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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Plan:
Based on data from parents with 3 or more children*
Bang, Eun-ryoung1)
ABSTRACT
This is an exploratory study into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Plan.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data
was obtained from 56 parents with 3 or more children in Korea and 14 reference group members(in France,
Germany, & Korea). The methodology used consisted of snow-balling sampling and questionnaires. To conduct
this study, the informed consent of subjects was requested. This study surveyed the psychological & economic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on childbirth, parenting, &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The
results revealed that; Firstly, all of families with 3 or more children is harmonious. And they like children, and they
have positive perceptions of both marriage and parenting. Secondly, their motivation for having 3 or more children
was because they enjoyed children and larger families. Thirdly, they think their larger families are good but
sometimes they feel difficulties with money and parenting. Fourthly, they feel some effect of the child care benefit
system; however, they do not feel the effect of most childbirth encouragement public services. Fifthly, in the
reference group, the importance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with 3 or more children were
emphasized(namely, a positive mind and loving attitude towards children). Furthermore, they suggested several useful
public services for multi-child families. In conclusion, for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Plan, it is most
important for them to have a positive attitudes towards marriage, multi-child families, & parenting. Moreover, it is
important not to feel hardships relating to par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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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저출산 현상은 지구촌의 일반적인 현상이

Ⅰ. 서 론

지만, 저출산 대비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는 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가 중심의

를 토대로 추정한 2013년도 합계출산율은 1.2명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채 되지 못한다(Lee, G., 2013). 이는 2010년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인데, 이 두 나라의 정책

1.288명에서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2년

효과는 자주 비교된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1.297명까지 이르던 증가율(Ministry of Health &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서 2009년에

Welfare, 2013a)이 다시 낮아진 것이다. 우리나라

이미 합계출산율이 2.00명에 이르러(Lee, Choi,

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3명 미만의 출산율

Kim, & Kim, 2009) 현재 인구 대체율에 근접하

을 지속하고 있는데(Lee, G., 2013), 현재의 인구

고 있다. 이러한 현상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

가 유지되는 인구대체율은 2.1명이고(Seosan-si,

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프랑스의 출산장려

2013), 국제기구가 합계출산율 1.5명을 초저출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구문

프랑스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수준이 높으면서

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하겠다(Lee, G.,

도 동시에 출산율이 높아(French Embassy, 2005;

2013). 인구대체율 2.1명이란 한가구당 적어도

Kang, 2005; Kim, 2008; Park, 2007; Shin, 2009;

세 명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hin, 2013; Son, 2009), 출산장려정책의 성공사례

따라서 현재와 같은 출산율로 인구변동이 지속

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는 굳이 출산장려라는

될 경우, 미래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국가발전

말을 쓰지 않고도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의지를

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Metropolitan and

이끌어내고 있는데, 즉, 가족정책을 통해서 남성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13; Lee, M., 2013).

과 여성이 직장과 육아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

그 동안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차

아도 되도록 지원하면서, 직장에 다니더라도 육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과 2차

아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제도를 구축한

계획(2011~2015년)에 투입한 관련 예산은 58조

것이다(Kim, 2008; Kim, M., 2011; Park, 2007). 프

6000억원에 이른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랑스의 가족정책은 프랑스 사회보장정책의 핵심

2013a). 이 중 저출산과 관련하여 결혼, 임신, 출

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국가예

산, 육아 및 기타환경에 사용된 예산은 2011년

산을 가정정책에 지출하고 있다(Kim, M., 2011).

기준 6조 4600억이다(Lee, Park, & Ahn, 2012). 우

프랑스는 임신에서부터 출산 및 입양 특별수당

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

이 지급되고, 출생부터 6세까지의 완벽에 가까

출산 대비 출산장려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18세까지의 가족수

대부분, 출산전후의 의료비지원 및 출산장려금

당과 대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지급, 보육비지원, 다자녀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국가이다(Kim, 2008; Kim, M., 2011; Presidential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려정책들은

Committee on Aging and Future Society, 2005; Shin,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서

2009). 특히 아이가 아플 때엔 부모가 함께 있도

(Chung, 2012; Jang, 2013; Lee, Kim, & Kim, 2012;

록 지원하는 특별지원금과 장애 자녀로 인해 부

Lee, Park, & Ahn, 2012; Lim, 2013; Min, 2013;

모가 직장을 그만두어야할 때 지급되는 장애아

Yoo, 2013),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

교육수당 등, 보편적인 것과 선별적인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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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있고 정교하게 제공 되고 있어서, 임신을

고,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할 때

원하는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크

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게 갖지 않으며 실제로 양육과정에서 프랑스 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서

모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나타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이나

가 적은 편이다(Kang, 2005; Kim, M., 2011; Park,

출산장려정책을 살펴보면, 여전히 보육비나 출

2007; Shin, 2009; Son, 2009; French Embassy,

산장려금이나 물품 지원 등 물리적 지원에 치

2005).

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Metropolitan and

이에 반해 독일은 OECD국가 중 합계출산율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13; Ministry of

이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로 2012년 기준

Health & Welfare, 2013a; Ministry of Security and

1.23명의 초저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Sisa-In,

Public Administration, 2013).

2013). 일찍이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충남 서산시의 출산장려

를 해결해 온 프랑스에 비해 독일은 2000년 이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서산시의 출산율은 2009

전까지 근 30년 동안 이민자 정책을 인구정책의

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여 2012년도 합계출산율

핵심요소로 다루어 왔다(Cho, 2009; Eun, 2005;

1.7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Hur, 2013; Jung, 2010; Kim, 2005; Kim, T., 2011;

출산율 1.75명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다(Seosan-si,

Lee, et. al. 2009;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2013). 서산시의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은 시민

and Future Society, 2005; Sisa-In, 2013). 즉, 자국민

들의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주요 출산장

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

려정책을 살펴보면, 일-가정 균형정책과 아빠와

해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역사회의 육아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시민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와서 독일사회에 정착하도

운동을 들 수 있다. 서산시는 선도적으로 남녀

록 유인하는 것이다. 이들이 독일사회에 정착할

공무원에게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지역의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독일에서 자녀를 낳고

기업들도 ‘예고 없이 회식하지 않기’, ‘주1회 패

키울 때 독일 국민과 동일하게 지원하였다. 그

밀리 데이’ 등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실

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출산율

천과제에 참여하게 하여 일-가정균형 여건을 개

은 1960년대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Lee, et.

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에서 ‘꿈꾸

al, 2009). 2000년대 이후 보육서비스의 확대와

는 프랜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빠가 육아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보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 프로

하였으나,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부

젝트의 핵심은 아빠에게 육아는 ‘엄마를 돕는

분의 독일 부모들과 이민가정의 부모들은 인

것’이 아니라 ‘같이 해서 행복한 것’이라는 모

구정책에 불만이고 보육서비스의 질과 양적인

토로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Seosan-si,

측면에서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 이것은 자녀양육에 대해 사회가 심어주는

독일사회에서의 일과 양육 양립은 특히 여성에

가치와, 부와 모가 양육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Eun, 2005; Kim,

경험하는 행복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2005; Kim, T., 2011; Jung, 2010; Park, 2012).

출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결과는 출산장려정책이 단순한 재

을 시사해준다. 그러므로 출산장려정책을 모색

정 지원 보다는 일과 양육을 양립하게 만들어주

할 때에도 이와 같은 심리적 요소에 관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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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1. 연구대상

그 동안 한국에서의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도 대부분, 정책의 주요내용인 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3명이상의 자녀를 가진

산장려금이나 보육비지원과 같은 물리적 재정적

충남지역의 부모 56명(부 23, 모 33)과 참조그룹

지원이 출산의지나 출산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

(reference group) 14명이며 snow-balling sampling을

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Chung, 2012; Jang,

통해 유의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을

2013; Lee, Kim, & Kim, 2012; Lee, Park, & Ahn,

셋 이상 자녀를 가진 부모로 범주화한 것은 인

2012; Lim, 2013; Min, 2013; Ministry of Health

구대체율 2.1명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 Welfare, 2013b; Park, 2006; Park, 2013; Yoo,

인구유지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은 성인이 결혼과

2013). 즉, 출산의지는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인

출산을 원하게 만들고 셋 이상의 자녀를 낳고

식이나(Min, 2013),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키우도록 장려해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Park, 2013), 혹은 보육지원이나(Jang, 2013) 출산

다. 따라서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방안을 모색

장려금보다는(Lim, 2013),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

하려면 셋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어떤

한 가치관이나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더

특성을 지녔고, 어떤 동기에 의해 다자녀를 낳

많이 좌우 된다는 것이다(Choi, 2013; Noh, 2012;

고 키우게 되었으며, 양육과정에서의 경험과 출

Yoo, 2013). 더 나아가 Min(2013)은 결혼과 자녀

산 및 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하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도, 이것이 출산행동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판단하였다.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출산장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을 모색할 때에는 먼저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참조그룹을 구성하였다.

누가 어떤 경우에 다자녀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참조그룹은 출산장려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분석이 반드시 선행 될 필요가 있다. 즉, 다자녀

된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출산장려정책의 주

를 갖는 부모의 특성과 이들의 출산동기를 분석

요 모델이 되는 프랑스와 독일의 정책수혜자로

하여, 사회구성원에게 이러한 조건을 갖추도록

구성하였다. 한국사례에는 시청 출산장려정책담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출산의지 및 출산행동

당공무원, 육아잡지 편집인, 육아잡지 영업부원,

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등이 포함되었고,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외국사례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부모를 포함

즉,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출산장려정책이 실

시켰다1). 한국에서의 조사는 연구자가, 외국사

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시점에서, 출산장려정책

례는 현지의 한국인2)이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의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자녀 부모를 중심으로 이들의 가정
적 개인적 특성과 다자녀출산동기 및 양육과정
에서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프랑스와 독일은 출산장려정책이 매우 잘 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이들 두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들 두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의 혜택을 받은
현지부모들의 양육경험과 개인적 의견을 듣는 것이
출산장려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
하여 참조그룹에 포함시켰다.
2) 외국사례에 대한 면접조사를 수행하고 면접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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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arents

본 조사와 참조그룹 조사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with 3 or more children

Table 1과 같다.
father

mother

(N=23)

(N=33)

below 29

-

3

30-39

10

17

40-49

10

12

more than 49

1

-

blank

2

1

below undergraduate

7

13

educational

undergraduate

14

18

background

graduate

1

2

blank

1

-

Christianity

6

9

Buddhism

4

9

상태의 경우, 부는 모두 취업에 종사하고 있었

don't have

13

16

고, 모는 약 45% 가 취업상태에 있었다.

parents and children

18

26

3

4

variables

age

religion

family

grandparents, parents,

member

and children

Table 1을 보면, 부는 23명(41.1%)이고 모는
33명(58.9%)이며, 연령은 30대와 40대가 전체의
87.5%를 차지하였다(부 87.0%, 모 88.0%). 종교
는 무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학력은 부와 모
모두 대졸이상이 가장 많았다(전체의 64.3%). 가
족구성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전체의
78.6%를 차지하였고, 대가족으로 구성된 경우는
12.5%였다. 결혼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가
장 많았고(부 52.2%, 모 60.6%), 자녀의 수는 모
두 3이상으로, 이 중 4명의 자녀를 둔 경우도
19.6%를 차지하였다(부 17.4%, 모 21.2%). 취업

참조그룹의 경우 Table 2를 보면 F1은 한국인
이민자로서 첫 자녀가 3살 때 프랑스로 이주하
여 30년 이상 파리에 거주하고 있고, F2와 F3는

the rest

2

3

이태리인남편과 프랑스인남편을 둔 국제결혼자

only child

1

1

로서 파리에 30년 가까이 살고 있다. 이들은 모

2 children

5

9

두 두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프랑스 국민과 동

3 children

11

15

일하게 프랑스 정부의 출산 및 양육지원혜택을

5

5

받았다. 독일의 경우는 G1, 2, 3, 4는 독일 현지

blank

2

2

number of

3 children

19

27

children

4 children

4

7

려정책 담당 공무원3)과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below 7 years

4

6

원장, 육아잡지 편집기자4) 및 육아잡지 영업부
소속 담당자5) 등으로 출산장려 및 육아정책실천

ideal
number of
children

more than 3
children

marriage

인이며, G5, 6은 한국 이민자이다. G 5, 6 역시

7-10 years

7

7

10 -20 years

12

20

employment

working

23

16

state

unemployed

-

17

duration

독일국민과 동일하게 독일정부의 수혜를 받고
자녀를 양육하였다. 한국사례는 S시청의 출산장

느낀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신 독일 Saarbrucken의 최
명선 박사와 프랑스 파리 베르사이유 국립음악원 방
원기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지자체 중 2013년도 출산장려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이다.
4) 육아잡지편집인으로 해당기관에서 자녀양육 어머니들
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5) 육아잡지 기관 영업부 담당자로서 자녀양육부모들의
요구(needs) 정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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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ference group (N=14)

case

residence

sex

age

EB

IC

NC

job

F1*

Paris

female

58

2

4

2

housewife

F2**

Paris

female

57

***

2

2

expert

F3**

Paris

female

48

2

3

2

houseswife

G1

Saabrucken

female

44

3

3

2

expert

G2

Saarbrucken

female

40

1

3

3

self-employed

G3

Saarbrucken

female

35

3

3

3

housewife

G4

Saarbrucken

male

52

2

3

4

bus driver

G5*

Saarbrucken

male

38

3

4

3

expert

G6*

Saarbrucken

male

54

2

4

2

self-employed

K1

Seoul

female

37

2

3

1

infant care magazine editor

K2

Choongnam

female

45

2

4

2

government official

K3

Choongnam

female

48

3

3

3

day care center director

K4

Choongnam

female

50

3

3

2

kindergarten director

K5

Seoul

male

32

2

1

1

infant care magazine business

Case : F=France, G=Germany, K=Korea
EB : educational background, 1=below undergraduate, 2=undergraduate, 3=graduate
IC : ideal number of chilren, NC : number of children
* : immigrant, ** : mixed couple, *** : no comment

현장에서 수혜자들과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는

구안내문(연구목적, 연구윤리, 연구참여 동의서)

사람들이다. 참조그룹 중 두 사례(F2, K5)를 제

과 인적사항(나이, 성별, 학력, 종교, 가족구성,

외하고는 모두 부모가 3-4명의 자녀를 갖는 것

이상적인 자녀수, 현 자녀수, 결혼기간, 직업 등

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참조그룹 중 독

9개 문항) 및 8개의 폐쇄형 질문(가정의 심리적

일의 4사례와 한국의 1사례는 실제로 자녀가 3

경제적 환경 및 개인의 심리적 요소)과 7개의

명 이상이었다.

개방형 질문(출산동기 1문항, 양육과정에서의 경
험 5문항), 바람직한 출산장려정책제안 1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2. 조사도구

참조그룹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사례는 출산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대상자들에

과 양육과정에서의 경험을 참조하기 위한 것으

게 출산과 양육에서의 인식과 경험 및 정책에

로서 본조사의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연구자가 문항을 작성

였고, 한국사례는 관련분야 전문가로서의 의견

하였다. 셋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

을 참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경험 보다

로 한 질문지의 경우 총 4영역 24문항이며, 연

객관적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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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Questionnaire for Korean parents with 3 or more children: section, content & response type*
part

section

question no.

1

manual

-

response

content

type

thanks for participation, explanation about research
purpose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formed

signature

consent

2

3

Sociodemographic

Ⅰ

characteristics

1, 2, 3, 4, 5, 6, 7, 8,

perception on

Ⅱ
1, 2, 3, 4, 5, 6, 7, 8,

childbirth motives
4

experience on
parenting

Ⅲ
Ⅳ, Ⅴ, Ⅵ, Ⅶ, Ⅷ

suggestions

Ⅸ

age, sex, educational background, religion, family
member,

ideal

number of

children,

number of

children, marriage duration, employed state

closed &
opened

home envionment(2) personal pschological elements(6)

closed

childbirth motives

opened

happyness, regrets, difficulties in parenting, public
service(2)
policies for childbirth encoragement

opened
opened

* used the same form for reference group: case of France & Germany

(content analysis)을 하였다. 폐쇄형 질문 중 part

지의 구성과 내용은 Table 3과 같다.

Ⅱ아동과 결혼과 자녀양육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을 묻는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까지 1-6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있으나, 1-3점
본 연구의 조사 및 면접은 2013년 3월부터

은 ‘전반적으로 아니다’로, 4-6점은 ‘전반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 표집은 snowballing

그렇다’로 범주화하여 빈도로 처리하였다. 내용

을 통해 유의 표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본 조

분석은 응답자들이 가장 강조한 내용의 ‘의미’를

사의 경우 모는 C1-C33 까지, 부는 C51-C73까지

단위로 범주화하여 빈도와 백분위를 구하였으며,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참조그룹의 경우에도

사례제시에서는 응답자의 의견이 훼손되지 않도

프랑스 사례는 F1-F3, 독일사례는 G1-G6, 한국

록 진술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기술하였다.

사례는 K1-K5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프랑

Ⅲ. 연구결과

스 사례는 프랑스어로 번안된 질문지를 병행하
여 조사한 후 현지의 조사원이 한국어로 번안하
였고, 독일의 경우, 현지의 면접원이 면접을 통

1. 셋 이상 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한 조사결과

해 조사한 후 한국어로 기록하였다. 또한 조사
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안
내하고 연구 참여와 연구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

1) 연구대상자들의 가정 및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를 구하였다.

셋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와 모에게 가정의

수집된 자료는 폐쇄형 질문의 경우, 빈도와 백

심리적 경제적 특성과 아동 및 결혼과 출산과

분위를 구하였고, 개방형 질문의 경우, 내용분석

양육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Table 4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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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ceptions on child, marriage, parenting, home environment and society: f(%)

father(N=23)
q.n.

content

mother(N=33)

on the

on the

on the

on the

whole yes

whole no

whole yes

whole no

1

My family is harmonious

23(100.0)

-

33(100.0)

-

2

My home economic status is usually high.

14(60.9)

9(31.9)

20(60.6)

13(31.4)

3

I like children

19(82.6)

4(17.4)

30(90.9)

3(9.1)

4

Marriage & parenting are worth it in my life

22(95.7)

1(4.3)

30(90.9)

3(9.1)

7(30.4)

16(69.6)

7(21.2)

26 78.8)

14(60.9)

9(39.1)

23(69.7)

10(30.3)

20(87.0)

3(13.0)

25(75.8)

9(24.2)

20(87.0)

3(13.0)

30(90.9)

3(9.1)

5
6
7
8

I's not difficult for me to have a baby and
foster him/her in Korea
I worry about depopulation of Korea
I think the school must offer instruction
in encouragement of marriage and childbirth
I hope my child will be a parent someday

응답하였다.

Table 5. Motivation for having 3 or more children

f(%)

Table 4를 보면,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아버지
와 어머니는 모두 가정이 화목하다고 응답하였

categorization

다(부와 모 모두 100.0%). 또한 대부분 아이들을

father

mother

N=23

N=33

좋아하고(부 82.6%, 모 90.9%). 결혼과 자녀양육

loving attitude towards children

11(47.8)

6(18.9)

이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가치로운 일이라고 인

for brotherhood and sisterhood

3(13.0)

8(24.2)

식하였다(부 95.7%, 모 90.9%). 또한 대부분 자신

natural pregnancy

3(13.0)

11(33.3)

의 자녀가 장차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기를 희

for having a son or daughter

3(13.0)

2(6.1)

망하고 있었다(부 87.0%, 모 90.9%). 그 외 부와

the rest

3(13.0)

6(18.9)

모의 60%이상은 우리나라 인구감소현상에 대
해서도 걱정하였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결혼

였다. Table 5를 보면, 부의 경우는 “아이를 좋아

과 출산을 장려하는 교육을 시켜야한다고 생각

해서”라는 진술이 가장 많았고(47.8%, 11명). 모

하였다(부 87.0%, 모 75.8%). 그러나 이들 중 상

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임신이 돼서 낳게 되었다

당수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며(부

는 진술과 자녀에게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기 위

31.9%, 모 31.4%).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해서라는 진술이 많았다.

일은 매우 힘들다고 응답하였다(부 69.6%, 모
78.8%).

“둘보다는 셋이 아이들과의 유대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세상을 살다 어려운 일이

2) 자녀를 셋 이상 낳게 된 동기

닥칠 때도 여럿이서 같이 그 문제들을 이겨나

연구대상자들에게 자녀를 셋 이상 낳게 된

가면 더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c1).”

동기에 대해서 물은 결과, 다음과 같이 진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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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의 가족이 3남매인데, 보기가 좋았습니
다. 가족이 최고의 인생친구인 것 같다는 생각

Table 6. I feel satisfaction with having 3 or more

f(%)

children when my children

father

mother

N=23

N=33

7(30.4)

21(63.6)

7(30.4)

6(18.2)

help parents

2(8.7)

1(3.0)

benefit from public services

-

2(6.1)

the rest

7(30.4)

3(9.1)

을 갖게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상에서 가

categorization.

장 든든한 친구를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기에 3
keep friends with

자녀로 가족계획을 세우고 젊을 때 키우고자

brothers and sisters

낳아서 키우는 중입니다(C33).”

act charming and
make good progress

“아이들이 좋아서...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C54).”
“어릴 때부터 대가족을 보고 자라온 저는 아
이들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정은

“아이들끼리 깔깔깔 웃으며 즐겁게 놀이하는

대화가 많고 시끌벅적하게 웃으며 지내는 것이

모습을 볼 때와 동생이 아플 때 걱정하며 돌봐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C71).”

줄 때(C26).”
한편 아들(C4, C5, C56, C62) 혹은 딸(C72)을
“서로 도와가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을

얻기 위해 셋째를 낳게 되었다는 경우도 있었

때. 또한 나중에 나이를 먹어 상을 당했을 때

다.

서로 외조하며 도와가는 모습을 생각할 때
(C62).”

“아들이 둘이라서 딸을 원했기 때문에(C72).”

“아이들이 재롱 떨 때 함께 여행할 때(C

3) 셋 이상 자녀를 낳기를 잘 했다고 느

54).”

낄 때
연구대상자들에게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것
을 잘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라고 물은 결

한편 모의 경우 전기료 감면이나(C12), 유치원

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Table 6을 보면, 부

교육비 혜택(C2), 등과 같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의 경우 자녀들끼리 서로 친구처럼 잘 지낼 때

때라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고, 자녀양육이 힘들

라는 내용과 자녀가 예쁘고 잘 자랄 때라는 내

어서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진술한 경우도

용이 많았고, 모의 경우는 자녀들끼리 서로 친

있었다(C25).

구처럼 잘 지낼 때라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4)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것을 후회 했을 때

(63.6%).

연구대상자들에게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것을
“저녁에 한 상에 둘러 앉아 식사를 하면서

후회한 적이 있었는지 물은 결과, 다음과 같이

아이들이 한 방에 누워 자는 모습을 보면서 평

진술하였다. Table 7을 보면 많은 경우의 부와

소에 자주 다투면서도 서로 챙겨주는 모습을

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셋 이상 낳은 것을 후

볼 때, 매 순간 순간 잘했다 생각한다(C8).”

회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부 약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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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 do regret having 3 or more children when

(부 39.1%, 모 42.4%)

f(%)

father

mother

N=23

N=33

parenting is beyond my capacity

4(17.4)

6(18.2)

I have economic difficulties

4(17.4)

5(15.2)

“우선 부모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

I have no free time

1(4.3)

1(3.0)

즐거움 등이 그리 많이 허락되지 않는 삶에서

9(39.1)

14(42.4)

the rest

2(8.7)

2(6.1)

적인 계획이나 생각에서 낳는 것이 아니라는

blank

3(13.0)

5(15.2)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지요(C51).”

categorizatio

I have never regretted having 3
or more children

“후회는 없었고 다만 나만의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어요(C10).”

생각하기에 따라선 엄청난 피로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자녀는 제 개인

모 약 43%). 부와 모 모두 아이를 돌보는 것이

5) 부모가 느끼는 양육의 어려움

버겁거나 다자녀로 인해 아이들 모두에게 골고

연구대상자들에게 자녀양육이 힘든 정도를

루 관심을 주지 못할 때, 혹은 경제적으로 자녀

가장 쉬운 정도 1에서 가장 힘든 정도 10까지

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해주지 못할 때, 마음

표현하도록 요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 아프고 많이 낳은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나타내었다. Table 8을 보면, 모의 두 사례(C2,

진술하였다.

C24)를 제외한 나머지 부와 모는 모두 7 이상으
로 힘들다는 표현을 하였고(부 약 83%, 모 약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
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자녀가 내 기대치에 못

82%), 9이상으로 힘들다고 표현한 경우도 부
26% 모 33%에 이르렀다.

미치거나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힘들 때, 배

모의 경우는 교육비를 비롯한 사교육비 부담

우자가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을 때 그런 생각

과(C7, 9, 11, 14, 19, 31), 직장여성이 일과 양육

이 든다. 육아 스트레스가 상상 이상이다(C14).”

을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C8, 10, 11, 15, 18, 26)

“큰 애와 둘째가 많이 힘들어할 때. 자신들

Table 8. Parenting difficulties in Korea

이 관심밖에 있다는 생각과 그런 말들을 할 때

score*

father
N=23

mother
N=33

4

-

1(3.0)

“아이들 교육비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들

6

-

1(3.0)

어가는 돈이 점점 늘어갈 때(경제적으로 힘들

7

7(30.4)

9(27.3)

때)(C52).”

8

6(26.1)

7(21.2)

9

3(13.0)

7(21.2)

10

3(13.0)

4(12.1)

blank

4(17.4)

4(12.1)

(C25).”

그러나 자녀양육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아무
리 어려워도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도 약 40%에 이르렀다

* the easeist 1- the most difficul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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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힘든 요소로 나타났다. 부의 경우도 경제

6) 출산장려정책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것

적인 문제를 힘든 요소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

연구대상자들에게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

았는데, 양육과 교육비가 많이 들고(C51, C52,

체에서 수혜 받은 출산장려지원정책 중 가장 도

C56, C62, C63, C65, C66, C71), 자녀양육비로 인

움이 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물은 결과, 다음과

해 노후대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같이 진술하였다.

불안(C52)이 컸고, 자녀들로 하여금 경쟁을 부추

Table 9를 보면, 부와 모 모두 출산장려정책

기는 사회분위기(C55, C57)와 출산과 교육은 부

중 보육료와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지원이 도

모개인의 문제로 보는 사회의 시각(C5)등도 부를

움이 된다고 진술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부

힘들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34.8%, 모 60.6 %), 그 외 부는 육아휴직제도와
출산전후의 의료비 지원을, 모는 육아휴직제도

“보육료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기타의 비용

와 출산장려금을 도움이 된 정책서비스로 진술

(특활비, 교재비 등)이 4배 또는 3배 들어가기

하였다. 그러나 부의 30.4%와 모의 !8.2%는 실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이 들며, 우리나라 교육제

적으로 도움이 된 정책은 하나도 없었다고 진술

도에서 다자녀를 교육한다는 건 최저수준도 따

하였다.

라가기 힘듦(C11).”
“한 아이 당 3년(교육 공무원임)씩 휴직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 중 1년은 50만원씩 양육지원

“경제적인부분과 보육부분에서 정부가 어느

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C1).”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많은 기혼자(여성)
들이 일을 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집으로 오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하원 이후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아이들이 많으니 매

시간에 또다시 보육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하는

월 부담되는 보육료가 매우 컸는데, 올해부터

경우가 많다(C8).”

보육료를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되었
다(C18).”

“출산과 육아복지여건이 너무 부족하다. 출
산 후 육아 휴직기간동안 지원이 잘 되어야 경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솔직히 보험이 안되

제적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마음 놓고 아이
를 맡길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다. 어린이집이

Table 9. Useful policies for childbirth encouragement

f(%)

있지만 아이가 아프거나 전염병이 있을 때 어
categorization

father
N=23

mother
N=33

child rearing expenses

8(34.8)

20(60.6)

“자녀를 낳는 것보다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

child care leave

1(4.3)

1(3.0)

고 생각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사

childbirth grant

-

3(9.1)

회구조가 아이들이 아이답게 지내기 어려운 듯

fundholding

2(8.7)

-

하다. 항상 미래를 걱정해야하는 현재라서 어렵

no benefits

7(30.4)

6(18.2)

blank

5(21.7)

3(9.1)

린이집에 보내지 못해 매우 어렵다. 직장에서도
육아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C18).”

다(C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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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음파비나 여러 가지 검사들 비용에 비해

서 엄마들이 집에 있는 경우도 보육시설에 보

솔직히 터무니없는 금액이지만 어느 정도 많이

내서 영아반 보육시설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도움이 된 듯하다(C8).”

더 좋은 환경이 집이라면서(엄마애착관계) 양육
비를 왜 똑같이 지급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7)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불만

(C1).”

연구대상자들에게 출산 장려정책과 관련하여
불만스러운 점이 있는지 물은 결과 다음과 같이

“요즘 무상보육이라 하여 집에서 놀면서 아

진술하였다.

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 때문에 보육이

Table 10을 보면 연구대상자들은 대부분 출

필요한 아동이 제때 서비스를 받지를 못하고

산장려정책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냈고, 모에 비

있습니다. 무상보육이 웬 말입니까. 탁상공론하

해서 부가 훨씬 더 많이 불만을 나타내었다(부

지 마시고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해야 하지

87.0%, 모 54.5%). 특히 출산장려정책이 전반

않을까요? 4대 보험 가입된 맞벌이 가정만 무

적으로 부족하다고 진술한 경우가 많았는데(부

상 보육해야 맞다고 봅니다(C5).”

43.5%, 모 33.3%), 이 중 모의 일부는 부모의 경
한편 지역마다 출산장려지원정책에 차이가

제적 여건에 따른 선별적인 지원정책에 대해서
(C1, C2, C22), 다른 일부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

있는 것도 불만으로 나타났다.

득층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보육정책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에 대해서(C3, C5, C28) 불만을 토로하였다.

들어 유치원 입학 시, 어느 지역에서는 셋째아
“많은 육아서적이나 교육학자들이 아이들과

이상인 경우는 다자녀 혜택으로 우선 입학권이

애착형성을 위해 0~3세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주어지는 반면, 어느 곳에서는 두 자녀를 둔 경

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집에서 아

우도 다자녀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재정

이들 양육하는 경우는 지원금이 10만원이고, 보

형편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출산을

육시설에 보낼 경우는 더 많은 양육금이 나와

장려한다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출산정책이 필

f(%)

Table 10. Dissatisfaction with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dissatisfaction

father N=23

mother N=33

10(43.5)

11(33.3)

selective policies

-

3(9.1)

universal policies

-

3(9.1)

2(8.7)

2(6.1)

-

1(3.0)

inconsistent policies

2(8.7)

-

unkind social environment to childbirth & childreaing

1(4.3)

4(12.1)

the rest

3(13.4)

15(45.5)

general public services

policies difference in local governments
lack of advertisement about publ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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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C8).”

리 출생신고 서류 작성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또한 출산장려정책에 일관성이 없고(C52, C57,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C32).”

C61), 정책서비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수혜대상
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면 혜택을 못 받게

“출산 장려금이 없다고 예산이 떨어졌다고

되는 시스템(C32) 등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타났

하면서 12월만 되면 있는 예산 쓰느라 하는 공

으며, 결혼과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이지 못한 직

사예산으로 있는 돈 다 쓰고, 내년 예산 타려는

장이나 사회분위기에 대해서도(C4, 10, 18, 31,

지방단체들. 출산장려금 지급이 더 중요하지 않

54) 불만이 많았다.

을 런지... 이해불가(C61).”

“직장에서 양육시간 보장, 신생아뿐만 아니

이 외에,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차지하는 의료

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특별히 양육이 필요한

비의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원이 현

때에 부담 없이 아이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

특히, 아이가 많이 아파 어린이집에 갈 수 없을

되었다(C6, C53, C56, C63).

때 양육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사회적으로 인정
8) 다자녀 출산을 위한 바람직한 출산장려

받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C18).”

정책에 대한 제안
“지역차가 있겠지만, 출생 신고를 하면 지자

연구대상자들에게 우리사회가 결혼과 출산을

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공지하도록 의무

장려하고 한 가구당 둘이상의 자녀를 낳게 하려

를 줘야할 것 같습니다. 양육비, 바우처 같은

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물은 결과, 다음과 같

것은 대중화되어 미리 신청을 하지만, 저 같

이 진술하였다.

은 경우에도 00군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

Table 11을 보면, 연구대상자들은 출산장려정

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지인을

책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양육과

통해 들었습니다. 지원내용을 육아를 하면서 일

교육에 대한 비용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일이 검색하여 혜택을 받기가 사실 힘든데, 미

주장하였다. 부의 34.8%와 모의 39.4%는 전반적
f(%)

Table 11.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suggestions
father

mother

N=23

N=33

enough support for childreaing and child education

8(34.8)

13(39.4)

offering food, clothing, and shelter for family with 3 or more children

1(4.3)

1(3.0)

expansion policy for balance between work and childreaing

3(13.4)

6(18.2)

promotion of marriage/childbirth/childrearing-friendly environment

4(17.4)

2(6.1)

-

1(3.0)

7(30.4)

11(33.3)

suggestions

advertisement about childbirth encouragement public services and unitary
service delivery system
the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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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육비용을 현실에 맞게 충분히 지원하고(C2,

와 모가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

C6, C12, C13, C14, C18, C31, C53, C56, C61,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

C63, C65, C66, C72), 둘째와 셋째에게는 의무교

도 많았다(부 13.4%, 모 18.2%).

육기간이 지나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C1, C3, C6, C7,

“출산 후 만 2~3년 동안 육아 휴직을 보장

C21, C25, C64). 또한 세 자녀이상의 가정엔 주

해주고 더불어 임금을 지불하여 경제적 지원을

거환경 제공을 포함한 의식주생활 전반을 지원

받게 하는 것.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

하는

는 것이며, 앞으로 이런 정책이 생긴다면 넷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C5,

를 낳을 것이다(C18).”

C54).
“경제적 지원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

“여성이 아이를 양육하려면 일을 병행하기가

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아이들만 많이 낳고 그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영아기 때, 아이를

냥 키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가르치고, 누리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거나 직장 내 보육

살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보니 한 명만 낳

시설을 늘려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제

아 잘 키우자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공되었으면 좋겠다(C18).”

둘째,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좀 더 좋은 교육환
또한 어릴 때부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경을 제공해준다면(경제적 지원 포함) 효과가

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

있을 것(C1).”

이 행복하고 축복받는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출산시 지원금도 좋지만 세 자녀 이상 가정

만드는 것이(부 17.4%, 모 6.1%) 근본적으로 필

은 의, 식, 주에 지원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

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들은 아무리 좋

깝습니다. 현재 농협 다사랑 카드로 1월에 1만

은 출산장려정책이 있더라도 개인이 먼저 결혼

원 할인 받는 것 이외에는 전혀 없는 상태로

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녀를 낳아서 기

아이 셋 입히고 먹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

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효과가 있으므로, 무

든요. 또 고등교육부터는 수업료도 지출이 될

엇보다도 우리사회전반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텐데 큰 걱정입니다. 저출산이라 걱정만 하지

긍정적인 가치관과 소망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말고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지원 정책으로 새롭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게 정비해주시길 바랍니다(C5).”
“어려서부터 결혼의 중요성과 아이출산의 중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급식(전 고교까지
확대) 이유는 경제력관련(한 가정의 가계 부담)

요함을 깨우쳐주며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
다고 생각(C19), (C52).”

에서 위와 같은 것을 제외시켜준다면 훨씬 부
“협의적으로 접근하여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

담을 덜어 출산장려의 효과가 있을 것임(C66).”

니다. 결혼과 출산이 관련 있는 것인지는 지면
한편 육아휴직제도의 확대와 직장보육과 같

이 작은 관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출산은

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 등 부

「양육 → 보육 → 교육 → 사회로 진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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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이클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지

할 것 같습니다(C32).”

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증가할 수 있다고 개
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의 행복추구 및 자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셋 이상의 자녀를

실현이 그 무엇보다 큰 가치인 세상을 살아가

가진 부모들은 모두 가정적으로 화목하고, 아이

는 현대인들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주세요’라

들을 좋아하거나 자녀에게 형제자매가 필요하다

는 국가적 정책에 적극 호응해 주기를 바라는

고 판단하여 다자녀를 갖게 된 경우가 가장 많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

았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경제적으로 어려

아 키우는 일이 행복 즉 개인의 행복추구, 자아

움을 느끼며, 양육과정에서 양육에 대한 스트레

실현과 연결될 때 가능하다 할 수 있겠지요. 과

스를 많이 받고 있고, 출산비와 보육비 중심의

거 우리 부모님들은 못 먹고 못 살아도 자녀를

출산장려정책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벗어나

낳아 키우고 결혼시키는 일에 행복과 보람을

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느끼셨을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돌아가
실 날만 기다리시는 무기력한 노인들이 되셨습

2. 참조그룹에 대한 조사결과

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그 분들을 보면서 자신
들의 미래를 보다 더 충격적으로 상상하곤 할
테지요(C51).”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에서는 출산과 양육경
험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는데, 9명 모두 아이들
을 좋아하고 가족이 화목하며 결혼과 출산은 자

또한 정책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

신들의 인생에서 가치로운 일이라고 응답하였

어야한다는 진술도 있었다. 현재의 출산장려정

다. 또한 독일의 한 사례를(G4) 제외하고는 모두

책서비스 중에는 수혜대상자가 서비스를 신청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반응도 보였다. 그러나

야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사전에 서비

이들 중 프랑스사례에서는 세 명 중 한명이(F1),

스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못하여

독일사례에서는 6명 중 5명이(G1, G2, G3, G5,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따

G6), 그들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라서 먼저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힘든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장차 자녀가

임신사실이 등록되면 이후 과정에서의 서비스를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독

자동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전달체계를

일사례 중 2명이(G1, G4), 그것은 자녀가 결정할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문제이므로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은 부적
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학교와 사회에서

“어떠한 정책이라도 실질적인 부분을 대신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교육을 해야 하는 가에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장려한다는

대한 질문에서는 프랑스 사례 중 한명과(F2), 독

것도 잘 알지 못하면 받기가 힘든 게 현실이구

일사례 중 세 명이(G1, G3, G4), 결혼과 출산은

요. 저는 첫째 아이 때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이므로 사회가 나서서 교

있는 조건이었는데, 알지 못해서 둘째아이 6개

육시킬 일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월 이후에 면사무소 직원이 교체되면서 알고

한편 자녀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 9명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 문제부터 해결한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에겐 형제(자매)가 필

후에 결혼이든 자녀출산장려 정책을 하던 해야

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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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둘 다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항상

“아니 전혀 이런 질문은 나쁘다(G3).”

매 순간 아이 낳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직
업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

출산양육정책과 관련하여 프랑스 사례에서는

더 많이 아이를 낳았을 것이다. 그러나 직장생

세 명 모두 국가가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거의

활과 병행하며 힘들었기에 2명에서 멈추었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고 국가의 정책

아이들이 함께 방을 정리하며 웃거나 장난칠

이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F3의 경

때, 함께 이를 닦고, 잘 준비를 할 때 등등 혼

우, 소득이 많은 가정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자이면 어려운 일들이기에 즐겁고 수월하게 할

것에 대해 조금 불편한 마음을 나타냈다. 그러

때 둘을 낳은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

나 독일사례에서는 한명(G4)을 제외한 5명이 정

다(G1).”

책에 불만이 많았는데, 맞벌이부부인 경우 세금
이 너무 많고, 거주지마다 지원정책이 천차만별

또한 이들 모두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을 후회
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특히 아이를 낳은 것을

이어서 혜택을 못 받거나, 보육시설이나 서비스
전달이 형식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후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9명 모두 질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였고 일부는 매
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7)

“정책에 대한 불만이 없다. 첫아이가 세 살
때 프랑스로 이민 왔다. 한국에서는 아무런 지
원이 없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

6) 독일사례 면접자는 면접하는 동안 면접대상자들의 심
리적인 특성을 매우 인상 깊게 느꼈다고 전하였다. 그
는 사례대상자 6명 모두 성격이 매우 밝고 유머가 넘
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의 자녀
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확연한 차이를 느
꼈다고 전하였다. 독일면접자의 이와 같은 의견을 전
해 듣고 프랑스 면접자에게 사례대상자의 심리적인
특성을 물어본 결과, 프랑스 사례대상자들은(사례별
자녀가 모두 두명임)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고 비교적 활달한 성격이라는 의견을 전해왔다.
7) 프랑스 사례 조사과정에서는 이 문항을 읽고 ‘불쾌함’
을 느껴 중도에서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고, 독일 사례
면접 과정에서도 독일인 4명(G1, G2, G3, G4)은 부적
절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면접자의 보고). 국제결혼
혹은 이민자인 F1, F2, F3와 G5, G6 도 오랜 기간 현
지생활로 가치관과 사고가 현지인과 거의 동일하였는
데, 이들도 부적절한 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
나 한국에서의 본 조사과정에서 대상자 56명 가운데,
이 질문의 부적절함을 제기한 사례는 없었는데, 자녀
를 낳은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부모도 상
당수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도 자연스럽게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상반된 반응들을 접하면서 연구자는 문화
차이를 느낀 것과 동시에 이러한 질문의 내용이 윤리
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추후 연
구과정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다루고자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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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까지 전액 국가가 교육을 시켜주고, 정식교
육, 사회교육 모두다 지원해준다. 국가가 양육
을 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서 아이를 키
우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고, 불만도 없다(F1).”
“우리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아이들 때
문에 받는 혜택보다 경제적 불이익이 더 많았
다. 특히 맞벌이는 한 쪽이 두 배의 세금을 낸
다. 아이들을 키우며 세금을 두 배로 내니까 정
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화가 날정도로 억울
하더라. 그리고 두 명의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
보내려면 일을 그만두거나, 남편도 일을 적게
해야 하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다. 혼자 벌
어서 2명의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며 잘 키
우기는 어렵고, 둘이 벌게 되면 한명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므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평소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우리사회
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에 대해 얼마나 무
감각했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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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아이를 많이 키우려

는 대부분 아이가 좋아서 낳은 사람들이다. 세

면 돈이 필요한데, 국가는 고소득 가정에게 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을 보면 한자녀의 부모보

금은 많이 받아간다. 둘 키우는 가정이 맞벌이

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여유가 있어 보이는

를 하는 이유가 둘 키우며 드는 돈을 충당하기

경우가 많았다. 자녀양육 시 여러 자녀를 양육

위해서인데 모순적이다(G1).”

하다보니 여건이 허락지 않아 부모가 모두 다
해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

바람직한 정책제안에 대해서 프랑스 사례에

를 더 많이 제공하였다. 상대적으로 한 자녀를

서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는 사회

키우는 부모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몰입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F1) 외에 특별히

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아이가 사랑과 관심을 많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독일사

이 받는지 모르나 그 사랑이 자녀를 구속하는,

례에서는 육아휴직시의 수당지급(G2), 다자녀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가 적어 보이는

정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개선(G3), 일과

경우가 많았다. 다자녀부모보다 자녀교육에 대

양육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구조개선(G1), 양

해 전전긍긍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이 더 많이

육비지원확대(G6), 지역사회의 부족한 어린이집

보이고 때론 부모의 모든 에너지를 아이를 위

확대(G5) 등을 요구하였다.

해서만 사용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였다. 속된

한편 한국사례의 경우, 대상자 5명 모두 업무

말로 첫아이는 실험용이라 하는데 자녀를 하나

상 출산장려정책 수혜대상자들을 실천현장에서

둔 부모는 실험만하고 그 결과를 제대로 활용

직접 만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과정에서 겪

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닐까?(K4).”

은 경험을 바탕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의견에서는 지자체 담

과 바람직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집

당 공무원인 K2를 제외한 4명은 현재 우리나라

하였다.
먼저 다자녀를 낳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

출산장려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

모의 차이에 대해 K1, 2, 3, 4 등 여자는 부모의

며, 특히 출산장려금이나 전기료 감면, 보육 및

심리적인 특성으로 보았는데, 이들은 다자녀 부

교육프로그램 비용 지원, 무상급식 등을 개선해

모가 대부분 아이를 좋아하고 심리적으로 여유

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와 같은 보편

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K1, K2, K3, K4) 이에

적 지원정책은 예산에 비해 효과가 작다고 보

반해 남자인 K5는 경제적인 여건이 큰 차이라

고, 선택과 집중의 선별적 지원정책이 이루어져

는 반응을 보였다.

야한다고 보았다. 한국사례가 제안한 다자녀 출
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으로는 결혼과 출

“자녀의 수가 부의 상징라고들 말하지만, 의

산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가장 필

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았다. 금전적

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K1, K3, K4) 이들은

인 면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능력 보다

성장기부터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는 ‘다자녀’를 원하느냐 아니냐와 같은 가족의

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갖게 하여 결혼과 출산

가치관과 소신에 따른 것 같다(K1).”

및 양육이 부담이 아닌 ‘행복 한 삶’이라는 인식
을 갖게 만드는 종합적인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기관의 자모들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고 보았다. 그 외, 국립 혹은 직장보육의 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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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모 모두 일과양육을 양립하는데 어려움이

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에

없어야하며, 주거문제가 심각한 우리사회에서는

대한 증거는 응답자들 중 약 30%가 경제적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제공 하는 것도

여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K5).

는데, 즉,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아이를 좋아하
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를 높게 가지면, 출
산의지와 출산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Ⅲ. 논의 및 결론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출산의지가 출산장려정책
지금까지 본 조사와 참조그룹을 통해 나타난

보다 모의 정서성과 가치관에 따라 더 많은 영
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Yoo(2013)의 연구와 맥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결과 다자녀 가정은 대부분 화

같이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않

목하고 이들 가정의 부모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는 이유를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한

성품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그룹에서도

Noh(2012)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이와 동일한 반응을 보였는데, 다자녀 부모들은

넷째, 연구대상자들 중 부의 100%와 모의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대부분 성격이 밝고

94%는 한국에서 다자녀를 키우면서 양육 스트

아이들을 좋아하며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일부는 양육스트레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출산장려정책방안을

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자녀출산을 후회한 적

모색할 때에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을 높

도 있다고 반응하였다. 이들이 겪는 양육스트

여주는 방안이 먼저 모색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레스는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과 양육을 양

둘째, 연구대상 다자녀 부모는 대부분 결혼과

립하기 어려운 사회환경에 의해서 발생하였는

출산 및 육아를 자신의 삶에서 매우 가치롭게

데, 참조그룹의 경우, 독일과 한국사례에서는 이

여기고 있었다. 참조그룹에서도 이와 동일한 반

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프랑스사례에서는 상

응을 보였는데, 근래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반된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사례에서는 양육에

사회분위기와는 달리, 다자녀 부모들은 대부분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반면, 독일사례에서

출산과 육아를 매우 가치롭게 여기고 자신의 역

는 보육서비스와 일과양육 양립이라는 측면에서

할에 충실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적으

많은 불만을 나타내었다.

로 무자녀가족을 이루는 사람의 경우, 개인의

다섯째, 연구대상 다자녀 가족은 대부분 우리

독립적인 삶을 중시하고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잘 느끼고 못했고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불만이 많았으며, 이러한 반응은 모보다 부에게

이 이유가 된다고 언급한 연구(Lee, M., 2013)와

서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부의 경우는 경제적

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인 측면에서, 모의 경우는 일과 양육 양립이라

셋째, 연구대상 다자녀 부모의 출산 동기는

는 측면에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

부모 스스로 다자녀를 원했기 때문이며, 또한

다. 참조그룹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은 일과 가정

자녀가 형제애를 나누며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

양립이라는 육아친화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의

가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참조그룹에서도 이와

견이 많았는데, 프랑스 사례에서는 만족하는 경

동일한 반응을 보였는데, 극히 일부 응답자를

우가 많았고, 한국과 독일사례에서는 불만인 경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산의지와 출산행동은 심리

우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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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결론을 도출
하면 다음과 같다.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양육에 필요한
물리적인 지원은 물론, 양육과정에서 발생되는

첫째, 출산을 장려 하려면 먼저 사회구성원들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부적응현상을 치유하며 가

에게 다자녀부모의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을 갖

족발달주기에 따라 가족 모두 잘 적응해나가도

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다자

록 공공서비스 차원에서의 심리상담 지원체계가

녀부모는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아이들을 좋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상담에서의

아하는 성품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바, 사회구

부모상담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다자녀부모의

성원들이 이러한 특성을 지닐 수 있도록 이끌어

강점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가는 정책이 먼저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구성원들이 어릴 때부터 밝고

둘째,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하려면 사회구성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들이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들

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및 사

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결혼과 출산에 대

회교육을 통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출산장

한 욕구와 의지가 형성되고 그 의지가 출산과

려에 대한 교육은 출산에 대한 계몽이 아니라,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다자녀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심어

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물리적, 심리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보

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양육이 가치롭고 행복

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본다. 그러므

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로 이것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차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실현하려면 출산장려

원에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정책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고
려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일과 양육양립이라는 출산과 육
아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는, 현재의 다자녀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

단기적으로도 실행가능한 정책이다. 육아휴직제

가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나 직장보육 확립이나 출산과 양육에 긍정적

적어도 이들이 다자녀로 인해 경제적 혹은 심리

이고 안전한 사회환경 구축 등이 방안이 될 수

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되며, 가정이 불

있다. 서산시의 육아친화적인 환경조성과 프랑

행해지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들은 사

스의 가족정책이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회지원정책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효과를 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원해서 다자녀 가족을 이룬 사람들이다. 이들이

이를 종합하면 출산장려정책방안은 사회구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들 자신들

원에게 밝은 성격과 아이들과 다자녀출산 및 양

을 위해서는 물론, 주변에 출산의지는 있으나

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가

출산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결혼

장 중요하고, 이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과 출산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에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

게 좋은 자극이 되어 결혼과 출산을 증가시키는

이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동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

안 물리적 지원에만 초점을 둔 출산장려정책을

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것

다자녀부모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보

이 출산행동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탐색했다는

보고한 Min(2013)의 연구결과에서도 시사하는 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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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방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셋 이상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

방 은 령2)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장려정책방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nowballing
sampling을 통해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56명과 참조그룹 14명(독일 6명, 프랑스 3명, 한국 5명)
을 유의표집하고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참여와 추
후 자료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은 다자녀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환경특성과 다자녀부모의 출산 및 양육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 등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셋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의 가정은 모두 화목하였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좋아하고, 결혼과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둘째, 다자녀 부모
의 출산동기는 대부분 아이들을 좋아하고 다자녀가족을 원하기 때문이었다. 셋째, 연구대상자들은
대부분 다자녀 출산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때때로 경제적인측면과 양육행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넷째, 다자녀 가정의 부모는 출산장려정책 중 보육지원이 다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
였으나, 대부분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참조그룹은
다자녀 부모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아이들을 좋아하는 심리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에
게 유용한 공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산장려정책방안은 사회구성원에게
결혼과 다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들이 자녀양
육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출산, 출산장려정책, 다자녀 가족, 자녀양육, 부모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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