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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간부 자녀 보육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hild Care System for a woman sol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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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여군들은 군 특성상 복무기간 중, 훈련, 당직근무, 잦은 야근과 이사 등의 직업적 환경과 가족구성에서

발생하는 자녀 양육문제 등 수많은 고충을 감내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여군들은 군대의 고유

한 임무와 끊임없는 훈련의 반복 및 잦은 야간근무로 인한 고충은 지속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자녀 보육을 담당해야 할 여군의 막중한 책임과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아기간 여군의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양육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 여군, 간부, 육아제도, 자녀

Abstract This Female soldiers today have a child-rearing problem, dealing with the environment
and numerous hardships arising from their professional family composition such as working

overtime and moving directors due to their characteristics during military service. Also, female

soldiers are deepening with the unique duties of the military and frequent training sessions and

night shifts, and the hardships of the status quo are continuing, for this reason the heavy

responsibilities and stresses of the female military in charge of child care are reaching an

extreme. Therefore, this study needs to study institutional measures to ensure the service

conditions of female soldiers during the period of child care and to improve chil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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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한민국 여군들은 군 특성상 잦은 근무지 이동과

비상대기, 각종훈련 및 당직근무 등 여군들은 출산 후,

자녀 양육에 대한 환경적 제한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대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여성

인력의 확보를 위해 여군 장교는 10%, 여군 부사관은

7%까지 확대하여 매년 여군 선발을 확대 모집 중에 있

으며, 이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여군을 확

대하여 선발한다고 밝혔다.

여군들은 여성으로서 가정 내 역할도 중요하지만 군

인으로서 임무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직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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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해당 직책의 군 임

무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출산계획을 세워야 하며 휴직기

간 또한 희망보직의 복직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

은 이들에 대한 불안정한 상황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출산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임

신과 출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심리적 부담감을 비롯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며, 자연

스럽게 군 임무간 보직 등에 대한 군 인사문제에 있어

진급시기를 놓치는 등 많은 제한사항이 도출이 되는 것

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오늘날 사회문제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비롯된

다고 과언이 아니다. 가족이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것

은 사회의 산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족의 기능과 구조가 도시화, 산업화 추세에 따라 가치

관이 변화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대부분이 가

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세

에 따라 가족은 점차 소외되거나 약화되는 상황에 직면

하게 되어 이혼, 별거, 가출과 같은 가족해체 문제와 비

행 청소년, 미혼모, 노인 문제 등의 구조적인 가족문제

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2013년 2월에 발생한 강원도 최전방부대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여군 임산부 사망사건은 여군 인력확대 및

여군의 역할 확대에서 불구하고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여군의 근무환경이 드러나면서 여군의 모성보

호제도에 큰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2].

따라서 군대 내 부부군인이 전 군에 지속 증가함에

있는 실정으로 군 복무기간 중, 출산 및 보육문제가 각

가정마다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위한 보육지

원 서비스, 간호휴직제도, 군 내 보육제도 서비스 등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한 자녀 보육제도를 보완 및 발전

시켜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군대 내 보육제도

개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Ⅱ. 군대 내 보육제도의 문제

1. 군 업무환경의 특수성과 자녀보육

최근 사회의 직업관 변화로 인해 여군과 남군은

각각 서로의 배우자를 군인으로 뽑는 새로운 사회

적 직업관 의식 변화로 인하여 이들은 소위, 부부군

인으로서 군 생활과 가정을 지켜나가고 싶은 선호

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군의 근무지역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최전방과 그

주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직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에 있다[3].

또한, 이들은 군 조직의 특성상 잦은 근무지 이동

과 각종 훈련 및 야간 당직근무 등 여군들은 군 업

무와 자녀양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사항이 있어 자연스럽게 출산

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등 출산율 저조현상이 군대

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부부군인들이

전 군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군 복무기간 출산

및 자녀보육에 대한 문제가 각 가정마다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장벽에 마주친 것이다.

2. 여군간부의 육아 스트레스

여군 간부들은 군 조직 특성상 보직이동이 잦아 일-가

정중 모두를잘하기란사실쉬운것이아니다. 여군간부

들은 군별 최소 근무기간 충족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일

정기간군복무를수행하는데결혼후, 자녀출산의경험

을 겪게 되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주말 부부로의 생활 패

턴이변화하게된다.

또한, 이들은 군인의 특성상 비상대기, 당직근무, 각종

훈련등으로인하여자녀를돌볼수없는상황들이수없

이발생하게된다. 그럴때마다가족, 이웃등에게부탁을

할수있는여건도미비하다[4].

이들은 인사제도상 전·후방 교류로 인해 평균 2∼3년

단위로 근무지를이동하고, 기혼자의경우경제적인이유,

맞벌이,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

는경우가많기때문에일-가정갈등문제가더욱심각하

다[5].

이러한 변화의양상은비단어제의일이아니며, 군 생

활과가정의자녀보육을경험한기혼간부들은모두가경

험한익숙한일이며, 이는곧군대의정착된잘못된문화

이기도하며, 자연스럽게 이들의 육아 스트레스는극에 달

한다.

따라서 이들은 군 조직의 특수한 업무환경과 자녀보육

의두마리토끼를잡는것이현실적으로많은제약이많

으며, 결국군대의잘못된문화까지자리잡게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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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대 내 보육시설의 제한

군대 내 보육시설 즉, 어린이 집은 수요 요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공급은 극히 제한적이다. 지난 2014년

기준 군대 내 어린이 집이 입지한 현황으로는 육군 37

개소, 국직 2개소, 해병대 2개소로 운영 중이며, 2019년

까지 200개서 이상 확충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피부로

와 닿는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또한 군대 내 어린이 집은 공간 확보 부족으로 인해

원아 수용 인원이 부족하며, 어린이 집의 내·외부 시설

도 아직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곳이 많다.

더욱이 큰 문제는 이러한 군대 내 어린이 집의 문제

로 인해 군인부부의 자녀들을 군 부대와 멀리 떨어진 원

거리 외부 보육시설로 자녀들을 보내야 하는 현실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과정의 흐름

1. 연구분석 틀

Table 1. research and analysis framework

관련문헌

연구
선행연구자료 검토 의견수렴

ø ò ÷

여군간부의자녀보육현실인식

ò

여군간부의 육아제도 개선 사례

분석

ò
여군간부 육아제도 발전방안

제시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여군간부의 자녀 보육에 대

한 사례연구를 통한 관련 문헌들의 탐색과 실제 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여군 간부들의 육

아제도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여군간

부들의 육아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가 제공할 수 있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한국군 사례

우리나라는 여군간부에 대한 육아보육제도의 일환으

로 만 12세 자녀를 둔 여군간부들은 탄력 근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는 육아를 위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육아 도우미에게 자녀를 위탁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을 필요로 하는 자는 국방인사관리

제 17조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에 의거 각 군에서 탄

력근무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제도의 신청자는 촐·퇴

근 1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소속부대 지휘관 승인 하

육아 동참을 위한 시간을 1시간씩 보장 받고 있으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근무자와 비상 연락

체계 망을 유지한 가운데 여군들의 육아 시간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야외훈련이 많은 부대 등은 이러한

육아양육제도의 혜택을 원활히 받지 못하거나 탄력근

무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군들의 인사관리 제도적 개선과 이들의 육

아 복지 혜택을 위한 자녀 육아 복지정책 개선을 점진

적으로 개선하여 보장해야 할 것이다.

2. 미국군 사례

미국군의 사례의 경우 휴직 중에도 의료지원 및 자

신과 가족을 위한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받을 뿐만 아

니라 모성 및 부성 휴가, 입양 휴가가 여기에 포함된다.

기본급의 일부도 휴직기간 산입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성휴직은 배우자가 출산 후, 10일동안 받을

수 있으며, 입양휴직은 입양을 한 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고, 모성보호 휴직은 임신 및 출산 후에 6주동안

받을 수 있다.

또한, 파병시 근무지의 제한으로 이동을 해야 할 경

우 가능한 근거리 지역에 있는 부대로 배치하고 있으

며, 전쟁요소가 적은 나라를 선택하여 파병 군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1990년까지 경기도 동

두천과 서울 용산 기지일대에서 이들이 생활하였지만,

2017년부터는 모든 주한미군은 최첨단 현대적인 군사

시설 및 우수한 복지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서울이남 평

택기지로 이전하였는데 이들은 군 파병 생활간 근심걱

정 없이 남편을 내조하면서 해외파병 생활의 임무를 수

행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미군의 인사관리 제도 및 지원

에 관한 프로그램은 이등병부터, 장성급 장교까지 투명

한 인사관리 지침에 따라 육아보육제도에 대해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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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 육군의 군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Table 2. U.S. Army's Military Assistance Program

구분 군인가족 지원프로그램

전출지원

서비스

· 전 장병 가족에 대해 새로운 기지에 관한

안내 정보 제공

자금관리

서비스
· 재정 관련 교육, 육아 자문 제공

가족옹호

서비스

· 출산을앞둔부모들에게가족교육, 육아교육

정보 제공

법률지원

서비스

· 기지 내 법률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법률 및

세금서비스 제공

해외파병

서비스
· 파병 전 브리핑, 자녀소통 방법 등

자녀 및

청소년

서비스

· 아이 돌봄 프로그램 스포츠/헬스, 보육센터

방과 후 프로그램, 방학캠프, 학교전학, 청소

년 스폰서, 홈스쿨링 지원 등

3. 독일군 사례

독일군의 사례의 경우 2007년 부모시간(Elternzeit)

의 도입으로 일-가정 양립정책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기존의 육아휴직은 여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지만, 자

녀 양육의 책임성을 부모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성을 강

조하여 현재는 독일군의 경우 육아휴직은 여군 및 남군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여군의 출산휴가 관련 ‘여군 모성 보호법령’ 이 있다.

이는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전 6주에서 출산 후 8주(쌍

둥이 및 조산의 경우 12주) 모성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근로를 금지하고 총 18주의 휴가가 주어져 이들은 육아

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출산 후 8주(12)주까

지는 근로 금지 기간으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자녀 돌봄 복지서비스 지원이

전 세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로서 군 자녀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탁아소와 아동 돌봄 기관을

각 지역마다 고루 갖추고 있어 군 간부들 대상으로 조

사결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4. 프랑스군 사례

프랑스군의 사례의 경우 인종차별이 금지되며, 자유

와 평등을 원칙으로 국가를 수호하며 여군들에 대한 차

별은 철저히 금지된다. 또한, 임신여군들에게 차별을 적

용할 경우 계급고하를 막론한고 즉각 민·형사상의 처벌

을 받게 된다.

또한, 출산휴가는 전체 16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전후 8주와 출산 후, 6주간 여성근로자 대상으로

근로 일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보육정책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

지 잘 정비된 보육정책 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프랑스

의 가족지원제도는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

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즉, 양육하는 경제력

과 상관없이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러한 보육제동 및 출

산율 제고를 위한 프랑스의 경우 국가적 수준의 커리큘

럼과 질 높은 보육정책을 운용하는 국가로 그 의미를

해석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군간부 육아제도 개선과 보

직에 대한 문제요소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이며, 향후 여군간부를 위한 정책을 면밀히 살펴봄

으로써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육제도의 뒷받

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군간부의 자녀 보육제도에 관한

문헌 및 실제 이들의 의견을 수렴 과정을 통해 분석된

내용과 국·내외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여군간

부들에 대한 육아제도의 발전적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이러한 여군 간부들에 대한 자녀양육 개선방

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군간부 자녀 보육의 제도적 지원이다. 군인

중 자녀 양육문제로 인하여 여군간부들의 사례를 살펴

보면 군 훈련, 당직, 비상대기 등 수 많은 변수로 인하

여 군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군

인의 특성상 잦은 부대 이동과 대부분의 군 부대가 지

리적·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들

의 자녀들은 학교교육의 문제로 인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친인척 집에서 생활하는 등 이들의 군 복무 모

습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더욱이 심각한 상황은 이러한

보육의 제도적 지원이 피부로 와 닿는 현실적인 체감이

극히 제한적인 이유로 이들은 군 복무의 염증을 느껴

전역까지 생각하는 여군간부들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제도적 지원이 절실

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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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임신한 여군의 군 숙소 배정 우선권 부여 이

다. 현재 임신 여군간부의 전입시 군 숙소배정을 신청

할 경우 숙소배정의 우선권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

다. 더욱이 이러한 이유에서 임신을 한 여군뿐만 아니

라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남군들에게도 군 숙소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하여 공평한 복지혜택이 적용될 수 있

어야 한다.

셋째, 군 부대 내 입지한 어린이 집 시설에 대한 확

충 및 시설의 개선이다. 현재 대부분의 군 부대 내 입

지한 어린이 집들은 내·외부 시설이 낙후화 현상 및 접

근성의 진입 장벽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어린이 집 보

육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어린이 집에 접근

할 수 있는 입지적 경계와 진입장벽을 허물어 군인가족

이라면 누구나 접근 할 수 있는 환경적·물리적 조성을

통해 개선해야겠다.

넷째, 여군간부들에 대한 일 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확대이다. 육아 휴직시 출산휴가 업무 대행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수당 인상 및 위로 휴가 등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육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개선과 임신여군들을 위한 군 관사가 우선권 형태

로 배정되어야하며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남군들에게

도 군 숙소 입주시 우선권의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이들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과 업무 중 별도

의 휴식장소를 구축하여 이들의 원활한 군 업무와 가정

의 양립을 위한 기초적인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결론적으로 국방부는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후방지역에 위치한 군 어린이 집에 대한

보육시설의 개선을 과감히 전개해야 할 것이며 특히,

보육시설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국방부 및 정부차

원의 애정 어린 관심과 여군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뒷받

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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