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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OECD 33개국의 출산율

을 종속변수로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독립변수로 구조방정

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으

로 나타났다. 정책비용에 따른 효과를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았을 때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

비용에 따라 효과의 증감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지원비용에 따라 

일관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비용의 산정과 재정의 재분배 그리고 지원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하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질적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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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60년 최초의 피임약이 개발되었고 여성의 출산에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 후 인구학적요

인,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이삼식, 이지혜, 2011; 이인숙, 2005; 이현옥, 2011). 이는 세계적 추세로 

OECD(2011a)에 의하면 196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이 3.23명 이었으나 1995년에는 1.72

명, 2005년에는 1.65명으로 최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1960년 

합계출산율이 6.0명 이었으나, 1984년에는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정한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

로 하락하였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통계청, 2013). 2005년 이후에 

한국과 OECD 국가의 출산율이 다소 증가하여 2010년에 한국은 1.23명, OECD는 1.74명을 기

록하고 있다. 저출산은 미래의 생산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 가

능성과 잠재적 성장의 저해를 의미한다(김승권, 2003: 이삼식, 2005).

OECD 국가들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러 나라들 중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핀란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들이다. 스웨덴의 경우 1999년에 1.52명까

지 떨어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부터 1.98명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출

산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 주된 이유는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

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 참여간

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삼식, 최효진, 김윤, 김영아, 2009).

영국은 1960년 2.72명이던 출산율이 2000년에 1.64명까지 하락하였고 2010년에는 1.98명을 유

지하고 있다. 영국이 하락한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양육지원 정책에는 아동수당

제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다양한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등이 꼽히고 있다(정기혜, 김

용하, 이지현, 2012). 프랑스의 경우에도 1993년 1.65명으로 하락하였으나 지속적인 양육지원 

정책으로 2000년 1.99명까지 높아졌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양육지원 정책은 시민연대계약으

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민법상의 계약 부부에게 법률혼을 한 부부와 동등한 사회보

장혜택(지신정, 2012)을 주는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정책과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의 가족친화정책 그리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통한 양육의 경제적 보상 등이 있다. 핀란드의 

출산율도 1980년에 1.63명까지 하락하였으나 2010년에는 1.87명을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의 

양육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유급 출산 휴가와 유급 부모휴가 및 부친휴가 제도(Taipal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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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진료 서비스(Maternity Clinic Service), 아동 수당, 재가보육 보조금, 자녀양육 보조제

도 등이 있다(이윤진, 송신영, 2009).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핀란드의 

경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휴직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양육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지원 정책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

고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조성을 위한 정

책으로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확충,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OECD 보고서(Family Database와 Social Expenditure

Database)의 분류에 따라 양육지원 정책을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그리고 조세

혜택 정책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현금지원 정책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그리고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한다. 양육

수당이란 양육자의 양육노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고

(홍승아, 2005),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연령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동

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개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

급하는 사회보장 급여이다(홍승아, 2011).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이 발생하는 동안 가구의 

소득에 대한 지원도 현금지원 정책에 포함된다.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란 보육과 유아교육기

관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부모에게 주는 보육료 지원, 아동과 시설을 위한 보조비 지원,

가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 가정을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권미경, 도남은, 황

성은, 2012). 그리고 조세혜택 정책이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 세금혜택을 줌으로써 양육

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다자녀 가정 연금보험료 경감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은 특정 정책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부모에 대한 지원, 보육시설서비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조

세혜택까지 매우 다양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어 출산율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2007년 기준으로 위의 세 가지 지원방법 중 OECD 33개국 합계 평균을 기준으로 현금지원 

정책이 GDP의 1.22%로 가장 많이 지원되었고, 2009년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어 현금지

원 정책이 GDP 대비 1.41%,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GDP 대비 0.94%, 조세혜택 정책이 

0.27% 시행되었다. 전체 예산으로 살펴보면 2001년에는 GDP 대비 2.08% 지원되었으나 2009

년에는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GDP 대비 2.61%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육

지원에 대한 증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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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 총 12조 3,753억 원 중 저출산 분야가 5조 8,833억 원

(47.54%), 2011년 14조 3,500억 원 중 7조 3,950억 원(51.53%)으로 전년대비 25.7% 증가하였

다. 이러한 저출산 분야의 지원 증가는 2012년에도 지속되어 총 17조 1,578억 원 중 저출산 

분야가 9조 7,102억 원(56.59%)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31.3%가 증가하였다(대한민국정

부, 2011). 고령사회 분야가 2011년 대비 7.7%(0.5조)증가하고, 성장 동력분야가 전년과 동일

한 것에 비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 속에 상당한 예산

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고, 이렇게 투입되는 재정과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2006년부터 실행되어 도입된 정책들이 아직은 범

위가 제한적이고, 도입된 후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외국의 경우 출산율 변동에 대한 개별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유계숙, 2009).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가족수당이 출

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Gauthier(1998)와 스웨덴의 아동수당을 분석한 Kohler와 

Ortega(2002)는 작지만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분석하였고, Landais(2003)는 프랑

스의 가족수당 지급이 출산율을 5%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반

면 Kalwij(2010)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서유럽 16개국의 가족수당과 자녀양육비가 출산

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캐나다의 현금지원 정책을 

분석한 Duclos와 Lefebvre, Merrigan(2001)은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나 시기 효과인지 

가구규모 변화인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각 나라별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

과는 일관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유계숙(2009)은 출산은 정책이외의 다양한 

요인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연구자의 연구방법과 분석대상정책, 국가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양육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33개국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와 OECD Family Database에서 분류하고 있는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

책,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결

과를 토대로 효과성과 정책 지원비용의 변화를 함께 비교하였다. 양육지원 정책의 지원비용

은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각 정책마다 다르게 투입되고 있다. 지원비용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투입된 지원비용과 정책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비교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양

육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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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OECD 국가의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양육지원 정책 비용과 정책의 효과성은 어떠한가?

  

[그림 1] 가설경로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OECD 국가의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 

OECD 회원 가입국 33개국을 선정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은 34개국이나 터

키의 경우 원자료에 Data가 없는 관계로 3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33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

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핀

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칠레, 슬로베니아를 포함한다.

2.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 검색을 통해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와 ‘OECD Family Database’를 사용하였다. OECD 국가별 Data는 2년마다 각 국의 담당자

(Correspondent or Contactor)를 통해 자기보고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라마다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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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만 있는 정책들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다양한 재원을 

통해 이루어진 정책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하나의 재원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를 표준화

해 OECD에서는 각 항목 아래에 다양한 하위 항목들을 제시하고 각 국의 담당자가 해당 항

목에 Data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각 국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하였다(고경환, 2009).

1)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 SOCX)는 사회 정책의 지표

에 대한 필요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프로그램 수준에서 공공 민간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안정적이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SOCX는 총 사회 복지 지출

의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구성의 변화를 분석하기위한 독특한 도구를 제공한다. 주요 사회 정

책 분야는 노령, 유족, 무능력 관련 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택 

및 기타 사회 정책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에 해당되는 현금지원 정책, 보

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 지원을 GDP 대비 %로 전환한 Social Expenditure

Database(OECD, 2003), Social Expenditure Database(OECD, 2007)를 이용하였다.

2) OECD Family Database

본 연구에 사용된 OECD Family Database는 63가지 주요 특성에 따라 가족의 구조, 가족

의 노동 시장 위치,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공공 정책의 Data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표는 일

반적으로 원 데이터 또는 국가에 걸쳐 정보를 포함하고, 특정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정의와 

방법론, Comparability 및 데이터 문제, 소스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OECD Family Database의 장점을 이용해 본 연구에서는 Family Database(OECD,

2011, 201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 정

책의 지원은 GDP 대비 %로 환산되어 있다.

3) 연구자료 기간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패널자료(이삼식, 최효진, 정혜은, 2010; 정성호, 2012; 최성은, 우석

진, 2009; 최준욱, 송헌재, 2010)와 설문지(노원, 문상호, 2010; 이명석 외, 2012; 이충환, 2012;

이충환, 신준섭, 2013)를 이용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후속출산 계획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행된 정책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시행된 정책의 수용으로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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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개월 이상 길게는 2, 3년이 소요 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이 시행된 각 

년도를 중심으로 3년 뒤의 출산율을 연구자료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단, 2009년의 경우 2011

년과 2012년의 OECD 출산율 데이터가 아직 수집되지 않은 관계로 2009년과 2010년을 연구

자료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3. 자료 분석

1)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구조방정식 모형이란(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특정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

모형 이론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확증적인 (Confirmatory) 형태의 모형에서, 상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와 그 유의성을 검증하는 모형을 말한다(허준, 2013).

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증분적합지수

(Incremental Fit Index),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를 살펴볼 수 있다. 간명적합

지수(Parsimonious Fit Index)는 모수가 많아 복잡한 모형일 때 적합도를 판명하기 위한 지

수로 본 연구는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것으로 비교적 모형이 간단하여 간명적합지수는 생략하였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와 각 

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Amos 7.0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OECD 33개국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1, 2003, 2007,

2009년의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1. 양육지원 정책의 효과성

본 연구에서 각 연도별(2001, 2003, 2007, 2009)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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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본 최종모델의 적합도 결과는〈표 1〉에 나타내었다. 적합도결과 본 연구의 연도별 구조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MSEA는  통계량의 한계를 교정하기 위해 만

들어진 적합도 지표로 .05∼.08의 값을 가지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08이하

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를 만족시키는 결과는 각 연도별 모형에서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즉, 종속변인인 연도별 출산

율에 직․간접적인 경로에 변화가 있었으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되었던 경로들 중에서 

유의미한 경로와 그렇지 않은 경로도 발견되었다.

<표 1> 각 연도별 모델의 적합도 검증 결과(2001∼2009)

적합도지수  df RMR IFI TLI CFI RMSEA

2001 24.0 6 .010 .922 .796 .918 .020

2003 3.7 6 .002 1.009 1.024 1.000 .000

2007 1.9 6 .001 1.013 1.049 1.000 .000

2009 .00 2 .001 1.012 1.099 1.000 .000

양호정도 <.50 >.90 >.90 >.90 <.08

1) 2001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2001년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간접 효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10%이며, 조세혜택 정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3%로 이를 더한 총 효과는 -7%로 나타났

다. 2001년 현금지원 정책이 조세혜택 정책에 미친 효과는 -15%로 나타났다. 2001 보육시설

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34%이며, 조세혜택 정책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는 0.16%로 이를 더한 총 효과는 34.16%로 나타났다. 2001년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2%로 나타났다. 이로써 2001년에는 양육지원 정책 중 보육시설서

비스 정책의 효과가 현금지원 정책 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2001년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각 변인간의 직·간접 효과를 자세히 나타내었다. 2001년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최종모델을〔그림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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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2002 e1.99

2003 e2
1.00

D1
현금2001

조세2001

서비스2001

2004 e3

.99

D2

-.15

-.08

-.02

-.10

.34

.24

[그림 2] 2001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최종모델

<표 2> 2001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출산율 최종모델 경로계수

Estimate S.E. C.R. P

현금2001 → 조세2001 -.051 .075 -.679 .497

서비스2001 → 조세2001 -.032 .085 -.378 .706

조세2001 → 출산율 -.025 .251 -.101 .919

현금2001 → 출산율 -.044 .090 -.494 .621

서비스2001 → 출산율 .171 .102 1.680 .093

출산율 → 출산율2002 1.000

출산율 → 출산율2003 .994 .026 37.635 ***

출산율 → 출산율2004 .951 .043 22.141 ***

*p〈.05, **p〈.01, ***p〈.001.

<표 3> 2001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각 변인간의 직·간접 효과                 단위: %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현금지원 정책 → 출산율 -10 3 -7

현금지원 정책 → 조세혜택 정책 -15 -15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 출산율 34 0.16 34.16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 조세혜택 정책 -8 -8

조세혜택 정책 → 출산율 -2 -2

2) 2003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2003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현금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27%이며, 조세혜택 정책을 매개로 한 간접효

과는 -2.16%로 이를 더한 총 효과는 24.84%로 나타났다. 2003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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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21%이며, 조세혜택 정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63%로 이

를 더한 총 효과는 21.63%로 나타났다. 2003년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9%로 나타났다. 이로써 2003년에는 양육지원 정책 중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가 보육

시설서비스 효과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각 

변인간의 직·간접 효과는 <표 5>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출산율

2004 e1.99

2005 e2
1.00

D1
현금2003

조세2003

서비스2003

2006 e3

.99

D2

-.24

.07

.09

.27

.21

.17

[그림 3] 2003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최종모델

<표 4> 2003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출산율 최종모델 경로계수

Estimate S.E. C.R. P

현금2003 → 조세2003 -.080 .063 -1.260 .208

서비스2003 → 조세2003 .036 .102 .352 .725

조세2003 → 출산율 .092 .191 .481 .630

현금2003 → 출산율 .096 .066 1.466 .143

서비스2003 → 출산율 .122 .103 1.186 .236

출산율 → 출산율2004 1.000

출산율 → 합계2005 1.005 .028 36.401 ***

출산율 → 합계2006 1.007 .036 27.669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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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03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각 변인간의 직·간접 효과                  단위: %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현금지원 정책 → 출산율 27 -2.16 24.84

현금지원 정책 → 조세혜택 정책 -24 -24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 출산율 21 0.63 21.63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 조세혜택 정책 7 7

조세혜택 정책 → 출산율 9 9

3) 2007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2007년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간접 효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

로 나타났고, 조세혜택 정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4.48%로 이를 더한 총 효과는 4.48%로 

나타났다. 2007년 현금지원 정책이 조세혜택 정책에 미친 효과는 -32%로 나타났다. 2007 보

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38%, 조세혜택 정책을 매개로 한 간

접효과는 0.42%로 이를 더한 총 효과는 38.42%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

에 미친 영향력은 p값이 .024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1.4%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2007년에는 양육지원 정책 중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가 현금지원 정책 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최종모델을〔그림 4〕에 

제시하였다.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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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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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2
1.00D2

-.32

.03

-.14

.00

.38

.30

2010 e3

1.00

[그림 4] 2007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최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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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07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출산율 최종모델 경로계수

Estimate S.E. C.R. P
현금2007 → 조세2007 -.127 .073 -1.748 .081

서비스2007 → 조세2007 .017 .104 .161 .872

조세2007 → 출산율 -.188 .230 -.817 .414

현금2007 → 출산율 -.002 .094 -.021 .983

서비스2007 → 출산율 .287 .127 2.256 .024

출산율 → 출산율2008 1.000

출산율 → 출산율2009 1.008 .018 55.067 ***

출산율 → 출산율2010 1.007 .024 41.678 ***

*p〈.05, **p〈.01, ***p〈.001.

<표 7> 2007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각 변인간의 직·간접 효과                단위: %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현금지원 정책 → 출산율 00 4.48 4.48

현금지원 정책 → 조세혜택 정책 -32 -32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 출산율 38 0.42 38.42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 조세혜택 정책 3 3

조세혜택 정책 → 출산율 -14 -14

4) 2009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2009년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간접 효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8%

로 나타났고, 조세혜택 정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2.43%로 이를 더한 총 효과는 10.43%로 

나타났다. 2009년 현금지원 정책이 조세혜택 정책에 미친 효과는 -27%로 나타났다. 2009년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41%이며, 조세혜택 정책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1.53%로 이를 더한 총 효과는 42.5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1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09년에는 

양육지원 정책 중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현금지원 정책 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최종모델을〔그림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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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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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9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최종모델

<표 8> 2009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출산율 최종모델 경로계수

Estimate S.E. C.R. P
현금2009 → 조세2009 -.098 .062 -1.573 .116

서비스2009 → 조세2009 -.088 .089 -.991 .322

조세2009 → 출산율 -.103 .204 -.504 .614

현금2009 → 출산율 .037 .073 .511 .609

서비스2009 → 출산율 .254 .101 2.501 .012

출산율 → 출산율2009 1.000

출산율 → 출산율2010 1.011 .037 27.649 ***

*p〈.05, **p〈.01, ***p〈.001.

<표 9> 2009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각 변인간의 직·간접 효과                단위: %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현금지원 정책 → 출산율 8 2.43 10.43

현금지원 정책 → 조세혜택 정책 -27 -27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 출산율 41 1.53 42.53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 조세혜택 정책 -17 -17

조세혜택 정책 → 출산율 -9 -9

지금까지는 각 연도별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에 미치

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각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

과와의 종합적 변화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로 살펴보았다.〔그림 6〕에 나타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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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1년에는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가 34.16%로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2003년에는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보다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가 

3.21%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는 

4.48%로 감소하였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는 38.42%로 증가하였다.

2009년의 경우에는 현금지원 정책 보다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가 

32.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에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총 효과

(2001∼2009)를 자세히 제시하였다.

                                        단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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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조세혜택

[그림 6]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총 효과(2001∼2009)

2. 양육지원 정책 지원비용과 효과

지금까지 연도 별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총 효과를 살펴보았다면, 다음은 현금

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의 각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를 정책 

지원비용, 즉 지원된 비용과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았다. 이는 정책 지원비용에 따른 정책의 

효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즉, 지원된 비용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

지 지원비용 이외의 또 다른 변수가 있는지 각 정책별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살펴보았다.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와 정책 지원비용(GDP 대비 %)을 연도별로 살펴

보았다. 현금지원 정책은 정책 지원비용에 따라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가 일관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과 비교하여 GDP 대비 0.06% 증가한 2003년에는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가 17.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3년과 비교하여 GDP대

비 0.08% 정책이 감소한 2007년에는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도 20.36% 감소

한 4.48%로 나타났다. 현금지원 정책이 2007년과 비교하여 GDP대비 0.19% 증가한 2009년에

는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가 5.95% 증가한 10.4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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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지원비용에 따라 출산율에 미치는 총 효과가 증감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금지원 정책이 반드시 지원비용에 따른 영향만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지원비용의 증감에 따른 총 효과가 일정한 양으로 증감하고 있지 않다

는 것이다 즉, 지원비용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 그 효과가 더 증가

하기도하고 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예로 2001년의 경우 현금지원 

정책이 GDP 대비 1.24%가 지원되었음에도 현금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직접효과는 

-10%, 간접효과는 3%로 나타나 이를 더한 총 효과는 -7%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비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원

인을 찾기 위해 경제성장율과 GDP를 함께 살펴보았다. 2000년 세계 경제성장율이 4.01%에

서 2001년 2.88%로 감소하였고, GDP도 2000년에 191.20십억$에서 2001년 189.99십억$로 감

소하였다. 즉,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GDP가 감소하면서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현금지원 정책의 총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비용에 따라 총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증감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음〔그림 7〕에 2001년부터 2009

년까지 현금지원 정책과 총 효과의 변화를 자세히 제시하였다.

                                                                단위: %,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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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현금지원 정책 지원비용과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 (2001∼2009)

                

현금지원 정책과 달리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를 살펴보면 정책비

용과 효과성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2009년의 경우에는 정책비용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2003년의 경우 2001년에 비해 정책이 GDP 대비 0.27% 증가하였으나 보

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는 12.53%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7년

의 경우도 2003년과 비교해 정책은 GDP 대비 0.12% 감소하였으나 반면 보육시설서비스 정

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는 16.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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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는 정책비용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하지만 더 큰 영향을 받는 다른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2006)에 의하면 보육시설서비스는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보육시설서비

스 정책은 부모의 원활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

하게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목

적 아래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경우 지원되는 정책비용, 즉 지원비용 

보다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좌우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얼마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

게 하는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다양성과 포괄성 그리고 보육시설서비스의 질 등이 출산율 

제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경제연구원(2013)이 2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 보고서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1980년 이전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이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1990년 이후 양(+)의 관계로 전환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

원하는 제도와 양성평등의 고용 문화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의 동반 상승 현상이 두드러졌다. 예를들면, 뉴질랜드, 미국, 스웨덴, 영국, 프랑스, 호주의 경

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면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게 나타나는 반면, 그리스, 독

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체코, 한국 등의 저출산 국가들은 여성경제활동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때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정책 양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

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다음〔그림 8〕에서는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2001∼2009)를 제시

하였다.

                                                                   단위: %,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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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지원비용과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200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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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혜택 정책은 현금지원 정책이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과 달리 정책비용도 적고 정책 

양의 변화도 크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혜택 정책은〔그림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조세

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총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의 

경우 2001년과 비교해 조세혜택 정책이 GDP 대비 0.01% 감소하였으나 조세혜택 정책이 출

산율에 미친 총 효과는 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의 경우에도 조세혜택 정책은 

2003년에 비해 GDP대비 0.03% 증가하였으나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는 

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세혜택 정책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

에 의해 나타나는지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는 없었으나 지원비용과는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단위: %,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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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조세혜택 정책 지원비용과 출산율에 미친 총 효과(2001∼2009)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OECD 33개국의 2001년, 2003년, 2007년, 2009년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으로 살펴보았다.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현금지원 정책은 2001년, 2003년, 2007년 2009년 양육지원 정책 중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나 조세혜택 정책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나 출산율에는 보육시설서비

스 정책에 비해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로 첫째, 지원방법과 비용에

서 찾을 수 있다. 전체적인 지원비용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원방법이 아동

수당의 경우 16∼18세까지 나누어 매월 지급되다 보니 실제 받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15년 이상을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받다보면 그에 대한 체감도는 당연히 떨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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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둘째, 지원의 증가량이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금지원 정책은 연구문제 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원비

용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정책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수당의 지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유계숙(2009), 장혜경(2004)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

이한다. 이는 현금지원 정책의 목적이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비용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비용이 얼마나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 하였는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지원 정책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김수정, 2006; 김현숙, 류덕현, 민희철, 2006; 유

해미, 서문희, 한유미, 김문정, 2011; 최성은 외, 2009; 홍승아, 2011)들도 있다. 즉, 많은 현금

이 부모에게 직접 지원될 경우 지원되는 현금에 의지하여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하지만 그 이상 현금지

원을 확대하였을 경우 여성의 노동권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현금지원에 대한 확대가 크지 않

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해미 외(2011), 최성은, 우석진(2009)은 현금지원 정

책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지원대상과 범위, 금액 등에 대해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셋째, 현금지원 정책이라 해서 지원비용의 영향만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2001년 현금지

원 정책이 GDP 대비 1.24%가 지원되었음에도 총 효과가 -7%로 나타난 것에서 다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세계 경제성장율이 4.01%에서 2001년 

2.88%로 감소하였고, GDP도 2000년에 191.20십억$에서 189.99십억$로 감소하였다. 이는 상

대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같은 비용이라 할지라도 부모들의 양육 부담완화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고 이러한 낮은 체감도는 효과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1년, 2003년, 2007년, 2009년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

식으로 살펴 본 결과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정책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2001년에는 출산율에 34.16%,

2003년에는 21.63%, 2007년에는 38.42%, 2009년에는 42.53%의 효과를 나타냈다. 보육시설서

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사회적 

변화와 배경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본

격화 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부담 완화등 사회적 배경과 함께 실수요자의 요구가 반영

되어 함께 성장한 정책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인해 돌봄 및 가족지원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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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였고(김은영, 2010; 진선미, 장용석, 강은나, 2011), 보육시설서비스는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부각되기도 하였다(최은영,

2007).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지원비용 보다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

여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이 달라지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된다. 실제 2000년대 이후 

OECD 국가의 여성경제활동 참여는 꾸준히 증가 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핀란드의 경

우 2002년 여성 경제활동참여 인원이 1,259천명이었으나 2008년 1,304천명으로 증가하였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2002년 12,465천명에서 2008년 13,29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영국의 경우에

도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2001년 13,212천명에서 2008년 14,246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

한 현상은 한국도 비슷하다. 2001년 9,299천명이었던 여성경제활동 참여인구는 2012년 10,609

천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민희철 외(2007), 이정원(2009), 조명덕(2010), Sleebos(2003)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

동이 출산 단절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한바 있다. 즉, 보육시설

서비스 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출산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율

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질적 보육시설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적 보육시설서비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반드시 해결해

야할 과제라 사료된다.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각 나라별로 보육시설서비스가 매우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각 나

라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1980년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지속적으

로 증가했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어 사설 어린이집까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아동 돌봄의 유형을 다양화하였다(최연혁. 임재영, 2012). 가정보육을 중요시하여 

현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영국은 아동 보육을 개인의 사적인 역할로 간주해 오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왔고 2004년 아동보육 10개년 전략을 발표하여 보

육의 공공성을 견고히 하였다. 영국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비공

식 보육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자녀를 돌볼 경우도 이를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다(Smith 외, 2010). 프랑스의 경우에도 보육시설서비스는 크게 시설 보육, 가정

보육, 개인보육으로 나누어지며, 공보육 정책과 사 보육 정책이 잘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각 

나라별로 다양한 보육시설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다양

한 요구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부모의 가치관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을 연구한 서문희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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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당을 보육료 수준과 같이 0세 39만원, 1세 35만원, 2세 28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할 경우 

가정에서 돌본다고 응답한 경우는 23.9%에 그쳤고 계속해서 보육시설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70.7%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감소보다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요구, 부모들의 돌봄과 양육자체에 대한 어려움,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 등 여러 가지 요

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방향이 좀 더 포괄적

이고 다양한 부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질적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때 여성의 경제활

동이 출산 단절로 이어지지 않고 일과 가정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여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세혜택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01, 2003, 2007, 2009년의 조세

혜택 정책을 독립변수로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구조방정식을 실시한 결과 조세혜택 정책은 

세 정책 중 출산율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혜택 정책이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원방법과 액수, 시기 등 여러 가지 면에

서 현금지원 정책이나 보육시시설서비스 정책과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와 OECD 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23개국 

중 10개국(43.48%)은 조세혜택 정책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2003년에는 OECD 29

개국 중 14개(48.28%) 국가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5개국(51.72%)는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혜택 정책도 시간의 흐름 속에 정책이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2009년에는 OECD 33개국 중 12개 국가(36.36%)는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실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금지원 정책이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과는 달리 지원 비용이 크지 않

다. OECD 합계 평균으로 살펴보았을 때 2001년에는 현금지원 정책의 ⅙수준에서 지원되었

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⅓ 수준에서 지원되었다. 이러한 지원간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

지 않아 2009년에도 현금지원 정책의 ⅕수준에서 지원되었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⅓이 

안 되는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현금지원 정책의 아동

수당이나 양육수당 그리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지원이 보편적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조세혜택 정책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물론 나라

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영국),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

라(프랑스, 핀란드)들도 있다. 조세혜택 정책의 이러한 지원비용과 방법을 통해 보았을 때 현

금지원 정책이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과는 또 다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 틀에

서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자녀양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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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OECD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OECD 데이터는 각 국에서 해당 지표를 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2차적 

자료로 정책에 대한 정의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세부적인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OECD

회원국의 양육지원정책과 출산율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첫째, 각 나라의 양육지원 정책은 문화와 역사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각 나라의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육지원 정책은 큰 틀에서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으로 

구분되지만 세부적인 틀에서 보면 매우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부 

정책들의 효과성을 출산율과의 관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기간을 2001년부터 2009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이 시기 사회적 배경

의 영향으로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기간을 

달리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2009년 이후의 양육지원 정책은 한국을 비롯해 다

른 나라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09년 이후의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

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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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care support

policies and the birth rate in 33 OECD countrie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he

birth rate was the dependent variable while the cash-support policies, the child-care

facility service policies, and the tax benefits policies were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ost effective factor on the birth rate was the child-care facility

service polici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expenses, the cash-support

policies showed stable fluctuation of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fluctuation of cash

amount, the child-care facility service policies. In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ash-support policies, the adequate cost calculation to decrease the

parents' burden for child-bearing, re-allocation of budget, and support methods and

timing should be continually discussed. In addition, for the better effectiveness of the

facility service policies, more various, comprehensive and high-quality facility service

policies that could balance home and work,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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