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책임주의와 싱가포르 Social Development 
Network의 역할과 위상

김명희
삼육대학교 스미스 교양대학 

The Marriage Stewardship and the Role and Status of Social 
Development Network in Singapore

Myung-Hee Kim
Smith College of Liberal Arts, Sahmyook University

요  약 이 논문은 싱가포르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결혼장려정책’을 도입하고 실행주체인‘Social Development Network’ 
(사회개발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처해왔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Social Development Network는 
결혼에 대한 싱가포르의 국가 책임주의를 잘 드러내는 조직으로서 출범부터 고학력 여성의 독신 증가와 출산력 저하라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발전해왔다. Social Development Network의 전신은‘Social Development Unit’(SDU)이며 이후에 발
족한 ‘Social Development Service’(SDS)를 흡수하여 2009년 Social Development Network로 재탄생했다. 출범 시 
Social Development Network는 상업적 결혼대행기관들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추진
해오다가 2006년부터는 민간업체들에게 데이트와 중매 서비스 활동을 위임하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집중해왔다. 이 
논문은 문헌분석을 활용하여 싱가포르 결혼장려정책의 지원주체로서 결혼에 관한 책임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출범 이후 현
재에 이르는 Social Development Network의 위상과 역할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회적 경험을 하고 있는 한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주제어 : 출산 장려, 사회개발네트워크, 책임주의. 결혼중매기관, 저출산율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how Singapore has adopted the ‘Marriage Promotion Policy' for resolving the 
low birthrate and how it has been using the Social Development Network (SDN) to cope with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Social Development Network is an organization that shows Singapore's national stewardship to 
marriage, and has developed from the beginning to the social phenomenon of increasing number of highly 
educated women and decreasing fertility. The predecessor of Social Development Network is ‘Social 
Development Unit’ (SDU), absorbed the ‘Social Development Service’ (SDS) that was launched later, and 
reborn as Social Development Network in 2009. At its inception, Social Development Network has been 
recruiting and organizing its own memberships without the help of commercial marriage agencies, and since 
2006 has been dedicated to delegating dating and matchmaking services to private companies and supporting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using literature analysis is to analyze the status and role of Social 
Development Network from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of marital stewardship to the present, and to suggest 
meaningful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has the same soci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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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싱가포르는 1990년대이미저출산에직면한국가로서

지금도여전히낮은출산율을유지하고있으나국가지도

자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Social Development

Network(사회개발네트워크, 이하 SDN)를 중심으로 결

혼장려 및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해왔다[1].

한국처럼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기를 낳지 않는 문화

적 전통을 지닌 싱가포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자녀 출산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이미 싱가포르 정부

당국은 결혼 없이는 출산도 없음을 인식하고 일찌감치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장려정책을 추진해왔다. 특

히 2008년 저출산정책을 결혼과 가족계획장려정책으로

전환하여 “Marriage & Parenthood(M&P)” 종합계획에

따라결혼한가족과독신등의대상집단에대해예산과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이미 고학력 독신여성들

을 위한 국립 결혼중개사무소였던 Social Development

Unit과 비대졸자를 포함하는 결혼 장려 기관인 Social

Development Service를 통합하여 Social Development

Network를 출범시켰다. SDN은미혼젊은이들이인생의

파트너를 만나도록 지원해주는 기관으로 민간 중매기관

(private match-making agencies)들을 결혼중개 파트너

로 인정하고 이들과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

는 명실상부한 데이트 네트워크 센터(dating network

center)이다.

물론 SDN이 출범했다고 하여 싱가포르 혼인율과 출

산율이 하루아침에 증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독신들의

대다수가현재미혼인이유로서이상적인파트너를만나

지 못했다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출산으로 연

결되는 결혼문화 조성 및 추진체계의 구축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고판단된다. 다만한국의경우, 경기불황의여

파로 당장 생계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결혼은 사치고

심지어 자녀 출산은 아예 인생 계획에서 제외하는 세태

이다 보니 정부의 성공적인 출산정책 수립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한국의 일부 청년과 장년 세대들은 싱

가포르 국민들과 달리 이상적인 배우자 만남에 대한 욕

구보다는결혼을곧손해로동일시하고이성과의만남과

결혼을 부인하며 자녀 출산마저 죄악시하는 등 잘못된

결혼관을 갖고 있어서 문제해결을 더욱 더 어렵게 한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한국의 젊은 남

녀들중에결혼후부부맞벌이를당연시하고가사및육

아도 부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믿는 건전한 인생관을 가

진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결혼의 경제적

장점은 미혼 남녀가 혼인을 통해 가족을 이루면 소득이

늘어나고독신시절낭비하던생활패턴이규모있는소

비생활로 바뀌면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데 있다. 성스

런결혼은투입대비산출이라는수치중심의효율성공

식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현대인의 자본주의 시각을 놓

고 볼 때 산술적으로 합리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매력적

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 정부 입장에서 기존 저출산 사업

에대한예산지원의효과가매우미미하기때문에저출

산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대안들을 투입해야 하

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30년 간 이성 간 만남을 촉진

하고 결혼 성공 확률을 높여 저출산에 합리적으로 대처

해온 싱가포르 SDN의 사례는 한국의 다양한 저출산 대

안 마련에 충분히 함의가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이논문은책임주의(stewardship) 관점에서사적영역

인결혼에대한싱가포르정부의개입에초점을두고결

혼장려 주도 기관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위상과 역

할을논한다. 이를 위해문헌을토대로 SDN의 추진체계

로서의연혁및 왜싱가포르정부가젊은이들의결혼에

개입하여장려하게되었으며출범후 30여 년 만에이루

어진 유관 조직들 간 통합의 배경, 그리고 SDN이 거둔

성과와 영향을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여 한

국의저출산대안제시에일조를하고자한다. 분석을위

해싱가포르정부의공식보고서와통계자료, 뉴스기사,

저널 논문 및 발표자료, 정부부처 웹사이트 및 국내·외

논문 등의 관련 문헌들을 참조한다.

2. 책임주의의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2.1 결혼제도와 책임주의의 의미 
Mary Shanley는 저서 “정당한 결혼(Just Marriage)”

에서 결혼은 공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한 결합이며 따라

서국가는결혼제도유지를통해결혼및가족에관련된

구성원들간의평등하고공정한관계를유지하는데초점

을 두어야 한다는 결혼에 대한 국가 책임주의를 강조했

다[2]. 즉, 국가는결혼법과가족법을유지할책임이있으

며 적극적으로 결혼에 개입해야 결혼 및 가족관계에서

진정한 평등과 정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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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 개념의 뿌리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

을창조물의관리인(steward)으로지명했는데이슬람코

란에도 이러한 내용이 등장한다. 구약은 선지자 요셉의

이야기에서 관리인을 이기심 없는 하인으로서 소유하지

않고 자산을 관리하고 장래의 추세를 예견하고 대규모

계획을 고안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신약은 이러

한개념에기초하여가치있는것을부여받은사람은그

것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3].

관리자와 조직에 관한 이론들 가운데 책임주의를 다

룬이론들이늘고있다[4]. Simon(1991)은 인간의본질을

규정하고실제현실적인조직에서무엇이인간을동기부

여하는지를 연구해왔으며[5], 같은 맥락에서 Donaldson

과 Davis(1991)는 대리인 이론에서 파생된 인간의 동기

부여에 대한 가설에 도전하는 기업 거버넌스 이슈를 다

루면서 책임주의 이론(stewardship theory)을 발전시켰

다[6]. 책임주의 이론에서 관리인(steward)은 청지기로

번역되기도 하며 이론적으로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과 비교된다. 책임주의이론이조직관리자들에게

강한소속감을부여하고심리적주인의식을바탕으로관

리인(steward)으로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주인-

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은 조직 관리자들이

주인의 희생을 대가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무엇보다 책임주의 개념은 보건 분야 연구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2000년 ‘세계보건보고서’(World Health

Report, 이하WHR)는 보건제도의기능을 1) 서비스전달

2) 자원창출, 3) 재원조달, 그리고 4) 책임주의라고 규정

하였다. WHR은책임주의를 “인구의복지또는국가보건

의 효과적인 위탁 정신의 신중하고 책임성 있는 관

리”(careful and responsible management of the

well-being of the population or effective trusteeship of

national health)로 정의한다[7]. Kass and Armstrong은

책임주의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기보다 서비스

활동을통해더큰조직의복지에책임을지려고하는의

지”(willingness to be accountable for the well-being of

the larger organization by operating in service rather

than in control of those around us.)라는 좀 더 관리적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3].

개념을종합해보면책임주의는거버넌스(governance)

와 유사하며 서로 다른 공식적, 비공식적 행위자들을 포

함하여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실행되는 의사결정과정을

뜻한다. 다만맥락상미묘한차이가있어책임주의가좀

더 정치지향적이라면 거버넌스는 기술지향적이다[8]. 책

임주의이론은대리인이론과는전혀다르게좀더윤리

적인 좋은 거버넌스 개념에 기초한다[3].

2.2 분석틀
이 논문은 싱가포르 정부의 결혼 책임주의에 토대를

둔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SDN을 관리인

(steward)으로, 독신자를 주인(principal)으로 설정하고

분석요소로서 Travis et al.(2002)의 책임주의를 평가하

는 6가지하위기능(domain)을 적용한다[9]. 시기적범위

는 1984년 SDU 발족과 2009년 통합 SDN을 포함하는

2017년 현재까지로 하여 조직의 변화과정을 다룬다.

Analysis element Content

Generation of intelligence
Ensuring that all actors have access
to the information needed to
achieve the organization's goals

Formulating strategic policy
direction

Ensuring policy adaptability to the
changing environment of the future

Ensuring tools for
implementation: powers,
incentives and sanctions

Ensuring compliance between
policies, organizations and cultures,
including laws, regulations, rules
and regulations, and standards.

Building and sustaining
partnerships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teraction with
private compani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ooperation)

Creating a fit between policy
objective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ulture

The environment and culture that
the steward can work soundly, and
the whole system and framework
are in line with the policy objectives
and there is a clear communication
line

ensuring accountability

Administrative ministries, bureaucrats
as the stewards and private
suppliers have to fulfill accountability
for their work and services

<Table 1> Analysis framework

3. Social Development Network의 
변화과정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연방에서 독립한 도시국가

로 2012년 현재 인구가 535만 여명이다. 한 때 합계출산

율이 4.5명으로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출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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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후 정책 효과로 출산율이 감소

하면서 1975-1976년에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도달했

다. 막상출산율이 1987년 1.6명이되자싱가포르정부는

1980년 가족계획사업을 중단하고 인구정책을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했다[10].

리관유(Lee Kuan Yew) 초대수상은 1984년국가발전

에 기여할 가능성이 많은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의 만혼

과 독신을 우려하여 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인

구의질향상프로그램’을도입하였다. 특히재정부산하

에 ‘사회개발부’(Social Development Unit,이하 SDU)라

는 부서를설치하고정부가직접고학력미혼남녀의만

남을 주선하였다. SDU 출범에 앞서 ‘결혼대토론’(Great

Marriage Debate)‘이라는 제하의 치열한 사회적 담론이

있었다. 1983년 국경일 연설에서 당시 수상이었던 리관

유는독신대졸자들의증가는결국매년 400명의유능한

국민들을 잃게 되는 것임을 강조했다[11]. 리 수상의 연

설은 재능(talent)이란 생각했던 것만큼 교육되는 것이

아니며대졸여성의자녀출산부족이결국경제중단및

사회의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12].

1980년에 실시된 인구조사(census)에서 고등교육을

받은많은여성들이 40세 이상인데도미혼이고자녀수와

교육수준 간에 상반관계(inverse relationship)가 있음이

밝혀졌다[13]. 당시 재정무역산업부의 Tony Tan 박사는

다음 두 가지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첫째 지방거

주 남자는 자기보다 낮은 학력을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

둘째, 대졸 여성은 결혼상대자인 남자가 자신보다 더 많

이교육받았거나최소한자신과동등한학력자이기를선

호한다. 이에 따라 SDU는 1984년독신남자와여자에게

교제할기회를제공하기위해출범했다. 이기관의또다

른 목적은 독신인 다수의 고학력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

공적인 담론을 촉진하는 것이었다[14].

처음 발족시 SDU의대상자는대학졸업자에국한했

다. 정부는 평생 배우자를 찾는데 지원이 필요한 집단은

여성 대졸자라고 발표함으로써 엘리트적 접근방식을 취

했다. SDU에의 회원가입은 무료로 혼인이 성사될 때까

지유지되었으나데이트비용의일부는 SDU에서지원하

고 일부는 본인이 지불했어야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비

대졸자들이배우자를찾는데큰어려움이없다고판단했

으나 SDU 발족 1년 후 비대졸자들의 결혼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Social Development Service, (사회개

발서비스, 이하 SDS)를설립했다. 마침내 2009년 1월 28

일 SDU와 SDS를합병하여한시적으로 SDU-SDS로 불

리다가 단일조직인 ’Social Development Network‘(사회

개발네트워크, SDN)으로 출범하면서 분산되어 있던 자

원이 통합되고 자체 구성회원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로 묶어 관리하게 되었다[15].

현재 SDN은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산하 부서이며 2007년부터 데이

트 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실시하여 업체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결혼 촉진 및 미혼과 비혼문제 해결

에 대처해오고 있다.

SDN초기의성과는미미하여 1984년부터 1985년 1년

사이에 단 2건의 결혼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결

혼성사건수가지속적으로늘면서 10년뒤에연평균약

1000여 건이되었다. 1999년 2,789건, 2003년 4,050건이었

으며발족후 20년 간 33,000명 이상의회원이결혼에성

공했다고 보고되었다[16].

2009년 합병 이후 SDN은 2012년과 2016년 Marriage

and Parenthood Survey를 실시해왔는데 2016년 결과에

서 21-35세 독신의 83%가 결혼할 의사가 있고 10명 중

6명은 진지한 데이트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혼남녀들

의 대다수가 2-3명의 자녀 갖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17]. 이 서베이에서 독신들의 상당수가 결혼하고 싶어

하며 파트너를 만나는데 관심이 있다는 의미는 지난 30

년 간 SDU-SDS-SDN으로 이어지는 결혼문화 붐 조성

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책임주의 관점에서 싱가포르 Social 
Development Network의 위상과 

역할
4.1 미혼 남녀들에게 결혼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 기회의 제공
SDN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미혼남녀가 새로운 파트

너를만날수있도록폭넓은네트워크를제공하고있다.

SDN은모든싱글들이독특하고서로다른삶을살고있

음을인식하고남녀간교제를발전시키기위해패션요

령부터 데이트 아이디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보와

자원을제공하며다양한활동과프로그램들을운영중이

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크게 세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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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첫째, 미혼남녀들을 위한정보, 둘째, 데이트정보업체

를 위한 정보, 셋째, 파트너십 기금 활용에 관한 정보 등

으로 이가운데 ‘For Singles’에서 다양한 데이트프로그

램, 회원을 위한 채팅방, 데이트 상담, 회원 개인 프로필

공유, 주제별 포럼, 대인관계 및 데이트 성공 관련 문헌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다. 책임주의 관점에서 주인(미혼

남녀)이웹페이지및앱상에서결혼에관한최대한다양

하고많은정보를입수할수있도록 SDN은성실한관리

인의 역할을 수행한다[18].

4.2 중앙정부 부처로서 출산장려 지원을 전제로 
한 결혼에 대한 높은 비전과 미션 제시 

SDN의비전은 “결혼을장려하고미혼남녀들이최고

의인생목표중하나로결혼을소중하게생각하는문화

조성”이며 사명은 “신용 있는 선도 기관으로 대인관계

기술과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

톱 자원센터(one-stop resource center)”에 두고 결혼이

성사되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18].

4.3 Partner Connection Fund(PCF)를 토대로 
한 정책실행 수단 확보

SDN은결혼정보업체들이좀더전문성을향상시키도

록 파트너 연계 펀드(PCF)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이

펀드는 신규 회원을 확보하는 결혼정보업체들의 창업을

지원하고전문성향상을위해노력하는업체들을지원하

는일종의정책실행수단으로서다양한 ICT시스템, 중매

및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분야별 상담서비스, 전

략적 마케팅 캠페인, 훈련비용 등에서 비용을 지원하며

업체들이제출한사업계획서를토대로대상업체를선정

한다. 펀드 이용 범위는 미혼남녀들에게 양성 평등적 사

교를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나 활동에 참여하고자하는

기업이면 크기와 상관 없이 대상이다. 또한 지방에서 사

업을늘리거나다각화하고자하는지방의기존결혼정보

업체들, 그리고 데이트 중개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열

정적인 지방 기업가들, 데이트 사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다른 업종의 기업들도 해당된다[18].

4.4 SDNTrust 인증제도 도입으로 민간 결혼정보
업체와의 긴밀한 거버넌스 유지
SDN은 공인된 민간 결혼정보업체(date agency)들에

게 미혼남녀가 서비스 및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기 때문

에 혹시라도 있을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절차로서

SDNTrust 인증 기준 및 표준(Accreditation Criteria &

Standards)을 마련하고 있다. 분쟁 해결절차는 3단계로

이뤄지는데 1단계는분쟁확인(불만접수), 2단계는양자

간 합의에 의한 해결, 3단계는 별도의 분쟁 해결기구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따른다 등이

다. SDN은공인된결혼정보업체들이인증기준및표준

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18].

4.5 사회가족개발부 산하 부서로서 결혼장려 및 
결혼문화 붐 조성

싱가포르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Family

and Development)는 결혼을사업단위로두고결혼과관

련된제반사항, 예를 들면배우자찾기, 결혼준비, 결혼

등록 및 절차, 이혼 및 아동보호, 결혼상담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중앙행정부처이다. 그 가운데 배우자 찾기

(Finding a Partner) 사업은미혼남녀들이인생의배우자

를찾을뿐만아니라사회적인맥을넓히도록온라인포

털인 SDN을 연계하고 있어 이들은 직접 공인된 결혼정

보업체들에접촉할수있다. SDN은규모의경제를살리

고 봉사를 확대하여 싱글들에게 더 많은 만남을 제공하

기 위해 참가대상자를 전체 시민권 및 영주권자로 확대

했으며민간업체, 개인, 공공부문의파트너들을결혼장려

네트워크에 포함하는 등 확장하였다[19].

4.6 SDN Partnership Fund를 통한 사업의 지속
성 및 책임성 제고
SDN은미혼남녀들을대상으로만남의기회를제공하

고자하는열의를가진결혼정보업체, 사회조직, 청년, 사

업가들의 아이디어와 계획을 지원할 목적으로 SDN

partnership fund를 조성하였다. 싱가포르에등록된조직

들로서 비영리조직, 공공기관, 비정부조직, 자원봉사조

직, 전문가단체 및 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규제기관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 등이 이 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주로 새 이성

친구와 만나는데 도움이 되는 장소 및 관계를 발전시키

는 것을 지원하거나 미혼남녀의 참여를 위한 봉사 플랫

폼으로서의역할등에관한사업제안서를발굴하여지원

한다. SDN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제안서

가얼마나창조적인지에따라최대 80%까지공동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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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저출산 해결은 건전한 결혼관 정립에 따른 결혼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둘이 합치면 하나이지만 행

복은두배라는희망의비전을미혼남녀들에게심어주

는 결혼문화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붐 조성은

시간이오래걸리므로개인이나특정단체에맡기기보다

싱가포르와같이중앙정부가부처차원의사업으로책임

지고 주도하여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지지해주는

평생의동반자와의결혼은개인에게경제적·심리적축복

이자 국가 차원에서 큰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란 점에

서 싱가포르의 결혼장려플랜은 저출산에 직면한 국가들

에게 정책대안으로 권장할만하다.

1984년 출범 시 대졸 이상 학력여성, 1985년 대졸미

만 학력 여성, 이후 전 시민으로 정책대상자를 확대한

SDN의과거와현재에이르는변화과정분석에서조직의

위상과역할에대해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해낼수있

었다. 첫째, SDN은 지난 30 여 년동안책임주의의여섯

가지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온 명실상부한 싱가포르 ‘사

회가족개발부’ 산하 결혼장려 사업의 중추 기관이다. 둘

째, SDN은 주인(principal)인 미혼남녀들에게 이익을 제

공하기 위하여 민간업체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

면서 결혼장려 서비스를 지원해온 충실한 관리인

(steward)이다. 셋째, SDN은 SDU-SDS-SDN의조직변

화과정 속에서 활동범위가 그 이전보다 규모 면에서 훨

씬 확장되었다. 특히 서비스를 민간부문에게 위임하는

대신기금을관리·운용하고결혼정보업체들을공식인증

하며표준을제시함으로써충실한관리인(steward)의역

할을 수행해왔다. 넷째, SDN의 출범으로 분산되어 있던

결혼장려사업들이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관

리되고 결혼이 곧 국가의 책임이라는 결혼에 대한 싱가

포르정부의의지가구현되었다. 특히두개의조직을하

나로 통합함으로써 자원 면에서 규모의 경제 및 비용의

효율성 그리고 사업 참여자와 서비스 공급 영역을 늘리

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도시국가인싱가포르는전체인구가서울

시의절반정도이기때문에중앙정부의적극적인결혼장

려정책의주도가가능했던반면한국은중앙정부가컨트

롤하기에는통제의범위가넓어현실적으로전국을대상

으로 실시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 최근 한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청춘남녀 결혼 중매에 나서고는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싱가포르 방식은 아니더라도 주무부처인 보건

복지부는 결혼장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사업예산계획

까지도 지원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20].

특히 한국에서 1차적인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지방정

부들을중심으로싱가포르 SDN의 결혼장려모형을부처

구조로 설계하고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 긴밀한 공조와 민간업체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결혼 붐이 조성된다면 결혼장려 및 출산완화 효과도 기

대해볼수있다. 다만싱가포르의합계출산율이오랜기

간동안반등없이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에대해일

각에서기혼여성의고용을기피하는직장문화와가정내

가사와자녀양육의책임을여성이전담하는가족문화등

을 원인으로 지목한다[10].

위의 부정적 외부 환경요인에도 불구하고 SDN이 싱

가포르정부의책임주의관점을기반으로미혼남녀들의

긍정적인 결혼관 및 교제 확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

어왔으며 지금도 정부 출산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이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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