한 가족해체’가 발생함과 동시에 저출산 추세가 급격히 심화되었다. 이
에 따라 방어적 성격의 복지(또는 사회안전망)가 강력하게 가동되었다. 이렇
듯 한국은 신자유주의와 복지제도 확충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Ochiai, 2014: 25).4) 그렇기에 저출산 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공적 보육체제(무상보육)를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달시키게 되었다(압축적 
공보육 증가). 따라서 표면적으로 보면 보육이 탈가족화, 탈상품화된 것처럼 
보인다. 기존에는 재생산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기보다는 가족주의를 강화
하거나 일부 정규직 중심의 ‘기업복지’로 해결해왔는데, 그 일부를 국가가 부
담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가족주의 규범이 과연 약화되었는지, 약화되었
더라도 어느 정도나 남아있는지는 여전히 따져보아야 한다. 공보육 시스템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20~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중국에 비
해 매우 낮고 경력단절 현상도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 보육체제의 비교역사적 탐구

한국 정부가 보육공공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지는 적어도 20년이 넘었다. 
그런데 대부분은 OECD국가들의 정책과 제도들을 모델로 삼아 여러 가지 정
책들을 파편적인 형태로 도입하고 개선하는 식이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공공 어린이집을 많이 만드는 식이다. 하지만 서구적 기준으로만 
보육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이웃나라인 중국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실태도 
한국 보육공공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중국은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로서 한국과 유사한 가족주의 문화를 갖고 있으며 특히 조부모 보육 같

4) 일본학자 오치아이는 한국의 압축적 근대성(장경섭)이 국가주도의 경제발전과 복지국
가 구축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길을 가도록 했다고 지적하였고, 동아시아 국
가들이 1차 근대성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Ochiai, 2014: 25,26). 실
제로 87년의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 10년 동안 GDP대비 사회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3%에 달했다. 1997년 한국의 GDP대비 사회지출은 3.6%에 불과했지만, 김대중 정
부의 마지막해인 2002년에는 5.1%,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7.6%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GDP대비 사회지출의 연평균 증가
율은 8.8%로, GDP성장률 4.9%의 두 배나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특징이 예외적
인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화로 서구 복지국가가 심각한 도
전에 직면하였지만, 적어도 공적 복지지출의 절대수준은 감소하지 않았다(윤홍식, 
2019: 32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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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사한 보육실천이 이루어지면서도, 여성취업률이 높고 경력단절이 상대
적으로 적다. 유사하지만 드러나는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보육이라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행위양식과 실천을 대상으로 
삼되, 가족이 보육을 통해 개인, 국가, 시장과 맺는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
보려 한다. 이러한 관계양상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을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우리는 ‘보육체제(childcare regime)’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틀에서 상세히 설명). 양국의 보육체제가 ‘여성의 보육부담’을 얼마나 
감소시키고 있는지가 최종적인 분석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양국의 저출산을 
보육체제의 여성부담으로의 귀결과 연관시켜 해명할 수 있다.

시기는 양국 현대 정부가 수립된 1980년대를 중요한 기점으로 잡고(이행
기) 그 전후인 1950년대 이후의 역사적 형성과 기원(형성기), 그리고 2000
년대 또는 2010년대 이후 현재(저출산 시대)의 보육체제를 비교하면서 역사
적 접근과 접목시킨다. 

1980년대를 중요한 기점(이행기)으로 잡은 이유는, 중국의 1980년대는 개
혁개방 시작 시기이며 중국의 사회주의 보육체제 기본 뼈대가 남아있으면서
도 과거 사회주의 보육체제가 약화되기 시작하는 과도기적 시기이기 때문이
다.5) 또한 한국의 1980년대는 이전의 산아제한 계획의 틀은 유지되었지만 
곧바로 저출산 추세가 시작된 시기였다.  

  제 2 절 선행 연구 검토
  
한국의 보육과 가족주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적지 않다. 물론 중국의 보

육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별로 없으며 시작단계다.6) 그러나 본 연구
가 지향하는 비교역사적 연구를 위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거시적
인 연구보다는 현상기술적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직접적인 선행 연구는 거
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미시적이거나 현상기술적인 연구를 모두 소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선행연구 중 상대적으로 거시적이고 역사적 성격을 가

5) 려우중이의 연구는 80년대까지 사회주의 탁아소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 활성화에 의해서 취업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고 여성 취업
을 지원하는 각급 지방정부, 기업, 단위, 가도 등 대대적으로 보육기관을 설립하였다. 
절정기 시기 전국 도시 및 향촌의 탁아소, 유아원의 수는 100만 곳 가까이 되었고, 3
세 이하 영유아의 입소율도 30%에 달하였다. 이러던 보육체제가 1988년부터 전국 단
위복지제도가 점차 해체되면서 도시 보육서비스체계가 위축기에 들어섰다(刘中一, 
2018)

6) 아마도 중국 보육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듯하다. 



- 6 -

진 연구들을 선별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 등의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른 발전 경로를 통해 근

대사회로 전환해 왔다. 따라서 근대화 과정을 통해 중국 가족이 어떠한 변화
를 경험해 왔으며, 이러한 중국가족의 근대성이 한국이나 일본, 싱가포르의 
등의 가족 특질과는 어떠한 차이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동아시아 가족근대성의 특질 규명은 물론 이들 국가의 문화변동을 비교분석
하는 중요한 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다. 

  1. 중국 가족 및 보육제도에 대한 연구

중국 보육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적으므로, 중국 가족에 대한 연구를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수행된 중국 가족에 대한 연구는 체계화되거
나 누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가족과 연관된 분산된 주제들이 탐색적으
로 다루어지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90년대까지 중국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제한된 문헌에 의존하여 가족관
련 법이나 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생활과 여성의 
지위변화를 살피는 것들이다(김임자, 1989; 구자순, 1990; 한남제, 1998; 김
순영, 1995).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가족 연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졌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여성의 지위변화, 이로 인한 가족의 변화나 
여성 및 가족관련 정책의 변화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이영자, 1999; 신
은영, 2001; 강윤옥, 2004; 최동주·문은영 외, 2004). 이외에 중국의 가족변
화를 초래한 요인으로 ‘한자녀 정책’을 살펴보거나, 산아제한정책의 부작용으
로 나타나는 남아선호와 여아낙태의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이아영, 2000; 이
경희, 2004; 박광준·오영란, 2011), 이 시기에 비로소 중국사회의 성별분업과 
남성의 자녀 돌봄을 살펴본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송유진, 2005a, b).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을 통해 여성의 지위변화를 살펴보거나(이선이, 2007),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추이와 함께 이에 대응하는 삼국의 사회정책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김범송, 2010). 또한, 중국의 고령화추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노인부양의 문제를 다루거나 도농의 
노령화추이를 살펴보는가 하면(임춘식, 2009), 중국의 일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노인부양의 실태와 부양스트레스의 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김해란·김윤정, 2011). 중국 농민공가족의 이산과 가족생활 방식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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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연구(김영란·최인희·선보영·강승호·김혜영·이재호, 2012) 등도 있다. 
중국의 출산 육아 정책을 북경과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한 연구는 국

내에서 중국 보육을 포괄적으로 접근한 유일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최은영·
문무경·이윤진·양미선·엄지원·Minyi Li·박금해, 2017).7) 출산·육아 관련 법과 
제도를 조사했을 뿐 아니라, 질적 방법을 통하여 중국 내 기관보육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중국과 대만을 비교한 이경아의 최
근 연구는 중국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한자녀 정책 등 출산정책을 연결시
켰다. 과거 한자녀 정책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으나,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출산정책의 
변화는 향후 취업여성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진단한다(이경아, 
2020: 194). 이경아의 연구를 중국의 보육 문제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자녀 정책의 완화와 중국 저출산 현상의 전망을 연결한 연구도 제출되었
다.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두자녀 정책을 실시했지만 기대했던 
출산율 증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가임기 여성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지만,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담 때문이라고 진단하
였다(유멍·최미향, 2019)

하지만 여전히 중국가족에 대한 거시구조적 접근이나 비교문화적 접근은 
거의 부재하다(김혜영, 2013).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양성평등 정책을 역사
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있다. 연구 자체의 의미는 크지만, 추진기구와 관련 법
과 조치들을 시대별로 나열한 것으로서 중범위 수준에서의 사회제도와 실천
들의 작동과 변화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정준호, 2011). 김혜영은 중국의 
가족근대성이 갖는 역사적 특수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거시적 접
근과 비교역사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가족 관련 연구의 부족은 
우리 사회 못지않게 압축적인 구조변동을 경험한 중국의 내부적 다양성과 혼
재성이 중국가족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영, 2013). 

따라서 보육에 관해서 현재 시점을 다루는 연구도, 역사적 접근도 거의 없
다. 오히려 한국과 대만의 보육 정책과 현황을 어느 정도 비교한 연구는 제
출되었는데, 역사적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보육 정책에 대한 기업과 
가정의 대응을 분석했다(이경아, 2017) 홍찬숙은 오치아이의 연구와 장경섭
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동북아 가족주의’에 대해 이론적이면서
도 현실적합성 높은 성찰을 내놓았으나, 중국에 대한 연구는 지나가면서 언
급하는 정도다(홍찬숙, 2017). 다만 최근 들어 (비교 연구는 아니지만) 역사
7) 최은영·문무경·이윤진·양미선·엄지원·Minyi Li,·박금해, 2017, 『중국의 출산 육아 정

책 및 실태 분석: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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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구가 일부 등장하였다. 상하이시를 대상으로 한 신중국 초기 탁아소
(가도이농탁아소)에 대한 연구와 탁아소에서 일하던 보육교사들의 노동여건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신중국 초기 보육의 역사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
진 것이다(장수지, 2018; 장수지, 2019). 신중국 초기 보육은 상당한 탈가족
화와 탈상품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보이지만, 돌봄 자체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자질이나 노동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 많았다. 
하지만 탁아소는 적어도 ‘일하는 어머니’ 체제가 가동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현재는 공보육체제가 부재하다시피 하지만, 중국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높
은 것은 이러한 보육체제의 역사적 유산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가족에 관한 해외 연구 역시 인구추이나 노인부양 문제와 관련된 것들
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연구경향과 유사하다. 예컨대 중국출산율의 추
계와 그것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분석하고(Gu, Baochang, Wang Feng, Guo 
Zhigang and E. Zhang, 2007), 중국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낙태의 여성 억
압적 측면과 가족구조 및 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가 있다(Cai Young, 2010; 
Wang Feng, Young Cai and Baochang Gu, 2012). 그런가 하면, 급격한 경
제성장으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도시이주에 의한 가족분거가 일어나는 현대 
중국에서 세대관계나 노부모 부양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Heying Jenn Zhan, Zhanlian Feng, Zhiyu Chen and Xiaotian 
Feng, 2011; Man Guo, Iris Chi and Meril Silverstein, 2011; Sun, J., 
2010; He, Y. & Li, J., 2007; Xie, X., Xia, Y. & Liu, X., 2007; Zhan, 
H.J., 2004). 

그 중에서도 Weihong&Yali&Wenrong의 연구는 1978년에서 2010년까지의 
중국 가족구조 및 가족주의의 변동을 비교적 장기적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이들은 중국의 가족주의가 부모자식 세대 사이는 가까워지고, 부부 간에는 
감정적 측면을 중시하는 근대적 부부관계의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가치와 근대/탈근대적인 가치가 동시에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Weihong&Yali&Wenrong, 2015: 343,348). 개혁개방 이후 가족적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이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가족
주의적 가치의 강화라기보다는 가족이 사회적 리스크를 감당하는 최종적 보
루가 되는 개혁개방 이후 사회경제적 경향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은 장경섭
을 인용하면서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 현상이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Weihong&Yali&Wenrong, 2015: 350). 

대표적인 복지국가 이론인 에스핑-앤더슨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
의 돌봄 레짐을 비교한 오치아이의 연구는 중국을 사회주의 복지레짐, 한국
을 자유주의적 가족주의 복지레짐으로 분류했다(Ochiai, 2014). 오치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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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중국대륙이 아니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만을 다루었다는 명백한 한계
가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비율이 높다고 해서 사회주의 레짐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벌써 40년 이상 추진된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중국 여성 지
위 및 가족행태의 보수화를 시장화 요인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이경아, 
2020). Weihong&Yali&Wenrong의 연구든, 오치아이의 연구든, 울리히 벡의 
근대화론을 준거로 한 연구로서, 중국의 가족주의가 갖는 독특성에 대한 세
밀한 고찰이 부재하다는 점이 아쉽다. 특히 중국의 사회주의 경험이 탈사회
주의 국면에서 미치는 역사적 인과성에 주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Yanxia&Maclean의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국가중심의 단위 복지의 
쇠퇴에 따른 공보육체제의 쇠퇴를 기존 ‘국가의 후퇴’라는 가설과는 다르게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단위에 기반한 공적 보육체제가 단순한 국가의 철수가 
아니라 더욱 복잡한 돌봄혼합체(caremix)로 변동했다고 주장했다
(Yanxia&Maclean, 2012). 이 연구는 국가, 단위, 시장, 공동체, 가족 간의 
상호관계를 보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국가의 비후퇴를 논증하기 위
해서 주로 3세 이상 유아원을 근거로 들었기 때문에, 3세 이하의 보육체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

중국 국내의 연구는 한국에 소개된 바도 없고,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되므
로 별도의 소개는 생략한다.

  2. 한국 가족 및 보육제도에 관한 연구 

우선 큰 틀에서 한국 복지체제에 관련된 논의는 주로 한국 복지를 개발주
의나 생산(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연구들이 많다. 이러한 논의들을 요약
하면, 한국 복지국가는 경제우선주의, 고용중심주의, 위계적 후견주의의 성격
을 갖고 있다(최영준, 2018: 42-43). 한국의 개발주의 체제는 국가가 산업 
및 금융정책으로 기업을 보호 및 지원하고, 기업이 전일제 평생고용으로 남
성노동자들을 보호하며, 남성노동자가 가족(여성)구성원을 돌보는 시스템(남
성생계부양자 모델)으로 구성되어 왔다. 

현 시기를 ‘포스트가부장제’로 규정하는 입장도 있다. 한국에서 호주제 폐
지, 여성 노동시장 참여 증가,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개인화, 부계 가족재생산
의 위기, 여성의 성평등 욕구 강화 등 기존의 가부장제와 핵가족의 기반이 
되는 근대 성별분업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혼과 가족에서 근대 젠더
규범 체계는 지속되고 여전히 가족주의적 요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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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2022: 15). 아마도 포스트가부장제에서 보육문제처럼 기존의 젠더규범
의 쇠퇴 과정을 가로막는 문제도 없을 것이다(조윤명·김영미, 2020).8) 

제도적 가족주의에 대한 장경섭 등의 연구는 무상보육 및 보육예산의 확대
가 제도적 가족주의를 약화시킬지에 대해 의문시한다(장경섭 외, 2015: 19). 
특히 한국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보육시설 ‘선택’의 
책임을 가족에게 부담시킨다고 지적한다. 육아휴직 이용자의 성별이 여성이 
압도적인 것도 보육정책의 한계로 지적된다. 

김수정은 한국 정부가 예산절감과 접근성을 위해 민간시설에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대신 보육의 질을 포기했다고 지적하였다. 국공립
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으며, 상품에 대한 정보도 불충분한데,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김수정, 2015a). 최은영
은 한국 보육정책이 이용자의 부담은 완화했지만, ‘일가족양립’과 ‘아동 발달’
의 측면에서 상당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가족화와 부모권의 
균형을 고민하는 서구 복지국가의 문제의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공적 보육을 이용하면서도 부모의 직접양육 시간을 확
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모두
가 돌봄자이자 노동자인 모델로 가야한다는 것이다(최은영, 2020). 

이창순은 여성주의 입장의 보육정책을 비판하면서, 여성주의자들뿐 아니라 
민간보육기관들의 집단이기주의,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모두 비판한다. 공보육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한국의 정부 보육비 지원이 지나치게 많고 어
린이집 이용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반면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양육
수당)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가정양육수당을 비판적으로 보는 여성주의적 
입장과는 상반된다. 가정이 주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이다(이창
순, 2016). 

보육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
제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 보육예산이 급증하고 무상보육이 달성된 가장 
큰 원인이 초저출산이라는 인구학적 위기의식, 사실상 경제성장의 위기라는 
경제적 위기의식이기 때문이다(최은영, 2020: 10; 김수정, 2015a: 74). 현재 
초저출산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공유’된다는 특징이 있
다. 저출산 의제는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그 시급함을 인정한
다(우해봉, 2018: 43). 이는 생산성을 중시하는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의 연장
8) 한국은 남성과 여성 모두 여성 취업으로 나타나는 성역할 변화를 지지한다. 그런데 동

시에 여성의 돌봄 역할도 동시에 기대하는 일지향적 보수주의 성향이 강하다. 다시 말
해 여성이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하는 여성
의 이중부담 문제로 이어져, 결국 여성을 다시 전업주부로 되돌리는 구조적 요인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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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육제도가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
결해주는지는 단정짓기 어렵다. 청년 노동시장 악화 해결 및 주택 문제 해결
이 더 효과적인 저출산 해결방안일 가능성도 높다. 심지어 혼외출산을 실질
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장경섭, 2018: 83). 

  3. 한국과 중국의 보육 및 가족주의 비교 연구

한국과 중국사회를 본격적으로 ‘비교’하는 시도는 아직까지 거의 없다(정근
식·씨에리종, 2013). 국내 기존 연구 중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보육 문제를 
명시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주의를 다루는 연구들이 대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다루면서 그 중 하나로 중국을 끼워 
넣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가족주의조차 다른 나라와 비교가 잘 되지 않은 
상태이다. 앞서도 언급했던, 동아시아 가족주의뿐 아니라 돌봄 문제까지 다룬 
오치아이의 연구(2014)도 중국보다는 대만이나 싱가폴에 치중하고 있으며, 
장경섭의 연구(2015)도 탈사회주의 이행 국가들 중 하나로 중국을 다루고 
있다. 홍찬숙의 동북아 가족주의에 대한 연구도 중국은 동북아의 한 사례로 
이론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이다. 다만 대만의 경우 한국의 가족주의와 비교한 
연구가 존재한다(본 연구는 대만을 포함하지 않는다)(왕혜숙, 2015). 한국과 
중국의 가족변화와 관련 정책의 비교연구(김혜영 외, 2010)가 오래 전에 제
출되었다. 인구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을 비교한 연구는 있다. 초점은 인
구정책과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문제를 연결하는 것이지만, 양국 
인구정책을 같이 다루었다는 의의는 있다(김영란·조선주·배호중·Ma 
ChunHua·Zhang LiPing, 2019)

따라서 ‘보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다. 가장 자세한 연구로는 한
국, 중국, 일본, 즉 동아시아의 저출산 정책과 육아정책을 비교 연구한 것이 
유일하다(도남희 외, 2018; 도남희 외, 2019; 도남희 외, 2020). 이 연구는 
3개년 간 시리즈물로 작업한 것이기에 국내에 나온 비교연구 중 스케일이 가
장 크고 중국과 일본의 해외학자들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스케일은 크지만 관련된 통계와 사실들을 정리한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는 통계적이고 사실적인 차원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육아 정책
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홍경애, 2020). 또한 동아시아(한중일)의 저출산 정
책을 묶어서 비교한 간략한 보고서들은 몇 건 나온 바 있다(신윤정, 2013). 

중국에서도 중국과 한국 보육을 명시적으로 비교한 경우는 없다. 가장 여
기에 가까운 치멍란(齊夢冉)의 연구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을 살피면서 한국 
사례가 중국에 갖는 시사점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다자녀가정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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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셋째아이 공공기관 취업시 혜택 등을 거론하였다. 한국이 저출산 해결에 
실패한 이유를 검토하면서, 두 자녀 정책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
이 ‘결혼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齊夢冉, 2018). 중국
어로 발간된 한국 학자 김익기(2017)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대책
을 소개하면서, 두 자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金益基, 2017). 그밖에 여러 나라를 함께 다
루면서 한국이 그 중 하나로 포함되는 연구가 있다(和建花, 2018). 

이어서 본 연구 나름의 이론적 배경을 수립하여 분석을 위한 이론적 관점
을 제시한 뒤, 다음 절에서 연구의 방법, 분석틀, 분석대상을 제시하도록 하
겠다.  

  제 3 절 이론적 배경
  1. 사회이론과 공공성 개념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 문제다. 왜 굳이 공공성인가? 이
를 다른 표현으로 보육의 ‘사회화’나 ‘사회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화’란 개념은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 축인 중국의 
경우, 보육의 사회화란 주로 단위에 의해 수행된 기존 국가 보육 책임을 시
장과 가족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주로 활용된 표현이며 결국 보육의 ‘시장화’ 
또는 ‘가족화’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라는 개념은 
사회학에서도 논쟁적이고 불분명한 대상이다.9)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성’이 
좀 더 명확한 표현이라고 판단한다. 적어도 가족이나 시장 기제가 ‘사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것은 학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
공성을 단순히 ‘비(非)시장’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공성을 
기존의 탈상품화, 탈가족화 등의 논의와 연결시켜서 검토해 보아야할 것이다. 
공공성을 탈상품화, 탈가족화와 등치시킬 수도 없으며, 공공성을 가족주의와 
연관시켜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검토를 거친 포괄적인 공공성 개념으로 본 연구는 ‘자율성과 공공
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공공성’에 대한 기존 사
회이론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공공성을 자율성의 기반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9) 예를 들어 ‘시민사회’ 개념도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를 강조하고 시민운동을 강조하기

도 하지만, 헤겔이 오래 전에 규정했듯이 시민사회는 ‘욕구의 체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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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것이다. 

  1) 사회이론에서의 공공성 개념

공공성(publicness)은 과거에는 주로 국가의 작동과 관련된 용어였다. 정부
가 하는 일, 행정관료가 하는 일이 공적인 것이자 공공성으로 여겨졌던 것이
다. 따라서 시민의 권리 주장을 제한하는 의미로 활용되곤 했다. 그러나 지금
은 국가가 공공성을 독점할 수 없으며, 공공성을 떠맡은 일개 행위자
(agency)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다시 말해 ‘시민적 공공성’을 강
조하는 경향이 대두된 것이다(사이토, 2009: 5). 이는 기존의 국가 대 시장
의 이분법처럼 사회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는 경향을 개선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보육공공성에서 공보육이나 공교육을 절대시하는 국가-시장 이
분법을 탈피해야 된다는 논의도 제기된 바 있다(김희연, 2013).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시장화, 근대화의 과정에서 공공성 개념에 주목하게 
되었다.  공공기관의 효율 저하, 부정부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능을 
어떻게 규정하고 행사할 것인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것을 
‘공공’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10) 루소, 칸트, 아렌트, 하버마스, 롤스 등 서
구 학자들의 공공성 사상이 중국학자로부터 주목을 받았다.11) 서구 공공성 
사상이 중국에 도입되면서 공공성의 ‘중국화’ 문제, 즉 공공성 개념에 과연 
중국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논쟁의 대표적인 관점은 두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차오웨이둥 등은 중국에서는 공론장이 형성될만한 역
사적 전통과 토양이 없기에 중국 사회와 발전경로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哈貝馬斯, 1999). 다른 한편으로 쉬지린, 덩정라이 등은 중국에서 서구와 동
일한 공론장이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공론장과 유사한 
기능을 한 공적 공간이 존재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許紀霖, 
2002). 그런데 공공성 연구는 주로 공민사회(한국에서는 ‘시민사회’), 공민

10) 1980년대 중반부터 공공행정, 공공관리 등 학과가 대학에 개설되며 90년대 후반기부
터 21세기 초기까지 Earl R. Wilson, Nicholas Henry, Terry Cooper 등 서구 학자들
의 저서가 중국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공공성’ 개념은 서구 행정학, 공공경영학을 통
해서 중국에 수입된 셈이다(鄧莉, 2010: 35). 

11) 차오웨이둥(曹衛東) 등이 번역한 하버마스의 『공공영역의 구조전환(公共領域的結構
轉型)』(한국어역 『공론장의 구조변동』)은 1999년 출판되었고 찰스 테일러, 에드
워드 쉴즈, 위르켄 하버마스, 황쭝즈 등 학자의 글을 번역 편집한 덩정라이(鄧正來)
의 『국가와 시민사회(國家與市民社會)』가 2002년에 출판되었고, 왕후이(汪暉)와 
천옌구(陳燕谷)가 편집한 『문화와 공공성(文化與公共性)』이 2005년 출판되었다. 
아렌트의 공공성 사상은 1994년 주스췬(朱士群)이 가장 먼저 소개하였다(朱士群,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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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공공지식인 등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공민사회 논의의 핵심은 국
가와 사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이 정상적으로 출현하므로, 
다양한 이익집단, 국가, 개인, 사회 간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현대 공민의 공
공생활과 일상생활(공론장과 개인 영역)의 적절한 경계, 공민 개인의 공민신
분과 사적 신분의 변증법적 통일 등 문제에 학자들은 주목하였다. 공민사회 
문제에 대한 성찰은 자연스럽게 공공성 문제로 이어졌다. 20세기 90년대 중
기 이후, 80년대부터 “자유”를 호소하던 지식인들은 시장화 과정에서 “공공
성”의 몰락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다(鄧莉, 2010: 37-39).12) 

한국은 IMF이후 신자유주의 시장화를 비판하다가 복지의 국가중심성을 지
나치게 강조하게 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공성이라고 하면 한국 보육에서
는 국가 재정 투입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이 절대시되곤 한다. 이
러한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공공성 개념을 가져와서 공공성 개념
을 좀 더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가족주의에서 벗어나는 
탈가족화의 방향도 공공성 개념과 연관 지으면 복합적인 관점을 갖는데 도움
이 된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자율성’이다.

시민적 공공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이론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와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공공성 논의다. 양자의 논
의는 시장 자유주의적 공공성 및 국가중심의 관료적 공공성과 구별되는, 시
민적 연대성을 기초로 공공성 논의를 도출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이다(박영도, 
2011: 293-294) 공공성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삶의 형식들이 평등한 자유
를 누리면서 공존할 수 있는 공적 조직원리”라고 규정할 수 있다(박영도, 
2011: 294). 이를테면 가족중심적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친 가부장성이나 과도한 리스크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로부터 강제된 가족주의가 아니고 자발적이면서도 젠더평
등한 가족이라면, 가족화나 가족주의를 무조건 병리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워진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우선 공공성은 공중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누구
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공공성의 의미는 ‘공개성
(publicity)’이다. 

  ‘공적’이라는 용어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두 현상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첫째, 공중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가능한 가장 폭넓은 공개성

12) 다만 중국 공공성 논의에서는 젠더와 여성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 공공성 개
념을 보육체제에 적용하려는 본 연구의 시도가 새로운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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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ity)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는 현상 –우리 앞에 나타나
고 있으며,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하나의 현상으로 지
각되는 것- 이 실재(reality)를 구성한다. ...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듣는 것을 듣는 타인의 현존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계와 우리 자신의 실재성
(the reality)을 확신한다.(아렌트, 1996: 102-103; 번역 일부 수정)

여기서의 공개성은 한자로는 公에, 영어로는 publicity에 해당한다. 이는 단
순히 타인들에 눈에 띄는 것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현상의 공간(the space of 
appearance)’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공간에 행위자가 타인과 더불어 
들어가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을 ‘가시화’하는 것이다(사이토, 2009: 60). 물
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눈에 띈다고 곧바로 현상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아렌트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고 바꿀 수 없는
(inexchangeably)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의 장소”가 공적 공간
이라고 말하고 있다(아렌트, 1996: 94; 강조는 인용자). 

공개성으로서의 공공성은 사적 영역의 ‘비가시성’과 대조된다. 사적 영역은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는 만큼 실재성(reality)의 장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아렌트는 강조한다. 가족 문제와 연관시켜보면, 오늘날 사적 영
역하면 친밀성 영역, 즉 가족이 그 핵심에 놓인다.13) 그런데 아렌트에 의하
면, 근대의 전개는 가족을 사적인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근대에 와서 가
족은 공적으로 비가시적인 것이 되었다. 예를 들어 가장에 의한 가정폭력은 
국가(경찰)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사적 영역에 
놓인 것은 공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재성(리얼리티)’을 갖기 어려우
며,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친밀성은 
현대인들의 정체성(identity)의 핵심으로 간주되어왔다.14) 아렌트에 따르면, 
근대 시기에는 경제 혹은 시장(economy), 다시 말해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 공적 영역을 지배하게 된다. (대중매체의 재현물들처럼) 사적인 것
이 확대되어 공적인 것을 위협하고 공론장을 쇠퇴시킨다.15) 

아렌트는 공공성의 또 하나의 의미로, 한자로는 共, 영어로는 commons를 
지적한다. “세계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동의 것이고, 우리의 사적인 소유지
와 구별되는 세계 그 자체”가 공공성이다(아렌트, 1996: 105). 이를 ‘공동성’

13) 아렌트는 가장 사적인, 내밀한 경험이 개별적 신체의 고통이라고 말한다(아렌트, 
1996: 103).

14) 전형적으로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 물론 그 중심엔 가족이 있을 것이다. 아렌
트는 프랑스인들의 ‘작은 행복(petit bonheur)’ 추구 열풍을 예로 들고 있다.

15) 사적인 것이 공적 영역을 지배한다는 것이 가족 모델로 전 사회를 구성하는 봉건적
인 모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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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박영도, 2011: 296). 이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세계이다. 이러한 사이세계에 대한 ‘공동 관심’이 작동하는 공간이 널리 
알려진 개념인 ‘공론장’이다. 공동관심은 공공성을 작동시키는 핵심적인 동력
이다. 이를테면 “우리는 우리들의 동시대인들뿐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 및 후
세들과 이 세계를 공유한다.”(아렌트, 1996: 108)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공
공성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공통의 문제나 사건에 대한 관심을 매개로 한 관
계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사이토, 2011: 169). 공공성 또는 공적 영역은 
이질적 타자와의 관계가 발생하는 공간이 된다. 이와 같은 공공성은 사적 소
유와 날카롭게 대조된다(아렌트, 1996: 112-121). 하버마스도 정치적 공공
성을 “사회 전체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감지하여 주제화”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다. 자율적 공론장에서의 토론은 의사소통적 권력을 형성하고 그것을 정
치체계를 향해 표출한다는 것이다(하버마스, 2007). 

이러한 논의를 보육에 적용해보자. 보육이 설령 가시화되더라도, 공통의 문
제나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사적 영역의 관심사로만 간주된다면 보육 공공
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람들이 보육을 공통의 문제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2) 공공성과 자유

이처럼 공개성과 공동성을 기초로 하는 공공성 개념은 특히 ‘자유’와 연결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

� � “친밀성 영역이 동화와 억압의 공간으로 전환할 위험성은 항상 잠재해 있
으므로,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자유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사이토, 
2009: 112)

결국 공공성의 핵심에 자유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가 출현할 
수 있는 공공적 공간”(아렌트, 2005: 11)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성
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다. 공공
영역은 곧 자유의 영역이다(박영도, 2011: 298). 따라서 개인들은 행위의 이
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사이토, 2009). 만일 개인의 선택이 가능하더라도 ‘강
요된’ 선택이라면 공공성과 거리가 있다.  

이러한 아렌트의 공공성 논의는 그리스의 폴리스 모델을 이상화하면서 (근
대에 들어 공적 영역까지 확대된) 사적 영역이나 친밀성 영역을 부차적인 것
으로 보거나 부정하는 듯하다. 코헨(Jean Cohen)과 아라토(Andrew Ar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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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아렌트는 행위자들의 사적인 삶과 가정의 이해관계, 욕구, 관심사
들을 공동으로 숙고하는 것이 공공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고 
비판했다(코헨&아라토, 2013: 360). 게다가 친밀성 영역에 존재하는 비평등
주의적인 가부장제적 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고 비판했다(코헨&아라토, 
2013: 361). 그런데 페미니즘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표어를 
통해, 기존의 공과 사의 경계에 의문을 제기해왔고, 성별분업을 정당화하는 
담론에 의해 공공성에서 배제되어왔던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을 정치적이고 
공적인 쟁점으로 만들어왔다.16) 가정폭력이나 성희롱 등 사적인 불운으로 여
겨지면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참고 견뎌야 하는) 문제로 여겨졌던 많
은 일들이 ‘공적인’ 부정의(injustice)로 인식되기 시작했다(사이토, 2009: 
35). 예를 들어 가정 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은 훈육이라는 명분하에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정당화되어 왔다. 그런데 스웨덴을 시작으로 하여 유럽 여
러 국가들에서 가정 내 양육 과정에서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곳이 
많아졌다. 이는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행위를 ‘가시화’하고 공통 관심사로 
부각시킴으로써 아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공공성 구축 작업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이 사적인 것에서 상당히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이들에 대한 체벌과 폭력은 해당 부모를 비난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체벌 가정이 많아지는 것을 가족이 
위기에 처한 사회구조적인 징후라고 간주하고 공동체와 국가의 지원을 강화
했다. 어린이를 부모에게만 귀속된 존재가 아닌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개인으로 간주하고, 심지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도 있다. 결국 가족 내 아이에 
대한 체벌은 가시화되어, 국가가 사적 영역으로 간주 되던 가정에 개입해 ‘투
명한 가족’을 창출한 셈이다(김희경, 2017: 217).17) 

이러한 관점과 관련하여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욕구 해석’의 정

16) 낸시 프레이저는 기존에 사적인 것으로 비가시적이었던 쟁점들을 공적인 쟁점으로 
부상시키는 담론을 ‘대항 공공성’이라고 부른 바 있다(Fraser, 1992). 보육이 공적인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최근 한국사회, 그리고 신중국 초기 중국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7) 가시화의 또 하나의 예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 적절한 논리체계인 숫자를 활용하
는 방식도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작업이 무보수인 가사노동을 월급여로 환산하는 것
이다.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대로 여성에게 지불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노동자(남
편)의 임금에 가사노동의 재생산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게 된
다(송다영 외, 2019: 41). 가사노동을 보이지 않는 노동에서 보이는 노동으로 변환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양적인 기준으로 환산함으로써 경제논리에 포섭되는 
면도 있다. 아렌트의 (labor가 아닌) ‘일(work)’ 개념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가치있는 
재화나 용역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규정되므로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부불노동)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아렌트, 1996).



- 18 -

치가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데 중요하다고 보았다. 사적인 것과 공적
인 것의 ‘경계선’을 둘러싼 투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생명의 어떤 필요를 
공공적으로 대응해야할 욕구로 해석하는 것과, 개인/가족에 의해서 충족되어
야 할 것으로 재개인화하는 것 사이의 쟁투가 벌어지는데, 공공적 대응을 요
구하는 욕구를 가족이나 친족을 통해 충족되어야 할 것, 스스로의 힘으로 시
장에서 구매해야 할 것으로 정의한다면, 그 욕구는 공공적 공간에서 추방(비
가시화)될 것이다. 이 때 동원되는 것이 자조, 자기책임, 가족애, 가족유대 등
의 관념인데, 특히 보육과 관련해서는 가족주의가 핵심적이다. 보육과 관련해
서는, 부모와 아이의 욕구를 일차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저출산의 해결 
대상으로만 공보육을 제공하거나 아이가 있는 가족들을 단순히 배려와 보호
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태도가 문제일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욕구 해석의 
정치라기보다는, 욕구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공성이라는 것은, 욕구를 가진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능동성, 즉 공
공적인 삶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사이토, 2009: 80). 이러한 관점이 보육 
공공성을 고찰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성에 대한 고찰을 기초로, 보육공공성과 가족주의의 연관성
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고찰과 분석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가족주의

  1) 탈상품화, 탈가족화 논의

보육 공공성 논의를 가족주의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먼저 기존의 대표적인 
이론인 탈상품화, 탈가족화 논의를 먼저 검토할 것이다. 이진숙, 박진화
(2015)의 지적대로, 상품화, 탈상품화, 가족화, 탈가족화 등의 개념 규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탈상품화를 보육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하면, 아
이 보육이 시장에서 구매되지 않고 공적인 통로, 즉 국가에 의해 시행되거나 
구매되면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하지만 보육의 탈상품화가 꼭 탈가족화
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탈가족화 개념은 탈상품화 
개념이 복지국가 분석에서 무급노동(즉 돌봄노동)을 포괄해내지 못했다는 비
판으로부터 제기되었다(Lister, 1994). 이를 확인하기 위해 ‘탈가족화’ 개념을 
검토해보자. 

리스터(Lister, 1990, 1997)는 탈가족화를 개인이 가족(결혼여부,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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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무급의 돌봄노동수행)과 관계없이, 유급노동을 통하든 사회보장 급여를 
통하든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하게 하는 정도로 규정하였다. 그
의 탈가족화 개념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돌봄 노
동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할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에 대한 사회보장이 있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가족화를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가 가족과 노동시장
으로부터 독립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여성의 돌봄
으로부터의 자유(탈가족화)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자유(탈상품화)와 동등해
야 함을 의미한다(이진숙‧박진화, 2015: 197) 

이전에는 탈상품화만 강조했던 에스핑-앤더슨은 리스터의 이러한 논지를 
수용하여, 탈가족화를 “가구의 복지와 돌봄 책임이 국가 또는 시장을 통해 완
화되는 정도”로 정의했다(Esping-Anderson, 1999: 51). 여기서 ‘완화’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국가별 탈가족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보육서비스, 아동수당, 육아휴직을 제시하였고, 국가를 통한 탈가족화도 가능
하고 시장을 통한(상품화를 통한) 탈가족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라(Leira)는 부모의 노동력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족의 탈
가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가족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는 탈상품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 바 있
다. 탈가족화와 탈상품화의 관계를 포착한 것이다. 따라서 여성노동력이 공급
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탈가족화와 탈상품화가 전제 조건이 된다.18) 특히 자
녀 돌봄이 젠더적으로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가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Leira, 2002). 

세인즈베리(Sainsbury, 1996)는 이에서 더 나아가, 가족 단위가 아닌 ‘개
인’ 단위의 수급권을 강조하였다. 여성이 유급노동에 참여하거나 가족 내 지
위와 관계없이 시민권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수급권을 확보할 때라야, 결혼
의 중요성은 약화되며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탈가족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
다. 지금까지의 탈가족화 논의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강희경, 
2007).

페미니즘 : 젠더 관점에서 탈상품화를 보완하는 탈가족화
Lister : 여성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탈가족화
Leira : 돌봄의 사회화로서의 탈가족화
Sainsbury : 개인(특히 여성) 단위의 수급권 확보를 통한 탈가족화

18) 고용과의 연계가 강한 사회보험은 탈상품화를 높이기 위해서 상품화, 즉 노동상품화
인 고용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역설을 갖는다(최영준, 201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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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자녀돌봄을 가족화하는 정책은 부모노동을 탈상품화하고(이를
테면 여성의 경력단절), 자녀돌봄을 탈가족화하는 정책은 부모노동을 상품화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이다.19) 

  2) 제도적 가족주의  

한국사회에서 가족주의와 공공성 부재의 연관성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최재석, 1979: 23; 김동춘, 2002: 94; 전미경, 2005). 특히 시민사회와 
시민의 미발달을 유교적이거나 강고한 가족주의 영향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박영신, 2017: 115; 박영신, 1990; 백광렬·이상직·사사노 미사에, 
2018: 130). 가족이기주의와 유사가족주의 등 공적윤리의 공백을 가족윤리
가 메우는 상황20)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은 가족주의가 강력한 사회로 이해
되곤 한다. 특히 가족의 원리가 사회 전반에서 연고주의 원리로 나아가는 문
제가 한국에서든 중국에서는 중요한 논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가족주
의는 의식이나 관념 차원을 넘어서는, 매우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가족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논의는 장경섭의 ‘가족자유주의
(Familial Liberalism)’ 시각이다. 가족자유주의는 가족중심주의나 가족이기주
의 같은 이념적 지향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가족이 (모든 사회적 리스
크를 감수하는) 복지 단위이자 (가족 단위로 교육, 투자, 생존을 결정해야 하
는) 주된 사회적 행위의 단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가족
이라는 단위의 구조결정성과 행위능동성을 동시에 밝혀주는 가족 개념으로 
보인다. 장경섭은 이념적 측면에서는 한국인들의 가족주의에 유교적 가족주
의뿐 아니라 서정적 가족주의, 개인주의적 가족주의가 중층적으로 혼합되어 
있다고 말한다. 가족자유주의 논의 이전에 장경섭은 ‘제도적 가족주의’란 표
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제도적 개인주의’에 대
비되는 개념으로, 보통은 국가복지에 대비되어 가족복지라고 표현되곤 하는, 
교육, 주택, 일자리, 돌봄 등을 가족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야 하는 체제를 말

19)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그대로이고 한국처럼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이 
남편 수입을 보충하거나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재)진출하는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20) 아주 최근의 예를 들면, 커피전문점 등 청년 알바생들과 점원에 대한 고객들의 갑질
을 막기 위해 “이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이라는 문구를 알바생들의 등에 붙이는 
관행이 꽤 널리 퍼진 바 있다. 동등한 시민이라는 호소보다는 가족관계를 상기시키는 
것이 더 윤리적 호소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 21 -

한다(장경섭 외, 2015; 장경섭, 2018: 30-31).21) 한국사회는 압축적 근대화
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초래하는 인구재생산 문제를 국가가 해결
하기보다는,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했다는 것이다(오영란, 
2020). 따라서 제도적 가족주의는 비교적 구조적 층위를 강조하는 반면, 가
족 자유주의 개념은 구조와 행위를 복합적으로 강조한다고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자유주의의 개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의 위치가 가족과 관련하
여 규정되므로, 한국의 ‘개인주의/개인화’의 특징도 설명해주는 점이다. 따라
서 단순히 복지의 주부담자가 가족이라는 설명을 넘어서 (비록 사회적으로 
강제된 측면이 강하지만) 개인 단위가 아닌 가족이 행위 단위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장점이 있다. “가족이 경제적 생산과 사회 재생산을 포괄적으로 관
장하며, 소속 개인은 가족을 매개로 국가 및 시장과 관계를 맺는다.”는 규정
은 (개인이 아닌) 가족을 한국사회의 주된 행위수행자(agency)로 묘사하고 
있다(장경섭, 2018: 9-10).22) 이를 통해 가족이 개인, 국가, 시장과 맺는 관
계성이 분석의 시야에 들어온다(장경섭, 2018: 9). 특히 가족자유주의는 특
히 개인중심적 자유주의와 대조된다. 서구 선진사회들은 대체로 개인의 제도
적 중심성을 기초로 국가/시장/가족/개인 관계가 작동된다. 울리히 벡은 ‘2차
근대’ 시기에는 노동시장의 개인화를 통해 (1차 근대시기에) 가족 단위로 노
동시장이 작동한 것과 달리, 개인 단위로 노동시장이 작동하게 되었다고 지
적한 바 있다(벡, 1998). 이를 울리히 벡은 제도화된 개인주의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제도화된 가족주의는 
가족 단위의 노동시장 작동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경
섭은 한국사회를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의 상황으로 진단한다. 한국 가족은 
국가복지의 강화보다는 가족의 부동산 투자, 사교육 투자 등을 통해 가족이 
처한 조건과 상황에 적응하고자 한다. 한국은 가족 단위로 사회적 적자생존
을 수행한다. 따라서 한국의 제도적 가족주의는 가족자유주의의 형태로 여러 
공적인 사회적 규칙과 정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관행에 착근되어
(embedded) 있다. 가족자유주의를 통해 개발 국가가 설정한 체제에 ‘개발가
족들’이 적응하면서 개발주의 체제가 확대재생산 되었다는 것이다(장경섭, 
21) 가장 유사한 용어는 윤홍식이 ‘가족책임주의’라는 용어로 제시한 것이 있다. 복지 미

발달로 가족이 복지를 알아서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가리키며, 용어와 그 의미가 잘 
연결되는 듯하다(윤홍식, 2012). 

22) 가족자유주의가 단순한 문화적 전통이나 특징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가족자유주
의는 “대체로 상황적으로 발생하거나 유도되어 왔”으며, “사적 행위나 관계”, 그리고 
“국가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자원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자유주의
는 “상황적 적응 행태”다. 가족자유주의는 구조화된 제도이자 사회적 행위단위를 인
도하는 사회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장경섭, 2018: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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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6-17). 
이와 같은 가족자유주의 관점에 의해 따르면, 초저출산은 IMF이후 시기 신

자유주의 재구조화 이후 개발국가의 쇠퇴로 인해 가족 자유주의적 적응 전략
의 효과성이 떨어지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의 구조조정, 즉 가족관계 
형성 지연이나 포기 전략을 수행하게 된 귀결이 된다. 결국 초저출산이 가족
자유주의의 실패로 설명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연구자이기도 한 장경섭은 중국의 보육과 가족의 경우에는 직
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탈사회주의 이행’ 중 하
나의 사례로 다룬다. 탈사회주의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도입과 경쟁압력의 
강화로 해당 국가들은 경제적 생산만이 아니라 출산 같은 ‘사회적 재생산’도 
자유화되는, ‘이중적’ 자유화를 경험하며, 이것이 가족의 가족자유주의로의 재
구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Chang, 2015). 탈사회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가족
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 국가도 가족을 정치적으로 동원한다(장경섭, 
2018: 244).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뿐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의 초저출산도 
설명된다. 하지만 중국의 특수성을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면에서, 탈사회주의
라는 기준만으로는 중국을 온전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유사한 관점을 
가진, 동아시아 가족 문제의 대표적인 연구인 일본 학자 오치아이(Ochiai)의 
대규모 연구도 대만과 싱가포르만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중국 대륙은 다루지 
않았다(Ochiai, 2014). 

제도적 가족주의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족과 노동시장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가족주의를 다룰 때 앞선 문제제기에서 질문을 던졌듯
이 (특히 여성) 노동시장 진출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보육 문제
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서 상
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양국의 차이가 양국의 가족주의
의 차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한국보다 
훨씬 나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보육 공공성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거꾸로 보육 공공성이 부족한데 어떻게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인지 가족주의와 연관해서 질문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경섭의 논의와 더불어, 여성의 개인화와 노동시장의 관
계를 강조하는 홍찬숙의 논의가 도움이 된다. 물론 두 사람 모두 노동시장과 
가족 간의 관계를 다룬다. 장경섭은 한국 기업들의 ‘장시간 노동체제’가 기혼
여성의 전업주부 역할을 정당화하는 관행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
국의 노동체제를 ‘개발가부장제 노동체제’라고 명명했다(장경섭, 2018: 8장). 
홍찬숙은 장시간 노동보다는, 기업의 가부장적 문화와 그것이 가족주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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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맺는 관계를 주로 고찰했다. 문화적 요인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문화적 차원의 ‘기업 가족주의’를 상대적으로 강조한다(홍찬숙, 
2015).23)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로 귀결되었다고 주
장하는 장경섭의 논의는, 가족을 주요 행위단위로 고찰할 수 있는 대신 여성
이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대체로 가족 내에 흡수되어 있는 행위자로 볼 가능
성을 높인다. 반면 홍찬숙은 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개인주의를 수반하는 
개인화(‘압축적 개인화’)가 진행되어왔다고 주장한다. 여성이 한국 개인화의 
주도자라는 것인데, 본 연구과 관련하여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 등 동아시아 
나라들에서는 ‘여성의 개인화가 역설적이게도 가족주의를 강화한다’는 주장이
다. 

피터 맥도날드(Peter McDonlald)는 유교적 가족주의가 저출산을 더욱 강
화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개인지향적 제도(노동시장)
의 성평등성과 가족지향적 제도(가족 내 성역할)의 성평등성 간의 상관관계
를 통해 저출산을 설명하였는데, 두 제도의 성평등성 간의 불일치와 괴리가 
심할수록, 즉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취업기회는 많아지는데 가족 내 성역할은 
불평등할 경우 초저출산이 초래된다는 것이다(McDonald, 2009). 이러한 맥
도날드의 시각은 서구보다 저출산이 더 심각한 동아시아나 남유럽 국가의 저
출산을 설명하는데 유력한 주장으로 간주되어왔다.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으
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하면되 동아시아의 강력한 가족주의가 그것
과 ‘충돌’하면서 극심한 저출산을 추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홍찬숙에 
따르면, 이 논리는 다른 동아시아(특히 중국이나 대만 등)에는 어느 정도 해
당되더라도, 한국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지난 30년간 별로 증가하지 않
았다는 점에서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홍찬숙, 2015: 106). 대신 홍
찬숙은 한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맥도날드가 말하는 것처럼 과연 개
인지향적 제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이어, 홍찬숙은 한국에서의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개
인지향적 제도로(탈가족화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매커니즘을 해명하였
다. 아무리 여성들이, 특히 고학력 여성들이 학력향상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이들 여성들의 생애가 ‘자녀교육 몰입’이라는 행태로 귀결되면
서 오히려 ‘핵가족화’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의 2차 근대에서 여
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핵가족화를 약화시켰다면, 한국은 오히려 핵가족화를 

23) 장경섭은 홍찬숙의 기업 문화에 대한 강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기업들
이 노동자들에게 전인적인 헌신의 자세를 바탕으로 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
는 도덕·문화적 틀로서 가족주의 담론을 활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홍찬숙의 지적은 매
우 적절하다.”(장경섭, 2018: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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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킨다. 다시 말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가족주의를 강화시킬 가능성
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24) 

이러한 홍찬숙의 논의는 보육체제 문제와 연결되는 지점을 마련해준다. 보
육과 관련해서 한국은 (저학력보다)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이 더 심하
다. 물론 고학력 여성이 혼인 이전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아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고학력 기혼 여성이라도 노동시장 ‘재진출’ 기회가 제도적으로 제한되
어 있다는 진단이 더 옳을 것이다. 학력에 적절한 위상과 벌이의 직업을 구
하기 어려울 것이고, 구할 수 있더라도 기업이 선발을 꺼리는 문화가 있으며, 
고학력 여성일수록 남편의 급여만으로 전업주부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일 수
도 있다. 이는 산업화 시기 남성생계부양자/전업주부 모델이 중산층/대기업/
정규직 이상에서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한다. 

여기서 결국은 가족이 중요한 변수라기보다는 ‘기업 가족주의’가 중요한 변
수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기존의 기업가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보통은 기
업총수들의 계열사에 대한 전일적 지배라든가, 기업들이 회사구성원을 통제
하고 묶어내기 위해 ‘가족’ 상징을 사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정이
환, 2013: 40; 김동춘, 2020: 204) 기업이 가족 관념을 확대시킨 공동체로 
여겨지는 경향을 지적하는 논의들이다.25) 이러한 경향과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지만, 기업을 가족으로 보는 관념 보다는 기업이 가부장적 문화를 당연시
하여 기업의 구성원인 ‘직원의 가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그에 따
라 어떻게 기업조직이 운영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를테면 한국기업들은 맞
벌이 부부가 존재하지 않고 전업주부만이 존재하는 듯이 남성에게 장시간 노
동을 시키고, 여성들에게는 남녀평등을 빌미로 장시간노동을 시킨다. 그에 따
라 남성은 장시간 노동으로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현 노동체제에서 매우 어렵다. 

홍찬숙은 현재 한국에서 노동시장 또는 기업의 제도적 가족주의와 개인화
한 가족행태 사이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홍찬숙, 2015). 여성들은 
가족 내의 가족주의는 어느 정도는 회피할 수 있으나(시어머니와 적절한 거
리를 둔다든지, 명절의례에 참여하는 것을 최소화한다든지 등), 노동시장 가
족주의는 개인 수준에서는 회피할 수 없다. 노동시장 가족주의가 가족문화로

24) 이 때 한국의 핵가족은 부부관계 중심이 아닌 부모-자녀 관계 중심의 핵가족화이다
(홍찬숙, 2017: 397). 그래서 고학력 여성조차 일/가정 양립이 힘들고 이혼률이 낮
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건이 괜찮다면 결혼관계를 벗어나도 자립이 가능하므로 
이혼을 많이 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오히려 반대이다.

25) 이와 유사한 논리로 국가공동체 전체를 가족논리의 확대로 설명하는 논리가 있다(백
광렬·이상직·사사노 미사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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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가족주의보다 훨씬 견고하고 제도적이며 강력하다.26) 아마도 (남성 생
계부양자 모델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규직 남성 중심으로 한국 기
업이 운영되므로, 기업 가족주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7) 
그렇다면 한국의 가족은 유교적 가족주의를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가족이 
아닌 한국 사회구조 전반, 특히 기업이 유교적 가족주의에 의거해 작동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현실 가족들, 가족구성원들의 가족주의는 이념적 측면에서든 제
도적 측면에서든 상당히 와해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노인부
양 책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거론해보겠다. 노인부양과 관련된 한국의 국
민의식조사를 보면, 노인부양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에서 2002년에는 가족이
라는 응답이 70.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족과 정부·사회라
는 응답이 18.2%, 노부모 스스로가 9.6%였다. 그런데 2018년에는 가족이라
는 응답이 26.7%, 가족과 정부·사회라는 응답은 48.3%, 노부모 스스로라는 
응답은 19.4%로 급감하였다(통계청, 2002; 통계청, 2018). 자신의 부모를 
모시는 것이 자녀의 의무라는 응답이 놀라울 정도로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적어도 노인돌봄에서는 가족이 아닌 정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보다 2배나 높은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자녀의 
부모부양의 실천적 근거가 되는 며느리의 시부모부양 관행으로 대표되는 제
도적 가족주의가 쇠퇴한 것이고, 이념적으로도 가족에 대한 사고방식이 크게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의 ‘비공식 복지’ 수행자로서의 기반이 이미 
해체된 것이다(손병돈, 2021: 328).28)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 보육정책은 여성취업률에도 출산율에도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여성취업률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윤홍식은 “아동 돌봄의 탈가족화 수
준이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가족주의’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윤홍식, 2012: 
262).   

26) 기업의 이러한 보수성을 굳이 유교 가족주의로 설명해야하는지 그리고 설명할 수 있
는지, 즉 유교라는 용어가 얼마나 유의미한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한국기
업의 문화가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전제하는 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7) 이는 한국 노동체제인 정규직/대기업 대 비정규직/중소기업으로 분절화된 노동시장 
분절화와 연관되는 지점이다.(노중기, 2008; 정이환, 2013) 

28) 물론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 책임에 대한 관념은 약화되었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
의 부양 책임은 강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관념과는 달리 실천적으로는 자녀 양육을 
둘러싼 물질적 부담이 강해지는 현실이 이념과 현실의 괴리를 낳을 수 있고, 비혼이
나 비출산 추세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관념과 제도는 복잡하게 얽
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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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존의 가족주의의 유력 논의인 탈가족화 논의처럼 가족에 반대되
는 개념으로 공공성을 개념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탈가족화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시장 탈가족화)으로 나누면서 가족주의와 공공성을 결합하여 
분석해야 복잡하게 얽힌 현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이런 시
각으로 보육 문제를 공공성과 가족주의의 틀로 고민하면서, 이하에서는 보육 
공공성을 평가하는 준거틀로 ‘자율성과 공공성 결합’을 제시하겠다.

  3. 보육공공성의 준거: 자율성과 공공성

  1)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역설적 공존

탈가족화는 공공성인가? 물론 공공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탈가족화 개념은 
공적 보육과 가족을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볼 가능성을 높인다. 여기서 우리
는 ‘보육 공공성’과 ‘가족주의’를 연관지어 볼 필요를 갖게 된다.

언뜻 보기에 공보육은 상품화 및 가족화와 대립(탈상품화, 탈가족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경우, 공공이 아동의 보육을 얼마나 담당하고 있느냐
만 본다면 탈가족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며, 보편적 무상보육으로 아이의 
부모가 기관 보육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탈상품화도 이루어진 것처
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가족주의를 연관시켜 가족 내 성별분업의 관점(가
족적, 젠더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보육의 일차적 책임이 가족 및 여성에
게 주어져 있으므로 온전한 탈가족화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 정부가 민간기관에 보육을 위탁하여 일종의 ‘半시장화’의 형태로 
공보육이 이루어지므로 온전한 탈상품화라고 보기도 어렵다.29) 

물론 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한 1차적 돌봄 책임을 맡지 않는 사회는 현실
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완벽하게 탈가족화된 보육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를
테면 공보육시설이 보육의 완벽한 1차적 책임자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 다시 말해 탈가족화는 돌봄의 주된 ‘책임소재’와 관련된 개념이어
서는 안 된다.30) 그러므로 탈가족화는 에스핑·앤더슨의 말대로 ‘상대적인 수
준(degree)’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은 여전히 여성이 
29) 일례로, 벨기에는 1970년대에 보육시설에 대한 공적지원을 증가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성별분업에 대한 벨기에 사회의 선호 때문에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오히려 ‘감소’했다(Leitner, 2005: 424). 따라서 공적지원의 증가가 보육 공공성을 
무작정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0) 왜냐하면 탈가족화를 가족이 돌봄을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경우, 현실과 유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모든 아이들이 공공시설에서 양육되는 것은 그것 자체
가 부모의 선택권과 배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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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의 1차적 책임을 가지지만, 어쨌든 ‘양적인’ 면에서는 공보육이 보
육을 많이 분담하고 있다.31) 이렇게 상대적인 수준의 문제로 보면 한국이 가
족화에서 못 벗어났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만일 이런 식으로 보면 3세 이
하는 기관보육보다는 육아휴직 등을 통해 가정보육을 선호하는 북유럽 복지
국가(스웨덴)나 영국 등의 나라는 가족주의에 갇혀있는 셈이 된다(이진숙, 
2012: 368). 국가에 의한 공보육의 증대가 오히려 가족의 돌봄을 ‘보완함’으
로써 가족의 돌봄 책임을 오히려 ‘유지’ 가능하도록 기능할 수도 있는 것이
다. 

결국 공보육 증가는 가족화/탈가족화 양쪽으로 다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부모휴가 확대는 양육을 위해 가정에 머무르는 부모에게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탈상품화일뿐 아니라, 아버지의 돌봄노동 수행을 용이
하게 하여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탈가족
화다(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가족화다)(윤성호, 2008). 

정리하면, 탈가족화와 가족화는 역설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 
공공성을 탈가족화라는 개념과 등치시키기 보다는, 에스핑·앤더슨이 지적했듯
이 가족과 여성의 보육 부담을 얼마나 완화하는가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된다면, 가족화는 강화될 수도 있
고 약화될 수도 있다. 다만 이 때 가족들의 가족주의는 기존의 가족주의와는 
달리 강제적이기보다 ‘선택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사회적 강제이
자 규제인 제도적 가족주의는 분명 약화될 것이다.32) 

이러한 생각을 담은 기존의 유력한 개념은 라이트너(Leitner)의 ‘선택적 가
족주의(optional familialism)’다. 선택적 가족주의는 국가가 가족의 직접 돌봄
과 탈가족화를 모두 지원하는 경우다. 원어가 familism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
하다. familialism은 단어 안에 제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
이다. 제도적으로 자율적 선택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31) 돌봄의 양적 시간의 측면에서는 분명 보육 공공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좀 더 자세
히 들어가서 질적인 측면을 따져보자. 현재 한국 어린이집의 공식하원 시간이 4시인
데, 결국 맞벌이 부부들은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가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아이돌
봄서비스가 등하원 등 공백시간에 활용되는데, 2018년 기준 맞벌이가구가 86.4%가 
이용한다(권미경, 2019: 30). 이들 가구는 기관을 이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주로 시간제로 이용한다. 이 경우 공식하원 시간을 늦추는 것이 더욱 많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기관이용에 추가하여 돌봄도우미를 활용하는 것은 수
많은 맞벌이가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는 전업주부/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 보육제
도가 설계되어 있다고 보게 만든다.  

32) 사실 기존의 탈가족화 개념은 전업주부의 삶을 규범적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성을 전제한다면 전업주부의 삶도 여성의 선택지
로서 포괄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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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가족주의
국가가 가족의 직접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로 재정적)  

  지원
암묵적�가족주의 국가가 가족 돌봄에 대해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음
선택적�가족주의 국가가 가족의 직접 돌봄과 탈가족화를 모두 지원
탈가족주의33) 국가가 돌봄의 탈가족화는 지원하지만 가족화는 지원하지 않음

<표 1-1> Leitner의 가족주의 분류

이러한 고찰에 따라, 본 연구는 탈가족화에 공공성의 기준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탈가족화를 ‘공공중심’과 ‘시장중심’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수용한다(윤홍식, 2012: 272). 시장중심의 탈가족화는 계층화와 양극화를 수
반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율성을 가족들에게 부여하지 못한다. 덧붙여 탈가족
화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이 보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수용한다
(송다영, 2012). 이러한 생각을 압축하여, ‘자율성과 공공성’을 보육공공성의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자율성과 공공성

여기서는 앞서의 공공성에 관한 사회이론과 가족주의 논의를 종합하여, ‘자
율성과 공공성’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과 가족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하
면서도 그것이 제도적 수준과 정도의 문제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상
품 선택과 유사한 단순한 자유 또는 자율성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생애 
전반을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각종 사회적 리스크로부터의 자
유를 확보하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아렌트가 제시한 공공성의 의미가 “개인
이 행위의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독일 사민당
의 함부르크 강령은 “자유는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라
고 말하고 있으며, 개인이 강해질수록 가족은 더 가까워진다는 견해도 참고
할 수 있다(파르타넨, 2017). 

이렇게 보면 보육 공공성은 보육을 지나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보육에
서의 자유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감정적으로 
큰 기쁨을 주더라도 보육을 둘러싼 경제적·사회적 측면(예를 들어 보육비 부
담,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좌절, 노키즈존 확대 등)에 제약이 많다면 
33) 앞서도 언급했듯이, 탈가족화를 지향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가족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기도 하므로, 마지막의 탈가족주의는 이념형으로만 존재하지 현실에서는 완전
하게 제도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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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기쁨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여성의 보육이 남성들에게 그리고 사회
에서 “보여지고 들려질 수 없다면” 보육은 사적이고 박탈된 경험이 될 가능
성이 높다(아렌트, 1996: 102-103).34) 구체적인 예로, 여성/엄마가 보육으
로 인해 공적인 활동을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면, ‘시간 빈곤’에 처하여 
자유의 중요한 조건을 상실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남성/아빠가 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노동시간을 투여하고 여가시간을 
상실한다면 그것 또한 자유의 상실이다. 반면 아이가 아플 때 경력상 불이익 
없이 휴가를 내거나 근무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자율적인 삶을 획득하는 
것이다. 각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개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보육을 능동적 행위
자로서 수행할 수 있다면 보육공공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율성과 공공성 두 기준은 국가가 가족의 직접 돌봄과 탈가족화를 모두 
지원하는 ‘선택적 가족주의’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좀 더 자유의 제도화 측면
을 보완한 개념이다. 이를테면 단순히 부담을 양적으로 덜어주는 수준을 넘
어서, 여성의 가족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촉
진하는 정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35) 단순히 개인과 가족이 일과 돌봄을 양
립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돌봄과 돌
봄 시간을 확보할 자유를 얻어야 한다(김규찬, 2020: 183-184). 따라서 선
택적 가족주의와는 달리, 개인의 자율성 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성도 동시에 
제도화하는 방향을 포함한다.36) 돌봄의 리스크가 공적으로 분담되면서 가족 
또는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부담되지 않고, 그렇다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의사
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돌봄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며, 시장에서 보육상품 
구매 위주로만 해결하지도 않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보육을 지금처럼 대부
분 민간에서 구매함(위탁)으로써 관리의 소홀에 빠지지도 않는 것이다. 기업
도 가족과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공적 장치(출산휴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등)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웨
덴에서 말하는 ‘자유선택’ 보육은 상품을 고르듯 단순히 여러 방식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은 최상의 서비
스를, 가족(특히 여성)은 아동 보육에 대한 걱정 없이 일과 가족생활을 영위
34) 육아 과정이라는 사적인 경험을 유튜브에 올리는 보육자들도 있지만, 그것이 동영상

을 찍어주는 사람의 도움 없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보육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 시대에는 이른바 인터넷 ‘맘카페’가 개설되곤 하지만, 남성들은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맘카페 같은 집단적 실천도 사적인 것처럼 폐쇄적인 측면이 많다.  

35) 이 아이디어는 이진숙, 박진화(2015:201)를 참조했다.
36) 필자의 공공성 개념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백경흔 외(2017)가 제시한 ‘돌봄 민주주

의’다. 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배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자율성과 공공성 개념은 돌봄
의 기계적으로 평등한 분배보다는 개인이 기획한 인생경로를 자유롭게 추구하는 면
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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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송다영, 2011: 295).37) 
선택적 가족주의와 더불어 ‘자유선택론’과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나 

가족화를 강화하면서 겉보기에는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위 돌봄의 ‘자유선택론’이 그것이다(송다영, 2011). 상품선택의 자
유라는 이미지는 개인들에게 자유선택이라는 환상을 주곤 한다. 자유선택론
은 민영화나 가족화가 국가의 복지비용 절감을 가능케 할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 상황에 맞는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자
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보는 것과는 다르다. 개념상 ‘평등’이 제도화되지 않
기 때문이다. 국가의 질 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보육은 국가책임을 약화시키
는 것이며, 시장에 주도권을 줄 경우 가족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여 불평등
을 방치하거나 강화하기 때문에 가족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38) ‘평등’은 사
실상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돌봄이 상당부분 시
장화 된다면,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돌봄은 결국 비가시화될 것
이다. 

이처럼 보육을 자율성과 공공성 기준을 묶어서 평가하면, 가족과 여성, 그
리고 남성이 보육 관련 리스크와 부담을 완화하여 어느 정도나 자신의 인생
경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육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여성이 보육부담 감소로 인해 경력단절되지 않고 남성들처럼 노
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 보육 공공성이 획득된 것이다. 설령 보모나 
조부모보육의 희생에 의해 그것이 가능해진다 할지라도, 노동시장의 측면에
서만 보면 여성이 노동을 통해 공적 영역에 나아간 것이기에 어느 정도의 공
공성은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는 4장에서 다룰 중국의 ‘역설적 공공
성’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여성이 의사와 무관하게 경력단절되어 가정으로 
들어가 보육을 하게 되는 것은 보육공공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반대로 가정
보육을 하더라도, 다시 말해 설령 전업주부의 삶을 살더라도, 여성이 자신의 
의사대로 경력단절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면, 보육 공공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준거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보육체제를 분석하고 평가할 것
이다.

37) 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선택은 한정된 선택지 내에서의 강요된 선택이 되고 
말 것이다. 

38)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구는 시장에서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구매를 선택의 자유로 환
영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다수 가구는 비록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원하더라도 일차적
으로는 비용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이는 자유로운 선택을 제약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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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연구방법, 분석틀, 분석대상
  1. 연구방법: 비교역사사회학

분석틀을 제시하기 전에,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비교역사사회학적 
문제의식이 생겨난 과정을 소개하겠다. 최근에는 연구자의 ‘위치성’을 연구에 
명시하는 것이 연구를 객관화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
다. 

보육체제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연구자의 개인적 궁
금증을 풀기 위해서였다. 연구자는 중국에서 출생하였는데, 4살까지 아버지가 
내몽골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홀로 연구자를 돌
보았다. 시기는 1980년대 중후반이었다. 어머니가 일했기에 연구자를 출산한
지 두 달 만에 ‘단위탁아소’에 맡길 수 있었고 조부모 도움 없이도 직장생활
과 보육의 양립이 가능했다. 연구자의 동생도 직장탁아소에 연구자처럼 출생 
후 이른 시기에 맡길 수 있었다. 연구자의 과거 보육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요
즘 중국에서 태어난다면 과연 조부모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의문
을 갖게 되었다. 연구자는 한국에서 박사논문을 준비하기 위해 2019년생인 
외동아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문화와 맞벌이 자격으로 어렵게 입소시켰다. 
한국 무상보육의 장점을 경험한 것이지만, 외동이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가는 것은 다문화가정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39) 연구자는 친정
엄마가 해외에 있으므로 아이를 부탁할 처지가 아니며, 시어머니도 시동생의 
아이를 돌보느라 바쁘다. 그런 면에서 한국 기관보육의 혜택을 크게 받고 있
다. 이처럼 두 나라의 보육을 경험하면서 연구자는 과거 중국 도시에서 거의 
모든 직장마다 있었던 탁아소가 이제는 왜 사라졌는지 궁금해졌다.40) 그 결
과 한국과 중국의 보육공공성과 가족주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
각하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궁금증과 문제의식은 비교사회학적인 또는 비교역사사회학적인 방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 양국 보육체제를 비교하려는 

39) 어린이집의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외동이가 여기에 입소했는지 깜짝 놀라서 질문한 
적이 많았다. 다문화라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제서야 엄마들이 이해했다.

40) 연구자의 동생은 중국에서 맞벌이로 살면서 연구자의 아이와 비슷한 또래를 갖게 되
었는데, 조부모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육에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보모를 고용하여 
2.5세까지 돌보다가, 2.5세 이후 유아원(한국의 유치원)에 입소하였다. 보모비는 조
부모가 돌봄을 직접 하지 않는 대신에 지원하였다. 중국에서는 친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보육을 하지 않을 경우 보육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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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근 잘 수행되지 않는 ‘비교사회학’적 연구이며, 여기에 
‘역사적’ 접근까지 결합되는 것이다. 20여 년 전 비교사회학에 대해 연구했던 
저명한 두 사회학자는 다음처럼 말한 바 있다.

    한국 사회학계에서 비교사회학적 연구업적이 아직 미미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두 사회 이상을 연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요구되는 노력의 방대
함이 그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사회를 비교 연구해
야 하는 당위성에 직면해 있다.(김용학․임현진, 2000: 10)

20여 년 전에 이러한 과제가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비교사회학적 연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41) 당시에는 비교사회학 연구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비
교에 지나치게 집중되었다. 그동안 체제비교의 유용성은 쇠퇴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두 사회학자는 ‘중국’을 여행하면서 비교사회학의 중요성을 깨
달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인들이 연장자에게도 한 손으로 술을 따른다거나, 왕
이든 졸이든 장기알의 크기가 동일하고, 같은 문화권이면서도 존댓말이 없다
는 점을 들면서, 이들은 ‘유사한 듯 한 두 나라의 차이 비교’라는 문제에 부
딪혔고, 이를 통해 비교사회학의 필요성을 역설한다(김용학·임현진, 2000: 
7,66-71).42) 

한국과 중국이야말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라이다. 본 연구는 유사한 듯한 
두 나라 한국과 중국의 보육을 비교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그리고 중국의) 비교사회학 연구 부족을 보완하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두 나라를 비교하는데 있어 유사성과 차이를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
서는 필연적으로 ‘역사적’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비교역사사회학적 작업이 본 연구의 방법론적 접근법이 된다. 과거
의 사회역사적 사실을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인과성’을 확인함으로써 현재 시
점의 제도들의 작동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현재 두 나라의 보육체제를 이해
하기 위해 두 나라 현대 보육의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비교방법은 크게 ‘질적 방법’, ‘양적 방법’, ‘비교사적 방법’으로 분류된다(김
용학·임현진, 2000: 52). 본 연구는 주로 비교사적 방법을 중심으로 하되, 기
존 연구들을 분석틀에 따라 종합하면서 일부 인터뷰를 인용하는 질적 방법
과, 문헌들과 각종 보고서, 언론기사, 백서, 통계 데이터베이스 등의 통계와 
41) 최근에 비교사회학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를 비교한 연구가 등장했다(사사노 

미사에, 2021).
42) 연장자에게 한 손으로 술을 따르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의 유산이다. 장기알 크기가 

같은 것은 이미 혁명 이전부터 그러했다.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동일한 장기알 크기
를 변경해서 왕과 졸 사이에 위계서열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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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활용하여 논거를 제시하는 양적 방법을 모두 활용할 것이다. 
비교사회학에서 두 사회를 비교하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수렴/비수렴 

여부다. “중국과 한국의 보육체제는 수렴하는가? 아니면 비수렴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가족주의라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통해 양국 가족주의를 다루므로,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다.  

비교역사사회학적 접근은 보육을 한정된 미시적 고찰로 이해하지 않고 다
른 사회제도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고찰을 시도하는 
장점이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사회제도들이 야기하는 
가족주의적 효과다. 해당 사회의 보육체제가 가족과 여성의 부담을 감소시키
고, 나아가 어느 정도나 자율성과 공공성의 방향으로 조절했느냐가 본 연구
의 분석 기준이자 목표가 된다. 이를테면 한 제도의 성격은 역사적·사회적 맥
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육아휴직 같은 동일한 제도라도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것이 공공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중국에서 80년대에 여
성들이 육아휴직(단계성취업)을 거부했듯이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통치로 해
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2. 분석틀: 보육체제(childcare regime)

한국과 중국 양국의 보육과 연관된 여러 사회제도들을 국가/시장/가족/개인 
관계망 속에서 비교 분석하고 보육공공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보육체제 모
델을 구성해 보았다. 

‘보육체제(childcare regime)’ 개념은, 보육을 단순한 사회제도가 아닌 ‘체
제’로 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보육이라는 사회적 실천은 단순히 고립된 하나
의 행위(육아)로 한정될 수 없고, 많은 사회적 제도들과 어떤 사회적 규칙성
을 갖고 맞물려 작동한다고 가정한다. 기존 보육 관련 연구들은 직접적인 보
육행위와 연관된 여러 가지 대상들(보육시간, 보육분담, 보육시설, 보육예산, 
보육교사, 부모들의 인식, 조부모보육 등)을 미시적·파편적으로 연구해왔다. 
따라서 보육실천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
기 어려웠다. 반면 본 연구는 보육체제라는 틀을 구상하여, 보육실천을 제도
와 실천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 한다. 여기서 체제(regime) 개념
을 사용하고 비교적 중립적인 용어인 체계(system)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시장과 국가, 문화가 보육에 미치는 영향의 ‘규제력’을 강조하기 위함이
다. 다만 regime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푸코의 권력 이
론을 활용하여 권력의 강제적 작동을 강조하는 것에 반해, 본 연구가 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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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제력의 수준은 낮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이나 실천, 제도들의 영향력도 
분명 강제성을 갖고 있으므로 regi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보육체제 분석틀은 보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뿐 아니라 ‘간접
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까지 ‘포괄’하기 위해 구상한 
것이다. 이는 명료한 인과관계보다는 전체적인 작동양식과 영향관계만을 포
착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의 한자녀 정책과 (노동시장에 속하
는) 정년퇴직 제도(퇴직연령 및 퇴직금제도 등)는 손자녀수를 줄이고 조부모
를 일찍 퇴직시킴으로써 의도치 않게 중국의 조부모보육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책의 직접적 목표 및 의도와 무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본 연구는 보육체제 요소로 기업이 주축이 되는 ‘(여
성)노동시장’, 국가가 주축이 되는 ‘출산정책’, 그리고 문화적 측면의 ‘가족주
의’와 ‘보육실천’ 4가지 요소를 설정하고, (직접 보육행위가 이루어지는) 보육
실천의 요소로 母보육, 조부모보육, 기관보육, (남성)육아휴직 4가지를 설정
하였다.43) 여기서 가족주의는 제도적 가족주의와 이념적 가족주의가 맞물려 
형성되는 ‘맞벌이/전업주부 모델’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에서 가
족/개인/국가/시장 영역 간의 보육을 둘러싼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사
하고 다르게 전개되는지, 가족주의 이념 또는 규범이 각 영역의 제도들과 맞
물리면서 변화하는 과정은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양국 보육체제의 유사
성과 차이를 탐구하고자 한다. 

보육체제의 공공성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자 보육체제 공공성 여부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 내 여성의 부담(母보육)일 것이다. 본 연구가 노동
시장과 출산정책 등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가 바로 이 
여성 보육 부담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한다 해도, 노
동시장 진출이 아이 엄마의 이중부담으로 이어진다면 저출산 현상은 개선되
기 어려울 것이다. 아이 엄마가 일과 가족 둘 다 큰 탈 없이 해내더라도(일
가정양립?), 그것이 조모의 큰 부담을 수반한다면 그 또한 세대이전을 거치
는 여성부담일 것이다. 그런데 조모가 큰 부담을 지더라도 젊은 여성의 노동
이 단절 없이 지속된다면, 여성은 노동자로서 공적영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상대으로 공공성에 가까워지는 것일 수 있
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43) 모의 보육과 기본적 요소로서 조부모 보육, 기관보육, (남성)육아휴직 등과 연동되어 
수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하지 않고 보육실천의 요소들을 다룰 때마다 묶어서 분
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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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보육체제(chilcare regime) 분석 도식

<그림1-1> 도식에서 바깥쪽 원은 ‘보육체제’를 가리키며, 내부의 원은 
‘보육실천’을 가리킨다. 보육행위와 실천을 둘러싼 여성노동시장, 출산정책, 
가족주의가 보육체제의 배경이자 환경을 이루며 보육실천에 영향을 주거나 
그것을 변형시킨다. 이를테면 노동시장에서 여성 취업률 증가가 기관보육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 여성 취업률이 증가하는데 기관보육이 부족하
면, 모보육 부담뿐 아니라 조부모 보육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산아제한 출
산정책은 자녀수를 직접 줄이므로 모보육 부담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다. 
물론 역으로 보육실천이 이 배경 요소들을 변동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차이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하되 그 역사적 경로형성을 
추적하는 역사적인 비교연구이기 때문에, 제도와 실천 각각의 인과관계를 일
일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역사적 인과성’을 파악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양국 보육체제의 ‘역사적인’ 변동을 고찰하기 위해서, 이 같은 분석도식에 
따라 양국의 현대 보육체제의 전개를 형성기, 이행기, 저출산기로 나누어 분
석할 것이다. 중국은 곧바로 공적 보육체제가 형성되었다가(1950s~1980s) 
사적 보육체제로 이행하는 이행기(1980s~2010s)를 거쳐 2010년 이후 현재
까지의 저출산기(2010s~현재)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가족중심 사적 보육체
제가 형성되었다가(1950s~1980s) 공적 보육체제로 이행하는 이행기
(1980s~2000s)를 거쳐 2000년대 이후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해 공보육체제
를 압축적으로 팽창시켰다(2000s~현재). 우리는 세 번째 시기는 모두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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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현상에 직면하고 저출산이 보육체제의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
각시켜 ‘저출산기’로 부르고자 한다. 이로써 보육체제의 복잡한 동학을 반영
하면서도 동일한 저출산에 대한 양국의 대응 차이를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
다.44) 이는 결론에서 제시할 ‘보육체제의 두 갈래 길’의 유형화에 핵심적이다
(결론 참조). 

이하에서는 왜 보육체제 요소 4가지와 보육실천 4가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45) 

  3. 분석대상: 보육체제의 구성요소들

  1) (여성)노동시장과 보육체제

본 연구는 (주로 여성) 노동시장을 시장 층위에서 보육체제의 구성요소이
자 보육실천이 이루어지는 배경으로 간주한다. 노동시장은 조부모보육, 기관
보육, (남성)육아휴직, 모보육 등의 보육실천에 영향을 주면서도 영향을 받기
도 하는 상호관계를 맺는다. 노동정책이라든가 정년퇴직 제도 등의 국가정책
도 이 노동시장 요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노동시장에 국가 정책의 
영향이 강하더라도 기업을 경유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업이 고용영
역을 담당할 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체제를 가동시키는 등 법적·문화적 요인
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상 노동정책도 노동시
장 변수에 포함시킨다. 

서론의 핵심적 질문은 중국과 한국의 여성 노동시장 진출 비율의 차이였
다. 한 사회의 노동체제(예를 들어 장시간 노동체제, 기업 고용관행의 가부장
성 등) 전반이 보육체제를 구성하며 보육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동시
장과 여성들의 관계는 보육실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매우 높으며 경력단절 비율은 대만보다도 낮다(이경아, 2020: 
180-181). 하지만 중국은 최근 들어 공보육과 육아휴직이 거의 부재하고, 
44) 이를테면 중국 보육체제가 ‘공에서 사로 이행한다’, 한국 보육체제가 ‘사에서 공으로 

이행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결론에서도 논의하겠지만 과거 근대화론 등이 그
러했듯이 사회발전에 단계가 있다는 시각으로 보육체제를 보게 된다. 중국은 공적 보
육실천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보육체제의 유산이 남아있어 사적 
보육실천인 조부모보육이 여성의 공적 영역(노동시장) 진출을 꽤 높은 수준으로 지
탱시켜주고 있다. 중국은 여성취업률도 경력단절도 한국과 일본, 대만에 비해 양호한 
상태다. 

45) 이를테면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 논의에서는 서구의 논의라는 한계를 반영되어 
조부모 보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보육체제를 다루려면 
조부모 보육이 빠질 수 없다.



- 37 -

이처럼 부재한 상태가 지속되는데도 여성노동시장 진출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한국은 OECD 상위권에 도달할 정도로 기관 공보육이 상당히 확충되었
으나, 여성노동시장 진출뿐 아니라 여성 경력단절 현상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공보육(기관보육)과 육아휴직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요인을 파악해야할 것이다. 대체적인 견해는 
조부모가 보육을 부담하는 문화 때문이다(杜鳳蓮·張胤鈺·董曉媛, 2018). 그런
데 조부모 보육이 현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중국이든 한국이든 똑같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과 한국의 유사성 뒤에서 잘 보이지 않는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양국 가족주의의 차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유사한 
가족주의지만, 역사적 경로의 차이로 인한 가족 모델(맞벌이 모델/전업주부 
모델)의 차이가 보육실천에 영향을 미치며 아이모 여성의 부담 정도와 형태
에 영향을 준다.

  2) 출산 정책과 보육체제

본 연구는 출산 정책을 국가 층위에서의 보육체제 구성요소이자 보육실천
의 배경적 요소로 간주한다. 산아제한이든 저출산 대책이든, 출산 정책이 조
부모보육, (남성)육아휴직, 기관보육, 모보육에 영향을 주면서도 영향을 받기
도 하는 상호관계를 맺는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자녀수를 줄
이므로, 조부모 입장에서는 손자녀 수를 줄임으로서 조부모 보육이 널리 수
행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되었다. 이는 정책의 직접적 의도와는 거의 관
련이 없다. 다시 말해 큰 틀에서는 인구정책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육체제와 
연관해서 출산율을 변수화하기보다는 ‘출산정책’으로 변수화한다. 출산정책은 
출산율의 상승과 하강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의 입장에서 자녀수를 줄
이거나 자녀수를 늘리려고 하며,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임신, 출산, 보육, 양육 
관련 정책을 통해 광범위하게 보육실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주지하다시피 80년대부터 ‘한자녀 정책’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으며, 2016년부터 한자녀 정책이 완화(2021년 세 자녀 정책 실시)되고 있
는 상황이다. 산아제한의 경로를 거친 영향 때문인지, 공보육 증대 정책이 아
직 적극적으로 개시되고 있지 않다. 중국에서는 공보육 지원보다는 한자녀 
정책 ‘완화’가 사실상의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출산율 저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판단인 것이다. 

한국은 IMF이후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공보육제도 개선을 저출산 문
제의 핵심 대책으로 삼았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보육 문제만을 정책 중심 수
단으로 삼는 것은 분명 문제가 많지만, 보육 문제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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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주의나 복지정책의 성격을 진단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정성호, 2018: 56). 
한국 인구정책이 여성을 출산기계로 수단화하는 경향을 비판하는 여성주의 
진영의 정책수단도 현실적으로는 공적 보육제도 개혁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았다.46) 문제는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보육정책이 한국에서 실패했다는 점
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성공한 보육중심 저출산 대책이 한국에서는 왜 실
패했는가? 대책이 불충분할 수도 있고, 대책이 온전하더라도 사회문화적 측
면에서 ‘개발가부장제’가 야기한 가정, 기업, 국가 세 층위에 공히 존재하는 
“삼중적 가부장체계”가 존속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비혼여성이 급증하는 추세
를 막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장경섭, 2018: 205). 그런데 이 문제도 가족
주의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가족계획사업도 
전업주부를 모델로 작동하였고, 현재의 보육정책도 전업주부 가정을 모델로 
제정되는 측면이 많다. 따라서 가족주의의 형태를 분석에 도입해야 한다. 따
라서 보육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여성 노동시장 진출, 즉 비가부
장적 기업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수 있
다.47) 다른 한편 사교육 등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본 연구는 다루지 않
지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가족주의와 보육체제

가족주의는 보육체제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보육체제 요소
로, 여러 연구들에서 드러나듯이 대단히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복잡한 
가족주의에 대한 논의들을 압축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비혼 출산율이 서구사회보다 낮으므로 
결혼제도 내에서의 가족주의만 고찰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이재경, 2022: 
11), 가족주의의 관념적 층위와 제도적 층위가 중첩된 가족주의의 핵심변수
를 가족, 기업, 국가에 의한 ‘정상가족 모델에 대한 인식과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 사회와 사회제도들이 주류적인 정상가족 모델
46) 저출산 대책의 초점은 2000년대에 이르면 기존의 여성주의적 정책지향을 포괄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모성보호법이나 일가족 양립,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 등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저출산 문제를 경유하면서 특히 보육 문제로 초점이 모아졌다고 
볼 수 있다. 

47) 만일 이러한 한국의 정책실패를 참조한다면 중국이 굳이 저출산 때문에 보육 공공성
을 증대할 필요는 없고, 여성 노동시장 진출을 유지하고 권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며, 가족화를 위한 보완재로 공보육을 실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이다. 즉 가족을 돕기 위해 국가가 ‘보조적으로’ 나서는 공보육 형태도 가능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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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벌이 모델’로 보느냐, ‘전업주부 모델’로 보느냐의 차이로 단순화하고자 
한다. 가족주의는 국가가 그것을 주도하거나 동원할 수 있는 것이면서도, 대
중들의 집합적 인식과 실천에 강고하게 착근되어 있을 수 있다. 노동시장과 
연관되어 가족주의는 기업가족주의의 형태로 기업의 가부장적 운영과 고용에 
작용할 수도 있다. 

  4) 보육실천과 보육체제

분석틀에서는 보육체제 내에 노동시장, 출산정책, 가족주의와 더불어 ‘보육
실천’을 보육체제의 요소로 설정하였다. 근대적 성별분업은 보육을 주로 아이
모의 역할로 규정해왔다. 아이모 보육의 정도 차이는 사회마다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모의 보육을 사적으로 대체하는 조부모보육이 있을 것이고, 공
적·민간 보육시설이 대체하는 기관보육이 있을 것이다. (남성)육아휴직은 노
동시장과 가정보육을 연계하는 지점에 놓여 있지만, 아이부와 아이모 모두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나아가 가족 내 성별분업을 변동시킬 
수 있는 보육실천이라 할 수 있다.

조부모 보육은 한국과 중국의 유사한 관행이면서도 한중의 차이를 보여주
기 때문에 양국 보육체제와 가족주의의 연관을 고찰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
이다. 중국에서 조부모 돌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가족주
의로의 회귀임과 동시에, 사회주의 시기에 수립된 여성의 높은 취업률과 젠
더평등성이 역설적이게도 조부모, 즉 가족의 부담으로 근근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질문하게 만든다. 본론에서는 중국에서 시간이 갈수록 조부모 
돌봄이 주된 관행이 된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조건을 탐구할 것이다. 한국에
서는 공보육 강화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의 보육이 감소하긴 하지만 여전히 
필수적이며, 그러면서도 모계측 ‘친정’ 부모의 역할이 이전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조부모 보육은 근본적으로 가족 내에서의 보육 구조조
정으로, 가족 내에서 부담의 주체를 모에서 조모로 일부 이전하는 것이기 때
문에, 모의 부담은 경감하지만 결국 여성의 부담을 이전세대로 이전할 뿐이
다.48)

앞서 언급했듯이 기관보육은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매우 크다. 중국은 과
거 건국 시기에 공보육이 비교적 잘 작동되었고, 현재는 한국에서 상대적으
로 잘 작동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영유아의 공보육이 거의 부재한 상태이며, 
공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는 매우 높다(徐浙寧, 2015). 중국의 

48) 물론 중국에서는 조보뿐 아니라 조부도 보육에 상당 부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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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만3세 이상)은 공공성이 비교적 높지만, 영유아 공보육은 거의 부재
한 상태다.49) 반면 한국은 2015년에 이미 GDP 대비 0.9%를 (유아교육을 
제외한) 보육에 지출했다. 2%를 지출하는 덴마크를 선두로, 프랑스, 영국에 
이어 한국은 네덜란드와 유사한 규모로 보육투자를 하고 있다.50) 한국에서 
공보육에 의한 보육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낮
고 경력단절이 많은지, 이와 연관된 한국 기관보육의 특수성에 대해 탐구하
여야 한다. 여기서도 기관보육 작동과 가족주의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이며, 가족과 여성의 보육부담이 기관보육을 통해 어떻게 유지되고 경감되는
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남성)육아휴직은 국가의 노동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업의 의사가 
상당부분 반영되므로 노동시장의 작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본 연구는 남성
이 가족에서 직접 보육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행위성을 강조하는 보육실천
으로 보고자 한다. 보육을 여성의 책임으로만 전제하는 사회전반의 문화에서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것은 필수적이기보다는 선택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남성에게 여성과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주는 것은 보육을 남녀 공동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문화적·규범적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법으로 강
제할 경우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 일이다.51) 따라서 남성육아휴직 상황은 가
족주의를 고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최새은·정은희·최슬기, 2019) 본 연구는 
여성 육아휴직도 다루겠지만, 여성 육아휴직은 가족주의의 특수성을 고찰하
기 위한 주요 분석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52) 남녀 동등 육아휴

49) 일부 지방정부에서 출산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양육수당 등의 보육수당은 존재
하지 않는다. 

50) 독일, 일본, 이탈리아, 미국보다 더 높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김수정, 2015a: 
72). 불과 10년 만에 이만큼 재정투자가 급증했으므로, ‘압축적’ 공보육 성장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획기적인 발전은 2012년 0~2세 영아의 무상보육과 5
세아의 무상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 3~4세 유아의 무상누리과정 포함으로, 5세 이
하 전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서비스가 실시되었다.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률은 이미 2010년 50.5%에 도달하여, 덴마크(65.7%), 네덜란드(60.6%), 노르웨이
(54.0%)와 함께 세계 최상위 수준에 이르렀고, 2014년에는 63.6.%로 가장 높은 수
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0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2008년 기준 스웨덴 0%, 핀
란드 1%인데 비해 우리는 2014년 기준 31.7%에 이르고 있다. 

51) 2030 청년층 생애전망 인식조사에서는 여성이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1
위가 파트너의 적극적인 양육참여. 3위가 파트너가 회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면 이었다. 이는 4위인 여성 자신의 출산휴가·육아휴직보다 상위에 놓였다(김
은지 외, 2020: 1) 주관적 인식 차원에서는 이미 청년남성들조차 부부공동육아가 바
람직하다고 여긴다. 20대 남성의 경우 “가사가 여성책임이다” 또는 “부인이 주로 하
고 남편도 분담”, 이 두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불과 2018년 기준 18.5%로 2008년 
기준 55.6%보다 현격히 떨어졌다. 남성 5명중 4명에게 가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가부장적 제도와 문화가 가족보다는 기업조직에
서 ‘노동체제’의 형태로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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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가족 내에서의 보육(가족화)을 유도할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즉 가족
의 보육책임 강화). 게다가 모의 보육부담 완화효과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러나 본 연구가 남성 육아휴직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럽 복지국가 일부에서 
강력히 시행되고 있듯이 노동시장의 노동체제를 비가부장적으로 만든다는 효
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 육아휴직은 주로 노동시장, 즉 기업 조직의 
가족주의(기업가족주의)와 상호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남성육아휴직은 보육 공공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기업
가족주의가 약화된다면,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이 완화됨으로써 여성부담이 
완화되고 보육공공성이 진전될 것이다. 

 

  제 5 절 논문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은 현대 중국 보육체제의 역사적 변동

과 현재를 세 시기(형성기, 이행기, 저출산기)로 구분하여 서술하되, 분석틀
에서 제시한 (여성)노동시장, 출산정책, 보육실천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제3
장은 현대 한국 보육체제의 역사적 변동과 현재를 세 시기(형성기, 이행기, 
저출산기)로 구분하여 마찬가지의 분석틀로 서술한다. 제4장에서는 2장과 3
장에서 서술한 내용을 토대로 양국 보육체제의 성격을 비교하면서, 비교의 
관점으로 역사적 인과성을 도출한 뒤, 이를 반영하여 현재 양국 보육체제의 
성격을 가족주의와 공공성의 관점에서 비교한다. 결론에서는 연구를 요약하
고,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서술할 것이다.

52) 본론에서 확인하겠지만, 중국에서는 여성들 스스로 육아휴직을 경력단절로 가는 경로
로 보아 거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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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대 중국 보육체제의 역사적 변동과 현재
제2장은 현대 중국 보육체제의 역사적 변동과 현재를 세 시기(형성기, 이

행기, 저출산기)로 구분하여 서술하되, 분석틀에서 제시한 (여성)노동시장, 
출산정책, 가족주의, 보육실천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동시에 가족주의가 보육
체제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각 시기별로 어떠한 성격의 보육공공성을 형
성하였는지 분석한다.

  제 1 절 신중국 사회주의 보육체제의 형성 
신중국 건국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의 보육체제는 생산력을 최대화

하려는 계획적 경제발전이라는 구조적인 요인과 더불어, 중국 사회주의 특유
의 여성해방 이념으로 제도적 反가족주의가 작용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이 공적인 보육체제(단위보육체제) 형성으로 이어졌다. 사회주의 여성해방 
이념이 국가 주도로 (여성)노동시장과 사회문화 전반에 착근되어, 개혁개방
기 이후에도 지속되는 역사적 인과성을 형성한 것이다.

  1. 국가 주도의 여성-노동자 만들기

1949년 10월 1일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하 중국)은 
사회·경제 각 부분에 대한 개편을 통해 시급히 사회주의 국가의 기반을 구축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업자 구제와 더불어 경제 전반에 대한 복
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했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근대적 사회주의 공
업국가 건설을 목표로 중공업과 경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며 대규모 노동
력을 집중 투입하였다. 여기에는 여성 노동력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성해방의 
구호가 제기되고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상은 “하늘의 반은 여성이 떠받칠 
수 있다(婦女能頂半邊天)”는 생각으로 변형되기 시작했다(全红, 2019: 93). 

  1) 여성-노동자 정체성 형성

  ① 건국 초기의 여성 노동시장: 여성취업의 정상화



- 43 -

건국 초기 중국은 법과 행정을 통해서 여성이 포함된 도시 노동자의 취업
권을 국가 주도적인 방식으로 보장하기 시작했다(蔣永萍, 2003: 15). 1949
년 9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공동강령(共同綱
領)」 제6조는 “부녀를 구속하는 봉건제도를 폐지하고 부녀가 정치적, 경제
적, 문화교육적, 사회적 생활 각 방면에서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여성은 경제 등 여러 영역에서 법적 권리를 확보하였
다. 「공동강령」이 임시 헌법이라면, 1954년에는 첫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
되어 여성 노동권이 더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헌법 제16조인 “노동은 중화인
민공화국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국가가 노
동 속에서 공민들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격려한다.”와 제96조 “중화인민공화국
의 부녀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족적 생활 등 각 방면에서 남자
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가 여성의 노동권 보장의 근거가 되었다. 특히 노동
권 보장에 있어서 1953년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와 1956
년 제정된 「여공노동보호규정」을 통해서 여공 노동에 대한 특수 보호(4기 
보호와 출산휴가 규정)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53) 

법적인 규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성 노동의 현실적 조건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건국 초기에는 공업 기반이 매우 취약했기
에 취업 가능한 도시 여성은 대부분 교육을 받았거나 기술적 능력을 가진 여
성들뿐이었다(蒋永萍, 2003: 16). 1952년 『인민일보』는 당시 전국부녀연
합회 부주석 덩잉차오(邓颖超)의  「신중국 부녀들아, 전진, 전진」이란 강화
문을 게재하여 “노동력에 대한 공업상의 수요가 아직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
에 국가의 통포통배(統包統配)를 논할 수는 없다. 취업하고자 하는 부녀의 
소원을 실현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54) 노동할 권리를 법적으로 획득
했다고 여성들의 취업이 바로 실현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다. 여성 취업인구
와 취업률을 살펴보자. 1949년 전민소유제 단위의 여성 직공은 60만 명으로 
전체 직공의 7.5%에 불과했지만, 1952년 184.8만 명으로 급증하여 전체 직
공의 11.7%를 차지했다.55) 그러나 당시 전국 취업희망 여성은 전국 취업 대
기자 중 41.4%였다.56) 취업희망자의 40%이상이 여성이었다는 점은, 비록 
실제로 취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취업의 당위성에 대한 당시 중국 여성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근거다.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1953년~1957년 
53) 4기는 생리기,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를 가리킨다.
54) 邓颖超(1952.09.24.), 新中国妇女前进再前进, 人民日報. 
55) 国家统计局社会统计司 편(1987), 中国劳动工资统计资料 1949-1985, 中国统计出版

社.
56) 当代中国丛书 편집부 편(1994), 当代中国妇女, 当代中国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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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소유제 단위의 여직공수 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 

여성�직공(만� 명) 비율(%)

1953 213.2 11.7

1954 243.5 12.9

1955 247.3 13

1956 326.6 13.5

1957 328.6 13.4

<표 2-1> ‘一五時期’ 전민소유제 단위 재직 여직공 수57)

1957년까지 단위 소속 여직공의 수는 328.6만 명으로 급증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2.7%에 달했다. 전체 직공에서 차지하는 여직공의 비율도 13.4%
로 증가하였다. 

다음 그래프에서 보듯이, 1957년 이후 ‘대약진’ 시기부터는 이러한 경향이 
급진화되어 1957년에서 1958년까지 불과 1년 사이 여직공의 수는 328.6만 
명에서 810.8만 명으로 무려 3배 정도 급증하였고 여성이 전체 직공에서 차
지하는 비율도 기존 13.4%에서 24.8%로 증가하였다. 1960년이 되면 전국 
여직공 수는 1008.7만 명으로 증가했다. 단위 기업만 따져도 이렇게 여직공
의 수와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58) 

<그림 2-1> 1949년, 1952년~1965년, 1976년 전민소유제 여직공 수59) 

57) 国家统计局, 中国统计年鉴(历年), 中国统计出版社.
58) 国家统计局社会统计司 편(1987), 中国劳动工资统计资料 1949-1985, 中国统计出版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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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렇게 취업률이 급증했는가. 대약진 이후 국가 주도의 계획취업 
조치에 따라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일종의 ‘의무 취업’이 실시되었기 때
문이다.60) 취업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자 의무가 되었다. 도시 주민의 취업
은 국가가 주도한 통포통배(統包統配)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도시 여성
도 노동연령이 되고 노동능력을 갖고 있으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배치되었다(陳俐, 2004: 12). 절대다수의 도시 직공 가족과 주부가 국영 단
위 및 가도의 집체기업에서 일하게 되었다(蔣永萍, 2003: 16). 이러한 경향
은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절정에 달했다.61) 

여성의 취업분야도 다양해졌다. 여성은 방직 같은 전통적인 경공업 직종에
만 머무르지 않고 여성 판매원, 여성 우편집배원 같은 다양한 직종에 진출했
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同工同酬)’의 원칙이 전민소유제 단위기업에서
는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다(萬敏·孫超, 2010: 15).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본
원칙은 부녀 권익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지표였다(蔣永萍, 2003: 18). 단위와 
도시 집체기업에서는 등급임금제(等級工資制)가 시행되어, 동일 직책, 동일 
직종의 임금은 근무연한에 결정되었다. 따라서 여성 직공과 남성 직공과의 
임금격차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물론 남성의 승진 가능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았다. 여공이 많은 방직 등의 기업과 사업단위에서도 ‘남장여군(男將女兵, 
남성은 장군 여성은 병사)’이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남성에게 더 많은 승진 
기회가 주어졌다(蔣永萍, 2003: 18).62)

이와 관련하여 진이훙은 대약진 시기 여성 노동참여에 대한 당-정부의 태
도가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은 이데올로기적 원인63)도 있지만 생산력 확대 
같은 경제적인 원인이 더 주요했다고 지적했다(金一虹, 2006: 170).64). 
59) 国家统计局, 中国统计年鉴(历年), 中国统计出版社.
60) 지앙융핑은 중국 도시 여성의 노동시장 전개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1949

년~1957년은 ‘불완전 계획취업방식’이고 주요 특징은 도시 여성에게 노동 참여가 추
구하는 목표이자 권리가 되었다(蔣永萍, 2000: 29). 1958년~1980년을 ‘계획취업’이
라고 명명하며 취업이 점차 도시 여성의 선택 불가한 권리와 의무가 되었다(蔣永萍, 
2000: 29). 

61) 2장 2절에서 살펴보겠지만, 경제적 조건이나 산업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와 같은 
국가 주도의 노동시장 정책은 개혁개방기에 이르면 ‘철밥통’이라는 용어로 비판을 받
게 된다.

62) 국영기업 포함된 모든 기업과 사업단위에서 등급임금제도를 시행했지만 현실적으로 
단위 간의 임금 격차가 컸다. 예컨대 중공업, 전민소유제기업의 임금기준은 경공업, 
지방 기업, 가도의 집체기업보다 통상적으로 높다. 대부분 여성은 경공업과 집체기업
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보장받더라도 여성의 임금은 남성
보다 비교적 낮은 것도 사실이다(蔣永萍, 2003: 19).

63) 부녀해방은 대약진운동의 걸출한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 
64) 金一虹(2006), “铁姑娘”再思考: 中国文化大革命期间的社会性别劳动, 社会学研究 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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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노동(勞動)』 저널에 「부녀노동을 진일보 해방한다」가 게재되었
고 부녀노동력에 대한 국가의 설계를 잘 보여준다. “공업 총 생산액 몇 배 증
가하는 상황에서 공업의 직공 수도 두 배 심지어 더 늘어날 것이다. … 공업 
부문에 보충되어야 하는 대규모 노동력은 도시 부녀에서 잠재력을 발굴하거
나, 농촌에서 대규모 노동력을 모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생산에 더 많
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도시 인구가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도시 생활 공급서
비스 가중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정확한 방침은 농촌 노동력 모집을 최소화 
하고 가능한 한 도시부녀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다.”65) 다시 말해 농촌노동
력보다 도시 여성을 생산력 증대의 일차적 수단이라고 본 것이다. 도시 여성
을 노동예비군으로 설정하는 것이 국가로서는 대가가 더 적고 필요하면 그만
두게(회가) 하기도 더 쉬웠기 때문이다(金一虹, 2006: 174).  

경제적 생산력이 우선시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계획경제 시기 중국 도시여
성의 취업권리 확보와 보장은 중국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은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여성해방적 관점에 따라 해
석되었다. 이를테면 1960년 『노동』 지는 당시 여성노동 현황을 이렇게 소
개했다. “1958년에 우리나라 5,500만 명 부녀가 가사노동에서 해방되었고 사
회주의 건설에 참여한다. 1958년 전국 전민소유제 단위기업의 여직공 수가 
700만 명에 달하고 1959년 상반기에는 75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
라 많은 부녀는 민영공업 분야에서 생산노동에 종사한다. 여공의 노동 범주
도 전례 없이 확대되었다. 과거 여공이 없거나 지극히 적었던 연금, 기계, 화
학, 건설, 교통운동 등 업종에도 많은 부녀가 참여하고 있다.”66)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요인이냐 경제적 요인이냐가 아니라, 현실적 변화가 
여성과 가족의 변화를 가져왔느냐다. 지앙융핑은 여성이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
었고 남성가부장제의 통제를 벗어나게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부녀
취업을 정상적인 사회경제현상으로 중국사회가 수용하도록 만들었다(蔣永萍, 
2000: 16). 

1959년부터 1961년까지 3년 자연재해로 인해 전국적인 식량위기가 발생
하였고, 국가는 도시 직공 감원을 시작하였다. 1961년 여직공 수가 886.8만 
명에서 1965년 786.1만 명으로 감원되었지만 남성 직공 감원도 있었기에, 
여직공의 비율은 1961년 19.5%에서 1965년 21.8%로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
다(陳俐, 2004:12). 집체소유제 여공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를테면 1961

卷 第1期.
65) 马文瑞(1958), 进一步地解放妇女劳动, 劳动 第l5期. 
66) 楊之华(1960), 加强女工保护工作, 更好地为生产建设持续跃进服务, 劳动 第5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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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상하시정부는 감원대상자를 이와 같이 규정하였다. “최근 흡수한 임시공, 
리눙(里弄)공, 생활상 의지할 곳이 있는 자, 그들이 일을 그만두고 회가하여 
가사 또는 가정부업을 할 것” 이렇게 상하이시 집체소유제의 가도공장과 리
눙생산조 인원은 1962년 한 해에만 40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감소되었다(金
一虹, 2006: 175). 그렇지만 이는 자연적·정치적 재난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었다. 결과적으로 건국 초기 10여 년 동안 노동시장의 성별구조가 크게 변화
하였고, 여성이 노동자가 되는 경제적 조건이 성숙하였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은 10년간의 ‘문화대혁명’을 경험하였다. 이 
시기 여성취업 관련 공식 데이터는 부재한 상황이다(金一虹, 2006; 陳俐, 
2004). 경제성장이 지연 또는 쇠퇴하였고 도시 기업의 노동력 수요도 하락하
였다. 그러나 ‘통포통배’에 의거하여, 기업 수요보다는 국가주도의 계획에 의
해 노동력을 배정하였다.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요인이 경제적 요인을 
압도한 것이다. 이 때 나온 해결책이 바로 ‘하방(下方)’이다. 도시 경제가 신
규 노동력을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청년 ‘상산하향(上山下鄉)’
을 통해서 1,700만 명 노동력을 해결하였다(陳俐, 2004: 13). 총 1,650만 명 
지식청년(사실 도시 취업희망자)이 농촌으로 파견되어 농업 노동에 참여하고 
1,400만 명은 농촌에서 모집되어 도시 또는 공업과 광업에서 취업하게 되었
다. 농촌에서 모집한 인원 가운데 여성은 약 25% 차지하고, 800만 명은 농
민, 600만 명은 ‘상산하향’한 지식청년이다(金一虹, 2006: 175).

이러한 중국 여성노동 시장의 역사적 전개는 중국 여성들의 정체성에 커다
란 변화를 야기했다. 노동시장과 가족 내 가사노동 및 보육의 상호관계에 변
형이 발생한 것이다. 

 
  ② ‘일하는 엄마’의 탄생과 ‘전업주부’ 폄하

앞서도 언급했듯이 당시에는 생산력 발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
력도 경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중국은 노동력의 중요성을 국가가 나서
서 압도적으로 강조했다. 1950년, 당시 국가 주석 려우사오치(劉少奇)는 5월 
1일 노동절 경축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우리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 마땅한 영광을 주어야 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저먹는 사회 기생충은 멸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도덕
의 기준 중의 하나다.(劉少奇, 1981)

생산노동자에게 절대적인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이러한 진술은 비생산노
동을 하는 여성-전업주부와 가사노동에 대한 폄하를 내포한 것이었다(쑹사



- 48 -

오펑, 2006). 여성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남성과의 격차도 줄어들면서, 출산을 
한 엄마는 국가가 주도하는 여성해방 담론에 따라 ‘일하는 엄마(工作的母親)’
가 되었다. 일하는 엄마는 생산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인(主人翁)’ 신분
을 갖지만, 이제 ‘가정부녀(家庭婦女, 전업주부)’에게는 ‘기생충’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녔다(金一虹, 2013: 57). 이와 같은 담론의 전환은 기존의 전통적 전
업주부 모델을 ‘비정상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국 초기의 중국 당-정부는 여성을 사회주의 혁명에 복무하거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노동자’로 호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공적 영역’으로 불러내어 ‘일 하는 여성’을 이상형으
로 형상화했다(이선이, 2007: 167; 김미란, 2009). 이제 여성은 혁명의 아이
콘이 되어 정치·경제적 참여를 통해 ‘사회주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내재
화해갔다. 이러한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동원과 호명은 비록 현실화에서는 
한계가 없지 않지만, 관념적 구호에 그친 것도 아니다. 

당은 여성의 취업을 증가시키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토대에도 
변화를 가했다. 이를테면 ‘인민공사’ 창설(1958년)을 통해 ‘가사노동의 사회
화’와 개인 능력에 기초하여 개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개인 단위화’를 실현
하여 여성-개인의 경제적 독립의 토대를 마련했다(김혜영, 2013: 9).67) 토
지개혁 등의 경제적 개혁도 수반되었다. 토지개혁에 의해 여성도 개별적인 
한 사람 몫의 토지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는 여성에게 개별적 생존권을 부여
했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은 법적으로도 여성의 사회적·가족적 지위를 이전과
는 달리 새롭게 규정하면서 과거와 단절하고자 했다. 중국 건국 초기의 「신
혼인법」(1950년 5월 공포) 1조는 ‘남존여비(男尊女卑)’를 금지하였다. 신중
국의 신혼인법은 중국의 전통적 혼인제도를 부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니이다, 2013: 269). 신중국 당시 “혼인법은 게으름병을 고치고 식량을 늘
린다.”는 말도 있었다.68) 관념적 측면뿐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여성해방

67) 인민공사는 1958년 수립되었는데, 개인들에 대한 토지분배가 비효율성을 야기하자 
인민공사를 설립하여 ‘공동농업’이 이루어졌다. 농민의 합작회사화는 전통적 가부장 
가족제도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소농경제가 해체되는 과정으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집으로부터 해방되는 조건이 되었다. 개인으로서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박광준·오영란, 2011: 222). 인민공사가 완료되면서 전 국민을 국
가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로 만드는 것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인민공사에서 보육과 
관련하여 중요했던 것은 가사노동의 사회화였다. 보육시설 공동식당 등이 설치되면
서 여성의 생산활동이 가능해지는 조건이 수립되었다. 종전에는 가정을 단위로 가장
에게 급여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개인 단위화가 되어 개인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인민공사 소속으로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
하면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급격히 높아졌다.  

68) 신혼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는 봉건적인 혼인제도를 부정하고 혼인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의 권리평등, 부인이나 자녀의 정당한 이익옹호를 내세웠다. 2조는 



- 49 -

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한 셈이다. 
여성취업 증가와 경제적 독립성의 확보는 결국 보육체제에 영향을 주었다. 

‘일하는 엄마’를 가능케 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약화시키
는 실질적인 기반인 직장탁아소나 유아원(한국의 유치원에 상응)이 공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49년 12월 제1차 전국교육공작회의
는 다음과 같이 공보육 조성 조치를 발표했다.

�  유아원 원생 모집에서 기존의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인민과 간부의 자
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킨다. 부모들의 노동 수요에 맞추어 반일제를 점차 
종일제로 개조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없앤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의 유아는 원비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일부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개조
한다.(金一虹, 2013: 57 재인용; 강조는 인용자)

이처럼 중국에서는 여성을 노동자로 위로부터 주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
으며, 이는 여성해방이라는 사회주의적 대의에 근거하였다. 중국 사회주의 혁
명과 더불어 전개된 여성해방은 중국의 특수한 정치 환경에서 기원하였기 때
문에 서구적 의미의 여성해방과 비교하면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 서구 여성
운동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엘리트 여성과 페미니즘 지식인이 주도하였고 
여성을 가부장제, 자본주의 등 젠더 불평등체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아래로부
터의 운동’이었다면, 중국공산당은 남녀평등 지도원칙을 통해서 일련의 여성 
정책을 추진하였고 ‘위로부터 아래로’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에 가깝다
(全紅, 2019: 5). 진이훙은 중국 여성노동을 논할 때 ‘정치동원’이 핵심 기제
라고 지적했다(金一虹, 2006: 177). 특히 ‘군중운동’은 중국의 동원모델이자 
정치문화였다. 대표적으로 문화대혁명 시기의 부녀 동원은 젠더 측면에서의 
고도 정치화, 이데올로기화를 초래했다. 문혁의 극성기에 여성은 “혁명 부녀”, 
“빈농과 하층, 중농의 부녀”, “노동부녀”, “부르주아지 부녀”, “혁명을 하지 않
는 부녀” 등으로 호칭이 부여되고 모든 젠더 문제가 정치투쟁의 대상이 되었
다. 이는 일종의 여성 정체성 투쟁이라고 볼만한 것이었다.  

프랑스 사상가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서구 학자들 중 독특
중혼, 첩제도, 민며느리, 매매혼 등을 거부하였다. 3조는 결혼이 남녀 당사자들의 자
발적인 의사이며, 미성년자의 혼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4
조는 혼인 적정 연령은 남자는 20세, 여자는 18세로 하였다. 6조에 나온 신혼인법의 
등기제도는 혼인신고를 하면서 결혼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혼
인법이 시행되면서 수많은 중국 여성들이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이들이 남편이나 일
족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혼인법에 대한 저항이 대단했고, 정부는 
1953년 혼인법 관철을 위해 대중운동을 주도했다(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12: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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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중국의 여성해방이 서구보다 더 앞섰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Kristeva, 1977). 1977년 발간한 『About Chinese Women』에서 일제시기 
중국에서 여권운동이 실패한 원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창설 이듬해인 1922년에 부녀문제 해결을 위한 첫 부녀부(婦
女部)를 설치하였고 중국공산당 첫 여성 중앙위원인 샹징위(向警予)가 부장
을 맡았다. 그녀는 여권운동 단체와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였다. “그들은 서구
식 부르주아 가정을 동경할 때는 개인주의자가 되고, 자유연애를 원할 때는 
낭만주의자가 되며,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싶을 때는 부르주아 정치체계에 통
합된다.” 샹징위는 상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공장 여공만 인정하였다. 그 이유
는 이들이 가정에서 나와 광범위한 파업운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공산당의 여공, 농민, 여대생 소환은 보수세력과 내부 남성 구성원의 저
항에 부딪히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국민당의 부녀 관련 선전 기관 역
시 농촌 인구의 저항에 부딪쳤다. 1927년 쑹칭링이 한커우에서 국민당중앙당
무훈련반, 부녀정치훈련반, 돌봄훈련반 등을 설립하였는데, 현지 민중들은 여
성 선전 인원이나 훈련반 여성 학생들을 험담하고 비판했다. 크리스테바는 
중국의 1920년대 여권운동의 실패 때문에 중국공산당 여성 지도자들이 부녀
사업을 사회주의혁명 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주창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즉 
이들은 부녀문제가 중국공산당 사회·정치 개조 목표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게 되었다(Kristeva, 1977: 112-116). 이는 이후 공산
당이 여성해방 사업을 공산혁명의 일부로 여기게 만드는 계기였다. 20세기 
초의 여성운동이 실패하여 공산주의에 흡수되고 말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여
성정책은 신중국 건국 이후 공산당의 주요 정책이 되었고, 국가 주도의 젠더 
정책과 반가족주의 노선이 가능해졌다. 

 다만 여성-노동자로 주체화하는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건국 이전 가족 모델과 가족주의가 잔존하고 있었고 많은 남성
과 여성이 그에 적응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공장에서 가
공 일을 하던 한 여성은 수입이 비교적 높았는데, 새로 만들어진 합작사에 
입사하면 수입이 줄어들뿐 아니라 자유롭지도 않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으
며 가사일도 못 할까봐 걱정했다. 일부 고소득 여성(문예계 인사 혹은 교수 
가족)들은 육체노동에의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 본인은 생산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데 남편이 때리고 욕하면서 생산에 참여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余少波 외, 1958).

  ③ 국가 주도의 여성-노동자 정체성 만들기와 그 이면: 정치선전화 분석
위로부터 아래로의 여성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일부 가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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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그러하듯이 국가 주도의 포스터(이하 선전화)를 분석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특히 당시 전국 문맹률은 80%에 이르러 글자 대신 그림
의 중요성이 더 컸다. 중국 공산당은 정치 선전화를 통해 신중국의 여성에게 
새로운 젠더 역할, 정치 역할, 가족 역할, 사회 역할을 부여하고자 했다. 다음
에서는 선전화에 드러나는 여성 이미지와 더불어 여성과 가족, 여성과 보육 
관련 이미지를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1950년대의 중국 여성은 더 이상 전통
적인 ‘사적 영역’, 즉 가족 내부에 갇힌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도 등장하
였다. 생산노동, 사회공작, 정치운동, 정치참여, 문화건설, 국가건설, 혁명전쟁 
관련 여성 이미지도 출현하고, 중국여성사에서 전혀 없었던, 국가가 인정하는 
직업여성 이미지도 탄생하였다(全紅, 2019: 46,47).

<그림 2-2> 여성스카이다이빙 군인(女跳傘兵), 1957년, 上海圖片出版社

<그림 2-3> 신중국의 여성모범(新中國的婦女模範), 1953년, 華美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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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공민(公民)으로서 혁명과 국가에 충성해야 했다. 정치선전화는 각 
분야에서 혁명, 사회건설을 위해 공헌한 여성을 ‘여성 모범’으로 찬양하고, 여
성의 사회 및 국가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했다. 공민으로서의 여
성은 가족과 보육을 다루는 선전화에서도 부각되었다.

<그림 2-4> “탁아소 잘 해서 부녀 노동력 해방하자(辦好托兒所解放婦女勞
動力)”, 黃中冑, “탁아소에는 친구가 많다, 엄마는 생산하러 가고 (탁아소) 
이모가 날 돌봐준다.”

<그림 2-5> “인민공사는 더없이 좋다. 여성은 철저히 해방되었다”
(人民公社無限好, 婦女徹底解放了), 馬三和,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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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마싸허의 포스터에는 신중국의 여성 집단이 집에서 나와 사
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노동하러 나가는 여성 뒤편에는 탁아소, 유
아원, 경로원, 식당이 그려져 있다. 국가가 여성의 노동 참여를 보장해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생산노동을 위해 탁아소, 유아원, 경로원, 식당 
등 ‘공적’ 제도들이 여성의 부담을 완화해주거나, 적어도 국가와 사회가 그러
한 규범적 지향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여성을 사적 영역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공적 영역으로 배치하는 작업을 공
식화한 이 같은 국가 주도의 문화적 상징구조 개편은 당시 한국에서는 이루
어지지 않았던 작업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건국 초기 중국의 여성-노동자 
만들기와 그에 수반되는 보육의 공공화는 분명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계획출산 정책의 시작과 혼란

중국은 건국 초기부터 출산통제 정책을 독특한 형태로 시행했다. 계획출산
은 중국 용어로는 ‘계획생육(計劃生育)’이다. 중국정부는 이 개념을 영문으로
는 family planning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일반적 의미에서의 가족계획보다는 
넓은 범위의 개념이다. ‘생육’이라는 용어는 아동의 출산과 육아지원, 임신이
나 출산휴가 중의 임금보전, 모성보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
로 계획생육의 중요한 목표가 산아제한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아제한보
다는 더 넓은 개념이다(박광준·오영란, 2011: 208). 이렇게 계획생육을 단지 
산아제한이 아니라 출산을 둘러싼 전반적인 인간의 실천이라는 개념으로 설
정하게 되면, 중국의 계획출산 정책은 1955~57년경에 시행되기 시작하여 
1979년경에 확립된 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산아제한을 하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경우가 반복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산
아제한이 일관되게 시행된 것은 70년대 말부터다(장수지, 2021: 119). 인구
(population)의 부상과 함께 가족은 통치를 위한 ‘도구’로 변환된다. 가족과 
여성은 이제 통치가 개입하는 지점이자 지식의 대상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획
득하게 된다(조은주, 2018: 23).

중국은 건국 초기에는 출산을 권장하였다. 마오쩌둥은 1949년 “중국의 인
구가 많은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인구가 몇 배 더 증가하더라도 확실한 방
법이 있으니, 이 방법은 곧 생산”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생산력을 향상시켜 인
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취급한 것이다. 따라서 1953년까지는 
출산에 대해 상여금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실시되
었고, 심지어 낙태와 피임이 금지되었다. 인공유산과 불임수술도 예외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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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만 허용되었다. 당시는 기본적으로 인구학 자체를 자본주의 담론으로 불
온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산아제한에 대해 전면 반대하지는 않던 모호한 시
기였다.  

중국에서 계획출산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53년의 일이다. 그 
해에 대규모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합계출산율이 6명 내외로 매우 높았
고 인구가 6억에 도달했으며, 증가 속도도 2%를 넘었다(유연실, 
2014:370-371). 이에 따라 1955년부터는 공산당조직을 중심으로, 1957년
부터는 전국에 걸쳐 계획출산 정책이 시행된다. 1953년부터 피임, 불임수술, 
인공유산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1955년 공식적으로 
‘인구억제 문제에 관한 지시’를 하달하면서 피임법에 대한 대중선전이 시작된
다. 피임선전원, 피임서적, 피임전람회, 피임강연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유연실, 2014: 388). 이 시기 전국부녀연합회의 잡지에 실린  내용은 매우 
구체적으로 피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소개하고 있다(장수지, 2021).  

1957년 이후의 반우파투쟁으로 인구 억제가 자본주의적인 맬서스주의로 
탄압받으면서,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의 시기에는 계획출산정책이 일시 
중단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극적인 선전의 중단을 의미할 뿐 
정책 철회는 아니었다. 이후 1978년에는 헌법에 “국가는 계획출산을 제창하
고 추진한다”(제53조)는 조항이 명기되었다.

중국의 특징은 계획생육 정책을 인구문제가 아니라 ‘여성해방 문제’로 오랫
동안 당과 정부 차원에서 선전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중국 시기 
부련에서 펴낸 잡지 『중국부녀』의 논의를 검토한 연구는, 이 잡지가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 문제를 공적 담론으로 상승시켰고, 중국 여성의 자기결정
권의 시초를 담은 텍스트라는 평가를 내렸다(장수지, 2021). 여성을 모성의 
관점이 아닌 ‘사회주의 노동자’로 보는 관점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생육은 양면성을 갖는다. 산아제한에서는 젠더불평등 요소도 
드러난다. 산아제한의 관변적 선전은 한국과 유사하게도 육아의 부담을 덜어
주어 여성해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1명만 
낳을 수 있게 되면서 ‘남아선호’ 관념이 강화되었고,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하
기 위해 여아인 경우 ‘하나반 정책’을 허용하였다. 여자아이를 낳은 집은 아
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지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은 이혼을 
요구당하기도 했다. 더 낳을 수 없으므로 남성들이 재혼을 선택한 것이다. 물
론 남아선호의 봉건적 구습을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계몽작업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아낙태와 성비불균형은 이후 중국 사회의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가족주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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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족주의를 내세우지는 않았다. 중국의 공식적인 선전은 다음 포스터에서 
잘 드러난다. 1973년 포스터인데, 노동생산을 강조하면서 남녀의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아들과 딸이 동일하므로 가리지 말자는 메시지로 연
계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농촌을 중심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야 하
므로 더더욱 아들에 집착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림 2-6> 노동생산은 가장 영광스러우며 여성도 영웅이 될 수 있다. 
아들, 딸 똑같다. 낡은 풍속 고치고 새로운 풍습 창조하자

(劳动生产最光荣, 妇女也能当英雄. 生男生女都一样, 移风易俗创新风.)
南京市计划生育委员会, 1973년.

  2. 건국 초기 단위체제와 공적 기관보육

사회주의 보육체제 형성기의 주된 보육실천은 기관보육(직장 탁아소)이다. 
조부모 보육은 보육실천으로서의 비중이 낮았으며,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외
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관보육을 중심으로 다루고, 출산휴
가를 간단히 소개하겠다.

  1) 단위 탁아소와 가도 탁아소

다음 인터뷰는 1950년대 전후 아이 넷을 낳고서도 교수직을 유지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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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상 구술이다. 

� �아이가 넷이에요. 48년 연초에 첫째가 태어났고 49년 연말에 둘째가 태어
났다. 그리고 1951년에는 셋째, 1953년에는 막내가 태어났다. 첫째를 낳고 
바로 일을 했죠. 그 때는 보모를 구해서 아이를 봤어요. 해방 후 나는 난징
대학에서 교수 일을 했습니다. 49년에 공청단에 입단한 다음 1952년에는 공
산당에 입당했습니다. 54년에서 56년까지는 중앙당교에서 공부했고 석사학
위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돌봤냐고요? 난징에 있을 때는 아이 
돌보는 보모가 있었어요. 농촌에서 찾았는데 실업 상태의 스물 몇 살 여자였
고 입주하여 집에서 돌봐주었어요. 나는 출근할 때마다 젖병 세 개를 챙겨서 
젖을 짜서 넣은 다음 찬물에 보관했죠. 집에 돌아갈 때 젖을 보관한 젖병 세 
개를 집에 가져다놓으면 보모는 우물물에 보관해놓고 그걸로 아이에게 수유
했어요. 그 때는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 56일 쓰고 나면 출근해야 했는데, 나
는 56일이 안 되어 출근했어요. 아주 적극적이었죠. 그 시절에는 아이를 네 
명이나 낳아도 크게 힘들 것이 없었어요. 그게 해방 이후에 유아원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아이 네 명이 모두 유아원을 다니고 모두 전일제였죠. 그 때 유
아원이 좋았어요. 관리도 매우 잘하고 아이가 아프면 지금처럼 집으로 돌려
보내지 않았어요. 유아원에서 아이를 병원으로 보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아이 보려면 병원으로 가보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보
러갈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아이가 퇴원 시점이 되면 보모가 병원에서 집
으로 데리고 왔죠. 다 그렇게 아이를 봤어요. 그런 조건에서는 우리가 전력
으로 직장일에 몰입할 수 있었답니다. 그 때는 모든 아이가 (유아원에) 들어
갈 수 있었어요. 원비도 많지 않았고. 그 때는 정말 공산주의 좋다고 생각했
지요. 아이 돌볼 곳이 있고 집으로 돌아오면 잘 먹어서 통통하고 별로 부담
이 없었죠. 출장조차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요. 1954년에서 1956년 사이 
아이들은 모두 탁아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내가 중앙당교에서 공부할 
때 나는 베이징에 있었고 남편은 난징에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모두 남편에
게 맡길 수 있었어요. 그 때는 남편 엄마가 살아계실 때여서, 시어머니도 도
와줬고 남편 누나도 조금 도와줬죠. 그거 말고는 다 남편과 내가 봤어요. 2
년 그렇게 보냈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의 유아원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
금은 아이가 열이 나면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빠, 엄마는 당장 휴가를 
내야해요. (요즘에 비하면) 우리 시대가 역시 좋았어요.(佟新·杭蘇紅, 2011: 
74 재인용; 강조는 인용자)

어떻게 4명이나 되는 자녀의 보육이 가능했는가? 바로 구술자가 말한 유아
원과 탁아소 덕분이다. 중국 건국 초기에 기관이나 공장 등에 세워진 탁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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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소련에서 191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보육의 경험을 수용한 것이다. 
다음은 『인민일보』 1952년 제3기에 실린 왕밍펑(王鳴鳳)의 「내가 본 소
련 탁아소와 유아원」의 한 문단이다. 

� �모스크바에서 우리는 탁아소를 32곳 견학했다. 태어난 지 2달 밖에 안 된 
아이부터 만3세 아이들까지 돌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엄마와 아빠는 부근 
공장에서 일한다. … 이 탁아소는 1951년에 설립되었다. 탁아소에 아이들 
100명이 있고, 총 4반(2세~3세, 2세 이하 두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반마
다 보육 교사가 4명 있으며, 그 중 2명은 오전, 오후 교대한다. 아이들은 전
일 탁아와 주간 탁아로 구분된다. 2세~3세 아이는 전일 탁아고 매주 한 번 
집에 간다. … 2세 이하의 아동은 주간 탁아라서 매일 아침 6시에 등원하고 
저녁 8시에 하원한다. 아침에 등원하면 아이들의 체온을 항상 잰다. 열이 나
는 아이가 있으면 다른 방으로 보내 미리 다른 아이들과 격리시킨다.69)

여성노동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보육 문제였다(曹孟君, 1950: 26). 중국
의 당-국가는 여성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보육을 공공화시키기 시작했다. 예
컨대 1949년 베이징시의 한 공장에는 결혼하여 아이가 있는 여공이 매우 많
았다. 아이가 있는 여공 대다수는 보모를 고용하였으나, 대부분의 보모는 기
본적인 위생 상식도 없어서 아이가 자주 아팠고 엄마는 병가를 낼 수밖에 없
었다(張仲逸, 1951: 16). 또한 국가기관의 여성 간부도 많이 늘어나 기존 탁
아 기관수가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했다. 1949년 베이징시에는 총 8개 기업
에 직원 탁아소가 있었고 불과 80명의 아이만 돌보았다.70) 1949년부터 
1952년 사이, 베이징시 보육탁아 조직은 주로 시립, 사립, 공장, 기관, 기업, 
학교 병성, 보육실, 탁아참(托兒站) 등이 있었다. 그 가운데 기관, 공장, 기업 
탁아기관의 수가 가장 많고 발전이 가장 빨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정규’ 탁아소와 ‘비정규’ 탁아소가 형성되었다. 정규 
탁아소는 ‘단위 탁아소’가 가장 주된 형태이다. 비정규 탁아소로는 농촌에서 
1년 중 농번기에만 운영된 농촌의 ‘농번기 탁아소’(農忙托兒所)와 도시의 ‘가
도이농탁아소’가 설치되었다. 이들 탁아소는 주로 엄마들의 노동과 사회 활동
을 위해 조직되었다. 집회 및 회의, 식자반 학습시간, 영화관람 시간 등에 임
시로 운영되는 것부터 상시 운영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였다. 

1949년 건국 당시 탁아소는 119개에 불과했지만(財君尚, 1952: 30-34), 
1952년 공장, 기업, 기관, 학교 내에 개설된 탁아소는 총 2,738개였다. 1956

69) 王鸣凤, 1952. 我看见的苏联托儿所和幼儿园, 人民日报 第13期. 
70) 北京市档案馆藏, 1956, 「本会、本部关于女工保护、生育、托儿等问题的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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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탁아소는 5,775곳으로 증가하였고 1958년 대약진운동 시기에 최고치에 
달하였다. 1951년부터 1960년까지 6세 이하 유아원에 입소한 아동수는 14
만 명에서 2,933만 명으로 급등하였다. 그러나 1960년 이후 경제의 어려움
으로 보육서비스의 발전도 다시 추락하여 전국 입소 아동의 수는 171.3만 명
으로 급감하였다(刘中一, 2018). 

탁아소의 주 이용대상은 여성 ‘노동자’였으며 따라서 모든 가족에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았다. 단위 탁아소든 가도 또는 농촌의 탁아소든, 모두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위의 규모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서비스 질에 큰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단위의 복지제도가 완
비되어 있을수록 보육조건이 좋았다. 특히 대형 국유기업이 그러했다(金一虹, 
2013). 이처럼 중국은 여성노동과 직장탁아소의 결합된 형태가 기본 공보육 
형태였다. 기관, 공장, 기업의 탁아소 수는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했기 때문
에,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가도 탁아소’였다.71) 예컨대 베이징시의 가도 
탁아소는 중점 시범 개설로 시작하여 공장 주택구역에 설치되기도 하였다. 
1952년 2월 베이징시 부녀연합회는 씨단구(西單區) 샤오려유부커우(小六部
口)와 둥단구(東單區) 스쟈후퉁(史家胡同) 두 곳에 탁아소를 시범 운영하였
고, ‘군중 자영(群众自办)’ 원칙하에 다른 곳에도 이어서 설치하였다. 1952년 
말 29곳이었고 총 1,200명을 보육하여 베이징시 전체 보육 아동 수의 10%
를 차지하였다.72) 가도 탁아소는 (노동자가 아닌) 일반 여성의 보육 문제를 
크게 해소하였다. 보육 아동 중 일부는 부모가 출근하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
이 없어서 기관에 맡긴 것이고, 대부분은 집에 어른이 있으나 자녀가 많아서 
탁아소에 위탁한 것이었다. 

건국 이후 여성은 공농업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중화전국총공
회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 공장, 광산 및 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은 약 
130만 명이었다(蔡暢, 1955: 4). 여성 직원 중 아이가 있는 비율도 높았다. 
예를 들어 1952년 톈진시 3구와 8구에는 여성 직원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
영 소규모 공장이 총 230곳이었는데, 여성 직원은 총 4,300명이었다. 그 가
운데 1,204명은 기혼이고 2명의 기혼 여성 중 한 명 이상이 아이가 있었다
(張麗英, 2017).73)

탁아소의 주관 기관은 주로 공장 등 기업의 ‘공회’ 조직이었다. 탁아소는 
공인들에게는 사회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周燕·林仕浩, 2020). 1949년
71) 北京市档案馆, 1953, 全国妇联重点调查北京市街道托儿站的调查及转发北京市妇联的文

件.
72) 北京市档案馆藏, 1956, 本会、本部关于女工保护、生育、托儿等问题的报告.
73) 天津市民主妇联, 1952, 采用多种多样方式为女工解决孩子问题, 新中国妇女 第8期, 

p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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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957년까지 0에서 만3세 영유아 보육정책은 세분화되지 않았다. “교육
은 공업과 농업을 위해 복무하고 생산 건설을 위해 복무한다(教育為工農服
務，為生產建設服務)”는 방침 하에 농번기 탁아소와 공장 탁아소의 발전의 
속도가 가장 빨랐다. 탁아소도 여성 노동참여처럼, 생산력주의 관점에 따라 
설치되고 확대된 것이다. 보육기관이 직장을 주요 거점으로 형성되었다는 점
은 직장어린이집이 거의 없었던 한국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고, 중국 초기 
사회주의가 보육문제를 ‘공적인’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시기는 단위체제가 성장하고 있는 초기였기 때문에, 비고용상태에 있는 
엄마의 아이도 종일반은 아니었지만 반일제로 탁아소를 보낼 수 있었다
(Yanxia&Maclean, 2012: 668).  

1958년 중국의 사회주의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어 ‘대약진’(大躍進) 운
동이 시작되었다. 1958년 9월, 「중공중앙, 국무원 교육공작에 관한 지시」
는 “대다수 취학 전의 아동이 탁아소, 유아원에 진입할 수 있게 전국적으로 
3년에서 5년 내에 기본적으로 이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원대
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대약진 시기 성급 기관유아원에 대한 회고록에 따
르면 “많은 간부가 하향해서 인민공사를 건설하거나 산촌으로 가서 제철 지
도를 했다. 영아를 탁아소로 보내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도 유아원으로 보
내 돌봄을 위탁했다. 1세부터 8세까지 ‘원스톱 교육(一條龍教育)’을 한 셈이
다. … 부모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육아는 유아원이 도맡아서 했다.”74)

  2) 출산휴가 제도

1950년대에는 출산휴가가 유일한 보육휴가 정책이었다. 1951년 「중화인
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中華人民共和國勞動保險條例)」, 1953년 「중화인민
공화국 노동보험조례 실시세칙 수정초안(中華人民共和國勞動保險條例實施細
則修正草案)」, 1955년 「여성 공작인원 출산휴가에 관한 통지(關於女工作人
員生產假期的通知)」는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규정하였다. 

1951년 규정에 따르면, 여성 공인과 여직원이 출산할 경우, 출산 전과 출
산 후 총56일 휴가를 준다, 출산휴가 동안 급여는 그대로 지급한다. 출산휴
가가 끝나고 정상 출산 또는 조산으로 근무를 못할 경우, 의사가 발급한 증
명서류를 제출하면 질병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노동보험의 모든 비용
은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보험을 실행하는 기업 또는 경영자가 
74) 洪范, 幼儿园老园长吴德华, 金陵女儿 第二集(未公开发行), pp308-309. 金一虹, 

2013, 社会转型中的中国工作母亲, 学海 第2期. pp.5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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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 1953년 시행세칙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일요일과 법정휴일을 모두 
포함하며 대체 휴가는 없다. 노동보험을 실행하는 기업의 임시 노동자, 계절 
노동자, 인턴 기간의 여직공이 임신하거나 출산할 때 발생한 임신 검사비, 출
산비, 출산보조비, 출산 휴가는 일반 여성 공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출산
휴가 기간 기업 또는 경영자가 출산급여를 지급하며, 액수는 본인 급여의 
60%를 수령한다. 노동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복지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어서 1955년 통지에 따르면, 출산 전후 모두 56일 휴가가 주어지되, 난
산 또는 다둥이 출산의 경우 14일의 추가 휴가가 주어진다. 여직공이 출산휴
가를 마친 후 기업에서 퇴직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각 부문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휴가 이후 다시 복직할 권리를 보장해주었다. 예컨대 1955년 
3월 제2기계공업부의 「공장 여공 보호 잠행조례(工廠女工保護暫行條例)」에 
따르면 “여성 고용을 거부하거나 임신, 출산, 보육, 영아 수유 등 문제로 여
성이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자녀 
여직공을 강제로 퇴직시키고, 임신 또는 영아 수유하는 여직공을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1956년 9월 1일, 상업부, 상업공회 전국위원회는 「여직공 공작조건을 개
선하고 여직공 보호 공작 강화에 관한 연합 지시(關於進一步改善女職工工作
條件和加強女職工保護工作的聯合指示)」를 발표하였다. “여직공 사용, 양성, 
진급은 남녀평등, 동일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관철한다. 결혼, 임신, 출산, 
수유 등의 이유로 여공을 퇴직시키거나 급여를 삭감할 수 없다.”(黎建飛, 
2010)

이처럼 건국 초기의 출산휴가 제도는 여성의 출산 가치에 대해 공적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성보호란 명칭보다는 ‘여공’ 보호란 명칭을 
사용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 시기의 휴가정책의 한계는 여성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어 배우자 동반 출산휴가가 없고, 육아휴직 관련 정책도 없었
다는 점이다. 여성을 출산과 보육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시켜주었지만, 이념
적으로는 출산과 보육이 여성만의 과업이고 남성과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했
던 셈이다.

  3. 제도적 反가족주의와 여성 이중부담

여성은 이제 제도적으로는 엄마나 부인이 아니라 ‘노동자’가 되었다. 그러
나 이것에는 일종의 ‘명분’이자 ‘허명’에 불과한 면이 분명 존재한다. 프로파
갠더와 현실의 격차는 쉽게 매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성을 노동자 
정체성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성의 개인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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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단순하게 등치될 수는 없다. 여성-노동자 만들기 작업이 모순에 찬 험
난한 과업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선전과 현실은 어떻게 달랐을
까.75) 

여성-노동자의 해방서사를 가족을 다룬 선전화와 병치하여 분석하면 다른 
그림도 엿볼 수 있다. 제도적인 反가족주의처럼 보이는 모습 뒤에 드러나는 
半가족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가족을 그린 선전화를 살펴보자. 가족화의 여성의 모습과 노동의 장을 그
린 그림에서의 여성의 모습은 다르다. 그리고 가족화에서는 남성이 부재한다. 
가족의 장에서 여성 이미지는 행복한 가족의 책임자로 그려진다. 아이를 잘 
돌보고 모성으로 가득 찬 모습, 즐겁고 자랑스럽게 가사 일을 하는 모습만이 
그려진다. 여성은 깨끗하게 차려입고 늘 미소를 짓는다. 반면 노동의 장에서 
여성 이미지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는, 열심히 일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
다(全红, 2019: 92). 무엇보다 남자처럼 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그
런데 여성은 공적 영역의 사회적 노동에서 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된
다.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자도 할 수 있다.”(全红, 2019: 93,94) 실제
로 남성 기준으로 생산 현장의 여성을 평가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 현실
에서 여성이 가족과 생산노동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이중부담’을 갖는 문제
가 그것이다.

이중부담은 가족을 표현하는 선전화 속에 남성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에
서 유추할 수 있다. 가족에는 거의 엄마와 아이만 표현되며 교육, 위생, 청결 
등이 여성의 과업처럼 다루어진다. 드물게 남성이 나타난 가족화라도 남성은 
대부분 아내와 자녀를 인도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국가 건설에 투신하게 만드
는 역할을 맡는다(全红, 2019: 94). 결국 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노동자로 
호명되었으나, 노동자로서 남성에 비해 이차적 존재로 평가되며, 여전히 가정
과 일터에 두 발을 걸치고 있는 존재로 표상된다.

75) 소련의 혁명이론가 레온 트로츠키는 러시아혁명 이후의 가족 및 여성해방에 대해 이
렇게 평가했다. “그러나 가장 대담한 혁명도 ‘전능한’ 영국 의회와 마찬가지로 여성을 
남성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부담을 동등하게 
남성과 여성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다.”(트로츠키, 2018: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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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엄마는 마음 놓고 생산하러 간다(媽媽安心去工作)”, 張樂平, 
1953년.

선전화 ‘엄마는 마음 놓고 생산하러 간다’는 각 연령대 여성이 중국 젠더 
문화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잘 보여준다. 선전화 속 27명의 등장인물 중 
노년 여성 2명, 중년 여성 2명, 청년 여성 3명, 여자 아이 1명이 있고 나머지
는 아이들이다. 이 그림은 가족 영역에서 여성의 성별분업을 보여준다. 노동
에 참가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라고 격려하는 듯하지만, 가족에서의 남성의 
부재는 여전히 당연한 것이고 여성은 거의 홀로 모든 가사 노동(보육 포함)
을 전담해야 했던 것이다. 여성이 노동과 가족 중에 선택을 해야 할 경우, 노
년 여성의 개입(백발할머니가 낫들고 출근하는 엄마의 아이를 받아준다)이 
선택의 난관을 해결해줌을 확인할 수 있다. 2장 3절에서 서술하겠지만, 이 
시기 이후 조부모 보육이 중국 보육의 핵심적인 기제가 되는 측면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일도 잘하고 가족도 잘 돌봐야 한다는 요구는 남성에게는 주
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공산당과 국가는 여성노동자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탁아소를 설립했으나, 사실상 이러한 조치가 여성과 가족의 연관성을 
더욱 강화시킨 셈이다(全红, 2019: 96).

결국 정치 선전화 속 여성 이미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여성이 경쟁을 
통해서 취업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남성처럼 여성이 평등하게 취업할 수 있
게끔 ‘허락’을 했다는 메시지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선전화가 다 그런 것
은 아니지만 대부분 여성은 ‘농민’ 이미지로 재현된다. 국가의 주요 이미지, 
즉 공인, 농민, 지식인, 군인을 동시에 표현할 때 여성 이미지는 주로 농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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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상되었다(全红, 2019: 94).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젠더간의 급진적 평등을 추구하는 실험이 
시작되었다. 60년대, 70년대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자도 할 수 있다”
는 구호가 지배했다. 이른바 ‘철의 여성(鐵姑娘)’76)은 문혁시기 중국 노동여
성을 대표하는 담론이었다. 과거 여성 노동자들이 소위 여성적 분야인 경공
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다가, 제조업과 중공업에서까지 일하게 된 것이다. 특
히 ‘철의 여성’으로 묘사되는 여성 채유조, 여성 시추조, 여성 초고압 활선 작
업조, 여성 가교 작업조, 삼팔여자운반, 여성 트랙터 작업조 등이 등장했다. 
‘철의 여성’들은 대부분 생산건설병단, 유전, 전력 등 대형 공업기지에서 나타
났다. 이 중 ‘삼팔여자운반반’ 사례를 살펴보자.77) N시 항무국 여자운반조의 
구성원은 모두 쑤베이 농촌으로 하방되었다가 N시로 돌아온 여성 지식청년
들이다. 1975년 전후 도시로 돌아왔는데 N시의 정책에 의하면 그들의 주소 
소재지 G구 구정부가 취업 배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시 G구에서 가장 큰 
기업이 항무국이었고 항무국에 배정된 지식청년이 300여 명, 여성은 200여 
명이었다. 항무국에 동시에 많은 여성이 배정되었고 여성이 많이 하는 물자 
관리나 보조 등의 일자리가 없었다. 이 때문에 300여 명의 지식청년은 운반 
작업을 맡게 되었는데, 남성은 부피가 큰 것을 운반하고 여성은 일용품 운반
을 맡았다. 여성반장의 구술에 의하면, 

� �   항무국의 일이 운반이고 그렇게 배정하지 않으면 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처했다. … 지식청년은 돌아오면 원래부터 최하층이다. 고를 수가 없다. 
하역 노동자는 원래 직종이 안 좋다. 그래도 어쨌든 철밥통이다. 수입이 높
고 노동보장도 되고 병이 나면 치료에 돈도 안 든다. 무엇을 더 바라겠나! 
그 시절 사람들은 단순했다. 업종을 바꿀 생각 안 해봤다. 바꾸면 수입도 달
라지니까. 그것이 제일 무섭다.(金一虹, 2006: 183 인터뷰 재인용)

  이렇게 28, 29세 젊은 여성으로 구성된 ‘삼팔여자운반반’은 N시에서 유명
해지고 N시의 모범인 ‘삼팔홍기수(三八紅旗手, 여성 노동모범)’가 되었다.78) 

76) 문혁 이전까지 중국 고대 여성 대표 영웅 목계영(穆桂英), 화목란(花木蘭)과 유사한 
표현으로 전통전인 정숙한 여성 이미지와 대비되는 남성처럼 용감한 여걸을 지칭했
다.

77) 삼팔(38)은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가리키는 말로 여성을 상징하는 말이다. 
78) 개혁개방 이후 1992년 노동부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을 빌미로 ‘삼팔부녀운반반’을 

해체했다. 이 때 여성들은 오히려 아쉬워했다.  “92년 문건이 내려왔는데 하역 작업
을 하는 여자들 모두 그만두라 했다. 이후 우리는 보조공이 되어 수입이 많이 줄어들
었다. 보조공 기준에 따르면 퇴직연령도 하역 노동자 기준에 따른다.”(金一虹, 2006: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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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대혁명 시기 여성 직업범주가 확장되고 중국 노동분업의 ‘탈젠더화’가 일
어났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직업이 중공업
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평등논리는 이중
부담의 문제를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성은 가족의 장에서 사회의 장으로 진입하여 노동생산에 참여하
고 사회적 지위도 상승했으나, 여성은 여전히 가족의 장에서 벗어나지 못했
고, 남성은 가족의 장으로 회귀하지 않았다. 많은 신중국 여성은 고강도 생산
노동도 부담하면서 가사노동도 부담해야 하는 소위 ‘이중노동’과 ‘이중부담’을 
경험했다(全红, 2019: 122). 중국 건국 초 여성해방과 생산력 문제 때문에 
기존에 가정들이 사적으로 해결하던 출산과 육아 등의 문제를 이제는 공적으
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성은 위태로운 것이기도 
했다. 

독신여성이 비난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
다. 당시 에는 아동이 ‘미래의 노동자’라는 관념 때문에, 미래의 노동자를 출
산하지 않는 여성은 비난받았다(유연실, 2013: 240). “노동자를 출산하지 않
는 여성”에 대한 비난은, 여성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여성을 어머
니-여성, 가족-여성의 연결고리로 되돌려 놓는 논리인 것이다. 

새로운 여성노동자 모델은 여성 이중부담의 문제 이외에도, 남성 측에서도 
혼란을 겪었다. 1957년 『중국부녀』 제1기 칼럼 「함께 이야기 나눈다(大
家談)」는 마원즈(馬文治)라는 남성 독자의 편지를 게재했다. 제목은 “직업여
성이 회가(回家)하고 가사노동에 종사해도 되는가?”였다. “여성이 일하는 것
이 좋은가? 회가하여 아이를 돌보는 것이 좋은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 
대한 남성 독자의 생각을 담은 글이었다. 남성독자 마원즈의 아내는 교사인
데 아이가 세 명 있었고, 첫째는 4세, 막내는 1.5세다. 첫째와 둘째는 아내가 
일하는 단위 탁아소에 맡기고 막내는 보모가 돌보았다. 아내의 월급은 매달 
49위안인데, 보모 월급을 지불하고 나면 한달 성인 1인 식비만 남았다고 한
다. 마원즈의 월급은 85위안이고 아이 세 명 육아비와 가정의 모든 생활비를 
부담해야 해서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았다. 아내가 속한 단위는 집에서 
조금 멀어서, 아내는 매일 두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야 했다. 그래서 마원
즈는 보모를 고용하지 않고 아내가 혼자서 아이 3명을 돌보면 남편의 월급으
로 가족 5명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게 더 낫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직업여성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기 일을 포기하고 가사노동에 종사하다가 
아이가 크면 다시 일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마원즈의 편지가 게재된 이
후 잡지사는 한 달에 90여 편이나 되는 독자편지를 받았고, 1957년 제2기, 
제3기, 제4기에 걸쳐 독자편지를 게재했다. 퉁신과 항쑤훙은 이 시기의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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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들을 분석하여 편지들에 내포된 세 가지 관점을 추출했다. 하나는 ‘가정
론’으로, 아이가 어리고 가정수입이 적은 경우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다(마원즈의 주장). 물론 이 때도 아빠는 아이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 두 번째 견해는 부부가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국가
론’이다. 마지막 하나는 ‘대가정론’이다. 단위와 당조직은 인민의 친정이어야 
하고, 집체는 아이가 많은 여직공에게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결국 당시 공산당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주의 대가정’ 원칙을 내
세웠다. 마원즈의 집을 아내 단위 부근으로 이사하도록 해주고 아이들이 모
두 단위 탁아소를 다니도록 조치한 것이다. 따라서 보모 고용이 필요 없어졌
으며 지출도 줄어들었다. 그 뒤 마원즈는 자신이 아내가 노동하여 사회에 공
헌하는 것이 갖는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했다(佟新·杭蘇
紅, 2019: 93,94). 

이처럼 당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널리 행해진 관행은 아니었지만, 맞벌이 
부부의 등장으로 인한 혼란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여성-노동자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역사적 사례가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혼란은 개혁개방 이
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4. 건국 초기 보육체제의 공동체적 공공성

이처럼 중국 건국 초기 보육 문제는 당시의 여성운동이 공적 영역에서 ‘젠
더평등’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의제였으며, 여성의 노동 문제와 밀접하게 연동
되었다. 이에 따라 단위 직장탁아소 설립이 관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중국 보육체제 형성기의 보육체제 공공성의 성격을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여
성노동에서 기관보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성격을 ‘공동체적 
공공성’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1950년 8월 제1차 전국 여공공작회의는 일반 노동계층 여성 해방과 아동
보육 사회화를 연계하여 가사, 유아보육에 대한 공공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
다. 여성노동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육 문제와 연관시킨 것이다. “수유실, 탁
아소 등 작은 일(小事)을 잘 해내면 여공의 생산역량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일 자체가 여성을 구체적으로 해방시키는 사회사업이
다 … 여공은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자마자 더 이상 정치교육을 듣지 않고 
서둘러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군중의 실제적인 문제
를 작은 일로 보면 안 되고 이(수유실, 탁아소)와 같은 작은 일부터 착수해
야 한다.”(강조는 인용자), “여공부는 여공 군중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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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체적인 공작을 몇 가지 수행해야 한다. 예컨대 여성과 영아의 위생, 탁
아소다. … 가사, 돌봄에 얽매인 여공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공의 신체건강을 
적당히 보호하며 여공의 사상적 고민과 특수한 생활상 고통을 해소해주어야, 
여공을 더 잘 동원하고 단결시켜 그들의 생산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다.”79) 

처음으로 여성해방, 여성취업, 가사노동, 유아 돌봄 간의 관계를 밝힌 것은 
1950년 9월 개최된 중화전국민주여성연합회 제1계 제3차 집행위원회 확대회
의였다. 비로소 아동보육 문제가 공적 의제로 제기되었다. 

  여성이 생산에 참여해야 사회와 가정재산의 창조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
라, 정부가 규정한 남녀평등에 관한 각 법령을 진정 실현할 수 있고 남녀평
등의 각종 권리도 진정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생산을 중심으
로 하는 여성운동의 방침을 관철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각 지역 
여성연합회는 주로 공회와 각 생산기관에 협조하여 교육을 통해 여성이 생
산에 참여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생산 적극성을 제고하고 생산 방침을 중심
으로 하면서 문화교육, 아동보육, 여성위생과 영아 위생을 진행하면서 ... 여
성이 생산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邓颖超, 1988: 
167-168; 강조는 인용자)80)

여성과 생산노동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여성노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육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여성 첫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시킨 ‘중국 여성운동의 현재 임무에 
관한 결의(關於中國婦女運動當前任務的決議)’는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제시
하였다. 

  초보적인 공작 기초가 있는 도시에서는 생산 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점차
적으로 여성을 속박하는 봉건사상의 전통 습속과 절박하고 특수한 어려움을 
해결하여야 한다. 여성생활을 개선하고 여성아동 복지사업을 제창하며 탁아
소, 여성위생, 영아위생, 분만훈련 등을 개시한다. 모든 민주적인 여성 노동
대중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민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 권리를 
통해 봉건적인 억압을 폐지하며, 국가 정권 각 방면의 공작에 참여하도록 한

79) 蔡畅, 加一把力, 做好女工工作, 中华全国妇女联合会, 1988, 蔡畅、邓颖超、康克清妇女
解放问题文选(1938年-1987年), 人民出版社, 1988, 167-168쪽. 张亮，2014, 中国
儿童照顾政策研究: 基于性别、家庭和国家的视角，复旦大学 박사학위논문, 재인용.

80) 邓颖超, 1950, 关于城市妇女工作的几个问题, 中华全国妇女联合会, 1988, 蔡畅、邓颖
超、康克清妇女解放问题文选(1938年-1987年), 人民出版社, 167-168쪽. 张亮，
2014, 中国儿童照顾政策研究: 基于性别、家庭和国家的视角，复旦大学 박사학위논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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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지위를 제고하고 보장할 수 있
다.81)(강조는 인용자) 

결국 이러한 주장들이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1952년 3월, 
중앙인민정부는 「유아원 잠행규정초안(幼兒園暫行規定草案)」을 발표하여 
유아교육 방침을 확립하였다. 유아교육은 “신민주주의 교육방침에 근거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양성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에 건전한 발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와 동시에 모친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정치생활, 생산노동, 문화교
육활동 등에 참여할 여력을 갖도록 한다.”는데 목적을 두었다.(강조는 인용
자)82) 1953년, 국무원이 1951년 발표한 조례를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 실시 세칙(中華人民共和國勞動保險條例實施細則)」은 “기업 내
에 만4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직원이 20명을 초과하면 그 단위는 탁아소
(모유 수유 필요한 영아 5명 초과하면 반드시 수유실 설치)를 설립해야 한
다. 건설 및 운영비용은 모두 단위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다(강조는 인용
자). 여직원이 20명만 있어도 탁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기준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노동보험조례는 여성 노동자와 맞벌이 가족의 권익
도 보장해주었다. 여성은 출산 이전과 출산 이후 ‘56일’의 유급휴가가 있었으
며, 단위는 임산부의 일자리를 보장해주었다.83)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중국 
시기 중국은 공보육 시스템을 확립하였고 여성을 영유아보육에서 상당히 해
방시켰다. 이는 중국학계의 주류적 견해이기도 하다. 

물론 당시 공보육이 갖는 한계도 지적하는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천잉팡
은 1949~1979년 국가, 가족, 개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80년대 이전 단
위제 시기 국가는 가족관계에 강력하게 개입하고 개인의 생활에 개입하였으
나, 실제 복지 지불 능력의 한계 때문에 국가는 전통가족을 개조하는 동시에 
가족의 경제생활 보장기능, 개인의 가족에 대한 의무,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연대 관계를 오히려 ‘강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陳映芳, 2010). 장량은 1949
년 이래 국가와 가족의 관계에 대해 논하면서, 당시의 국가는 시종일관 가족

81) 中国妇女研究网, 1949年中国妇女第一次全国代表大会, 关于中国妇女运动当前任务的
    决议,       
82) 中国学前教育研究会, 1999, 中华人民共和国幼儿教育重要文献汇编, 北京师范大学出版

社.
83)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회보험과 비교하여 잉싱은 중국 노동보험제도의 2가지 독특

성을 지적하였다. 하나는 기업이 단독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는 점이다. 직공에게 
별도로 징수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우 수준도 보험료 납부와 무
관했다. 또한 실업보험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1955년에 전원 취업제도가 확립되었
고 사회주의 국가에 실업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되었기 때문이다.(康克清,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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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최대한의 보육 책임을 부여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국가가 아동보
육에 개입하는 동기는 노동 여성이 공농업 생산 노동에 참여할 경우에 한해
서이며,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아동보육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량은 계획경제시기부터 국가는 아동보육이 공공 책임이라는 이념
이 없었고, 국가의 개입은 경제적인 필요, 곧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 때문
이라고 지적하였다.(張亮, 2014) 하지만 노동력 수요라는 경제적 측면의 원
인만이 직장탁아소 등을 만드는 제1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
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해방의 구호를 형식적이고 표면적으로만 외
치기는 쉽지 않았으며, 신혼인법 같은 법령의 제도적 변화도 현실을 변형시
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980년대 여성들의 육아
휴직에 대한 태도를 보면, 노동자로서 가족 밖에서 노동하는 것에 대한 여성
들의 대중적 인식이 30년 동안 얼마나 변동했는지, 얼마나 그것이 상식이 되
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탁아소의 운영방식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민관합동’
의 원칙으로 운영되었다. 국가는 재정투입도 직업운영도 하지 않았으며, 실질
적으로 단위 및 지역공동체가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국가 공보육이라기보다는 ‘공동체’ 보육에 가까웠다(장수지, 2018: 164) 연
합통지를 보면 “탁아소, 유아원의 발전은 반드시 군중에 의지하여 군중단체인 
여성연합회, 공회 등과 협력하여 다방면의 인력과 물력을 동원하여 진행해야 
한다. … 탁아소, 유아원은 일관하게 공고히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공장, 
기관, 단체, 군중자영의 방침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崔曉萌, 
2016). 사실상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단위와 가도, 즉 공동체에서 알아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물론 중국 정치체제의 성격상 단위체제와 중앙정부는 완전히 분리될 수 없
다. 그렇기에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곤 하는 것이다.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단위’ 보장제도로서, 국가가 사회보장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책
임지고 추진해왔다. 즉 사회보장비 지출은 정부와 기업이 부담하고 개인은 
사회보장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공회 조직이 국가 정권 기구를 대표(대리)하
여 사회보장의 사무를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체제이다(잉싱, 2017: 176). 국
가-단위 보장제도에 대해 단위와 국가를 하나라고 본다면 물론 단위 보육은 
국가적 공공성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단위 조직은 노동공동체일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로서의 속성도 갖고 있으며, “반드시 군중에 의지”할 뿐 
아니라 “공장, 기관, 단체, 군중 자영의 방침”으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 성격도 강했다. 단위가 생산조직으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기업과 유사하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복지’의 성격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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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모델은 신분집단마다 각기 다르게 적용되었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복지모델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였으며, 도시 내에서는 단
위의 안과 밖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농촌의 경우에는 당시에도 가정이 거의 
사회보장의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국가는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이를 
농촌집체보장제도로 부른다). 이는 도시 내 단위 바깥의 인구도 마찬가지였
다. 따라서 농촌과 비단위 인구는 빈곤 취약층 중심의 자선적 형태의 보장을 
제공했다. 

신중국 초기 보육체제의 특성은 따라서 ‘공동체’적 공공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이 의미있는 이유는 개혁개방 이후 단위체제 쇠퇴와 보육
체제의 쇠퇴가 연동되는 ‘경로의존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시기 
탁아소 보육이 전적인 국가 주도였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중국의 기관보육 
부재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사회주의 시기 보육체제는 개혁개방 이후의 보
육체제로 이어지면서 일정 부분 변동하지만 ‘연속성’도 갖고 있는 것이다. 물
론 그렇다고 이 시기 보육체제의 공공성이 부정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서술한 중국 건국 초기 보육체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여성
노동이 공적 기관보육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아직까지 출산정책은 보육실
천과 큰 연관성은 갖지 못한 상태였다. 가족주의는 여성해방의 구호에 따라 
제도적 反가족주의의 진전이 있었고 맞벌이 가족모델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성의 보육부담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일과 가정 사이에 이중부담 문
제도 수반되었다. 

제 2 절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이행기 보육체제의 변
화 

1980년대~2010년까지의 이행기에는 공적 보육은 서서히 쇠퇴하고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실시되었다. 개혁개방으로 중국 경제체제에 심대한 변동이 
발생한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노동은 점차적 유연화 되었다. 여성 노동도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동안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이념과 단
위체제가 작동하여 공동체적 보육실천이 지속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
하였다. 또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한자녀 정책)이 실시된 것도 공적 보육
의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결국 중국은 2010년대에 이르면 저출산 시기에 도
달하고 공적 보육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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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초기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자 증가로 인해 탁아소가 상당히 많
아졌고, 단위-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이외의 ‘사회재생산’ 관리가 부담이 된다
고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에 대한 점
진적인 제도적 이념적 공격이 시작되었다. 문화적으로 여성의 노동자성을 박
탈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부녀회가론, 과학육아 담론). 기존의 제도
적 反가족주의가 이 시기에는 이와 같은 이념적 가족주의의 부상으로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1980년대 단위와 보육의 관계는 ‘위태로운 공존’ 관계였다. 이러한 
위태로운 공존도 1990년대 단위체제가 해체되면서 무너지고, 단위 탁아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 기관보육은 거의 소멸되고 만다. 이후 시장 보육서비스 
구매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상품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기 보다는 조부모의 손
주 양육이 더 강화되었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공보육의 쇠퇴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개
혁개방으로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사회화’(사실상의 시장
화)가 추진되었다.84) ‘국가-단위’ 보장 모델로부터 ‘국가-사회’ 보장 모델로 
전환한 것이다(잉싱, 2017: 190). 개혁개방 이후 사회보장 개혁은 양로, 의
료, 실업, 산재, 출산과 육아 등 5개 항목으로 추진되었는데, 이 때 단위기업
의 복지기능 축소가 방향성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단순히 노동이 계약제
(1986년 시행)로 이행한 것만이 아니라, 복지에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을 강화하고 개인/가족에게 리스크를 이전하는 것이었다. 

보육과 관련하여 1994년 「기업직공 출산 및 육아보험 시행 방법」이 발
표된 후, 도시의 기업들은 출산 및 육아보험을 시행했다. 출산 및 육아보험은 
사회적 통합기금으로 운영되었다. 기업은 직공 임금총액의 일정한 비율을 사
회보험 운영기구에 납부하고, 직공 개인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모
델은 과거 단위 책임 하에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출산 및 육아 보장 모델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제 중국의 도시 직공은 ‘단위인’에서 ‘사회인’으로 전환되
었고, 단위에서 분리되어 나온 사회적 기능들을 보완하기 위해 ‘사구(社區)’ 
서비스가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사구 서비스에는 복지적 성격의 서비스, 약
간의 영리적 성격을 갖는 서비스, 영리적 성격의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서비스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말이 있는데, 영리적 성격의 서비스로부터 
나오는 이윤으로 복지적 성격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사구 작동의 주된 
방식이었음을 보여준다. 

84) 중국정부는 사회복지의 시장화란 표현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사회화’란 표현을 사용
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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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성노동의 확대에서 위기로

복지의 사회화, 즉 복지부담의 개인과 가족에게로의 이전이 하루아침에 이
루어질 수는 없었다. 단위체제는 서서히 약화되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유지
되었다. 특히 단위 탁아소를 중심으로 한 공보육 체제는 그것이 설립될 당시 
여성 노동시장 진출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듯이, 쇠퇴할 때에도 노동시장의 
작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그 시작은 실업난이었다. 20세기 80년대 초 계획출산 정책의 부분적 완화
로 출생인구가 잠시 증가하였다. 이 시기 하방 되었다가 도시로 이주한 지식
청년들, 문화대혁명 시기 직장에서 해고된 노동자, 그리고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자녀들이 한꺼번에 취업을 해야 했다. 그리하여 중국은 건국 이래 가
장 큰 실업난에 직면하였다(徐加良, 2004: 32). 하지만 개혁개방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동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흐름을 형성한 것도 사실이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시장원리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시장경제의 원리인 “효율우
선(效率優先)” 원칙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흐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
한 효율우선 원칙은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다.

  1) 단위체제의 쇠퇴와 여성노동 위축 

  ① 여성 노동시장의 확대와 위기
개혁개방 이후인 1978년 11계 3중전회 이후부터 여직공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78년 3,128만 명에서 1985년 4,500만 명으로 
전체 직공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6.4%에 달하였다. 1989년은 5,137만 
명으로 37.4%로 증가하였다. 계획경제 시기보다 수와 비중이 더 증가한 것
이다. 특히 국유기업의 여공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1978년 28.5%에서 
1989년 33.9%로 증가하였고 80년대 여직공의 직업구조를 살펴보면 여직공 
전체 취업 중 국유 단위취업자가 66% 정도를 유지하였다(陳俐, 20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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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1978년~1989년 중국 도시 여직공 수와 비율
출처: 陳俐, 2004: 15 

1990년이 되면 전체 취업자 6억 4,724만 명 중 여성은 2억 9,101만 명으
로 44.96%로 증가하였다.85) 80년대 동안 전체 여성 취업자 수가 점차적으
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획경제 시기의 완전고용 추구의 여파로 1980년대에는 실업률보다는 ‘과
잉고용’이 더 큰 문제였다.86) 물론 여기에는 기업측과 노동자측의 시각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1984년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헤이룽장
(黑龍江)성에서는 ‘노동조합 최적화(優化勞動組合)’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이는 1987년이 되면 전국으로 보편화되었다. 노동조합 최적화는 정규 노동자
(固定工)를 무력화하고 평생직업(철밥통/鐵飯碗)을 무너뜨리면서 노동시장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정원외 직공(編餘職工)’ 제도가 
생겨났으며,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87) 1987년 전국총공회 여성공
작위원회가 전국 11개 성, 시, 자치구의 66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
면, 1987년 7월말 660개 기업의 정원외 직공은 27,100명으로 전체 직원의 
2%를 차치했는데, 이중 여성이 64%였다(김순영, 1993:341).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은 ‘효율성’ 원칙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이 원
칙에 따라 여성은 기업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그로 인
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특히 여성 노동시장 진출에 큰 압력으로 작용했

85) 제4차 인구조사(1990년) 데이터를 참고했다.
86) 계획경제 시기의 완전고용체제로 인해 기고용 인구가 생산성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80년대에는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87) 기업들은 이전 업무에서 배제한 여성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편으로 주력 분야 이외

에 구두공장, 의류공장, 인쇄소, 호텔, 상점, 레스토랑 등 부수 사업을 운영하여 여성
들을 배치하곤 했다. 어쨌든 여성들은 당장은 해고되지 않더라도 이전 업무보다 열악
한 처지로 서서히 이동했다(김순영, 1993: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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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1980년대부터 등장한 여성 ‘단계취업론’은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
제로 진입한 도시 기업들이 여성의 높은 취업에 대해 보인 첫 반응이었다. 
노동력 분배가 국가 주도의 행정적 분배에서 기업주도의 시장주의적 분배로 
전환되고 노동이 유연화되면서, 여성 노동력은 최우선적인 ‘잉여’ 노동력으로 
선택되었다. 여성들은 저임금직종에 편중되어 일하거나, 여성 특유의 직종에
만 주로 종사하거나, 같은 직종이라도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등 과
거에는 암암리에 존재했던 노동시장 내의 격차가 개혁개방 이후 심화되었다
(장경섭, 1995; 김순영, 1993: 325; 최인, 2017: 6-12). 

<그림 2-9> 90년대 도시 단위 취업자 수와 여성 취업자 비율
출처: 陳俐, 2004: 21

  따라서 9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도시 단위의 여성 취업자 수가 서서히 하락
하였고, 2000년 전국 도시 단위의 여성 취업자는 4,411만 명으로 1995년에 
비해 무려 1,477만 명이 감소되었다. 1995년~2001년 기간 동안 제조업의 
여성 취업자 수가 1,056만 명 감소되었는데, 광업은 86만 명, 건축은 63만 
명, 도소매, 무역, 요식업은 397만 명이 감소되었다. 1997년 이전 도시 단위 
여성 노동자는 주로 국유 단위와 집체 단위에 집중되었고, 1994년~1996년 
국유 단위의 도시 여성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도시 집체 단위
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1997년 국유단위와 집체단위에 일했던 여직공 비
율은 각각 69.19%, 21.82%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시행된 전면적 시장화
에 따라 비국유 취업부문(국유단위와 도시 집체단위 제외)이 확대되어 주식
유한공사, 도시주식합작단위, 외자기업 등 비국유 단위 종사자의 비율이 
12.96% 증가하였다. 1999년 비국유 단위의 여성 취업률이 16.97%로 도시 
집체단위의 15.23%를 넘게 되었다(陳俐, 2004:23). 

1997년 중국공산당 15차 전국대표대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인원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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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효율을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인원 이동과 직공 퇴직은 피할 수 없
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원 외 직공은 이제는 ‘정리해고자(下崗職工)’로 개칭
되었다. 1993년 전국총공회가 실시한 1,230개 공유제 기업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92만 명의 직공 가운데 여성 직공은 37%, 실업 및 퇴직 여성 
직공은 23,000명으로, 전체 실업 및 퇴직 직공의 60%를 차지했다. 여공의 
실업 및 퇴직율은 남성에 비해 두 배나 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조정의 
흐름 하에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② 사회재생산 기업부담론과 그 모순
중국에서 여성노동과 단위의 탁아사업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단위-기업들은 직장탁아소 때문에 ‘사회재생산 부담’이 증가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불만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들의 불만 
외에 부모들의 불만도 결합되었다. 직장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부모
들 입장에서도 점점 더 부정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80년
대 상하이시에서는 영유아 탁아소 입소난 문제가 발생했지만,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직장탁아소 운영 및 비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했다. 당시 상
하이시는 1,000명 이상 규모의 큰 공장은 탁아소, 유아원을 의무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000명 이상 직원 기업은 577개였고 그 가운데 477개 기업
이 탁아소, 유아원을 개설했다.88) 급하게 진행되었지만 공장에 탁아소를 설
치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직장탁아소에는 단순히 서비스의 질 문제 말
고도 다른 문제도 있었다. 

불만은 기업들과 부모들 모두에게서 나왔다. 어느 큰 공장은 유아원에 입
소한 아동이 천 명이 넘었다. 공장의 총무과 과장은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관
리하느라 ‘아동단’ 단장이 되어버렸다며 하루 종일 아이들 주변에서 빙빙 돌
아야 한다고 불평했다. 조금이라도 주의를 소홀히 하면 ‘비생산’ 사고가 발생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생산 사고를 관리하기도 벅찬데 탁아소(재생산)까
지 관리하는 것은 지나치게 힘들다는 불만이다. 공장장들은 “[각 기업이 생산
량을 각자 책임지는] 공장 책임제가 실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
를 업고 생산을 지휘해야 하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고 하소연했다.89) 기
업별로 복지 부담이 다른 조건에서 기업이 시장경쟁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대두되었다(잉싱, 2017: 191). 

부모들도 불만이 많아졌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집 근처에 맡길 수 없다는 
것, 집에서 공장까지 너무 멀어 아이를 안고 붐비는 버스를 타는 것이 힘들
88) 张信华, 1986, 上海市教育局副局长刘元璋就工厂办幼儿园问题答本刊记者问, 社会.
89) 瑞文‧潘使进(1986.10.20.), 企业办托儿所利弊谈, 解放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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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험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공장오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우
려했다. 오염 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경우, 공장 안이나 주변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일부 부모는 아이가 질 좋은 조기교육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했다.90) 급히 설치될 경우 탁아소 교사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중국 단위기업들이 호소한 이러한 재생산 부담은 사실 한국의 기업들은 겪
어보지 못한 것이다. 한국 기업들도 직원들을 위한 각종 복지를 제공하고 있
지만, 이처럼 탁아소 운영 등 생산 이외의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운영하지
는 않는다. 그렇다면 당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호소한 사회재생산 부담 주
장은 과연 실제에 가까운 것이었을까? 다시 말해 여성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
는 것이 과연 남성 노동자에 비해 비용부담이 높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당시 
단위의 ‘주택분배’ 제도를 살펴보면 기업 재생산 부담론의 모순점을 발견하게 
된다. 

중국 도시의 주택제도는 역사적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50년대 
신중국 사회주의 초기에는 도시 직공을 상대로 국가와 단위가 전부 도맡아 
저렴한 임대료 또는 실물 주택분배 방식으로 주택을 분배했다. 국가와 단위
는 주로 주택에 대한 투자, 건설, 수리를 책임지고 이는 직공의 권리와 복지
로 배분되었다. 직공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주택 관리는 단위 또는 국
가가 맡았다. 그런데 물자가 부족했던 시기 국가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
전시켜 유한한 자원을 생산영역에 투입한 결과 ‘축적 중시, 소비 경시(重積
累, 輕消費)’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도시 주택이 매우 부족하였고 도시 
주민의 거주난이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다(方長春, 2020: 80). 

개혁개방 이후인 1998년 ‘주택제도개혁(住房制度改革)’91)이 시작되고 나서
야, 단위체제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주택복지 체계가 주택 시장화의 방향으
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98년은 실물 주택 분배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으로 보아야 한다(方長春, 2020: 82). 

그렇다면 개혁개방 이후부터 98년 이전까지 단위 중심의 주택복지체계는 
어떻게 작동했던 것일까? 1993년 전국 총공회 여직공부는 베이징, 랴오닝, 
후난, 허베이, 하이난, 지린, 선양, 칭다오, 다롄, 장자커우, 탕산 등 성과 시
의 277개 단위를 조사하여, 일부 지역과 단위에서 주택분배 과정에서 양성 
불평등이 심각함을 확인하였다. 277개 단위에서 양성평등하게 주택을 분배한 
90) 각주 89와 동일. 이는 뒤에서 설명할 ‘과학육아’ 담론으로 이어지는 경향이다.
91)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주택의 시장화 개혁이 시작하였다. 1980년 덩샤오핑은 

“도시 주민은 개인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자가를 지어도 된다. 새집을 판매할 
수 있고 낡은 집도 판매할 수 있다. 일시불로 거래해도 되고 할부로 거래해도 된다.”
며 주택 상품화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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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고작 14%다. 일부 단위에서는 근무연한, 성과, 거주난 여부에 상관없
이 여직공에게 주택분배 권리가 없었다. 예컨대 다롄시에서 조사한 70개 기
업은 여직공에게 일절 주택을 분배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직공에게 주택 분
배할 경우에는 부가적인 조건을 요구했다. 이를테면 여직공의 근무기간이 남
직공보다 길고 기여한 바가 많거나, 간부 또는 상당한 직급에 오르거나 배우
자보다 여직공의 직급이 높거나, 배우자 소속 단위가 여직공 소속 단위에 일
정한 주택 건설비용을 납부해주거나, 배우자가 외지에 있거나,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다. 다시 말해 여성노동자에게 주택을 배분할 경우 남편의 
상황이 부가조건으로 고려된 셈이다. 베이징, 허베이, 후난, 랴오닝, 칭다오 
등지의 103개 단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50.5%의 단위가 여직공에게 주
택 분배할 때 부가 조건을 요구했다. 장자커우시의 한 단위는 “3년 이상 근
무경력을 가진 남직공과 25년 근무연한을 가진 여직공이 주택분배 요구할 수 
있다.”는 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다. 사실상 여직공의 조기퇴직 연령을 감안하
면 25년 근무연한을 요구하는 것은 여직공에게 분배해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부가 조건뿐만 아니라, 여직공은 남직공보다 더 많은 주택건설자금과 
주택 구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후난성의 일부 단위는 여직공이 주택을 구
매할 경우 남직공보다 주택 구매 비용을 50% 더 내야했다. 지린성 퉁화시의 
일부 단위는 주택건설 조달 자금을 마련할 때 남직공은 1만 위안, 여직공은 
1.5만~2만 위안 납부를 요구했다.92) 

결국 당시 단위기업들은 여직공이 노동을 통해서 생산한 가치를 주택분배
의 형식으로 남직공에게 재분배하는 일을 벌였던 것이다. 단위사회에서 남성
은 주택분배권이 있고 여성이 없는 이와 같은 제도는 관행처럼 여겨졌기에, 
당시 중국사회는 이를 그다지 의심스럽게 인식하지 않았다(蔣萍·李婷, 1997: 
29).93) 그 이유는 남성 기준으로 한 가구 한 주택을 배분하고 여성은 남성
의 주택에 들어가 산다는 관념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이다. 

단위기업들은 보육 기업부담론을 제기하고 장기 육아휴직 등의 명분으로 
여성 노동자가 비용 발생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상 남성 노동자야말
로 비용이 더 드는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단위 여성노동 위축은 경제적
92) 全国总工会女职工部(1994.02.11.), 住房分配男女不平等问题亟待解决, 中国妇女报.
93) 남성 직공 중심으로 한 단위주택 분배 현상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물

론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혼 같은 구체적인 가족 변수를 고려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남편과 이혼 후 한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가 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편의 단위에서 주택을 분배했다. 이혼 
당시 남편은 나중에 주택을 받으면 아내와 자녀에게 주겠다고 이혼 전 합의했으나, 
막상 남편은 주택증여를 거절했다. 이에 아내가 법원에 상소한 사건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주택이 부부 이혼 전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근거로 아내 패소로 판
결했다(蔣萍·李婷, 199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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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면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면을 분명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부담에 따라 사회재생산 문제가 제기되었다기 보다, 시장화 흐름에 따라 ‘기
업부담’ 담론이 제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사회
재생산을 둘러싼 기업들의 부담론은 여성노동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야기했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고용구조상 차별을 강화시킨 셈이다. 사회재생
산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에서 공히 등장한 대표적인 조치가 ‘단계성
취업’론이다. 

  ③ 제도적 가족주의의 복귀: 단계성취업 도입과정
시장화가 시작된 1980년대 중국에서 기업과 노동부 등의 조직은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형성된 여성의 고용시장 진출 경향을 되돌리려고 애썼다. 일부 
학자들이 부녀 ‘단계성취업(階段性就業)’론을 제기하였고, 이 논의는 노동부
와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國家經濟體制改革委員會)의 주목을 받았다. 단계
성취업 시범도시도 출범하였다. 

1988년 10월 7일, 노동부는 「여공은 단계취업 실행 유리(女工宜實行階段
就業)」라는 제목으로 국무원 총리 리펑(李鵬)에게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였
다. 1988년 9월, 전국부녀연합회(이하 ‘부련’)는 사회주의 상품경제발전에 적
합한 다양한 부녀 취업제도를 탐색해야 하고 부녀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생산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직업과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
다고 보고하였다. 이 부련의 보고는 다양한 형식의 취업방식에 찬성하지만 
단계성취업 제도 실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徐家良, 2004: 33). 리펑은 
단계성취업이 여전히 평균주의식 행위이므로 중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시
하였다(丁娟, 2001). 이 시점에서는 ‘단계성취업’ 문제가 아직까지 부련과 노
동부 간의 의견 차이에 머물렀으며, 정책 토론과 법률 제정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徐家良, 2004: 33).

1996년 베이다이허 회의(北戴河會議)에서는 부녀 단계취업제가 의제로 제
기되었다. 이 회의는 노동부에 ‘부녀 단계취업제도’의 실행 타당성을 검토하
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부련은 1996년 11월 광저우 등 6개 도시에
서 부녀 취업의향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절대다수 부녀는 
단계취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부련은 1997년 전국정치
협상회의에서 단계성취업을 반대했다(徐家良, 2004: 33). 결국 노동부는 “3
년 내에는 부녀 단계취업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徐家良, 2004: 
34). 

2000년의 ‘십오계획(十五計劃)’94)이 설정한 도시 등록 실업률을 5%로 통
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노동부와 사회보장부는 단계성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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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수 제도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중공중앙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0
번째 5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關於製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個五年計劃
的建議)’를 준비하면서 “단계취업제도를 건립하고 유연한 취업방식을 발전시
킨다”는 정책 방향을 언급하였다. 이에 부련은 신속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000년 10월 18일 발표된 ‘중공중앙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0번째 
5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에서는 “단계성 취업제도 건립, 유연한 취업 형식 
발전” 정책이 명기되고 말았다. 이는 ‘단계성취업 제도’가 중공중앙 중요 문건
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사태다.(徐家良, 2004: 33) 결국 중앙전회가 부련의 
관점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0년 12월 19일 국무원 신문
판공실이 발표한 『중국 21세기 인구와 발전(中國21世紀人口與發展)』 백서
에서도 단계성취업 제도를 건립하고 원활한 취업형식을 추진한다고 기록되었
다(徐家良, 2004: 34). 

다음 해인 2001년 3월 제9계 전국인민대표회의 4차 회의와 전국인민정치
협상회의 제9계 전국위원회 4차 회의 기간에 전국부련은 관련 부문 책임자를 
설득하고, 언론, 당중앙, 국무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시도했다. 
전국부련은 『중국부녀보(中國婦女報)』를 통해 “단계성취업은 여성을 해치
는가?”를 주제로 토론을 열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정부 공무원, 학자를 인터
뷰하는 방식으로 부련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홍보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단계성 취업제도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홍보기도 했다(徐家良, 
2004: 34).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1년 3월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발표한 
정부공작 보고에서는 “원활하고 다양한 취업형식 발전”만 제기되었고 “단계성 
취업제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 3월 제9계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의 1차 전체회의에서 주룽지가 국무원을 대표하여 발표한 ‘국민경제
와 사회발전 제10번째 5년 계획에 관한 보고’에서는 여전히 ‘단계성 취업제
도’가 등장하였다. 

  ④ 여성노동자들의 단계성취업 거부와 기업들의 탈재생산 전략
서구 선진국이나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단계성취업은 일종의 장기 육아휴

직이므로 일가정양립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 정책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을 경험한 중국에서는 1980년대에는 흥미롭게도 단계성취업이 
여성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일명 ‘婦女回家’) 하나의 방식으로 활용되었고, 
여성들도 대체로 그렇게 인식하였다. 

1980년 8월, 전국총공회 여공부는 육아휴직에 대한 여직공들의 여론을 조

94)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실행한 10번째 5년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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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적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임신, 수유기 여공은 육아를 위한 장
기 휴가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사와 더불어 이루어진 좌담회 발언들 중 일부
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  만약 집에 가서 일이년 있다가 오면 사상진보나 기술향상은 모두 끝이다. 
지금 아기가 어려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은 여공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동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
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여성 동지가 집에서 남자의 시중을 들어주고 
부엌에서 일하게 하나.
  단기 휴가는 괜찮은데, 장기 휴가를 가면 사회적 지위가 바뀐다. 사회에서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나를 다르게 본다. 가족 불화도 생긴다. 

밥하고 아기를 돌보며 부엌일만 하다가 공부, 기술 모두 버려서 청춘을 놓
친다.
  나는 2급공인데 아기도 키워야 하고 노인도 부양해야 한다. 만약 집으로 
돌아가면 십몇 위안 월급도 줄어들고 장려금, 보건비 모두 없다. 나중에 진
급도 어려워진다. 직접적인 이익을 생각하면 장기 휴가를 원하지 않는다.95)

이들의 어조는 상당히 강경하다. 자칫 휴가를 오래나갔다가는 일자리와 경
력, 나아가 청춘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강력히 거부한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
르면 임신, 수유기 여공 중 극소수만 장기 휴가를 원했다.96) 여성이 휴직을 
나갈 경우, 기업에 남은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여성
이 오랫동안 휴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양측의 이해
관계는 다르다. 이러한 여성 노동자들의 사고방식은 기업들이 단계성취업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기업들은 직장 내 
보육을 어떤 전략을 통해 축소하였을까, 다시 말해 어떻게 ‘탈재생산’ 전략을 
수행하였는가.

일부 단위기업은 공장 내 오염과 소음 등을 이유로 공장 내 수유나 탁아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육아휴직을 ‘강행’하기도 했다. 여성 장기휴직으로 인한 
빈자리에는 ‘미취업 청년들’을 채우기도 했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자. 안강공
사는 여공이 많은데, 공장 내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소음이 크며 노동 강도도 

95) 全国妇联, 1980, 中华全国总工会全国妇联关于辽宁省一些企业对怀孕哺乳女工实行放长
假的情况报告.

96) 경제적 형편이 좋은 여공의 경우, 월급이 조금 줄어들어도 괜찮고 노동에 참여하기보
다 여유 있고 한가하게 보내는 것을 원한다. 또한 부부인데 다른 지역에서 떨어져 생
활하는 경우, 일 년에 한번 가족방문 휴가를 신청하거나 사적 휴가를 신청하는 것보
다는 장기 육아휴가를 내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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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따라서 지도부는 공사 업무가 여공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장 
내 탁아소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엄마와 영아의 심신건강을 보
호한다는 명분으로, 8월 1일부터 제2제강공장, 발전공장, 제2박판공장, 운송
공장 4개의 단위가 임신, 수유기 여공에게 무급 휴직 및 장기 휴가를 반강제
로 시행했다. 이러한 여성 육아휴직에 대해 남은 공인들이 반대하는 경우, 나
머지 공인들에게도 자기계발형 휴직을 제공하기도 했다. 다롄중형기계공장은 
생산이 줄어들자 아이가 있는 여공에게 장기 휴가를 쓰겠냐고 제안하면서 직
공들의 의견을 물었다. 대부분의 직공이 반대하자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일부 공인들을 잠시 휴직하여 공부하러 다닐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공인들의 
문화적 기술적 수준을 높일 수 있어 공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다롄유지총공
장, 다롄항만사무국 등의 단위도 임신, 수유 중인 여공을 상대로 장기 휴가를 
결정하였는데 대다수 여공들이 이에 반대했다. 번시시 제2경공업국 제1복장 
공장은 총 915명 공인이 있고 여공은 822명으로 전체의 89.8%나 차지했다. 
생산임무가 버겁고 연장 근무가 잦았다. 방송국에서 번강토건공사의 여공이 
무급 휴직 및 장기 휴가를 한다는 소식이 방송되자, 복장공장 책임자는 즉시 
수유기 중인 여공에게 휴가를 주어 집에 돌아가도록 하고, 기존에 있던 수유
실을 폐쇄했다. 기업들은 육아휴직이 널리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 기업은 여공에게 수유시간도 안 주고 수유실, 탁아소를 철수하면서 여
공의 장기휴가를 강행하였다. 안강공사 등 단위는 심지어 수유기 중인 여공
이 스스로 보육문제 해결하고 본인이 근무를 계속 할 수 있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책임자가 동의하면 무급 휴직을 안 할 수 있었다. 대신 수유시간을 
주지 않고 보육비(랴오닝성의 규정에 의하면 가정보육의 경우도 10위안 보육
비를 지급해야 한다)도 지급하지 않았다. 9월 9일까지 안산시에서는 28개의 
탁아소가 철수되었다.97) 『랴오닝일보(遼寧日報)』의 1980년 8월 25일 보도
에 따르면, “장기 휴가제가 좋다(長假制好). 상당한 시간 내에 미취업한 많은 
청년들에게 자리를 내놓을 수 있다. … 많은 ‘부남(夫男, 남자)’을 분망한 가
사부담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서서히 진행되어, 1988년부터 전국 단위복지제도
가 점차 해체되었다. 도시 보육서비스체계는 위축기에 들어섰다. 

  2) 한자녀 정책의 본격화와 영향

1979년～2000년이며 이 시기는 “전국범위에서 제도화와 함께 한 자녀정책

97) 각주 95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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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력하게 추진된 시기”로 이해된다(王鸿博, 2011). 이 시기 한 자녀정책
의 요지는 1980년에 정부가 공산당원과 공산주의청년단에게 보낸 공개 「서
신」에 담겨 있다. 「서신」은 “국무원은 금세기 말까지 우리나라 인구를 12
억 이내로 통제하기 위하여 이미 전국의 인민에게 호소하여 부부가 한 자녀
만 낳을 것을 제창하였다.”고 공포하고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게 된 맥락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현재 10억 명인 상태에서 만약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1963년부터 1970년 사이에 태어난 30세 이하의 인구가 매년 
2,000만 명씩 결혼과 출산기에 들어가게 되면 20년 후에는 인구가 13억, 40
년 후에는 15억이 되므로 자녀수를 ‘하나’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한자녀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아를 동등하게 간주함으로써 남존여비사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선
언하였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다른 측면이 포착된다. 농촌에서는 특히 1980
년대 들어 계획경제 시기의 집단생산체제가 해체되고 ‘가구별 생산책임제’가 
실시되었다.98) 이런 변화로 인하여 농민들로서는 아이들이 많으면 노동력이 
늘고 땅을 많이 분배받을 수 있어서 수입이 늘기 때문에 다수 자녀를 출산하
고 싶은 유인이 커졌다. 특히 노동력을 보태고 노후를 보장해 줄 아들을 많
이 낳기를 원하였다. 이 때문에 ‘한 자녀 정책’은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
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연환경, 인구분포, 경작지 면적에 따라 현을 3등급
으로 분류하여(分類指導) 자연환경이 비옥하고 인구밀도가 높고 경작지가 많
은 ‘1등급 지역’에는 출산아 기준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반대로 자연환경이 
척박하고 인구가 희소하고 경작지가 적은 ‘3등급 지역’에는 느슨하게 적용하
였다. ‘첫째가 딸인 경우에 둘째 출산을 허용’하는 규칙은 농촌인구의 50%에
게 두 자녀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여아의 경우 출산제한을 완
화한다는 점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남아선호 관념에 국가가 제도적
으로 동조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후 중국에서는 심각한 성비불균형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곡절을 거치면서도 중국은 2010년 이전까지 ‘한자녀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했다. 다음 선전화는 ‘우수한’ 한자녀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메
시지를 전형적으로 담고 있다. 

98) 농촌에서 먼저 시작된 시장화는 1983년에 가구단위로 땅을 분배하여 생산과 이익을 
연계시킨 ‘가구 임대생산제(包产到户, 分田到户)’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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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우생우육 행복하다(優生優育幸福多),
喬居中, 山西人民美術出版社, 1990년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출생률 감소는 보육실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 가
정에서 한 자녀만 양육하기 때문에 3세 이하의 영유아는 웬만하면 가정에서 
키우려 하고 보육기관에 맡기려 하지 않았다. 엄마의 가정 내 양육이 늘어났
다. 따라서 현재의 관점에서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는 단위 탁아소는 
기업의 부담론뿐 아니라, 앞서도 언급했듯이 부모들의 인식 변화까지 겹쳐 
급격한 쇠퇴기를 맞게 된 것이다. 당시까지 살아남은 보육기관은 거의 모두 
입소율 저하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 시기부터 21세기 초기까지 3세 이하 영
유아 보육은 주로 모친, 조부모, 친척 또는 보모가 가정 내에서 수행했을 뿐
만 아니라, 보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여성도 늘어나기 시작했
다. 조부모 보육은 중국 가족 보육실천의 유일한 보루가 되기 시작했다.

  2. 가족주의의 부활? : 부녀회가, 과학육아

  1) 이념적 가족주의의 부상과 굴절: ‘부녀회가’ 담론

기업의 고용관행과 단계성취업을 둘러싼 논란과 실천들은 이념적으로 가족
주의를 국가와 사회가 다시 소환하는 계기이자 징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하기 시작했
다. 이를 ‘부녀회가 논쟁’이라고 부른다. 부녀회가 논쟁은 당시 중국의 가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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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념의 재강화를 잘 보여준다(김란, 2022). 
부녀회가 논란과 가장 연관된 정부 부처는 고용을 담당하는 ‘노동부’였다. 

노동부는 ‘부녀회가(婦女回家)’, ‘단계성취업’ 주장에 찬성했다. 취업한 여성들
이 (육아휴직을 거치기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일자리를 남자에게 넘기고, 
국가 주관부문의 취업압력을 덜어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노동부는 1980년 
“부녀회가 방식으로 취업압력을 완화할 것”을 당중앙서기처에 건의하였다. 그
러자 전국부녀연합회는 중앙서기처 서기, 국무원 부총리 완리(萬里), 서기처 
서기 펑충(彭沖)에게 편지를 보내 부녀회가를 강력히 반대하였다(那瑛, 
2009: 77). 1980년 8월 7일 중앙서기처는 회의를 열어 노동부의 보고에 대
해 논의했다. 전국부련 부주석이자 서기처 제1서기 뤄츙(羅瓊)은 부련의 의
견을 진술했고 부녀회가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국 
회의 참석자들 모두 부녀회가를 통한 취업긴장 문제 해결에 반대하였다. 중
앙서기처 총서기 후야오방은 부녀회가를 통해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
극적인 방법이고, 취업의 경로를 넓혀 취업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여성회가는 소극적으로 취업문제를 보는 것이며,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
감을 상실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중앙서기처 회의는 중국 건국 이후 처음
으로 국가 차원에서 벌어진 부녀문제에 대한 공개 논쟁이었다(那瑛, 2009: 
77). 

1980년대 여성들의 취업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1989년 『중국부녀
(中國婦女)』지의 조사결과가 있다. 도시 부녀를 상대로 한 이 조사의 결과
에 의하면, 61.8%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男主外，女主內)” 분업
모델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일을 해야 하는가, 집으로 돌아
가 아이를 돌보고 가사일을 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81.2%의 피조사자는 “일
을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8.4%만이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
다. 피조사자 중 “여성 일 참가”를 선택한 여성은 85.5%, 남성은 76.3%였다. 
“부녀회가”를 선택한 여성은 4.7%, 남성은 13.1%에 불과했다. 이런 질문도 
있었다. “남편 소득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아내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75.7%가 ‘일’을 선택했다. “만약 사회가 가사일 하고 아이 
돌보는 것을 필요 노동으로 인정해주고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준다면 어떻게 
선택하겠는가”에 대해서도 69.7%는 여전히 ‘일 참여’를 선택했다(徐家良, 
2004: 33). 대다수 여성들은 이중부담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선택했던 것
이다.

그러나 2000년대가 되면 부련 내부에서도 이견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1년 3월 7일, “부녀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나”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 위
원은 기혼여성 직공이 퇴직하여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돕고 자녀를 교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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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인민대회에도 관련 제안을 제
출하였다. 그 내용은 ‘혼인법’을 수정하여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해도 가족 재
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회가한 부녀”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 건국기 형성된 여성 개인의 재산 개별소유 원칙을 
뒤흔드는 이야기였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은 동의하고 일부 위원은 반대하
였다. 다만 부련의 부주석 류하이룽(劉海蓉)은 여성이 사회발전에 참여해야 
지위가 있고 성과를 이룰 수 있다면서 부녀의 ‘회가’에 찬성하지 않았다(徐家
良, 2004: 35).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여성들이 하나둘씩 회가하면서, 이제는 
전업주부의 권리(재산 공동소유 등) 문제가 불거졌음을 보여준다. 여성이 노
동자로서 일하던 시절에 남편의 재산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으나, 이제 
여성들은 변화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99)

  2) ‘과학육아’ 담론과 여성 보육 책임 강화

중국 1980년대의 가족담론들은 대체로 일가족 양립이나 맞벌이 부부 이미
지를 재현했다. 엄마는 희생, 봉헌, 노력, 절약, 모성애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
는 ‘노동자’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갖춘 여성이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되 추
가적으로 조부모 보육을 병행하곤 했던 것이다. “오늘날 사회주의 신중국에서 
가족과 직업 간의 갈등이 이렇게나 극복할 수 없는 일인가? 맞벌이 중 꼭 한 
명은 희생해야 하는가.”100)라는 진술이 이를 잘 보여준다. 80년대에 부모의 
책임은 ‘국가를 위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의 담론은 ‘자녀 소질’ 발달을 강조하면서 ‘과학 육아’를 
주창하기 시작했다. 공적 보육지원에 대한 언급은 급격히 줄어들고, 모성애를 
가진 엄마의 과학적 육아(아이의 인지발달 강조, 모유수유, 탁아소 반대, 부
친보다 모친보육 강조 등)를 강조하면서 서서히 육아를 엄마의 ‘책임’으로 재
구성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의 대표적 육아저널인 1991년 제1기 『부모필독(父母必讀)』에는 
「90년대 좋은 엄마(90年代的好媽媽)」 특집이 수록되었다. 1990년 여름 상
하이에서 ‘좋은 엄마’ 대회가 열렸고 대회가 진행되는 3개월간 주최 측이 시
민들로부터 약 6만 통의 편지를 받을 정도로 큰 호응이 있었다. 특집 기고자
는 좋은 엄마의 기준이 각양각색이지만 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보면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 좋은 엄마에 대한 사람들의 외침”이라고 주장하
99) 실제로 부녀회가 논쟁 중 하나가 ‘가사노동 가치’ 논쟁이다(김란, 2022). 
100) 王行娟(1984), 要“牺牲”一个吗?, 父母必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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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사람들은 이미 전통적인 모성애에 만족하지 않고, 이미 21세기 신사
상, 신의식을 지금의 엄마들이 키워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만일 많은 여성
들의 소질이 향상되면 그들이 국가를 위해 양성한 후계자의 소질도 따라서 
향상된다. 따라서 좋은 엄마는 아이들의 소망이자 사회 전체의 희망이다.”101) 

1992년 제3기에 실린 「교육은 모친 개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글은 소
질(과학육아)과 엄마보육을 더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0세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창한다. 다시 말하면 태교
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이를 엄마 말고 누가 부담할 수 
있는가 ... 세계 선진국들은 엄마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지 않은 나라가 없
다. 고소질 모친이 고소질 후세를 산출하는 기본 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
다. ... 일본 15세 이상 여성 100% 모두 글을 알고 상당수는 대학을 졸업하
고 일을 하다가 결혼한 뒤 아이를 출산하면 일반적으로 한동안 가정주부 역
할에 몰입한다. ... 중국의 젊은 엄마들은 평균적인 문화수준이 비교적 낮다. 
과거의 불합격 학생들이 오늘날에는 ‘불합격 엄마’가 되었다 ... ‘여자는 학
식과 재주가 없는 것이 덕(女子無才便是德)’이라는 낡은 관념의 영향을 깊이 
받은 부모들은 ...  전국에 학업을 중단한 4,000만 명의 다수가 여자 아이
다. ... 인류의 운명은 모친의 손에 놓여있고 … 교육은 모친 개조부터 시작
해야 한다.102)(강조는 인용자)

결국 과학육아 담론은 육아의 유일한 책임자를 아이 엄마라고 규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한 여성의 소질(역량)을 강조한다. 나아가 고학력의 능력 
있는 여성들이야말로 아이를 키우는데 적합하다는 주장까지 제기한다. 당시 
선진국으로 표상된 일본 여성들의 전업주부 모델이 중국에 큰 영향을 미쳤음
을 알 수 있다. 

1996년 제11기에 게재된 「교양 있는 모친은 대체할 수 없다(有教養的母
親不可替代)」는 글은 근현대 10명의 유명 인사의 공통점이 “양호한 교양을 
가지고 자녀 교육 중시하는 모친”이었다고 지적하며, “자녀가 훌륭한 인물이 
되길 바라는 모친들은 우선 자신의 교양 수준을 높이고 … 아이의 성장 단계
의 특징에 따라 자신의 교양을 활용해야 한다.”103) 모범적 위인들의 자녀교
육을 예로 들면서, 이상적인 육아상을 제공한 셈이다. 

결국 90년대 『부모필독』이 재구성한 여성상은 과학지식을 기반으로 아이
를 ‘직접’ 양육하는 엄마였다. 아이의 주요 또는 가장 좋은 보육자는 엄마라
101) 汪永晨, 1991, 90年代的好媽媽, 父母必读 1991 第1期, pp.12,13.
102) 乔松楼, 1992, 教育應從改造母親開始, 父母必读 第3期 pp.1.
103) 张祥平, 1996, 有教養的母親不可替代, 父母必读 第11期 p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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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90년대에 특히 엄마와 아이의 ‘소질’이 강조된 것은 국가의 소질 
담론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것이다. 타오옌란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소질
(人口素質)’이 80년대 말부터 이미 중국사회의 주류 담론이 되었고, 인구소
질 담론은 자연스럽게 가정교육 영역에도 등장하여 주류가 되었다(陶艷蘭, 
2016: 84).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의 경쟁 논리를 도입하면서, 시장
에서 경쟁할 역량 있는 인재상을 강조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
다.

2000년대 이후 엄마는 직접 어린 아이를 보육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 엄마가 보육의 ‘지도자, 결정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
기도 나왔다. 또한 아빠의 보육 역할도 이전보다 강조되었다. 심지어 조부모 
보육이 비판 또는 배척당하기도 했다(陶艷蘭, 2016: 34). 이러한 논리는 조
부모 보육의 ‘비과학성’을 지적한다. 『부모필독』은 적어도 텍스트의 차원에
서 ‘부녀회가’를 주창한 것이 된다. 

진이훙은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 연구하면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중국에 ‘모성신화’를 만들어내는 조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金一虹, 
2013: 57). 그는 2000년 전국부련으로부터 ‘서부 지원 애심대사(助西愛心大
使)’를 수여한 왕둥화(王東華)가 쓴 글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엄마의 교
육보다 더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 없다.” “엄마는 아이의 총설계사
다.” “여자의 이름은 모친이다. 엄마는 하늘의 반을 떠받칠 수 있다.”104) 이러
한 주장은 ‘모성위기론’에 기반하고 있다. 인류의 잘못은 “여성이 육아를 포기
하고 그들이 잘 하지도 못하는 물질적 재생산을 맡도록 한 것이다. 여성이 
자기의 본직인 육아를 포기하고 사회에 나가 일을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왕둥화는 중국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여권운동(女權運動)”이 
전체 여성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을 받더니 모
성을 잃게 되고 남성과 경쟁하고 전통을 파괴했다는 것이다.105) 왕둥화의 글
에 대해 중국 언론은 이렇게 평가했다. 『신시시보(信息時報)』는 “중국 전대
미문의 ‘모친위기’는 세계적 현대화의 부작용을 배경으로 한다. 이는 사회주
의 체제 때문도 아니고 서구 자본주의 조류 때문도 아니다. 전력으로 모친교
육을 부흥해야만 21세기의 중국이 진정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청완보(羊城晚報)』는 “오늘날 중국의 부패현상, 가정의 비극, 문화전통
의 균열은 모두 중국 ‘모친위기’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면서 역시 모성위기론
을 내세웠다. 『화샤시보(華夏時報)』는 “모친과 영아 간에는 분리할 수 없는 

104) 王东华，1999，发现母亲; 中国妇女出版社. 金一虹, 2013:60 재인용.
105) 谭振飞·胡晓凡·王东华(1999.11.10.), 王东华发现母亲，中华读书报; 金一虹, 2013:6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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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있으므로, 인류사회에서 여성의 주된 사명은 ‘인구재생산’이고, 그것은 
남성의 ‘사회재생산’과는 전혀 다르다.”106)며 여성의 임무를 출산과 보육으로 
못박고자 했다.  

계획경제 시기에는 탁아소를 다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지만, 시
장경제 시대에는 그것이 비정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는 
급격하게 변모하는 보육지식의 영향이 컸으며, 이러한 보육지식과 담론들은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죄책감’을 유발했다(佟新·杭蘇紅, 2019: 88). 

이러한 부녀회가나 과학육아 담론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살펴보자. <표
2-2>는 1995년 톈진지역 497명 여성들의 성별분업 가치관 조사를 가져온 
것이다. 1,2,3문항 모두 여성이 직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문항에 대한 답변은 90년대 여성 피조사자들이 일반적인 
남녀 성별분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1번 
문항은 여성이 전업주부로 지내야 아이 교육에 좋다는 공식, 즉 앞서 서술한 
‘과학육아’ 담론에 대해서도 많은 여성들이 거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4문항에서 ‘조금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은, 일가정 양립으로 
인한 부담이 큰 ‘현실’에 대한 인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50년대부터 이어
온 중국 여성들의 일가정 이중부담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할 것이다. 그렇
지만 중국은 공적 보육을 90년대 시장화 흐름에서 점점 더 축소하기 시작했
다. 

여성의 찬반 태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그다지 찬성
하지 않음

매우 반대 의견 없음

1. 엄마가 일하면 아이
가 입학 전까지의 성장
에 불리하다 

21 106 210 145 8

4.3% 21.6% 42.9% 29.6% 1.6%

2. 남편의 책임은 돈벌
어오고 아내의 책임은 
가정을 돌본다

25 80 186 204 2

5.0% 16.1% 37.4% 41.0% 0.4%

3. 일과 가정생활이 충
돌이 발생할 때 여성은 
일을 포기해야 한다

10 75 193 217 0

2.0% 15.2% 39.0% 43.8% 0

4. 여성이 종일제로 일
하면 가정생활에 침해
가 발생한다

47 243 124 75 3

9.6% 49.4%* 25.2% 15.2% 0.6%

 

<표 2-2> 1995년 톈진 여성의 성별역할에 관한 태도
출처: 潘允康, 2006: 145

106) Sina亲子中心(2006.07.11.), 专家媒体眼中的《发现母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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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위 보육체제의 존속과 해체: 보육공공성 쇠퇴

  1) 단위 탁아소의 증가와 쇠퇴

1980년대 이행기의 중국은 건국 초기의 유산을 이어받아 여전히 여성노동
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적 기관보육을 유지했다. 「여직공 노동보호 
특별규정」(1988년) 11조는 이를 잘 보여준다. 

  여성 노동자가 비교적 많은 단위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나 
공동 설립의 형식으로 점차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위생실, 임산부 휴게실, 수
유실, 탁아소, 유아원 등의 시설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생리위생, 수유, 영
아보육 등 방면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의 어려운 점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야 
한다.(강조는 인용자)

규정에서 보듯이, 여성노동자를 위해서 탁아소와 유아원을 설립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생실, 임산부 휴게실, 수유실 등도 의무화하고 있다. 선
택이 아니라 필수로 지정되어 있다. 80년대 초는 이처럼 단위 보육체제가 유
지되면서 공적인 탁아소의 숫자도 상당히 많아졌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 활
성화에 의해서 노동력 수요가 많아졌고,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지방정부, 기
업, 단위, 가도 등에서 대대적으로 보육기관을 설립하였다. 가장 많을 경우 
전국 도시 및 향촌의 탁아소, 유아원의 수는 100만 곳 가까이 증가했고, 입
소 인원수도 350만 명을 돌파하였다. 심지어 3세 이하 영유아의 입소율도 
30%에 달하였다.107) 

107) MoreCare·腾讯教育, 2017, 0~3岁儿童托育服务行业白皮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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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1979년 베이징 방직공장 단위 탁아소108)

<그림 2-12> 1981년 베이징 투안지에후 가도 탁아소(베이징일보)109)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시장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직장탁아소나 
여성 육아휴직 등이 점점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기업은 노동
력 선택에 있어서 여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적 보장이 사라진 많
은 여성은 퇴직하였다. 증가하던 보육시설도 일정 시기가 지나자 점점 감소
하기 시작했다.

1978년 11계 3중전회 이후에도, 국가 “공립보육(公辦托幼)”이라는 사상적 
지침은 변화가 없었다. 이 시기의 공공보육은 여전히 집단복지의 형식으로 
주로 기업 및 단위가 제공하였다(卜越, 2020). 하지만 1982년 공공보육 사
업을 총괄했던 전국탁유영도소조는 국가기관 개혁 과정에서 ‘해체’되었고, 몇 
년 간 보육 사업은 공백기였다. 1987년 국무원은 ‘유아교육사업 영도관리 임
무의 명확한 분업에 관한 문의(關於明確幼兒教育事業領導管理職責分工的請
示)’에 대해 답변하면서, 유아교육사업의 행정 분업을 재규정하였다. 교육부
문은 유아교육의 사업방침, 계획, 정책의 제정을 책임지고, 위생, 기획, 재정 
등 부문도 이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동시에 유아교육의 ‘지방 책임, 
분급 관리(地方負責、分級管理)’ 방침을 확정하였다. 공적 보육의 중심 행정
주체가 사라지고 여러 기관과 지역정부가 보육업무를 나눠가지게 된 셈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단위 탁아소 체제는 붕괴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
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시장경제 시대의 개막이다. 1984년, ‘중공중앙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이 발표되었고, 
중국에 시장경제 시대가 열렸다. 단위가 설립한 탁아소와 유아원은 손익을 
단위 스스로 책임져야 했고, 3세 이하 영유아 보육은 점차 (국가 또는 단위
108) 人民资讯(2021.11.28.), 曾经的厂办托儿所解决了多少双职工的育儿烦恼老照片怀旧二
     胎生育托儿所. 
109) 北京日报(2022.03.24.), 解放“妈妈”生产力的家庭托儿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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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사회의 부담이 되었다. 1988년 국무원판공청은 ‘유아교육공작 강화 
의견 통지(加強幼兒教育工作意見的通知)’를 발표하였고 “유아교육 사업은 국
가가 전담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幼兒教育事業不可能也不應該由國家
包起來)”, “자녀 부양은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회
적 의무고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이 때 정책적으로 
유아보육, 공공보육 부분을 약화시키고 “취학 전 교육(學前教育)”을 강조하였
다. “취학 전 교육”은 일반적으로 만3세 이상의 아동에만 해당된다(卜越, 
2020). 이처럼 단위와 집체의 지원이 없어지자, 많은 보육기관은 자금 부족
과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1992년 「90년대 중국아동발전계획강요(九十年代中國兒童發展規劃綱要)」
는 취학 전 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의’ 역량을 동원하는 다양한 방
법과 형식으로 유아교육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하였다. 중국 사회보장의 역
사에서 ‘사회’라는 단어는 사실상 복지의 국가부담 감소 및 시장화를 의미한
다. 이는 결국 가족에 의한 복지가 된다. 이 문제를 보육과 관련해서 명징하
게 보여주는 것이 1995년 국가교육위원회와 전국부녀연합회가 공동으로 발
표한 ‘기업 유아원 설립에 관한 여러 의견(關於企業辦幼兒園的若干意見)’이
다. 이 의견에서는 ‘사회의’ 역량에 의지하여 유아교육의 방침을 견지한다고 
되어 있다(瞿寧, 2019). 유아교육 사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국가, 집체, 기업, 
사업, 공민 개인이 모두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
다. 특히 이 지침은 변화하는 개혁개방 경제의 환경에서 기업 변화과정의 불
가피성을 정당화해주는 측면이 있다. “기업이 경영 메커니즘을 전환하는 과정
에서 정부의 총괄 하에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극적이고 온당한 대책을 취
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업이 전부 부담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이 되는 기업은 계속 유아원을 지속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속 유아원을 현지 교육부문에 넘겨 관리하거나 기타 개인 혹은 
단체가 책임관리 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앞서 서술한 
사회재생산에 대한 ‘기업부담론’을 정당화하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유아원을 새로 만들 때는 철거한 유아원보다 규모와 면적이 작아서는 안 된
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 의견에서 주목할 것은 ‘사구’의 지원과 관리를 강화
하라는 것이다. 사구 서비스에 유아교육을 명확히 포함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와 같은 1990년대의 소위 ‘사회화’ 과정을 거쳐, 1991~2000년 영유아 
공립 기관 입소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04~2011년 0%대로 떨어졌다. 
0~3세 아이는 주로 조부모가 돌보거나, 적지 않는 엄마는 자녀를 돌보기 위
해 퇴직을 선택했다. 공립 보육 서비스는 완전히 위축되었다. 일부 3세 이상
이 입소하는 공립 유아원 내에 탁아반이 개설되기도 했으나 만 30개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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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개월의 영아부터 입소 가능했다(楊菊华, 2018) 
<표 2–3>에서 보다시피, 60년대 이전은 아이모 본인 돌봄이 50.7%에 달

했다가 60년대 이후부터 현저히 떨어지고, 80년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90
년대에 들어서면 다시 50%를 넘게 된다. 

주돌봄자
60년대 이전

(67)
60년대

(63)
70년대

(72)
80년대
(214)

90년대
(64)

합계
(480)

시어머니 또는 
남편쪽 친척

17.9 39.7 29.2 30.8 39.1 31.0

친정엄마 또는 
친정쪽 친척

14.9 14.3 22.2 17.3 7.8 16.0

탁아소, 유아원 14.9 15.9 15.3 11.2 1.6 11.7

본인 50.7 27.0 25.0 39.7 51.6 39.0

기타 1.5 3.2 8.3 0.9 - 2.3

<표 2-3> 첫째 자녀 1세 전의 주보육자 비율(%)
** “기타”는 이웃, 친구(0.6%), 보무 고용(0.8%), 기타(0.8%) 포함

출처: 關穎, 2006: 166

<그림 2-13> 첫째 자녀 1세 전의 주보육자 비율
출처: 關穎, 2006: 166 바탕으로 작성

2000년대 이후에 중국의 공적 보육체제에서 국가는 거의 사라진다. 이는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사회화(시장화)라는 커다란 흐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잉싱, 2017: 190; Yanxia&Maclean, 2012: 665). 도시 고용에서 공적 부문
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8년의 100%에서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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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7년에는 2/3, 1998년에는 1/2, 2002년에는 1/3, 2006년에는 1/4, 
2010년에는 1/5까지 줄었다. 이제는 20% 이하의 노동자만이 단위에서 근무
하고 있다(Yanxia&Maclean, 2012: 665,678). 당시 당과 정부는 보육의 ‘사
회화’ 논리를 내세웠다. (한국에서의 의미와는 달리) 여기서 사회화란 사실상 
‘시장화’에 가까운 것이다. 중국은 영아 보육보다는 취학전 교육으로서의 유
아 교육을 압도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2000년대가 
되면, 갈수록 국공립 유아원은 줄고 사립의 비중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교육부문 및 집체 민간사립 기타 부문

2003년
33.9% 48.1% 18.0%

353,818인 502,095인 187,676인

2009년
26.1% 68.4% 5.4%

474,736인 1,242,323인 99,030인

<표 2-4> 중국 설립주체별 유아원 비율과 재원생수
출처: 李沛霖 외, 2017: 74

2001년 ‘국무원 기초교육개혁과 발전에 관한 결정(國務院關於基礎教育改革
與發展的決定)’에 따르면 사구에 의존하여 대대적으로 사회 역량을 동원해서 
유아원을 건설한다. 2003년 ‘유아교육개혁과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關於幼兒
教育改革與發展的指導意見)’에 따르면 사회 역량에 의지하여 유아원 건설하
는 것을 주체로 하고 민간, 정규적인 교육과 비정규적인 교육 결합하는 발전 
패턴을 구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중국의 기관보육 이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상태가 되었다. 『중국 인구와 취업통계 연감(中國人口與就業統計年鑑)』에 
등록된 영유아 인구수와 교육부가 제공한 3세 이하 영유아의 기관재원생 수
로 계산하면 2010년 0~3세 영유아의 기관보육 이용률은 5% 미만이었고, 
2015년은 1.5%였다. 2016년 국가위생 및 계획출산위원회(현 국가위생건강
위원회)110)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세 이하의 영유아 기관 보육 이용률은 
4%에 불과하다(李沛霖 외, 2017: 73).

현재 중국 정부가 말하는 학령기 이전 교육은 만3~6세 유아원 교육과정만 
의미한다. 0~3세는 “가정에서 키우라”는 정책적 메시지가 매우 강력했던 셈

110) 2018년 3월 13일 제13계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국가위생 및 계획출산
위원회가 해산되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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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 한자녀정책의 영향으로 한 자녀 정도는 조부모
의 도움으로 감당할 만하다고 인식되었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보육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00년대가 지나서였고, 보육의 그 심각성과 중대함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저출산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다. 

  2) 출산휴가 제도 존속의 특징

앞서 살펴보았듯이, 단계성취업 논란은 장기 육아휴직에 대한 여성들의 거
부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보육 문
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을 당연시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는 출산휴가를 둘러싼 여러 제도와 규정들에서 잘 드러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출산휴가 제도를 개혁했다. 계획경제 시기 여성 노
동자의 출산휴가 기간이었던 56일을 1988년에 ‘90일’로 연장하였고, 이후 
2012년에는 ‘98일(14주)’로 연장하였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은 출산 보조금
을 받는다. 출산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사업체의 전해 연도 해당 직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출산보험 기금에서 지급한다. 한국처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지 않고 별도의 출산보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출산보험 미가입자의 경
우,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고용 기업에서 지급한다
(김영란‧조선주‧배호중, 2019). 여기에 모유수유 휴가(哺乳假) 또는 자녀양육 
휴가가 추가된다. 이것이 사실상은 여성 육아휴직과 유사하며, 보통 3개월 실
시된다. 긴 곳(예를 들어 西藏)에서는 1년까지 실시된다. 아이가 만 1세 미
만의 영아일 경우, 어머니는 매일 1시간의 수유 시간을 갖는다. 

1982년 국무원은 ‘중공중앙, 국무원 진일보한 계획출산 공작을 다하는 것
에 관한 지시(中共中央、國務院關於進一步做好計劃生育工作的指示)’를 발표
했다. 한 자녀 및 그의 가정을 장려하고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방법을 마련했다. 예컨대 한 자녀에게 보건비를 지급하고, 부부 
소속 단위에서 각각 50%를 부담한다. 직공 가운데 한 자녀를 낳은 모친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단위가 허가를 해주면 출산휴가를 적당히 연장할 수 
있고 출산휴가 기간의 월급도 그대로 지급한다.  

1988년 국무원이 발표한 「여직공 노동보호 규정(女職工勞動保護規定)」
은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였다.111) 수유휴가도 추가되었다. 이 규정은 세

111) 해당 규정은 1988년 9월1일부터 실시되었으며, 1953년 1월2일 정무원이 수정 발표
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中華人民共和國勞動保險條例)」 중 여성 노동자 
관련규정과 1955년 4월26일 「국무원 여성 공작인원 출산휴가 관련 통지(國務院關
於女工作人員生產假期的通知)」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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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규정들이 있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제8조, 여성 노동자의 출산휴가는 90일이다. 90일 중에 15일은 출산 전 휴
가다. 난산의 경우 15일 증가한다. 다둥이 출산의 경우, 영아 한 명 
당 출산휴가 15일 증가한다. 여성 노동자가 임신하되 유산된 경우, 소
속 단위는 의무 부문의 증명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의 출산휴가를 줘
야 한다.

제9조,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여성 노동자는 소속 단위가 마땅히 매 노동
시간마다 두 번의 수유(모유수유 포함)시간을 줘야 한다. 매번 30분이
다. 다둥이 출산의 경우 영아 한 명 당 추가시 수유시간 매번 30분 
추가된다. 여성 노동자 매 노동시간의 두 번의 수유시간을 합쳐서 사
용할 수 있다. 수유시간과 단위 내에서 수유하기 위한 이동시간은 노
동시간으로 본다.

제10조, 여성 노동자에게 수유기일 때 소속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제3급 육
체노동 강도에 해당하는 노동과 수유기에 금지하는 노동을 배정하면 
안 된다. 또한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야간근무를 
배정하면 안 된다.

제11조, 여성 노동자가 비교적 많은 단위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자체적
으로나 공동 설립의 형식으로 점차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위생실, 임
산부 휴게실, 수유실, 탁아소, 유아원 등의 시설을 설립해야 한다. 또
한 생리위생, 수유, 영아보육 등 방면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의 어려운 
점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야 한다.(강조는 인용자)

이상의 규정들은 작업장 내에서도 어느 정도 육아가 가능하도록 세밀하게 
법으로 규정한 것인데, 난산, 다둥이 출산, 유산 등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
으로 거론하고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성이 근무 중에도 아이
에게 수유하고 최소한도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육 시기에 
고강도 노동이나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직장 내에서 보육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가시화’하고 있다. 그만큼 이 시기
까지 보육 문제는 기업 자체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4년 12월 14일 발표한 노동부 「기업직공 출산보험 시행방법(企業職工
生育保險試行辦法)」은 「노동법」을 철저히 실행하고 기업 여직공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부터 실행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본 방법은 도시와 진의 기업 및 소속 직공에 적용된다.
제3조, 출산보험은 소속 원칙에 따라 조직한다. 출산보험비용은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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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한다.
제4조, 출산보험은 “지출에 따라 수입을 정하고, 기본적으로 수지균형 맞추

기(以支定收，收支基本平衡)”의 원칙에 의해 자금을 마련한다. 기업이 
월급 총액의 일정 비례에 따라 사회보험 책임기관에 출산보험료를 납
입하여 출산보험기금을 건립한다. 출산보험료의 납입 비례는 현지 인
민정부가 계획 내 출산인구수와 출산수당, 출산의료비 등의 비용에 근
거하여 정한다. 그리고 비용지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
다. 하지만 월급 총액의 백분의 일(1%)을 초과할 수 없다. 기업이 납
입한 출산보험료는 기관 비용으로 처리되며 기업 관리비용으로 본다. 
직공 개인은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5조, 여직공의 출산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한
다. 출산휴가 기간의 출산수당은 소속기업 전해 직공 월평균 월급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출산보험기금으로 지불한다.

제6조, 여직공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약값
은 출산보험기금이 지불한다. 규정된 의료 서비스비와 약값을 초과한 
경우(자비 약품과 영양제)는 직공 개인이 부담한다. 여직공이 출산하
고 퇴원한 이후 출산에 기인한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출산보험기
금이 지불한다. 기타 질병의 의료비는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규정에 따
라 처리한다. 여직공이 출산 휴가를 마친 후, 질병으로 인해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가 규정과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출산보험기금은 노동 부문에 소속된 사회보험 책임기관이 수입과 지
불, 관리를 담당한다.

이 시행규칙도 중국의 출산보험 제도가 기업과 여성 노동자의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제 3 절 2010년대 이후 저출산기 보육체제의 역설적 
공공성
  1.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1) 여성 취업률 하락과 불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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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1990~2017)
출처: 도남희 외, 2020: 61

1990년대부터 중국 전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73%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3년에는 61.1%로 감소했다. 여성노동이 계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국제노동기구(ILO)의 데이터를 통해 국제비교를 하
면, 2017년 61.8%로, 같은 해 전 세계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평균
인 48.6%보다 약 13%나 높다. 중국 통계국의 ‘중국 부녀 발전 강요(中国妇
女发展纲要, 2011-2020年)’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여성의 고용률은 43.7%
에 달해 전년도에 비해 0.2% 증가했다. 전체 노동자 중 여성비율이 43.7%를 
차지하므로 상당히 양호한 것이다. 

서론에서 문제제기했던 보육실천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여성경력단
절’에 초점을 맞추면 중국 젊은 여성들의 경력단절 정도는 대만과 한국과 비
교하면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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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중국 도시, 대만, 한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2016)
출처: 이경아, 2020: 180

이처럼 양호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여성노동자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쇠퇴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부녀회가 담론이나, 단계
성취업 논란 등은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
적 측면에서 약화시키는 요인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여성 노동시장 지위 쇠
퇴를 최근의 채용 사례와 해고 사례를 통해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다. 

2010년 구삼학사 산시성위원회(九三學社陜西省委員會)는 여대생 구직 과
정에서의 성차별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베이징, 상하이, 선양, 시
안, 선전, 쿤밍 6개 도시에서 1,333개의 설문지를 회수했다. 여성 응답자 
59.56%, 남성 응답자 40.44%였으며, 응답자 연령은 20세~39세였다. 조사결
과에 의하면, 36.3%의 여성이 미취업 상태이며 23.9%의 남성이 미취업 상태
였는데, 응답자의 55.7%가 구직 과정에서 성차별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성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성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남성의 
약 두 배였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44%가 구직 과정에서 ‘결혼’, ‘출산’ 차별
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단위가 요구한 출산보증서에 사인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출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거나, 계약서에 임신금지 조항을 포함시키거
나, 구두로 임신금지 서약을 요구했다. 심지어 여성 응답자의 무려 8.7%에게 
채용시 건강검진에서 임신여부 검사를 요구했다.112) 

2021년 3월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여직공 권익보호 사례를 언론에 소
112) 7.31%가 출산보증서에 사인했다고 한다(재직 중 출산 금지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출산 금지). 6.13%는 근로계약에 임신 금지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8.10%는 “구두
로 임신 금지” 요구를 받았다. 4.74%는 임신하면 고용단위가 협박, 직무 이동, 감봉 
등 방법으로 사직서 제출 유도한다고 밝혔다. 张春玲(2011.07.27.), 女大学生就业困
境调查, 三秦都市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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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면서, ‘여직공이 출산장려휴가 때문에 해고(女職工休生育獎勵假遭開除)’
라는 글을 웨이보에 등록했다. 광저우시 가전제품 업체의 한 여성 직원은 98
일 기본 출산휴가를 쉰 다음 80일의 ‘출산 장려휴가’를 신청하고 계속 쉬었
는데, ‘무단결석’을 했다는 사유로 해고되었다. 「광둥성 인구와 계획출산 조
례」에 의하면 “법률, 법규에 부합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의 경우, 여성에
게 80일 장려 휴가, 남성에게 15일 동반 출산휴가를 준다. 휴가 기간에 급여
는 그대로 지급하고 복지 대우와 개근 수당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
어 있으나, 출산장려휴가 기간의 출산보조금을 사회보험기금에서 주는지 기
업에서 지불하는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 여성은 2012년 입사
하였고 2019년 5월 8일 한 아이를 출산해서 5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기
본 출산휴가 98일을 나갔다. 2019년 8월 20일, 회사는 연속 6일 무단결석이
라며 ‘노동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내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여성
은 8월 1일 회사의 인사책임자에게 장려휴가를 추가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했
으나 회사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무단결석으로 간주된 것이다.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여성이 합법적으로 출산하고 2019년 8월 11일~10월 29일 
80일 장려휴가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장려휴가를 사전 신청했기 때문에 회사
의 해고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113)

이 같은 여성 경제활동 쇠퇴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국의 가정은 
일반적으로 ‘맞벌이 가정’이 대다수이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여성의 고용률
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대단히 높다. 기혼남성이 홀로 가정경제를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성이 출산 후 보육과 가사를 전담하는 이른바 전
업주부 모델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소수다.114) 그래서인
지 중국은 한국과 달리 맞벌이 부부/외벌이 가정 비율 통계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맞벌이 비율은 경력단절 통계를 통해 추론할 수밖에 없다.115) 

113) 羊城晚报金羊网, 2021.03.03. 广州中院: 近两年女职工劳动争议案件总数略降，“三期”
案件显增. 

114)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이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이중화되어 있
는 상황인데, 사실상 정규직 시장의 경우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즉 전업주부 
모델)의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후자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시장은 구조적
으로 맞벌이 모델을 강제하는 면이 있다.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은 본고
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또 다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15) 중국이 한국과 달리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비율 통계를 산출하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맞벌이 부부가 많고 사회적으로 당연시 여겨진
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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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전국, 도시, 농촌별 남성과 여성 고용률(1990,2000,2010)116)

  2) 중국 여성의 경력단절과 보육실천

<그림 2-16> 중국 도시 출산여성의 경력단절 비율(%)
출처: 黃桂霞, 2014

중국 70년대 이후 여성 경력단절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80년대 말까
지는 경력단절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가,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궤이샤는 제3기 중국여성사회지위조사의 전국 비농업
종사자 또는 출산한 여성 6,687명을 조사하여, 출산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경력 중단’이 있는 여성이 평균 20.2%라고 지적하였다.117) 사실 어느 정도 
직장을 다니지 않아야 경력단절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애매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연령대별 여성고용률의 추이를 살펴서 M자형 곡선이 나타나는
지를 보는 것이 경력단절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연령별 분포는 아

116) The All China Women’s Federation, 2001, Executive Report of the Second 
Sample Survey on Chinese Women’s Social Status 1990 2000.

     The All China Women’s Federation, 2011, Executive Report of the Second 
Sample Survey on Chinese Women’s Social Status 2010.

117) 경력단절을 6개월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은, 6개월 이상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그
만두었다고 간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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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그림과 같다(黄桂霞, 2014). 50대 여성들은 자신들이 결혼 출산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않으며, 40대도 급증하긴 했지만 
30% 미만만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하지만 30대의 경우 40%가 넘었다.  

<그림 2-17> 결혼 출산으로 인한 6개월 이상 경력단절
출처: 제3기 중국여성사회지위조사 재구성

10년 단위로 연령대별 여성취업률 곡선을 살핀 다음 자료는 M자 곡선의 
장기변동을 보여준다. 중국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의 곡선이 1990년~2010년
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20대와 30대 여성의 취업률이 특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대와 30대 여성들의 고용률은 20년 사이에 
거의 10% 정도 낮아졌다.

<그림 2-18> 중국 연령별 여성 고용률(1990, 2000, 2010)
출처: 중국 1990년 인구조사자료, 중국 2000년 인구조사자료, 

중국 2010년 인구조사자료.

출산 및 보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력단절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가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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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그래프는 중국의 0~6세 아이를 둔 여성의 취업률과 비경제활
동인구가 10년 사이에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0~3세 영유아를 둔 여성의 
추이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감소하는 추세란 것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3세 이하 아이를 둔 여성의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더 ‘급감’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도 ‘급증’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2-19> 중국 도시 0~6세 엄마의 취업률(%)
출처: 2, 3차 중국 여성사회지위조사통계118)

<그림 2-20> 중국 도시 0~6세 엄마 “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
출처: 2, 3차 중국 여성사회지위조사통계119)

118) 張亮, 2014의 표를 그래프로 재구성
119) 각주 118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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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국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수치는 아직까지 높지만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여성 고용률은 서서
히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 경력단절은 아이가 어릴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중국이 보육 관련한 공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여성의 노동시장으
로부터의 퇴출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기를 맞아 중국은 사
회주의 시기의 보육공공성 쇠퇴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공성이 등장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 한자녀 정책의 해체

  1) 한자녀 정책 완화 과정 : 저출산 현상의 도래

<그림 2-21> 중국 1950~2016년 장기 합계출산율 추이
출처: 유멍‧최미향, 2019:107 재인용

2010년대는 장기합계출산율 추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저출산 국면이 도래
하면서 기존의 강력했던 한자녀 정책이 급속히 완화되면서 거의 해체에 이르
는 시기다.   

2011년 11월 ‘쌍독 두자녀’(雙獨兩孩, 부부 모두 독자인 경우 둘째까지 가
질 수 있는 인구정책) 정책이 실행되었다. 2013년 12월, “단독 두자녀”(單獨
兩孩, 부부 중 한쪽이 독자라면 둘째까지 가질 수 있는 인구정책) 정책이 실
행되었다. 결국 2016년 1월 “두 자녀”(二孩, 한 가정 한 자녀 인구제한 정책
이 두 자녀까지 둘 수 있게 완화되었음) 정책이 정식 실행되었다. 2016년 
“두자녀 정책” 실행된 이후에야, 0-3세 아동의 공공보육 서비스는 주목받기 
시작했다. 저출산 현상이 그만큼 명료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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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두 자녀 정책이 좋다, 나는 둘째를 낳겠다120)
(2017년 두 자녀정책 관련 거리 선전화)

이로 인해 5년간 연평균 300만 명의 출생아가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되었으나, 최근 통계를 보면 예상치를 크게 밑돈다.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7
년 중국 출생인구는 1,723만 명으로 전 해에 비해 63만 명 감소되었다. 
2018년은 1,523만 명으로 전 해에 비해 200만 명이 감소되었다. 2019년은 
1,465만 명으로 전해에 비해 58만 명이 감소되었다(范明麗·李聰聰·賀振蓉, 
2020: 38). 이처럼 중국의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이다. 이러한 저출산 
경향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출산율이 한자녀 정책을 
폐기한 뒤에는 크게 줄지는 않고 있어 중국 정부는 저출산에 대해 그다지 심
각하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그림 2-23> 중국 2011~2019년 출생인구 추이(만명)
출처: 房莉傑·慧玲, 2012: 87

120) 포스터 내용: 한 명은 너무 적고, 둘이 딱 좋다. 한 명은 시집가고 한 명은 (부모) 
부양한다. 한 자녀는 가난하고 두 자녀는 부유하게 산다. 전면적인 소강의 길은 당
이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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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자녀 정책 완화의 영향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째 아이를 낳는 비율은 매우 높아졌지만(그
래서 총 출산율은 별로 줄지 않고 있지만), ‘첫째 아이의 비율’이 급격히 줄
었다. 낳는 가구만 낳는 것이다. <표2-6>에서 보다시피, 첫째 자녀 출생인
구가 2016년 973만 명에서 2019년 무려 593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4년 사
이에 380만 명이나 감소한 것이다(风笑天, 2020). 비율로 따지면 3년 사이
에 30% 이상 줄어들었다.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또는 늦게 아이
를 가지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국가통계국 인구와 취업통계사
(國家統計局人口和就業統計司) 사장(司長) 장이(張毅)는 “출생 인구 중 ‘둘
째’ 및 이상의 비중이 ‘첫째’보다 현저히 높다. 2019년 ‘둘째’ 및 이상의 비중
이 59.5%로 전 해에 비해 2.1%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아이를 낳는 가
정만 낳고, 첫째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둘째
를 낳기로 결단하는 것도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6년 광저우일보(廣
州日報)는 중국 제1차 “2·22 두자녀 가정일(二孩家庭日)”을 맞아 24,000의 
두 자녀 가정을 상대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둘째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70%는 “돈”, 65%는 양호한 부부
관계, 63%는 건강으로 꼽았다. 둘째 출산으로 인해 가장 큰 고민은 보육이
다. 보육부담과 관련하여 80%는 조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70%는 “보육할 사람이 없음”을 가장 큰 부담으로 뽑았고, 출산휴가가 연장되
었지만 80%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70%는 조부모가 보육에 참여
하고 8%는 조부모로부터 보육비를 받았다. 약 80%의 가정이 조부모의 도움
을 받는 셈이다.121) 

121) 中国新闻网(2016.02.21.), 广东举行首个“二孩家庭日”专家热议二孩压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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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중국 “단독 두자녀” 정책과 “전면적 두자녀” 정책 시기 
인구 출생수와 출생 순위별 인구 출생수(만 명)

출처: 卜越, 2020

두 자녀 정책 이후 북경의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 부모들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두 자녀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로 나타나 인구
제한 정책의 철폐가 저출산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
외정책연구원, 2017: 223). 이와 대조적으로, 2016년 전국부련 아동공작부가 
베이징사범대학 중국 기초교육 품질 모니터링 협력 혁신센터(China basic 
education quality monitoring Collaborative Innovation Center)와 공동으로 
발표한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가 가정교육에 미친 영향(實施全面兩孩政
策對家庭教育的影響)’ 조사보고서에서는 한 자녀 가정의 53.3%가 둘째 자녀
를 출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122)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의 고학력
자들 중 60%이상의 가정이 둘째를 원하지 않았다. 둘째는 여성의 일가정 균
형에 큰 도전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베이징 지역과 도시 지역의 부모 가
운데 70% 이상은 엄마의 경력, 가정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유아원 입소 전
까지 돌봄자 유무가 가장 우선적인  고민이었다.123)  

따라서 두 자녀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출산계획을 실제로 수립하는 
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봐야할 것이다. 추가 출산을 포기한 이유는 한국과 유
사하게도 보육과 경제적인 부담이 각각 33.2%와 77.4%를 차지했다(全国生
育状况抽样调查, 2017). 바람직한 자녀수를 두 자녀로 생각하더라도, 비용부
담이라든가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 둘째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대외
정책연구원, 2017: 233).

현재 중국은 가임기 여성 전체수 자체가 급격히 줄고 있을 뿐 아니라, 출
122) 전국 10개의 성과 시의 0~15세 아동을 가진 1만 명 이상의 부모들 조사.
123) 新华网新闻(2016.12.28.), 全国妇联发布实施全面两孩政策对家庭教育的影响调查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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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한국에 비하면 출산 연령이 아직 낮은 편이
지만, 추세로 보았을 때는 2006년 24.3세에서 2016년 26.9세로 급격히 높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림 2-24> 중국 가임여성수 변동 추이
출처: 유멍‧최미향, 2019: 107 재인용

결국 2021년 들어 중국은 ‘세자녀 정책’까지 시행하게 되었다. 5월 31일 
중공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열어 ‘생육정책 최적화를 통한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關於優化生育政策促進人口長期均衡發展的決定)’을 심의하여, 한 부부에 
세 자녀 출산 가능 정책과 관련된 출산 지원 조치를 실시하였다. 저출산과 
출산 및 보육이 정책적으로 연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2021년 7월 20일 
‘중공중앙 국무원 생육정책 최적화를 통해 인구 장기간 균형 발전에 관한 결
정(中共中央、國務院關於優化生育政策促進人口長期均衡發展的決定)’을 공식 
발표하였다.  

  ‘제14차 5년 계획’ 기간 중국 인구는 중도노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이 예상
되며 2035년 전후 중도 노령화단계에 진입한다면 경제운행 전 영역, 사회건
설 모든 측면, 사회문화 다방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자녀 생육
정책과 지원조치는 생육 가능성과 인구 노령화 속도를 완화하고 세대 간 화
목을 촉진시켜, 사회 전체의 활력을 강화하는 데에 유리하다. … 군중의 생
육관념은 전반적으로 적게 낳고 잘 키우는 방향으로 전향하였고 경제적 부
담, 자녀 보육, 직업발전에 대한 여성의 우려 등은 생육을 제약하는 주요 요
인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계획생육법(中華人民共和國人口與計劃生
育法)’을 수정하여 적령기 결혼 출산, 건강한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것을 
제창하며 세 자녀 생육정책을 실시한다. … 사회부양비(社會撫養費) 등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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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소하여 관련 처벌규정을 폐지한다. 호구 전입, 입학, 입사 등을 개
인 출산 상황과 전면적으로 분리시킨다. ... 조건이 있는 고용단위는 직공에
게 보육서비스 제공을 지지한다. 국유기업 등 주체가 각급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 혜택 보육서비스 시스템 건설에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한다. 사구 보육
서비스의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거주 사구 영유아 활동공간과 서비스 시설
을 보완한다. 가정보육에 대한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조부모보육, 가정 간
의 상호 돌봄 등 돌봄 모델을 지지한다. 가정기업 보육서비스 확대를 지지한
다. 조건이 있는 유아원 만2~3세 유아 모집을 격려하고 지지한다.124)(강조
는 인용자)

이러한 결정에 따라, 13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20
일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계획생육법(中華人民共和國人口與計劃生育法)’을 
수정하였다. 수정 내용은 앞서의 ‘결정’과 유사하지만 일부 문구가 다르기 때
문에 인용하도록 하겠다.

    세 자녀 생육정책을 명확히 실시할 것이다. … 사회부양비를 취소하고 관
련 처벌규정을 삭제하며 세 자녀 생육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한
다. … 국가는 조건이 있는 지역에서 부모 육아휴가 실시 지지한다. … 국가
는 재정, 세수, 보험, 교육, 부동산, 취업 등 지원조치를 통해서 가족생육, 
양육, 교육 부담을 덜어준다. … 국가는 부녀 취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이며 출산으로 인해 취업에 영향을 받는 여성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보편 혜택 보육서비스 시스템 건설을 추진한다. 사회의 힘으로 
보육기관 건설을 격려하고 인도한다. 유아원, 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구에
게 보육서비스 제공을 지지한다. 도향 사구에서 영유아 활동공간 및 서비스 
시설 건설과 공공장소와 여직공이 비교적 많은 고용단위에서 수유시설 배치
를 명확하게 한다. 가족 영유아 돌봄에 대한 지지와 지도를 강화한다.125)(강
조는 인용자)

결정문을 보면, 저출산과 보육을 연계하는 정책적 인식과 지향이 드러나고 
‘보편혜택 보육(普惠托育)’을 거론하지만, 국가가 보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겠다는 의지보다는 ‘사회의 힘으로, 격려, 인도, 지지, 지도’ 등 애매한 단어들
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산아제한의 철폐가 곧 저출산 추세를 효과
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이다. 중국 정부가 자녀 제한 철폐와 저출산 
124) 中共中央·国务院(2021.07.20.), 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
125)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2021.08.20.), 中华人民共和国人口与计划生育法, 中国

人大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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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  
‘첫째 아이 비출산’이야말로 사실상 중국 미래 저출산 경향의 핵심이 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둘째 자녀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결국 자녀가 
둘 이상 되는 집이 많아지면서 조부모의 보육 문제가 보육실천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듯이,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때는 저출산을 경험했던 구미 국가들은 21세기 들어서 출산율이 회복되는 
추세다. 따라서 왜 저출산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뿐 아니라, “왜 어떤 국가들
에서는 출산율의 반등이 일어나는가”라고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김영미·계봉
오, 2015: 2). “이행의 초기에는 새로운 성평등주의적 가치가 확산될수록 출
산율이 낮아지다가, 이행의 중기 이후에는 성평등주의적 가치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에스핑 앤더슨은 관찰한 바 있다
(Esping-Anderson, 2015). 하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는 출산율의 반등이 일어
나고 있지 않다. 

  3. 조부모 보육부담 강화 : 역설적 공공성

90년대부터 0~3세 보육에 대한 공적 지원이 거의 사라져가는 중국 현실에
서 ‘조부모 보육’은 점점 더 필수적인 보육실천이 되고 있다. 조부모가 손자
녀를 돌보는 가족에 의한 비공식 보육 지원 덕분에 중국은 공적 보육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유지해 왔다
고 할 수 있다. 경력단절이 적은 마법의 뒤에는 공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것, 
즉 가족 중 조부모의 역할이 일종의 그림자 노동으로 숨어있는 셈이다. 

  1) 조부모 보육 관행의 강화

  ① 조부모 보육관행의 법제화
개혁개방 이전 사회주의적 공보육체제가 작동하여 조부모 보육에 대한 논

의가 부재하던 시기와 달리, 중국은 1980년 혼인법 개정안에서 조부모와 조
손 간 상호부양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기 시작했다. 

1980년의 「혼인법」은 가족 범위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외)조부모의 
미성년자 (외)손자녀에 대한 부양조건을 “부모 사망” 시로 규정하였다. 그러
다가 2001년 개정한 「혼인법」에는 “가족 구성원 간에 어른을 공경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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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를 사랑하며 상호 돕고, 평등, 화목, 문명한 혼인가족관계를 수호해야 한
다.”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조부모는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부양할 능력이 
없으면” 손자녀를 부양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강조는 인용자).126) 처음으로 
가족관계를 부부관계 외로 확대시켰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
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가 가까운 친족이고 배우자, 부모, 자녀와 공
동 생활하는 가까운 친족이 가족 구성원”이라고 규정한 것이다(李碩, 2019: 
176). 왜 가족범위를 새롭게 규정한 것일까. 이는 조부모보육이 개혁개방 이
후 필수적인 관행이 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
도적으로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면도 존재한다. 

사실 ‘공동생활’이라는 용어는 매우 애매한 것이다. 공동생활을 동거로 한
정지을 수도 없으며, 게다가 (외)조부모의 미성년 (외)손자녀에 대한 돌봄은 
며느리 혹은 사위에 대한 법적 의무로 볼 수도 있고 도덕적인 의무가 될 수
도 있다. 만일 부모와 성인 자녀가 동거하더라도,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을 거
부할 경우 며느리 또는 사위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李碩, 
2019: 176). 2020년 5월 28일 13계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중화
인민공화국 민법전(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이 통과되고 2021년 1월1일부터 
이 1980년의 「혼인법」은 폐지되었다. 

  ② 조부모 보육과 가구 거주형태 
중국에서 조부모의 보육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가구의 거주형

태다. 중국에서는 조부모, 부모, 자녀 3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형태의 가
구가 여전히 많다. 아주 최근의 연구는 없지만, 2000년대부터 2012년까지의 
추이는 확인할 수 있다. 취쟈야오와 쑨루쥔은 중국노령과학연구센터 2000년, 
2006년의 전국 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중국 노인거주의 특징과 변화에 대해
서 분석하였다. 중국노령과학연구센터는 2000년에 “중국도시와 농촌 인구상
황 이회성 표본추출 조사”를 진행했고 2006년 조사는 2000년에서 이어진 조
사다.127) 2000년, 2006년 중국 노인의 가장 주된 거주형태는 ‘3세대 확대가
족’이다. 2006년에 이르기까지도 36.0%의 노인이 3세대 확대가족에 살고 있
었다. 그 다음이 배우자와 구성한 1세대 가족이며(32.3%), 자녀와 공동 거주
하는 2세대 가족은 3위로 17.1%였다(曲嘉瑶·孙陆军, 2011: 41). 물론 도시
보다 농촌에 확대가족이 더 많다. 도시 노인은 배우자와 거주하는 비율이 높
126) 中国人大网,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127) 중국 31개 성, 자치구와 직할시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00년은 20,255개 

유효표본, 2006년은 19,947개 유효표본을 획득했다. 본 조사의 표본에는 집체호구
에 속한 노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가정 호구에 속한 60세 이상 노인이 조사 대
상이었다.(曲嘉瑶·孙陆军, 201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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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농촌에서는 3세대 확대가족이 주요 거주형식이다. 2000년에 비해 2006
년에는 도시든 농촌이든 배우자와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했고 3세대 
확대가족의 비율은 감소했다(曲嘉瑶·孙陆军, 2011: 44).

<그림 2-25> 2000년, 2006년 중국 노인의 거주형태
출처: 曲嘉瑶·孙陆军, 2011: 42

           2000                     2006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독거                          7.4           8.3         8.3           9.3
배우자와 거주                 34.7         29.6        41.5         29.0      
자녀와 함께 거주              15.3         16.8        14.5          18.0
손자녀와 함께 거주            7.0          3.5         5.9           3.1
자녀, 손자녀와 함께 거주      34.4         41.3        27.4          39.0  
기타                          1.3          0.4         2.4           1.5
합계                         100.0        100.0       100.0         100.0

<표 2-7> 2000년, 2006년 중국 도시와 농촌 노인 거주상황(%)
출처: 曲嘉瑶·孙陆军, 2011: 42

이 연구에 이어서, 탕톈위안과 위쟈는 2012년 중국가정패널연구(Chinese 
Family Panel Studies, CFPS) 자료를 2011년의 취쟈야오와 쑨루쥔의 연구결
과와 통합하여 2000년, 2006년, 2012년 중국 노인의 주요 거주형태를 정리
하였다. <그림 2-26>을 통해서 “배우자와 거주”, “3세대 동거”가 여전히 중
국 노인의 주요 거주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와 거주”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3세대 동거”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는 유지되었다(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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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源·余佳, 2016: 52). 

<그림 2-26> 2000년, 2006년, 2012년 중국 노인 거주형태
출처: 唐天源·余佳, 2016: 52

 
2012년 중국 도시 노인 대다수는 “배우자와 거주”(43.7%)를 선택했다. 그 

다음은 “자녀, 손자녀와 거주”(30.0%)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자녀, 손자녀와 
거주”(35.6%)가 여전히 가장 주요한 거주형태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배
우자와 거주”다. 도시 노인은 도시 생활의 편의성과 비교적 좋은 복지사회보
장제도로 인해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촌 노
인은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더 의지하고 거주 관념이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녀와 거주”, “자녀, 손자녀와 거주” 비율이 도시보다 높다(唐天源·余佳, 
2016: 53).  

                  2006         
         도시                농촌

독거                           9.0                 9.3    
배우자와 거주                 43.7               32.7       
자녀와 거주                    9.9               13.2
손자녀와 거주                  6.8                8.4
자녀, 손자녀와 거주            30.0                35.6
기타                           0.6                 0.7
합계                          100.0               100.0

<표 2-8> 2012년 중국 도시와 농촌 노인의 거주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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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唐天源·余佳, 2016: 53

물론 가구구성의 형태 변화가 조부모 보육의 실체를 온전히 보여줄 수는 
없다. 동거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손자녀를 보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주보육자의 비율과 그 추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③ 높은 조부모 주보육 비율 
다음 그래프는 90년대부터 도시 ‘주보육자’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2-27> 중국 비농촌 지역 취학 전 아동의 보육모델 변화
(1991,1993,1997,2000,2004)

출처: 杜鳳蓮, 2008: 5

<그림 2-27> 그래프는 취학전 자녀 전체(즉 영아뿐 아니라 유아까지)를 
포괄하지만, 탁아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보육의 추세도 파악이 가능
하다. 부모 보육의 비율은 1997년 이전까지 증가하다가 1997년 이후 하락하
였다. 1997년 이전에 부모 보육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국유기업의 개혁에 따
라서 기관보육의 비율이 감소하는데 민간기관의 보육은 발달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 조부모 보육의 비율도 부모 비율의 추세와 거의 유사하다. 특히 친가
인 할아버지/할머니 보육의 비율은 외할아버지/외할머니보다 높다. 개혁개방
이 진행되면서 국가와 단위가 제공한 유아보육 서비스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
고 특히 단위 보육의 하락세가 더 크다. 어쨌든 민간기관의 시장화된 보육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杜鳳蓮, 2008). 



- 113 -

이러한 취학전 돌봄 전체 추세와는 별도로, 0~3세만 살펴보면 조부모 보육 
문제가 더 잘 드러난다. 2016년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10개의 대도시에서 만3세 이하 영유아 보육에서 주보육과 보조보육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조부모 보육의 비중은 무려 80%를 차지한다(刘中一, 
2018). 왕하이이(王海漪)는 2016년 중국 가정총조사(CFPS) 데이터를 통해
서 약 20%의 조부모가 손자녀의 주보육자이며, 특히 0~3세 영유아 보육은 
30% 가까이 주보육자라고 확인하였다(王海漪, 2021: 75). 2014년 중국고령
센터의 조사에서도 0~2세 아동의 60~70%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되
고 있으며, 30%는 조부모 주보육을 받고 있다(李芬·風笑天, 2016). 조부모가 
100% 돌보는 ‘전담’ 보육 중인 가구 수는 전체의 0.7%(1982년)에서 
2.26%(2010년)로 상당히 늘어났다(胡湛·彭希哲, 2014).

<표 2-9>에서 나타난 것처럼 2018년 0~3세 영유아 낮 시간 주요 보육
자는 엄마(58.9%), 할아버지/할머니(31.5%), 외할아버지/외할머니(5.7%) 순
이다. 탁아소에 입소한 영유아는 1.5% 뿐이다. 

<표 2-9> 2018년 3세 이하 영유아 낮과 밤 주보육자
출처: CFPS 데이터를 재구성(卜越, 2020)

<표 2-10>는 아이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본 낮시간 주보육자 비율이다. 1
세 미만 영아 낮보육의 주보육자는 엄마(83.7%)다.128) 그러나 아이가 성장
함에 따라 엄마의 비율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세 83.7%에서 2
세가 되면 45.5%로 떨어진다. 줄어든 보육 부담은 고스란히 조부모로 이전
되었다. 친조부모의 낮시간 주보육 비율이 0세 11.8%에서 2세 41.1%로 늘
어났다. 외조부모의 보육 부담도 0세 2.2%에서 2세 8%로 거의 비례하여 증
가하였다. 2세 때 낮시간 조부모(외가 포함)의 주보육자로서의 총 보육 비율
128) 중국 노동법에 의하면 여성 출산휴가는 최소 98일인데, 실제로는 각 성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120~188일 사이다. 맞벌이 부부 중 엄마는 보통 아이 5, 6개월 
때 복직해야 하지만, 80% 넘는 아이들을 엄마가 직접 보육하고 있는 것이다(卜越, 
2020).



- 114 -

(49.1%)은 결국 부모를 초과하게 된다.

<표 2-10> 2018년 영유아 연령별 주간 주보육자 비율
출처: CFPS 데이터 재구성(卜越, 2020)

이와 유사한 연구로, 분석 시기는 좀 더 이전이지만 우판(吳帆)과 왕린(王
琳)은 2000년 이후 입학전 아동 보육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네 개의 전국 
조사 데이터를 비교분석했다. 중국 계획출산 가정발전 추종조사(Families 
Practicing Family-planning Development Survey, FPFDS)의 2014년 데이
터129), 중국가정패널연구(Chinese Family Panel Studies, CFPS)의 2014년 
데이터130), 중국 건강과 영양조사(Chinses Health and Nutrition Survey, 
CHNS)의 2011년 데이터131), 2010년 제3기 중국부녀사회지위조사(3rd 
Survey on the Status of Chinese Women, SSCW)다(吳帆·王琳, 2017: 73). 
이중 3건의 데이터로 주보육자 비율을 정리한 것이 다음 그래프이다.

129) 중국 계획출산 가정발전 추종조사는 국가위생과 계획출산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가
정추종조사다.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을 포함되어 최종 32,486개 가정샘플로 구
성된다.

130) 중국가정패널연구는 베이징대학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가 실시하였고 2014년 데이터
는 25 개 성(자치구, 직할시)를 조사했다. 최종 13,946개 가정샘플을 획득했다.

131) 중국 건강과 영양조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캐롤라이나인구센터와 중국질
병통제와 예방센터 공동 진행한 추종조사다. 1989년~2011년 사이 총 9번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1년 데이터는 12개 성(자치구, 직할시)이 포함된다. 5,923개 가정과 
23,1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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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3세 이하 아동 엄마, 아빠, 친조부모, 외조부모 주보육자 비율
출처: 吳帆·王琳, 2017: 77

푸웨는 CFPS2012, 2014, 2016, 2018년 부모 설문조사 중 3세 이하의 데
이터를 따로 추출하여 연도별 0~3세 영유아 주요 보육자 비율의 변화를 정
리하였다. 낮시간의 경우 조부모의 주보육자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1> 중국 2012~2018년 3세 이하 영유아 주보육자 비율 변동
출처: FPS 데이터 재구성(卜越, 2020)

상하이시 500명 0~3세 영유아 부모, 500명 4~6세 아동 부모, 1000명 
7~12세 아동 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0~3세 영유
아는 조부모(53.50%), 엄마(36.70%), 아빠(5.70%) 순으로 보육하고 있다. 
조부모 보육에 있어서 원 상하이 호적을 가진 가정은 36.80%로 참여율이 가
장 높다. 상하이 호적이지만 이주 가정은 26%로 2위고, 상하이 호적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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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15.3%로 가장 낮다. 반면 조부모 보육을 필요로 하는 비율은 60.5%, 
68.2%, 82%로 정반대로 나타났다(程福財, 2013). 

조부모 외 
기타 가족 친구 회사 

동료 이웃 거민
위원회 단위

전혀 
불가능 11.7 20.8 29.8 26.3 44.1 51.6
불가능 7.9 14.5 22.7 20.1 28.5 25.3
모른다 15.2 27.9 24.5 25.6 16.2 12.7
가능 28.1 29 18.5 22.3 9.1 8

완전 가능 37 7.8 4.5 5.7 2.1 2.3
<표 2-12> 급한 일이 있을 때 잠깐 보육을 맡길 수 있는 사람/집단(%)

출처: FPS 데이터를 재구성(程福财, 2013)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년 자녀 12세 이하 혼자 집에서 있는 비율은 
39.2%, 자주는 5.4%, 가끔 7.3%,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비율은 26.5%
였다. 특히 0~3세 영유아도 12.8%나 집에 혼자 있었다. 3~6세는 21.4%였
다. 

  ④ 농촌의 조부모 보육 위기
중국과 한국의 조부모 돌봄과 관련한 차이점 중 중요한 것이 중국의 도시

-농촌 이원화 구조이다. 농민공 부모가 임금소득을 위해 자녀를 농촌에 있는 
조부모에게 맡기고 도시로 떠나거나,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외)할
머니만 도시로 이주하기도 한다. 이는 도시와 농촌을 분할하고 이동의 자유
를 규제하는 중국 특유의 ‘호구제’ 때문이다. 많은 도시 노동자들(농민공)들
은 마치 다른 국가로 노동하러 떠나는 이주노동자처럼 한 나라 안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고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왕아남·유태균, 
2019: 138). 이는 단순한 저소득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공간을 도시 내에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농촌에 두고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게다가 호구제도로 인해 농촌 출신자의 자녀는 
도시의 학교에 다닐 수 없다.132) 이로 인해 심각한 보육 문제가 발생한다.

132) 중국 일부 도시의 지역정부는 농민공 자녀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지만 임시
방편에 가까워 한계가 많다. 만일 농민공 자녀가 도시의 일반 학교에 다니고자 하
면 높은 찬조비를 납부해야 한다(왕아남·유태균, 201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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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경우 중국 노인의 생계원의 주요 유형은 노동수입(12.9%), 퇴직연
금 및 양로금(50.1%), 가족봉양(31.4%), 최저생계보장(3.1%)다. 농촌은 각
각 노동수입(41.2%), 퇴직연금 및 양로금(4.6%), 가족봉양(47.7%), 최저생
계보장(4.5%)다. 도시와 농촌의 노인 생계원 유형의 구성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도시에서는 노동수입, 퇴직연금 및 양로금, 가족봉양으로 형성되지
만, 농촌은 주로 노동수입과 가족봉양으로 지탱하고 있다(杜鵬·謝立黎, 2014: 
6). 농촌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퇴직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자녀도 돌보
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을 하지 못하는 노인여성들이 도시로 떠나 손주
를 돌볼 가능성이 높아진다.133) 

이와 관련하여 조부모 보육형태를 “철새형(候鳥型)”과 “유수형(留守型)”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철새형”은 조부모가 원 거주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
주하여 손주를 돌봐주는 패턴이며, ‘유수형’은 농촌에 남아 손주를 돌보는 유
형이다(王晶·楊小科, 2017). 조부모와 아동만 농촌에 남아있어 노인과 아동
만으로 구성된 ‘유수조손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만 2016년 현재 약 805만 
명이다(왕아남·유태균, 2019: 136). 

농촌에 돌봄 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촌 조부모들이 상당한 보육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는 많다. 하지만 여기에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고, 중국 농촌의 가족주의가 미치는 영향도 있다. 양자를 명
징하게 분리해서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  도시에서는 애가 학교를 다니지를 못해. 너무 비싸서. 애 부모 봉급이 너
무 적으니까. 애가 여기서 학교를 다니면 돈이 훨씬 덜 들어가. 밖에서 공부
하면 너무 비싸.(왕아남·유태균, 2019: 147 재인용) 

  이제 애가 좀 커서 도시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해. 근데 이제는 안 
된대.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인맥을 이용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
아. 돈이 많이 들어가. (중략) 얘를 전학시키려면 5천 6천 위안(100만원 정
도)이 필요한데. 아이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했지.(왕아남·유태균, 
2019: 147 재인용) 

특히 ‘가족주의’와 관련한 문제가 농민공의 유수조손가정 돌봄에서 드러난
다. 참여자는 손자녀 양육을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심

133) 중국 연금제도인 양로보험은 도시와 농촌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농 간 차별
적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로기금을 전국적으로 통합하자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쭤세진, 2020: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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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이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돕지 않을 경우 
타인의 비웃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

 
�  할머니라는 건 그런 거잖아. 할머니가 손자를 봐 주는 것 의무지. 손자녀
가 몇 명이 되든지 다 봐 줘야만 하지.(왕아남·유태균, 2019: 148 재인용) 

  아이고… 손자녀를 안 봐 주는 할머니가 어디 있어. 내가 애를 봐 줘야 
지. 안 봐 주면 사람들이 비웃겠지. 그렇지 않아? 도시라면 몰라도 농촌에서
는 다 그래. 안 봐 주면 비웃지.(왕아남·유태균, 2019: 148 재인용)  

중국 유수조손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현상
도 나타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 60년대 시어머니가 손자를 돌봐주는 
것이 며느리를 통제하는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노동
을 통해서 양로보장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더 우세하다(笑冬, 2002: 84). 농
업사회에서 자손들의 부양과 효도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상상하는 노인 여성을 
“마지막 세대의 전통 시어머니(最後一代傳統婆婆)”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중국 퇴직 연금제도의 의미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이처럼 조부모 보육이 작동하는가
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조부모 보육이 작동가능한 제도적 조건
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보육체제 외부 변수로 노동시장과 연동되어 있
는 중국의 독특한 ‘퇴직연금’ 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제도적 가족주의가 조
부모 보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국의 연금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막스 베버가 말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result)’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퇴직제도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사회
주의 계획경제 시기의 틀이 아직까지 유지되면서 조부모 보육에 유리한 조건
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퇴직 연금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이른 퇴직연령, 남성보다 이른 퇴직
연령, 퇴직연금의 이른 수령 등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중국 도시 
기업직공 및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에 따르면, 여성 공인의 정년퇴직 연령은 
50세, 여성 간부는 55세, 남성은 60세다.134) 기업 직공이 15년 이상 사회보
험료를 납부하면 사회보험계정에 들어있는 양로금과 개인계정에 들어있는 양
134) 中华人民共和国劳动保险暂行条例(1951년), 国家机关人员退休处理暂行办法(1955년), 

国务院关于工人退休、退职的暂行办法(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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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금을 가질 자격이 생긴다. 기업 직공의 양로보험제도는 ‘개인계정’과 ‘사회
총괄계정’으로 구분된다. 1997년 이후 양로보험에 가입한 경우, 개인 납입금
은 개인계정에 들어가고, 단위가 납입한 것은 사회총괄계정에 들어간다. 양로
금제도는 납입금과 연계되어있고 납입금은 노동 급여에 따라 책정된다.135) 
개인계정 축적에 따라 양로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 급여가 높은 남성의 
경우 퇴직을 여성보다 늦게 하므로 개인계정에서 지불하는 양로금 액수도 여
성보다 높다. 사회총괄계정의 양로금은 개인지수화 납입금136)과 소속 지역 
평균급여로 책정한다. 따라서 급여가 낮은 집단의 입장에서는 소속 지역 급
여들의 평균값으로 책정하는 것이 유리하다(陳冬梅·黃欣怡, 2018: 131). 사
업단위의 양로금은 통상적으로 퇴직 전 임금의 70%~90%로 한국과 비교해
서 상당히 높은 편이며, 퇴직 이후 기초 양로금은 원칙적으로 임금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조정된다. 무엇보다 중국에서는 정년퇴직 ‘즉시’ 연금수
령이 시작된다. 한국의 경우 노동자가 퇴직하면 일시적인 목돈인 퇴직금이 
주어진 다음, 통상적으로 65세까지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137) 하지만 중
국은 일시 퇴직금이 없는 대신, 연금이 퇴직하자마자 지급된다. 그리고 정년
퇴직 이전에 자발적으로 또는 권유에 의해 먼저 퇴직할 경우(한국의 명예퇴
직), 정년퇴직 연령 이전까지는 일을 하지 않고도 거의 100%의 급여가 지급
된다. 이렇게 퇴직한 노인들은 퇴직연금을 매달 받으면서 손자녀 돌봄, 가사
노동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혼자 생활할 수 없는 고령의 노인도 돌볼 수 
있다(王崢, 2015: 55).

하지만 퇴직연령 연장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상은 도시 가정이다. 농
촌 가정은 양로보험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다(封進·韓旭, 2017: 164). 농촌 
여성의 경우 양로보험 수혜자 비율은 31.1%에 불과하다(全國婦聯, 2011: 
8). 

135) 国务院, 2005, 国务院关于完善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制度的决定. 
136) 개인지수화는 보험가입자 퇴직 전해 재직 월 평균급여과 본인 평균 납입급여 지수

의 곱이다.
137) 한국은 1969년 이후생들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을 경

우 60세로 당겨서 미리 받을 수 있지만 감액된다. 59세 이전에 퇴직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소득원을 마련해야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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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9> 도시여성과 농촌여성의 사회양로보장, 
사회의료보장 수혜자 비율(%)

중국 건강과 양로 종단조사(CHARLS) 2015년 데이터의 28개 성 60세 이
상 노인 6,822명 노인을 표본으로 노인 양로금 수입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표 2-13>), 노인 수입을 개인노동수입, 개인양로금수입, 개
인 사적 수입, 정부 보조로 구분했을 때, 60세 이상 여성의 퇴직 이후 수입 
보장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양로금(연금) 수입이 
전체 노인 수입의 평균 55% 차지한다. 남성의 양로금 수입 수준은 여성보다 
88% 높으며, 남성 양로금 수입이 전체 노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여성
보다 13% 높다(詹鵬, 202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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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60세 이상 노인 연소득 구성의 성별 차이
출처: 詹鵬, 2020: 93

<표 2-14>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 연수입 구성 비율
출처: 詹鵬, 2020: 94

  

<표 2-14>에서 보다시피, 노인의 개인 양로금 수입은 그들 수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남성은 주로 60세 전후 시점에 개인 노동수입에서 양
로금 수입으로 주 수입원이 전환된다. 여성은 55세 전후 시점에 전환된다. 
60세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의 개인 사적 수입의 비율이 매우 적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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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세부터 남성은 개인 사적 수입 비율이 8,4%에서 22.5%로 상승하였고 
80세 이후 22.2%로 감소하였다. 여성은 60~70세 개인 사적 수입은 23.3%
에서 38.2%로 상승하였다가 80세 이후 49.3%로 급증하였다(詹鵬, 2020: 
94). 이러한 개인 사적 수입은 주로 손자녀 보육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매
우 높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 연금제도는 놀랍게도 1950년대의 제도를 그대로 사
용하고 있다. 퇴직연령이 낮은 이유는 그것이 평균수명이 낮던 시대의 유물
이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연금재정의 위
기가 향후 확실시 된다(쭤쉐진, 2020: 362).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정년퇴직 
연령을 늦추려는 정책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11월 12일 중국 
제18계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중공중앙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
한 여러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幹重大問題的決
定)’이 통과되었는데, 이중에는 “점진적 퇴직연령 연장 정책 제정에 대해 연
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38)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단서를 달고 있다. ‘점진
적’ 퇴직연령 연장은 먼저 예고 기간이 있어야 한다. 즉 몇 년 전부터 사회에 
고지한 다음 절차대로 시행하며, 퇴직연령이 가장 낮은 집단부터 시작할 것
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퇴직연령 연장은 반드시 소폭으로만 늘리도록 한다. 
“1년에 몇 개월 연장”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의 과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다.139) 

중국의 노인들과 청년들 모두 정년연장에 반대한다. 노인들의 경우, 중국은 
퇴직연금이 현재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쭤쉐진, 2020: 363). 일찍 
퇴직하지만 편하게 소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더 강한 반대여
론을 갖고 있다. 2013년 중국청년보 사회조사센터(中國青年報社會調查中心)
가 소후닷컴에서 25,311명을 상대로 “퇴직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你
對延遲退休持什麽態度)”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년들의 94.5%가 퇴직연장
에 반대하고 3.2%만 지지한다. 2.3%는 모른다고 응답했다.140) 청년들은 아
마도 자신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우려할 것이며, 영유아의 부모들은 조부
모의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도 있겠다. 

정년연장 정책이 향후 실행된다면 조부모 보육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인다(鄒紅 외 2인, 2018: 41). 정년연장은 조부모 보육의 지속불가능성
을 높일 것이다. 정년연장에 관한 연구들은 조기 정년퇴직 문제와 보육 문제

138) 人民网, 2013.11.16.,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139) 胡曉義, 2013.12.11., 延迟退休要分步走, 访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副部长胡晓义, 人民

网. 
140) 搜狐网, 2017.03.12., 万人民调: 90.5%受访者不同意延迟退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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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시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 지금은 주로 퇴직 여성이 손자녀 돌봄, 가사
노동, 고령 노인 돌봄 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노동력 재생산에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는데, 세대 간 호혜 효과와 퇴직 여성의 가족보장기능을 
무시하고 남녀의 퇴직연령 일치를 추구하면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王崢, 2015: 56). 정년이 연장되는 정도에 따라 
손자녀 돌봄 비율이 얼마나 줄어들지 예측한 연구도 있다. 펑진(封進)과 한
쉬(韓旭)는 퇴직제도가 가족 돌봄과 여성 노동참여에 미칠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 2013년 중국 건강과 양로 종단조사(CHAＲLS) 데이터를 통해 
법정 퇴직연령 전후 10년의 표본으로 45~65세 여성 11,258명과, 50~70세 
남성 11,318명을 분석했다(封進·韓旭, 2017: 153,154). 현재의 여성 퇴직 연
령인 50~55세일 경우 돌봄 확률은 40.8%인데, 55세로 연장되면 대략 
28.7%로 감소하고 60세로 연장하면 12%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퇴직연금 제도를 둘러싸고 작동하는 정치는, 국가재정문제나 노동문
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암묵적으로는 지금까지 보육과 여성노동 진출을 지
탱해온 기존의 조부모 보육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국
가 입장에서는 조모를 일찍 퇴직시켜 가족 돌봄 체제를 지탱하게 하므로 가
족으로의 리스크 이전 효과를 획득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같은 이
른 퇴직과 이른 연금지급 제도가 연금재정 고갈이라는 국가 위기 요인으로 
변하고 있다. 가족으로의 리스크 이전이 지금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3) 중국 조부모 보육 관행의 지속불가능성

이와 관련하여 중국 대표적 가족주의 이론인 페이샤오퉁(費孝通)의 ‘보답’ 
모델과 ‘계주’모델에 대한 최근 중국 학계의 논의를 살펴보자. 정쟈란은 ‘이성
적 호혜원칙(理性互惠)’과 ‘이타주의 원칙(利他主義)’이 중국의 조부모보육에 
병존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적 호혜원칙은 자식의 부양을 기대하면서 손주를 
돌보는 것이다. 일부 조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까봐 두려
워 손자녀를 돌봐준다. 이러한 심리를 그는 이성적 호혜원칙이라고 불렀고, 
전통적 가족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 이타주의 원칙은 ‘감정적 
만족’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조부모가 보육을 통해서 기쁨, 성취감,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고 무료함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적인 이익 때문에 조부
모가 자발적으로 보육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鄭佳然, 2019: 116). 하
지만 교환논리와 이타주의의 경계가 현실에서 명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은 그 중간에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타주의 원칙은 현실의 교환관계를 
포장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명분’으로 동원하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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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중산층 가정’만 별도로 연구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경우 경제적 조건에 의한 강제가 덜 작용
하여 순수한 규범의 영향력이 더 커지므로 행위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더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샤오후이와 궈웨이칭의 연구가 이러한 가설에 부
합한다. 이들은 조부모 돌봄을 수행하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산
층 10개 가정을 심층 인터뷰했다.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조부모의 의무가 아
님을 젊은 엄마, 아빠 모두 알고 있다. 조부모의 헌신이 가정에 가져다주는 
가치도 인정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인 규범, 즉 조부모(특히 할머니와 외
할머니)에 대한 기대가 존재한다. 개인들의 믿음은 약화되었지만 ‘사회적 기
대’가 작동한다는 점을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조부모에 맡길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한편 일부 할머니는 가족들이 자기가 사회활동, 사교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 못 해준다고 불평했다. 따라서 할머니들은 어쩔 수 없이 우선적으로 배
우자, 자녀, 손자녀를 먼저 고려하기로 ‘타협’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사회적 
규범은 여전히 여성이 가정 돌봄을 우선시할 것을 기대하며, 만약 개인이 이
상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려면 가정 내에서의 ‘협상’을 통해 그것을 쟁취해
야 하는 것이다(鍾曉慧·郭巍青, 2017: 85). 젊은 부부들의 입장에서는 잔존
하는 이념적 가족주의 덕분에 자신의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길 수 있는 이득
을 얻는 셈이다.141) 이들이 사회적 규범으로 여전히 작동하는 가족주의를 활
용하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다. 

려우원룽은 페이샤오퉁이 제기한 보답모델이 근거하고 있는 심리적 기초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조부모 세대의 부담만 일방적으로 커졌다
고 주장한다. 과거 세대관계에 존재하던 조부모의 무한책임 윤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적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현
실에서는 조부모의 도구적 지원에 대한 아이 부모들의 의존도는 더 높아졌
다. 윤리적 변화와 현실 변화의 괴리 상태인 셈이다. 현재 젊은이들에게는 공
적이고 제도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고, 보육 압력에 직면할 경우 조부모에 
기댈 수밖에 없다(劉汶蓉, 2013: 11).

위쉐쥔은 페이샤오퉁의 보답 모델은 오직 가정 내부의 양육과 부양 관계를 
다루는 것이지, 세대 교환관계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구의 
“릴레이” 모델도 부모에 대한 자녀의 봉양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서구
는 부양이 주로 가정 외에서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중국은 주로 가정 내에서 

141) 따라서 젊은 세대가 무조건적으로 가족주의를 거부한다는 관념은 지나치게 피상적
인 시각이다. 가족주의는 후세대의 의무뿐 아니라 기성세대의 의무와 책임도 강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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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 뿐이라고 지적했다(於學軍, 1995). 따라서 “보답”과 “릴레이”는 관찰 
각도의 차이일 뿐이다(張岭泉·鄔滄萍, 2007).

중국에서는 각 가정의 출산 계획이 부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조부모까지 
동원되는 문제다. 적지 않은 출산예정 부부의 양가 조부모는 출산 계획과 준
비에 ‘동참’한다. 이 때 핵심은 조부모가 손주 돌봄 여부를 미리 ‘약속’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경제적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는, 조부모의 돌봄 여부가 젊
은 부부의 둘째 출산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만일 조부모가 정년퇴직 
전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둘째에 대한 생각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鄭真真, 2015: 21). 따라서 중국의 조부
모 보육이 공보육 제도의 보완 없이 얼마나 더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시작된 ‘두 자녀 시대’는 이러한 조부모의 비공식
적 보육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한자녀 정책의 종료로 기존의 ‘4.2.1
가족구조’는 붕괴하고 있다(이경아, 2005: 537). 4.2.1가족은 한자녀 정책 이
후에 형성된 가족구성 형태를 가리킨다. 4명의 조부모, 2명의 부모, 1명의 손
자녀로 가족이 구성되기 때문에, 조부모 수가 많아 손자녀를 도와주기 매우 
용이해진 것이다. 그런데 한자녀 정책 완화로 다자녀가 되면 조부모들에게는 
손자녀를 돌봐 주기 위해 조기 퇴직을 하거나 여가생활을 포기해야하는 압력
이 커진다. 이는 조부모의 심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 조사에 
따르면, 첫째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조부모의 35.7%가 둘째 손자녀는 
돌볼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 및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이 비
율이 49%나 된다(李芬·風笑天, 2016) 다시 말해 한 자녀 정도는 과거에 그
랬듯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지만, 두 자녀는 절대 무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조부모들이 둘째 아이 보육 문제에서 집단적으로 철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鍾曉慧·郭巍青, 2017: 85). 

이를 통해 볼 때, 중국 여성의 높은 취업률 뒤에는 조부모의 희생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해온 것은 국가가 
아니라 ‘조부모’인 것이다. 가족과 가족주의가 여성의 공적영역의 사회적 지
위를 지탱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중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는 과거 사회주
의 정책으로 인한 규범적 변화의 유산이 전통적 가족주의 관행과 접합된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역설적 공공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4
장에서 자세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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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관보육과 육아휴직의 부재

  1) 기관보육의 쇠퇴

사회주의 시기 및 개혁개방 초기의 단위체제 중심의 강력한 공보육은 소멸
되었다. 2010년대의 중국은 영아 기관보육(탁아소, 한국식으로는 어린이집)
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과 같은 어린이집 확대나 무상보육 
같은 정책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기관보육과 관련해서는 공공성을 진단하
기조차 쉽지 않다.  

다음 인터뷰는 중국의 역사적 시점마다 달라진 보육체제의 커다란 차이를 
잘 보여준다. 화자는 2004년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가 아이를 보육하던 시절과 현재 자신의 보육경험을 대조한다. 이를 통해 중
국 기관 보육의 역사적 변화상을 감지할 수 있다. 

�  우리 엄마가 나를 낳던 시절[80년대로 추정-인용자]에는 [아이 보육이] 
직장 일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엄마는 기관의 타자수였고 내가 태
어난 지 만 3개월 만에 나를 기관 탁아소에 보냈다. 일하는 도중 나를 보러
오거나 젖을 주었고, 초과 근무가 필요할 때는 나를 책상 옆 바구니에 넣고 
일했다. 그러나 나의 사촌언니 두 명은 90년대에 아이를 낳았는데 직장 상
황이 크게 역전되었다. 한 명은 아이를 낳고나서 일자리를 잃었고, 다른 한
명은 공장장 비서였는데 출산휴가 끝나고 돌아가니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격이 강한 언니는 화가 나서 일을 그만 뒀는데, 그 이후 
오랫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 지금은 내 차례다. 대학을 졸업하고 매번 
여자라서 거절당하고 있는데, 여자는 결국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일부 단위는 받아줄 생각이 있는 대신, 몇 년 동안 결혼과 출
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란다.(金一虹, 2013: 58, 강조는 인용자)

  ① 기관보육에 대한 무관심
중국의 공보육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이후 매우 약화되었다. 중국 지식 

네트워크 CNKI(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에서 주제 및 제
목에 ‘탁육(托育)’142)이 포함되는 경우를 검색해보면, 기타 검색조건을 설정
하지 않은 경우 학술지 개제 논문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총 513편에 불

142) 중국에서 보육을 탁육, 조호(照護), 조료(照料) 등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0~3세 
영유아는 탁육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부모보육의 경우 부육(撫育)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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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연평균 17편). 그런데 2015년까지는 탁육에 관한 연구가 미미하다가, 
두 자녀 정책이 시작된 2016년부터 소폭 증가하더니 2018년 51편, 2021년 
210편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그림 2-30>). 저출산 현상이 문제시되면
서 보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30> ‘탁육’을 제목이나 주제로 삼는 학술논문수 추이

하지만 여전히 중국 통계국은 0~3세 유아의 보육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집
계하지 않으며, 초등학교 취학 이전 ‘유아원’(한국에서는 유치원)의 통계만 
산출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별도의 탁아소(한국에서의 어린이집)보다
는, 유아원이 영유아를 함께 돌보거나 유아원 부설로 탁아소를 운영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143) 따라서 초기 유아의 공적인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단설 탁아소도 병설탁아소도 감소 중이
다. 다만 여기서는 유아원 관련 통계를 몇 개 제시함으로써, 취학전 (보육보
다는) 교육, 즉 유치원에 중국 정부가 집중했음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그림 2-31> 중국 취학전 교육생 입소인원 추이(단위: 만명)
 

143) 이하 그래프는 중국 통계국 데이터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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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부터 1995년까지 탁아소와 유아원을 합산한 입소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5년에는 27,112,000명에 달하였다가, 1996년부터 감소하여 
2003년 20,039,000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어, 2020년에는 4,818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증가는 대부분 
유아원의 증가 때문이다. 유아원 입소생 중 민간유아원 비율이 매우 높다. 따
라서 비록 국가재정 투입도 급증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부담하는 교육비를 
포함하는 총교육비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유아원 시기의 교육비를 
가족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32> 민간유아원 입소인원(단위: 만명)

<그림 2-33> 유아원 교육비 총액 추이

<그림 2-34> 유아원경비 중 국가재정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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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아원에 대한 전국 통계는 찾을 수 없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공적인’ 기관보육이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인
구10만명당 평균 교육생수를 찾아보았다. <그림 2-35> 그래프에서 보듯이, 
2019년 중국 유아원 시설에 다니는 교육생은 인구 10만명 중 3,378명에 불
과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까지 중국 도시 3세 이하 영유아의 공공보
육의 비중은 10% 미만이다(周燕·林仕浩, 2020). 2017년 국가위생계획출산위
원회(國家衛生與計劃生育委員會)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0~3세 영유아의 
기관보육률은 4%, 도시 3세 이하의 아동의 기관보육률은 10% 미만이었다. 
기관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 가운데 만 1세 이하는 3%, 만1~2세는 
16.58%, 만2~2.5세는 31.53%, 만2.5세 이상은 48.83%이다. 즉 80%의 아
이는 2세 이후가 되어서야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것이다(楊菊華, 2018:90).

<그림 2-35> 인구 10만 명당 평균 유아원입소 인원
 
따라서 중국은 기관보육의 총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설치 

및 운영되어 공적 기관마저 부족한 특성을 갖고 있다. 1980년대의 공적 탁아
소 제도를 운영했던 시기와는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처럼 보육에 
대한 연구도 별로 없는데다가 보육에 대한 정부통계도 집계되지 않는 만큼, 
중국은 보육을 과거 사회주의 단위 시기와는 달리 더욱 철저히 가족의 책임
으로 간주해왔다고 할 수 있다. 

웨징룬은 중국 건국 이후 아동 보육정책을 정리하여 0~3세 보육정책의 발
전과 이념변천을 분석하고, 지난 70년 간 중국의 보육체계는 “구축-해체-부
분 재구성”을 경험하였다고 지적하였다(岳經綸, 2018). 전국통계로서는 0~3
세 기관보육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지역별로 기관보육의 현황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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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대표 대도시의 기관보육: 상하이, 난징
먼저 중국 대표적인 대도시인 상하이시를 살펴보겠다. 2016년 1월1일 실

거주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상하이의 0~2세 영아는 42.2만 명(상하이 
호구 80.81%), 3세는 18.3만 명(상하이 호구 59.08%)이다. 따라서 탁아소
와 연관된 아이의 수는 약 60만명이다. 9월 이후에 태어난 아동은 유아원에 
입소할 수 없기 때문에, 2016년 당시 약 51만 명의 0~3세 아동에게 보육이 
부족했다. 그런데 가정보육 여건이 되는 경우, 즉  영아 조부모 보육률 
29.2%, 2~3세 조부모 보육률은 38.2%을 감안한다면, 9만 여명의 아동이 기
관보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른 한편 상하이 여성의 취업률은 74%로, 9
만 명 중에서 전업주부 가정을 제외하고 맞벌이 가정만 기관보육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해도 약 6.9만 명의 0~3세 아동이 기관보육이 필요로 하는 상황
이었다(童連, 2018: 105).

상하이시는 유아원의 입소 요구를 우선 고려하여 2013년부터 단설 탁아소
를 점차적으로 줄이다가, 2016년 ‘전면적 두자녀’ 정책이 중앙에서 내려오자 
2016년 21곳에서 2017년 31곳으로 단설탁아소를 다시 늘렸으며 2022년 1
월 현재 39곳인 상태다. 

단설 탁아소 반 원생 교직원 보육원
2010 40 351 8387 1079 671
2011 56 323 7412 1209 753
2012 54 309 7260 963 589
2013 41 274 6058 1029 700
2014 39 252 5550 848 467
2015 35 252 5222 845 426
2016 21 214 4342 804 474
2017 31 - - - -
2022 39 - - - -

<표 2-15> 2010년 이래 상하이 단설 탁아소 변화
출처: 薛琪薪·吳瑞君, 2019: 79

이처럼 단설탁아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도시 중심지역에만 
단설 탁아소가 설치된 상태다. 양푸구(楊浦區) 9곳, 징안구(靜安區) 8곳, 창
닝구(長寧區) 8곳, 황푸구(黃浦區) 6곳, 훙커우구(虹口區) 4곳, 진산구(金山
區) 2구, 쉬후이구(徐匯區) 2곳 총 7개 구에 단설 탁아소 39곳이 설치되었
다. 그러나 나머지 푸둥신구(浦東新區), 푸퉈구(普陀區), 바오산구(寶山區), 



- 131 -

민항구(閔行區), 쟈딩구(嘉定區) 등 9개 구에는 단설 탁아소가 없다.144) 앞
서 말했듯이, 기존의 유아원(한국의 유치원)에 병설로 설치한 병설탁아소는 
통계조차 산출되고 있지 않다. 

다른 한편 2017년 상하이시 정부는 ‘사구 탁아소’ 20개소 설립을 추진했
다. 2018년 상하이시 부련, 교육위원회, 민정국 등 부문이 20개 사구 탁아소
를 새로 건설했다. 사구 탁아소는 상하이 호구의 2~3세 유아를 돌본다. 사구 
탁아소의 특징은 “공건민영(公建民營)”의 방식으로, 정부가 장소를 제공하되 
정부가 보육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부가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
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보육비가 상당히 비싸 월 3,000위안 이하다.145) 
정부의 위탁이 가계의 돌봄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다. 

현재 상하이시에는 ‘직장탁아소’의 수도 많지 않다. 대신 상하이 기업들은 
대부분은 근무시간 유연화, 출산휴가 등의 방식으로 출산지원을 하고 있다. 
2017년 5월~12월 상하이시 총공회와 상하이사회과학원 도시와 인구발전연
구소가 「여직공 노동보호 특별규정(女職工勞動保護特別規定)」의 시행 결과
를 살펴보기 위해 훙커우구, 진산구, 민항구, 푸퉈구, 칭푸구 6개구의 기업 
직공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146) 조사 기업 가운데 41.6%에
는 여성 직공을 위한 시설이 아예 없고, 일부 기업은 여직공 위생실, 임산부 
휴게실, 수유실 등의 시설은 설치했으나 탁아소는 없었다(周海旺·高慧, 2018: 
76,77). 여성 직공이 많은 일부 기업은 근무시간 유연제를 도입했다. 예컨대 
유니레버의 여성 직공 2,000여명 평균 연령은 28~29세다. 직공은 매주 하루
의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매일 8시간인 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출산한 여직공은 1년 간의 재택근무나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년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6개월은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며 나머지 6개월은 
무급이다(周海旺·高慧, 2018: 75).  여성 직공의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 직
급 및 급여는 다음 표와 같다. 출산 전후 직장에서의 이전 지위를 유지하는 
여성이 절반이 넘었다. 반면 직책이 변동하거나 감봉되는 경우도 도합 20% 
정도 된다. 해고당하거나 사직서를 내는 경우는 2% 이내로 많지 않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은 점은 조사의 한계라고 하겠다. 

 

144) 上海學前教育網, 2022년 1월 22일 검색.
145) 赵翰露 (上观新闻), 2017.02.28., 社区里的托儿所回来了! 年内上海将建成20家公办社

区幼儿托管点. 
146) 1,186개 응답 설문지 가운데 여성 직공 898개, 남성 직공 150개, 관리자 138개, 국

유기업 193개, 합자기업 177개, 외자기업 119개, 사영기업 69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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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
직책 변화 O, 감봉 X 230 19.1
직책 변화 X, 감봉 O 16 1.3
직책 변화 O, 감봉 O 19 1.6

해고 5 0.4
사직 15 1.2

위의 사항에 모두 해당없음 653 54.2
잘 모름 222 18.4

출산, 임신, 수유에 해당없음 44 3.8
합계 1,204 100

<표 2-16> 상하이시 임신, 출산, 수유기 여성 직공 직책·급여의 변화
출처: 周海旺·高慧, 2018: 75

그렇다면 상하이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상하이시의 기관보육에 대해 어
떠한 의견을 갖고 있을까? 상하이시 부녀연합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영유아 
보육수요가 있는 가정은 88.15%, 그 중 73.75%의 가정은 거주지 소재 사구
에 보육기관이 설치되길 바란다. 하지만 실제상황은 기대에 비해 매우 미미
하다. 2017년 장핑, 마오줘야안은 눈덩이 표본추출 방법으로 상하이시 411명 
0~3세 영유아 부모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0~3세 영아 가정은 
육아정책, 보육 서비스, 육아 지도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특히 출산육아휴가
의 증가 및 개선을 꼽았다(張萍·茅倬彥, 2017). 2015년 쉬쩌닝도 상하시 
2,046가구 0~3세 가정 보육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
면, 아이가 클수록 사회적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만 2세의 조사 대상
자 중의 40%는 보육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徐浙寧, 2015).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 

중국 공보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연구한 려우진신, 쥔후이, 장뤼이는 상하
이시 공공보육 상황을 조사하여, “공공보육에 있어 공급이 부족하고 비용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劉金鑫·范君暉·章瑞, 2017). 2016년 『상
하이통계연감(上海市統計年鑑)』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상하이시 0~6세 
영유아의 공공 보육률은 점차 상승하였으나 증가 속도가 더디고 70% 미만이
라고 밝혔다. 그런데 현재 상하이의 보육기관은 대부분 3~6세의 아동을 모
집하며 극소수의 보육기관만이 2.5세부터 모집한다. 0~3세 영유아 보육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비교적 적어 보육원의 전문성 저하 현상이 존재한다. 
상하이시 공립유아원은 시급시범유아원, 구급시범유아원으로 구분되고 그 외
에는 전부 민간유아원이다. 

난징시 2012년 교육부가 발표한 ‘0~3세 영유아 조기교육 시범점’ 확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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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상하이와 더불어 시범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한 해 전인 2011년 중국
공산당 난징시위원회는 「난징시 인민정부 인구 서비스 관리공작 진일보 강
화에 관한 의견(南京市人民政府關於進一步加強人口服務管理工作的意見)」을 
발표했는데, 인구와 계획출산위원회가 0~3세 조기발전과 교육 직능을 부담
하고 민간 조기교육기관이 주요 수단이 되고, 공공 서비스로 보충하는 방식
으로 기관보육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0~3세 영유아 보육사업을 교육부문
에서 계획출산 부문으로 관리책임을 이전하고 유아원의 보육 서비스를 금지
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병설탁아소가 중단되었다. 대신 공립유아원의 0~3세 
탁아반을 취소하고 3~6세 아동의 유아교육을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2013년 
난징시 위생과 계획출산위원회가 발표한 「난징시 0~3세 영유아 조기발전상
황 보고2013(南京市0-3歲嬰幼兒早期發展情況報告)」에 따르면 2013년 공립
기관은 61곳, 민간기관은 207곳이다.147) 같은 해 난징시는 보육자격이 없는 
일부 기관을 정돈하였고, 당시 입소 및 재원 인원수를 살펴보면  2013년 총 
8,731명의 0~3세 아동이 보육자격이 있는 기관을 이용하였고, 이는 전체 
0~3세 아동 18만 7천 여 명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馮解憂·許巧
年, 2018: 104). 2015년 7월 난징시 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난징시 0~3세 
영유아보육기관을 전체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생과 계획출산위원회 직원의 
추론에 의하면 난징시 0~3세 보육기관 가운데 90%는 보육자격이 미달하였
다(馮解憂·許巧年, 2018: 104). 자격 미달인 기관은 90%였고, 보육 자격에 
합격한 기관 가운데 공립과 민간의 비율은 2대 8이었다(馮解憂·許巧年, 
2018: 104).148)  2017년 난징시는 민간 보육기관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
서, 2,000만 위안 예산을 편성하여 0~3세 영유아 조기발전 균등화 촉진 프
로그램을 추진했다. 사구가 쓰지 않은 공간을 보육기관 자리로 지정하여 건
축 보조금, 원생 보조금, 세금 면제 등 방식으로 지원한 것이다(王藝卓·李曉
巍, 2019: 6). 그러면서 가족, 사구, 기관 간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을 발표했다. 시, 구에 시범 영유아 조기발전지도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가
도에 시범 지도참을 설치하며 사구에 친자활동실을 설치하는, 소위 “1+1+N” 
영유아조기발전 서비스 시스템이다. 사구의 친자활동실은 정부가 장소를 제
공하고 서비스 구매의 방식으로 전문 보육인력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다. 관리, 서비스, 운영은 보육조직 또는 인력이 책임지고, 정부는 관리, 감독
을 담당하는 것이다.(王藝卓·李曉巍, 2019: 6-7).

147) 南京市卫生与计划生育委员会, 2013, 南京市0-3岁婴幼儿早期发展情况报告(2013).
148) 2013년 난징시 0~3세 영유아 수가 187,800명이었고, 그 중에 5% 미만인 영유아가 

보육 자격이 있는 보육기관에 입소하였으며 공립 이용률은 15.4%, 민간은 84.6%이
었다.(冯解忧·许巧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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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 인민대학과 국무원 부녀위원회와 공인운동위원회의 공동 조
사에 의하면, 기관보육 서비스를 요구하는 가정의 70% 이상은 공립 보육기
관을 희망하였고, 12% 이상은 정부가 보육기관을 더 잘 관리해야 한다고 희
망했다(楊菊華, 2018). 2016년 국가위생 및 계획출산위원회가 10개의 도시
에서 1,00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도, 기관보육 이용 희망자 가운데 
공립보육기관을 선호하는 대상자는 76.03%나 되며, 민간보육기관 선호하는 
대상자는 7%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은 이처럼 영아 돌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아들이 문화센터 같은 단기 사교육학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대외정책연구원, 2017: 237).

  ③ 기관 보육정책의 전환?: 한계와 가능성
2000년대 동안에도 중국 중앙정부 정책에는 공적인 보육을 향한 지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2001년 5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아동발전강
요(2001~2010년)(中國兒童發展綱要)」에서 처음으로 “0~3세 아동의 조기
교육”을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여 언급하였을 뿐이다. 0~3세 아동 조기교육 
문제가 처음 국가 정책의안에 등장하였을 뿐 실제적인 정책은 부재했던 것이
다(佘宇, 2016: 15). 

2010년대 들어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2010년 5월,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계획강요(2010~2020년)(國家中長期教育改革和發展規劃綱要)」
는 다시금 “0~3세 영유아 교육 중시”할 것을 언급하였고, 2012년 12월 교육
부는 「0~3세 영유아 조기 교육 시범점 확대에 관한 통지(關於開展0～3歲嬰
幼兒早期教育試點的通知)」를 발표하여, 상하이, 칭다오 등 14개 시범 도시
에서 0~3세 영유아 조기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佘宇, 2016: 15). 2012년
에 들어서야 공보육 시행에 대한 정책적 실천방향이 들어온 것이다. 14개 시
범 도시에서는 개별적으로 0~3세 영유아 조기교육에 관한 지역별 정책을 발
표하기도 하였다. 이중 대표적인 예로 상하이시의 경우 교육위원회가 「상하
시 0~3세 영유아 교양방안(上海市0～3歲嬰幼兒教養方案)」, 「0~3세 거주
지 미등록 아동 조기교양 추진에 관한 의견(關於推進0～3歲散居兒童早期教養
工作的意見」’ 등 관련 정책을 제정하였다. 2018년 4월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 3세 이하 유아 보육 위탁 서비스 촉진 및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關於促進和加強本市3歲以下幼兒托育服務工作的指導意見)」을 발표하였고 보
육기관 설립 기준, 감독기관, 관리체제, 보장조치 등 보육서비스 체계 구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2012년 난징 시정부는 「난징시 0~3세 영유아 조기 
발전 공작 추진에 대한 의견(推進南京市0~3歲嬰幼兒早期發展工作的意見)」
을 발표하였다. 민간기관이 주체가 되고, 공공 서비스가 ‘보충’하는 모델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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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육의 길을 탐색하겠다는 내용인데, 모든 사구(社區)는 매년 1~2곳의 
시범 탁아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예를 들어 2014년 난징 시정
부는 「난징시 0~3세 영유아 보육기관 설치 기본기준(시행)(南京市0~3岁婴
幼儿保育机构设置基本标准试行)」을 발표했다. 검사 결과에 의하면 기존 보
육기관의 10%만 기준에 부합하였다. 2017년 「난징시 0~3세 영유아 조기 
발전향상행동계획(2017~2020)(南京市0~3歲嬰幼兒早期發展提升行動計劃)」
은 “1+1+N” 보편적 혜택형, 사구화의 공동아동보육서비스 제공 모델을 탐색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나의 사구 지도센터+하나의 지도소+N개의 패밀리룸
으로 된 시설에서 육아지식을 보급시켜 공익 서비스 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
이다. 거주인구 3만 명 사구당 하나의 유아원을 건설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상하이시 정부는 2018년 4월 「상하시 3세 이하 유아보육 서비스 촉진과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關於促進和加強本市3歲以下幼兒托育服務工作的指導意
見)」을 발표하였다. “정부 주도, 가족 주체, 다방 참여”를 지도 방침으로 삼
아, 3세 이하, 특히 2~3세 유아의 종일제, 반일제, 시간제 보육기관 건설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였다. 해당 연령 자녀가 20명을 초과한 단위는 적절한 규
모의 보육조직 건설을 격려하고, 사구의 자원을 활용하여 영유아 보육 수요
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상하이 인민대표대회는 「상하이시 
0~3세 영유아 보육 상황에 관한 조사보고(關於本市0~3歲嬰幼兒托育情況的
調研報告)」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9.2%의 인터뷰 대상자가 보육 
서비스를 요구했다. 그 가운데 2~3세, 1~2, 1세 미만 입소 희망이 있는 비
율은 각각 54.19%, 31.13%, 23.81%이었다. 

2019년까지도 중국 도시 3세 이하 영유아의 공보육의 비중은 10% 미만이
다. 2017년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國家衛生與計劃生育委員會; 현재 중국 
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중국공공보육서비스의 공
급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0~3세 영유아의 기관보육률은 4%, 도시 3세 
이하의 아동의 기관 보육률은 10% 미만이었다(周燕·林仕浩, 2020). 난징시
에 관한 조사를 살펴보자. 난징시의 공보육 기관은 유아원 병설 탁아소와 사
회기관이 개설한 탁아기관 두 종류가 있다. 2013년 난징시는 보육 시장을 전
면적으로 정돈한 바 있다. 당시 영유아 보육시설이 총 318곳, 종일반, 반일제
가 운영되는 시설이 총 268곳이었으며, 국공립이 61곳(22.8%), 민간 시설이 
207곳(77.2%)이었다. 2013년 보육시설을 이용한 0~3세 영유아는 총 8,731
명(난징시 0~3세 영유아 수의 5%)에 불과했고, 그 중에 84.6%는 민간 보육
시설을 이용하였다.149) 

149) 南京市, 2013, 南京市0-3歲嬰幼兒早期發展情況調研報告(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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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 추세가 강화되면서 중국 국가정책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2017년 10월 18일 시진핑은 중국공산당의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유
유소육(幼有所育, 어린이는 보육할 곳이 있어야 한다)”이라고 발언했다.150) 
보육할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즉 가정인지 탁아소인지는 애매한 발언이지만, 
맥락상 기관보육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며 보육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
역”으로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馮解憂·許巧年, 2018: 
101). 저출산에 당면에서 국가 차원에서 기관보육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다. 

결국 2019년에 와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0~3세 공보육에 관해 긍정하는 
공식적 입장이 나왔다. 2019년 5월 8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서비스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關於促進三歲以下嬰幼兒照
護服務發展的指導意見)」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정책 법규 체계, 기준 규범 체계를 기본적으로 완비할 것이며, 다원화, 다양
화의 입장에서 도시와 농촌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체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
히고 있다. 관련하여 발전개혁부, 교육공안부, 민정부, 재정부 등 17개 부서
의 직책을 명확히 구분하였다.151) 또한 주택 및 도향건설부(住房和城鄉建設
部)는 ‘탁아소, 유아원 건축설계 규범(托兒所、幼兒園建築設計規範)’을 발표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 3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이 “가정 위주, 
위탁 보육 보충(家庭為主, 托育補充)” 원칙을 가짐을 확인하고 있다.152) 근본
적으로 기관보육은 가정보육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따라서 
3세 이하 영유아 보육 서비스가 공적 서비스인지 아니면 시장이 주도하는 서
비스인지 혼란을 주고 있다(付粉玲, 2020: 39). 

중국 중앙정부는 2021년 세 자녀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보육
서비스와 기관보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할 뿐이다.153)

� �보편 혜택 보육서비스 시스템 건설을 추진한다. 사회의 힘으로 보육기관 
건설을 격려하고 인도한다. 유아원, 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구에 의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지지한다. 도향 사구에서 영유아 활동공간 및 서비스 시설 건

150) 習近平, 2017.10.18., 党的十九大报告: 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
会主义伟大胜利.

151) 中国政府网, 2019, 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3岁以下婴幼儿照护服务发展的指导意见国办
发.

152) 国务院办公厅, 2019.05.09., 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3岁以下婴幼儿照护服务发展的指导
意见.

153) 2021년 7월 20일 열린 13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계획생육법(中華人民共和國人口與計劃生育法)」 수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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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공공장소와 여직공이 비교적 많은 고용단위에서 수유시설 배치를 명확하
게 한다. 가족 영유아 돌봄에 대한 지지와 지도를 강화한다.154)

‘보편’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사회의 힘”으로 보육기관을 설
립하도록 하고, 그것을 지지하며 지도할 뿐이다. 심지어 “가족 영유아 돌봄”
을 지지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여전히 보육을 가정에서 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현재 중국은 다자녀 정책에 집중하기로 한 것 같다. 비록 공적인 기
관보육을 늘리려는 정책 방향은 설정했지만, 가족이 보육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그 부담을 조금 감소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낼 뿐이다. 기관보육의 구체적인 목표나 수치 등이 제시되지 않
아 시행계획이 모호하다. 앞으로 중국에서 어느 정도나 기관보육이 개선될지
는 불투명해 보인다. 

  2) 육아휴직의 부재

2010년대 이후에도 중국의 보육 관련 휴가 정책은 출산휴가(98일(14주)), 
동반 출산휴가, 출산격려 휴가, 일부 지역의 육아휴직 정책 등이 전부다. 출
산휴가, 출산격려 휴가, 일부 지역의 추가적인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하며, 동반 출산휴가는 배우자휴가라고 할 수 있으며 남성 근로자를 
상대로 적용된다. 

중국은 최근까지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명확한 구분이 없다(도남희 외, 
2020: 96). 중국에서 육아휴직이 왜 구분되어 제도화되지 않았을까. 지금까
지의 연구를 토대로 하면, 80년대에 ‘단계성취업’ 논쟁 시기에 등장했던 육아
휴직이 길어지는 것이 여성의 경력상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강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남성 육아휴직은 논하기조차 어
렵다. 

2012년 국무원이 발표한 「여직공 노동보호특별규정(女職工勞動保護特別

154)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2021.08.20.), 中华人民共和国人口与计划生育法, 中国
人大网,  세자녀 관련 언급은 다음과 같다. “세 자녀 생육정책을 명확히 실시할 것
이다. … 사회부양비를 취소하고 관련처벌 규정을 삭제하며 세 자녀 생육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한다. … 국가는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 부모 육아휴가 
실시를 지지한다. … 국가는 재정, 세수, 보험, 교육, 부동산, 취업 등의 지원조치를 
통해 가족생육, 양육, 교육 부담을 덜어준다. … 국가는 부녀 취업 합법 권익을 보
장할 것이며, 출산으로 인해 취업에 영향을 받은 여성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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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定)」은 출산휴가를 98일로 연장하였다. 또한 수유시간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제7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98
일인데 그 중에서 산전은 15일간 휴가를 보낼 수 있다. 난산하는 경우 15일
간 휴가를 추가한다. 쌍(다)둥이를 출산한 경우 1명 더 낳았으면 출산휴가는 
15일 증가한다. 임신 4개월 미만 유산하는 경우 15일 휴가가 있고, 임신 만4
개월 이상 유산하는 겨우 40일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출산
휴가일의 차이는 있다.

제7조, 여직공이 출산한 경우 98일 출산휴가를 사용한다. 98일 중에 출산 
이전 15일 산전 휴가가 포함된다. 난산의 경우 출산휴가 15일이 추
가된다.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 영아 한 명당 15일이 추가된다.

제8조, 여직공 출산휴가 동안의 출산수당은 이미 출산보험에 가입된 경우 
고용회사 지난해 직공의 월 평균월급에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
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여직공 출산 이전 월급
의 기준에 따라 고용회사가 지급한다. 여직공 출산 또는 유산의 의료
비용은 출산보험이 규정한 항목과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출산보
험에 가입한 자에게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고용회사가 
지급한다.

제9조,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여직공은 고용회사가 노동시간을 연장하거
나 야근 근무를 배정하면 안 된다. 고용회사는 매일 노동시간 내 수
유 필요한 여직공에게 한 시간 수유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다둥이 출
산한 여직공에게 영아 한명 추가씩 한 시간 추가된다.

제10조, 여직공 비교적 많은 고용회사는 여직공의 필요에 따라 여직공 위생
실, 임산부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을 설치하고 여직공의 생리위생, 
수유 등 방면의 어려움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야 한다.

2012년의 여성노동보호 규정과 1988년의 동일 법규의 개정 이전 규정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10조에서 ‘탁아소’와 ‘보육’이란 키워드가 빠졌다는 
점이다. 9조의 고강도 노동 금지 규정도 빠졌다. 노동시간만 규정하고 노동강
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155) 근무시간 내 수유할 권리는 유지되었지만, 사

155) 개정 이전 2018년 ‘여직공 노동보호 특별규정’의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10조는 
2012년 규정에서는 9조이며, 11조는 2012년 규정에서는 10조다. 강조표시가 새 규
정에서 삭제된 부분이다.

      “제10조, 여성 노동자에게 수유기일 때 소속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제3급 육체노동 
강도에 해당하는 노동과 수유기에 금지하는 노동을 배정하면 안 된다. 또한 노동시
간을 연장하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야간근무를 배정하면 안 된다.”, “제11조, 여성 
노동자가 비교적 많은 단위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나 공동 설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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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탁아소가 없는데 아이를 직장에 데리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통
해 볼 수 있는 것은 직장 내에서의 공보육 체제가 무너지면서, 직장과 보육
을 결합해오던 관행이 위태로워졌다는 점이다. 

법률 휴가�기간 급여 고용권리보호

1951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보호조례

출산�전후�

총� 56일
급여�정상�직급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보험조례(수정초안)

출산�전후�

총� 56일
급여�정상�지급

1955년
국무원� 여성� 공작인원�

출산휴가에�관한�통지

출산�전후�

총� 56일
급여�정상�지급

1988년 여직공�노동보호규정
90일

(출산�전� 15일� 포함)

여직공� 임신,� 출산� 기간,�

수유� 기간� 내� 기본� 급여

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할�수� 없음

1994년
기업� 직공� 출산보험시

행방법

소속� 기업� 지난해� 직원�

월� 평균� 급여로� 지급,�

출산보험기금�지불

2012년
여직공� 노동보호특별

규정

98일

(출산�전� 15일� 포함)

출산보험에� 가입한� 자는�

고용단위� 지난해� 직원�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

로� 출산보험기금으로� 지

급.� 출산보험에� 미가입

한� 자는� 출산� 전� 월급�

기준으로� 고용� 단위가�

지급.

고용� 단위는� 여직공의� 임

신,� 출산,� 수유� 동안� 급여

를� 낮추거나� 퇴직시키거

나� 노동� 또는� 고용계약을�

해제할�수� 없다.

<표 2-17> 중국 출산휴가 제도 변천
출처: 張亮, 2014

중국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이 없다. 다만 2015년 
기준 상하이, 베이징, 광둥 등 26개 성, 시에서 3-30일까지의 배우자 출산휴
가를 제공하고 있다(신윤정, 2015: 85) 출산휴가와 출산격려 휴가를 합하면 
128일에서 188일까지이며, 일부 지역의 육아휴직은 통상적으로 30일 이상, 
1년 이하다. 동반출산휴가는 7일에서 30일 사이다. 중국 남성 근로자의 조기 
아동보육 시간은 여성 근로자에 비해 대단히 적고, 정책적으로 여성이 더 많
은 시간을 보육에 투자하도록 요구한다. 중국 대부분의 지역은 배우자동반 

형식으로 점차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위생실, 임산부 휴게실, 수유실, 탁아소, 유아
원 등의 시설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생리위생, 수유, 영아보육 등 방면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의 어려운 점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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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출산장려 휴가를 도입했다. 육아휴직은 사실상 지방정부들이 출
산휴가에 한두 달 정도 휴가가능기간을 추가하는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 지
역별 출산휴가 정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56) 고용단위가 승인하면 부부 중의 한 명이 육아휴가를 자녀 만1세까지 사용할 수도 

여성�출산휴가

(국가규정�기본�출산�

휴가� +� 지방정부�

연장휴가)

남성�

출산동

반�

휴가

육아휴가 법령

베 이 징 ( 北
京)

98일� +� 60일�

(고용단위�동의�

전제로� 1~3개월�연장�

가능)

15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각각� 5일

2021년� 11월� 26일�

<北京市人口與計劃生
育條例>

상 하 이 ( 上
海)

98일� +� 60일� 10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각각� 5일

2021년� 11월� 25일

<上海市人口與計劃生
育條例>

톈진(天津) 98일� +� 60일� 15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0일

2021년� 11월� 29일

<天津市人口與計劃生
育條例>

허난(河南) 98일� +� 3개월 1개월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0일

2021년� 11월� 27일

<河南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충칭(重慶) 98일� +� 80일 20일
자녀�만6세까지�매년�

부부�각각� 5~10일156)

2021년� 11월� 25일

<重慶市人口與計劃生
育條例>

장시(江西) 98일� +� 90일 30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0일

2021년� 9월� 29일

<江西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광둥(廣東) 98일� +� 80일 15일 -

2021년� 12월� 20일

<廣東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

칭 하 이 ( 靑
海)

98일� +� 90일 15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5일

2021년� 11월� 24일

<青海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간쑤(甘肅) 98일� +� 82일 30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5일

2021년� 11월� 26일

<甘肅人口與計劃生育
條例>

헤이룽장(黑
龍江)

98일� +� 82일 15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0일

2021년� 10월� 29일

<黑龍江省人口與計劃
生育條例>

하 이 난 ( 海
南)

98일� +� 3개월 15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0일

2021년� 12월� 30일

<海南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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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山西) 98일� +� 60일 15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5일

2021년� 9월� 29일

<山西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產假>

허 베 이 ( 河
北)

첫째/둘째:� 98일� +�

60일

셋째:� 98일� +� 90일

15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0일

2021년� 11월� 23일

<河北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저장(浙江)
첫째:� 98일� +� 60일

둘째/셋째:� 98일�

+90일

15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0일

2021년� 11월� 25일

<浙江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윈난(雲南) 98일� +� 60일 30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각각� 10일,� 자녀�

2명� 만3세� 이하인�경우�

부부� 각각� 15일

2022년� 1월� 17일

<雲南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닝샤(寧夏) 98일� +� 60일 25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0일

2021년� 11월� 30일

<寧夏回族自治區人口
與計劃生育條例>

네이멍구(內
蒙古)

첫째/둘째:� 98일� +�

60일

셋째:� 98일� +� 90일

25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0일

2022년� 1월� 20일

<內蒙古自治區人口與
計劃生育條例>

광시(廣西) 98일� +� 50일 25일 -

2020년� 9월� 22일

<廣西壯族自治區人口
和計劃生育條例>

쓰촨(四川) 98일� +� 60일 20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0일

2021년� 9월� 29일

<四川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구이저우

(貴州)
98일� +� 60일 15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0일

2021년� 10월� 9일

<貴州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장쑤(江蘇) 98일� +� 최소� 30일
최소�

15일

육아휴가�시행�추진,�

성인민정부�제정

2021년� 9월� 29일

<江蘇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랴 오 닝 ( 遼
寧)

98일� +� 60일 20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0일

2021년� 11월� 26일

<遼寧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후 베 이 ( 湖
北)

98일� +� 60일 15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0일

2021년� 11월� 26일

<湖北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후난(湖南) 98일� +� 60일 20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0일

2021년� 12월� 3일

<湖南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산둥(山東) 98일� +� 60일
최소�

15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각각�최소� 10일

2021년� 12월� 7일

<山東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

신장(新疆) 98일� +� 60일 15일 -

2017년� 7월� 28일

<新疆維吾爾自治區人
口與計劃生育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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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전면적 3자녀 출산 정책 이후 중국 각 지역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현황

(각 성의 인구와 계획출산 조례 참고 후 정리)

이 중에서 대도시인 상하이의 출산휴가 제도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
겠다. 상하이시 출산 관련 정책은 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60
년대 초기부터 1973년까지로, 다자녀출산 통제,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
는 것을 제창했다. 제2단계는 1974년부터 1979년까지로 전면적으로 “만, 희, 
소(晚, 稀, 少)” 출산정책을 시행했다.157) 제3단계는 1979년 8월부터 1981
년 8월까지로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며 적게 출산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
이었다. 한 부부는 한 자녀만 출산하고 셋째부터는 통제한다. 제4단계는 
1981년 8월부터 1990년 8월까지로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며, 적게 출
산하고 우량아를 낳는다. 한 부부는 한 자녀를 출산하고 둘째는 엄격히 통제
하며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부부는 허가 하에 둘째를 출산할 수 있다. 제5단
계는 1990년 8월 1일,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상하이시 계획출산조례
(上海市計劃生育條例)」를 발표했다. 2003년 12월 31일 상하이시 제12계 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상하이시 인구와 계획출산조례(上
海市人口與計劃生育條例)」를 통과했다.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늦게 결혼하거나 늦게 출산하는 경우 휴가 혜택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조례’
의 제33조에 따르면 늦게 결혼한 공민은 국가가 규정한 신혼 휴가 외에 ‘만
혼가(晚婚假)’ 7일을 더 받을 수 있다. 늦게 출산한 여성은 국가가 규정한 출
산 휴가 외에 ‘만육가(晚育假)’ 30일을 더 받을 수 있다. 덧붙여 배우자는 만
육 간호휴가 3일을 받을 수 있다. 만혼가는 결혼휴가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있다. 육아휴가 기간의 급여는 최소 본인 기본 급여의 75%다.
157) “만, 희, 소”는 중국이 70년대 시행한 계획출산 정책이다. 1973년 12월, 제1차 계획

출산보고회에서 계획출산은 “만, 희, 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창했다. “만”은 
남성 만25세, 여성 만23세 이후에 결혼하는 것이고, “희”는 출산간격을 늘려, 두 자
녀 터울은 4년으로 설정하며, “소”는 두 자녀만 출산하는 것이다.  

안 후 이 ( 安
徽)

98일� +� 60일 30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 각각� 10일

2022년� 1월� 1일

<安徽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

산시(陜西)
98일� +� 60일(셋째의�

경우� +� 6개월)

15일(

셋째의�

경우� +�

10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각각�최소� 30일

2021년� 10월� 27일

<陜西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푸젠(福建) 98일� +� 60일/82일 15일
자녀�만3세�이전�매년�

부부�각각�최소� 10일

2021년� 10월� 25일

<福建省人口與計劃生
育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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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육가와 만육 간호휴가도 출산 휴가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전면적 두 자
녀’ 정책이 실시된 2016년 2월 23일 상하이시 제14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상하이시 인구와 계획출산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결정’은 만혼, 만육 개념을 삭제하고 두 자녀 출산을 격려하였
다. 이전 만육 여성에게 추가로 주어진 30일은 “법률 법규에 부합하여 출산
한 부부의 경우, 여성은 국가가 규정한 출산휴가 외에 30일 더 누릴 수 있
다”로 수정되었다. 기존 배우자 만육 간호 휴가 3일은 동반 출산휴가로 개명
되어 10일로 늘려 통일되었다. 추가 출산휴가와 배우자 동반 출산휴가 동안
의 월급은 그대로 지급한다. 베이징, 지린, 충칭, 하이난, 산시 5개의 성도 육
아휴직과 유사한 규정들을 제정했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 끝난 뒤, 단위
의 허가를 받으면 1개월에서 6개월의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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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현대 한국 보육체제의 역사적 변동과 현재
3장은 현대 한국 보육체제의 역사적 변동과 현재를 세 시기(형성기, 이행

기, 저출산기)로 구분하여 서술하되, 분석틀에서 제시한 (여성)노동시장, 출
산정책, 보육실천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동시에 가족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떻
게 전개되었는지도 고찰한다.

  제 1 절 가족 보육체제의 형성
한국은 1980년대까지 보육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

으며, 보육정책의 역사가 아니라 가족에게 영유아 보육을 전담시키는 ‘가족보
육’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역사’를 기술하기조차 어렵다. 그렇기
에 한국 보육의 역사를 기술한 연구도 드물게만 존재한다. 대부분의 보육 연
구들이 역사학적 사회사적 접근을 하지 않고 정책이나 제도를 중심으로 서술
될 뿐이다(김진욱 외, 2019; 장석환, 2020). 무엇보다 보육부담의 주체인 여
성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고민하는 연구도 많지 않다. 3장에서는 보육사 연구
를 넘어 가족사 연구들과 여성사적 연구들을 활용하고, 한국 보육의 가족 전
담의 성격이 여성의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연계하면서 보육체
제에 대한 역사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공공
부조 제도가 전면개편되기 전까지는 주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회보험은 큰 재정지출 없이 핵심 생산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
었고, 이는 발전국가의 생산지상주의 경향에 기초한 것이었다(김규찬, 2020). 
따라서 보육은 이와 같은 복지체제에서는 주변적 정책으로서의 위상만 가질 
뿐이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보육은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비가시화’된 사적 
영역에서 대부분 여성에 의해 수행되던 실천이었다.

  1. 여성-노동자 정체성 형성의 좌절과 가족주의

  1) 前史: 일제 시기의 직업부인 

일제 시기 가족은 식민통치의 기본 단위였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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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1909년 민적법, 1922년 조선호적령 시행)는 부계혈통에 기반한 가
족의 가부장성을 강화하였다. 이 유산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① 직업부인의 등장과 의미
일제 시기부터 극소수지만 신여성, 직업여성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교사, 

의사, 기자 등의 직업에 여성들이 진출하기도 했다. 당시에 일하는 여성은 주
로 ‘직업부인’으로 불렸다. 일부에서는 여공과 직업부인을 구분하여 직업부인
은 ‘두뇌’노동을 하는 화이트칼라 여성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는 여성이 노
동시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낯선 것으로 여겼음을 보여준다(강이
수, 2011b: 138). 여성취업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한적인 찬성론이다(강이수, 2011b: 144). 제한적인 찬성론은 생계 때
문에 어쩔 수 없이 노동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직업여성으로서 자유와 독립을 
위해 노동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논리이다. 이는 여성은 전업주부로 지내는 
것이 옳은 것이며 가정에 머무를 조건이 되면 무조건 머무르라는 시각을 담
고 있다. 실제로 당시에는 대부분 ‘생계’ 때문에 하층민 여성들이 주로 노동
시장으로 나왔다. 이와 더불어 일제 시기에도 이미 모성 근대화 담론이 제기
되었다. 배운 여성도 일종의 전문적인 가정주부로서 육아에 전념하도록 하는 
담론이었다.158) 당시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독립적인 정체성을 갖는 경험을 했지만, 직업여성에 대한 이와 같은 시각은 
한국에서 여성-노동자 정체성 형성 가능성을 제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
적인 보육은 상상조차 어려운 것이었다. 일제 시기의 이러한 시각은 한국 여
성의 정체성과 성별분업의 측면에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동경유학을 다녀온 다음 여성 의사의 글은 여성이 직업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가 불안과 공포를 준다고 말하면서, 여성이 직업과 육아를 병
행하기 어려울 때는 직업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육아와 직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것은 진퇴양난의 현실이며 모성애의 파괴를 
낳는다고 ‘한탄’만 하는데 그친다. 

  직업을 버릴 것인가? 육아를 맡을 것인가? 이렇게까지 조선의 직업여성 
제군은 고민하기도 할 것이나, 말하자면 육아를 위해서는 직업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이 없이는 도저히 육아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없는 형
편이라면 여기에는 다만 진퇴양난의 현실의 악희가 젊은 모성애를 슬프게도 
짓밟을 뿐이겠지오. 젊은 조선의 모성이여!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젖을 먹이
며 키우고 당신의 품속에서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키우십시오.(장문향, 

158) 이는 2장에서 설명한, 중국 90년대부터 제기된 ‘과학육아’ 담론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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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여성과 육아」, 『신가정』 제13권 2호, 1935년2월, 79쪽; 이윤진, 
2006: 226 재인용) 

이 글은 이후 한국사회의 보육(가정)과 노동을 둘러싸고 여성이 부딪히는 
진퇴양난의 양자택일 상황을 예기(豫期)하는 듯하다. 여성들은 “슬프게도”, 
“모성애” 악화를 견디며 직업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결국 직접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인용문은 글이 가진 ‘논리적 비합리
성’ 덕분에 한국 여성들이 현대 이후 경험하는 모순적이고 비극적인 생활구
조를 반면교사처럼 보여준다. 

  ② 여성경제활동과 무관한 기관보육
일제 시대 보육기관은 도시에 설치한 상설탁아소와 농촌에서 농번기에만 

운영하는 계절탁아소 두 유형이 있었다. 이중에서 상설탁아소는 일제의 식민
지공업화 정책에 따라 생겨난 도시 공단지역의 빈민층 기혼여성들의 자녀양
육을 위한 것이었다. 일례로 부산의 공생탁아소는 노동자들의 3~6세 자녀를 
하루 5전의 탁아료를 받고 낮동안 보육했다(김진욱 외, 2019: 39). 계절탁아
소는 특히 농번기의 여성노동력 충원을 위해서 일시적이고 불규칙하게 설치
되었으며, 주로 이동식 시설로 작업장 주변 야외에서 아동들을 모아놓고 돌
보는 경우가 많았다. 농번기 탁아소는 1930년대 초반에 등장했는데, 상설탁
아소보다는 수가 많았다.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농촌지역 기혼여성을 동원하
여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들 탁아기관은 주로 개인이나 교회에 의해 설치되었고 국가적 정책 측면
이 부재한 것이었다(이윤진, 2006). 예를 들어 1933년 화광교원이라는 불교
계에서 설립한 동대문탁아소, 1938년 기독교 감리교에서 운영한 평양탁아소 
등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여성노동력 충원을 주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기보다는, ‘개신교 선교’를 위한 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반일제’로 운영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여성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이
러한 보육기관은 유산자 가정 아동들의 전유물이었다. 한국의 보육기관이 애
초부터 사립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계층적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식민지 시기와 현재는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를 제외하고 민간의존 보육이
라는 점과 여성의 경제활동과 거리가 있다는 점 등 큰 흐름에서 유사하다(이
윤진, 2006: 234) 그밖에도 보육(保)과 교육(幼) 이원화의 기원도 식민지 
시기에서 찾을 수 있다(이윤진, 2006: 246-247; 이상금, 2005: 20-23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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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화 이전: 전쟁미망인과 현모양처 담론의 승리

  ① 여성생계부양자 증가와 그 한계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는 여성 참정권 부여, 부녀국 설치, 공창제 폐지, 교

육기회 부여 등 여성 관련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미약하게나마 시작되었
다(정수남, 2017: 91).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한반도는 여초사회가 되었
다. 북한은 1953년 여성 100명당 남성 88.3명, 1956년 91.6, 1960년 93.8
명이었고, 남한은 1953년 여성100명당 남성 97.6명, 95.4였다. 남한은 1960
년이 되어서야 100.7로 남성과 여성인구가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김귀옥, 
2004: 44). 

1930, 1940년대의 여성 취업인구는 35% 정도였고, 전쟁 직전 1949년에는 
30% 아래였다가, 전쟁 당시인 1951년과 1952년에는 약 60%로 급격히 늘었
다. 전쟁 후에도 35% 정도의 여성은 지속적으로 직업 활동을 수행했다(김현
선, 2010: 299).『160) 소위 남편이 있는 가계들에서도 가구주인 남편의 수입
이 가구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여성의 노동이 
필수적이었다(강이수, 2011b: 303). 여성의 경제권 측면에서만 본다면, 여성
의 권력이 강화되어 성별분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많은 여성들이 이른바 ‘전쟁미망인’이 되어 노동 영
역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161) 1957년 미망인의 수는 전체 여성의 10% 
정도로 무려 55만 5,022명이었다(이임하, 2000).162) 전쟁미망인이 가족질서
에 갖는 함의는, 남성 가부장이 사라짐으로써 불가피하게 여성이 구조적 조
건에 의해 경제적·인격적 독립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다.163) 이들 미망인은 1인당 2.07명의 아동을 돌봐야 했다고 한다(전경옥 
외, 2005:45). 그러나 전쟁미망인은 한국사회를 지배하던 전통적 관념으로 
인해 ‘재혼’조차 쉽지 않았다.164) 뿐만 아니라 사회의 차가운 시선까지 보태
159) 본고는 보육을 중심으로 다루므로 유아교육 연구에서 중시하는 유보 이분법 문제는 

배경으로만 다룰 것이다. 
160) 1952년 7월 14일자 『동아일보』의 “여성의 직장 진출 현저”라는 제목의 기사는 

1952년 기준 남자 800만 명에 여자 600만 명 정도로 여성 노동력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강이수·신경아·박기남 외, 2015: 101)

161) 전쟁미망인을 구호하기 위해 모자원 등이 설치되었지만 2%만 수용되었고, 전쟁미망
인들은 자력갱생에 내몰렸다(이상록, 2001: 129). 

162) 물론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이임하, 2000). 
163) 미망인(未亡人)이라는 단어는 남편이 죽은 뒤에 따라 죽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존재

라는 매우 봉건적인 관념을 담고 있다. 다만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단어라고 생
각하여 그대로 사용한다. 

164) 일부 지식인만이 전쟁미망인을 적극적으로 재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리적 근
거는 다양했는데, 주된 논리적 근거는 미망인의 성욕이 기존 가족질서를 어지럽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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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이른바 ‘자유부인’이나 ‘전후파 여성’의 등장과 전쟁미망인의 증가는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한국사회에는 전쟁미망인들을 일탈적이고 
성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대중문화가 만연했다. 간혹 전쟁미망인을 취업시켜
야한다고 주장하는 지식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전쟁미망인은 농업에 종
사하였으며, 도시에서는 소규모 장사와 성매매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들은 여성가장 역할과 자녀양육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일하기는 농
노처럼, 몸가짐은 수녀처럼 하면서, 시부모를 섬기고 시누이를 돌보고 아기를 
길러야 하는” 처지였다(이상록, 2001: 130). 결국 전쟁미망인은 특정한 ‘여성
적’ 분야의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가정 내 성별분업이 일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결국 이들은 모성을 위해 개인적 욕구를 희
생해야 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김현주, 2008: 76). 성적일탈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우려와 압박으로, 결국 다수의 전쟁미망인들은 모성중심의 성역할을 
수행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었다. 

<그림 3-1> 최초 여성감독 
박남옥이 제작한 미망인(1955) 

포스터

<그림 3-2> 영화계에서 
1편만 제작한 뒤 경력단절된 

박남옥 감독과 아이

한국에서는 이처럼 여성노동의 필요성이 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증가하였
지만, 기존의 성별분업은 변화되지 못했다. 일가정양립과는 거리가 먼, ‘이중
부담’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1955년이 지나면, 농업 일변도였던 여성노동 부

수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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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70% 이하로 감소하고,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도 여성취업이 증가했
다. 

전쟁미망인의 대량 발생은, 가족이 전쟁으로 해체되었듯이 물적인 측면에
서 제도적 反가족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계기였지만, 한국에서 제도적 反가
족주의는 관철되지 못하였고, 현모양처 이념은 여전히 강력했다. 전쟁으로 인
해 지배층 일부가 흔들리면서 전통적 신분제의 붕괴가 가속화되었고, 농촌공
동체가 무너지면서 원자화되고 ‘축소된 가족주의’가 지배하게 되었다(강인철, 
1999). 가족을 통해서만 생존을 도모하고 믿을 것은 가족밖에 없다는 의식에 
전쟁은 큰 영향을 미쳤다. 관념적으로는 남녀평등, 여성의 독립적 지위를 강
조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의 삶은 가정주부, 어머니, 아내로 수렴되었다. 이
와 같은 ‘현모양처’ 담론은 국가 건설이라는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있는 것
이었다(정수남, 2017: 92). 결국 1950년대에는 전쟁경험 이후 생성된 ‘희생
하는 어머니’ 이미지를 통해 가족의 해체가 방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
은경, 2011). 많은 여성들은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부재하는 가장’의 자리
조차 존엄한 것으로 유지해야 했다(전경옥 외, 2005: 38). 극심한 빈곤 속에
서 가부장의 빈자리를 채운 여성들로 인해, 이 당시의 가족은 현실적으로는 
모중심 가족이었다(배은경, 2012: 31). 군대문화에서도 실제로는 생계에 쫓
겨 악전고투하는 어머니들이 마치 전쟁의 공포를 잊게 하는 평화의 상징이자 
고향의 은유로 작동하였다. 어머니는 어머니여야만 했다.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단잠을 못 이루고 돌아눕는 귓가에
장부의 길 열어 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아아아 그 목소리 그리워

들려오는 총 소리를 자장가 삼아
꿈 길 속에 달려 간 내 고향 내 집에는
정안수 떠 놓고서 이 아들의 공 비는
어머님의 흰 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소
아아아 쓸어안고 싶었소

유호 작사, 신세영 노래, “전선야곡”, 1950

또한 현모양처 이념은 ‘제도로서의 주부’를 구축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
다. 여성은 사적 영역의 합리적인 관리자로서만 부분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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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김현주, 2008: 80-81). 이러한 경로는 이후 압축적 근대화가 이루어
지는 시기에도 큰 틀에서 여전히 지속되었다.  

주부의 지위와 연관된 것이 자녀출산 문제였다. 생계, 자녀양육, 시부모 봉
양 등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면서 여성들은 아들을 낳거나 필요한 수를 낳은 
다음에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고자 하는 ‘출산억제 욕구’를 갖게 되었다
(배은경, 2012: 32). 1959년 사회학자 이만갑은 남성과 여성의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여성들은 “자식이 많은 사람”이 1순위로 가장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여자가 남자보다 자식의 다과를 복의 첫째 기준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 자
식이 있고 없고가 가족에 있어서의 여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
인이며, 자식이 없으면 주부의 지위조차 상실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
다.(이만갑, 1961: 116; 배은경, 2012: 35재인용; 강조는 인용자)

이처럼 아이 출산과 여성의 주부지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1950년대 여성들은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도 주부라는 정체성, 즉 아이 엄마
이자 양육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
럼 가부장은 전쟁으로 부재할 때조차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면서도 아이를 보육함으로써 주부의 지위를 지키고자 했다. 

  ② 구호기관으로서의 기관보육
해방 이후, 한국의 보육은 별도의 법령 없이 ‘교육법’에 종속된 하위범주로 

간주되었다. 1949년 교육법에는 유치원의 목적, 입학자격 등이 규정된 법조
항이 있다. 교육법 81조는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하고 있고, 146조는 유치원 
교육의 목적을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유치원은 만4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시
기까지의 유아가 다닐 수 있었다(148조). 교육법상에서는 보육과 교육의 이
원화는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유치원 교육을 ‘보육’의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조문이 현실과 그대로 일치한다고 보기
는 어렵다.165) 탁아소는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에서 직장을 가진 부모의 
자녀를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위탁보육하는 시설로 규정되었다. 단순한 
구호기관으로 빈민층 자녀를 단순히 보호해주는 목적을 가졌기에, 실제로는 
고아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김진욱 외, 2019: 43). 따라서 이 시기에 보육은 
165) 1993년, 보육이라는 단어는 교육이라는 단어로 변경 제정되고, 유치원은 교육을 담

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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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셈이다. 따라서 유치원이든 탁아소든, 국가는 보
육 수행을 방기하고 가족과 민간에 떠넘겼다. 이 시기에도 역시 국내외 민간
기관이 주로 고아, 기아, 부랑아를 위한 시설을 설립했다. 

  3) 산업화 시기: 근대 핵가족과 전업주부 정체성 형성

  ① 압축적 산업화와 가족주의의 동원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진 1960년대~1970년대에는 국가정책과 노동시

장이 서서히 작동하면서 보육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시작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해체되었던 가족들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압축적 산업화의 특징인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담론은 민족주의뿐 아니라 
가족주의를 동원한 측면이 많으며, 군사정권의 통치도 가족들의 가부장적 성
격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전경옥 외, 2005: 84). 특히 문화적 측면의 가
족담론은 성별규범의 변동도 야기한 것이었다. 농경사회와 달리 산업화가 시
작되면서 가족은 생산 단위가 아닌 여가와 소비의 단위로서 재생산 기능에 
치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는 여성의 일, 생산은 남성의 일로 성역할 분업
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힘은 여성을 ‘전업주부’의 정체성을 갖도록 만
들었다. 전업주부들은 산업화 이후 형성된 중산층 위주로 형성되어 사회의 
주요 소비주체로 부상하였다(전경옥 외, 2005: 125). 이는 여성이 하는 사적 
영역의 일에 대한 평가절하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성별분업은 여성이 가족 
내에서 보육을 전담하는, 심지어 여성이 일을 하더라도 보육의 최종적 책임
자가 되는 관행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산업화 시기에는 ‘핵가족’이 더욱 유
용한 가족 형태가 되며, 산아제한 가족계획은 이를 강화했다. 핵가족은 여성
의 정서적 기능, 소비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이는 중산층 이상에서 더욱 
잘 작동했다.  

  ② 젠더화된 발전전략: 여성노동자와 전업주부
그런데 이 시기는 여성노동자가 여전히 증가하던 시기였다. 여성노동자는 

경공업,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무직, 판매직 등에서 증가했다. 여성들이 노동
자로서의 삶을 더욱 많이 살았음에도 왜 여성들을 가족과 보육으로부터 벗어
나지 못했는가? 

이 시기에도 역시 여성의 취업 동기는 대부분 ‘생계’를 위한 것이었다. 또
한 한국에서도 중국처럼 여성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의 도구로 
동원된 것은 마찬가지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유사한 여건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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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여성들은 2차 산업에서 단지 6.4%를 차지했으나, 1990년이 되면 
28%까지 급증하였다. 농촌의 경제적 비중이 축소되고 농촌경제가 궁핍화되
면서, 남성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노동자가 되었다. 
1960~1970년대 산업화는 ‘미혼’여성의 저임금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였는데, 
수출주도형 경제가 특히 경공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여성청년의 노동력에 크
게 의존하였기 때문이다.166) 이 시기 여성노동시장은 농촌기혼여성 노동시장
과 도시미혼여성 노동시장으로 이분화되었다(강이수, 2011b: 341). 

<그림 3-3> 산업화 시기 한국 여성노동자들: 
가발공장 여공, 버스 안내양167)

하지만 한국의 산업화는 노골적으로 젠더화된 발전전략을 채택했다(이재경 
외, 2015). 한국에서 군사정권에 의해 수행된 조국근대화는 ‘남성성의 구현’
의 방향으로 설정된 측면이 많다. 군사적 문화는 남성성의 구현과 무관하지 

166) 여성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적으로 남성임금의 절반이 되지 못했다.
167) 림보<회사가 사라졌다>, 2021.02.28.,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여공이라는 ‘괴물’...그

래서 그들은 글을 썼다, 경향신문; 연합뉴스, 몸수색까지 당한 안내양...인권 침해 논
란에 영화 내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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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여성노동은 이러한 방향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범위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여성노동자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산업전사’로 불리기도 
했다. 이는 한편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자가 되는 양상처럼 보이기도 하
지만, 국가주의적 노동동원이 남성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성에게도 이루어
지는 민족주의적 한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노동을 가
족주의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도시로 이주한 젊은 여성의 노동은 ‘딸에 
의존하는’ 농촌 가족의 생존전략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여공들에 대해 ‘충실
한 딸’이라는 묘사를 부여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노동에 충성과 
순종이라는 덕목이 부여된 것이다(김승경, 2015: 125-127). 1972년 노동청
의 근로기준담당관은 여성노동자를 지도 계몽하는 직무를 수행할 경우, 노동
이 아닌 ‘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성으로서의 교양과 살림에 필요한 소양 
계몽을 지도의 핵심에 둔 것이다(김원, 2005: 332). 또한 질병에 시달리는 
상당수 여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노동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미
래의 “모체(母體)”이기 때문이었다(김원, 2005: 340).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여성을 동원한 대표적인 운동이었다. 정부는 새
마을운동을 통해 여성들이 지역과 국가에 공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아실
현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선전했다. 실제로 새마을운동 과정
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매우 두드러졌다. 대표적 조직이 ‘새마을부녀회’였다. 
여성들은 농가의 주부에서 ‘여성 농민’이 되었지만, 여성들의 지위는 별로 향
상되지 못했다. 새마을부녀회 회원은 마을의 ‘내조자’로 표상되었다. 부녀회의 
조직화는 금주운동에서 출발했다. 여성들이 공적영역에서 집합적으로 수행하
는 활동 내용은 금주운동, 절미저축, 폐품수집, 탁아소, 공동구판장 등 가사노
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었다(소현숙, 2001: 193). 이권과 관련되거나 
실질적인 마을 의사결정과 관련된 일들은 수행하지 못했다. 여성들의 지위향
상은 부녀회 대표 등 일부 여성에 국한된 것이었다. 오히려 국가주의적 동원
을 통한 민족주의적 가치만이 강력하게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소현숙, 
2011: 200).

물론 이로 인해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시민권을 획득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노동자들은 보호나 구제의 대상이었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주체로 간주되지 못했다.168) 한국의 여공들은 가족주
의적 규범을 넘어서지 못하는 제한된 노동자성을 갖게 되었다. 여공을 ‘공순
이’로 비하하여 부르는 말이 유행했으며, 여공들 자신도 공장 일을 주부 또는 
어머니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전의 ‘과도기’로 여기곤 했다. 그녀들은 공장

168) 이는 당시 여성노동 조건을 개선하려했던 많은 사회운동들의 한계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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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날 미래를 상상하면서, 남형제를 뒷바라지 하거나 혼수를 마련하기 위
해 돈을 벌었다(김승경, 2015: 126,135).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젊은 시절 
노동자가 되었지만, 결혼과 동시에 ‘회가’했으며, 이는 여성에 의한 가족보육
의 실천으로 귀결되었다. 

결혼 이후 경력단절은 지금은 문제점으로 간주되지만, 당시 ‘결혼퇴직’ 제
도에서 보듯 경력단절은 철저히 합법화되었다(신경아, 2007: 14). 1975년에
는 ‘결혼한 여성이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정도였
다.169) 여성의 취업은 “결혼행의 정류장”이었고 “결혼청첩장이 사직서를 대
신”했던 것이다(강이수, 2011b: 341). 이러한 시대적 인식 속에서, 결혼한 여
성을 관행적으로 퇴직시키던 경력단절 문화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최
초의 사례는 1976년 은행권에서의 벌어진 결혼퇴직제의 공식적 폐지다(신경
아, 2007: 20). 

기혼여성노동자가 많았던 농촌의 경우, 세대간 친족간 가족구성원 간의 역
할분담과 공동부조를 통해 노동과 가사를 배분하였다. 도시에서는 보모를 많
이 고용했다. 서울에서는 1966년 10가구당 2.2가구가 식모를 고용하고 있었
으며, 1973년에는 다섯 가구당 한 가구에 가정부가 고용되었다. 주부가 직장
을 갖고 있는 경우 75%가 가정부를 두고 있었다(강이수, 2011b: 343). 

여성이 노동자로 지내지 않고 기혼 전업주부라도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으
로 1970년대 중동노동자들의 사례는 전업주부들도 산업화의 생산성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남편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가
족주의적 명분에 따르면서도, 굳이 가족과 떨어져 이국만리에서 돈을 벌어야
했다. 가족과 함께 중동으로 이주하면 국내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정부가 가족의 동반이주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 
남은 중동노동자 부인(이른바 ‘사우디 부인’)들의 탈선을 우려하고 비난하는 
언론들의 보도가 빈번했다. 이는 가족주의가 가족을 ‘해체’시키는 역설을 잘 
보여준다. 

169) 결혼퇴직제 논쟁은 조흥은행에 근무하던 이명숙이 취업시 사인했던 결혼각서를 근
거로 결혼퇴직을 종용하는 회사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에 다른 많은 여성 은행원
들이 동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에 여성단체들이 참여하여 결혼퇴직제의 폐지
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1976년 5월 은행의 여행원 결혼퇴직제는 폐지되었다.(소현
숙, 2001: 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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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중동 파견 노동자 관련 행사와 부인의 탈선에 관한 언론기사170)

  ③ 보육정책의 형식적 개시 
보육을 위한 ‘탁아소’ 설치의 법적 근거는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비로소 마련되었다. 보육정책의 역사가 시작된 셈이다. 탁아소는 
보건사회부 관할이 되었다. 이 법은 탁아시설의 설치기준, 직원, 탁아시간과 
기간, 보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때 탁아소는 전쟁으로 인해 
버려진 아동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조문은 탁아소가 “아동
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탁아소
도 구빈(救貧)의 차원, 즉 고아원에 가까운 규정을 갖고 있었으며, 보편적인 
보육에 대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림 3-5> 1962년 설립된 제주도의 탁아소171)

170) 송대수, 1984,04.26., 중동서 5년간 번 5,000만원 유홍비 탕진 “내 아내를 처벌해 
주오” 5년만에 귀국한 30대 근로자 고소로 구속 부상한 몸…아내는 외박만 ‘중동가
족’문제, 정부 차원 대책 있어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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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로 인해 늘어난 탁아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보육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사회부는 1967년부터 탁아시설증설 계획을 추진했다. 특
히 1968년 아동복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미인가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이 실
시되어, 기존에는 법인체만 설치 운영할 수 있었던 무허가 혹은 소규모 시설
들이 한시적으로 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민간 
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1968년 전국 292개소의 보육시설에 
25,443명의 아동이 입소했고, 1977년에는 보육시설이 600개소를 넘어서게 
되었다(김진욱, 2019: 46). 당시에는 정부의 제대로 된 행정 지도 및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보육의 내실화를 기하기는 어려웠다(김희연, 2006). 결국 일
제 시대 종교기관이 탁아소를 운영했던 것의 역사적 연장선에서, 주로 외국
의 원조에 의해 탁아소를 운영하였다(허옥희, 2011: 12; 송치숙·박종배, 
2019: 41). 

이 시기 유치원은 교육법으로 규정되었지만, 탁아소는 복지법에 의해 임시
적인 성격으로 규정되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유아교육은 ‘교육법’의 적용을, 
영유아보육은 「아동복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법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체제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탁아소는 특수한 처지의 아동을 보육
하는 부차적인 시설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화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강순화, 2008: 210; 송치숙·박종배, 2019: 42). 

따라서 박정희 정권 시기 보육에 대한 공적인 조치는 전무했다고 할 수 있
다. 아동 ‘일반’에 대한 보육 관점을 담은 조치는 1978년에 들어서야 제정된 
‘탁아시설 운영 개선방안’이다. 입소 대상을 일반가정 아동까지 확대하고, 보
육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었다. 이로 인해 보육시설이 고아원이나 저소득층
이 아닌, 중산층 위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다(김진욱, 2019: 46).   

사실 80년대 이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일제 시기부터 설치되던) 농촌진흥청 관할의 농번기 탁아소, 내무부 관할의 
새마을 협동유아원, 민간유치원 및 그와 유사한 형태의 유아교육기관들이 다
양하게 존재했다(송치숙·박종배, 2019: 43). 하지만 1979년 당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한 아동의 입소율은 4%에도 이르지 못했다(김종해 외, 2005: 
41).

  2. 가족계획사업과 보육

171) 김현종, 2009.12.01., 도내 어린이집 1호 1962년 개소 ‘제주어린이집’, 『제주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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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전주의적 근대화와 가족계획사업

역사적으로 보육체제의 변동을 고찰할 경우, 출산정책인 가족계획 사업은 
국가 기구와 보육체제의 관련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을 추진하는 발전주의적 근대화에 따라 사회적 재생산은 가족과 여성에게 떠
맡겨졌다(신경아, 2007; 이진옥, 2012). 발전주의는 국가경제 발전만이 개인
도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므로 사회복지 제도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며, 
설령 사회복지가 도입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생산에 이득이 되어야만 도입하
는, 강력한 국가복지 최소화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장경섭은 이를 ‘개발
자유주의’라고 불렀고 이러한 경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분석한다(장경
섭, 2011). 기본 전제를 ‘선가족책임 후국가보호’로 요약할 수 있다(송다영, 
2014: 120). 발전주의는 복지에 대해 국가의 개입보다는 시장을 통한 해결
을 선호하는 경향을 지속시켰다. 이러한 국가복지 결여를 메꾼 것은 주로 여
성과 가족이며, 여성과 가족이 국가복지 결여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었다. 

가족으로의 리스크 이전을 위해 발전주의는 적극적으로 가족주의 이념을 
활용하였다. 한국에서 가족주의는 강력한 제도적 측면을 갖고 있었는데, 대표
적인 정책이 박정희 정권 시기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이다(배은경, 2012; 
조은주, 2018). 당시에는 인구증가 억제야말로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
제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한국의 가족계획은 1961년 공식적 국가
정책으로 도입되어 1995년 종료되기까지 약 35년 간 이어졌다(오영란, 
2020: 222).172) 가족계획사업은 196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부
로 포함되었지만, 시행과정에서는 주로 국민운동을 통한 계몽의 방식으로 실
시되었다. ‘대한가족계획협회’는 반관반민 기구로서 가족계획사업의 중심 추
진기구였다(배은경, 2012: 93,95). 가족계획사업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가족
주의는 자생적인 관념이기도 하지만, 국가에 의해 위로부터 부여된 제도적 
이데올로기이기도 한 것이다. 

  2) 가족계획의 가족주의와 근대 핵가족 

특히 가족계획사업 추진기 한국정부는 대가족을 농촌근대화의 암이라고 묘
사하거나 전통가족과 관련된 용어들을 봉건잔재라고 지목하되, 핵가족을 찬
172) 가족계획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이어 한국이 세 번

째였다. 특히 범국가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경제기획원이 인구목표와 장기계
획 수립을 담당하였으며, 보사부는 집행을 맡았다.(배은경, 2012: 94,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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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며 ‘개명, 진화, 중류이상’ 등으로 묘사하곤 했다(김희경, 2017: 169). 그
런데 어떤 경우에는 핵가족을 비난하기도 했다. 핵가족이 전통적 대가족의 
붕괴이자 여성일탈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등장했던 것이다(김혜영, 
2016). 이처럼 가족계획은 양면성을 가진 것이었다. 국가는 핵가족을 찬양할 
경우에는 농촌 자녀의 도시이주를 장려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 산아제한
을 골자로 한 가족계획을 장려하였다. 반면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촌이 공
동화되고 고령화되면서 노인부양의 필요성이 생기자 핵가족을 비판하고 가족
부양 논리를 부각시키곤 했다. 양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의 방기이며, 가족과 여성에의 부담 전가이다.  

가족계획이 요구한, 소수의 자녀만을 갖도록 하는 것은 ‘핵가족’을 정상모
델로 만들었다. 가족계획의 성공은 ‘자녀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녀수가 많
을 경우 암묵적인 사회적 비난을 경험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명
화된 가족은 소자녀+부부로 구성된 핵가족이었다. 이에 따라 자녀수가 많은 
가족은 비근대가족이거나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표상되기 시작했다(오영란, 
2020: 224). 

<그림 3-6> 1975년 한국 가족계획 포스터173)

가족계획을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가족계획요원들은 모두 여성들이었다. 
가족계획의 대상이 여성으로 설정되었던 것이다(배은경, 2012: 104). 사업의 
표적 집단이 여성이므로 추진요원도 여성이 되었다. 1968년부터는 ‘가족계획
어머니회’가 마을 단위에 기혼여성 중심 기층 여성조직으로 조직되었다. 가족
계획이 진행되면서, 성별분업에 따라 남성은 생계부양자이고 여성은 가정관
리의 주체인 ‘전업주부’가 생산되는 토대가 되었다(조은주, 2018: 249-251). 

173) 이승철, 2010.01.15.,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가족계획포스터 ‘둘만 낳아 잘 기르
자’,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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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의 ‘제도로서의 주부’가 더욱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계획은 어쨌든 근대화의 외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업주부

라고 해서 남편과 가정에 종속되는 존재로만 선전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
정을 관리하고 가계를 책임지는, 제한된 형태의 여성 주체성이 강조되었다
(조은주, 2018: 253). 이는 ‘가족 내부의’ 주체성과 자율성이므로 한계가 있
긴 하지만, 여성의 능동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문제
는 여성들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 전업주부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비율은 극히 낮았으며, 순수한 형태의 전업주부는 ‘이상(ideal)’에 가까운 것
이었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174) 

 
   전업주부의 이념형은 산업화 시기 여성의 임금노동을 언제나 잠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만들었다. ... 여성들은 전업주부의 삶을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전업주부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고된 공장노동의 
고통을 견뎠다.(조은주, 2018: 251; 강조는 인용자)

따라서 노동을 하더라도 여성들의 삶은 전업주부라는 이상에 종속되어 있
는 것이었다. 여성이 임금노동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가족/가정의 형편
과 조건에 종속되었다. 여성은 순수한 노동자가 될 수 없었으며, 여성-노동
자 정체성은 형성되기 어려웠다.

  3) 가족계획사업과 여성의 보육부담

가족계획은 국가가 가족주의를 동원한 측면도 있지만, 국가 자신이 가족주
의를 통치원리로 삼았음도 보여준다. ‘국가 가족주의’, 즉 국가가 거시적 측면
에서 가족주의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점도 보여준 것이다. 이를테면 국
가는 소자녀 가족에게만 자녀학비보조금, 세제감면, 공공주택 입주 등의 혜택
을 주었다. 

서구의 출산조절은 여성들의 욕구와 요구가 반영되면서 개인적 필요와 권
리의 언어가 동원된 것과는 달리, 제3세계 여성들의 출산조절은 미처 자신들
의 요구가 조직화되기 전에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목표에 의해 동원되는 측
면이 강했다(조은주, 2018: 254) 따라서 여성을 출산력과 관련된 ‘대상화된 
존재’로 여기는 형태를 취했다.175) 이를테면 가족계획사업은 산아조절의 책
174) 세계체제론자 월러스틴은 여성(일부 국가에서는 아동) 등 고용관계에 느슨하게 결

합된 이들을 가리켜 ‘半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른 바 있다.(월러스틴,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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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여성에게 지우면서 여성을 피임실천의 주책임자로 삼았다. 
보육과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1950년대에 다산으로 인한 보육부담을 줄이

고자 여성 개인 단위로 피임실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듯이, 산아제한은 여
성 개인 층위에서는 아이수를 줄임으로써 보육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
이 되었다. 보육에 대한 남성과 국가와 사회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보육부
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임을 통해 아이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은 일종의 역사적 인과성을 형성하였다. 국가가 출산을 ‘장려’
하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전략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성들은 여전
히 아이수(출산거부)를 통해 보육부담을 줄이기 때문이다. 

  제 2 절 1980년대 이후: 보육공공성의 개시 
1980년대~2000년 사이 형성기에는 일부 여성들(전쟁미망인, 저소득층 미

혼여성)은 노동시장과 가정에서 주부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중부담
을 가졌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업주부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1980년대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보육압박은 심화되었다. 

국가는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를 일부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보육에 대한 
공적인 관점을 도입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따라서 이행기의 특징을 보인
다. 

  1. 기혼여성 노동자의 증가와 일과 가정의 긴장

  1) 여성 노동시장과 공적 보육의 결핍 

1980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되, 미혼여성 노동자
뿐 아니라 기혼여성 노동자도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
여율은 80년 42.8%에서, 85년 41.9%, 90년 47%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특
히 제조업의 주력 생산력이었던 미혼여성노동자들이 서비스업 증가에 따라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기혼 여성노동자들이 생산직 노동력의 자리를 대
체하기 시작했다. 미혼여성 인력과 저임금 남성 인력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기혼여성들이 이를 보충하기 위해 충원되기 시작했다(신경아, 2007: 22). 제

175) 보건복지부의 ‘가임기 여성 지도’ 사건은 여성 몸의 대상화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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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1985년 미혼 35.5%, 유배우 54.9%로, 이미 기
혼여성이 주축이 되었다(강이수, 2011b: 344-345). 뿐만 아니라 고학력 여
성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여성취업자의 학령이 80년 고졸 14.5%, 
대졸 2.5%였다가, 1995년에는 고졸 39.2%, 대졸이상 13.5%로 급증하는 추
세를 보였다. 대학 졸업정원제 실시로 대졸자가 늘면서 여성 대졸자도 급증
했기에, 대졸여성의 취업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했다.176) 따라서 이때
부터 여성의 일과 가족 이중부담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가족과 여성의 보육 수요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 증가에 호응하여 
공적인 보육실천이 수반되었는가?

정부 차원에서의 반응이 없지는 않았다. 사회적으로 ‘기혼여성인력’을 활용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177) 여성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국
가 정책적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 제6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는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지원과 유아보호 체계 확립이 중요하게 규정되었고, 출산 후의 퇴
직방지, 출산 후의 육아보호 등이 목표로 제시되었다(최유정, 2010: 335). 
인력난이 생기자 직장탁아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생겨났다.178) 

하지만 이러한 여성노동시장 진출은 계층화된 것이기도 했다. 중산층이 형
성되면서,  중간계급 이상에서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따른 전형적인 도시 
전업주부층이 과거보다 더 안정적으로 형성되었다. 여성 노동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전업주부 모델도 전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전업주부 여성들
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이후 한국 가족 모델에 경로의
존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80년대 이후에는 70년대까지의 
관행이었던 가정부 고용이 급격히 줄어들어 ‘시간제 파출부’ 형태로 변화했
다.179) 노동계층 기혼여성들은 결혼 직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기보다는 경제
적 필요에 의해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들이 주로 이중부
담을 경험하는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으로 ‘집근처’ 소규모 사업
장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기혼여성노동자가 많았다(강이수, 2011b: 349). 

일-가족 갈등이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미 이 시
기부터 초혼연령은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으며, 출산율도 급격히 낮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여성의 일가족 경험 변화는 보육 관련 법률과 여
176) 84년 2월 22일 동아일보 기사는 대기업 사원 모집에서 52%의 기업이 여성을 뽑지 

않으며, 그나마 뽑는 곳도 ‘25세 미만 미혼’을 조건으로 거는 등 하위직으로 한정하
고 있다고 소개하였다(신경아, 2007: 21)

177) 이 시기 언론에는 기혼여성 노동력을 활용해야 하며, 근로에 있어 성차가 없고 심지
어 취업이 가사노동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신경아, 2007: 22).

178) 「직장탁아소/기업인력난 해결/주부일자리 보람」, 『조선일보』, 1991.6.11.
179) 80년대부터는 젊은 미혼 중심의 입주가정부 대신 저소득 중년 기혼여성 중심의 시

간제 파출부가 이 자리를 대체하였다(이혜경, 2004)



- 162 -

성 관련 법률에 부족하나마 서서히 반영되었다. 
1980년대에도 여전히 복지의 가족책임성은 법적으로 명백했다. 이를테면 

1982년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부양의무
자의 부양이 이 법에 우선하여 행해진다”고 명시했다. 부모와 자녀부양의 일
차적 책임은 가족에 있다고 법이 명시한 것이다(최유정, 2010: 308). 1986
년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3902호)에서는 유족연금의 경우 처는 무조건 수
급대상이지만, 남편은 연령이나 장애조건이 충족되어야 수급대상이 될 수 있
었다. 산재보험법이나 공무원연금법도 남성을 일차적인 취업자로 보는 입장
이 반영되어 있었다(최유정, 2010: 318). 이러한 법적 관점은 여성을 전업주
부로 보고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보는 근대적 성별분업 관점을 견지한 것이
다. 다만 의료보험 피보험자 규정에 여성노동자의 시부모만 포함되었다가 장
인 장모도 1984년부터 부양가족이 되는 등 ‘양계제’적 조치들도 도입되어, 부
계혈통주의가 약화되는 측면을 보였다(최유정, 2010: 314).  

그러나 여성 노동시장 참여로 여성들의 자아실현 관념과 개인화 과정은 조
금씩 진전되고 있었다(홍찬숙, 2015). 결혼이나 이혼을 자발적 선택으로 보
는 관념, 직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관념이 시작되었다. 이러
한 변화는 일 가정 양립이라는 양성평등 담론의 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정
수남, 2017: 113).

  2) 가족 보육의 보충으로서의 보육법

1981년 정부는 ‘아동복지법’으로 앞서의 ‘아동복리법’을 개정하고,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뿐 아니라 일반 아
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격 특성과 능력 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개정 이유로 
밝혔다. 두 법에서 강조된 것은 ‘교육’ 기능이었고, 비체계적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보육체제를 ‘새마을유아원’으로 일원화하고 내무부가 관장하게 되었다
(김진욱, 2019: 50). 말하자면 3세 이상은 유치원, 그 이하는 새마을유아원 
체제가 된 것이다. 새마을유아원은 교육과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시설로
서 농어촌 가정 자녀뿐 아니라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를 위한 탁아기능을 
담당하였다(김종해 외, 2005: 50). 그러나 새마을유아원은 반일제로 운영되
는 경우가 많은데다, 교육의 측면을 강조하다보니 유치원과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결국 영아보육의 기피, 정부 재정지원 감소로 무료 입소아동의 입소 
거부 현상이 증가해서 새마을유아원의 보육기능은 축소되었다. 한국여성개발
원은 이에 ‘가정탁아모’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김진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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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 유아교육은 교육법에 속하고,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에 속하면서 
관할 부처에 따른 칸막이도 여전히 존재했다. 다만 이전보다 일반아동이 보
육시설에 입소하는 경향은 강화되었다. 

보육과 연관된 이러한 법률들의 특징은 여성노동을 지원하기보다는 가족의 
보육기능을 지원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보육의 의지와 능력
을 가진 가족만을 지원한 것이다(최유정, 2010: 312). 

  3) 젠더관점 도입한 법제화와 보육공공성의 개시

이와 같은 법적인 가족책임성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시기인 1987년 
이후에는 여성 노동에 대한 법적 고려가 법안에 반영되었다. 더 이상 여성노
동자의 증가, 특히 기혼여성노동자의 증가를 무시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1987년 개정 헌법에서는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다
(헌법 36조 2항). 또한 노동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법’(1987.12.4.제정, 법
률 제3989호)이 시행됨으로써, 혼인, 임신, 출산 등이 퇴직사유가 될 수 없도
록 규정되었고(제8조), 기존에 근로기준법상 수유에만 해당되었던 육아 범위
가 양육의 차원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
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180) 이때 육아휴직의 자
격요건은 생후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로, 그 기간은 산전후 유
급휴가 기간(최저60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였다.181) 1989년까지 3개
의 시범탁아소와 12개의 직장탁아소가 설치되었다. 공단중심으로 직장탁아시
설이 생겨났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1988년 9월 보육시설이 없는 33
곳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88탁아원’을 140개소 개설하였다. 

이처럼 여성노동시장 진출을 고려한 보육 측면의 공공성이 도입되었다. 하
지만 여성노동자의 증가에 비해 국가의 역할은 지나치게 뒤쳐졌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지역탁아소’가 설립되기 시
작했다. 일부 여성들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를 결성하기도 했다(김진욱, 
2019: 51).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현재 한국보육교사회의 전신으로, 1980
년대 이후 국가 보육정책의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도시 빈민 지

180)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직장
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기본이념)

181) 따라서 당시로서는 큰 진전이었으나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휴직 대상자를 
여성으로 한정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시기 육아휴직은 여성의 근속연수에 포함
되지 않다가, 1989년에서야 근속기간에 포함되었다(이진숙‧박진화, 2015: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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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난 민간탁아소들은 여성들의 노동시간에 맞는 
탁아시간, 저렴한 보육료, 만2세부터 취원 등 취업여성들의 수요에 맞는 운영
체제를 갖고 있었다. 다음은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의 후신인 한국보육교사
회 홈페이지의 단체 소개글이다. 

  70년대 경제 성장의 그늘, 거기에 여성노동자들이 있었다. 여성의 경제활
동이 증가하던 그 시절, 그러나 자아실현이니 사회활동이니 하는 포장은 그
녀들에겐 사치였다. 먹고 살기 위해 일터로 나가야 했던 이들 여성노동자들
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더욱이 출산, 육아라는 또 다른 짐
까지 져야 했다. 이른 아침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
이들을 따로 돌봐 줄 사람이 없어 긴 하루해를 보낼 먹을거리를 장만해 놓
고, 행여 길거리로 나가면 유괴되지 않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
음에 문을 꼭 잠그고 일터로 향했던 여성 노동자들, 그렇게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탁아소 운동이 시작되었다.
  80년대 공단과 빈곤지역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탁아소들은 가난한 
아이들도, 노동자의 자식들도 건강하게, 즐겁게, 생활하고 배울 권리가 있다
는 신념으로 뭉친 탁아활동가들의 열정의 산물이었다. 그것이 보육운동의 시
작이다.182) 

2. 국가 보육책임의 개시: 보육공공성의 법률적 개시

1990년대 중반경에는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거의 절반에 도달했으며, 출
산율은 점점 낮아졌다(1995년 합계출산율 1.63명). 1996년에는 인구 억제 
정책이 공식 폐지되었다. 비체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육아시설을 제도화하기 
위해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보육을 위한 독립된 법을 제정한 
것이다(김진욱, 2019: 52). 담당 정부기구는 보건사회부로 일원화되었다.183)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및 교육,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 도모, 국가와 기업주의 보육비용 부담 
의무화, 보육비용의 수익자 부담 원칙,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 국가 및 지
자체 부담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시했다. ‘국가
의 보육 책임’이 최초로 명시된 것이다.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된 일반 아동 

182)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사진으로보는 보육운동사’. 
183) 1980년대의 새마을유아원은 교육법에 의거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로 전환되었다(김

진욱, 201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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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공공성을 표명하면서 아동보육체계의 구축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탁아라는 용어가 ‘보육’으로 전환되었으
며, 탁아소는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보육시설의 종류를 국공립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법적으로 분류하여 자생
적으로 생겨난 기존의 민간시설과 놀이방 등을 법정시설로 포괄하였다. 1995
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
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연동하여 고용보험법에서는 직장보육
시설의 운영비용 및 지원 근거(24조 고용촉진시설의 지원)를 마련하였다. 영
유아보육법 이후, 보육과 유아교육은 보건사회부와 교육부 소관으로 완전히 
분할되었다(송치숙·박종배, 2019: 44).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이 가족과 여성만의 일이 아님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와 기업도 보육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
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여성’ 근로자 사업장에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
록 의무화했다는 점은, 역시 여성=보육이라는 기존의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었다. (전업주부를 제외한) 맞벌이 가정만이 직장 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보육비용은 보호자․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이었
으며, 저소득층만이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모성보호조치, 고용평등, 영유아보육 
등을 모두 아우르는 ‘직장가정 조화’ 개념을 국가시책으로 표명하였다. 이 법
은 휴가정책과 보육정책을 결합하고,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직장과 가족의 
조화라는 개념을 국가정책 차원에서 도입한 의의가 있다(전윤정, 2017: 
335). 여기서 ‘가족’에는 남성도 포괄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이지만 남
성의 문제도 의제화되는 최초의 계기로 볼 수 있다.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대상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법적으로 비로소 확대되었다.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주에
게도 육아휴직장려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1998년 이후는 민간보육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보육시설이 1994년 
6,088개소에서 1997년 15,016개소로 급증하였다(김진욱 외, 2019: 53). 유
아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어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1995~1997)이 수립되기도 하였다(변용찬 외, 
1998). 이에 따라 1997년에는 보육시설 설치에 있어 기존의 ‘인가제’를 ‘신
고제’로 전환하였고, 2001년에는 만5세 무상보육 대상 지역을 확대하였다. 
시간연장제 및 종일반 운영도 시도되었다. 늘어난 보육시설은 대부분 민간보
육시설이었으며, 양적 증가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정책은 양적으로는 보육시
설이 증가하였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게 만들었으며, 어린이집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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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민간/사립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였다. 또한 보육수요를 정확히 측
정하지 못하고 추진하여 보육에서의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김진욱, 
2019: 53-54).

1990년대에 여성운동 진영에서는 ‘가사노동 가치 논쟁’이 제기되었다(장미
혜, 2017: 181-182).184) 남성노동자의 물리적 정서적 필요를 재생산하기 
위해 사적 공간에서 여성에 의해 수행되던 가사노동, 돌봄노동, 가정관리 등 
여성의 다양한 가족 내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자는 논의가 등장하였
다. 가사노동은 사적영역의 무급노동으로 사회적으로 저평가되어왔고 따라서 
‘비가시화’되어 왔다. 이에 주부의 가사노동도 임금노동과 동등하게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인정은 전업주부의 법적이고 사회
적인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이는 주부의 보험료나 위자
료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 여성운동 진영에서 가사노동 문
제에 주목한 것은 다른 한편으로 전업주부 모델이 지배적인 한국 가족모델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3 절 2000년대 이후 저출산기 보육체제의 보충적 공
공성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저출산 현상이 극명해지면서 엄청난 국가적 위
기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저출산 위기 담론은 보육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저출산 시기’로 명명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엄청난 보육예산이 투여됨으로써 한국의 공적 기관보육의 
압축적 확장이 이루어졌다.

  1. 여성 노동시장: 경력단절과 가족보육의 한계

1997년말 IMF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
다가, 다시 서서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율 역시 다시 상
승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가 급격히 증가하
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노동력의 양극화 추세를 더욱 강화했다. 무엇
184) 중국에서도 1990년대에 가사노동 가치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김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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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한국은 이른바 여성 경력단절을 나타내는 M자 곡선에서 여전히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률은 점진적으로 상승 혹은 정체하고 있지만, 여
전히 미혼여성 노동시장과 기혼여성 노동시장이 분절적으로 작동하며, 기혼
여성 노동시장이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만혼, 결혼거부, 
비출산, 저출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기혼여성 노동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경력단절 문제를 중
심으로 여성노동시장을 살펴보고, 저출산 정책이 보육정책으로 진화하여 보
육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겠다.   

  1) 여성 경력단절 경향의 지속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근대화 이후에도 여전히 가족의 가사노동과 돌
봄노동을 여성이 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회체계가 구성되어왔다. 그렇기
에 1인 생계부양자로 간주되는 남성노동자에 대한 ‘장시간 노동’ 부과도 가능
해졌으며 당연시되었다. 이는 장시간 노동체제로 일반화되어 여성들조차 장
시간 노동을 해야 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소위 ‘정상적인’ 가사노
동과 돌봄노동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여성이 되고 만다.185) 

2017년 통계상으로 한국 여성 경력단절 원인의 90% 이상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다(이재희, 2019: 16).186) 결혼 시점에서의 경력단절이 가장 높다
는 연구도 있다(오은진‧이한나, 2013). 하지만 2020년 기준 여성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 임신출산, 가족돌봄 중 육아(42.5%)가 가장 비율이 높다.187)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에 보육 문제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188)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는 2011년 이후 190만~200만 명 규모로 전체 기혼
여성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규모나 비중에서 큰 변화가 없다. 
2011년 약 193만 명에서 2014년 216만 명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8년 기준으로 약 185만 명 수준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

185) “여성들은 자신이 참가한 게임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게임이라
는 것을 알게 되고, 여자들의 용기는 그만 꺽이고 만다.”(혹실드, 2001: 14)

186) 통계청 보도자료, 2017.12.15.,「2017 일･가정양립 지표」.
187) 통계청, 2020, 「경력단절여성 현황」.
188) 여기에 덧붙여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벗어나지만 경력단절과 관련하여 특히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여성에게 자녀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2번째 
위기로 지적된다(구슬이·정익중, 2021: 282). 전통적으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이라고 인식되어온 6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기혼 여성 고용억제 효과가 최근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초등학생 자녀의 부정적 효과는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김대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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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1년 전체 기혼여성의 19.2%에서 2014년 22.2%까지 증가했다가, 이
후 다시 감소하여 2018년 20.5%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 한국 경력단절 여성 추이(2011~2018)
출처: 전윤정, 2019: 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생애유형을 분류하면서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다룬 연구에 따
르면, 기혼여성의 생애유형 중 ‘경력단절 유형(M자유형)’은 전체 생애유형 
중 48%나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가정양립 유형’은 8.7%에 불과했다(김이
선·박경숙, 2019). 다시 말해 한국 여성들에게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것
은 소수의 특권에 가까운 셈이다. OECD국가들은 대부분 M자가 아닌 역U자 
곡선을 보이는 반면, 한국과 일본만 M자곡선의 형태를 보여준다. 물론 중국
은 역U자 곡선을 보인다.

<그림 3-7> 한국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1980,1985,1990,1995,2000,2005,2015,2018)

출처: 김은지 외, 20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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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자 곡선은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이기 때문에, 비혼여성과 무자녀 기혼
여성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보육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만18세 미만 ‘자녀
를 둔 여성’의 고용률만 추출하는 것이 실재에 더 다가갈 수 있다. 이 수치는 
단순 M자곡선이 보여줄 수 없는 지점들을 보여준다.

<표 3-2> OECD주요국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
출처: 전윤정, 2019: 6

<표 3-2>에서 보다시피, 한국에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 2016년 
55.2%로 2014년 미국(65.7%)이나 일본(63.2%)보다도 훨씬 낮다. 이는 
OECD평균 66.2%보다도 11%나 낮은 수치다(전윤정, 2019: 6). 30~40대 
여성의 고용률만 비교해보면(2018년) 65.1%로 OECD최하위다(전윤정, 
2019: 7). 한국의 경우 40대 이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있어서 45
세~49세 고용률이 올라가 70.2%에 이르기 때문에189), 30~40대만 추출하니 
순위가 더 추락한 것이다. 물론 선진국들의 여성고용률이 ‘시간제’ 일자리들
이 증가하면서 높아졌다는 진단도 존재하며, 그 주장도 어느 정도 사실이
다.190)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서 기혼여성이 직장복귀를 했더라도 과연 
지속성을 갖고 일하는가 질문해야 한다. 복귀 후 1년 이후에도 동일직장에 
여전히 재직하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약 60%만 
재직하였다. 2013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76,400명인데, 복귀후 1개월 동안에
는 72.6%가 재직하였고, 6개월 후에는 65.5%가 재직하였으며, 1년 후에는 
59.4%만 재직하였던 것이다(오은진·김소연, 2021: 165-166).191) 따라서 여

189) 그 경우에도 OECD국가들이 80% 이상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190)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주30시간 미만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은 전

체 여성 중 58%에 이른다. 
191) 2001년과 2011년 기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1개월 후 동일직장에 복귀한 여성 비율

은 오히려 73.6%에서 63.6%로 감소하였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자수가 늘고 있지
만, 동일직장 복귀율은 감소하였다.(장지연 외, 2014) 이러한 현상은 80~90년대 
중국의 단계성취업에 대한 논란을 상기시킨다. 앞서 중국의 많은 여성들이 장기 육
아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던 점을 살펴본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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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이 직장에서 출산과 육아의 소용돌이에서 일정 기간 버틴다 하여도, 결
국은 버티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다음 표다. 30대 초반에서 후반을 거치면서 20대 시절보다 10% 정도 고용
률이 추락한다. 그러다가 40대 초반에서 후반을 지나면서 다시 고용률이 
10% 정도 회복된다. 시기별로 약간의 낙폭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추세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 3-3> 여성 연령대별 고용률의 역사적 추이(1965-2018)
출처: 김은지 외, 2019: 19

  2) 한국노동시장의 특징과 여성 경력단절

90년대부터 한국여성의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노동시장 진출이 서서히 늘어
나던 것이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보편적 규범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여파가 성차별적으로 전개되어 여성이 저소
득 비정규 일자리에 주로 배치되었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줄지 않는 배경을 
설명하는 한 연구는 여성 경력단절을 결혼이나 출산 등 가족생애와 주로 연
관시켰던 기존 논의와는 달리192), 고학력 여성도 M자형을 보이는 한국의 특
성을 노동시장 특성과 관련해서 설명한다. 이 연구는 1998년에서 2002년 사
이 대학을 졸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결혼·출산 등의 생애사건을 
넘어서, 노동시장 자체에 여성 경력단절을 야기하는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장

192) 이렇게 진단하면, 대안도 일가정양립으로 이어진다(김이선·이상직·권현지,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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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가족’의 가부장성을 주로 강조하면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주로 촉구하던 기존 연구와 달리, “여성 노동의 
질”이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기업 가족주의를 강조하는 본 연구와도 연결
된다(김이선·이상직·권현지, 2019: 8).193) 

‘남성중심의 기업내부노동시장’이 경력단절의 주된 구조적 요인이라는 연구
도 설득력이 높다(정이환·김영미·권현지, 2012). 기업 내부노동시장(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은 남성 외벌이도 가능한 상대적 고임금과 고용안정이 제공
되지만, 외부 노동시장(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정반대라는 것이다(정이환, 
2013). 한국 특유의 내부/외부 노동시장의 분절구조는 성별 분절과 중첩된
다. 따라서 고학력 여성조차 외부 노동시장이라면 진입을 꺼릴 수밖에 없으
며, 이는 결혼시장으로 진입할 구조적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김영순 외, 2014). 기업이 IMF 이후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에 거의 기
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금재호, 2014).

여성들은 결혼 시기 및 출산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가능한 한 취업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늦은 출산을 하더라도 결국은 출산 직후 ‘빠른 경
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민현주, 2012). 다시 말해 여성 행위자 차원에
서 노동자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이 사적인 영역 외부에서는 거의 가능하지 않
다.  

첫 자녀 출산시 일을 그만 둔 여성의 44.8%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서였다고 응답했고, 적당한 시설을 찾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6.4%였
다(이삼식 외, 2010). 2016년 실시한 일가정양립 정책 국민체감도 조사결과
에 따르면,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 일가정양립 제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
한 사람이 68.8%에 달했고, 응답자의 41.5%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
다고 응답했다.194) 육아휴직 이용률과 급여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직장 복귀율은 감소하는 현상을 볼 때,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여성 근로자
를 해고하거나 퇴사를 권고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윤
자영·홍민기, 2014; 신경아, 2016: 338).   

일단 한국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여전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일차적으
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및 고용지위 유지가 일차적 관심사이지만, 취업상
태를 운 좋게도 유지한 여성이라도 소위 일가정 양립이라는 과제에서 어려움
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른바 여성의 이중부담이 그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
193) 다만 이 연구는 98~02년 여성 대졸자 중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여성들은 15년간 

지속적으로 일해왔음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한국 여성 경력단절 체제의 변화가능성
을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일자리의 분절과 이질화 경향
이 강화된다는 점도 강조한다(김이선·이상직·권현지, 2019: 30-31).

194) 관계부처합동(2016.11.22.) 일가정양립정책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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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듯이 중국에서는 여성을 노동자로 만든 1950년대부터 경험한 일이다.195) 

  2. 저출산 정책과 보육실천과의 연계 강화

이 시기 보육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출산 시대가 되면서 보육 문
제가 여성 또는 여성노동 문제라기보다 ‘저출산’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
었다는 점이다.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경유한 국가의 각종 정책들이 고안되었
고 여기서 보육은 핵심 정책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여성 노동 증
가에 의해서는 공적 보육실천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결국 저출산 현
상이 공적 보육실천의 팽창을 산출한 것이다.

  1) 저출산 담론 부상: 공보육 중요성에 관한 정부 인식 형성

한국은 2000년대 들어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고, 저출산 담론이 큰 영
향력을 획득하였다. 2001년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하락했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위기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한 계기는 2002년 가임여성 평균 출산자녀
수가 1.17명으로 OECD국가들 중 최저수준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나오면서
부터였다(김영미, 2018: 105). 2002년 국민연금위원회는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민연금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정성호, 2018: 44) 저출산 
추세의 위급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식되면서, 보건복지부 내에 보육업무
를 전담하는 ‘보육과’가 신설되었으며, 2001년에는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2004년에는 영유아보육 사업이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국으로 이관되었다. 그
만큼 보육에 대한 공적인 관심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로 보육예산은 
매년 2천억 원씩이나 증액되었다. 

195) 미국의 사회학자 혹실드는 직장이 아이들을 키우는 아내를 가진 전통적 남자에 맞
춰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나에게도 아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적
고 있다. 하지만 그녀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에게 맞추어 설계된 직장이다(혹실드, 20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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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한국 출생아수 및 출생율 추이(1970~2020)

한국 정부는 2004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했고, 
2005년 법적 근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마련했다. 2006년(6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발표하였고196), 이후 ‘제2차 기본계획(2011~2015)’, ‘3차 기본계획
(2016~2020)’, ‘4차 기본계획(2021~2025)’까지 5년 단위로 수립되어 시행
되고 있다. 물론 여러 번 언급했듯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
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해결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으며, 출산율은 오히려 
더 줄었다(이상협·이철희·홍석철, 2016).

이미 제1차 기본계획 때부터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등장한 ‘출산장려’ 정책
은 기존 산아제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출산억제 정책과 출산율 변동을 방관했던 기조
에서의 방향전환이었다(정성호, 2018: 44). 그런데 제1차, 제2차 기본계획은 
혼인 부부를 대상으로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들
이 주를 이루었다(송다영․백경흔, 2020: 176). 반면 ‘3차 기본계획’은 출산율 
회복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기보다는, 사회전반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를 강조
하기 시작했다(김규찬, 2020: 174). 2016년부터 시작된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은 무상보육, 출산비지원 등 예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노인, 여성 고용 확대와 교육,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3차 계획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핵심 추진 방향은 만혼추
세 완화, 맞벌이 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특히 ‘남성육아휴직’ 정책도 포함되었다. 미혼 및 젊은 세대의 경
196) 기본 계획의 영문명은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으로 인구학적 관점

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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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불안정을 상쇄하기 위한 청년고용 활성화와 주거지원 정책이 추가되었
으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다 우호적
인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적 보완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1차, 제2차 
기본계획에 비해 제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더 포괄적
으로 넓힌 것으로 보인다(송다영·백경흔, 2020: 176).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출된 ‘수정 3차 기본계획’은 이전 계획이 전반적인 
사회구조를 무시하고 출산율 증가에만 집착하여 정책이 실패했다고 진단하면
서 또 다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그에 따라 출산율 달성 목표도 없애
고, 목표를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등으로 전환하였
다. 4대 추진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고용·주
거·교육의 3대 구조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계획 
실행과정에서는 저출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다. 구체
적인 실행 정책이 이전의 계획들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197) 

가장 최근의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출산급여 지급 대상을 기존
의 정규직 대상에서 비정규직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육아휴직 지원 대상을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들었던 사
각지대로 확대하고, 소득대체율도 80%까지 인상하였다(오은진·김소연, 2021: 
167-169).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은 여
성의 경력단절을 낮추는데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97)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등은 ‘확대’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저출산 대책
을 확대한 것일 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물론 새로운 것도 있다. 부모보육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 이하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며, 2019년부터는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그러
나 이러한 정책은 기존 정책의 보완 혹은 확대라고 할 수 있다.(정성호, 20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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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표 3-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 대책 중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핵심적인 영역은 아동
과 가족 관련된 영역이다. 한국 저출산 대응정책은 2006년 제1차 기본계획
이 시작될 때부터 ‘보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보육중심의 출산 
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에 주목하였던 바 있다(정
성호, 2018: 56).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돌봄(care)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
추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한국 복지국가 변동을 규정하는 핵심이다
(김규찬, 2020: 164-165).199) 

198) 대한민국 정부(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2021~2025).

199) 저출산의 심각성, 다시 말해 인구재생산 위기의 심각성이 인식된 뒤부터, 한국의 복
지정책은 이전까지 돌봄 영역에 철저히 무관심했던 기조를 전환하여 돌봄을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김규찬, 2020). 이전에는 복지체제가 산재보험, 공공부조, 의료보
험 등 돌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 위주였다가 
이제는 노인, 아동, 장애인, 미취업여성 등에 대한 복지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생산 노동과 더불어 사회를 지탱하는 ‘재생산 노동’에 대한 시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김규찬, 2020: 165,168). 반면 김영미는 저출산 기본계획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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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처럼 한국의 공적 보육 증대가 저출산 문제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는 점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저출산 문제가 계기가 되어 공보
육이 급속히 확대될 수 있었으므로 공보육 증가에 긍정적인 계기였지만, 다
른 한편으로 저출산과 관련된 측면으로 ‘한정’되는 측면이 있다(윤홍식·송다
영·김인숙, 2010: 386). 저출산에 집중하다 보니 여성이나 아동의 입장이 소
홀히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젠더적 관점이나 아동인권과 발달의 
측면을 무시하고 어린이집만 많이 짓거나 어린이집 하교시간이 맞벌이 여성
과 충돌하거나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게 방치하는 식으로 정책이 진
행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가장 주된 비판은 경제발전이나 성장주의 논리가 여전
히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패러다임도 가족계획 시절과 동
일하게 여성의 출산력을 경제발전의 장애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을 제기하는 여성주의적 논리는, 젠더관계를 변형시키지 못하면서 여성
을 대상화하는 발전주의나 성장주의의 답습에 대해 지적한다(이진옥, 2012; 
황정미, 2005; 조은, 2008; 배은경, 2010, 2012).200) 실제로 저출산 정책 대
부분에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가 정책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출산은 국가 층위에서 국가와 민족, 혹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 계획되고 통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저출산 해결 패러다임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어쨌든 한국은 빠른 공
보육 증가를 이루고 보편적 무상보육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제 좀 더 구체적
으로 한국 무상 기관보육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자.  

  2) 보편적 무상보육 제도화 과정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에는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제출되
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보육정책계획이다(백선희, 2009). 만
5세 이하 무상보육 대상지역이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지
역 실정에 맞게 보육료 징수가 차등화 되기도 했다(김진욱, 2019: 54). 김대
중 정부 기간 동안 보육시설의 수를 살펴보면 1997년 15,375개소에서 2002
년 22,147개소로 6,772개소가 확대되었다. 이 중 국공립 시설은 1,330개소
로 전체 대비 6.0%를 차지하였으며, 민간 시설은12,679(57.3%)개소, 직장보

분석하면서, 여전히 경제발전과 성장주의가 목표일뿐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권을 감
안한다면 여전히 재생산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김영미, 2018).

200) 이를테면 계획출산 시기, 즉 경제성장 시기에는 “피임해야 하는 몸”이 저출산 상황
에서는 “출산해야 하는 몸”이 되었다(장수정, 200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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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시설은 199개소(0.9%), 가정보육시설은 7,939개소(35.9%)로 국공립 이외
의 시설은 총 20,817개소이다(이진숙‧박진화, 2015: 208). 김대중 정부 시기
에도 역시 공공 보육시설이 아닌 시장 중심의 보육시설이 확대된 것이며, 민
간 중심의 경로의존성이 고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1년에는 모성보호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함께 개정되었다. 개정을 통해 첫째, 육아휴직 대상자가 다시 확대되었다. 종
래에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 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두 조
항의 차이는, 예전에는 여성이 직장을 다녀야 남성이 육아휴직을 얻을 수 있
었는데, 후자의 조항은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인 남성이라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닐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남녀가 교대로 또는 나눠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
해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렸던 명확한 성역할을 다소 벗어나 남녀 모두
의 육아 책임을 인정하였다(이진숙‧박진화, 2015: 209). 둘째,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을 추가하였다. 셋째,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생계비용과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고용보험제도가 덧붙여졌다. 고용보험
을 통하여 도입 당시에는 월20만원, 2003년에는 월3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턱없이 부족한 소득보전액이지만, 1987년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후 14년이 지난 이후에야 무급이 아닌 급여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처
럼 육아에 대한 남성의 공동책임,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지급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시기는 공공성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였으면서도, 동시에 민간의존적 경로는 존속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젠더적 관점과 저출산 관점이 상호융합되거나 충돌하는 
등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의 전개를 보면 양자가 경
합하다 결국 저출산 관점이 우세해졌다. 「영유아보육법」은 2004년에 전문 
개정되었다. 보편주의적 보육이념을 강화하여 취업모나 한부모 자녀만을 위
한 서비스가 아닌, 전체 영유아의 보육을 제창하였다. 보육대상이 특정한 아
동이 아닌 일반아동으로 확대되었으며, 보육 이념도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
로 수정되었다(허옥희, 2011: 20). 또한 보육정책 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
속으로 설치하여 부처간 협의를 가동하는 등, 보육이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설정되었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인식과 연관된다. 무엇보다 국가재정 
차원에서의 보육공공성이 강화되었는데, 보육비용 지원확대를 명시하였다. 보
육교사 및 보육과정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여 보육전문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부모들도 보육정책 수립과 보육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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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보육의 주관부서는 ‘여성부’로 이관되었다(2005년 여성가족부로 명칭변
경).   

2004년 최초로 전국 차원의 보육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2006~2010)’을 제
출하였다. 이 중에서 한국 공보육 개념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있
다. 첫 번째 과제로 ‘공보육 기반 조성’을 제시했지만, 공보육의 개념이 단지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차원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2005년 남녀고용평등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대상은 생후 3
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로 다시 확대되었다. 또한 급여도 2003년 
30만원에서 2004년 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의 무상보육 
특례에서는 그 대상이 확대되어 책임을 보호자에게 두지 않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실시
한다고 하였다. 또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새싹플랜’을 개정한 ‘아이사랑플랜
(09~12)’이 제시되었다. 주무부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복건복지가족부로 이관
되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방향과 수요자 중심의 방향을 
동시에 설정하였다. 공보육이라는 명칭을 ‘국가책임보육’으로 변경하였는데, 
공보육이란 용어보다 애매한 표현으로 보인다. 공적 보육이란 표현을 삭제한 
것은 보육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과 여성에게 돌리는 측면이 있다. 가족책임
을 전제로 하되, 국가가 가족의 책임을 분담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보여 진다. 
일차적 과제도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에 그친다. 여성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의식은 약하고 각 가정을 ‘보육소비자’로 보는 관점이 전면화되었다. 이는 박
근혜 정부의 기조에서도 이어진다.201)

보육료 지급방식을 바꾸어 ‘수요자(아이와 부모)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구
하였다. 즉 예전에는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했는데, 
이제 수요자(부모)에게 바우처로 보육료를 지급하고 부모가 스스로 시설을 
선택하게 한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을 원치 않아 직접 양육을 하는 가족들에
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국공립보육
시설을 취약지역으로 제한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민간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
하겠다고 공언하고 대신 민간 시설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하였다. 대표적으
로 당시 서울시에서 시행한 ‘서울형 어린이집’은 이 시기의 지향점을 담은 핵

201)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의 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주요과제 중 ‘공공성 확대와 품
질관리 강화’ 과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명시하지 않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라는 애매한 항목이 수행과제로 제시되어 있다(김진욱, 2019: 67).



- 179 -

심 모델이라 할 수 있다(안현미·김송이, 2011). 진행이 더딘 국공립보육시설
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
리겠다는 시도였다. 2008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2009년 9월 ‘양육수당’
이 도입되었다. 양육수당에 대해 한 연구는 탈가족화에서 시작된 돌봄노동 
논의가 다시 가족의 책임을 불러오는 재가족화로 전환되었으며, 양육수당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계층별로 차별적인 보육을 제도화하는 “국
가 책임 최소화, 시장기제, 가족주의가 결합한 합작품”이라고 보았다(송다영, 
2014: 147-148).202) 그러나 이렇게 보수정권 시기에 가족화의 방향으로만 
역전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단선적인 듯하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도 보육예산
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6년 1.72조원이던 보육예산은 2012년에
는 4.5조원으로 거의 3배 늘었다. 또한 1990년 1.2%에 불과하던 취학전 아
동 보육비율은 2008년 기준 0~2세는 37.7%, 3~5세는 79.8%로 급증했다
(윤홍식, 2012: 262). 따라서 기존 탈가족주의의 지향에 가족주의적 정책(양
육수당 등)이 단지 ‘보충적으로’ 병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전윤정, 2017: 338-340). 2012년에는 만0~2세와 만5세 아동에게 무상보
육이 실시되어, 박근혜 정부의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으로 가는 길을 준비했
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보육서비스 공급이나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보보다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한정시키고 바우처 방식을 결합
하면서 보육서비스 선택의 최종 책임을 가족과 시장으로 위임하는 경향을 강
화했다(송다영, 2011) 

  3. 기관보육: 보편적 무상보육의 작동
저출산 위기로부터 시작되어 진행된 한국 기관보육(어린이집)의 ‘무상화’는 

보육을 가정에 일차적 책임을 두는 영역으로부터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영역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를 한 한 연구자는, 공적 
자금 지원의 대폭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것이지
만, 왜 보육 현장의 여러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지 묻는다(김희연, 2013: 
216). 보육의 질 문제(온당한 보육시간표 문제, 보육시설과 교사의 자질, 운
영 비리, 아동 학대 등)와 형평성 문제가 여전한 것이다. 저출산 추세도 도리
어 악화되었다. 본 연구의 애초의 질문도 여기서 출발한 바 있다. 
202) 양육수당은 오랫동안 시설서비스 중심의 보육정책 기조를 벗어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으로, 국가책임 최소화, 시장기제, 가족주의가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송다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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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관보육 정책의 진전

한국은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2005년 1월 30일 시행)으로 기
존의 선별적 지원으로부터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공보육/교육으로 방향
을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김남식, 2009). 

제1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2006~2008)의 핵심과제는 보육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이었다. 차등보육료지원으로 아동지원이 가구평균소득 70%이하
까지 확대되었다. 영아기본보조금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민간시설에 대한 
직접운영비가 아니라 아동을 매개로 간접 지원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했다(장영인, 2018: 50). 노무현 정부는 민간보육시설 신고제
를 ‘인가제’로 변경하면서 국공립시설 증설과 민간시설의 공급조정을 시도하
였다. 지나친 민간시설 중심성을 제어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비지원 민간
시설 이용 아동이 겪는 보육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아동지원’이라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민간시설이 
다수인 상황에서는 시설지원에서 아동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장영인, 2018: 53).203) 이명박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을 내세우면
서 무상보육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아이사랑플랜(2009~2012)은 
무상보육을 보육이용아동의 80%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시설 미이용 아동
에게는 2009년부터 ‘양육수당’을 주기 시작했으며, 아이돌보미 사업을 도입하
203) 다른 한편으로, 시설지원보다는 아동지원이 유권자의 표를 획득하기 유리하다는 표

퓰리즘이 작동했다(이창순, 2016; 장영인, 2018: 53)

<그림 3-9>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전체수
출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2020, 사회보장위원회, 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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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지원증가로 보육수요가 급증하여 그에 맞게 시설도 대폭 증가
하였다. 그런데 민간시설 중심의 시설증가가 이루어져 보육공금의 민간의존
은 더욱 심화되었다. 아동을 매개로 국가재정을 투입하되, 보육의 공급자는 
민간보육시설이라는 경로가 형성된 것이다. 무상보육과 민간보육기관의 공존
은 이렇게 형성되었다.   

한국은 GDP 대비 0.9%를 (유아교육을 제외한) 보육에 지출하는 상위권 
국가이다. 2%를 지출하는 덴마크를 선두로, 프랑스, 영국에 이어 한국은 네
덜란드와 유사한 규모로 보육투자를 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 일본, 이탈리아, 
미국보다 더 높은 지출을 하고 있다(김수정, 2015a:72). 불과 10년 만에 이
만큼 재정투자가 급증했으므로, ‘압축적 공보육’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획기적인 발전은 2012년 0-2세 영아의 무상보육과 5
세아의 무상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 3-4세 유아의 무상누리과정 포함으로, 
5세 이하 전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서비스가 실시된 점이다.

  2) 어린이집의 확대와 현황

한국의 보육을 가족이 아닌 사회와 공공에서 담당하는 기관인 어린이집의 
수는 2005년 28,367개소에서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3년 43,770개소로 정점
을 찍은 뒤 조금씩 줄어 2018년 39,171개소가 되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중 가정형 어린이집이 많이 감소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공적 자금이 보육에 많이 투여되지만, 실제 보육
을 수행하는 것은 민간보육시설이 대부분이다. 재원과 수행 주체의 괴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족이 문제가 된다. 
1990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18.8%였지만, 2013년에는 5.5%로 비
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국공립을 다니는 아동도 10% 인원에 불과하다. 이렇
게 된 이유는 민간어린이집이 우후죽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대적 
수치만 봐도 1년에 국공립이 100여개 정도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별로 없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와서야 국
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에는 전년보다 298개, 2018년에는 445개 증가하여 
절대 수치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이 일종의 구조조정으로 감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공립이 예전보다 절대적 수치에서 증가한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과 등원 아동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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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영아의 어린이집이용률은 2010년 50.5%로 덴마크(65.7%), 네덜란
드(60.6%), 노르웨이(54.0%)와 함께 최상위 수준에 이르렀고, 2014년에는 
63.6.%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204) 2019년에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무
려 80.5%에 이르고 있다. 이제 한국은 유치원 이전 어린이집도 거의 필수 
보육기관이 된 것이다. 

 

204) 특히 0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2008년 기준 스웨덴 0% 핀란드 1%인데 비해 
우리는 2014년 기준 31.7%에 이르고 있다. 

구분 직장 부모협동 가정 민간 법인�단체�등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1995 87 0 3844 3175 22 928 1029

2000 204 0 6473 8970 324 2010 1295

2005 263 42 11346 12769 979 1495 1473

2006 298 59 11828 12864 1066 1475 1643

2007 320 61 13184 13081 1002 1460 1748

2008 350 65 15525 13306 969 1458 1826

2009 370 66 17359 13433 935 1470 1917

2010 401 74 19367 13789 888 1468 2034

2011 449 89 20722 14134 870 1462 2116

2012 523 113 22935 14440 869 1444 2203

2013 619 129 23632 14751 868 1439 2332

2014 692 149 23318 14822 852 1420 2489

2015 785 155 22074 14626 834 1414 2629

2016 948 157 20598 14316 804 1402 2859

2017 1053 164 19656 14045 771 1392 3157

2018 1111 164 18651 13518 748 1377 3602

<표 3-5>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수 변동(1995~2017)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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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5세 이하 유아보육·교육 참여율의 국제 비교(2010)(%)205)

        출  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연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보·유초등통계, 
        각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현황.

<그림 3-10> 국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2002~2019)(%)

여성들이 상용고용과 결혼생활을 함께 영위하고자 할 때, 조부모의 가사노
동과 돌봄노동이 요구된다(백진아, 2013). 0~1세아는 부모직접양육이 60%
를 넘는다. 물론 한국은 이 시기에도 선진국에 비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
율이 매우 높다.206) 조부모와 친인척이 자녀를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63.6%로 어린이집 이용률(61.8%)보다도 높으나, 민간베이비시터 이용률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보다 더 낮다(<표 3-7>). 

주:   반일제 이상 학원은 영어유치원, 예술학원 등, 시간제 사설기관은 보습학원, 문화센터 등임.
     이용률은 각 항목별로 “이용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이용 만족도는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명정한 결과임.

205) OECD(2014), Family database.
206) 그런데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태들은 영아 기관보육에 대

한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조)부모의 직접양육을 가능하면 우선
시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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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혜이·배윤진·김운정(2014),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자원 실태 및 개선방안, pp. 87
 <표 3-7> 맞벌이가구 육아지원서비스 유형별 이용현황

<표 3-8> 연령별 보육자 비율(2014)
      자료: 유혜이·배윤진·김운정(2014),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자원 실태 및 개선방안, 87쪽.

시간제 근로가구 또는 시간제 취업모의 경우는 외조부모가 각각 60.3%와 
58.3%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전일제 근로가구, 전일제 취업모, 그리고 야간
근로 중인 취업모는 민간베이비시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
였다. 기관을 이용하면서 추가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월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는 38.2%에 불과한 반면, 600만 원 이상 가구는 55.1%
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유해미 외, 2014: 148-149).

2016년 7월 1일 정부는 이전의 무상보육체계를 보완하고 내실화하고자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맞춤형 보육제도란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게 만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취업여부나 보육 
필요성에 따라 ‘종일반’(하루12시간) 외에 ‘맞춤반’(하루6시간+월15시간 긴
급보육바우처)으로 나누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벌이, 다자녀 가
구 등의 영아에게는 12시간 종일반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외의 영아는 6시
간 맞춤반(9:00-15:00) 서비스와 월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의 형태로 제
공된다.207) 맞벌이 부부와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가진 부모들의 입장을 반영
207) 그런데 이처럼 맞춤형 보육제도는 모의 취업 조건에 따라 시간별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고 있는 전업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
고 싶어도 취업이 되기 전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충분하지 않다. 다시 말해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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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적 변화의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장시간 노동체제라
는 조건을 상수(常數)라고 볼 때, 이 자체도 큰 진전으로 평가할만하다. 

보육교사의 자격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을 신고제
에서 인가제로 변경하고 평가인증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모색하는 
측면이 있다(장영인, 2018: 50).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에도 교육활동
과 함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법적으로 일부 반영되었다. 

비록 공공재원이 투입되지만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은 턱없이 부족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의존하는 보육정책은 결국 가족이 보육시설 ‘선택’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부담을 지운다(김수정, 2015a). 게다가 보육시절 
입소를 둘러싼 부모들 간의 엄청난 경쟁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결국 여전히 보육은 부모의 –특히 엄마의- 책임이 된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모르고 선택을 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송다영, 2010).

어린이집의 지역별 격차도 문제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이 인구 대비 많
이 설치된 지역이 있고 적게 설치된 지역이 있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보육
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신의 거주하는 지역의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피해를 볼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이윤진, 2019: 
39-40). 

저소득 계층일수록 시장의 보육상품도 조부모 보육 동원도 쉽지 않기 때문
에, 공적 돌봄체계로부터 주변화되고 사적 돌봄 가능성으로부터도 배제되는 
등 ‘이중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208) (백경흔 외, 2017: 202)

그런데 보육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취업모의 장시간 보육요구는 서로 충돌
한다. 취업모들은 장시간의 보육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보육교사들은 이미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유치원은 반일반과 오후 종일반에 별도의 담임교
사를 두지만, 보육교사는 오전과 오후 시간을 모두 책임지면서 높은 강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백경흔 외, 2017: 205).

  3) 직장어린이집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다. 사
실 맞벌이 부부, 즉 여성이 노동자라는 것을 정상적 기준으로 삼는다면 직장
어린이집이 취업부모들에게는 훨씬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 등하원 

시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 준비는 ‘사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다.

208) 물론 한국 부모들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은, 고소득 계층이 사적
인 조부모 돌봄이나 시장구매를 더 선호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더 심층적인 검토
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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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가 따로 있다는 점, 보육시설 하원 시간이 직장의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장어린이집은 주거지역 어린이집보다 
더욱 보육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성을 돌봄자로 간주
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남성육아휴직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들로서
도 더 많은 보육을 담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이 기업측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보육에 대한 노동
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노동
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채용과 유지에 도움을 
주고, 노동자가 근무시간 동안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충성심과 열
정을 보장할 수도 있다(공정원, 2019: 123) 직장어린이집이 충분히 설치된
다면 사업장 측에서 부담을 갖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서 발생하는 인력
대체 및 비용 문제도 줄일 수 있다. 직장 어린이집이 있다면 휴가를 굳이 안 
쓰거나 적게 쓰려는 부모들이 많아질 것이다. 

한국 정부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지향을 갖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개보수비, 보육교사 
인건비, 세제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의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고용노동부로,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제시하는 
주 사업내용은 보육교사인건비(1인당 월60만 원 이상 지원),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비율에 비례하여 지원)209), 직장어
린이집 설치비용 융자210) 등이다. 주 사업내용을 보면 직장 어린이집을 기업 
측의 선택에 거의 맡긴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업의 선택에만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고용보험법 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법은 국가의 비
용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되며,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
조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
에 대한 의무화는 ‘무상보육’이 도입되면서 시행되었다. 2011년과 2014년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위반사실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실시하면
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강제된 것이다.211) 

209) 2011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정책이다.
210) 다만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증축, 개축)비 및 설치비는 무상으로 지원

하고 있다.
211) 이행강제금 부과가 최초로 이루어진 해는 2017년도이다. 1991년에 이미 영유아보

육법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규정하였지만 그동안 제재수단이 없어 오랫동
안 유명무실했던 것이다. 2017년 이전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기업측의 ‘시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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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정부는 지원도 강화하게 되었다. 2019
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은 그 기준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
수는 1,445개소로, 이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987개소(68.3%)
이다. 위탁보육 사업장은 316개소(21.9%)이다. 미이행 사업장은 142개소
(9.8%)이다.(<표 3-9>) 따라서 의무 설치 사업장 규정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500인 이하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중규모 기업조차 직장어린이집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기존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하는 형
식으로라도 노동자들이 ‘직보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쨌든 직장어린이집 설치수 및 보육교사 임금지원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에 대한 ‘무상지원’ 실적
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2019년은 489억원), 이는 주로 중소기업들에
게 지원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물론 설치 이후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표 3-9>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출처: 2020고용보험백서(고용노동부), 246쪽

<표 3-10>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무상 지원실적
출처: 2020고용보험백서(고용노동부), 247쪽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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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지원건수 및 금액
출처: 2020고용보험백서(고용노동부), 247쪽

직장어린이집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김진이, 2001; 김지현, 2005; 공정원, 2019). 기본적으로 고용보
험 가입 노동자에게만 입소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보험료를 내
지만 자녀가 없는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운영은 보건복
지부가 하고 돈은 고용노동부가 내는 이분화된 체계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  

  4)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기관보육을 받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부모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양육수당과는 달리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양육수당의 경우는 논란이 많다.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연동되어 지급되기 
때문이다. 양육수당에 대해 여성주의적 입장은 국가책임 최소화, 시장기제, 
가족주의가 결합된 정책으로 보면서 비판한다. 게다가 어린이집 미이용 조건
이므로 기관보육 확장이라는 큰 조류의 정책과 모순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송다영, 2014: 136). 

반면 아동수당은 2018년 만 5세 이하 상위 10% 제외 소득계층을 중심으
로 도입된 이후, 2019년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고, 같은 해 9월부터는 초
등학교 입학 이전 아동(만 7세 미만)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집에서 양
육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24개월 이후부터 10만원)과 달리, 아동
수당은 사전 조건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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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및 일가정 양립 목표와 충돌할 소
지가 매우 적다고 하겠다.

<그림 3-12> 양육수당 수급자수((단위: 명)
출처: 2020고용보험백서(고용노동부), 247쪽

OECD국가들에서도 부모의 직접양육, 즉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추세가 
일부 강화되고 있다(홍승아 외, 2016). 노동시장 축소(유연근무제 등)+보육
서비스 이용+직접양육 시간 확보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강조하는 추세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무상보육은 한국보다 늦게 실시되었지만(베를린 
2018년 시행), 아동수동이나 양육수당 같은 ‘현금급여’는 더 광범위하게 도입
되어 있다. 그런데 2015년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양육수당을 위헌이라고 결정
하였다. 가정양육을 장려하는 의미로서의 소득보장 제도는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이윤진, 2019: 43).212) 따라서 가정양육수당 문제는 그 사회적 함의
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  : 지방비는 평균 보조율을 근거로 추정(국회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부록)」 각연도

212)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독일이 현금급여보다는 기관보육 경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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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8~2019
<표 3-11>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재정 

<표 3-11>에서 보듯이, 아동수당이 도입된 후, 양육수당은 다소 줄어들
었으며,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의 경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4. 조부모 보육: 보조적이지만 필수적인

  1) 조부모 보육 실태 

2018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기관이 아닌, 부모 제외한 개인양육지
원 제공자의 88.4%는 조부모와 친인척이다.213) 최근까지도 기관과 부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부모가 보육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녀 직접 돌봄에 있어 부모 이외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
사한 결과, 먼저 절반 이상(55.2%)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따라서 주로 엄
마가 직접 돌봄), 아이의 외조부모 22.1%, 친조부모 15.7% 등의 순이었다. 
외조부모가 더 많은 돌봄을 수행한다는 점은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이다. 모 
미취업(전업주부, 경력단절 등)일 때 친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도와주는 비율
도 취업모, 휴직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 비
율도 69.4%로 높았다. 예상할 수 있듯이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 유아보
다 친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돌보아 주는 비율이 높다. 또한 읍･면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외조부모가 도와주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경제적 계층 차이도 
반영되는데, 가구소득이 낮을 때 대체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높
은 편이다. 

한편 2012년도와 2015년도에 비해 2018년에는 외조부모나 친조부모가 도
와준다는 비율이 조금 높아졌고, 아빠의 형제자매, 이웃, 엄마･아빠 친구가 
도와준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졌다. 이와 더불어 자녀를 직접 돌봐주는 사람
이 없다는 비율은 2015년도 51.7%에서 2018년도에는 55.2%로 다소 증가하
였다. 전반적으로 부모 이외에 자녀를 직접 돌봐줄 수 있는 비율은 2015년도
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돌봄도 증가하고 있고, 부모의 돌봄도 증가하고 있는데 양자 모두 
보편적 무상보육의 효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가족주의 강화로 보

213)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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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고, 기관보육 덕택에 부모든 조부모든 돌봄의 기회비용이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2> 부모를 제외한 보육자 현황(%)
(‘없음’은 모친이 직접 돌보거나 기관에 맡길 가능성이 높음)

출처: 2018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조부모 돌봄의 실제적인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부모가 ‘주’보
육자인지 아니면 부모와 보육기관을 보완하는 ‘보조’보육자인지 구분해야 할 
것이다. 

<표 3-13>은 0~5세까지 낮시간 ‘주양육자’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이중 
0~3세 영아의 낮시간의 주양육을 담당하는 것은 기관(어린이집)이 36.2%를 
차지하였다. 이는 중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모는 54.1%였고, 조부모는 
7.1%(외조부모가 4.6%, 친조부모 2.5%)로 나왔다. 상대적으로 조부모 돌봄 
비율이 매우 낮다. 그 외 육아전문인력이 돌보는 비율은 1%에 불과하다. 한
국의 경우, 만1세만 되면 거의 절반(48.5%)이 주간에 보육기관에 보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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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영유아 낮시간 주양육자 비율(2018)
출처: 2018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128쪽

한국의 기관보육 확대 효과를 조부모돌봄 비율과 연관하여 살펴보자. 2010
년대 들어 기관 공보육이 급진전되면서 조부모 주보육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
(보조보육을 포함하는 ‘전체’ 조부모보육은 증가했다). 2009년에 비하면, 
2012년부터 조부모 주양육자 비율이 상당폭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이후 조부모 주양육자 비율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이다. 

2009 2012 2015 2018
친조부모 8.1 1.9 2.9 2.2
외조부모 4.8 3.5 3.1 3.3

모 60 37.5 41.3 41.6
합계 12.9 5.4 6 5.5

<표 3-14> 2009년~2018년 0~5세 아동 조부모 주양육 비율(%)
출처: 2018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128-129쪽 도표 재구성

이제 조부모보육 형태와 여성노동시장 진출의 관계를 파악해보자. 여기서
도 더 중요한 것은 조부모의 주보육자 여부가 아니라, 조부모가 보육을 ‘얼마
나’ 도와주느냐이다. 무상보육 체제가 작동하는 조건에서 여성 취업이 유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부모가 주보육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수적인 보조보육
자’로서 버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영아 보육을 위해 조부모(기타 친인척 포함)에게 보육에 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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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도움을 받는 비율은 2004년 23.6%, 2008년 26.1%, 2012년 37.8%로 
꾸준히 증가하였다(유희정 외, 2015: 176). 적어도 보조보육자로서는 오히려 
조부모 돌봄이 증가하고 있다(그래서 전체 조부모보육 비율이 증가함). 이와 
관련해서 ‘보조 보육의 필수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부모 보육이 
없으면 보육이 매우 힘들다. 한국의 경우 보육기관이 오후 4시면 공식 하원
이므로, 맞벌이 부부가 퇴근하는 7~8시까지는 아이 하원을 시키고 퇴근시간
까지 돌봐줄 인력이 필수적이다. 

<표 3-15> 영유아 구분 및 연령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
출처: 2018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520쪽 

<표 3-16>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별 이용자 특성
출처: 2018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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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혈연 양육지원자 분포
출처: 2018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525쪽

조부모의 도움이 없는 가족의 경우는 어떠한가? 조부모의 손주 돌봄 없이 
경력단절을 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조부모 지원 없
는 맞벌이 부부는 현실적으로는 성립불가능하며, 한국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
과 조부모 손주 돌봄 각각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조부모 지원을 받는 경우 
연구가 많은 것과 달리, 조부모 지원을 받지 않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 문제
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가 없다. 그것이 그만큼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다. 

조부모 돌봄에 관한 연구들은 조부모 지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조
부모 돌봄이 여성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맞벌이 가구, 즉 취업모의 증가는 자녀양육이 
여성의 책임인 상황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보육을 불가피하게 하는 직접적 원
인이 된다. 특히 보육기관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하원시간이 4시경이므로, 
적어도 ‘하원과 퇴근 시간 사이’는 조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되고 있
다. 

  2) ‘외’조부모의 돌봄 증가

이제 한국에서의 ‘외’조부모의 보육 증가에 대해 검토해보자. 4장에서 체계
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외조모의 부담 강화는 여성이 직장노동자로서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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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렵고 전업주부 모델이 지배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의 조부모들은 동거보다는 주로 (가까운 지역에) 따로 떨어져 살

면서 손주를 돌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 기준 ‘비동거외조부모’(거의 
대부분 아이의 외할머니, 엄마의 친엄마일 것이다)가 48.2%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였다. 이는 표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2015년 24.3%에 비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동거친조부모 13.5%보다도 3배 이상 높은 비율이며, 
비동거친조부모와 동거외조부모와 비교해서도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2015년 조사의 경우 동거 및 비동거 친조부모와 동거 및 비동거 외조부모 
비율은 20%선에서 유사한 정도였으나, 2018년의 경우 비동거 외조부모의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214) 지역규모별, 모취업여부별 
구분과 무관하게, 비동거외조부모의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 그 중에서도 휴직중인 경우(57.1%), 대도시인 경우(56.3%) 비동거외조
부모의 지원이 높다(이정원 외, 2018: 525).

앞서 기관보육과 조부모 보육 증가의 연관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혈연 
양육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이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26.5%로 혈
연양육지원 서비스와 기관을 병행하는 경우(68.3%)보다 그 비율이 낮다. 영
아의 경우는 혈연이 단독인 경우가 53.5%로 기관과 병행하는 경우(41.6%)
보다 비율이 높았으나, 유아의 경우는 기관과 병행하는 경우가 89.5%로 혈
연 단독(5.1%)으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현저히 높다. 모가 취업중인 경우, 기
관과 혈연 이용을 병행하는 경우가 76.8%로 휴직중이거나 미취업중인 경우
보다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3-18>) 2015년 결과는 72.8%
가 기관과 혈연을 병행한다고 응답하여 다소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기관
과 혈연을 병행하는 경우가 높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판단해볼 때, 한국의 
경우 조부모 보육이 이루어지더라도 기관과 대부분 병행하므로 조부모의 부
담은 ‘필수적 보조자’ 수준임을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14) 이러한 친정엄마 외손주 돌봄 증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
해 보인다. 본 연구의 장점은 이 문제를 중국과의 차이점을 통해 고찰한다는 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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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혈연 양육지원자와 보육･교육기관 등 중복 여부

따라서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기존의 부모 및 조부모 돌봄을 기관과 병행하
면서 한국의 가족들은 가족 내 보육의 구조조정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기관보육이 가정보육을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되, 조부모 보
육은 과거처럼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한국 여성 경력단절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역으로 조부모 보육 
확보야말로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을 그나마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필수
적인 수단이다. 물론 앞서도 말했듯이 여성의 소득수준이 충분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5. (남성)육아휴직

노동시장과 가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의 보육체제 도식
에 표기한 육아휴직(주로 남성 육아휴직)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육아휴직은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일가정양립)을 가능하
도록 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2020고용보험백서, 2020: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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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성)육아휴직의 제도화 

한국에서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동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
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육아휴직 대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에 한정되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산전산후 
휴가기간을 포함해 1년 이내였다. 당시에는 ‘모성보호’라는 용어를 내세웠으
며, 여성과 자녀의 건강권이 강조되었을 뿐, 여성의 노동조건에 주목하지는 
않았다. 여성을 일차적으로 가족의 돌봄자로 간주하는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무급’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이 생계부양자인 
남성에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생활한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1989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개
정되었지만, 이러한 인식은 그대로였다. 

1995년에 이르러서는 남성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
법」이 개정되었다. 당시 남녀고용평등법 11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로 규정하여 육아휴직의 
일차적 대상이 여성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남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포함하였
다. 

2001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남녀고용평등법 19조 
1항)로 규정하여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사라졌다. 남성에게도 자녀돌봄의 책
임을 법적으로 부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90년대 시점에서는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었지, 근대적 성별분업을 탈피하려는 지향을 담은 
것은 아니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외벌이 남성노동자는 사실상 육아휴직
이 불가능하도록 ‘무급’으로 제도화되었던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 제도를 규정하는 있는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1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
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
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
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
하고 있다. 동법 19조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
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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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듯 유명무실했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정부 정책의 목표가 된 시점은 

2015년 발표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부터다. 
2015년부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 명분상
으로는 남녀 모두를 일/가정 양립의 주체로 보는 인식이 담긴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입된 보육 관련 휴직 정책은 현재 어떠한 형태일까. 
한국 정부의 자녀양육을 위한 휴가·휴직정책은 임신 및 출산 관련 휴가와 육
아관련 휴가·휴직으로 나눌 수 있다.

임신�및� 출산�관련�휴가 출산전후�휴가제,�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관련� 휴가⋅휴직 육아휴직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표 3-19> 한국 출산·육아 관련 휴가제도 

이 중에서 남성에 해당하는 것은 배우자출산 휴가제, 육아휴직,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이다(박미진, 2017: 40). 배우자출산휴가제는 2012년 이후 도입
되었다. 출산 후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유급 기간이 1주일이 되
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와 근로자 간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된다
(오은진·김소연, 2021: 164). 기업이 반대한다면 (주로 남성이 신청할) 배우
자 출산휴가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의미다.215)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고용노동부, 2020.3.25.) 부부가 함께 아이를 몇 달 간 보육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2020년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을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되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3.24). 또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제도가 개선되어,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게 
되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3.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의해 기
존의 일일 2~5시간 단위로 단축하도록 하던 것을 일일 1~5시간 단위로 단
축하도록 하고, 1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이 없도록 변경되었다. 육아

215) 기업측에 거부권을 주는 예외조항인 셈이다. 법을 만들어 놓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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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까지 가산
한 기간을 더하도록 하여, 최대 2년까지 확대되었다(고용노동부, 2019a).216) 
즉, 이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선택하여 최대 1년을 사
용할 수 있는 선택적 개념이었다면, 법 개정을 통해 이제 각각 이용할 수 있
는 제도로 변화하였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의 기간 내에
서 선택적으로 보았을 때는 육아휴직 쏠림현상이 심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제도의 활성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 2019a) 

이외에도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의해 가족돌봄휴직 외에 1년
에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신설되었다(고용노동부, 2019a). 가족돌봄 휴직은 1회 사용기간이 최
소30일로 단기간 돌봄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했는데, 가족돌봄휴가는 사유에 
자녀 돌봄도 추가하여 자녀양육을 위한 단기휴가가 가능해졌다(고용노동부, 
2019a).217) 

육아휴직 급여는 2003년부터 월30만원, 2004년부터 월40만원, 2007년부
터 월50만원 정액제로 지급되었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하한액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2017년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며, 나머
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다가, 2019년부터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급여보전률과 액수
는 점점 늘어 개선되고 있지만, 상한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매우 낮기 때문
에 아직까지도 현실적인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80%의 소득을 보장하고, 상한액은 3,300달러(월 약 370만원)나 된다.     

216) 고용노동부(2019a),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217)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상반기 발생한 코로나19에 의한 초·중·고 학교 및 어린이

집, 유치원의 개학연기 상황에서 사용이 권장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가족돌
봄비용 1인당 5만원을 최대 5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10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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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연도별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
고용노동부, 2020고용보험백서:239

남성육아휴직자의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 3-20>에서 보듯
이, 2008년에는 불과 355명이 사용하였으나, 2018년 17,665명, 2019년 
22,297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과의 상대적 비율이다. 여
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수 대비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비율이 2016년 
8.5%, 2017년 13.4%, 2018년 17.8%, 2019년 21.2%로 상당 폭 증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0: 238). 물론 복지 선진국들인 스웨덴 45%, 노르웨이 
40.8%, 독일 24.9%와 비교하면 적은 숫자이다(윤지영, 2018: 156). 하지만 
한국 기업의 시장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고용체제를 생각하면 20%가 돌파했
다는 것만 해도, 이제 남성 육아휴직이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많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기간’이 짧다면 보편적 돌봄
이나 보육 공공성에 별다른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남성들의 육아휴
직 기간은 여성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2017년 기준, 여성은 303일인 반
면 남성은 198일이다. 한국의 법에서 규정한 육아휴직 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긴 편이라 할 수 있다. 부부가 다 사용할 경우 730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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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남성 232 235 238 238 225 198

여성 284 287 290 292 300 303

<표 3-21> 성별 육아휴직 평균이용일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01.25.

육아휴직 기간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양육시기에 부부간의 양육분담보다
는 자녀와의 친밀감 형성이 중요한 초점이다. 정수빈(2021)의 연구에서 육아
휴직을 길게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남성 면접 참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하
고 있다.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이제 저울질을 해보
면, 결국에는 돈이야 더 벌겠지만 잃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 그래서 가
능한 한 어떻게든 휴직은 길게 하고 싶다”(정수빈, 2021: 106)

남성 육아휴직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은 2014년부터 시행된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의 달’) 도입이다. 동일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부모가 육아휴직
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150만원) 지원한다. 2016년에는 3개월까지 100% 지원하기로 했다. 상한액
은 2017년 7월1일부터 둘째 자녀에게만 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가, 2018년 
7월1일부터 모든 자녀에 대해 2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부터는 상한
액이 250만원이 되었다. 아빠가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되면, 
‘3개월’ 동안 총 75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218)

  2) 남성 육아휴직과 기업 가족주의
 

218) ‘아빠의 달’은 스웨덴의 아버지 할당제를 수용한 정책이다. 스웨덴은 1995년 아버지
휴가 1개월(a father’s month)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2002년 2개월로 늘렸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모휴가 이용자의 절대다수인 
90% 이상은 여성이다(윤홍식 송다영 김인숙, 2010: 184). 급여가 나오는 자녀 한 
명당 부모휴가 총 480일 중 부나 모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는 390일이다. 
최소 90일은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사용하도록 2002년 법으로 규정되었다. 480일 
중 80%, 즉 384일은 자녀 나이 4세까지 사용해야 한다. 그밖에 1년마다 최대 3회
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480일 중 30일까지는 부모 동시 사용이 가능하
다.  게다가 480일을 부모가 반반씩 쓰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90일을 제외하
고 나머지 390일은 한쪽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려한다면 다른 한쪽의 휴가기간을 
양도해야 한다. 한국과의 차이가 있다면, 스웨덴은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정률 
급여 외에도 기본 급여가 있으므로, 구직자나 무소득 자영업자나 학생 등 기존의 
근로소득이 없던 부모도 정액급여(하루 250크로나)를 받을 수 있다. 한국도 고용보
험이 보편화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은 심지어 판매직 종
사자든 회사의 CEO이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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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족주의 문화(기업 가족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
이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기업 및 기업구성원들의 태도일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될 수 있는 연구대상이 남성 육아휴직이
다. 이를테면 스웨덴은 오랜 기간 남성도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하고 나서야 육아휴직이 증가했다. 영국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을 법제화했으
나 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홍승아, 2018: 151,152). 
특히 급여 문제, 승진 문제, 또는 조직의 무언의 압박 등으로 남성 스스로 휴
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문화적 요인을 거론하기 전에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적으로 규정된 ‘근로자’
의 개념을 지적할 수 있다. 기업의 수용성을 문제 삼기 전에, 공적인 법률부
터 남성 육아휴직을 저해하는 면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도 인
용했듯이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219) 따라서 최근 입사했거나 단기적인 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는 법적
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220) 물론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전 또
는 초등학교2학년 이전이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육아를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편적 당위를 감안한다면,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실에서는 고용지위
가 불안정한 모든 근로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성/여성의 평등이라는 측
면도 중요하지만, 기업 층위를 고려한다면 정규직/비정규직의 평등도 중대하
게 고려해야 한다. 성평등 인센티브로 도입된 ‘아빠의 달’ 제도도 두 번째 육
아휴직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배우자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활용해야만 
남성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업주부나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우자로 둔 남성은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219) 2018년 이전에는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이 가능
했다. 이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료 재원에서 지급되는데 고용보험법에서
는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설정하고 180일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입하면 실업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자격을 부여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2018년 5월 18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6개월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윤지영, 
2018: 153-154).

220) 2021년 6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33만여명으로 전체 취
업자수(27,637천명)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51.8%에 불과하다. 전국민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뿐 아니라 고용보험에 연동되는 육아
휴직의 사각지대도 지나치게 많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23일 2025년까지 전
국민이 소득만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전국민고용보험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 의존하므로, 육아휴직의 결정적 확대는 
현재로서는 전국민고용보험 가능 여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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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육아휴직 이용경험은 휴가신청 단계에서부터 상사의 적극적인 만류
와 생계부양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질책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복직 후 업
무배치, 승진 등에서의 조직 내 불리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조직 
내에서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
다(홍승아, 2018). 시일이 좀 지난 2014년의 연구지만, 남성 육아휴직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대량 설문조사를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 육아
휴직이 어려운 이유는 직장 내 경쟁력 감소(37%), 소득감소(35%), 사회의 
시선(23%),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4%) 등이었다. 물론 마지막의 육
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의 비율이 생각보다 적은 것은, 남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적게 한다는 것을 가리키기 보다는, 설문조사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가치에 응답자가 답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
다.221) 

육아휴직의 어려움은 기업규모별로도 차이가 난다.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
휴직자수 및 비율을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남성 육아휴직자가 압도적
으로 많다. 

10인 미만 10인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계

2,543명 1,745명 2,426명 3,080명 12,503명 22,297
11.4% 7.8% 10.9% 13.8% 56.1% 100%

<표 3-22>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수 및 비율(2019)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1.22. (정수빈, 2021: 9 재인용)

대규모 기업에 종사할수록 경쟁력 감소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고, 소규모 
기업에 종사할수록 소득감소 우려가 증가하였다(김영옥 외, 2014). 육아휴직
을 사용한 남성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종사자들이었으며, 민간 소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퇴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222) 

오래전 연구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의 육아휴직 사용 남성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70% 이상이 4년제 대졸 이상이었

221) 2014년보다 육아휴직의 소득보전 측면이 개선되었으므로 현재 동일한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222)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제시되어도 정책효과가 계층화되어 전달된다면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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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약 40%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이었고, 약 50%가 300인 
이상 기업을 다녔으며, 약 90%이상이 정규직이었다. 질적 연구 조사를 통해 
깊게 들여다보면, 남성은 소득감소를 우려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반해, 맞벌이 부부 중 여성 측의 소득이 남편을 상회하거
나 비슷한 경우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소득감소를 우려하지 
않게 된다(정수빈, 2021: 88,89). 따라서 남성 육아휴직은 소득감소 우려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아빠의 날을 
도입한 성평등 인센티브 도입과 확대도 월200만 원 이상 고임금 소득자에게
는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졌지만, 월200만 원 이하 저임금 소득자에
게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또한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큰 효과를 가졌
지만, 300인 이하 소규모기업에는 약한 효과만을 가졌다(박미진, 2017).  

이와 관련하여 남성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이 
육아휴직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해지므로 양성 간의 차별 여지를 원천적
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물론 육아휴직 기간이라든가 급여액에 차이를 두
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본인이 휴직 의사와 무관하게 휴직
이 강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연가는 비휴직에 대한 보상비가 나오
지만 이 경우 휴가보상비도 안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휴직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급진적이지만 상상해볼 수 있다. 

실제로 서구의 연구를 보면, 남성에게 강제로 할당하는 식의 조치가 남성
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와 관
련된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스웨덴이 ‘남성할당제’ 육아휴직이다. 원래 남성 
육아휴직에 인센티브를 주던 스웨덴은 남성할당제를 도입하였다. 부모 각자
가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일수를 상대방에게 양도할 수는 있는 상태에서 양
도일수에 한도를 두어, 쓰지 않으면 없어지게 만든 것이다. 단순한 법적 강제
라기보다는 인센티브의 테두리 내에서 그것을 상실케 하는 방식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강제성이 높을수록 효과가 증가한다고 보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박미진, 2017: 46).

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방안은 법적인 일률적 강제보다는, 일종의 노동사안
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노동법원’을 설치하여 육아휴직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회사가 휴직 요청을 거부할 경우 노동법원에 간편하게 제소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법조문으로 무조건 육아휴직을 강제할 경우 남성들이 휴
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남성들의 자율성을 박탈하게 된다. 따라서 원하는 
남성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
동법원 제소가 개인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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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돌, 2020: 46). 노동법원 제소가 기업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이기 때문
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고려할 것이고, 나아가 결국 남성 육아휴직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비용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단계가 되면 문화적인 
관념이 변모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지금까지 서술한 기업 가부장제 문화에서 엄청난 
문화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업들이 이것을 경제적 손
해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히려 가부장주의가 기업 조직문화를 
지배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인
건비를 정부가 문화적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존해주어, 재원을 서서히 
줄여가며 정착시키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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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과 중국 보육체제의 비교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보육체제 각각의 역사적 전개와 현재의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제 앞서의 고찰을 토대로, 두 나라 보육체제 변동의 특징을 비교하
면서 유사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보육체제 분석틀에 의거하여, 양국 보육체제
의 역사적 경로와 현재의 상태 간의 ‘역사적 인과성’을 포착하고, 보육체제 
내 요소들(노동시장, 출산정책, 가족주의, 보육실천)의 작동과 상호관계를 비
교 분석하면서, 양국 보육체제에 가족주의와 그 변화가 어떻게 유사하고 다
르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로 인한 보육체제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보육공공성을 달성했는지 평가한다. 

  제 1 절 보육체제의 역사적 인과성 
1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과 한국 보육체제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비

교하여 현재의 양국 보육체제에 미치는 역사적 인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보육체제는 (여성)노동시장, 출산정책, 가족주의, 보육실천(조부모보육, 기관
보육, (남성)육아휴직) 등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다루는 시기는 형성기와 이
행기이며, 주로 (여성)노동시장, 출산정책, 가족주의, 기관보육을 다룰 것이
다.223) 보육체제 요소들 간의 관계는 역사적 맥락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작
동한다. 보육체제에는 가족주의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양국 가족주의의 
차이를 여성의 노동자 정체성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맞벌이 모델’과 ‘전업
주부 모델’로 압축하여 분석한다. 이는 양국 가족주의의 역사적 과정에서 가
장 두드러지는 차이이기 때문이다.  

  1. (여성)노동시장의 역사적 유사성과 차이

본 연구는 보육을 다루지만, 서론의 질문은 중국과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진출과 경력단절 비율의 상이성에 관한 질문에서 출발한 바 있다. 많은 연구
들에 의해 입증되었듯이, 현대사회에서 노동시장과 여성의 관계는 보육실천
223) 조부모보육과 육아휴직의 경우, 전자는 관습적으로 수행되어 별도로 다루기보다 2

절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후자는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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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육체제 내에서 ‘노동시장’은 주로 기업 
층위와 관련되지만, 국가의 노동 정책과도 맞물려있는 요소다. 또한 가족주의 
측면에서는 ‘기업가족주의’의 작동과 주로 연관된다.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
로 한 사회의 가족주의를 사업장 운영과 고용방식에 적용하는지는 제도적인 
성격을 갖는다.

먼저 과거 여성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의 ‘유사성’을 살펴보자. 
중국과 한국은 여성 노동시장 진출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했다. 다시 말
해 경제적 조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중국과 한국은 1950년대와 1960년
대에 여성노동자가 적어도 양적으로는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 생산력 확대의 
필요성 때문에 여성노동력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그러나 중국은 직
장탁아소를 마련하여 공적으로 제도화한 반면, 한국은 이처럼 유사한 조건에
서도 보육시설은 단지 구호기관에 머물렀고 공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갖추
지 못했다. 노동시장→기관보육의 영향관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차이
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1) 형성기: 여성노동시장 조건의 유사성과 국가 주도 反가족주의의 차이

신중국 건국 초기와 한국의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양국 모두 여성 노동자
는 증가하였다. 통계상으로 보면 한국은 1950년대 동안 여성의 약 35% 정
도가 취업상태였고, 중국은 여성취업 절대수치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국가소유의 단위 기업만 해도 여성 비율이 1953년 11.7%에서 1958년 
24.8%까지 급증하였다. 여성 노동자의 증가는 직장과 기업에 보육뿐 아니라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직장 내 여
성의 특수성(직장탁아소, 수유시설 등)을 반영하는 것에 있어, 양국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했는가?224) 양국의 차이는 국
가 주도의 여성과 가족 관련 제도적, 문화적 조치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문
화적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중국은 건국 초기 국가 주도로 사회주의 혁명 이념에 따라 ‘여성해방’의 시
각을 ‘위에서 아래로’ 제도화하였다. 1954년 「사회주의 헌법」은 여성 노동
권을 규정했을 뿐 아니라,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였다. 

224) 기존의 연구는 아마도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차이로 설명할 것이다. 그
러한 설명은 표피적으로는 설명력이 있는 듯 보이지만, 적어도 사회주의 국가들 간
의 차이, 자본주의 국가 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정교한 비교를 위해서는 중
범위 수준의 제도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제도 비교는 역사적 변동과정
을 고려한 역사적 인과성을 찾음으로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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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조례와 규정을 통해 생리, 출산, 임신, 수유 등 여성의 특성과 관련된 
하위법들도 제정했다(대표적으로 ‘여직공 보호특별규정’). 뿐만 아니라 「신
혼인법」을 제정하여, 봉건적 결혼제도와 가족주의를 부정하려는 의지를 법
에 담았다. 개인 능력에 기초하여 개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개인 단위화’와 
여성 개인에게 토지를 배분하는 토지개혁 등은 여성 개인에게 남성에게 종속
되지 않는 경제적 독립의 토대를 마련했다(예컨대 1958년의 인민공사 창설
).225) 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노선이 반영된 ‘의무취업’이 여성을 포함하
여 실시되었다. 심지어 국가는 노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무관하게 여성을 
일자리에 배치하였다(통포통배의 방식). 뿐만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직업 분야도 여성들은 주로 경공업이나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다가, 대약진 시기 이후에는 중공업 분야까지 종사하는 실험이 이루어
졌다(‘철의 여성’의 등장). 

국가는 문화적 층위에 속하는 ‘이데올로기적 선전’을 통해서도 가족주의적
인 전통문화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제도적 反가족주의’가 가동되어 
기존의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과 관행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를테면 전업주부
에게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생충’이라는 별칭이 생겨났다. 선전화에
서 잘 드러나듯이, 남성이 부재하는 한계가 있지만 여성 노동자를 그림에 담
았으며, 이는 여성을 노동자로 만듦으로써 사회주의 국민으로 포함시키려는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여성해방을 여성노동력 동원이라는 생산
력 논리의 차원에서 볼 수도 있지만, 한국도 국가에 의한 여성노동력 동원이 
필요했던 점은 유사했다. 이를 고려하면 중국의 여성 노동력 강화에서 국가 
주도의 젠더 이데올로기 작업은 중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화대혁명 시
기 도시에 일자리가 없어 신규 노동력을 더 이상 흡수하기 어려웠지만, 여성
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보다 지식청년들을 ‘하방’시키는 결정을 내렸던 것도 
이데올로기적 작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다(그리하여 부녀회가는 
8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처럼 양국의 차이는 국가가 주도했던 법제도, 노동정책, 그리고 문화선전
에서의 차이로부터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서구 여성해방 운동과 달리, 국가가 
주도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성 권한 부여가 이루어졌다. 여성이 공적 노
동시장에 진출하여 노동에 대한 급여를 받게 되면서, 아버지와 남편의 구속
력은 자연스럽게 약화되었다. 이념적으로 전통적 가족주의가 작동하더라도 

225) 이처럼 여성을 독립적 경제 주체로 제도화한 작업은, 중국 퇴직연금의 독특성에 영
향을 주게 된다. 배우자연금이 당연시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남편 사망 시에도 
부인에게 연금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은 더욱더 자신의 직업을 갖고자 할
뿐 아니라 오래 유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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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랜 기간 여성의 공적 지위가 강화되면 가족주의 이념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다. 

반면 한국은 노동정책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에 의한 제도적 反가족주의라
든가 젠더평등화 선전은 부재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시기 소위 ‘가부
장’이 사라진 자리를 여성노동자(특히 전체 여성의 10%이상을 차지했던 전
쟁미망인)가 대체할 역사적 기회가 일시적으로 주어졌고, 생산력을 위해 여
성 노동력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하지만 국가의 방치와 언론 등
이 제기한 이념적 가족주의는 여성을 신속하게 집으로 돌려보냈다. 예를 들
어 전쟁미망인의 ‘탈선’을 우려하는 담론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문화적 분위기에 따라, 한국 여성들은 설령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부장-노동자가 되더라도 노동부담에 가사부담, 심지어 시부모부양까지 
책임지면서 이중삼중의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 탈선하는 여성이라는 사회규
범의 낙인을 피하려면 이는 불가항력이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들은 가급적
이면 가정으로 회귀하고 싶어 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문화적 담론의 가부
장성이 여성노동력 증가라는 경제적 조건을 압도했다.226) 따라서 국가 주도
의 이데올로기적 작업의 차이는 노동과 그와 연관된 보육시설 설치에 있어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야기했던 것이다. 

국가가 주도한 중국 여성 노동시장 제도화와 문화적 작업은 여성의 노동자
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여성의 노동참여는 여성이 전업주부 
또는 가사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물론 여
성노동자로서의 직업적 삶은 여성의 개인적 노력과 정신적 의지만으로 가능
한 것이 아니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출산과 양육 등 가족영역의 과업을 
공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 여성노동자 정체성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공
적 기관보육, 특히 ‘직장탁아소’였다. 중국의 여성노동자 정체성은 공적 기관
보육이 작동되도록 하였고, 공적 기관보육은 아이를 가진 여성들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950년 전국부녀연합회는 여성노동자를 위해 보육시
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보험조례세칙은 여직원이 20명 이상이
면 직장탁아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는 지금 시점에서 봐도 상당히 
강력한 기준이다. 단위와 가도에 탁아소가 설치되고, 반일제에서 종일반으로 
변경되었으며 방학을 없애고 공립 위주로 재편성되었다. 특히 방학을 없애고 
종일반 위주로 운영한 것은 보육시설이 직장여성의 생활패턴에 밀착되었음을 

226) 앞서 부유한 가정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이 되어 영화 
한 편만 제작하고 경력이 단절된 박남옥 감독의 사례를 하나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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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다른 한편, 단위 탁아소든 가도 탁아소든 모두 노동을 하는 여성들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장탁아소와 수유시설 등의 설치
는 향후 중국에서 출산휴가만 존재하고 육아휴직 제도가 발달하지 않게 되는 
역사적 요인이 되었다. 직장 내 보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여성이 경력단
절을 무릅쓰면서 장기휴가를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엄마-노동자
들을 위해 수유실과 수유시간까지 세세하게 규정하여 권리로 만들었기 때문
에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아이를 어느 정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보
육은 공적 영역에서 ‘가시화’되고 공통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으
로 중국은 건국 초기에 상당한 수준의 보육 공공성을 획득했다.   

한국은 일제시기 형성된 극소수의 ‘직업부인’들의 정체성 형성 계기는 지식 
여성이라도 전문적인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종용하는 담론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했으나 
대부분 생계를 위한 노동이었을 뿐, 여성-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했다. 특히 전쟁 후 가부장이 물리적으로 사라진 1950년대의 ‘전쟁미망인’
은 경제활동을 통해 독립의 기반을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역할과 
자녀양육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다. 제도적 반가족주의가 형성될 수 있는 물
리적 기반이 생성되었지만, 언론과 대중문화를 통해서 제기된 담론들은 이들
을 위험한 존재로 보면서 전쟁미망인들을 가정주부의 정체성에 고착시켰다. 
이들 여성들은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사회와 이웃에 보여주기 위해서
라도 더욱 모성적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가부장은 부재하는 가운데서도 
이들의 정체성을 여전히 지배했던 것이다. 

이 시기 한국에 형성된 ‘제도로서의 주부’는 압축적 근대화가 진행된 
1960~1970년대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산업화 시기 국가는 경제발전을 위
해 가족주의를 동원하였으며, 군사정권은 사회와 가족의 가부장적 성격을 강
화하였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핵가족’이 형성되고 남성-일 및 여성-가
사라는 근대적 성별분업이 더욱 분명해졌다. 근대적 성별분업은 여성들을 더
욱더 가사노동과 가정보육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1960년대부터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증가한 ‘여공’의 경우에서 보듯이 미혼 시기의 노동은 결혼하
여 주부와 어머니가 되겠다는 목표에 종속되는 것이었다. 공장을 떠나기 위
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며 견딘 것이다. 여성의 노동이 결혼의 종속변수였던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직장을 퇴사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1970년대 말이 되
어서야 비로소 결혼퇴직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고, 이를테면 1976년 
은행권에서는 결혼퇴직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일명 ‘사우디부인’으로 
불린 전업주부들조차 경제발전 논리에 종속되었다. 이른바 국가경제를 위해 
남편만 사우디로 보내고 별거 상태로 국내에서 아이를 키워야 했던 것이다. 



- 211 -

따라서 한국의 여성들은 가정이라는 사적영역 내에서 부분적 자율성만을 갖
는 것에 머물러야 했다. 한국은 1950년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여성 노
동시장 진출이라는 경제적 조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족주의의 작동에 
의해 과거의 성별분업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물론 중국에서 수립된 여성-노동자 정체성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으며, 위
태로운 지점이 분명 존재했다. 선전화에서 보듯 어떤 경우에는 남자처럼 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여성이 남성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모습도 그려
지지만, 여성은 주로 ‘농민’으로 한정되거나 남성이 가족화에는 아예 등장하
지 않는 등 암암리에 여성을 다시 가족과 보육의 공간에 은밀하게 배치하는 
관행도 병존하였다. 이와 연결되는 문제가 여성의 직장과 가족에서의 이중부
담이다. 중국에서는 여성 노동시장 진출로 인한 여성노동자 정체성이 여성의 
‘이중부담’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남녀평등이라는 기준은 공
적 영역에서 남성과 동일한 성취를 이룰 것을 요구하는데, 직장탁아소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여전히 보육과 가사의 일차적 책임을 안고 있었기
에 여성이 남성과 완전히 동일하게 노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일례로 문화
대혁명 시기에는 여성도 중공업 분야에서 남성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철의 
여성’ 실험이 이루어졌다. 이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기회를 주고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면에서 급진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이중부담
이라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당시 중국에서 ‘노동자가 아닌’ 전업주부 혹은 생산노동에 파트타임으로 종
사하는 여성들의 보육은 어떠했을까? 쑹사오펑은 여공, 농부, 직공 가족, 가
족공 등 여러 여성 집단이 생산과 맺는 관계에 따라 국가가 그들의 가사노동
에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여성노동자 정체성의 형성이 노동시
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1959년 도시의 가정주부는 
직공 가족, 공상업자 가족, 수공업자 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
인계급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집단은 오직 직공 가족뿐이었다. 국가가 인정
한 가사노동은 오직 직공 가족의 가사노동이었다(宋少鵬, 2012: 119). ‘노동
모범’에 대해 포상할 경우, 직공 가족의 여성은 가사노동 때문에 상을 받기도 
하고, 가정 외부의 생산에 참여해서 상을 받기도 하는 등 그때그때 포상의 
기준이 달랐다(宋少鵬, 2012: 119,120). 반면 직공이 아닌 ‘가족공’은 남편을 
둔 여성이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정규노동이나 아르바이트 수
준의 일들을 하는 이들 여성은 공장이 일반 여직공에게 제공하는 탁아소, 출
산휴가 등을 얻을 수 없었으며, 통근 차량, 식당, 의료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여성끼리의 차별과 격차가 존재했던 것이다. 남성 직공도 탁아소 혜택을 받
을 수 없었다. 이러한 조치에는 남성 직공의 가사와 자녀 보육의 책임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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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사와 가정 외 
노동을 병행하는 가족공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 가사와 보육을 할 수밖에 없
었다. 이처럼 가족공의 존재는 건국 초기 노동중심 사회체제가 내세운 여성
해방 서사의 어두운 이면이라 할 수 있다. 

  2) 중국 이행기: 여성노동의 쇠퇴와 공공성 쇠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기존 사회주의 보육체제를 여전히 
유지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시장화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률도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 취업자 수뿐 아니라 남성
과 대비한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심지어 계획경제 시기보다 더 
상승하였다. 따라서 여성노동자 증가 추이에 따라 기관보육 수요도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단위탁아소를 중심으로 한 공적 보육실천은 한동안 지속되
고 확대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로부터 발생했다. 기업들은 사회재생산 기업부담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직장 내 탁아소, 수유시설 등을 작업장 내에 유지하는 것
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기업들은 주로 시장경제 도
입에 의해 정당성을 획득한 ‘효율성 논리’에 기반하여 노동유연화 조치를 취
하고자 했다. 기업의 효율성 논리는 젠더편향적인 것이었고, 이는 단위기업에
서 거의 남성에게만 주택을 분배하는 제도에서 잘 드러난다. 사실상 사회재
생산 비용, 다시 말해 직원복지 비용은 여성들보다는 주택까지 배분받는 남
성 노동자들이 더 높았다. 기업들의 이와 같은 성차별적 조치는 겉으로는 효
율성 논리를 내세웠지만 그 기저에는 가족주의 논리가 작동되었다. 여성들은 
남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는 보육체제의 이행기 동안 기업들은 이제 여
성노동자의 기존 노동시장 내 지위를 후퇴시키려는 ‘단계성취업’, ‘부녀회가
론’ 등의 담론을 강화시켰다. 당과 중앙정부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담론에 서서히 동조했다. 심지어 이러한 담론에 줄곧 저항
하던 전국부녀연합회조차 부분적으로 이러한 담론에 서서히 동화되었다. 따
라서 가족주의의 재강화는 개혁개방 이후가 되면 분명해진다(김란, 2022). 

물론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가족주의의 재강화에 반발하였다. 1980년대 여
성노동자들은 남편이 아무리 높은 소득을 올려도 75%이상의 여성은 직업노
동을 견지하겠다고 응답했으며, 70%의 여성은 가사노동에 급여를 준다고 해
도 일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과 대동소이한 단계성취업 정책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이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의 여성노동자 정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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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화가 진행되어도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 당-
국가는 단계성취업과 부녀회가를 추진하는데 꽤 애를 먹었다.  

하지만 결국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취업자수가 서서히 줄기 시작했다. 
여성은 ‘정원외 직공’이 되었다가 1997년 이후에는 ‘정리해고자’가 되었다. 
여공의 실업률과 퇴직률은 남성의 2배가 되었다. 기업과 정부의 여성 노동 
구조조정이 결국은 성공한 것이다. 

2010년이 되면, 단위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은 20%이하로 급감한다. 
단위체제 해체 이후 기관보육도 급속히 쇠퇴하였다. 그만큼 중국에서 단위체
제 후퇴 같은 노동시장 변수는 보육체제 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뿐만 아니라, 한자녀 정책으로 가구당 자녀수가 급감하면서 직장탁아소의 유
해한 보육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려하지 않는 부모들도 생겨났다. 게다가 ‘과학
육아’ 담론은 자녀의 ‘소질’을 위해서는 아이 엄마가 직접 보육해야 한다는 
시각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다. 80년대에 39.7%였던 아이모의 보육 비율은 
90년대가 되면 51.6%로 급증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중국 보육체제에
서 국가는 거의 사라졌다. 2003년이 되면, 민간사립 유아원 비율은 48.1%였
는데, 2009년이 되면 68.4%로 급증했다. 국립과 사립을 통틀어 0~3세 영유
아의 기관보육 이용률은 2010년이 되면 5%이하로 떨어진다. 이는 국가가 모
든 것을 책임지다 철수했다고 보기보다는, 단위 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동체적’ 성격의 공보육이 무너진 것으로 봐야 한다. 

  3) 한국 이행기: 기혼 여성노동자 증가와 전업주부 정체성의 공고화

한국의 1980년대에는 미혼 여성노동자들뿐 아니라 ‘기혼’ 여성노동자의 비
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일가족 긴장을 경험하는 기혼 여성들이 많아질 수밖
에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이 겪는 ‘이중부담’은 기존의 가족복지 보
육체제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 노동시장의 물적 조건이 
보육 수요의 증가를 요구함에 따라, 보육실천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여건
이 형성되었다. 공보육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중부담도 있지만, 
1980년대 한국의 경우는 공보육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이중부담이므로 질적
으로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는 여성의 직장노동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의 변화에 서
서히 반영되었다. 1980년대 이후의 변화는 기관보육을 특수한 아동만이 아니
라 ‘일반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을 낳았다(1981년 「아동복지법」). 
87년 헌법에서 ‘모성보호’에 관한 국가 의무 조항,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
직 도입, 직장어린이집 법적 근거 등 법률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었으며, 제6차 



- 214 -

경제사회개발 계획은 경력단절 방지, 출산 후 육아보호 등 선언적인 조항들
이 담겼다. 1990년대에는 직장가정조화 개념이 등장하고 남성육아휴직도 법
적으로 도입되었다. 국가의 보육책임도 법적으로 명기되었다(1991년 「영유
아보육법」). 이러한 국가 층위의 법적 제도화는 ‘모성보호’라는 범주로 포괄
되었다. 중국처럼 여직공을 보호한다는 범주가 아니라 여성의 ‘모성’을 보호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적 보육 제도화가 시작된 것이다. 모성보호라는 명
칭은 여성의 신체적 기능에 대한 ‘시혜적’ 보호라는 관점이 강조된다(강이수 
외, 2015: 406).227) 이를테면 ‘모성보호 3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다. 

법은 법일 뿐, 여성들의 현실에서의 보육부담은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경우
가 많았다. 이를테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같은 기혼 유자녀 여성들의 자발
적인 공단지역 탁아소 설립은 국가가 방기한 보육실천을 여성-시민들이 스
스로 해결한 대표적 사례다. 

한국에서는 기관보육의 절대적 수도 적었을 뿐 아니라, 민간시설이 주가 
되었으며 수익자부담 원칙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선언한 국가의 
보육책임은 국가가 가족 보육부담을 일부 완화해주는 선에서 조절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경제발전으로 기혼 여성노동수요까지 증가하는 등 여
성노동자의 보육여건을 개선해야할 노동시장 조건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공보육 형성이 더뎠는가?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으로 이른바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면서 기혼 여성노동력 증가와 동시에 전업주부 모델이 ‘현
실화’되었다. 이전까지 ‘여공’의 삶에서 전업주부로서의 삶은 경제적 조건과 
거리가 있는 이상향(ideal)에 가까웠다. 하지만 1980년대가 되면, 전업주부로
서의 삶은 많은 여성들에게 도달가능한 현실적 목표가 되기 시작했다. 따라
서 기혼 여성노동자가 급증했지만 그로 인해 보육실천의 공공성이 빠르게 진
전되기보다, 현실적인 중산층 전업주부의 안정화로 전업주부 정체성이 약화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고화되었다. 핵가족 완성과 더불어 전업주부 모델 공
고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주의는 더 강화되었다.228)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성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문화적 담론과 중산층의 현실화가 동시에 확장되었다. 

227) 이를 대체하는 용어로 ‘모성권(mother right)’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다(강이수 외, 
2015: 407). 본 연구는 모성보호나 모성권이라는 개념보다는 여성노동에 기초하여 
보육체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한다. 물론 여성노동이 생산성주의에 종속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228) 대신 다소 추상적인 여성 ‘자아실현’ 담론이었다. 여성들은 주로 교육 영역에서 이와 
같은 자아실현과 개인화의 도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홍찬숙, 2015). 그러나 대
학을 졸업한 뒤에 이 고학력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 215 -

이를테면 1990년대의 가사노동 가치 논쟁은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노동
자보다는, 전업주부의 법적이고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하는 측면이 큰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본격적인 공보육 증가 조치는 
2000년대 초저출산 시대로 지연되었다. 

  2. 기관보육의 공동체적 공공성과 맞벌이 가족모델의 형성

중국은 여성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여성-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수립되는 
방향으로 전개된 반면, 한국은 여성노동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
로서의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기관보
육에 비해 한국의 기관보육은 구호기관 수준에 머무르다가 1980년대 들어서
야 법적 제도화가 시작되면서 공공성이 개시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공적 기관보육의 역사적 경로는 현재의 보육체제와 단절적
인 것이 결코 아니다. 건국 초기 공적 기관보육의 성격을 좀 더 들여다봄으
로써 그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건국 초기 중국에서는 생산력으로만 여
성노동력을 끌어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여성해방을 접합시
키려는 논리가 작동하여 여성노동자의 보육문제를 공적 의제와 책무로 끌어
올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공공성의 핵심 원리로 ‘가시성publicity’
과 ‘공동성commons’을 든 바 있다. 가족 영역이 생산영역의 공적 논리와 얽
히면서 가시화될 뿐 아니라, 국가와 단위가 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
야 하는 영역이 된 것이다. 신중국 초기 단위 탁아소의 급증에 이러한 논리
가 작동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신중국 초기 보육체제의 공공성은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 공공성을 갖기 보다는, 단위기업과 지역 공동
체에 주로 의존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를 ‘공동체적 공공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앙 정부와 공산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공적 보육의 필수성을 (실질적인 
재정지원이나 관리는 취약했고 생산성이 제일 목표이긴 했으나) 일정 수준 
이상 중요한 공적문제로 가시화시켜 (가사노동이나 전업주부를 폄하하는 등) 
가족주의의 가치들을 변형(제도적 반가족주의)시키고, 그에 따라 가족보육을 
단위탁아소나 가도탁아소 등의 공공보육으로 상당부분 전환시켰다. 물론 여
성의 이중부담은 분명 존재했고, 공공보육에서 소외된 계층들도 많았지만, 공
적 규범과 도덕이 변화되었고 법조항에도 반영되었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려
운 성과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중국 보육공공성의 특징을 해명하기 위해 다른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중국학자 쑹사오펑은 중국 집체주의 시기에 공과 사의 경계선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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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이고 가족은 사적 영역으로서 공적 영역에 착근(embed)되어 공적 영역
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229) 그는 이와 같은 구조를 공사착근구조(公私相嵌
型結構)로 개념화했다. 서구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이 서로 
분리되고 대립하는 것과 달리, 공사착근구조에서 공과 사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때로는 합일 가능하다. 공적 영역의 일부로서의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
에 흡수되어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논리상 공적 영역이 더 우월한 규범적 
층위를 차지하며, 공적 이익의 실현이 곧 사적 이익의 실현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그런데 그의 논의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의 가치관은 ‘공’의 가치관의 
실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미치는 역할과 기능이 
오히려 더 ‘가시화’된다는 주장이다. 공사착근구조에서의 가족은 사회 기초단
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며 더 이상 도덕적 질서의 기반도 아니게 된다. 가족
은 단지 공적 목표(주로 생산력 향상) 달성을 위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 ‘도구’가 된다(宋少鵬, 2012: 117).230) 이러한 공사착근구조는 실제 작업
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작업장에서는 직공의 전반적인(다시 말해 사적
인) 생활을 살피는 것이 고용주의 책임이 된다. 사적 영역, 즉 가사노동, 가
정생활, 심지어 부부관계 등을 생산과 유리된 것, 가족만의 영역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직공 생활
을 살피고 직공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며 직공의 생산 적극성을 자극하는 것
은 결국 기업의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된다. 이에 따라 공이 사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 건국 초기 직장탁아소는 이처럼 직공생활을 살
펴야 하는 단위기업의 책임이 된 셈이다.231)

신중국 초기 보육의 특성을 이처럼 ‘공동체’적 공공성으로 보는 시각이 의
미 있는 이유는, 개혁개방 이후 단위체제 쇠퇴와 보육체제의 쇠퇴가 연동되

229) 쑹사오펑은 개혁개방 이전 시기를 ‘집체주의’ 시기로 부른다. 계획경제는 시장경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가 경제계획 과정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집체주의’ 개념이 일상생활도 포괄할 수 있는 더 적확한 개념이라고 본다(宋少鵬, 
2012: 117).

230) 물론 자본주의 사회의 공사분리 사회구조에서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가치 
서열이 존재한다. 예컨대 자유주의자는 사적 영역에 더 높은 덕성을 부여하고 공동
체주의자는 공적 영역에 더 높은 공덕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공사착근구조는 유
교질서와도 다르다. 유교질서는 가족과 국가가 일체이며 가족이 국가의 기초이자 
사회질서의 기반이다. 그러나 유교질서는 가족과 국가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宋少
鵬, 2012: 118). 

231)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기업은 재생산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재생
산 기능을 개인화/가족화시킨다. 물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대부분 재생산 기능을 
가족에 넘기며 사실상 여성이 부담한다. 차이가 있다면 서로 다른 공사구조 하에 
‘가사노동’이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가사노동은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의
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공적 영역의 책무가 되는 것
이다(宋少鵬, 201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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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로의존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신중국 초기 탁아소 보육이 완
전히 국가 주도였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중국의 기관보육 부재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사회주의 시기 보육체제는 개혁개방 이후의 보육체제로 이어지
면서 상당 부분 변동하지만 연속성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건국 초기 
공적 기관보육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기관보육 부재를 설명할 수 있
게 된다.

기관보육에 덧붙여 출산휴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중국의 출산휴가 제도도 
단위기업 및 여성노동과의 연관이 강력하다. 개혁개방 이후에도 중국은 육아
휴직(단계성취업)을 시행하지는 못하고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하
게 되었다. 계획경제 시기 56일의 출산휴가는 1988년 90일로 연장되었고, 
2012년이 되면 98일로 연장되었다. 나머지 추가적인 모유수유 휴가와 자녀
양육 휴가는 지역정부별로 자율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과 달
리 고용보험이 아니라 ‘출산보험’에서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지급해왔다. 노
동자 개인은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기업이 납부했다. 출산관련 후
유증이나 질병 관련된 비용도 출산보험에서 거의 지불한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기업이 탁아소와 출산휴가를 책임지면서 보육을 관장하
는 것이 1990년대 중반까지 정상적인 관행이었다. 이는 보육실천이 공적으로 
‘가시화’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들이 여성들의 보육실천을 단계성취
업이나 부녀회가 담론 등을 통해 ‘탈기업화’, 즉 ‘가족화’시키려는 의도는 이
러한 보육실천을 기업 내에 ‘비가시화’함으로써 보육 관리의 비용과 부담을 
감축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고 하겠다.

하지만 앞서도 강조했듯이, 중국의 여성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보육실천의 
제도화가 낳은 것이 ‘맞벌이 부부 모델’이라는 유산이다. 반면 한국은 전업주
부 이념의 현실화를 거쳐 여성 노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 모델’이 존
속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 두 가지 가족 모델은 이후 중국과 한국의 보
육체제를 분석하는데 핵심적인 설명틀이 된다.  

  3. 출산정책의 변화와 보육체제

본 연구는 출산정책을 보육체제의 요소로 간주하였다. 출산정책을 국가의 
통치 측면이나 인구정책의 측면이 아니라, 보육체제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
다. 

중국 건국 초기에는 출산정책을 인구문제가 아닌 ‘여성해방 문제’로 오랫동
안 당과 정부 차원에서 선전하였다. 물론 그 이면에서는 지나친 인구증가가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여성을 모성의 관점보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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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노동자’로 보는 관점이 우세해졌기 때문에, 국가 뿐 아니라 여성들 자
신이 다산이 주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산아제한이 여성의 노동자 주체성에 유
리하다고 판단했다. 

산아제한의 욕구를 1950년대에 갖게 된 것은 한국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가족계획사업의 산아제한 주장은 여성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과학육아와 유사한 담론이 가족계획과 결합되었고(아이
를 적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들), 여성이 주체성과 자율성이 가족 내에서 
아들딸 구별 말고 적은 수의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시키는 것으로 한정되었
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서야 본격적인 산아제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
국의 산아제한은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남아선호’ 관념과 결합되고 말았다. 
대표적인 것이 첫 아이가 여아인 경우 하나를 더 낳을 수 있게 한 ‘하나반 
정책’이다. 또한 한자녀정책으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는 보육실천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공보육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었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수 감소로 아이 한 명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남의 손
에 아이를 맡기거나 유해한 공장 환경의 직장탁아소에 아이를 맡기는 것보다 
가족보육(즉 엄마보육)을 선호할 유인이 생겨났다. 조부모의 입장에서는 손
자녀 1인에 조부모가 4인이나 되므로, 조부모보육이 용이해졌다. 

이와 같은 중국 출산정책의 독특한 역사에 따라 중국의 공적인 기관보육은 
쇠퇴하게 되었고, 나아가 출생인구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민간 기관보육조차 
감소하게 되었다. 이로써 보육은 가족의 책임, 특히 조부모의 책임이 되는 경
향이 강화되었다.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1950년대에는 가족영역을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문제를- 방치하던 국가가 본격적으로 가족영역에 ‘개입’한 것이다. 중국
이 50년대부터 젠더 및 가족 문제에 개입하였다면, 한국은 산업화가 본격화
되는 1960년대에 개입을 시작한 것이다. 여러 연구들이 주장하듯이, 한국은 
중국과는 달리 발전주의 국가의 생산주의적 논리가 출산정책을 압도했다. 개
발자유주의 국가(장경섭)는 경제적 요구에 의해서만 가족 영역에 개입했으
며, 복지적 의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출산정책에서 국가가 동원한 가족
주의 논리는 설령 여성에 호의적인 담론이 일부 포함된다 하더라도 경제적 
목표에 종속되는 하위범주였다. 국가는 여성-전업주부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그 한도 내에서만 여성에게 주체성과 자율성을 허락하였다. 이를테면 가정을 
관리하고 가계를 책임지는 주체로 여성을 호명했다. 심지어 미혼 여성이 주
를 이룬 산업화 시기 한국 여성노동자들(‘여공’)은 전업주부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고된 공장노동을 견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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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아이모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이수를 줄이는 것이 보육부담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었다. 공적 기관보육이 부재한 상황에
서 1950년대부터 개별적으로 산아제한 욕구를 가졌던 한국 여성들이 정부의 
산아제한 공식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기이한 측면이 있다. 낳은 아이의 보육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의지가, 아
이를 낳지 않으려는 의지로 전도되는 것이다. 즉 역사적으로 한국의 출산정
책이 갖는 의미는 보육부담 감소의 의지를 출산거부의 의지로 전환시키는 맥
락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의지 형성은 저출산 시대에 폭발하는 출
산거부(나아가 결혼거부)의 흐름을 예견케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2000년대 
들어 도달한 초저출산 현상은 이러한 출산거부의 의지가 수십 년 간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보육체제의 비교 : 유사성과 차이
2절에서는 1절에서 살펴본 한국과 중국 양국 보육체제의 역사적 전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점인 저출산 시기 이후 보육체제의 유사성과 차이를 
해명하도록 할 것이다. 이전 시기로부터 찾아낸 역사적 인과성은 현재 양국
의 보육체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1. 여성노동시장: 점진적 퇴출 vs 퇴출의 고착

여성의 경제활동 조건은 저출산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연구가 많다
(정성호, 2010; Kim, 2015).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의 고용관련 
조사에는 여성에게‘만’ 묻는 질문이 있었다. “당신이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란 질문에 응답지가 두 개 뿐이었다. “① 자아실현을 위해서 ② 생계유
지를 위해서” 중 한 개만 골라야 했다. 남성에게는 묻지 않는 질문과, 두 개 
밖에 없는 응답지를 보면, 당시 국가가 여성의 노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드러난다(신경아, 2021). 그만큼 여성의 일차적 자리는 노동시장과 직업이 
아니라 가정과 가사노동 및 보육이라는 관념이 뿌리 깊음을 알 수 있다. 노
동시장에 나오는 여성은 이러한 관념이 지배하거나 잔존하는 사회에서는 ‘비
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일상에서는 특이하거나 튄다는 식으
로 순화되어 표현되지만, 그 기저에는 이러한 관념이 깔려있는 것이다.

우선 다룰 문제는 중국과 한국의 ‘여성경력단절’ 현상이다. 한국의 ｢경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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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법｣ 제2조는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은 
여성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보다는 출산과 양육 등 돌봄 책
임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
다(신경아, 2016: 334) 

양국의 경력단절 현황은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는 여성경력단절이 서서
히 늘고 있으며, 한국은 여전히 여성 경력단절이 줄지 않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여성 취업자수가 서서히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경제활동참가
율도 ILO국제평균보다 13%나 높고, 여성경력단절 비율도 한국, 일본, 대만보
다도 낮다. 무엇보다 여전히 역U자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경 중국 
30대 여성 고용률은 약 80%이며(중국 인구조사자료), ‘출산’ 여성의 경력단
절 비율은 35% 정도다. 반면 2016년 한국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
은 55% 정도에 불과하다(2014년 기준 미국 65.7%, 일본 63.2%, OECD통
계). 한국 출산여성 경력단절 비율이 45% 정도임을 추론할 수 있다. 

중국의 여성노동시장 상황은 장기적으로 보면 악화되고 있다. 20대~30대 
여성의 고용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져, 1990년~2010년 사이에 10%이상 
낮아졌다. ‘3세 이하 아이’를 가진 엄마의 취업률은 2010년 60%에 불과하여, 
1990년 90%에 비해 엄청나게 급감하였다. 한국에서는 IMF이후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나 불안정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 시기 안정적인 가부장적 핵가
족의 물적 토대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남녀가 평등해
지는 대신 여성들이 2차노동시장과 저임금 직종으로 내몰려 ‘생계보조자’에 
머무르게 되었다.232) 뿐만 아니라 고학력 여성도 M자 곡선을 보여준다. 한국 
기혼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경력을 더 쌓고
자 ‘비혼’, ‘결혼지연’, ‘출산지연’ 등의 전략을 선택하지만, 뒤늦게 결혼하고 
출산을 해도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233)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
의 저출산(출산거부)은 여성 개인 층위에서는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불가피
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234) 

중국의 경우 기업과 정부가 여성에 대한 노동유연화를 촉진하거나 적어도 

232)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노동이 지속되었으며, 오히려 여성들이 개인화되면서 결
혼, 임신, 출산, 양육 등을 오히려 자신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면도 생겼다(정수남, 
2017: 117). 

233) 한국은 M자 곡선에서 경력단절 시기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만혼
과 출산연령 지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234) 따라서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다. 한국의 통계에서 만일 M자곡선이 사라지고 역U
자 곡선이 형성된다면 저출산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화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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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면서 과거보다 여성취업이 쇠퇴하는 것이며,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저출
산 대책을 중심으로 각종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 등의 대책을 수립하긴 하지
만 이미 널리 퍼진 젊은 세대 남녀의 출산거부/출산포기 경향을 ‘막지 못하
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 공보육체제의 개선은 왜 여성 경력단절
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공보육체제 개선 
덕에 그나마 경력단절 비율이 ‘더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경력단절은 공보육으로 버텨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상황
이라 할 수 있다.

  2. 출산정책의 영향: 조부모보육과 기관보육

여성노동시장 상황만이 저출산을 야기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저출산
에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재생산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된다. 또한 국가 층위의 배경이기도 하다. 출산이 급격히 증대하거나 출산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출산 관련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계획하고 시행할 시급
성이 생겨난다. 

한국에서는 극심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에 의한 보육정
책이 강화되었다. 중국은 아직까지 기존의 한자녀 정책을 두자녀, 세자녀 정
책으로 완화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기관보육에 대한 선언적인 조치들 말
고는 공적 보육실천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2011년부터 한자녀 정책을 본격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2015
년부터는 모든 부부가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게 되었고, 2021년부터는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두 자녀 정책 도입 이후에 출산율이 
잠깐 증가하다가 2018년 이후부터는 두 자녀 정책 도입 이전보다도 출산율
이 낮아지고 말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체 출생아 중 ‘첫째 아이’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아이를 낳는 가구만 낳고, 첫째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80%의 가정이 조부모 보육에 의지했다. 70%의 가정이 
보육 부담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2016년 현재 한자녀를 가진 가정 
중 53.3%는 둘째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개정된 계획생육법은 세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가족의 
생육, 양육, 교육 부담을 덜고 여성취업을 보장하겠다고 표명하였다. 무엇보
다 “보편 혜택 보육서비스 시스템” 건설을 추진한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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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이라는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힘으로 보육기관을 건설”한다고 말
하면서, 국가는 소극적으로 격려, 인도, 지지, 지도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직
공이 비교적 많은 고용단위에서 수유시설 배치를 명확하게 한다.”는 구절은 
수유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인지 그저 권장하는 것인지 애매하다. 중국의 두자
녀, 세자녀 정책은 어쨌든 ‘자녀수’를 늘리게 되므로 조부모의 보육부담을 강
화시킬 수밖에 없다. 조부모 보육이 불가능한 부부는 아이를 낳지 않겠지만, 
조부모 보육이 가능한 부부는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부담은 조부모에게 전
가될 것이다. 따라서 조부모 보육은 현재 중국 보육실천의 가장 핵심적인 기
제다.

한국은 2001년 이미 합계출산율이 1.3명이 되었으며, 2005년에는 1.09명
으로 급감하였다. 2020년에는 1명도 무너져 0.84명이 되었다. 저출산 위기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면서 보육 문제가 여성 문제라기보다는 저출산 문제라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저출산 대책에서 보육은 핵심적 쟁점이 되었다. 가장 중
요한 정책은 2013년에 도달한 모든 아이들의 기관보육을 무상화하는 보편적 
무상보육이다. 보육을 전담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의 ‘보육과’와 여성가족부
의 ‘보육정책국’ 등으로 신설되었고, 무엇보다 보육예산이 매년 2천억 원씩 
증액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출산장려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오히
려 더 줄어들었으며,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출산율 목표수치를 포
기하고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변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큰 틀은 변
경하였지만, 여전히 출산율 패러다임이 구체적인 시행조치들을 지배하고 있
다. 

저출산 정책은 그것이 경제성장주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젠더관
계를 변형시키지 못하고 여성을 출산력으로 대상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어린이집을 많이 짓거나 무상보육을 실시하지만 아동인권의 관점과 젠더적 
관점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룬다. 한국 정부는 ‘모성보호’라는 명칭을 출산
보육 정책들을 묶는 범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이 ‘여직공 보호’라는 명칭을 
쓰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결국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의 부담을 양적
으로 완화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정책이 근본적으로 맞벌이 부부에 맞추어 
설계되고 시행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여성노동 정책은 주변화 되었다. 일가족양립 구호가 도입
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가족주의가 투영된 전업주부 모델에서 충분히 벗어나
지 못하였고, 취업여성의 부담은 보편적 무상 기관보육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대다수 남성이 생계부양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노동시장 구조에서, 여성에게 생계보조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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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족 모델의 차이: 맞벌이 모델 대 전업주부 모델

이제 여성노동시장, 출산정책에 이어 가족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다. 양
국의 가족주의는 정상적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드러나기도 한
다. 이를 ‘가족 모델’로 부를 수 있다. 가족 모델은 가족주의의 이념적 요소와 
제도적 요소가 결합된 방식으로 형성되며, 구체적으로는 ‘맞벌이 모델’과 ‘전
업주부 모델’ 중 어느 쪽을 한 사회가 정상적 가족 형태로 인식하는지의 차
이를 말한다. IV장 1절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맞벌이 모델을 역사적 유산
으로 남긴 반면, 한국은 전업주부 모델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다.

한국은 ‘개인화’가 진행되면서 성별분업이 약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남성생
계부양자 규범과 더불어 가족 내 성별분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000년
대 이후 이러한 변화를 ‘포스트가부장제’로 규정하기도 하며(이재경, 2022: 
15,128), 여성의 개인화에 대해서도 ‘가족지향적 개인화’로 보기도 한다(허
은, 2017). 따라서 한국을 전업주부 모델로 규정하는 것은 현 시기에도 적절
할 것이다. 현실에서 맞벌이 가구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 모델
이 정상적 기준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자. 한국에서는 매우 느리지만 맞벌이가구의 비율
이 늘고 있다. 맞벌이가구 비율은 최근 들어서는 정체하고 있지만, 좀 더 이
전 시기로 거슬러 가면 1993년 17.4%에서 2013년 39.5%로 두 배 이상 늘
었다(신경아, 2014: 165). 또한 2013년 이후 2020년까지의 맞벌이가구 비율
은 <그림 4-1>과 같다.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평균 수치로 보면, 아직 한
국은 맞벌이가구 비율이 45% 전후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벌이가
구는 한국 가구의 주류 모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림 4-1> 한국 맞벌이가구 비율 추이(2013~2020)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224 -

하지만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패턴을 고려할 때, 맞
벌이가구비율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4-1>은 연
령대별 맞벌이가구 비율을 세분화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최근 수년 간 전
체적인 맞벌이가구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30대 맞벌이가구가 2013년 41.5%
에서 2020년 51.3%로 급증하여 절반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세다. 30대에서 맞벌이가구의 비율은 부침 없이 꾸준히 늘고 있다. 40대는 
이미 2013년 50%를 돌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정체상태에 가깝다. 40대 맞
벌이가구가 많은 것은 여성취업자가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 때
문이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청년세대에서는 맞벌이가 (관념뿐 아니라) 현실
에서도 비주류 모델에서 ‘주류 모델’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2020년 한국 ‘신혼부부’ 통계를 통해 더 잘 드러난다. 초혼
부부는 여성이 경력단절되기 이전의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설명
력이 높다. 초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전체의 2020년 52.0%로 
2019년 대비 2.9%p 상승하여 절반을 돌파했다. 매우 빠른 상승률이다. 따라
서 외벌이 남편-전업주부는 이제 더 이상 ‘현실’에서는 주류적 가족 모델이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가 아내가 경제활동(맞벌
이)하는 부부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0.76명>0.6명).235) 하지만 
235) 통계청 보도자료, 2021.12.9.,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0년 신혼부부 통계」; 신혼

부부 통계는 초혼이자 혼인신고 후 ‘7년간’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다른 
통계는 40대 이후 여성들이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는 경우도 보통 맞벌이로 조사될 
테지만, 이들이 이 통계에서는 (물론 40대에 결혼하는 여성도 적게나마 있겠지만) 
거의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력단절 이전의 ‘실질적인’ 맞벌이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이 통계가 신혼부부 7년 기간 동안의 경력단절 수와 

　    연도연령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체 43.3 44.2 44.1 45.5 44.6 46.3 46.0 45.4
15~29세 37.7 37.8 36.8 38.6 36.8 38.6 40.1 38.3
30~39세 41.5 42.6 43.5 45.7 47.3 49.9 50.2 51.3
40~49세 50.6 51.7 51.2 52.7 52.1 54.2 54.2 53.1
50~64세 46.5 47.8 48.2 49.8 48.7 50.5 50.1 49.3
65세이상 26.2 26.4 25.4 25.9 24.1 25.4 25.5 25.9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동거여부와�상관없이�부부가�모두�취업자인�경우)

<표 4-1> 한국 연령대별 맞벌이가구 비율 추이(20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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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모델 ‘관념’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속될 것으로 보인
다. 맞벌이가 증가해도 부부의 소득 기여도의 비대칭성이 높다(김수정, 
2015b: 173-174).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가 OECD국가 중 가장 크다.236) 맞
벌이 부부라도 생계부양자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남녀 모두 강하다(이
재경, 2022: 140). 결국 한국 여성들은 취업상태와 관계없이 가사노동에 대
해 주된 책임을 맡을 뿐 아니라,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조사에서 보듯이 맞
벌이가 남성의 보육을 포함한 가사노동 참여를 유의미하게 이끌어내지 못하
고 있다(이재경, 2022: 132). 맞벌이 부부의 출산율이 매우 낮은 이유에 대
한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1990 2000 2010
남 녀 남 녀 남 녀

근무 시간 465.8 443.4 473.4 432.0 492.1 475.4

공부 시간 50.9 29.8 32.7 22.7 21.0 19.0

자유 시간 147.1 111.7 77.7 60.4 49.9 38.2

수면 시간 455.7 456.7 460.2 465.5 469.9 471.3

가사노동시간 123.7 220.2 75.1 180.2 45.6 107.5

36.0% 64.0% 29.4% 70.6% 29.8% 70.2%

<표 4-2> 1990~2020년 중국 맞벌이가구 근무일 시간분배 조사(단위: 분)
출처: 佟新·劉愛玉, 2015: 98

반면 중국은 맞벌이 모델이 정착한 상태이며, 비록 과거보다는 점점 쇠퇴
하고 있지만 중국 가족의 주류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중국 맞벌이 
부부 남성과 여성의 근무시간은 1990년보다 모두 30분 정도 증가하였다. 남
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990년 123.7분에서 2010년 45.6분으로 63.1% 감소
하였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990년 220.2분에서 2010년 107.5분으로 
51.2% 감소하였다. 가전제품의 보편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절대적인 가사
노동시간은 대폭 줄었다. 하지만 절대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비율이다. 2010
년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비율은 1990년보다 더 증가했다. 중국도 여성이 여
전히 가사노동의 주요 수행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여성 
가사노동 부담이 더 심해 보인다. 한국의 가사노동시간 조사에 따르면, 2019
년 맞벌이 남편 50분(아내는 3시간 4분), 외벌이 남편 48분(아내는 5시간 
35분)이다.237) 중국이 2010년 남성이 전체 가사노동 시간의 30% 정도를 분
담하는 반면, 한국은 남성이 25%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

비율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36) (사설)OECD 최악의 남녀 임금격차, 경력단절 대책 시급하다, 한겨레신문, 2021.9.1
23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한국의 성인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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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8)
보육체제 내에서 보육실천의 배경 요소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본격적

으로 보육실천 요소들(조부모보육, 기관보육, (남성)육아휴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 조부모 보육: 유사한 관행, 다른 가족 모델

조부모 보육은 가족의 틀 내에서 돌봄을 처리하는 관행이므로 가족주의와 
연관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연구대상이다. 특히 조부모 보육은 특히나 
서구와 크게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사한 관행인데, 여기서 한·중 간의 
‘차이’가 관찰된다면 중국과 한국 가족주의의 차별성을 가늠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차이는 유교적 가족주의 모델이나 가족자유주의 모델로 해
명하기 쉽지 않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이와 같은 맞벌이/전업주부 가족모델의 차이를 우리는 
조부모 보육 관행을 통해서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조
부모 보육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과 한국이 각각 맞벌이 모델과 전업주부 
모델을 주류적이고 정상적인 가족 모델로 간주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해보도
록 하겠다. 이처럼 조부모 보육과 가족 모델을 접목시켜 분석해보면 한국과 
중국의 유사성과 차이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조부모 돌봄을 가족주의와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결과로 설명하는 경
우가 많다(김혜경, 2007; 조주은, 2009). 조부모 돌봄은 보육이라는 과제가 
야기하는 갈등을 조부모에게로 이전시킴으로써 부부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성별분업을 해체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김
양지영, 2017:140). 다시 말해 남편과 육아와 가사 분담을 조정해야할 과제
가 윗세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강이수, 2011a; 이재경 외, 
2006). 대신 보육을 둘러싼 갈등은 (시)조모와 딸(며느리) 사이에서 주로 발
생한다. 여성들이 노동시장 단절 없이 일을 지속하는 배경에는 3대에 걸친 
협력체계가 있다(조주은, 2009). 최근 들어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외조부
모’가 주로 돌보는 관행은 유자녀 취업여성들이 노동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만한 핵가족 내의 역할변화가 부재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모계수정 확대
가족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김혜경, 2007).239) 

238) 여성 가사노동 시간이 중국은 한국 여성보다 상당히 짧다. 이는 남편에게 조식을 차
려주지 않고 조식을 사먹는 문화라든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저녁급식이 이루어
지거나, 직장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사먹을 수 있는 문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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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과 중국 간에는 현상적으로 3가지 정도의 차이가 드러난다. 첫째, 
보육에서 조부모 보육 비중이 (특히 최근에 올수록)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 둘째, 조부모가 손자녀의 ‘주양육자’인 경우가 중국이 한국보다 많다. 
반면 한국은 조부모가 주양육자이기보다 기관보육과 더불어 필수적인 ‘보조
양육자’인 경우가 많다. 셋째, 중국의 경우 조부모 보육이 주로 ‘친가’에 의해 
수행되는데, 한국은 ‘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중국은 남편측 
친가 조부모의 역할과 의무가 크며, 한국은 친정 조부모의 역할과 의무가 급
격하게 커지고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 조부모 보육 
관행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하에서는 한중 조부모 보육의 차이점을 우선 보육실천 중 하나로서 조부
모보육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여성노동시장과 저출산 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조부모보육은 여성노동 및 저출산 정책과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
는가? 가족주의와 조부모보육의 관계를 주류적 가족모델의 차이라는 관점에
서 분석한 뒤, 보육체제가 야기하는 여성 부담에서의 양국의 특징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친조부모/외조부모 보육의 의미

조부모 ‘주보육자’ 비율은 한국보다 중국이 훨씬 높다. 중국의 경우 2018년 
기준 낮시간 37.2%가 조부모 주보육, 밤시간 22%가 조부모 주보육이다. 한
국은 0~3세 낮시간 조부모 주보육자 비율이 2018년 7.1%에 불과하다(영유
아 합산할 경우 5.5%). 반면 기관보육이 36.2%다. 이는 거주형태에서도 드
러난다. 중국은 3세대가 동거하는 비율이 2020년 37% 이상인데, 한국은 
2018년에도 약 25%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조부모 보육의 전체적인 비중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부모가 동거하는데도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손주 돌봄을 안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부모 보
육이 중국의 공보육 또는 보육기관 부족 때문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
지만, 다른 요인들도 작용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친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문화가 많은 현상에 대해 검
토해보자. 중샤오후이와 궈웨이칭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뷰 대상자 친조부모
의 연령은 60세 전후인데, 친조부모들은 며느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자
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친조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젊
은 부모가 일하느라 매우 바쁘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
239) 김혜경의 주장은 이미 오래 전에 제기되었으나, 최근의 통계로 그 적실성이 더 입증

된다고 할 수 있다(김혜경, 2007). 



- 228 -

서 며느리가 왜 직장일을 하는지에 대해 의문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鐘曉
慧·郭巍青, 2018: 73).240) 관잉은 1995년 톈진시 조사결과를 분석하며 “시어
머니 또는 시댁친척”의 돌봄 비율이 “친정 엄마 또는 친정 친척”보다 두 배 
가까이 됨을 확인했다. 중국 기혼여성은 대부분 부계측에 거주하고, 부계 가
정이 손자녀 돌봄에 더 많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시어머니 또는 시댁 친척”의 돌봄 비율이 증가하고 “친정엄마 
또는 친정 친척”의 돌봄 비율이 감소하는 상황도 벌어진 적이 있는데, 80년
대 이후 태어난 아이가 대부분 ‘한자녀’라서 더 많은 가정에서 “시어머니 또
는 시댁 친척”이 돌봄을 수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關穎, 2006: 167). 

이와 관련된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시부모의 보육과 관련
된 연구다. 아이 엄마A는 대형 여행사 대표의 비서이며, 남편은 통신회사의 
부사장이다. 딸은 3살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이 생후8개월 때 고향에
서 베이징으로 와서 보육과 가사를 도왔다. 평소 아이의 생활은 모두 할머니
가 관리하고, 할아버지는 장보고, 밥하고, 청소를 도맡았다. A는 시부모의 관
계를 처리할 때 전략적인 사고를 했는데, “가정주부”가 되길 원치 않는다는 
입장 표명을 미리 시부모들에게 분명히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때문에 시부
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A는 자발적으로 시부모에게 필요
한 옷을 사주고, 같이 여행을 다니거나 남편 친척들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아이 생활에 대한 일부 결정권을 시부모에게 양도하기도 했다(肖索未, 2014: 
166). 

친정부모(외조부모) 보육과 관련된 사례도 있다. 아이 엄마 X는 37세로 박
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아들 둘(첫째 6세, 둘째 
6개월)이 있다. 남편은 석사학위자로만 등장한다. 친정엄마 62세, 친정아빠 
69세로 모두 정년퇴직한 상태다. X가 임신하자 친정 부모님은 고향에서 딸집
으로 이사 왔고(동거), 딸과 사위를 위해 가사와 아이 보육을 맡았다. X는 
고학력이지만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심지어 남편이 반
대하던 “둘째” 계획도 친정 엄마의 생각에 따랐다. “우리 집은 나랑 남편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없어서는 안 된다.” 
X의 엄마(친정엄마)는 딸이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하고 가사일은 하나도 할 

240) 중국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부갈등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그것
이 손자녀돌봄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단한 역사적 고찰만 덧붙이겠다. 신중국 초기 여성이 노동자가 됨으로써, 기존 고
부간의 권력관계가 급격히 변동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젊은 며느리가 노동자가 
되어 급여를 받게 되면서 시어머니들의 권력이 급격히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그 시
기부터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강한 우위를 차지하거나 며느리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
으며, 과거보다 분가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다는 논의가 있다(이경아, 2005: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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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모른다.”, “여자는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일을 안 하면 여자의 지위도 없
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아들 하나만 낳으면 (형제가) 서로 의지할 수 없
다”는 이유로 아이를 더 낳으라고 딸을 설득했다. X의 친정엄마는 “매달 
5,000위안~6,000위안(한화 약80~90만원)을 써가지고는 나와 X의 아빠처럼 
전심전력으로 모든 가사를 맡아서 해주는 보모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그냥 밥 먹고 자는 것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등‧하원 시키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일까지 많은 책임을 져야 한
다.” X는 “둘째” 계획에 대한 가족 협상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우리 남편
은 처음에는 견고히 반대했다. 두 아이를 낳는 것이 ... 자신의 인생을 망칠 
것이라고 말했다.  … 하지만 우리 엄마는 계속 우리에게 말했다. 외동이로 
자라는 것은 아이에게 안 좋다. 부모가 늙어 죽고나면 서로 보살피는 사람도 
없다. … 우리 엄마는 자기가 아이를 봐 줄테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확고하
게 말했다. … 결국 우리는 엄마 말에 따랐다.”(劉汶蓉, 2016: 153-159; 강
조는 인용자)

한국의 경우, 친조부모보다 3배 이상이나 외조부모에 의해 아이 보육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그 비율도 급격히 늘고 있다(비동거 외조부모 보육비율 
2015년 24.3%→2018년 48.2%, <표 3-17> 참조). 보육의 책임이 주로 외
조모에게 부여되는 추세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여전히 여성의 돌봄 책임 규
범이 강하고, 돌봄 소홀에 대해 여성을 주로 비난하는 기제가 작동한다. 따라
서 아이 엄마가 자녀를 돌보지 못하면, ‘아이 엄마의 엄마’(친정엄마)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 친정엄마의 인터뷰를 인용한 것
이다. 

� �사회적인 분위기도 애를 안 봐주면 약간 대개 매정한 엄마, 자기 자식들 
먹고 살려고 하는데.(김양지영, 2017:144 인터뷰 재인용)

한국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동기를 살피는 조사는 손자녀 보육이 조부모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자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하게 된 경우가 대
부분(76%)임을 보여주었다(이윤진, 2015). 이러한 상황은 보육 문제가 친족 
세대 간 관계조정을 통해 가족주의적으로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박기남, 
2007).

그런데 한국에서 조부모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여
성의 노동시장 가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여성이 그만두는 것(경력단절)이 ‘합리적’인 행위가 된
다.241) 외조부모의 돌봄이라는 관행이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층 여성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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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을 충분히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결국 조부모의 동기나 의
지보다는 여성의 직장안정성이나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조부모 보
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조부모 보육과 여성노동시장 진출의 
관련성을 살펴보겠다.

  2) 조부모 보육과 맞벌이 모델 vs 전업주부 모델

조부모 보육과 노동시장 관계에 있어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여성노동시장 
진출을 의도치 않게 지탱하는 조부모 보육과, 그것을 방해하는 조부모 보육
의 차이다. 지탱과 방해를 가르는 것은 바로 가족 모델에서의 차이다.

중국은 조부모 보육이 여성(며느리)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탱하여 여성경력
단절을 방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중국 여성 노동생애의 ‘역U자 곡선’이 유
지되는 현재의 주요 요인은 조부모 보육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부모 보
육이 ‘의도치 않게’ 여성 노동시장 진출을 지탱함을 일컫는다. 조부모 보육은 
가족과 친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적인 영역의 보육실천이자 행
위다. 그러나 그것이 여성을 ‘공적 영역’인 노동시장에 내보낸다는 점에서 ‘역
설적 공공성’으로 부를 수 있다.242) 

중국 조부모들이 며느리와 딸의 직장노동에 대해서 당연시 여긴다는 점은 
4절 1)에서 확인한 바 있다. 중국 학계의 연구들은 조부모보육이 여성 노동
시장 진출을 지탱하고 있다는 주장과 근거들을 담고 있다. 이를테면 판윈캉
은 중국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원인은 여성이 결혼 이후 선택한 ‘거
주모델’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즉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동거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
한 조부모 동거 모델에 의해 여성이 결혼하고 출산해도 계속 일을 할 수 있
다는 주장은 조부모 보육이 여성 노동시장 진출을 지탱한다는 것으로 해석가
능하다(潘允康, 2006: 150). 텐진시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함
께 거주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시부모와 거주하는 비율은 25%, 친정부모
와 거주하는 비율은 6.4%다. 다시 말해 3분의 1의 가정은 조부모와 동거한
241) 실제로 조부모 용돈과 베이비시터의 급여를 비교해보면 조부모 용돈이 낮다. 조부모

는 신뢰할 만한데다가 돌봄 상품보다 싸다(김양지영, 2015: 120).
242) 역설적 공공성이 결국 사적인 가족 보육이니 전업주부가 자녀 보육을 통해 남편이 

노동시장에 나가도록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갖는 자율성과 공공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게다가 중국의 조모 세대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생애주기를 보내고 
(퇴직하여) 돌아온 이들이 대부분이다. 본인들이 여성노동자 생애를 경험했던 것이
다. 조모도 딸과 며느리도 전업주부로서 대를 잇는 것이 정상성을 갖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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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동거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노인의 집에 보내어 노인에게 돌봄을 맡
기기도 한다(潘允康, 2006: 150). 저우훙, 펑정청은 CFPS 2010~2016년 데
이터를 통해서 조부모 보육과 여성 노동참여율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부모 
보육은 기혼 중청년의 노동 참여율의 증가와 노동시간 연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조부모보육에 의해 기혼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20%나 증가하게 되며, 
주 평균 노동시간도 5~7시간이 늘어난다(鄒紅·彭争呈, 2018). 두펑리엔에 따
르면, 조부모 보육은 기관보육보다 여성 취업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243) 
물론 이 주장은 기관보육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중국 현실이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기관보육이 증가한다면 조부모 보육에의 영향 정도가 변할 수 있을 
것이다(杜鳳蓮 외, 2018). 

이상의 연구들은 현상으로 드러나는 통계를 관찰한 것이다. 가족주의적 규
범은 어떻게 작동했을까. 중국은 (친)조부모의 손자녀 보육 책임 규범이 여
전히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주의의 규범적 강제력이 작동 가능한 사회
적 조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며느리의 직장을 손주돌봄을 통해
(또는 손주돌봄비 제공을 통해) 유지시켜주는 것이 결혼한 아들 가진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이다. 이는 가족주의가 약간의 변형을 거쳐 여성의 사회
적 지위를 지탱하는 역설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주의 이미지
와 매우 다른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가족주의 규범의 강력함이 여성 공적 
영역 생애를 떠받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돌볼 처지가 
되지 않는 중국 농촌 조부모의 경우 가장 잘 드러난다. 그들은 돌볼 처지가 
되지 않는데도 돌본다.244) 그러나 결과적으로 며느리가 일을 나갈 수 있게 
된다.

물론 한국도 수많은 질적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각 가정 층위로 내려가면 
조부모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여성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념적이고 규범적인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여성(며느
리)이 전업주부가 되기를 (시어머니가)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이든 
그렇지 않든) 당연시 여겨지는 측면이 많다. 아마도 조부모의 전업주부로서
의 생애궤적을 후세대에 투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가설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로, 중국은 한국과 달리 ‘맞벌이 모델’이 가족의 정상모델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 가족주의의 차이를 핵가족(한국)이냐 확대가족(중
243) 한국의 기관보육 증가가 여성취업률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원인을 이를 통

해 유추할 수 있다. 
244) 이를테면 도시에 취업한 자녀들의 손주를 돌보기 위해 농촌 조모들은 기존에 살던 

농촌을 떠나 도시에 자녀들과 동거한다. 많은 경우 남편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
에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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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냐로 보기보다, 우리는 ‘전업주부 모델’이냐 ‘맞벌이 모델’이냐의 차이로 
분석한다.245) 양국 모두 강력한 가족주의 규범이 작동하고 있고 가족이 보육
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유사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맞벌
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보다 훨씬 많으며, 역사적 경로에 의해 정상적 모델
로 성립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노동소득 조건, 즉 남자 혼자 벌어
서는 가계경제가 유지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조건도 작용한다.246) 그러나 
IMF이후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위기에 처해있고 남성 1인의 소득만으로 핵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한국도 동일한 조건이다. 이처럼 경제적 
조건이 유사하다면, 문화적으로는 어떤 가족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느냐, 
즉 가족의 정상 모델이 맞벌이를 문화적으로 당연시하느냐의 차이가 중요해
지는 것이다. 이는 가족주의의 분화 또는 변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는 양국의 역사적 경로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앞서 중국 보육
체제의 역사적 전개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여성-노동자 모델이 확립된 
계획경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여성-노동자 
모델과 연동되는 맞벌이 모델이 여성과 가족에 대한 규범적 정상모델로 유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했다고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도록 만드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것은 당연시된다.  

반면 한국 여성들은 조부모 보육과 비친족 보육(돌봄상품) 사이에서 선택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 돌봄 지원이 안 될 경우, 노동시장에서 자신이 
퇴각하는 선택, 즉 경력단절로 간다고 봐야할 것이다(김양지영, 2015: 
107-108). 그렇기에 중국은 경력단절 경로로 가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
지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훨씬 낮다. 한국은 여성 정체성과 관련해, 현실의 조
건변화(초혼부부 맞벌이 비율 52%)와 달리 ‘전업주부 모델’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기혼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아이 보육 및 양육과 관련해서 전
업주부식 양육 모델을 내면화하거나, 적어도 그 모델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
낸다.247) 따라서 중국의 경우 한국과 동일한 조부모 보육을 하더라도 전업주
245) 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가족주의가 유교적 전통에 더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본고의 해석을 따른다면 좀 더 역사적 과정과 현재의 제도적 기반을 
감안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핵가족이 정착해서 자식의 조부모 부양의무가 감
소하고 조부모의 손주 보육의무가 감소한다고 보기보다는, 정상 가족 모델의 차이로 
보자는 것이다. 

246)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IMF 이후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한 이유가 여성학
력 신장도 있지만, 남성 외벌이 생계부양 기능이 약화된 탓도 있을 것이다. 

247) 신경아가 인용한 93년 7월 조선일보의 ‘아가 미안해’란 기획기사의 마무리 좌담회에 
실린 취업여성의 의견이 주목할 만하다. “‘아가 미안해’라는 큰 제목은 그러나 내내 
마음에 걸린다. 취업주부의 아이들은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 꼭 해야 할 일을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선 ‘일하는 부모’와 그 집 아이들에 대한 시각
이 달라져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시간 탁아시설이나 밤늦게까지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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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델의 가족주의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가족주의는 한 사회의 복잡한 제
도적 조건 속에서 작동하며, 다른 방식으로 보육체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유교적 가족주의로 양국을 유사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헐거운 시각
이다.

둘째, 중국과 한국 조부모 보육의 차이를 ‘조력자 모델(helper model)’과 
‘구조자 모델(savior model)’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구조자 모델’은 한국을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틀이다. 한국도 물론 과거에는 친조부모(주로 시어머
니)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주 모델이었다. 하지만 여성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고부갈등’이 폭발하였고, 이는 ‘모계수정 확대가족 전략’
을 야기했다(김혜경, 2007).248) “강고한 성별관계의 벽 앞에서 결국 한국의 
기혼 취업여성들은 핵가족 내 젠더질서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친족적 세대관
계를 변화시키는 모계수정 확대가족 전략을 선택”하였다(김혜경, 2007). 남
편을 바꾸기도 어려우며, 시어머니를 바꾸기도 어렵다. 직장문화를 바꾸기도 
어렵다. 현실적으로 의지할 곳은 친정엄마다. 한국 여성들은 경력단절되지 않
기 위해, 다시 말해 아이 양육을 위해 자신의 친모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수
행해온 것이다. 외조모는 성별분업 갈등에 빠진 딸을 위해(딸에의 동일시) 
외손주를 돌본다. 딸을 구제(salvation)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 여성들은 경력
단절, 다시 말해 여성이 전업주부로 지내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
하기에, 아이의 친조부모에게 손자녀 보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국은 친
조부모가 직접 손자녀를 돌보지 못할 경우, 손자녀 보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도 많다. 친조부모는 전통적인 가계계승 원리가 작동한다면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확대가족의 계승자인 손자녀에게 동일시(손주에의 동일시)하게 될 것이
다. 전통적 가족주의 관념이 역설적으로 친조부모 보육으로 이어지면서 여성 
경력단절을 방어한다. 이 경우 며느리 입장에서도 자기 자녀에게 동일시하는 
친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을 것이다. 이와 

시설도 그같은 시각변화가 있어야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일하는 엄마가 
아이에 대해 죄의식도 가져야 하고, 자기 일도 남자 못잖게 잘해야 한다는 것은 무
리한 요구다. 일하는 부부의 아이들을 자연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나
은 보육서비스를 만드는 열쇠일 것이다.”(신경아, 2007: 37) 

248) 김혜경은 맞벌이 여성들이 시댁보다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주로 보육 문제를 해결
하려는 경향성의 증가를 ‘모계수정 확대가족’ 전략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에는 근거
리 거주, 도움의 교환 등의 구체적인 전략이 수행된다. 김혜경의 조사에서는 7사례 
중 5사례가 친정의 도움으로 보육문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경향성이 본고가 제시한 
한국의 양적 통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다만 김혜경의 연구에서는 보육이 외가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에 대해 직장을 다니는 여성(딸)의 가족생존 전략으로만 해석
했지, 외조부모 측의 인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김혜경, 2007: 63). 왜 외조부
모가 딸의 보육을 도와주는가? 본고는 외조부모가 딸의 ‘구조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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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강력한 가족주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육관행은 중국의 조부모 보육 형
태를 ‘조력자 모델’로 볼 수 있게 한다. 물론 중국 여성들이 조부모에게 아이
들의 보육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과학육아’ 문화
가 도입된 중국 역시 아이 교육에 대한 엄마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249) 앞서
도 소개한 샤오쒀웨이의 연구는 베이징시 13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
터뷰를 통해 세대 간 보육 협력 과정에서 가족 내부에 ‘엄모자조(嚴母慈祖)’
의 분업과 권력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즉 엄마가 보육의 ‘총지휘자’
이며 ‘과학육아’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아이 성장에 대해 총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반면 조부모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아이의 생물학적인 보육과 가
족 돌봄에 관한 일을 맡지만, 가족사 결정권과 발언권에 있어서는 주변화되
고 있다(肖索未, 2014: 148).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보면, 중국이든 한국이든 여성 노동시장 진출을 지탱
하는 주된 가족 측의 적응전략이 조부모 돌봄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이든 한
국이든 시장에서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 아이를 (가족이
나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시장에서 공급되는 돌봄 상품의 질이 좋더라도 보육의 급진적 
상품화는 확산되기 어려워 보인다.250) 영아보육 단계에서 유치원 등 교육의 
단계로 넘어가야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영어유치원 등 사교
육의 조기화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양국에 
(조)부모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까지 지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며, 이는 강력한 가족주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 출산정책과 여성 조기퇴직: 조부모 보육이 용이한 제도적 조건

물론 현실적으로 조부모보육이 가족주의라는 관념의 힘으로만 작동하는 것
은 아니다. 이제 조부모보육에 영향을 주는 출산정책과 중국 특유의 퇴직제
도를 고찰해보자. 이는 조부모 보육의 ‘용이성’ 문제를 말한다.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조부모 보육을 용이하게 해주는가? 중국에서 조부모 
보육 비율이 높고 주보육자로서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높은 배경적 조건의 
하나는 수십 년 간의 ‘한자녀 정책’ 때문이다. 조부모 보육이 사회규범이나 

249) 최근들어 중국 정부는 사교육이 과열되자 2021년부터 엄격한 사교육 규제조치를 시
행하고 있다. 

250) 물론 여기서 보육과 사교육은 별개 살펴보아야 한다. 3세 이후의 유아양육을 고찰
할 경우, 사교육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점, 사교육은 대부분 시장적 구매라는 점에 
대해 신중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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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의지만으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하나라면 부담이 있더라도 
견딜 만 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두 번째 손자녀는 돌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조부모의 비율이 대도시에서는 절반이나 된다. 앞으로 한자
녀 정책 해체 효과로 자녀수가 많아진다면, 결국은 (한국처럼) 조부모 보육
이 빠른 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중국에서 출산정책인 한
자녀 정책 완화와 조부모 보육은 상호연동되어 있다고 분석 가능하다. 조부
모 보육의 약화가 한자녀 정책 완화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
성도 있다.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중국 정부가 조부모 보육의 약화를 
우려하면서 현재의 한자녀 정책 폐지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의 퇴직제도는 국가와 기업 양쪽 층위에 걸쳐있는 문제로, 조부모들의 
생애와 직결되어 조부모 보육에 영향을 미친다. 조부모들은 자신들의 퇴직연
령이 늦춰지면 어떠한 생각과 대응을 할 것인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퇴직 제도의 특징은 이른 퇴직연령, 남성보다 이른 여성 퇴직연령, 퇴직연금
의 이른 수령 등이다. 정년퇴직 연령은 과거 평균수명이 짧았던 계획경제 시
기 유산이 아직 잔존하여, 여성 공인의 경우 50세, 여성 간부는 55세, 남성은 
60세다. 여성의 남성보다 이른 퇴직연령은 퇴직 여성의 손주 보육 관행을 용
이하게, 하지만 조모 입장에서의 부담을 조건화하는 것이다. 또한 퇴직금을 
퇴직 후 바로 수령하는 정책은 조부모들이 소득을 얻기 위해 노동시장에 머
물러야 하는 한국과는 달리 조부모 보육을 가능케 하는 배경이 된다. 정리하
자면, 중국의 정년퇴직 제도는 그 정책적 의도와 무관하게 시간 면에서나 비
용 면에서나 조부모 보육을 가동시키기 용이한 조건인 셈이다. 최근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 정년연장 정책은 향후 
조부모 보육의 지금까지의 작동이 어려워지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鄒紅·彭
爭呈, 2018). 중국은 오래 전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조기퇴직(보통 55세)을 
해왔는데 여기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국의 퇴직제도는 중국에 비해 조부모 보육에 용이한 조건이 아니다. 출
산율은 낮지만 가구당 자녀수가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많고, 많은 조부모들
이 노후에도 소득원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퇴직연령이 중국보다 늦은 나
이이므로 조부모가 ‘고연령’에 이른 뒤에 손자녀 돌봄 과업을 떠안는다. 게다
가 경력단절 후 복귀하는 여성이 많은 한국은 50대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머
무르는 여성이 많다. 물론 기존 세대의 경우 전업주부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여성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돌보았지만, 후세대로 갈수록 높은 연령대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므로 이 같은 중년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는 조부모 
보육의 용이성과 거리가 있다. 갈수록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만혼’ 
현상은 자녀부부의 출산 연령뿐 아니라 조부모의 연령도 70대 이상으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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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하므로, 가족 내 돌봄을 예전처럼 유지할 가능성을 제약한다.251) 
따라서 한국의 조부모 보육은 유지되더라도 ‘보조적 보육자’ 수준을 넘어서

기는 힘들 것이며, 부담 역량이 갈수록 감소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
관보육 증가는 이 같은 조부모 보육 여력의 감소분을 벌충하는 정도의 기능
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252) 따라서 조부모 보육의 감소를 기관보육이 어느 
정도나 벌충해야 하는지, 나아가 조부모 보육 없이도 보육이 가능하도록 만
들 방안은 없는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조부모 보육은 여성 부담
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성 부담의 세대이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양국 모두 보육을 이렇게 조부모나 친인척 등 비공식 자원에 의존하여 사
적 영역에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면, 각 가족이 경험하는 돌봄 공백이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될 것이고 보육체제의 문제가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5. 기관보육: 전업주부 모델의 제약

기관보육은 주로 기관보육의 양적 증가를 달성한 한국을 중심으로 서술하
도록 하겠다. 2013년 이후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관
보육은 가족주의 모델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나아가 여성과 가족
의 보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주고 있는지 따져보고 공공성에 부합하는
지 타진해보도록 하겠다.   

한국에서 기관보육(어린이집)의 ‘무상화’는 보육을 가정에 일차적 책임을 
두는 영역으로부터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할 영역으로 만들었다. 국
가의 책임이 제대로 현실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만, 적어도 정책문헌들의 문구에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표명하는 서술
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고 적혀있다. 

251) 그래서인지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조부모에게 손주 돌봄수당을 제공하려는 시도
가 있었다. 서초구 조모돌보미 사업, 강남구의 손주돌보미 사업 등은 지극히 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조부모 돌봄에 수당을 제공하는 정책인데, 사실상 가정 양육수
당과 유사하게 보육을 가족화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유희정·이솔․홍지수, 2015: 
31-35) 결국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못하였
다. 

252) 과거보다 조부모 보육(특히 주보육자로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결손을 기관
보육이 벌충하는 식이 되어 결국 ‘제로베이스’로 수렴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앞으
로 한국은 조부모의 손자녀 보육 여력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관보
육시설 수가 더욱 증가하거나 운영방식(정규 하교시간 조정 등)을 획기적으로 전환
하지 않는 한, 조부모 보육의 현행 유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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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도 지적했지만 보육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는 주로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기로 구현되었다. 여기서 국가 책임이냐 가정보육 보
완에 그치느냐는 구분해야 한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무상보육에도 불구하
고 국가책임 보육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최정은, 2014). 국공립어
린이집의 양적인 확대 자체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공공성이 양적 증가라는 
목표에 갇힘으로써 질적 전환의 가능성을 축소시킨 듯 보인다. 이를 잘 보여
주는 실태가 무상보육 정책과 민간 보육기관위주의 형태가 공존하는 현실이
다. 게다가 국공립 내에서도 사실상 차이가 많다. 민간시설을 매입하고 임대
해도, 심지어 위탁해도 국공립으로 변신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서비스의 
질’ 문제와 시설 간 보육불평등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공공성과 관련해 
혼돈을 낳는다. 물론 공적 재원으로 보육비를 절감시켜주고 공공기관에서 보
육을 담당하는 것은 보육공공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책임’이냐 ‘가정보육 보완’에 머무르느냐는 구분해야할 것이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국공립’에 대한 개념 차이를 짚어보도록 하겠다. 일
본은 민간보육기관이 많기는 하지만 비영리법인 위주라서, 국가의 직접 운영
보다는 ‘공적인 운영과 관리’에 의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장영인, 2019). 
꼭 국가가 설립해야 공공성인 것은 아니다. 일본은 공보육을 위한 국가 책임
에 ‘운영’까지 포함하는 반면, 한국은 ‘시설 설치’에 초점을 맞춘다. 어린이집
을 정부나 지자체가 ‘설립’만 하면 국공립으로 간주된다. 반면 일본은 공공이 
설치해도 운영을 민간기관이 하면 운영비를 국가재정으로 하더라도 민간시설
(‘인가시설’)로 간주한다. 한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97%는 민간에 ‘위탁 운
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253) 지자체 직접 운영은 3%도 되지 않는 
것이다(장영인, 2018: 56-58). 결국 한국의 무상보육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며, 부모의 시설 선택은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
스를 구매하는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민간보육기관의 영리추구에 
따라 생겨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지원이 아니라 ‘아동지원’으로 선
회하여 상대적인 공공성을 확보한 것 같지만,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보육 제공에서 국가의 책임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모호한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장영인, 2019: 118,120).254)

253)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8년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2017.
254) “우리나라에서 ‘국가-이용자-시설’간의 관계 및 지원방식은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아동이 어느 시설을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보육비용의 차이가 크
고, 더구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모든 아동이 무상으
로 보육을 이용하더라도 보육아동 간의 불평등이 심하다. 낮은 보육질의 문제에 대
응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는 마치 시장 거
래되는 생필품에 대하여 정부가 제3자로서 관리감독과 규제를 행하는 것과 유사하
다. 즉 국가는 모든 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해 공보육 제공의 전반에 대한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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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한 번 더 일본과 비교해보자. 보육 국가책임
에 대한 법적 규정은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표명한다. 일본의 아동
복지법은 보호자가 아동양육의 1차적 책임을 진다(제2조 제2항)고 명시한 
반면, 한국은 영유아보육법 4조(책임)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 보육의 1차적 책임을 법
적으로 불분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국가책임과 부모책임 간의 관계성이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장영인, 2019: 119; 강조는 인용자). 물론 
보육이 국가와 가족의 ‘공동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 
보육의 1차적 책임을 일본처럼 사적 영역(가족)으로 못을 박지는 않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규정은 공공과 사회로 보육 책임을 분산하는 정
책화 과정에는 일단은 유리해 보인다. 

직장어린이집은 중국 계획경제 시기의 직장탁아소와 비교하기에 좋은 대상
이며, 보육공공성을 판단하는데도 적합하다. 시기가 다르지만 동일한 대상이
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
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직장’ 어린이집을 늘리려는 정책적 지향이 강화되
고 있다. 맞벌이 부부 또는 여성이 노동자라는 것을 정상적 가족형태의 기준
으로 삼는다면, 과거 중국처럼 직장어린이집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데 한국
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이 설치되므로,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가 
따로 필요하며(특히 조부모가 등·하원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육시설 등
하원 시간이 직장의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은 주
거지역 어린이집보다 더욱 가족의 보육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문제
는 직장어린이집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주거공간과 직장의 거
리가 가까워야 한다는 점이다.255) 영유아를 데리고 직장까지 가는 시간이 최
대한 짧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직장어린이집이 절대적인 선은 아니다. 중국 
1980년대에는 제조업 공장의 탁아소가 갖는 오염이나 위험 등이 부모들이 
직장탁아소를 거부하고 가정보육을 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중요
한 것은 주거지역 어린이집이든 직장어린이집이든, 각 가족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
상 기업의 규모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

수립하고, 이를 관장하고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에서의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직접계약을 기반으로 가격과 품질을 관리감독하고 부
당한 거래를 통제하는 등의 제3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장
영인, 2019: 118~119)

255) 따라서 직장과 주거지의 거리가 먼 한국 출퇴근 문화의 특징은 직장 보육시설 확장
에 장애요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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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업장’으로, 2019년 시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장은 
1,303개에 불과하다.256)  

직장어린이집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보육에 대한 노동자
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노동자의 채용과 유지에 도움을 주고, 노동자가 근
무시간 동안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충성심과 열정을 보장할 수도 
있다(공정원, 2019: 123) 직장어린이집이 충분히 설치된다면 사업장 측에서 
부담을 갖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서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이 있다면 휴가를 굳이 안 쓰거나 적게 쓰려는 부모들도 
많아질 것이다. 중국이 현재 육아휴직이 거의 없는 이유도 과거 직장탁아소
가 일반화되었던 역사적 유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문제는 보육
공공성을 가늠하는 추가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정부도 기관보육에 맞벌이 모델을 도입하려는 지향점은 분명 가지
고 있다. 2016년부터 맞벌이 부부의 보육과 직장생활의 충돌을 완화하고자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
게 만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취업여부나 보육 필요성에 따라 ‘종일
반’(하루12시간) 외에 ‘맞춤반’(하루6시간+월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으로 나
누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의 영아에게는 
12시간 종일반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외의 영아는 6시간 맞춤반
(9:00-15:00) 서비스와 월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의 형태로 제공된다.257) 
기본적으로 장시간 노동체제를 상수(常數)라고 볼 때, 맞춤형보육 시행 이후
로 12시간 장시간 보육이 가능해졌다. 맞벌이 부부와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가진 부모들의 입장을 반영한 질적 변화의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맞춤형보육 체제 자체가 전업주부 모델에 기초한 보육체제의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가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를테면 어린이집 정규 
하원시간은 노동시장의 시간표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258) 

256)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수는 1,445개소로, 이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
치한 사업장은 987개소(68.3%)이다. 위탁보육 사업장은 316개소(21.9%)이다. 미
이행 사업장은 142개소(9.8%)이다.

257) 그런데 이처럼 맞춤형 보육제도는 모의 취업 조건에 따라 시간별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고 있는 전업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
고 싶어도 취업이 되기 전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충분하지 않다.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경우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취업 준비
는 ‘사적인’ 부담이 된다.

258) 이는 초등학교의 이른 하교시간의 문제와 이어지는 것이다. 경력단절과 관련하여 특
히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여성에게 자녀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2번째 위기’로 지적된다(구슬이·정익중, 2021: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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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관보육 여부와 연동되어 있는 양육수당이 갖는 가족주의와 공
공성을 살펴보자. 양육수당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국가책임을 최소화하고, 
시장기제와 가족주의에 의존하는 정책에 가까워 보인다(송다영, 2010, 
2014). 하지만 양육수당의 금액이 매우 낮고, 초기 영아의 경우 실제로는 많
은 부모들이 직접 보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측면도 부정
할 수 없다. 양육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가정양육을 선호
하는 부모들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담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
다. 실제로 양육수당 도입 초기에 어린이집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처럼 보편적인 아동수당과 가정보육시 양육수당을 
병행하여 지급하는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아동수당이 
전제된다면, 양육수당 지급은 자율성과 공공성 결합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압축적 공보육 성장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과 공보육
기관 증가는 결국 상대적인 보육부담 축소를 가져다줄 뿐, 국가가 보육을 책
임진다는 정책지향에 걸맞는 질적 전환에 실패한 듯하다. 가족주의에서도 확
실히 벗어나지 못하고 맞벌이/외벌이 모델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있으며, 단지 
양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예산투여에 
비해, 여성 노동시장 진출도 그다지 개선되지 못했으며, 출산율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조부모의 보육은 보조적이지만 필수적인 상태 그대
로이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보육과 아동
수당/양육수당 정책은 가족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줄 뿐 아니라, 맞벌이 
모델을 정상적 형태로 보는 시각을 담은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은 기관보육의 총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설치 및 운영
되어 공적 기관도 부족한 특성을 갖고 있다. 2017년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國家衛生與計劃生育委員會)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0~3세 영유아의 기관
보육률은 4%, 도시 3세 이하의 아동의 기관보육률은 10% 미만이었다. 1980
년대까지 공적인 직장탁아소 제도를 운영했던 시절과는 격세지감이 느껴진
다. 중국의 기관보육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관보육(2018년 어린이집 이용률 
80.2%)은 비교 대상조차 되기 어려울 정도로 월등하다. 뿐만 아니라 보육에 
대한 학술연구도 별로 없다가 아주 최근에서야 저출산으로 인해 관심이 생기
는 상황이고, 3세 이하 영아 보육에 대한 정부통계도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만큼, 중국은 보육을 과거 사회주의 단위 시기와는 달리 더욱 철저히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해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유아원(유치원)은 ‘교육’ 기
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가 재정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면서도, 민간유
아원 중심이라는 점을 앞서 살펴보았다. 민간투입 재정보다 국가가 투입하는 
재정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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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 정부는 ‘세 자녀 정책’까지 실시한 현 시점에도 공적인 기관보
육에 대해서는 추진할 의도만 내놓고 있지 국가가 주도하기보다는 사회의 자
발적 역량에 맡기는 등 가족 중심 보육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조부모 보
육을 활용한 중국의 보육체제의 역설적 공공성이 갖는 효력이 약화된다면, 
중국도 저출산과 여성경력단절 현상이 급격히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6. (남성)육아휴직: 맞벌이 모델과 보편적 돌봄으로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노동시장(기업-일)과 가족생활(가족-돌봄) 간의 
충돌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일가정양립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보육체제 공공성에 가족주의가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가족 내의 가족주의 이외에도 기업가족
주의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업가족주의의 영향을 상쇄하거나 기
업가족주의의 영향력 약화를 반영하는 보육실천이 남성육아휴직이라고 본다. 
남성육아휴직은 국가의 노동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업의 의사가 상당부
분 반영되므로 노동시장의 작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본 연구는 남성이 가족
에서 직접 보육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행위성을 강조하는 보육실천으로 보
고자 한다. 

남성육아휴직의 문화적 중요성은 다음 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2030 청년층 
생애전망 인식조사에서는 여성이 “자녀를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1위가 
파트너의 적극적인 ‘양육참여’. 3위가 ‘파트너가 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을 쓸 수 있으면’이었다. 이는 4위인 여성 자신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보다 
상위에 놓였다(김은지 외, 2020: 1). 주관적 인식 차원에서는 이미 청년남성
들조차 부부공동육아가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20대 남성의 경우 “가사가 여
성책임이다” 또는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 이 두 질문항목에 동의하
는 비율이 불과 2018년 기준 18.5%로 2008년 기준 55.6%보다 현격히 떨어
졌다. 남성 5명중 4명은 가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가족 관계, 부부관계라는 미시문화적 영역에서는 양육참
여가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먼저 남성육아휴직은 그 기여의 정도는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 확대 시행되
고 관행으로 정착한다면 조부모 보육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모에게 전담되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남성 육아휴직은 일견 가족화 
정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조부모 보육과 달리 가족 내 성별분업과 젠더관
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가정 내 평등한 부모역할, 또는 ‘보편적 돌봄
자’(낸시 프레이저) 모델에 부합하는 것이다(윤홍식·송다영·김인숙, 2011: 6



- 242 -

장). 셋째, 가족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는 젠더 특수적인 개입은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다(박미진, 2017: 39) 그동안 여성의 일-가정 양립
을 위해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기혼 여성의 노동 문제도 저출산 
문제도 모두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고용보험백서는 남성육
아휴직조차 ‘모성보호’ 정책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고용보험백서, 2020).259) 
여성만 육아휴직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그것 자체가 기업 측에 의한 성
차별의 구실이 되기도 한다. 남성육아휴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기업의 문
화적인 관행과 인식이다. 남성이 육아를 한다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문화
와 기업 이윤 논리가 결합하기 때문에, 당사자 남성들은 직업 경력상 손해를 
여전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남성 육아휴직은 가장 변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젠더문화 변화와 직결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남성육아휴직을 기업가족주의의 작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보
겠다. 오늘날 “유교적 가족주의는 가족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문화
의 문제”라는 주장은 설득력 있다(홍찬숙, 2022: 69-70). 출산 또는 육아 
상태인 여성 직원을 해고하거나 육아휴직을 제한함으로써 얻는 기업의 이득
이 사라진다면, 고질적인 한국여성의 경력단절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260) 
다른 한편, 기업의 이익 및 손해와 무관하게 남자직원이든 여자직원이든 육
아휴직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법적이고 사회적인 관행이 된다면, 굳이 
여성을 차별할 사유 하나가 사라진다.261) 스웨덴의 경우, 남성이 사용하는 
부모휴가 기간이 1개월 증가하면 여성 소득이 6.7%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나와 있다(Jahansson, 2010: 28; 최숙희, 2016: 41 재인용). 가정 내
부적으로도 가사노동 분쟁이 감소하며, 출산율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최숙희, 2016: 42). 

육아휴직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보육의 탈가족화보다 가족화를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정착될 경우, 보편적 돌봄자 모델에 가까워
지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과 남성 모두가 보육하더라도 어쨌든 ‘가정’이 육아

259) 2020고용보험백서는 (여성보호도 아닌)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이라는 사업
범주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장어린이집설치 등을 포함시키고 있
다. 

260) 물론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미리 체크할 가능
성이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여성을 차별했다면, 앞으로는 돌봄에 적극적인 남성 
여성 부모를 차별할 가능성이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평등화가 이루어지
더라도 추가적인 법적 대책이 필요해진다. 

261) 현재 한국이든 중국이든 기업들은 소위 ‘결혼적령기’ 여성을 채용하는 것을 손해로 
간주하고 있다. 여성 채용의 손해를 줄이거나, 여성이든 남성이든 손해가 동등하게 
만들거나, 나아가 손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게 만드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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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차적 책임주체가 됨으로써 가족화 또는 가족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것
이다. 육아휴직이나 부모휴가의 경우, 기관보육 확대와 배치되는 경우도 있
다. 기관보육을 줄이고 가정양육을 보완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도
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1986년 기민당과 자유당 연합정부가 
부모휴가를 도입함으로써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확대를 좌절시킨 
사례가 있다(윤홍식·송다영·김인숙, 2011: 187) 가족 외부의 보육지원(주로 
기관보육) 없이 아버지의 육아 책임만을 강조하는 보육정책 변화가 오히려 
다양한 가족을 사적영역으로 비가시화하고 가부장적인 가족을 재강화하는 역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충분하게 되면 ‘이 정도면 됐다’
면서 기존의 가부장적 문화를 유지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고용보험’ 재
원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부담하므로 기업의 자체 재정 부담이 없다. 그러므
로 육아휴직 증가가 기업의 적극적 태도변환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육아휴직의 수와 기간이 증가한다면, 기업측이 
여자라서 차별할 근거는 완화될 것이다.262) 그러나 문제는 남는다. 이럴 경
우 기업은 고용시 비혼자 또는 무자녀부부를 선호하게 될 것인가?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발생되는 압박이 양쪽 부모로 분산될 때 여성의 부담도 경감되
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는 물론 타당하다(박미진, 2017: 39). 
그러나 당위와 현실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한 육아휴
직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다면, 오히려 남성 한쪽이 남성생계부
양자 모델에 따라 노동시장에 전력하는 것보다 한 가구의 경제활동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부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일터에서 승진지연이나 
해고위협 등의 리스크가 한 사람(주로 여성)이 아닌 두 사람 모두에게 가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이 남성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육아휴직을 쓰
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성평등한 육아휴직의 관건은 기
업의 호응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가능해지
더라도, 휴직을 부여하는 주체인 기업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핵심 관건은 ‘문
화적’ 관행이 변화하는지 여부이다. 여기서 ‘기업 가족주의’ 문제가 중요해진
다. 남성과 여성이 구분 불가능하도록 육아휴직이 당연시되어야 기업들은 더 
이상 여성채용을 ‘손해’로 보지 않을 것이고, 육아휴직을 당연한 문화로 수용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성지원’이라든가 ‘모성보호’ 같은 용어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보육을 여성의 책임으로만 전제하는 문화에서 남성에게 육아휴직

262) 물론 이는 기업이 이윤논리에 충실하다는 전제에서 추론한 것일 뿐, 중국 단위 주택
분배 제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윤과 무관하게 이념적 가족주의가 기업운영에 깊숙
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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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것은 아직 필수적이기보다는 선택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남성
에게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주는 것은 보육을 남녀 공동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문화’와 병행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처럼 남성육아휴직은 기업의 제도적 가족주의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
다. 남성육아휴직의 증가가 쉽지는 않겠지만 만일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정
착된다면 기업 가족주의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이, 
특히 남성 육아휴직이 반드시 가족화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전제조건은 
기관보육의 증가와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
다면 남성도 여성도 자신의 시간과 돌봄 배분에 대한 자율적 권한을 훨씬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경직된 전일제 근무나 장시간 노동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기관보육과 남성 육아휴직의 동시 확대가 이루어져야 공공성
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남성의 돌봄 참여는 단순히 남성이 부성
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
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윤홍식·송다영·김인숙, 2010: 384). 

이처럼 남성육아휴직은 ‘가족 젠더관계’ 변화와 ‘노동시장 젠더관계’ 변화 
양쪽에 걸쳐있기 때문에 남성 개인과 여성 개인의 생애경로에 상당한 자율성
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기존의 가족주의를 변형시키는, 다시 말해 
맞벌이 가족 모델을 가족 수준에서도 노동시장 수준에서도 정착시키기 위한 
매우 핵심적인 과제다. 한국에서 전일제 근무와 장시간 노동은 가족과 노동
시장이 갈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이를테면 일
가정양립)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남성 육아휴직의 보
편화가 된다면 맞벌이 가족모델로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육
아휴직이 잘 작동된다면 조부모 보육과 기관보육을 보완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수준 이상으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 기관보육이 충분히 작동
하지 않거나 조부모 보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여성 보육부담 감소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자체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입되지 않았
다. 중국은 직장에 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쉬는 것 자체가 여성
의 경력과 역량에 차질을 준다는 우려 때문에 긴 육아휴직을 역사적으로 부
정적으로 인식해온 문화가 있다(‘단계성취업’에 대한 거부). 직장 탁아소 설
치를 비롯하여, 직장 내 수유실 설치, 수유시간 확보, 고강도 장시간 노동 금
지, 출산보험 기업 측 납부 등의 제도가 작동했던 것이다. 따라서 가족화의 
함의를 갖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문화적 배경에는 이와 같은 ‘기업 내 보육
체제’의 작동이 역사적으로 작용했던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여성을 출산 및 보육으로 무조건 해고하거나 사직을 유도하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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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연하기는 어려웠던 듯하다. 하지만 여성에게 점점 불리해지는 고용환경
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의 여성과 가족들은 조부모 보육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제 3 절 한중 보육체제의 시기별 비교도식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과 중국의 보육체제, 가족주의, 공공성의 비교 분석 
결과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국 보육체제 형성기에 공적 보육실천에 핵심적인 보육체제 요소는 (여
성)노동시장의 조건, 즉 여성 취업자의 증가였다. 여성 취업자 증가는 유사했
지만, 결과적으로 중국만이 국가가 주도한 제도적 反가족주의의 영향으로 공
적 기관보육을 공식화할 수 있었다. 중국은 직장 내 탁아소를 통해 (모성보
호가 아닌) ‘여직공’ 보호를 주창하며 공적 기관보육을 확대했다. 여성노동자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직장 내 탁아소 확대는 장기간의 육아휴직이 필요 
없도록 해주었고 출산휴가만 도입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출산정책도 여성해
방이라는 대의를 내세우면서 산아제한을 도입했다. 산아제한은 자녀수 감축 
을 통해 아이모의 보육부담을 감소시켰다. 

한국은 한국전쟁 후 여성취업의 현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 모델
(전업주부 이상, 제도로서의 주부)의 문화적 압력으로 공보육이 도입되지 못
했다. 기관보육은 단지 고아나 빈민의 구호기관에 머물렀다. 노동시장에서 발
원되는 공적 보육의 기능적 필요성이 무시되고 여성이 부담을 떠안았으며, 
특히 취업여성에게는 이중삼중의 부담이 주어졌다. 여성이 부담을 줄이는 유
일한 방법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뿐이었다. 산업화 시기 출산정책인 가족계
획 정책은 여성의 자녀수를 줄이고자 하는 이와 같은 필요에 조응하였다. 이 
시기 양국 가족주의의 문화적 차이는 양국의 여성노동 조건에서의 유사성에
도 불구하고 보육실천에서의 차이로 귀결되었다.263)    

263) 가족주의는 노동시장이 공보육으로 귀결되는 경로에서 일종의 전철수 역할을 수행
한다. 결론에서 보육체제 유형화 작업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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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국(좌)과 한국(우) 보육체제 형성기(1950s~1980s) 도식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보육체제 이행기에 여성 노동시장 진출은 경제발전
으로 한동안 확장되다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시장화의 흐름으
로 기업들에 의해 사회재생산 부담론과 단계성취업(육아휴직과 유사) 등이 
제기되었고 이는 가족복지 및 노동유연화로 귀결되었다. 중국 여성노동자들
은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일종의 장기육아휴직인 단계성취업을 거부하였다. 
단위체제 해체와 한자녀 정책 본격화로 직장 탁아소는 급격히 쇠퇴하였다. 
이행기부터 중국 보육실천의 핵심수행자가 되기 시작한 것이 조부모 보육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형성기와 이행기가 남긴 역사적 성과는 맞벌
이 가족 모델의 정착이다. 

한국에서는 이 시기 기혼여성 노동이 증가했지만, 보육에 대한 공적인 시
각은 법률에 조금씩 반영되는 정도에 그쳤다. 핵가족화가 진전되고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전업주부의 이상은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노동시장에 의한 
공보육 형성 압력을 가족주의가 상쇄한 것이다. 다만 직업여성의 이중부담이 
공적인 의제로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민간 중심 기관보육 체제도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모보육의 부담은 거의 줄지 않았지만, 법률적으로 보육공공성이 
개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보육 형성의 제약은 지금까
지 지속되는 전업주부 모델을 역사적 유산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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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중국(좌)과 한국(우) 보육체제 이행기
(중: 1980s~2010s, 한: 1980s~2000s) 도식  

중국에서는 높은 여성취업률과 낮은 경력단절비율은 조부모 보육의 보육실
천 때문이며(역설적 공공성), 이는 중국 조부모 보육이 맞벌이 가족모델을 
전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인한 소자녀화와 특유의 
조기퇴직 제도는 의도치 않게 지금까지 조부모들의 손자녀 보육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중국은 2011년부터 서서히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고 있지만 저출산 
추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공보육을 연관시
키려 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의 자발성에 맡기는 등 적극적이지 않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저출산 위기의식으로 강력한 보육재정 투입으로 
보편적 무상보육을 도입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관보육 이용률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여성 노동시장 상황과 출산율이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전업주부 모델에 기반한 조부모 보육이 여전히 필수적이며, 강력한 기관보육
은 다만 여성 취업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보
충적 공공성). 여성 육아휴직뿐 아니라 남성육아휴직이 20% 수준으로 빠르
게 늘고 있지만 기업가족주의의 영향은 공적 영역에서 작동되는 가족주의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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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중국(좌)과 한국(우) 보육체제 저출산기
(중: 2010s~, 한: 2000s~) 도식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간략히 정리하고, 한국과 중국의 보육공공성을 
평가하면서 보육체제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나아가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짚
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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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한중 보육체제의 역사와 현재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공적 보육이 요구되는 핵심적인 보육체제의 요소는 
(여성)노동시장의 조건, 즉 여성 취업자의 증가였다. 하지만 형성기 여성취업
자 증가는 유사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만이 사회주의 국가가 주도한 제도적 
反가족주의로 공적 기관보육을 공식화했으며, 이를 우리는 보육체제의 ‘공동
체적 공공성’으로 불렀다. 중국은 직장 내 탁아소를 통해 ‘여직공’ 보호를 주
창하며 공적 기관보육을 확대했다. 직장 내 탁아소 확대는 장기간의 육아휴
직이 필요 없도록 해주었고 출산휴가만 작동하는 체제로 만들었다. 중국에서
는 산아제한 출산정책에도 여성해방이라는 대의를 내세웠다. 한국은 전쟁 후 
여성취업 현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 모델의 압력이 강했고 공보육
이 전혀 도입되지 못했다. 여성이 보육부담을 떠안았으며, 이는 당시의 취업
여성에게는 이중삼중의 부담이었다. 가족보육 패러다임이 전적으로 지배하였
고, 기관보육은 단지 고아나 빈민의 구호기관에 머물렀다. 단지 산업화 시기 
산아제한 출산정책만이 자녀수를 줄이고자 하는 여성 요구에 조응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여성 노동시장이 확장되다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
했다. 시장화의 흐름은 기업들의 사회재생산 부담론과 단계성취업(육아휴직
과 유사) 등을 거치며 가족복지 및 노동유연화로 귀결되었다. 단위체제 해체
와 한자녀 정책 본격화로 직장 탁아소는 급격히 쇠퇴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가족복지가 강화될수록 보육실천의 핵심수행자가 된 것이 조부모 보육이다. 
한국에서는 이 시기 기혼여성 노동이 증가했지만, 보육에 대한 공적인 시각
은 일부 법률에 조금씩 반영되는 것에 그쳤다. 다만 직업여성의 이중부담이 
공적인 의제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형성기와 이행기가 남긴 역사적 
성과는 맞벌이 가족 모델의 정착이다. 반면 한국은 전업주부 모델이 여전히 
규범적 기준으로 작동남아 있으며, 이행기의 중산층 핵가족화는 이러한 경향
을 더욱 강화했다. 

현재 중국의 높은 여성취업률과 낮은 경력단절비율은 조부모 보육의 작동 
때문이며(역설적 공공성), 이는 중국 조부모 보육이 맞벌이 가족모델을 전제
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자녀 정책과 특유의 퇴직제도는 의도한 것
은 아니지만 조부모 보육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중국은 2011년부터 서서히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고 있지만 저출산 추세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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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부터 저출산 위기의식에 따라 강력하고 급속한 보육재정 투입으
로 보편적 무상보육을 도입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관보육 이용률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전업주부 모
델에 기반한 조부모 보육이 여전히 필수적이며 강력한 기관보육은 다만 여성 
취업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보충적 공공성). 다
음 표는 시기별로 논문의 전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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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체제
여성�부담과�공공성

여성�노동시장 출산정책 가족주의 보육실천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형성기

1950s~1970

s

*양적�증가

*생산성주

의

*제도로서

의�주부

*양적�증가

*국가� 주도젠

더� 이데올로

기

*생산성주의� �

*계획취업

*여성-노동자�

정체성

*산아제한과�

핵가족화

*여성보육부

담� 감소를�

위한�수용

*여성해방

논리와� 결

합된� 계획

출산

*전업주부�

이상(ideal)

*제도적�反가족
주의와� 半가족
주의�공존

*맞벌이� 가족모

델�형성

*가족보육

*여성노동에서�

출발한� 보육의�

공적� 문제로� 가

시화

*단위� 탁아소와�

가도탁아소

*출산휴가�개시

*가사노동부

담과� 직업여

성의� 이중부

담

*노동자� 아닌�

전업주부(‘기생

충’)� 제도적� 차

별

*직업노동과� 가

사부담� 이중부

담�

*공동체적� 보육

공공성

이행기

한국:�

1980s~2000

s

중국:�

1980s~2010

s

*기혼� 여성

노 동 자 의�

증가

*여성노동의�

확대에서� 쇠

퇴로

*재생산기업

부담론,� 단계

성취업

*산아제한과�

저출산� 의�

병존

*한자녀� 정

책�본격화

*자녀수� 감

소로� 가족

보육실천에�

영향

*전업주부�

모델의� 현

실화

*제도적� 가족주

의�복귀

*이념적� 가족주

의� 부상(부녀회

가,� 과학육아,�

남아선호)

*맞벌이� 모델의�

정착

*가족보육�

*기관보육의�

절대적� 수� 적

음

*민간시설� 위

주와� 수익자�

부담

*단위보육체제�

유지(80년대~90

년대�중반)

*단위체제� 해체

와� 더불어� 기관

보육� 쇠퇴(90s�

중반~)

*여성들의� 육아

휴직�거부

*가족보육�복귀

*보육공공성

의�법적�개시

*현실� 보육공

공성�결핍

*직업여성� 이

중부담�

의제화

*시장화로� 인한�

보육공공성� 쇠

퇴�시작

*여성부담의� 세

대이전

저출산기

한국:� 2000s~

중국:� 2010s~

*여성� 경력

단절의� 지

속

*여성� 취업률�

하락과� 불안

정화

*여성� 경력단

절의�심화

*저출산� 위

기�담론

*저출산� 대

책으로서의�

보육정책

*산아제한�

완화,� 폐지

*현실� 맞벌

이� 가족과�

관념적� 전

업주부� 모

델의�괴리

*기업가족

주의

*맞벌이� 가족모

델의�유지

*무상� 기관보

육

*보조적이지

만� 필수적인�

조부모보육

*모계수정� 확

대가족�전략

*남성육아휴

직�다소�증가

*공보육�부재

*(친)조부모보육�

강화

*조부모보육의�

용이성(한자녀,

퇴직연금제)

*무상기관보

육의� 보충적�

공공성(여성경

력단절� 증가�

방어)

*출산� 지연�

또는�거부

*조부모보육의�

역설적� 공공성

(여성노동시장�

지탱)

*출산� 지연� 또

는�거부�개시�

<표 5-1> 한‧중 보육체제, 가족주의, 공공성의 비교 분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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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한중 보육공공성과 보육체제 유형화
1. 보육공공성의 평가: 자율성과 공공성

우리는 공공성의 강화가 반드시 여성과 가족의 자율성을 수반하는 것이 아
님을 앞서의 시기별 분석 도식을 통해서 확인했다. 여성과 가족의 생애경로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도화하는 공공성이어야 자율성과 공공성에 동시
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회색으로 표시한 ‘모(보육)부담’의 감
소는 여성 자율성의 핵심에 놓인 것이다.264) 

지금까지의 도식을 바탕으로 서론에서 제시한 ‘자율성과 공공성’ 기준에 따
라 각 시기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수준을 평가해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양적
으로 수치화하는 평가는 결코 아니다. 역사적 흐름에 따라 자율성과 공공성
의 상대적 차이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일 뿐이다. 다음 그래프에서는 모부담
이 적을수록 자율성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표시된다. 

한국의 형성기와 이행기는 공적 보육정책이 부재한 가족보육 체제였기에 
공공성과 자율성 모두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저출산기(K3)에 들어 공
적 무상보육의 파격적 도입으로 공공성의 수준은 대폭 향상되었지만 여성 보
육부담은 그다지 감소되지 못했으며 자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무상기관보육의 보충적 공공성). 단지 여성노동시장과 경력단절
의 악화를 방지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시장 진출 및 경
력단절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저출산은 더욱 심화되며, 조부모 보육도 여
전히 필수적인 상태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자율성을 부여하는 보육공공성이 
어떻게 형성 가능한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형성기(C1)에 비해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성이 쇠퇴하였다. 다
만 앞서의 분석들에서 다루었듯이, 이행기와 저출산기에는 맞벌이 모델과 조
부모보육, 한자녀정책, 퇴직제도 등이 맞물려 작동되면서 공공성이 급격히 쇠
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 여성 노
동시장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경력단절도 높지 않다(조부모보육의 역
설적 공공성). 모보육 부담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어쨌든 과거 보육체제
의 영향력이 맞벌이 모델 등으로 남아있어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한국보다는 아직까지 자율성이 높다고 

264) 모보육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모에게 공
적영역에 나갈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선에서 보육실천들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자율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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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다. 

<그림 5-1> 한중 보육체제 공공성과 자율성 
C1 중국 형성기, C2 중국 이행기, C3 중국 저출산기
K1 한국 형성기, K2 한국 이행기, K3 한국 저출산기

2. 보육체제의 유형화: 보육체제의 두 갈래 길
이제 다른 여러 나라 보육체제와 비교하기 위한 보편적 분석틀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기 위해, 지금까지의 분석을 추상화하여 ‘보육체제 유형화’를 시
도해보도록 하겠다. 중국과 한국의 보육체제의 작동방식을 단순화하면, ‘여성
노동 중심 모델’과 ‘저출산 중심 모델’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림 5-2> 보육체제의 두 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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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국은 ‘노동시장’이 보육체제를 끌고 가는 핵심적 동인이었다. 노동
시장이 보육실천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모델을 ‘여성노동 중심 모델’로 부를 
수 있다. 여성노동 중심 모델에서는 가족의 운영방식에서 ‘맞벌이 모델’이 주
류를 이루거나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1950년대에 출산율 때문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 보호와 보육부담 
감소를 위해 공보육을 늘리기 시작했다. 앞서 우리는 「여직공 노동보호 특
별규정」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은 여직공 
보호를 목적으로 중국은 공적 기관보육과 출산휴가를 도입하였다. 여성노동 
중심 모델은 기존 가족주의에 일정 수준 이상의 ‘변형’을 가한다. 여성이 노
동자가 되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 등 가족관계 내에서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국가 주도의 제도적 反가족주의가 공적 기관보육을 확충하는 원동력이 되었
다. 여기서 가족주의 이념은 베버가 말하는 전철수(轉轍手, swichman) 역할
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유럽과 중국 자본주의 발
전을 비교하는 저작『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과 「세계종교의 
경제윤리」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관념이 유럽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조건의 진행에 있어 전철수 같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베
버, 2002:190). 중국과 한국에서는 가족주의 이념의 차이가 유사한 물적 조
건이 다르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1950년
대에 국가 주도로 기존의 가족주의가 일정 부분 변형되지 않았다면, 당시의 
보육체제는 우리가 본 것과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50년대
에 전쟁미망인을 중심으로 여성 취업자 수가 한때 급증했지만, 가족주의가 
변동하지 않고 강고한 가족주의(전업주부 이상)에 의해 지배되면서 공적 보
육 도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가족주의는 중국과 한국에서는 노동시
장이 기관보육으로 나아가는 선로에 놓인 전철수 역할을 한 것이다. 

한국은 21세기 들어서야 ‘저출산’이 보육체제를 끌고 가는 핵심적 동인이 
되었다. 한국처럼 저출산이 보육실천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모델을 ‘저출산 
중심 모델’로 부를 수 있다. 이 모델에서 산아제한 정책의 경우 보육을 공적
으로 지원하는 동기와 무관하다. 저출산 위기에 당면한 국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공적 보육을 어떤 방식(기관보육, 양육수당, 육아휴직 등)으로든 
도입하게 된다. 저출산에 의한 공적 보육 증가는 그 사회의 가족주의를 변용
시키지 않으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근대 성별분업 
모델인 ‘전업주부 모델’이 여전히 지속된다. 이를테면 한국은 여성노동자를 
위한 독립된 법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일가정양립지원법 등이 ‘모성보호법’ 범주 하에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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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법들이 여성을 노동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우회하여 ‘모성
보호’ 담론을 활용한다. 단지 여성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혹시’ 노동자가 
될 경우 일가정양립을 도와주기 위해 보육부담을 ‘양적으로’만 덜어주는 모델
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여성노동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
자의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에 머무른다. 따라서 제도의 틀 자체가 맞벌이 
가족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되지 못한다. 이럴 경우, 한국처럼 여성 고용이 서
서히 늘어나고 보편적 무상보육이 도입되더라도, 여성노동자가 활용하기에 
불편하거나 여전히 조부모 보육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이나 
국가 층위의 제도적 가족주의가 변화되지 않고, 여성이 보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사적영역) 내에서 세대 간 관계변화 전략(대표적으로 모계수정확
대가족 전략)이라든가 남편과의 관계변화 전략(남편이 보육과 가사를 더 부
담하도록 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애초에 여성
을 출산력으로 ‘대상화’하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이 저출산 중심의 보육체제는 
제도적 가족주의 변화 없이 공보육 또는 공적 투자만 확대됨으로써 한계를 
갖게 된다. 

<그림 5-3> 한국과 중국 연대별 합계출산율 추이(1955년~2020년)
출처: 한국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Word Bank 2016, 중국 통계국 2021

여기서 중국 보육체제의 이행기(1980~2010)의 출산율 변동을 살펴봄으로
써, 여성노동 중심 모델과 저출산 중심 모델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
해보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에서 한자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70년대 말부터다. 한자녀정책으로 자녀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1980년대를 보면 출산율이 오히려 소폭 증가하다가 1990년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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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약간 줄었다(1980년 2.63→1985년 2.66→1990년 2.35). 산아제한 정책 
관점에서 보면 정책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달리 생각해보면 1980년대
에는 사회주의 공보육체제(단위탁아소 등)가 여성 취업자 증가에 따라 증가
하던 시기였다. 자녀수 감소라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적 보육의 존재가 사
실상 여성의 출산부담을 줄였던 것이라 해석 가능하다.265) 현재 저출산 시대
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여성노동 중심 모델이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단순하게 유형화시켜서 중국과 한국을 대비한 것은 분석적인 구분
일 뿐, 양자 간의 회색지대는 물론 존재한다. 현재의 중국의 「여직공 보호규
정」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2012년에 이르면 직장탁아소 설치 규정이나 임산
부의 고강도 노동금지 규정 등을 삭제하였고, 노동과 공보육을 연계하는 관
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단지 지금은 맞벌이 모델의 유산이 남아 조부모 
보육이 여성노동시장 진출을 지탱하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은 저출산에 직면
하게 되면서, 점차 저출산 중심 관점이 우세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
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 보육체제 형성기부터 이어온 중국의 여성-노
동자 정체성 유산과 맞벌이 가족모델은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남아있다. 다시 
말해 현재 시점에서 여성노동시장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가족주의(가
족모델)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녀회가나 
과학육아 등 여성을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담론의 힘이 더욱 강화된다면, 중
국의 맞벌이 가족 모델을 변형시키고 여성노동 모델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없
지 않다. 미래의 보육체제 변화는 우리가 거론한 보육체제의 여러 요소들이 
앞으로의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기존에 한국과 중국 사회를 비교하는 연구들은 주로 탈사회주의 관점과 유

교가족주의 관점이 지배했다. 탈사회주의 시각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자본
주의 사회와 동일한 경로로 나아간다는 가설을 전제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권
이 몰락하고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길로 나아간다고 보면서 과거의 근대화 이

265) 1980년대 인구변동의 특이성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단지 시장
개방으로 경제가 성장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한자녀 정책이 농촌지역에서는 
‘하나반 정책’으로 사실상 와해된 것 때문일 수도 있으며, 본고가 주장한 것처럼 공
보육 체제의 유지 때문일 수도 있다. 아마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 257 -

론과 유사한 사회발전 단계론을 상정한다. 보육과 관련해서 볼 때, 중국이 자
본주의의 길로 나아간다면 보육체제에서 시장적이고 가족적인 요소가 강화되
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며, 최근 저출산에 당면한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
들과 유사한 대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에서 중국
과 한국의 차이는 단계상의 차이가 되고, 중국은 한국으로 ‘수렴’할 것이라 
보게 된다. 한국의 저출산이 심화되면 중국도 그 길로 따라가 심화될 것이고, 
한국의 공보육이 증가되면 중국도 도입해야 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본 연구
처럼 양국의 보육체제의 요소들의 관계를 역사적 인과성을 통해 비교분석한
다면 이렇게 단순한 경로 설정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본 
연구는 중국 조부모 보육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보육공공성은 약화되지
만 여성노동자를 공적 영역에 배치하는 공공성은 유지되는 ‘역설적 공공성’을 
발견하였다.  

또 하나는 유교가족주의적 관점으로, 한국과 중국을 지나치게 유사하게 보
는 시각이다. 한국과 중국은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유교
적 가족주의는 유사하다는 것이다. 특히 확대가족에 대한 관찰은 중국의 가
족주의가 한국보다 더 강고하고 가부장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찰했듯이, 중국의 가족주의가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범위 
수준에서는 한국과 다른 점이 많으며, 역설적 공공성 사례에서 보듯이 비가
부장적인 기능과 작동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가족주의가 유
사하다는 전제를 가지면 국가별 차이를 보기 힘들어지고 역사적 특수성을 고
찰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두 가지 시각은 한국과 중국의 유사성만을 주장
하거나, (아마도 발전 단계상) 차이점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유사성과 차이를 동시에 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의 용어를 빌리자면 ‘중범위
(middle-range)’ 수준의 제도들(노동시장, 출산정책, 조부모보육, 기관보육, 
육아휴직 등)을 통해 보육체제라는 연구대상을 구성하여 역사적으로 분석하
였기 때문에, 실제로 두 나라 국민들의 보육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제도
들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보여주었다(Merton, 1968: 39-72). 이
와 같은 제도 비교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이며, 
양국 보육체제의 유사성과 차이를 동시에 고찰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테면 
조부모 보육은 한국과 중국에서 유사한 보육실천이다. 기존의 시각은 이를 
유교적 가족주의(의 유사성)로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 고찰을 
접목한 제도 비교를 통해 중국의 조부모보육이 한국과 갈라지는 지점을 드러
냈다.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여성 노동시장 진출의 유산이 퇴직제
도 및 한자녀 정책과 더불어 조부모 보육에 영향을 주어 (결국 여성부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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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이전이라는 한계는 분명 있지만) 젊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탱하는 
‘역설적 공공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논증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중국의 주
류적이고 정상적인 가족모델이 ‘맞벌이 모델’이기 때문이다. 가족주의는 유사
하지만, 가족주의 내에서도 ‘가족 모델’이 다르다. 며느리나 딸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 조부모들은 여건이 된다면 손주 보육에 뛰어든다. 
중국에서 기관보육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M자곡선이 생성되지 않는 수수께끼
는 이렇게 풀린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보육체제는 수렴/비수렴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현재 시점에서 공시적으로 비교한다면, 한국과 중국 보육체제는 매우 다르다. 
공적 기관보육이 양적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한국이 겉보기에
는 우위를 점하는 것 같지만, 앞서 살펴본 조부모 보육을 비롯한 보육체제 
요소들과 가족주의(가족 모델)의 상호관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이 여성노
동시장 진출은 높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조부모 보육은 기관보육과 달리, 가
족보육이자 결국 이전 세대의 여성으로 보육부담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로운 것이기도 하다. 중국 조부모 보육은 보육체제의 여타 요소
들이 향후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결국 양국이 수렴
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중국 조부모 보육이 향후 한자녀 정책 폐지와 퇴직
제도 변화로 인해 쇠퇴한다면, 아무리 중국이 맞벌이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
한다 해도, (현재 0~3세 아이를 둔 여성의 경력단절이 급격히 심해지고 있
는 것에서 보듯이) 여성 부담의 강화로 여성노동 진출이 더 빨리 쇠퇴(M자 
곡선으로의 전환)하고 저출산이 급격히 심화될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 보육
체제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렴의 핵심은 여성의 보육부담이다. 중
국이든 한국이든 현재 전체적인 여성의 부담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
다. 한국은 기관보육교사와 조모에게, 중국은 주로 조모에게 부담을 이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여성 부담이 증가하거나 지금 상태로 유지된다면, 양국
의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여성 부담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
로 해결하지 않는 한 양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거나 더 심화될 것
이다. 

만일 중국이 한국처럼 공적 기관보육을 신속하게 도입한다면, 조부모 보육
이 쇠퇴하더라도 여성노동시장 진출과 출산율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럴 경우 맞벌이 가족모델 덕택에 극심한 저출산 심화는 방어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중국의 3세 이상 유아원 체제는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루 세끼를 모두 제공하는 등 맞벌이 부부에 맞춰 설계되
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의 경우 향후 기관보육이 확대된다면 전망이 긍
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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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관보육을 맞벌이 부부 체제를 중심으로 재편할 뿐 아니라, 육아
휴직 관련 난점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근거한 노
동체제 운영(특히 장시간노동, 직장어린이집 부재)을 전환해야할 어려운 과
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 모델로 전환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차라리 남성 육아휴직을 더 늘리는 것이 쉬운 과제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
은 한국은 공적 기관보육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여성 보육부담이 여전히 해결
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저출산과 여성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해 마지막으로 짚어보겠다. 본 연구는 보육체제를 불
가피하게 국가 단위로 일반화하여 비교했기 때문에, 한 국가의 보육체제가 
국가 내부에서 ‘계층’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찰하
지 못했다. 이를테면 출산율이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이 양국 모
두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체제와 보육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것
의 어려움과 관련된 자료 부족으로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구조가 또 하나의 양극화를 이루고 있는데, 도시와 농
촌 간 가족주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별도로 밝히지는 못했다. 다만 
중국 맞벌이 가족모델의 경향성은 도농 간에 상대적 차이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보육양극화는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수에 차이가 나는 현상에
서도 나타나는데, 양국 정부는 오히려 다자녀 지원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또
한 기관보육의 질 문제, 특히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이나 역량 등의 문제도 다
루지 못했다. 가족의 보육부담이 완화된다고 해도, 신중국 초기 탁아소에서 
그러했듯이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부담이 이전된다면 전체 여성의 시점에서 
보면 풍선효과를 발생시킨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최근에 대두되는 
사교육 문제와 보육체제의 연관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별도
로 다루어야할 연구주제이기 때문에 분석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이상 연구의 
한계들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저출산 정책에 본 논문이 갖는 함의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한국의 저출산 정책은 그것이 경제성장주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
문에 젠더관계를 변형시키지 못하고 여성을 출산력으로만 대상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어린이집을 많이 짓거나 무상보육을 실시하지만, 젠더적 관점과 
아동인권 관점을 소홀히 한다. 아직도 한국 정부는 ‘모성보호’라는 명칭을 출
산보육 정책들을 묶는 범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이 ‘여직공 보호’라는 명칭
을 쓰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각종 정책이 결국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
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근본적으로 맞벌이 부부에 맞추어 설
계되고 시행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정작 중요한 여성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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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핵심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유사한 일가족양립 구호가 도입되기는 했지
만 기존의 가족주의가 투영된 전업주부 모델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하였고, 
취업여성의 부담은 보편적 무상 기관보육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반면 대다수 남성이 생계부양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IMF 이후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여성의 생계보조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맞벌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식의 맞벌이 
증가는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의 출산율 저하에 ‘투
명하게’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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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n attempt to historically comp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modern Korean and Chinese childcare regimes. 

China lacks public childcare but have high entry into the labor market for 

women. Korea have expanded public childcare significantly but women's 

entry into the labor market is low and career interruption are severe, and 

low birthrate is not resolved, This study tried to explain this questions by 

the comparative historical and sociological approach through the childcare 

problem.

For this purpose, unlike the existing studies, a ‘childcare regime’ 

analysis framework was constructed to enable macroscopic and historical 

analysis. The childcare regime consisted of (female) labor market, birth 

policy, familialism, and childcare practice (institutional childcare, 

grandparents’ childcare, and parental lea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childcare regimes elements was historically examined. The 

development of the childcare regimes in Korea and China was divided into 

the period of formation (1950-1980), the period of transition (China 

1980-2010, Korea 1980-2000), and the period of low-birth (China 2010~, 

Korea 2000~). The historical causality of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two countries' childcare regimes was found by 

examining the formation period and the transition period, and the childcare 

publicness was evaluated as two axes of autonomy and publicness at eac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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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 factor of the childcare regime in public childcare practice 

during the formation of the Korean and Chinese childcare regime was the 

condition of the (female) labor market, that is, the increase of female 

employees. Although the increase of female employment in both countries 

was similar, only China was able to formulate public institutional childcare 

due to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anti-familism led by the state. 

Government advocated ‘protecting women’s jobs’ through daycare centers 

in the workplace, and expanded public institution childcare, which formed 

the identity of female workers. The expansion of daycare centers in the 

workplace allowed only maternity leave to be introduced, which made 

long-term parental leave to be unnecessary. Childbirth restriction reduces 

childcare burden through reduction of number of children. Although the 

Korean employment of wome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the 

appearance of ‘war widows’ after the Korean War, public childcare has not 

been introduced due to the cultural pressure of full-time housewives 

(housewife ideal, housewife as a institution). Institutional care was only a 

relief service for the orphanage and the slums. The functional necessity of 

public childcare originating from the labor market was ignored and women 

were burdened. Especially, the working women were burdened with double 

or triple. The only way to reduce the burden on women was not to have 

children, and the family planning policy, which is a birth policy during the 

Korean industrialization period, only met this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women's children. In conclusion, the cultural differences of familialism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is period resulted in differences in 

childcare practice despite the similarities in the conditions of women's 

labor in both countries.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the entry into the women's labor 

market in the transition period expanded briefly to economic development 

and gradually began to decline. As a result of marketization, ‘social 

reproduction burden’ and ‘stage employment’ were raised by companies, 

and ‘women-going-home’ discourse and ‘scientific child-rearing discourse’ 

tried to revive traditional familism. However, historical causality caused by 

the experience of socialist childcare regime has continuity with the 

subsequent regimes, and the logic of socialist women's liberation in the 

past delayed the ‘women-going-home’. Chinese female workers refu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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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a stage employment which was a kind of long-term childcare leave, 

because they were worried about career interruption. With the dismantling 

of the unit system and the single child policy, the daycare center declined 

sharply. It is the 'grandparents childcare’ that started to become a key 

performer of Chinese childcare practice from the transition period. In 

Korea, the number of married female workers increased, but the public 

view of childcare remained only slightly reflected in the law. Rather, as 

the middle class and nuclear family formation progressed, fulltime 

housewives ideal began to become reality above the ideals. Familism 

offset the pressure of the labor market to form public childcare. However, 

from this period, the dual burden of occupational women has been raised 

as a public agenda, and the private childcare institution has also increased 

rapidly. At this time,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burden of mother 

childcare has not decreased, but legal public childcare has been initiated. 

However, the constraints of the formation of public childcar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have left the full-time housewife model as a historical 

heritage that has continued until now.

Currently (low birthrates period) China's high female employment rate 

and low career interruption rate are due to grandparents' childcare. The 

grandparents' childcare in China is being carried out in combination with 

the dual-income family model, which is the historical heritage left by the 

formative period and the transition period, which is evaluated as 

‘paradoxical publicness'. The single child policy and the early retirement 

system have unintentionally facilitated the childcare of the grandparents. 

China has been slowly easing its ‘policy of single children’ since 2011, but 

the low birth rate trend is getting stronger. The Chinese government tries 

to associate low fertility with public childcare, but it is not active, leaving 

it to the spontaneity of society. Since the early 2000s, Korea has 

introduced universal free childcare center by injecting huge childcare 

finances as a national crisis consciousness for low fertility, and has shown 

the world's highest rate of childcare center utilization. However, the 

situation of the women's labor market and the low birth rate have not 

improved, and the proportion of grandparents' childcare based on the 

full-time housewife model has decreased, but it is still essential, and 

strong institutional childcare is only defending women's employment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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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worsen anymore. This is evaluated as 'supplement publicness'.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childcare regime in China and Korea, 

two types of childcare regime can be categorized as 'women's 

labor-centered model' and 'low birth rate-centered model' (two ways of 

childcare regime). In women’s labor-centered model, female labor market 

employment is a decisive factor in the childcare practice. The 

‘pair-earning model’ becomes the mainstream family model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familism. The 'low birth rate central model' is 

a model in which low birth rate is a decisive factor in childcare practice. 

Countries facing the low birth rate crisis will introduce public childcare in 

any way (institutional childcare, childcare allowance, parental leave, etc.) 

to increase the birth rate. The increase in public childcare due to low 

birth rate tends to increase the birth rate without transforming the 

existing familism. Therefore, the 'full-time housewife model', a modern 

gender division of labor model, still continues. This low birth rate-oriented 

childcare regime, which starts from the viewpoint of objectifying women 

as childbirth power, has the limit of expanding public childcare or public 

investment without changing institutional familism. If women’s 

labor-centered model is to protect 'women's labor', the low birth 

rate-centered model stays in protecting the 'motherhood' of female 

workers.

This study has historically analyzed the childcare regimes through 

middle-range system (labor market, birth policy, familialism, grandparents' 

care, institutional care, childcare leave, etc.), so it shows how the 

childcare practice of two countries was actually perfomed and how they 

exchanged influences with the institutions. This comparison of institutions 

is an effort to focus on the operation of ‘the social’, and therefore, it has 

the advantage of considering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the childcare 

regime of both countries.

Keywords: childcare regime, childcare publicness, familialism, comparative 

historical sociology, pair-earning model, full-time housewife 

model, grandparents' childcare, institutional childcare, women's 

labor-centered model, low birth rate-center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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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现代韩国与中国保育体制变迁的比较研究

- 保育公共性与家族主义为中心 -

金兰

首尔大学大学院社会学系

    本研究试图从历史的视角比较分析现代韩国与中国托育体制的相似性和差

异。中国托育资源极度缺乏的背景下，女性的劳动参与率相对较高，而中国的近

邻韩国大力扩充公共托育事业，女性的劳动参与率并没有相应得到提高，女性生

育型职业中断问题依然十分严重，也并未缓解困扰韩国二十余年的低生育率问

题。本研究旨在从比较历史社会学的角度通过分析比较两国托育问题揭示产生以

上差异的真相。

本研究区别于既有的相关研究，试图从宏观的、历史的角度分析两国的保育

问题，基于此，建构了保育体制(childcare regime)的分析框架。保育体制由(女

性)劳动市场、生育政策、家族主义、保育实践(托育服务、隔代抚育、育儿假)等

要素构成。大体上，二十世纪中叶以来，梳理韩国与中国的保育体制，可区分为

形成期(1950年代~1980年代)、过渡期(韩国1980年代~2000年代，中国1980

年代~2010年代)、低生育率期(韩国2000年代~，中国2010年代~)，在回顾两

国保育体制演变的同时，探究两国保育体制要素之间的相关性。在理解两国保育

体制形成期、过渡期的基础之上，进一步探究当前两国保育体制的相似及差异形

成的历史因果性(historical causality)，基于自主性(autonomy)和公共性

(publicness)的原则，提出对各个时期保育公共性的评价。

中韩两国保育体制形成期，对保育实践起到核心作用的是保育体制要素中的

(女性)劳动市场，简而言之，即女性就业的增加。两国女性就业率上升的背景

下，中国选择了国家主导的制度性反家族主义路线，推进了公共托育服务的建

设。通过大力鼓励、兴办单位托儿所及街道或农村的托儿组织，主张保障“女职

工”的劳动权利，解决参与劳动的女性无法照料幼龄子女的问题。由此，“女性劳

动者”的社会身份(identity)得以建立。值得注意的是，单位托育服务的快速发展

使得中国长期以来形成重产假、轻育儿假的制度模式，不仅如此，中国形成期的

生育政策以妇女解放为基调宣传计划生育，通过降低生育减少劳动女性的保育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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担。聚焦韩国的形成期，战后的韩国社会出现了如战争未亡人(特指50年代因战争

失去丈夫的女性)等群体，大部分女性因生计需要开始参与劳动市场，女性的劳动

参与率持续上升。但是，从文化层面受到全职主妇模式(全职主妇理想/制度化的

主妇)的制约，公共托育服务并未得以建立，形成期的托育服务仅仅是收容孤儿或

贫民的救助机构。作为保育体制要素之一的劳动市场，其女性劳动参与率的提高

从功能上并未获得公共托育服务的支持，导致就业女性必须承担双重、三重的负

担。在此背景下，女性减轻负担的唯一途径是不生育，韩国产业化时期出台的家

族计划政策迎合了女性减少生育的期望。中韩两国形成期，女性劳动参与率提高

提供了相似的客观条件，难以解释两国保育实践上出现的差异，本研究认为家族

主义文化层面上的差异发挥了重要作用。

保育体制第二阶段过渡期，随着中国改革开放的深入，女性劳动参与率经济

改革初期呈现稳步上升趋势，进入九十年代，随着经济体制改革的深化和产业结

构调整力度加大，单位保障功能逐渐弱化，女性失业率逐年增加。受到市场化的

冲击，企业提出社会再生产负担论、阶段性就业，妇女回家话语再次登场，试图

让传统的家族主义卷土重来。但是，社会主义保育体制的经验所带来的历史因果

性在过渡期后延续，计划经济时期社会主义妇女解放逻辑阻碍了妇女回家的步

伐。体现在，中国女性职工忧虑职业中断拒绝延长产假，女界群起批判“阶段性就

业”制度化的消极影响。另一方面，随着单位体制逐渐衰退和计划生育政策全面实

施，单位托育服务也急剧萎缩。进入过渡期的中后期，中国保育实践的核心主体

逐渐从托育服务向隔代抚育转移。进入过渡期的韩国随着产业化的发展，已婚女

性的劳动参与率有所提高，法律层面上对公共保育的认知略有改善。伴随着韩国

社会核心家庭化与中产阶层的崛起，全职主妇的理想开始成为现实。家族主义抵

消了来自劳动市场对公共保育需求的压力。在这种背景下，职业女性的双重负担

开始成为公共议题，随之市场为中心的私立托育服务体制快速成形。综上所述，

过渡期的韩国，母亲保育的负担及压力并未减轻，但是法律政策层面开始讨论保

育公共性的问题。正是在此背景之下，制约公共保育形成的力量使全职主妇模式

成为历史遗产影响韩国社会至今。

进入低生育率期，比较中韩两国，虽有逐年上升趋势，中国养育3岁以下幼儿

的女性职业中断比率相对良好，而隔代抚育是支撑女性继续工作的主要力量。不

仅如此，从形成期、过渡期延续下来的历史遗产双职工模式与隔代抚育相结合，

本研究称之为“悖论公共性(paradoxical publicness)”。特别是，中国改革开放后

中国独生子女政策的少子化与建国后七十年不变的女性法定退休年龄为隔代抚育

营造了有利的条件。从2011年起，中国开始有条件放宽生育限制，直至2021年，

宣布实施一对夫妻可以生育三个子女政策，结果是政策并未出现预期的效果。中

国政府提出促进生育，发展普惠托育服务体系，试图强化生育与托育的相关性，

但是事实上，还停留在鼓励支持社会化托育的阶段。相反，韩国从2000年代初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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已经面临低生育率问题，低生育率带来的人口危机意识使韩国政府投入大量的财

政支出建立无偿保育制度，如今，韩国家庭的托育服务使用率居世界高位。即便

如此，女性劳动市场的状况与生育率并未改善，依托全职主妇模式，隔代抚育虽

从数量上有所减少，而依然是必不可少的要素。韩国政府推动的托育服务支持从

功能上起到了阻止女性劳动参与恶化的趋势，究其根本并未解决问题。本研究称

之为“补充公共性(supplement publicness)”。

在以上研究的基础上，回顾中韩两国保育体制的历史，保育体制可归纳为“女

性劳动中心模式(women’s labor-centered model)”与“低生育中心模式(low 

birth rate-centered model)”两种类型。“女性劳动中心模式”下，女性劳动市场

参与是决定保育实践的重要因素。女性劳动中心模式通过改变传统家族主义，使

“双职工模式”成为主流的家庭模式。而“低生育中心模式”选择低生育作为决定保育

实践的重要因素。陷于低生育危机的国家为了提高生育率，渴望通过实施公共保

育支持(托育服务、养育津贴、育儿假)改变局面。以解决低生育问题为目标的公

共保育发展模式因为无法改变该社会的家族主义，现代性别分工模式即“全职主妇

模式”会犹存。将女性视作生育力为出发点的低生育中心模式的保育体制在不改变

制度化家族主义的前提下，推动公共保育事业，扩大保育财政支出，其局限性显

而易见。综上所述，女性劳动中心模式的重心在于保护女性劳动，而低生育中心

模式的重心在于保护女性劳动者的“母职”。

本研究通过中等范围(middle-range)制度(劳动市场、生育政策、家族主

义、隔代抚育、托育服务、育儿假等)建构了保育体制的研究对象，从历史的纵向

视角论证了保育体制要素的历史因果性，从而展示了中韩两国保育实践的真实面

貌，以及与制度间的相互作用。本研究所运用的制度比较试图着眼于“社会性(the 

social)”的运作，在此基础之上，探究两国保育体制的相似与差异。

关键词：保育体制 保育公共性 家族主义 比较历史社会学 双职工模式 全职主妇

模式 中韩比较研究 隔代抚育 托育服务 女性劳动中心模式 低生育中心

模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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