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논총
제 24집
2021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목

차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종사자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수아 1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정책의 쟁점과 개선 방안 탐색
···································································································· 김해리·이기성 33
북한 ‘조선 수정수의’의 재해석: 현상타파 국가 성향의 관점에서
··················································································································· 박세연 55
공공기관 인적자원관리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가스안전공사 사례 연구
······································································································ 박윤서·오정록 79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뉴노멀 시대의 재가 복지기술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국내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 사례 중심으로 ·············································· 배영현 109
학력 수준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 미치는 영향
················································································································ 배지윤 135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개념의 다차원성, 역사적 사용, 그리고 이슈들
··············································································································· 이상은 161
어린이집에서의 아동돌봄과 모성의 재구성 ···································· 정지연 187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수급현황 및 정책 방향: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 정찬미 211

사회과학논총 제 24집 (2021),

pp. 1-3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종사자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수아**

【목차】

Ⅰ. 서론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적 성과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이다. 분석결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높
으면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
회적기업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최고 관리자와 중간관리자는 사회적기
업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중요성 인지 및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기업
의 사회적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측정의 활용 가능성, 신뢰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각 사회적기업의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주제어: 사회적기업, 사회적 성과, 종사자, 직무 만족
* 본 논문은 2021년도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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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재 해외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로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저하, 사회구조의 변화로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복지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OECD는 코로나19 이후에 침체
된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외계층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을 제시하였다(OECD, 2020).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진행되
어야 하며, 이윤은 사회목적에 재투자 및 환원해야 하며, 취약계층에게 사회통
합의 기회를 제공하며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성과
와 달리 무형의 가치를 지닌 사회적 성과를 창출해야 함에도 정부의 지원 여부
는 사회적 성과보다는 경제적 성과인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총
수입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반 기업
에 비해 환경이나 자원 등이 열악하며, 취약계층의 고용이 사회적기업의 경제
적 성과 감소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곽선화 외, 2010), 취약계층의 고용을 유
지하는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성과를 중시한 정부의 심사기준에 의해 짧은 기
간 내에 매출의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둘째, 정부의 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평가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기업의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에만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은 취약계
층 종사자를 일반 종사자로 대체 또는 축소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사회적기업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
로, 사회적기업의 유용성을 낮추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김동화, 2011; 오승
재, 2018).
또한, 취약계층인 사회적기업 종사자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OECD나 EU
등에서는 단순히 일자리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취약계층이 다시 노동시장으
로 재통합 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교육 등)을 기울이고
있다(고용노동부, 201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현재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취
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이며,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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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영학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성장, 이윤 창출 등 재무적으로 측정
가능한 경제적 성과만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정원식, 2009).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달리 사회적 성과는 사회적 성과는 경
제적 성과와 다르게 계량적 측정이 어렵지만 경제적 성과와 같이 사회적기업
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성과임은 분명하다. 이에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대한 연
구는 경제적 성과만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
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종사자를 대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성과 중, 질적 성과에 있어서 기업의 기능적 역할을 매우 중요
하게 보고있다.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태도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반이 되며,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필
수적인 요소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이경철, 2010; 김성환, 2016). 즉,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의 직무에 대
한 만족이 조직성과와 관계가 있으며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을 측정하고 평가
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윤대혁, 2011).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직무 만족은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박양규, 박한나, 2011;
곽선화, 2008; 반성식 외, 2011).
그러나,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지만, 기
업의 근무환경과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직무 만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인적환경, 물리적 환경, 업무 전문성 등의 근무 환경요인이 좋아야 한다고
보았다. (손아랑, 2009; 박영희, 2010).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역시 기업의 한 유형이므로, 사회적기업의 환경
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성과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
증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기업으로 진행되었던 선행연구와 달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과에 대해 연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
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회적기업을 보다 원활하고,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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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 성과 측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측면에
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개념

사회적기업의 운영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함에 있다. 사회적 목적에
는 사회문제 해결,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이 있으며(정숙균, 2015), 국내에
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고용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발전되었기에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목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목적이 취약계층 고용, 일자리 제공, 사회적 목적 재
투자, 지역의 소득증가, 환경보전에 대한 기여,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측정
되었다. 연구의 흐름을 상세히 살펴보면 유급근로자의 수, 취약계층고용에 대
한 영역으로 살펴본 논문이 대부분이며(선남이 외, 2011; 조상미 외, 2012; 도수
관 외, 2014; 이준희 외, 2016) 환경 보전에 대한 기여(장성희, 2012; 이용탁 외,
2014; 강문실 외, 2016)의 측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2)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측정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함께 창출한다. 경제적 성과는
재무제표와 같은 계량적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적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지
만, 사회적 성과는 측정을 하더라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게 되어
객관적인 측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홍은일, 2014). 이러한 어려움에도 사회
적기업이 생산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많은 연구와 시도들이 있었다(조
영복, 2012).
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서 성과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최초의 연구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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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여 측정 및
분석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제공, 유급근로자 고용, 이윤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이해관계자의 참여 의사결정구조를 사회적 성과로 보았다(곽선화,
2009).
사회·경제적 성과를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영향 가운데 화폐
로 환산 가능한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서 사회적
성과변수를 유급근로자의 정규직 비율,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삼
았으며, 사업기간 및 최고경영자 유무, 월평균 급여, 사업체 형태 명확도 등을
사회적 성과의 영향요인으로 분석하였다(선남이·박능후, 2011).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성과를 사회적기업의 궁극적인 가치와 사회공
헌 달성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를 지역주민
과 취약계층 고용, 수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제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좋은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거래 회사와의 상
생관계 유지, 원재료 구입 시 지역기업 이용으로 보았다(양광석, 2016). 사회적
성과의 영향요인으로는 조직문화, 경영전략, 정부의 정책, 경영가의 리더십, 기
업가정신, 경영역량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나선영 외, 2014).
또한, 김숙연(2015)의 연구는 사회적 성과를 사회적기업의 공익적 가치로 보
았으며,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3개의 요소로 측정하
였다. 김기철 외(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데 사회서비스의
확충, 일자리의 확대,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3개 요소를 사용하였다.
위 내용과 같이 연구자별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
지만,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성과를 측정
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성과 측정의 기준을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고용 정도, 기업의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
도,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로 사회적기업의 종사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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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기업의 직무 만족
(1) 사회적기업의 직무 만족 개념

1930년대 초창기 인간관계론 연구에서는 조직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
을 연구하는 경우에 주로 “직무 만족” 대신에 “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Price & Mueller, 1986), 1950년대 및 1960년에 들어서서는 이 용어를 “만족”
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Brayfield & Rothe, 1951; Weiss외, 1967; Smith 외,
1969).
이와 같이 직무 만족이란 개인의 태도와 신념․가치․욕구 등의 수준에 따
라 직무 자체를 비롯한 직무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유쾌한 감정적․
정서적인 만족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이는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임진숙,
2004; 성금단, 2007). 직무 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동료, 작업조
건, 작업 자체, 임금, 승진기회, 관리 등과 같은 제 근로 조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느냐를 나타내는 감정적 표현이다(김종재,1991).
직무 만족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조직에 참여한 구성원의 인간행동을 중
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으며(장문정 2008), 이에 대해 학자들마다 개념과 정
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문필동 외, 2015). 이는 직무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심리를 나타내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
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박광표 외, 2015).

(2) 사회적기업의 직무 만족의 결정요인

직무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고 과업, 역할, 책임, 상호작용, 유인, 보상 등의
다양한 특성들로 상호 연관이 있으므로(김정희, 2006; 정명화, 2011; 최연희,
2012) 직무 그 자체가 단일의 태도 대상으로서 제시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많
은 직무 구성요인 즉, 직무 차원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유
병주, 1982). 선행연구의 요인들에 의하면 직무 만족의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해외 학자들은 중 Herzberg는 위생요인과 동기 요인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
하여, 회사의 정책에 대한 감독, 관리, 작업조건, 임금, 지위, 대인관계 등의 환
경적 요인들을 위생요인으로 보며, 불만족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 동기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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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성취감, 인정, 책임감, 성장, 발전, 자아실현 등을
말하는 것으로 만족 요인이라고 한다(Herzberg, 1959).
즉, 위생요인은 직무 불만족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
는 것을 말하며, 동기 요인은 사람이 보다 우수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유효한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적 욕구 구조
는 발전적 태도를 정립하는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직무에 대한 성취
의욕을 고취 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 외에도 Gerald(1986)는 직무 만족의 결정요소로서, 직무 그 자체, 성취감,
책임감, 인정, 승진, 임금, 직업의 안정성, 직무 환경, 관리, 동료, 조직, 의사소통
등 12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반혜미, 2010; 최연희, 2012).
국내 학자들은 김지영(2009)은 직무 만족에 대해 총 6가지 요소로, 직무 일치
의 정도, 상사, 동료, 기관에 대한 만족, 이직 의도, 전반적인 직무 만족으로
분류하였다. 김동화(2011)는 직무 만족에 대한 요인을 직무, 관리, 보수, 승진,
동료 관계, 교육과 같이 총 6가지로 나누어 보았으며, 김영복(2012)은 직무 만
족의 요인을 직무요구, 기술 다양성, 과업 동일성, 과업 의미성, 직무 자율, 긍정
적 피드백, 생산성 기준, 근무조건, 급여, 승진, 동료 등 보다 세부적으로 요인들
을 나누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을 ‘직무에 대한 흥미, 직무 수행을 위한
권한 부여, 급여에 대한 만족’ 총 3가지로 정의하여 사회적기업의 종사자가 인
식하는 사회적 성과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직무 만족
보통 일반 기업에서의 성과는 재정적 측면을 주로 측정해 왔으며, 산출이
비용보다 많아야지 기업에 이익을 불러오는 성과로 이해되어왔다. 즉, 재정적
측면에서의 성과가 기업의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 성과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성과 영역이 변화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준다. 또한, 성과 관리 측면에서
영리기업의 성과는 사회적 성과를 포함하는 행동이나 결과가 모두 관리 대상
임을 나타내고 있다(지은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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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으로 인증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성과 및 직무 만족
에 대한 연구가 일반 기업 대상이 대부분이었으며,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것으로 한정적이고,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
로는 개인의 직무 만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
다.
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용탁(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종
사자의 직무 만족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회적 성과는 사회적기업이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여도,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여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기여
도, 지역 인지도 등과 더불어 외부적 자원 그리고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자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반성식 외, 2011). 즉, 사회적기업도 일반 기업과
같이 사회적기업 종사자 개인의 직무 태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기업의 사회
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도가 사회적기
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또 다른 선행연구들에서
는 기업의 근무환경과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직무 만족을 높이기
위해 근무환경이 좋아야 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성과도 높아진다고 보았다(손
아랑, 2009).
박영희(2010)에서는 기업의 근무환경요인을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업무
전문성 등으로 근무환경과 직무 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업무 전문성, 물리적 환경 순으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인적환경, 물리적 환경, 업무 전문성 등의 근무 환경
요인이 좋을수록 직무 만족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 선행연
구들은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이지만, 기업의 환경이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무환경과 직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박영남·최용금·류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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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의 연구에서는 일반 기업의 근무환경과 직무성과와의 관계가 유의미함
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박동건·염세걸(2001)은 일반 기업의 직무성과와 직무
만족의 관계를 보았으나, 직무성과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과는 부정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역시 일
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이지만, 기업의 한 유형인 사회적기업을 적
용하여 사회적기업의 환경과 직무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위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기업이 조성하는 환경과 성과는
관계가 있으며, 그러한 기업의 성과는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의 사회적 성과가 사회적기업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종사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성과가 종사자 개인
의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취약계층 고용 정도,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이며, 종속변수는 직무 만족(직무에 대한 흥미, 직무에 대한 권한 부여,
급여)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 (김동화, 2011; 김영복, 2012; 오승
재 2018)의 고찰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업종, 현 직장의
사회적기업 유형, 근무경력, 직급, 월 평균 보수, 고용형태)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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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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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모형에 따라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정도는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기업의 지역사회발전 및 기여도는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는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사회적기업 2020년 사회
적 가치 성과 보고서가 게시된 13개소와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중점으로
2017~2019년도에 인증을 받아 자율경영공시를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대
상으로 단순무직위표집을 통해 87개소를 표집하여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설
문 조사 참여를 요청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선행연구를 통해 구조화된 설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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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바탕으로 총 22문항(사회적 성과 10문항, 직무 만족 4문항, 인구사회학적
특성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네이버 오피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 조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설문의 목적과 소요시간, 기입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전화로 진행하여 설문
조사 참여를 요청하였다. 설문지는 네이버 오피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설
문지 링크를 기업 또는 담당자의 E-mail로 발송하였으며, 설문지 링크는 기업
내부에서 공유하여 종사자들이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
였다. 설문지 링크 발송 및 응답 기간 2021년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2주가량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총 31개의 기업에서 153명의 설문 응답을 받았
으며, 그중에서 25명의 부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128명의 유효한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추가로 설문 응답을 수집
하기 위해 기존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2021년 3월 18일부
터 3월 31일까지 약 2주가량 추가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32명의 설문 응답을
추가로 받았으며, 그중에서 10명의 부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2명의 유효한 설
문 응답을 수집하여 실제 분석에서 총 150명의 설문 응답 내용이 유효하게 활
용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종사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성과가 종사자 개인
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설문 조사를 통해 사회
적기업 종사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한
기업에 속한 종사자들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응답의 평균점수를 분석에 활용
하여 종사자 개인적인 자의성 문제를 상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통계프로
그램은 SPSS 25.0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와 일원배치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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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도구
(1) 독립변수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장영란, 2012; 나선영, 2014; 오승재, 2018)를 참조하
여 측정 도구를 구성하였다. 정리하면 문항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에 대한 문항
1개(1-1번),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에 대한 문항 7개(1-2~1-8번), 사회서비
스 제공 정도에 대한 문항 2개(1-9~1-10번)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표 1>과 같다.
<표 1> 사회적성과 측정 문항

구분
문항
Cronbach’s α
출처
우리 회사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
1-1
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1-2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1-3
있고 생각한다.
1-4 우리 회사는 공익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1-5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922
1-6
있다고 생각한다.
장영란(2012),
우리 회사는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지역기업을
나선영(2014),
1-7
이용한다.
오승재(2018)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 자립하는데
1-8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9
생각한다.
우리 회사의 상품/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
1-10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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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직무 만족

본 연구에서 직무 만족은 직무에 대한 흥미와 직무에 대한 권한 부여, 급여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행연구(김동화, 2011; 김영복, 2012)를 참조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정리하면 문항은 직무에 대한 흥미와 관련된 문항 2개
(2-1~2-2번), 직무에 대한 권한 부여에 관련된 문항 1개(2-3번), 급여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 1개(2-4번)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와
같다.
<표 2> 종사자의 직무 만족 측정 문항

구분
문항
Cronbach’s α
2-1 나는 현 직무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현 직무가 장래성이 있으며 나의 발전
2-2
에 도움에 된다고 생각한다.
.813
나에게 지금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권한
2-3
이 주어진다.
내가 받는 급여는 나의 노력에 비추어 공정
2-4
하다고 생각한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출처

김동화(2011),
김영복(2012)

본 연구에서 응답한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
은 여성이 99명(66%), 남성이 51명(34%)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세 이상 ~
40세 미만이 60명(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세 이상 ~ 50세 미만이
36명(24%), 30세 미만이 33명(22%), 50세 이상이 21명(14%)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28명(8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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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이상은 11명(7.3%), 고등학교 졸업은 11명(7.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
은 서비스업이 101명(67.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은 49명(32.7%)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일자리제공형이 77명(51.3%)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기타(창의·혁신)형이 40명(26.7%), 혼합형이 25명(16.7%), 사회서비스제
공형이 8명(5.3%)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78명(52%)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1년 이상 ~ 3년 미만이 48명(32%), 3년 이상 ~ 5년 미만이
17명(11.3%), 5년 이상이 7명(4.7%)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사원이 76명
(50.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리는 28명(18.7%), 과장은 16명(10.7%),
부장은 13명(8.7%), 기타는 11명(7.3%), 대표는 6명(4%)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보수는 150~200만원 미만이 59명(39.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0~250
만원 미만은 53명(35.3%), 250~300만원 미만은 18명(12%), 300만원 이상은 15
명(10%), 100~150만원 미만은 3명(2%), 100만원 미만은 2명(1.3%) 순으로 나
타났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10명(7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정규
직은 40명(26.7%) 순으로 나타났다.

(2) 응답자의 주요변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사회적기업 종사자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사
회적 성과를 평가하여 개인적인 자의성 문제를 상쇄시키기 위해 한 기업에 속
한 사람들의 사회적 성과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직무 만족은 사
회적기업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 종사자들의 응답을 통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는 응답자 수(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표 3>으
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
수인 사회적기업의 종사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성과는 ‘취약계층 고용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평균이 4.09(표준편차=0.667)로 4점에 해당하
는 ‘그렇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종사자가 인식하는 사회
적 성과의 응답을 기업별로 총 평균을 낸 것은 3.97(표준편차=0.584)로 3점에
해당하는 ‘보통이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직무 만족에서는 ‘직무에 대한 흥미’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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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평균은 3.99(표준편차=0.721)로 3점에 해당하는
‘보통이다’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기업 종사자 개인별 직
무 만족에 대한 응답의 총 평균은 3.72(표준편차=0.662)로 3점에 해당하는 ‘보
통이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 사회적 성과에 대한 인식과 직무 만족에 대한 기술 통계치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사 취약계층 고용 정도 150
1
5
4.09
회 지역사회 발전 및
150
1
5
4.02
적
기여도*
성 사회서비스제공
150
2
5
3.76
과
정도*
사회적성과 총 평균
150
2
5
3.97
직무에
대한
흥미*
150
2
5
3.99
직
직무에 대한
무
150
2
5
3.57
권한 부여
만
150
1
5
3.35
족 급여에 대한 만족
직무만족 총 평균
150
2
5
3.72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1-2~8 문항 평균),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1-9~10
문항 평균), 직무에 대한 흥미(2-1~2 문항 평균)

(N=150)

표준편차
0.867
0.663
0.829
0.584
0.721
0.901
0.875
0.662

2. 주요변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
수 사회적기업별 사회적 성과(취약계층 고용 정도,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 평균점수와 종속변수인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직무
에 대한 흥미, 직무에 대한 권한 부여, 급여에 대한 만족)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총 6개의 변수에 대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
를 <표 4>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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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의 기업별 사회적 성과의 취약계층 고용 정도와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
(r=.575, p<.01),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와 사회서비스제공 정도(r=.262.
p<.01)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종속변수와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속변수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서 직무에 대한 흥미와 취약계층 고용 정
도(r=.366, p<.01),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r=.654, p<.01),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r=.197, p<.01)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서 직무에 대한 권한 부여와 취약계층 고용 정도
(r=.358, p<.01),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r=.281, p<.01), 사회서비스 제공 정
도(r=.248, p<.01)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서 급여에 대한 만족이 취약계층 고용 정도
(r=.181, p<.05),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r=.268, p<.01)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와는 상
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사회적기업의 기업별 사회
적 성과 중에서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이 높을수록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도(직무에 대한 흥미, 직무에 대한
권한 부여, 급여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표 4> 주요변수 상관관계 분석

취약계층
고용 창출
취약계층 고용
1
창출
지역사회 발전
.575**
및 기여도*
사회서비스
.136
제공 정도*

(N=150)

지역사회
직무에 대한
사회서비스
직무에 대한 급여에 대한
발전 및
흥미와
제공 정도
권한 부여 만족도
기여도
자율성
1
.2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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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대한
.366**
.654**
.197*
1
흥미*
직무에 대한
.358**
.281**
.248**
.523**
1
권한 부여
급여에 대한
.181*
.268**
-.006
.504**
.456**
만족도
*p<.05, **p<.01. ***p<.001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1-2~8 문항 평균),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1-9~10
문항 평균), 직무에 대한 흥미(2-1~2 문항 평균)

3. 사회적 성과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1) 사회적 성과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1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별 사회적 성과의 평균점수와 사회적기업 종사
자 개인의 직무 만족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기업별 사회적 성과가 사회적기업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업종, 사회적기업 유형, 직급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1]은 연령, 업종, 사회적기업 유형, 직급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에서는 독립변수 기업별 사회적 성과를 추가하여 통제변수를 투입한
후에도 기업별 사회적 성과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았다.
분석결과, [모형1]은 F=2.182(p<.05), [모형2]는 F=16.895(p<.001)로 본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의 =0.057, [모형2]  =0.370로 R 제
곱 변화량이 0.313 증가하였다. R제곱 F변화량(F=71.5)에 따른 유의확률
p=0.000으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형1], [모형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모형2] 기업별 사회적 성과의 회
귀 계수 검정 결과, t=8.456, p=0.000으로 기업별 사회적 성과가 종사자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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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적기업별 사회적 성과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변수
(상수)
연령
업종
(서비스업
더미)
사회적
기업 유형
직급
기업별
사회적
성과
F(p)

B
4.482

SE
.361

.002

.062

-.138

모형1

(N=150)

모형2

B
1.501

SE
.46

.003

t(p)
12.42
***
.030

.108

.052

.159

2.085*

.115

-.098

-1.206

-.271

.095

-.193

-2.84
**

-.019

.031

-.053

.018

.026

.048

.694

-.113

.047

-.628

-.628
-2.421
*

-.061

.039

-.115

-1.582

.665

.079

.587

8.456
***

β

2.182*
.057
.031

adj.  
*p<.05, **p<.01. ***p<.001
*사회적 성과(1-1~10 문항 평균), 직무 만족(2-1~4 문항 평균)

β

t(p)
3.26 **

16.895***
.370
.348

(2) 취약계층 고용 정도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기업별 사회적 성과 중 취약계층 고용 정도의 평균점수와 종사자 개
인의 직무 만족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기업별 사회적 성과 중 취약계층 고용
정도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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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연령, 업종, 사회적기업 유형, 직급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1]은 연령, 업종, 사회적기업 유
형, 직급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에서는 독립변수 기업별 취약계층 고용 정도를 추가하여
통제변수를 투입한 후에도 기업별 취약계층 고용 정도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모형1]은 F=2.182(p<.05), [모형2]는 F=7.083(p<.001)로 본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의 =0.057, [모형2]  =0.197로 R 제
곱 변화량이 0.141 증가하였다. R제곱 F변화량(F=25.228)에 따른 유의확률
p=0.000으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형1], [모형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모형2] 기업별 취약계층 고용 정
도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5.023, p=0.000으로 기업별 취약계층 고용 정도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적기업별 취약계층 고용 정도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변수
(상수)
연령
업종
(서비스업
더미)
사회적
기업 유형

모형1

B
4.482

SE
.361

.002

.062

.003

-.138
-.019

모형2

B
3.181

SE
.423

.006

.057

.009

.115

-.098 -1.206 -.193

.107

-.137 -1.808

.031

-.053

.030

.053

β

t(p)
12.42
***
.030

(N=150)

-.628

.020

β

t(p)
7.525
***
.110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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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113
사회적
성과 1
(취약계층
고용 정도)
F(p)

.047

-.213

-2.421
-.098
*

.043

-.186

-2.279
*

.298

.059

.391

5.023
***

2.182*
.057
.031

adj.  
*p<.05, **p<.01. ***p<.001
*취약계층 고용 정도(1-1 문항), 직무 만족(2-1~4 문항 평균)

7.083***
.197
.17

(3)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기업별 사회적 성과 중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의 평균점수와 종사
자 개인의 직무 만족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기업별 사회적 성과 중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업종, 사회적기업 유형, 직급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모형1]은 연령, 업종,
사회적기업 유형, 직급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에서는 독립변수 기업별 지역사회 발전 및 기
여도를 추가하여 통제변수를 투입한 후에도 기업별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
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모형1]은 F=2.182(p<.05), [모형2]는 F=15.711(p<.001)로 본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의  =0.057, [모형2]  =0.353으로 R
제곱 변화량이 0.296 증가하였다. R제곱 F변화량(F=65.917)에 따른 유의확률
p=0.000으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형1], [모형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모형2] 기업별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8.119, p=0.000으로 기업별 지역사회 발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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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7> 사회적기업별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1

(상수)

B
4.482

SE
.361

연령

.002

.062

.003

업종
(서비스업 -.138
더미)
사회적기업
-.019
유형
직급
사회적
성과 2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
F(p)

-.113

(N=150)

모형2

t(p)
12.42
***

B
1.647

SE
.46

.030

.111

.053

.163

.115

-.098 -1.206 -.146

.095

-.104 -1.532

.031

-.053

-.628

.023

.026

.061

.047

-.213

-2.421
-.064
*

.039

-.121 -1.641

.568

.070

.569

β

2.182*
.057
.031

β

15.711***
.353
.331

adj.  
*p<.05, **p<.01. ***p<.001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1-2~8 문항 평균), 직무 만족(2-1~4 문항 평균)

t(p)
3.578
***
2.106
*

.866

8.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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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기업별 사회적 성과 중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의 평균점수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기업별 사회적 성과 중 사회서비스 제
공 정도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업종, 사회적기업 유형, 직급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모형1]은 연령, 업종, 사회적기
업 유형, 직급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였고, [모형2]에서는 독립변수 기업별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를 추가
하여 통제변수를 투입한 후에도 기업별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가 종사자 개인
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모형1]은 F=2.182(p<.05), [모형2]는 F=4.379(p<.001)로 본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1]의 =0.057, [모형2]  =0.132으로 R
제곱 변화량이 0.075 증가하였다. R제곱 F변화량(F=12.476)에 따른 유의확률
p=0.001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형1], [모형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모형2] 기업별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의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3.532, p=0.001로 기업별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
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8> 사회적기업별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변수
(상수)
연령

B
4.482
.002

SE
.361
.062

모형1

β

.003

t(p)
12.42
***
.030

B
3.77
.032

SE
.402
.06

모형2

(N=150)
β

.048

t(p)
9.386
***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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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서비스 -.138
제공 더미)
사회적기
-.019
업 유형
직급
-.113
사회적
성과 3
(사회
서비스
제공 정도)
F(p)

.115

-.098

-1.206

-.36

.127

-.256

.031

-.053

-.628

-.031

.03

-.084

.047

-.213 -2.421* -.096

.045

-.181

.258

.073

.323

2.182*
.057
.031

-2.832
*
-1.034
-2.131
*
3.532
**

4.379**
.132
.102

adj.  
*p<.05, **p<.01. ***p<.001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1-9~10 문항 평균), 직무 만족(2-1~4 문항 평균)

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인증
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기업별 사회적 성과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취약계층 고용 정도, 지
역사회발전 및 기여도,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로 구성하였고, 종사자의 직무 만
족을 직무에 대한 흥미, 직무에 대한 권한 부여, 급여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사회
적기업 2020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가 게시된 13개소와 서울·경기·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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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중점으로 2017~2019년도에 인증을 받아 자율경영공시를 하고 있는 사회
적기업을 87개소로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150부의 유
효한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
한 4가지 연구가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별 사회적 성과의 총 평균과 종사자 개인별 직무 만족에
대한 평균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결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종사
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러므로 ‘[가설
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가 채택되었다. 즉,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높을수록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놓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회적기업별 사회적 성과 중에서 취약계층 고용 정도에 대한 평균과
종사자 개인별 직무 만족에 대한 평균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결과로 사회
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정도는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나타났다(p<.001). 그러므로 ‘[가설 2]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정도는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되었다. 즉, 사회적기
업의 취약계층의 고용 정도가 높을수록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도가 유의미
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사회적기업별 사회적 성과 중에서 지역사회발전 및 기여도에 대한 평
균과 종사자 개인별 직무 만족에 대한 평균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결과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발전 및 기여도는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러므로 ‘[가설 3] 기업의 지역사회발전 및 기
여도는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되었다. 즉, 사
회적기업의 지역사회발전 및 기여도가 높을수록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사회적기업별 사회적 성과 중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에 대한 평균
과 종사자 개인별 직무 만족에 대한 평균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결과로 사
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는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p<.01). 그러므로 ‘[가설 4]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는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채택되었다. 즉, 사회적기업의 사
회서비스 제공 정도가 높을수록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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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근무환경이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은 유사한 선행연구(손아랑, 2009; 박영희, 2019)의 기업의 근무환경이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모두 채택하였으며, 기업의 성과가 종사자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와 달리 사회적기업의 환경적 측면의
사회적 성과(취약계층 고용 정도, 지역사회 발전 및 기여도,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직무에 대한 흥미, 직무에 대한 권한 부여,
급여)에 영향에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2. 제언
(1) 실천적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위한 종사자 직무
만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천적 측면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대해 기업, 개인 차원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기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중간관리자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대기업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과 공공·복지 분야의 사회
적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식회사,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러한 형태의 조직은 대표가 운영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어 중간관리자가 부
재한 상황이다. 이는 향후 사회적기업의 종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문
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
관리자를 반드시 육성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최고 관리자와 중간관리자는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도를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최고 관리자와 중간관리자는
사회적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에 대한 중요성
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고 관리자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종사
자에 대한 이해, 사회적 성과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26 사회과학논총

(2) 정책적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위한 종사자 직무
만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측면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인식 및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문교육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지역별 사
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담당
하고 있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중점을 두기가 어려운 현실이
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집중적으
로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지속 및 발전을
위한 경영지원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기업 SK가 지원하는 사회적가치
연구원에서 2015년에 개발한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SPC)’를 통해 사회적가
치지표(SVI)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을 측정한 뒤, 이에 비례하여 현금 인센티브
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정적
인 지원제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전문가, 사회적기업가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
하다. 이후에 안정화된 인센티브 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종사자
의 직무 만족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경제적 성과처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는 없지만, 최근 사회적가치지표(SVI)가 개발되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 수준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가치지표(SVI)
의 문제가 측정의 활용 가능성, 신뢰성, 형평성 측면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각 사회적기업의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해야 한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사회적기업 2020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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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 성과 보고서가 게시된 기업과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중점으로
2017~2019년도에 인증을 받아 자율경영공시를 하고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향후 전국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성과의 하위 변수 중 사회서비스 제공 정도의 경우는 사회적기
업의 업종이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해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인 경우라
면 응답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업종’을 더미
변수(0=제조업, 1=서비스업)화 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업종으로 인한 문제
를 완화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업종을 고려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후속 연구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업종을 고려하여
측정한 연구가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사회적가치지표(SVI)에 따라 평가된 기업의 점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종사자들 개인이 현재 재직 중인 사회적기업의 사회
적 성과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평가는 개인
적인 자의성 문제를 나타낼 수 있어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한 기업에 속한 사
람들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였으나, 수치화하여 계량적 평가가 가능한 경제적
성과와는 달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수치화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가치지표(SVI)에 따라 평가된 보다
계량적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자료를 바탕으로 종사자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사회적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에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일반기업이 아닌 사회적기업
을 대상으로 기업의 환경적 측면인 성과가 종사자 개인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적 성과의 중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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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
on Job Satisfaction
Kim, Su-a*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social performance, the ultimate
purpose of social enterprises, on individual job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mportance of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was
confirmed in that high social performance increases the job satisfaction of
individual workers, and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in order to increase the job satisfaction of social enterprises
workers. Second, the top and middle managers of social enterprises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ocial enterprises' social performance and
related education. Third, the Social Value Index (SVI), developed to more
objectively evaluate the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raises the
issue of the availability, reliability, and equity of measurement, so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to measure social performance by reflecting the
situation of each social enterprise.
Key Words: Social enterprise, social performance, employees,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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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정책의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
고,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영유아교육의 큰 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할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유아교육정책
과 보육정책을 살펴보고, 영유아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과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
였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따르는 쟁점들을 검토하여 향
후 정책 시행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유보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다음과 같은 방안을 참고하여 개선
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담당 행정 부처인 교육
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업무에 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유치원교사와 어린이
집 교사의 양성체계의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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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가 영유아 교육기관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
게 되면,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맞벌이 부부
의 경우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는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자녀 양육의
책임이 오로지 가정에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보육 공공성 차원으
로 변화되면서 점차 국가적 책임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04년 이후 보육지원정책을 강화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보육시설의 양적인 성장을 62.23%까지 이루었고 무상교육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유해미, 강은진, 조아라, 2015).
그러나 전국 어린이집의 정원 및 현원 현황을 보면 2014년 이후 어린이집 취원
아동의 수가 줄어들면서 정원 미달의 보육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노언경, 김효진, 2018). 이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겪고 있는 문
제로, 특히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4만 2,000명이 줄어들며 취원아 수가 대폭
적인 감소를 보였다.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미취학 인구수 대비
교육기관 취원 비율은 73.1%로 대부분의 영유아가 교육기관을 통해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홍인기, 2020), 취원 원아 수가 줄어
드는 현상의 원인으로 심화된 저출산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
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교육과 보육의 두 가지 개념으로
분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교육은 부모는 물론 기관의 교사 등의 구성원들이
유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유아의 발달 단계와 수준에 따라 알맞은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은 가정이 아동을 기관에 위탁한다
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영유아의 기본 욕구와 발달 특성에 알맞은 활동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홍인혜, 2006).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에서 관할하며
만 3, 4, 5세 유아를 취원 대상으로 한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공개전형을 통해
교사의 임용이 이루어지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설립자가 교사를 채용하지만
모두 교육부의 관할 기관에 속하여 운영된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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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속하여 운영되는데, 이에는 영아를 전담하여 운영하는 영아전담 어린이
집이 있다. 그리고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시설, 원장의 학력과 경
력 등을 기준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등록하여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
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하여 지원받아 질 높은 보육과 교육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위한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과 보육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으면
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운영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
화되어 있어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더구나 교
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 등으로 보육의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고,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
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장명림, 2013). 또한, 「유아교육법」
과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면 목적과 대상, 서비스 성격이 유사한 점이 많
고 두 법에 따라 기관에서 행하는 서비스 역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영유
아 교육 및 보육을 정책적으로 일원화하자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두 기관을 관할하는 부처 및 지원 체계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명확
하게 이분화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실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특히 부처 간의 업무 협조나 서비스 제공
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가은, 202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을
계획 중인 유보통합 정책을 고찰하고 해당 정책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특히 영유아교육을 관리하는 두 개 정부부처의 기능 일원화와 유치
원 및 어린이집의 교사를 중심으로 과거로부터 실시된 정책과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유보통합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
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유보통합 정책 수립의 배경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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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영유아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유아를 중심
으로 한 정책의 규모와 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래사회에서 예상되
는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정책 중에서도 영유아 지원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기본 토대이기 때문에 사회
적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도 하다(김병만, 2019). 한편 영유아를 위한 사회적 지원을 실행하려면 무엇
보다 교육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김민자, 2016). 즉, 초등
학교 취학 전 영유아들의 교육을 공교육의 시스템 안으로 들여와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김병만, 2016). 이
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자 관련 연구들을 진행해 오
고 있다. 유보통합이란 현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
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부처 및 행정체계의 통합, 재정의 통합, 법
적 근거의 통합, 서비스 기능의 통합, 교사 양성 과정 및 자격의 통합, 시설
기준의 통합 등 유아교육과 보육을 전반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윤
경, 2015).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서로 다른 관할 부처에서 해당 법령과
제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유보통합의 목표는 이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정책이며 무엇보다 주무 부처의 일원
화가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
육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재로서 영유
아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자 하는 것이다(고가은, 2020).
그런데 유보통합을 앞두고 제도적 통합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데 이
는 기존의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치원에 적용하는 「유
아교육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은 취학 전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
유아교육기관의 교원자격의 기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국가 차원의 조정을 통해
서서히 일원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김정희, 2012).
한편,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 수혜를 받는 대상이 달라지는데 유보통합 정책
의 경우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므로 교육정책이 가지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할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정책의 쟁점과 개선 방안 탐색 37

것이다. 이는 국가가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각 지자체를 통한 공공성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최희
선, 2006). 또한, 성공적인 정책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 손실과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고와 합의를 이끌
어내는 것이 중요하다(Lasswell, 1971).

2.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
정부는 50년이 넘는 지난 세월 동안 「유아교육법」 제정을 바탕으로 유치
원을 학교 체제에 포함하여 공교육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유아
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고, 영유아를 위한
교육정책 역시 구분되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각각 관장하고 있어
두 부처 간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서 두 부처의 관할하에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들 간의 차이를 줄이고자 부
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정책은 누리과정을
편찬하여 전국 영유아교육기관에 배포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2011년과 2012년
에 두 단계에 걸쳐 누리과정 지도서를 발간하여 만 3-5세를 위한 교육과정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모두 적용할 것을 권장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누리과정은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모든 만 3-5세 유아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공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의
무교육의 성격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은수, 박
은혜, 2012).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아들에게 능동적인 대
처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핵심역량을 반영하고자, 유아의 놀이성을 확장시켜
유아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놀이중심, 유아중심 교육과정을 표명하고 있다. 또
한, 연령별로 나누어져 계열화되어 있던 교육내용을 만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공통의 내용을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축하고, 연간․월간․주간․일일 계획
안이나 주제중심, 흥미영역 통합의 당위성을 해체하는 등의 혁신으로 기존의
누리과정의 구조나 내용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이경화, 2019).
그러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유아교육의 혁신을 열심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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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교육
과정과 내용일지라도 해당 교육을 직접 실천하는 교사의 질을 어느 정도 균질
화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체계와 교
육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이원화된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유사성을 토대로 유보통합정책의 단서를 도출할 필요
가 있다.

1) 유아교육정책
정책이란 정부 또는 정치적인 단체가 그들의 정치적·행정적인 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마련한 방침이나 방책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나 사용 맥락에 따라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최혜윤, 2009). 그러나 공통점은 공
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기로 선택한 행동방침
(Dye, 1981)이라는 것이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공권력을 배경으로
영유아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정책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무정책의 유아교육정책기(1948-1690년), 유아교육체제 정비기
(1961-1980년), 유아교육의 질적 고양 및 공교육 기반 조성기(1981-2004년),
유아교육 공교육 정착기(2004-2008년), 유아교육 선진화기(2009년-현재)로 구
분할 수 있다(임승렬, 2018).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
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사연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
유아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마련한 대표 정책은 무엇보다 2012년부터 출범한 누
리과정이라는 유아교육정책이고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1962년 교
육부령으로 언급된 「유치원시설기준령」을 시작으로 1997년 취학 전 아동의
1년간 무상유아교육의 법제화,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방안의 마련, 2012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1997년 무상교육의 법제화를 통해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정책적으로 실행될
기반이 마련되었고,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출산율 증가,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정책의 쟁점과 개선 방안 탐색 39

서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2009년 12월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종합 발전 방안에 따라 2010년 이
후 유아교육 부문의 혁신적인 정책 강화가 추진되었다(박신영, 박은혜, 2019).
나아가 2012년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아교육법」에서 명문화한 전국 유치원
의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만 5세인 유아를 대상으로 전면에 걸쳐 시
행됨으로써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추진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임승
렬, 2018).
한편 「유아교육진흥법」은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
의 공교육화를 공론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유치원이 소수의
유아만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을 실행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심은희, 2012). 그러나 이러한 「유아교육진흥
법」은 현재의 「영유아보육법」의 잘못된 사례를 답습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유아교육진흥법」이 교육의 기능을 기관에 부여하면서도
해당 기관의 자주성이나 전문성, 교육재정 및 교육의 본질에 관련된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던 것에서 초래되었다(황보영란, 2014).

2) 보육정책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보육의 개념이 아동을 위탁하는 것에서 나아가 영아부
터 초등학교 취학 전 연령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대신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고가은, 2020). 이창승
(2010)은 이러한 보육에 대해 아동들이 받아야 하는 보호와 교육의 권리를 주
는 동시에 어머니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제도
라고 정의하며 보호와 교육의 의무는 개인이 아닌 국가적 책임이라는 차원에
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을 보면 보육을 실행하는 전반적인 구조를 파
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는 “이 법
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
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
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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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가정복지의 증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로 되어있고 이들에게 보
호, 양육, 교육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은 법인, 국공립, 가정, 직장, 부모 협동, 민간 등으로 구분되
며 구청장,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2012년 누리과정이 국가
차원에서 편찬되기는 하였으나 어린이집에서는 여전히 기존 표준보육과정을
근거로 종종 교육활동이 운영되기도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
도록 되어있다. 유치원이 누리과정을 토대로 운영되는 데 반하여, 표준보육과
정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의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교육을 제공하는 단계에
따른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 문재
인 정부에서 ‘유아교육 보육·혁신 연대’를 출범하기도 하였지만,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별성을 없애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
다(서울특별시, 2019). 또한, 누리과정으로 유아교육기관과 보육기관 간의 격
차가 감소하였다는 평가도 있는데 반하여, 법적, 행정적,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어 두 기관의 교원 간에 경쟁과 갈등 등의 비효율적인 일들이 발생되
고 있는 실정이다(임승렬, 2018).

3. 영유아교원 양성기관과 교육과정
보육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영유아들과 상호작용하며 교육의 질
형성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강정
은, 송다영, 2010). 이민경(2001)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 관련 변인과
관련한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영유아의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
는 것은 교사변인이었으며 교사가 행하는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영유아의 언
어와 사회성, 신체 및 정서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
서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직무 자질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신정순, 2018). 이처
럼 교육의 질은 곧 교사의 질이기 때문에 교사의 자질이 매우 중요한데, 교사들
이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수-학습의 내용과 돌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
육은 교사가 되기 위한 양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치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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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어린이집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은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
다. 이러한 편차는 영유아들이 속해 있는 교육기관과 교사들의 질적 수준에
편차를 가져오게 되므로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분화된 유
아교육인력의 양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
사의 자격 요건과 체계에 관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1) 유치원교사 양성기관과 교육과정
우리나라에서 유치원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
을 취득해야 한다.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의 취득은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의거하여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
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를 받은 사람,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무시험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무시험검정은 2016년 대학 입학자를 기준으로 전공과목은 50학점 이상
을 이수하고 75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하며, 교직과목은 22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교직적성과 인성검사는 2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하고,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임지현, 금
미정, 이경화, 2019). 또,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교과에서
는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교육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교육학개론,
교육철학,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행정, 교육경
영 등)들과 더불어 아동발달(영아동발달과 교육, 부모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
과학교육, 아동발달심리, 생활지도 및 상담 등), 유아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관련 과목(교과교육론, 교과 교재 및 연구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
법론,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등), 교육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박현경,
2009; 임승렬, 2018). 교직에서는 교육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그 밖에
교육봉사를 통한 다양한 경험을 직접 체득해 보도록 하고 있다(남현주, 2013).
또한 교양과목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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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2016)은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공과 교양 및 교직의 편성비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전공의 비율을 높이되 교양과 교직과목의 비
율을 동일하게 편성할 것과 실습을 위한 이수 학점의 확대, 교수요목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활동모델의 구축
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박은혜와 장민영(2015)은 OECD 국가의 유치원교사
양성제도를 분석하였는데, 교직이론과 발달교과목, 교직실기과목, 교육실습과
목, 연구교과목 등 5개 범주의 필수 과목을 규정하는 국가가 다수임을 확인하
였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5개 범주를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의 재량으로 결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유치원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현행의 교육과정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데(임지현, 금미정,
이경화, 2019), 이는 유아교육을 바람직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
을 갖춘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초등교사의 임용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일반 사립유치원의 유치원교
사 자격과 임용을 관리하는 등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유치원교사의 양성은 전문대학, 일반대학, 사범대학에 설치된 유아
교육과의 학위 과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유치원교사 자격증은 「유아교
육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게 되어 있고, 자격 취
득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다. 2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현장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쌓으면 유치원 정교사 1급의 자격이
주어지고, 이후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채 15년 이상
의 교육 경력을 가진 상태에서 교수활동과 연구활동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교사 중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
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게 된다.

2) 보육교사 양성기관과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보육교사는 보육학과,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등 보육과 관련된
대학이나 교육훈련시설에서 양성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통해 일정한 교과목
에 따른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유아교육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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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유치원교사를 양성하지만, 졸업 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수여함
과 동시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학부 교육과정에서
영아에 대한 발달과 교육의 내용을 이수하였기 때문이며 실습 과목에는 교육
실습뿐만 아니라 보육실습이 포함되어 총 2~3회의 실습을 이수하도록 교육과
정이 편성되어 있다. 보육교사 자격의 법률적 근거는 2004년 「영유아보육
법」의 개정으로 마련되었고. 2020년을 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의 154개 학과
와 2․3년제 전문대학의 244개 학과, 42개의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교사 양
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공공데이터포털, 2020). 2014년의 경우 대학교에
487개의 보육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었고, 전문대학의 학과는 511개로 집계
되었으며, 원격대학에는 285개의 학과가 있었고,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양성 기
관은 총 67개로 분석된 바 있다(김은영, 김길숙, 이연주, 2014). 이를 통해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교, 원격대학에서 운영되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점차 줄어
들었지만, 보육교사교육원과 같은 훈련 시설의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교사 양성기관은 보육교사교육원의 1년 과정에서부터 대학
교 4년제 전공학과까지 범위가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1991년 이전에는 「아동
복지법」에 의거, 보육교사의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여 발급되었는
데 1991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사가 보육교사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자격 구분에서는 3급이 없어지고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발급되
고 있다. 현재 보육교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현장에 취업 후, 보육 현장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사로 규정되어 있다. 보육교사 2급은 고등학교 혹은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훈련시설(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학,
보육교사교육원 등)에서 17과목(51학점)을 이수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한국보육교사교육원, 2021). 보육교사 양성대학에서는 보육 관련 교과목을 보
육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필수과목(보육학개론, 영유아발달, 보육과정,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안전관리 등)과 선택과목(아동건강교육, 어린이집 운
영관리,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등)
으로 구분하였고, 이외 보육 실무(아동 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등)를 익히
도록 구성하였다(임승렬, 2018).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Y대학교의 경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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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에서 내규로 정한 일정 과목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동시에
장애영유아지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또한 놀이지도사, 아동복지
상담사, 북아트지도사, 종이공예지도사, 우쿨렐레지도사 등의 다양한 민간 자
격증을 함께 부여한다(유한대학교, 2021).

Ⅲ. 유보통합의 쟁점과 정책 개선 방안
최근 영유아기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
아교육을 공교육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꾸준
히 언급되어 오고 있다(김병만, 2019).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
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추진하는 관련 정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들대로 교육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사의 질과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데,
현실적으로 정책 추진이 요구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최은영, 2016).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 변인은 역량을 충분히 갖춘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교사의 핵심역량으로 김지영(2017)은 학습자의 수준, 특징,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습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능력,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능력인 인성, 감성과
윤리와 도덕성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 집단 지성, 학습공동체를 활용한 지속적
인 학습으로 교사 스스로 역량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사 양성기관과 교육과정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교사의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교사의 전문
역량을 동일하게 양성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교원양성체제와 자격 기준
이 다르다는 것은 동일 연령의 유아들에게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임승렬, 2018). 특히 보육교사의 경우 매우 광범위한 방법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양성체제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
도록 법 개정이 요구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의 자격 불균형 문제는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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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아니므로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의 자격 통합은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례로 인정어린이집으로 유
보통합 정책을 실현한 일본에서 2006년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합동으로
유보연계추진실을 설치함으로써 유치원과 보육소의 통합을 촉진시킨 사례를
들 수 있다. 일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면허에서 양측 기관의 교사
모두 동일한 면허를 갖추도록 특계제도를 두어 두 개의 면허를 모두 취득하도
록 하였고, 이를 위해 두 기관 간의 운영상의 차이 혹은 업무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를 마련하여 교원 간의 간극을 좁혀나가고자 하였다(최미
미, 2019).
한편, 고가은(2020)은 영유아교육기관의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에게 유보통합
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유보통합
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중 유보통합에 따른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 행정적인 효과 등에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통해 부모와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동일하게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해 주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이슈의 원인은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행정부처의 운영 체계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임승렬, 2018). 이러한 제도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다면, 관련 정책과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원양성교육기관에서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답보상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혜원(2019)은 보육교사 양성
을 위한 교육시설에서 교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는 자유권이 전제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김덕화(2013)는 유보통합정책의 미래를 생각하며 장
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과정에서 요구되
는 교육내용과 이수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규, 행정조직, 교사, 재정,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유보통합의 주요 갈등 현상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두 개로 나누
어진 교육기관과 행정부처의 이원화 체제로 인한 것으로, 이는 서비스 수혜자
로 하여금 유보통합의 효과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보통합의 효과적인 측면이 범국가적으로 강조될 때 갈등요소로 비쳤
던 이원적 체계 유지에 대한 인식이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고가은, 2020). 특히
교육서비스의 대상인 영유아의 권리, 부모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삶이 영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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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는 유보통합 정책이 계획되어 추진될 때 그 효
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김병만, 2019). 이를 위해 최은영
(2016)은 지역사회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
원센터 등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시설을 지역사회 내의 유치원
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개방하고 지원함으로써 갈등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앞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업무의 일원화는 정보 전달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며 행정과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 질
향상에만 집중하여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가은, 2020).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서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유아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
서 다양한 집단의 이해당사자들 즉,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관계자, 재정을 지원하는 중앙과 지방정부 등과 효율적인 공유 없이 이루
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원만
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비로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관련 정보를 중심으
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규모가 지역교육청의 수준을 넘어 전국 차원
으로 확대될 수 있다(류민영, 2013).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의제
설정과 교육개혁을 이루어감으로써 국민들이 유아교육정책의 흐름을 숙지하
고 활용하도록 할 수 있고, 시민사회와 다양한 집단을 정책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민들의 요구 및 평가를 국정투입과 산출시스템에 반영하겠다는 인
식을 갖게 할 수 있다(박신영, 박은혜, 2019).
한편, 유보통합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원화
되어 있는 교원양성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2014년 1단계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고, 2015년 2단
계에서 교사자격 및 교원양성체제, 규제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본격적인 통합
을 추진하며, 2016년 3단계에서 교사의 처우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장석환, 2014). 그러나 유치원과 달리 몇 년째 동결되어
있는 표준보육료가 인상되어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의 운영이 안
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무상보육지원비용이 고갈되어가는 상황 속
에서 유보통합으로 인하여 부담해야 할 재정문제는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서영, 정효정, 2016). 그러나 교사의 처우 문제가 해결되기에 앞서 선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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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은 무엇보다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가 행하는 교육의 질이 동일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다. 이러
한 노력을 통해 영유아교사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교육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부모들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연령에 따라 동일 연령집단
간의 차이가 큰 영유아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아학교를 연령별로 나누어 영
아학교, 유아학교로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강중민, 2021).
2021년 10월에 개최된 제2차 KICEE정책토론회에서는 발표된 논문에서는 실
제로 영유아학교체제의 구축을 제안하면서, 2세 이하를 위한 ‘영아학교’와 3~5
세를 위한 ‘유아학교’로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재편하자는 내용이 제시된
바 있다.

Ⅳ. 결론
최근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모든 국민
이 출생하면서부터 능력에 따라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관련된 교육정책의 제도적 정비가 미비
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불평등하게 제공되는 교육은 결국 영유아들에게 효과
적인 교육을 제대로 제공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문헌 고찰과 유보통합의 쟁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 결과를 바탕
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 지원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행정부처의 기능 일원화이다. 그
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행정부처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학부모
에게는 혼란을 주며 해당 분야 교사들에게는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낭
비 요소가 노정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유치원은 보육보다는 교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교육의
기능도 있으나 교육의 기능보다는 보육에 더 중점을 두어 영유아의 장시간 돌
봄의 기능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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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여 영유아의 부모는 비교적 젊은 층이고 또한 맞벌이 부부가 많다는 특
징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의 학부모들의 요구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 보육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므로, 두 기관의 관리가 통합
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보통합 정책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처 간의 업무
통합은 행정·재정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오로지 영유아의
교육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현저히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행정 기능의 일원화를 위한 부처 통합은 급격하게
혁신을 이룰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현행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리되는 어린이집과 각 시도별 교육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는 지방에서
부터 유보통합지원청을 신설하여 운영한 후 점진적으로 중앙담당부처와 통합
하는 방안이 모색해야 한다는 서영숙(2014)의 견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 마련과 점진적인 실천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이루
어짐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양성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유
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교
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육시설의 수준
에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유보통합정책이 실현된 후 영유아교육기관
에 종사하는 교사는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자격면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과 보육 면허를 모두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인 방침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시행되는 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숫자적으로 매우 많은 보육교사 양성시
설에서 무분별하게 자격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교사로서 전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책임감 및 소명 의식을 갖출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 관리를 엄격히 하되, 점진적으로 정규교육과
정으로 수렴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유아교사 임용 수준을
초등교사 임용과 같이 국가가 채용과정을 관리·감독하여 교사의 질을 확보하
고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도록 상향 조정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
다. 이는 앞으로 유보통합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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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되며,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영유아 교육기관의 개설에서부터
교원의 임용까지 정부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보통합정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한 쪽의 손익이나 유불리에 영향
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를 심신이 건강하고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시키는 첫 단추의 기능을 하도록 보육하고 교육하는 영유아교육기
관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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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sues of Policy of Integrating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for Young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and
Exploring Methods of Improving the Present Policy
Kim, Hae Ree*
Lee, Kisung**
This

study aimed to search which issues are there in integrating polic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then to explore feasible improvement
methods of integration.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previous research resul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and child-care policy were reviewed and
analyzed, in the context where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manages
kindergartens and kindergarten teachers focusing o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manages the child care
centers and child-care teachers focusing on the child care. Also, some feasible
methods for improving policy were drawn from reviewing issues of policy
integration.
Based on discussion and review of the issues, the two improving methods
were proposed as a conclusion. Firstly, the function of the two Ministries which
manages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needs to be integrated. Secondly,
the teacher training system for kindergartens teachers and child-care teachers
needs to be reorganized.
Key Words: integration polic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policy of child care, training institution of
kindergarten teachers, training institution of child-car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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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 수정주의’의 재해석: 현상타파 국가 성향의 관점에서
박세연*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정치 현실주의(realism)에서의 국가성향 논의
Ⅲ. ‘조선 수정주의’의 현상타파적 행동 요인
Ⅳ. ‘조선 수정주의’의 현상타파적 행동 수단
Ⅴ. 결론
<국문초록>
1960년대 중·소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양국을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로 비난하던
당시, 중국은 문화혁명노선에 따르지 않는 북한을 ‘조선 수정주의’라는 용어를 언급
하면서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보통 사회주의 국가 간의 수정주의는 이데
올로기의 교조성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논문은 ‘조선 수정주
의’를 담론(discourse)으로 규정하고 국가성향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북한은 ‘자주’와 ‘3대 혁명 역량 강화’의 구호 아래 국력 우위의 자신감과 대남혁
명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무력도발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이어가며
한반도에서의 현상타파를 시도하였다.
현재 북한에서는 3대 세습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주도의 한반도 통일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핵을 포함한 비대칭전력 증강을 통해 더욱
심화된 모험주의 성향과 현상변경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여전히
현상타파적 국가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조속히 마련해
야 할 것이다.

주제어: 북한, 수정주의, 현상타파 국가, 군사적 모험주의, 자주노선

*

중앙대학교 동북아학과 북한개발협력전공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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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56년 2월 제20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서기장 흐루쇼프(Н.С.Хрущёв)는
스탈린 격하 발언과 함께 미국과의 긴장 완화 의지를 보이는 평화공존론을 공
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체제경쟁이 고조되었던 당시의 미·소 양극체제에서 흐
루쇼프의 발언은 중국과의 이념분쟁을 촉발하게 되었다. 양국은 서로를 수정
주의(revisionism)와 교조주의(dogmatism)로 비난하였다. 중국과 소련 사이에
서 전략적으로 줄타기 외교를 이어가던 북한은 60년대 초반 중국과 더욱 밀착
된 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1964년 흐루쇼프의 실각 후 북한은 브레즈네프 지도체제와 부쩍 가
까워지면서 우호적 관계를 이어오던 중국과의 관계는 점차 냉각되어갔다. 이
러한 가운데 중국에서는 1966년 “우리는 희생하려는 전근대성 문화와 시장정
책 문화를 비판하고, 더욱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창출하자!”라는 마오쩌둥의
구호와 함께 중국 문화대혁명의 서막이 열렸다.
북·소 관계가 개선되며 북한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자 마오는 북한과 소련
을 동일하게 취급하였고 북한 지도부와 정책에 대해 ‘조선 수정주의’를 언급하
면서 이 용어를 등장시켰다. 게다가 중국 홍위병들은 김일성에게 “비계덩어리
수정주의자”, “흐루쇼프의 앞잡이”라는 말로 모욕을 주었으며 북한 자체가 곧
수정주의 국가로 변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1)
소련, 중국, 북한 등의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수정주의 논쟁은 일반적으로 정
치·이론적 쟁투가 첨예화될 때 불거지면서 이념분쟁으로 이어지곤 하였다. 미
국과의 평화노선을 지향한 소련과 중국과의 분쟁은 서로를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로 비난하였다. 조선 수정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역시 북한이 중국
의 문화혁명 노선을 거부하자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고 양국은 마르크스-레닌
주의의 선명성을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조선 수정주의’를 담론(discourse)으로써 간주하며, 사회
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 교조성을 따지는 수정주의가
아닌 국제정치이론의 국가성향론(state orientation) 관점에서 1960년대 중후반
‘조선 수정주의’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1) АВПРФ，ф.0102，оп.23，п.112，д.24，л.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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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회주의 연대에 균열이 생기자,
사회주의 국가 간의 단결을 원하던 북한은 ‘자주’를 견지하면서 국내에서는 자
력갱생을 위한 ‘주체’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자주노선으로 비롯된 중·소의 대북
영향력 약화는 북한의 자율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자주는 단순히 자율성만
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대남혁명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으며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 주장과 대남군사도발 등을 이어가며 한반도의 재균형과 사회주의의
팽창을 기도하는 수정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성향은 현상유지(status-quo power)와 현상타파
(revisionist power)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현상유지 국가는 현재의
질서상태와 세력균형에 만족하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반면, 현상타파 국
가는 세계질서 혹은 지역질서 차원에서 현 상태(status quo)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하고 현존하는 세력
균형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의미한다.(우승지, 2013: 167)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
한 수정주의적 요인과 수단을 통해 수정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였는가? 현재
북한은 자주국방 목표를 넘어 한반도의 절대적 군사 우위를 점하고자 핵무기
개발과 함께 비대칭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으며, 더욱 노골적이고 무모한
현상타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수정주의적 행보의 기원부터 현재까지 더욱
전략적이고 치밀해지는 북한의 국가성향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우리의 대북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1960년대 중반 북한에서 현상타파적 국가성향을 가진 ‘조선 수정주
의’가 등장하였다는 전제를 가진다. 따라서 ‘조선 수정주의’가 등장한 1960년대
중후반을 연구 범위로 하여 그 기간 동안 북한에서 드러나는 현상타파적 행동
을 통해 수정주의 국가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현상타파적 수단은 지시에
따른 실천 행동, 군사적 도발 등의 구체적인 국가 행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역사적 접근 방법으로써 기밀해제된 소련을 비롯한
과거 사회주의 국가 및 미국의 외교문서와 함께 로동신문, 김일성저작집 등의
북한 원문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다국 사료 교차비교분석’(multi-archival
comparative research)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다양한 국가의 자료에서 동일
한 현상을 어떻게 서술하였는지 비교 및 검토하여 역사적 사실을 재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정현수 외, 20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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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Ⅱ장에서는 기존 국가성향 이론 및 논의에 대해 알아본 뒤, Ⅲ장과 Ⅳ장
에서 60년대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 변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배경과
수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중소분쟁 시기 북한의 국가 행위가 상당히 현상타파적 국가 성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성향론 관점에서의 북한 연구가 미미하여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또한 ‘조선 수정주의’라는 담론을 상정하여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며 북한의 국가성향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국제정치 현실주의(realism)에서의 국가성향 논의
1. 현상유지와 현상타파의 구분
국제정치학은 체계적 지식이 아닌 국가행동에 대한 탈규범적 평가와 정책
조언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대표적으로 16세기 초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가 집필한 『군주론』 역시 논리적 체계를 가지지 않은 전통적 정
치론을 답습하지만, 당시의 이러한 저술들에 이어 현대에도 가장 중요한 개념
은 무엇보다도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다. 프랑스의 수석 장관이자 가톨
릭 추기경이었던 리슐리외(Armand-Jean du Plessis, cardinal et duc de
Richelieu)는 30년 전쟁 당시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리며 종
교적 신념을 무시했다는 반발을 마주하자 “국가의 행동은 개인의 이성이 아니
라 국가이성(raison d’État, reason of state)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
다.(이근욱, 2009: 26) 이후 고전적 현실주의 학자 한스 모겐소(Hans Joachim
Morgenthau)는 국익에 대해 다른 민족국가의 침해로부터 물리적, 정치적, 문
화적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국가 자신의 생존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국익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따라서 국익의 추구는 기본적으로 국력을 기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으며(마상윤, 2012: 80), 궁극적으로 국가의 행동은 국가이익과 국력 증진
의 추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안보(security) 추구’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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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국제정치학 현실주의(realism) 이론 범주 안에서
도 국가성향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에 따라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부류는 국제질서의 상태에 만족하고 지키기 위해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반면
다른 부류는 일반적으로 현상타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 외에도
국가성향의 가변성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부류도 있다.(우승지, 2013: 167)
케네스 월츠(Kenneth N. Waltz)는 국제체제의 무정부(anarchy)성을 주장하
는 동시에 모든 국가는 자조(self-help)를 가장 중요한 행동 원칙으로 여기며
국가는 힘이 아닌 안보 극대화(security maximization)를 위해 행동한다고 하
였다. 그에 따르면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는 개별 국가가 최종목표인 안보 확
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데, 이때 국가는 힘을 극대화하여 적극적으로 세력
을 확대하는 팽창정책이 아닌 방어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
에 현상유지 국가 혹은 안보추구자(security-seeker)로 볼 수 있다.(Kenneth
N. Waltz, 1979; 이근욱, 2009: 35-39)
월츠와 함께 저비스(Robert Jervis), 반 에버라(Stephen Van Evera) 등으로
대표되는 방어적 현실주의자 또한 국가안보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의 세력균형과 제도적 상황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무정부성 국제질서
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상유지 성향을 띨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국가 간의 분쟁은 스스로 안보를 지키는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경쟁에
따른 결과라고 보았으며, 저비스는 자신의 안보를 지키려는 행동이 다른 국가
의 안보를 저해하는 상황을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라고 하였
다.(Rovert Jervis, 1978; Stephen Van Evera, 1998: 5-43)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들은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현상유지 성향을 갖
는다고 판단한 반면,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는 무정부 상태 그 자체
로는 위험하지 않으나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무정부 상
태가 위험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로는 무정부
상태, 공격적 군사력 보유, 상대 국가 의도의 불확실성, 생존의 중요성,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 합리적인 행동의 다섯 가지 가정(assumption)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면서 자조, 두려움, 힘의 극대화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미어셰이머는
모든 국가가 현재 보유한 힘과 국제질서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국가보다 상
대적으로 큰 힘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국의 힘을 증가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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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주변국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며, 모든 국가를
잠재적 경쟁자로 판단한다. 따라서 그는 모든 국가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안보를 위해 힘을 극대화하여 팽창하고자 하는 현상타파 국
가로 상정하였다.(John J. Mearsheimer, 1994, 2001; 이근욱, 2009: 75-85)
한편 월츠(Waltz) 이전의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국가 유형이 주요 변
수라고 주장하였고, 이들은 국가의 성향이 상황에 따라 선택되는 가변성을 인
정하였다. 모겐소는 모든 국가가 권력을 추구하고 있고, 현상유지(status-quo)
정책과 제국주의(imperialistic) 정책 중 하나를 상황에 따라 선택하며 상대적
힘과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국가를 약소국·강대국, 현상유지 국가·제국주의 국
가로 구별하였다. 키신저(Henry Kissinger)의 경우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비엔
나 회의를 분석하며 약소국·강대국 구분과 함께 기존 체제에서 변화를 도모하
는 혁명주의 국가(revolutionary state)와 보수주의 국가(conservative state)로
나누어 설명하였다.(Hans J. Morgenthau, 2005; Henry Kissinger, 1957; 이근
욱, 2009: 103)
스웰러(Randall L. Schweller)는 월츠의 주장을 수정하였다. 국가들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안보 이상의 목표를
가지며, 영토확장 등의 팽창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그는 상대적인 힘과 함께
추구하는 이익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였다. 상대적인 힘에 따라 강대국과 준강
대국(less great power) 혹은 약소국으로 구분하였고, 추구하는 이익에 따라
현상유지 국가와 현상타파 국가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그는 모든 국가의 성향
이 현상 유지를 추구하며 동일하다는 월츠의 이론에 편향이 있다고 보았으며,
월츠와 달리 안보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판단하였다. 그
는 월츠의 말대로 모든 국가가 현상유지 국가라면 안보딜레마의 극복은 공통
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위
해 행동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공격적 목표를 추구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
에는 자신의 공격적인 성향을 숨기므로 의사소통과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된다
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은 안보딜레마가 아닌 안보 경쟁(security
competiton)이라 하였다.(Randall L. Schweller, 1994:72-107; 1996: 90-121)
또한 자신의 이론에서 상대적인 힘과 이익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국가는 상대적 힘이 증가하게 되면 점차 공격적이거나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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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향을 띤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는 국가의 유형을 동물에 비유하여
여덟 종류로 구분하였다.(Randall L. Schweller, 1998: 85)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학자의 이론을 배경으로 할 때, 우리는 국가의 성향
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현상유지 국가로서
방어적인 안보를 추구할지라도, 미래에는 성향이 변하여 현상타파적 국가의
입장으로 공격적 행보를 드러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냉전 시기의 소련은 국제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미국에 대항하여 균형을 돌파
하기 위해 시도했던 현상타파 국가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평화공존 및 분쟁을 피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며 현실적인 국가안보와
국익을 고려했던 현상유지 국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성향의
가변성을 인정하되, 60년대 중후반 북한을 현상타파 국가로 상정하고 수정주
의적 행동 요인 및 수단을 제시할 것이다.

Ⅲ. ‘조선 수정주의’의 현상타파적 행동 요인
1. ‘자주’와 남조선 혁명
흐루쇼프의 스탈린 격하 발언과 평화공존 노선 추구는 중국과 소련의 이념
분쟁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1960년대 북한은 중국과 소련에 전략적으로 접근
하여 더 많은 원조와 얻고자 하였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항할 각국과
의 안보동맹(「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성장과
대외적인 힘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하였다.
60년대 초반 북한은 중국과의 밀월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양국 간의 관계도
내적으로는 불안정을 품고 있었다. 북한은 미국보다 소련을 위협적으로 여기
며 북한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북한과의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었
고, 중국으로부터의 원조는 소련을 대체할 수 없었다. 흐루쇼프의 실각 후 얼어
붙었던 북·소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지기 시작하였으나 양국은 여전히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계가 존재하였다. 북한 측은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소련이
쿠바와 베트남을 배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들은 소련 당과 정부를 불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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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소련 정부가 우호조약에 명시된 북조선 방위와 연계된 의무를 준수
할지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소련은 “북조선 지도자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다”는 말과 함께 “조선로동당 지도자들이 좀 더 이성적인 경제정책을 펼친다
면 북조선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다. 소련을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 코메콘(COMECON)과의 단절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고립주
의 정책으로는 북조선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2) 북한은
쿠바미사일위기 이후 소련이 사회주의 동맹국으로서 안보를 지켜줄 수 있을지
의심하였고, 소련은 북한의 ‘자주’와 자력갱생에 가려진 스스로의 고립정책과
원조의 무조건적인 요구, 중국과의 관계 등에 있어 북한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웠다. 이후 월남 전쟁 지원 문제로 북·중 사이에 이견이 생겨나며 이에
동독 측은 “북한 지도부가 소련공산당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하나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더 뚜렷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베트남 인민 지원사업에 관한 국제적 사안에 조선노동당이 관여한다는 사실
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그런 사업을 반대하고 소련이
자본주의를 다시 확립하려 한다며 소련을 비방하는 중국공산당 지도부에 맞서
조선노동당은 간접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당
은 중국의 문화혁명에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다.(통일연구원,
2006: 190) 북한은 이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분열과 함께 수정주의와 교조주
의를 동시에 비판하며(로동신문 1964/12/03) 내정간섭을 벗어나 자율성을 확
보하고 독자적 외교 노선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자주노선을 본격화하면서 병진노선과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하였고
상당한 군비증강을 통해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기 시작하는 한편, 김일성은
’자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팽창적인 수정주의적 면모를 드러내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독립, 자립, 자력방위’의 3대 원칙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북조선이 지원과 원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선전 문구는 우리 형제국(fraternal countries)을 대상
2)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January 08, 1965,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National Archives of Hungary (MOL), XIX-J-1- Korea, 1965, 73.
doboz, IV-100, 001819/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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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구호를 발표했을 당시, 남조선 인민들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조선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 원칙으로 우리는 남조선 인민들을 미제와 일본으로부터 분리
하고자 한다. 이미 남조선에서는 이 구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
다. 최근에는 남조선 학생들이 선전문구를 들고 일어나 미제가 남조선의
국내 문제에 간섭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남조선 대
중의 혁명화를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3)

군사주의 노선 강화와 함께 남한 혁명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국가 구호는 북한
이 당시의 현상질서에 만족하지 못하고 변경을 시도하는 현상타파적 의지를
드러내었다. 1963년 김일성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반동세력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전체조선인민의 공동의 의무”(로동신문, 1963/02/08)라
고 주장한 바 있으며, 김정일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
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립장에서는 변
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언급과 함께 김정은 역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당
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로동신문, 2016/05/08)라 역설하며 김일성에서 시작
하여 3대 세습으로 지속되는 현상타파적 ‘자주통일’ 의지와 일관적인 수정주의
노선을 보여주고 있다.

2. 주한미군 철수 논의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북한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것은 주한미군 주
둔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미 케네디 정권 등장 후 대외원조정책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주요 원조대상국인 한국, 대만, 터키 등에 대한 원조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케네디 정부가 대외 경제 발전을 지원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군사원조의 필요성이 완
3) “Report, Embassy of Hungary in North Korea to the Hungarian Foreign
Ministry,” December 12, 1970,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MOL, XIX-J-1-j Korea, 1970, 54. doboz, 81-108, 002584/3/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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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케네디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군사원조 조정 그룹’을 조직하여 군사원조와 경제원조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원조의 효용성을 제고하였다.4)
이에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었고, 미국 정부 내부에서 주한미군의 현상유지
를 전제로 소규모의 한국군 축소 방침이 결정되었으나, 한국경제의 위기적인
상황과 함께 1963년에 민정이양을 둘러싼 정치적 동요가 확산되면서 이를 우
려했던 미국은 한국군의 병력축소 문제를 한국 정부에 타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워싱턴에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축소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었고, 핵무기
를 사용하게 된다면 중·조 연합군에 의한 공격에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며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동시축소 계획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주한
미군은 1965년 말까지 52,000명에서 17,000명으로, 한국군은 1967년 말까지
536,000명에서 460,000명으로 감축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 국무부와 주
한 버거대사는 주한미군의 축소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의 증대와 함께 한국 정
부의 불안정을 이유로 들며 반대하였다.5)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며, 주한미군 주둔으로 상당량의 외화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경제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김영준, 지효근, 2013: 280)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외신을 통해 한국 국내에서 전해졌다. 한국 언론은
유럽 주둔의 미군을 ‘병력축소와 화력증강’ 방향으로 재편할 것이라는 미국 측
의 발언을 전했다. 특히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작년 여름 이후 국방부는 주한
미군 1개 사단의 철수를 고려해왔다”는 언급에 대해서 한국 측은 “대단히 위험
한 모험이며 새로운 공산주의의 침략을 일으킬 것”이라 우려를 표명하였다.(조
진구, 2004: 77)
4)

“Letter From Secretary of State Rusk to the Ambassador to
Korea(Berger), August 1, 1961, FRUS, 1964-1963, Vol.ⅩⅫ, p.505
5)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by the Secretary of Defense(1963.06.04.),
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Deputy Under
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Memorandums concerning Proposed U.S.
and South Korean Troop Withdrawals and Reductions in South Korea
1962-1963, Box #1, National Archives 2, College Park, Maryland; 조진구
(2004), “1960년대 초반의 미국의 대한정책: 한국군과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미
국 정부 내 논의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47권 제1호, p.73 재인용

북한 ‘조선 수정주의’ 의 재해석: 현상타파 국가성향의 관점에서 65

케네디의 서거 이후 존슨 행정부 역시 한·미군의 동시감축을 추진하여 1965
년 6월까지 주한미군을 지원병력 위주로 9,000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
였으나, 1965년 4월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군사개입 확대를 결정하고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이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한국 측이 베
트남에 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 미국 측에 베트남 파병을 주한
미군 병력수준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로
존슨 대통령은 “미국은 최대한 원조를 제공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
은 없을 것이다. 만약 병력수준의 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한국정부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였다. 미 행정부의 지도부는 한국에
서의 주한미군 감축과 군사원조의 축소가 유효한 목표이며, 적당한 시기에 재
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이 1968년 베트남전 종결을 모색
하기 시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재개되었고(김영준, 지효근, 2013:
280), 1970년대 초 닉슨독트린 발표 후 주한미군의 병력규모는 기존에 비해
약 30%가량 감축되었다.
1960년대 반복적인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한국에는 안보위협으로 다가왔지
만, 북한에게는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을 보이게 하였고, 미국을 가장 위협세
력으로 간주하고 있던 북한에게는 한반도 세력변경을 꾀할 수 있는 하나의 기
회가 주어진 셈이었다.

Ⅳ. ‘조선 수정주의’의 현상타파적 행동 수단
1. 대남 침투 및 도발
수정주의 국가들은 현상국제질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국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해내기 위해 군사력 확장과 함께 팽창주의적인 군사주
의 정책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식은 군사적 모험주의와 기회
주의적 대외정책 행보를 양산하게 된다.
수정주의 국가의 군사주의적 행태는 주변국의 상응하는 대응을 야기하기 쉽
다. 이는 다시 말해서 수정주의 국가의 적대적 대외 인식과 군사적 수단 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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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하게 되며, 주변국의 안보불안을 초래하여 주변국 역시 군비증강으
로 대응해 군비경쟁이 도래하게끔 만든다. 이에 따라 수정주의 국가는 타국의
적대감을 강조하는 동시에 동맹국에 대해서도 높은 불신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국의 안보 취약성을 과장평가하며 불안해하면서도, 침략적인
행동으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모순에 빠져들기 쉽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먼저 공격하는 공세적이고 호전적인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김진하, 2020: 12)
북한은 자주를 본격적으로 천명한 후에는 병진노선과 함께 4대 군사노선을
강화하며 더욱 적극적인 수정주의적 행보를 보였다. 1960년대에 들어오며 대
남침투와 도발은 빈번해지기 시작하였고, 다음 <표 1>과 <표 2>를 통해 ‘조선
수정주의’가 등장한 196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1960년대 북한의 대남도발 현황

구분 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계 933 86 58 63 47 60 91 184
지상 472 28 14 16 17 20 21 96
해상 439 54 39 19 29 40 68 82
해안
불상 22 4
5
1
1 - 2
6
출처: 이운규, 2014, 『북한대남침투도발사』, 경기 파주: 살림, p.27

1968 1969 1970
141 144 86
104 97 59
35 46 27
2
1 -

<표 2> 북한 침투도발 내역 비교

구분
50년대
60년대
직접침투
375
988
간접침투
0
0
월북·납북자
침투
4
21
남파
소계
379
1,009
지상도발
7
298
해상도발
2
22
국지도발 공중도발
10
7
전자전도발
0
0
소계
19
327
출처: 국방부, 2020, 『202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p.320

70년대
298
0
12
310
51
27
15
0
93

북한 ‘조선 수정주의’ 의 재해석: 현상타파 국가성향의 관점에서 67

위 표와 같이 1950년대에는 전후복구와 유엔정전위원단의 감시 등으로 인해
도발이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으나, 1960년대로 들어오며 대남도발이 급증하였
고 대부분 지상도발에 집중되었다. 특히 휴전선 인근에서는 매일같이 도발사
건이 발생하였는데, 미 2사단 지역에서는 무려 하루 4회의 침투기도가 있었으
며, 이들이 주둔한 파주지역은 297건으로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였다.
북한은 미군이 월남전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 수행능력이 제한된다는 약
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미군에 피해를 준 뒤, 미 여론을 조장하여 한반도에서의
조기 철군을 유도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군이 월남전쟁에 참전한 상황이 무력
통일의 호기로 판단하여 아주 집중적인 대남도발을 감행하였다. 김일성은 월
남전에서 베트콩의 게릴라 작전에 감명을 받고 124부대 등의 비정규전 부대
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여 1965년 이후에는 게릴라 형태의 침투도발을 시도하
였다. 이 외에도 60년대 후반에는 단순 공작원 침투를 넘어서서 과감한 지하당
활동과 대규모의 무장공비 침투를 감행하며 ‘대남혁명’을 위해 남한 사회를 교
란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하였다. 60년대 후반에는 남방한계선에 철책이 구축되
어 이전에 비해 침투에 어려움이 생기자 땅굴 구축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
고, 1968년 미 2사단 지역 철책 하단을 굴토하여 침투한 후 본격적으로 땅굴
구축을 시작하였다.(이운규, 2014: 27-30) 또한 함정이나 공작선, 잠수정을 이
용하여 침투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대표적인 주요 대남침투 사례로는 1968년
1월 21일에 발생한 ‘1·21사태(청와대 기습 사건)’와 같은 해 10월 30일, 11월
1일, 11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공비들이 침투한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다. 다음은 주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1) 1·21 사태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인 124부대의 무장 게릴라들
이 정부요인 암살지령과 청와대 기습을 위해 한국군 복장과 수류탄 및 기관단
총으로 무장하고 서울에 침투한 사건이다. 이들은 휴전선을 넘어 야간을 이용
하여 수도권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세검정고개의 자하
문을 통과하려다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정체가 드러나자
검문하던 경찰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을 무차별 난사하는 한편, 그
곳을 지나던 시내버스에도 수류탄을 던져 귀가하던 많은 시민들이 살상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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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지휘하던 종로경찰서장 총경 최규식이 총탄에 맞아
순직하였다. 당시 유일하게 생포된 김신조는 귀순하였으며, 29명은 사살되었고
1명은 북으로 도주하였다.6) 이 사건은 1967년 북한의 침투 및 게릴라를 위한
124부대가 창설되어 1968년 1월 9일에 청와대 공격 임무가 정식으로 하달된
후 일어난 사건이었다.(The Joongang 2012/02/05)

(2)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 울진과 삼척지구에 북한군 무장공비
120명이 세 번에 나눠 침투한 사건이다. 김일성은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 전,
북한 정권 수립기념일 20주년 기념식에서 “남한 혁명은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 주권 쟁취 방법은 무력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하였다.(이운
규, 2014: 35) 청와대 기습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의기소침해 있던 차에
김일성이 인민군에게 호전적인 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대남혁명정
신을 고취시킨 것이었다. 김일성의 명령을 하달받은 인민군들은 남한으로 침
투하여 지하조직을 선동하고 민중을 대상으로 공격적 선동활동을 하였다. 이
사건도 울진, 삼척, 봉화, 명주, 정선 등으로 침투하여 게릴라 작전을 펼치는
동시에 자신들이 점령한 마을 주민들을 소집한 뒤 정치선전을 벌이며 ‘인민유
격대’ 가입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이들은 학살하는 등 무참한 만행을
저질렀다.(한권희, 2014: 99)
실제 김일성은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하여 “오늘의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더 혁명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남조선 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복
종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김일성, 1983: 501) 이러한
정황을 통해 북한이 60년대 후반 당시 대남적화공작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
하여 세력균형의 재편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대남침투 및 도발 횟수의 증가는 말 그대로 ‘조선 수정
주의’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에는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대남
6) “1·21 사태”, 두산백과, (검색일: 2021년 9월 18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6751&cid=40942&categoryId=3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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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였던 데다 자주노선 확립과 함께 극단적인 군사력 강화를 배경으로 김일
성은 북한이 소련과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하였
다.7)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현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국의 주도하에 국
제질서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대남 공세적 전략을 집중적으로 시도
한 것이다.

2. ‘전략적인’ 군사적 모험주의와 한·미동맹 와해 기도
1966년 10월 5일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의에서 “현 정세와 우리 당
의 과업”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세계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미제국주
의자들에게 타격을 주어 그들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미제가
발붙이고 있는 모든곳에서 그들이 함부로 날뛸수 없게 손발을 얽어매놓아야
합니다”라고 역설하였다.(김일성, 1982: 381-382)
북한은 대남도발과 함께 군사적 모험주의 행태의 일환으로 대미 도발과 게
릴라 공격을 더욱 빈번하게 실시하였다. 1966년 미 존슨 대통령의 방한 후 북한
외무성은 “죤슨의 남조선 방문을 전후하여 미제 침략군과 남조선 괴로군의 광
란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는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다… 미제 침략자들은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적인 도발행위를 그만두고 모든 살인무기
를 걷어가지고 당장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이
군사분계선상의 여러 지점에서 수많은 무장인원을 동원하여 매일과같이 로골
적인 무장공격과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것은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들의 전쟁 책동의 일환”이라고 비난하였다.(로동신문,
1966/11/06) 기존 북한의 DMZ 부근의 활동은 정보수집 차원에 그쳤으나, 10월
김일성의 연설 이후 점점 위협적으로 변모하여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
음에도 특유의 발뺌과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 대해 동독은 1966년 12월 “남한에서의 투쟁에 관하여 조선로동
당 정책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남한에서 합법·비합법적 투쟁 방법을
총동원하여 민주적 민중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은 새로운 방향 설정의
7) http：//www.foia.cia.gov/cpe.asp, “미국 CIA 정보 보고서: 김일성의 새로운
군사모험주의”(196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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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을 암시한다”(통일연구원, 2006: 191)고 보았고, 이로부터 1년 후인 1967년
12월에는 한반도 휴전선의 상황에 대해 “한국전쟁 이후 1967년처럼 많이 심각
한 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는 평가와 함께 “상처와 사상자를 남긴 심각한
사건들 외에도 총과 포를 사용한 교전으로 인한 화재는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다. 해상에서의 사건들도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사상자와 부상자 사건
은 거의 전적으로 남한 영토에서 발생한다, 북한 측은 휴전선에서의 사건이
미국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공격이 임박한 것처럼 상황을 묘사하며 당의 대처를
시도한다…현재 북한은 평화롭고 민주적 통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여진다”라고 북한의 공격적인 태도를 지적하였다.8)
북한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군사적 모험주의를 통해 자국의
외부적 균형유지에 이득을 얻고 남한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첫째, 북한은 모험적인 도발을 통해 중·소와의 약화된 동맹을 재확인 및 복
원하고자 하였다. 루마니아 문서에 따르면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발생한 지
약 두 달 후 주(駐)조선 중국 대리대사 왕펑은 주조선 루마니아 대사와의 대화
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전
장 확대를 원하는 것이 확실하므로 북한의 전쟁 준비태세는 환영받을 만하다
고 거듭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는 영원히 분단될 수 없으므로 전쟁의 발발은
불가피하며 북한에 정당한 해방전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쟁이 임박했다는
북한 동지들의 확신에 공감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북한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루마니아 대사는 북한이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전폭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데에 의심할 여지
가 없으며, 중국이 북한의 당과 국가 지도부, 북한 대내외 정책에 대해 가혹한
언사를 구사했던 것과는 달리 북한이 추진하는 강성노선의 적극적 지지자가
되어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하였다. 끝으로 왕펑은 “북한이 다가오는
전쟁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우방임을 확인할 기회를 갖
게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9) 저우언라이 또한 김일성에게 서한을 통해 과거의
8) “Letter from Ambassador Brie of the GDR in the DPRK to Deputy MFA
Hegen,” December 08, 1967,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MfAA, G-A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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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뒤로하고 북·중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뜻으로 북중 간의 우정과 중국으
로부터의 전폭적 지원을 강조하며 김일성을 안심시키고자 하였다.10)
김일성은 당시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의 북한 방위에 대해 불신하고 있었으
나, 군사적 모험주의 행태로 대미 도발을 통해 중국과의 소련의 반응을 살피며
동맹의 유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중국이 북한지지 성명을
발표하면서 양국의 결속력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우리는 소련과
중국과의 우호조약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
리는 소련과 중국과의 동맹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
른 견해가 존재하더라도 절대 그것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중국 동지들과는
큰 의견 차가 있지만,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연대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호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은 푸에블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는 이 조약에 대한 지
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반제 통일전선을 지지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11)
김일성의 언급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중국 측의 지지성명을 통해 양국의
우호조약 효력이 제대로 이행되며, 동맹의 국가안보적 상호작용이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판단하였다.(최명해, 2009: 269) 한편 소련의 경우 한반도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았을뿐더러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들을’ 지지하지 않았
고, 북한 역시 소련에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숨길 정도로
독단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중·소 모두 북한의 돌발적이고 폭력
적인 행동을 묵인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등한 지위로써
협상을 이끌어내며 북한이 한반도를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 크게 심어
주었다.
9)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TOP SECRET, No. 76.069,
Urgent,” March 17, 1968,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Political Affairs Fond, Telegrams from Pyongyang, TOP
SECRET, 1968, Archive of the Roman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0) “Telegram from Pyongyang to Bucharest, TOP SECRET, No. 76.054,
Urgent,” March 01, 1968,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Political Affairs Fond, Telegrams from Pyongyang, TOP
SECRET, 1968, Archive of the Roman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1) PolA AA，MfAA，C 159/75 WWICS Digital Archive，Record ID：11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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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북한은 한·미 갈등을 일으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북한
의 푸에블로 나포 사건에 대해 미국 측은 “북한은 혁명적 폭력을 통해 한·미를
베트남 문제에 휘말리게 하여 그들의 통일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
이다. 소련과 중국은 지금까지 직접적 개입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한은
미국을 망신시키고 한·미관계를 복잡하게 하기 위해 위기를 조작하는 것이 주
요 관심사”라고 평가하였다.12)
북한은 청와대 습격 이틀 뒤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을 일으키고, 이후 미군
정찰기 EC-121를 격추하는 등의 대미 도발을 이어갔다. 이러한 행동과 함께
북한의 대남침투가 이어지자 한국군은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군사행동을 벌이며 보복행동을 하였으나, 유엔군 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에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말 것을 거듭 경고하였다. 1968년 2월
서울을 방문한 밴스(Cyrus Vance) 미국 특사는 한국의 독단적 대북 보복공격
이 억제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을지라도 즉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한미관계의 장기적
전망에 대하여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미치시타 나루시게, 2013:
42-46)
한국 지도부와 달리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전쟁 발발의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없었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능력이 강화되면 한국이 통일을 위해 보복
공격부터 선제공격까지 각종 군사행동을 취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하
였다. 이에 따라 미 포터 대사는 한국의 군사능력이 강화되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독자적 행동의 실시”가 가능해진다는 판단 아래 한국의 군사증강계획
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미치시타 나
루시게, 2013: 51-52)
북한의 공격이 격화됨에 따라 한·미 간의 의견 차이는 더욱 벌어져갔고, 미
국은 당시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인식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1969년 1월 미국 CIA는 북한 대남전술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자국이 한국에 대규모 무력행사를 실시할 경우 그 대응을
둘러싸고 한·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미
12) GALE URUDOL，Document Number：CK2349526460 “미국 CIA 보고서: 중
국은 형식적으로만 북한을 지지한다”(1968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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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타 나루시게, 2013: 58-59) 실제 북한의 무력도발과 그 대응방식으로 인해
한·미 간의 갈등이 벌어지며 북한은 자국에 유리한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루어
낸 것이다.
다음은 북한의 ‘전략적인’ 군사적 모험주의에 따라 일으킨 대남도발의 주요
사건 사례이다.

(1)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1968년 1월 23일 북한초계정이 미 해군 정보수집 보조함 푸에블로 호(USS
Pueblo, AGER-2)에 접근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푸에블로호가 공해
상에 있음을 이유로 거절하자 해군장교와 수병, 민간인 등 83명을 태운 푸에블
로호를 나포하였다. 이에 미국이 소련을 통한 외교교섭과 판문점회담을 추진
하는 한편, 엔터프라이즈 핵항공모함을 동해에 파견하는 등 군사적 예비조치
를 취함으로써 한반도는 전쟁 일보직전의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었다. 소련을
통한 외교교섭이 소련의 거부로 실패하자, 미국 측은 한국정부의 반발을 무릅
쓴 채 판문점에서 북한당국과의 비밀협상에 들어갔다.13) 북한군은 1·21사태가
실패로 돌아가자 새로운 군사도발을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월남전에 깊이 개입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 내에서
반전사상이 극에 달해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을 파악하여 미군에 대
한 도발을 감행하였다.

(2) EC-121 격추 사건

1969년 4월 15일 미국 해군 소속 아츠기 해군 비행장에서 이륙한 EC-121
워닝스타는 8명의 장교와 23명의 엔지니어가 탑승한 채 블라디보스톡까지 북
상하여 소련 태평양 함대의 동태를 탐지한 후 동해를 따라 남하하면서 북한
연안을 정탐하고 귀환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 임무는 2년간 계속되던
것으로 이때까지 북한의 반격은 없었으나, 함북 청진 해상 153km 부근 공해
상공에서 북한의 MIG-21기에 의해 격추되어 탑승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였
13)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한국근현대사사건, (검색일: 2021년 9월 21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0360&cid=62048&categoryId=62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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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 이는 북한이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이후 미국과의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북한이 한 번 더 군사적 모험주의의 ‘효과’를 경험하고자 호기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들 역시 북한이 남한 내의 혼란과 한·미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적화
통일을 목표로 무력을 사용하여 세력균형의 변경을 시도하며, 현상타파의 수
단으로써 이용한 것이다.

Ⅵ. 결론
1960년대 중반 조선 수정주의는 북한의 자주와 남조선 혁명 및 병진노선과
일맥상통한다고 사료된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과감한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재건사업에 매진하여 연평균 20%
내외의 고속 경제성장을 보였던 상황에서,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과 4대 군사
노선 채택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여전히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한 불안으로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에 대한 확
실한 보장 요구를 대가로 한국군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군사력이
열세에 놓인 상황이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가 실제 이루어짐으
로써 북한에 남한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남북한 간의 세력균형이 약화되고 북한의 힘이 우위에 있음에 따라
이들은 위태로운 군사도발을 이어갔고, 자국의 세력을 팽창하여 적화통일의
목표를 이루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본 논문은 1960년대 중반 ‘조선 수정주의’를 재해석하여 북한이 팽창적인 현
상타파적 국가성향을 드러내었다고 주장하며, 중·소의 영향력 약화와 함께 등
장한 북한의 자주노선과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현상타파적 행동의
요인으로써 작용한다고 보았다. 북한은 이러한 배경 하에 현상변경 수단으로
14) “EC-121 격추 사건”, 위키백과, (검색일: 2021년 9월 21일)
https://ko.wikipedia.org/wiki/EC-121_%EA%B2%A9%EC%B6%94_%EC%82%AC
%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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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무모한 도발과 군사적 모험주의 행보를 이어가며 한·미 관계의 갈등을 촉발
하고, 성공적 대남혁명을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정주의 행
보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자주에 따른 주체사상이 본격화되며 국내통치가 강화
되었고, 김일성 중심의 사회적 단결을 이루고자 하였다.
국가의 상대적 힘(capability)과 이익(interests)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분한
스웰러(Randall L. Schweller)의 국가 유형에 따르면, 지역 최고의 강대국으로
서 주변국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현상타파 강대국은 늑대(wolf)라
지칭하였다.(Randall L. Schweller, 1998: 85; 이근욱, 2009: 108) 그러나 북한이
늑대 유형으로 분류되기에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는 분명하다. 북한은 현상
타파 성향을 지닌 준강대국(lesser great power), 중간 및 약소국(mid power,
small states)으로서 자신이 직접 사냥할 힘은 없지만, 늑대처럼 강한 힘을 지
닌 맹수가 다른 짐승을 사냥할 때 이를 돕거나 남은 고기를 뜯어 먹는 자칼
(jackal)에 비유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과 소련과의 동맹을 발판삼아 적절하게
편승(bandwagoning)하여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통해 한반도의 질서변경과 세
력변경을 시도하였으며, 더 나아가 ‘자주’의 구호 아래 전략적인 모험주의 확장
정책을 시도하며 대남혁명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사회주의 팽창을 꾀하였다.
(김진하, 2020: 16) 특히 북한은 1960년대 조선 수정주의와 함께 팽창적 성향을
드러낸 이후 1970-80년대를 지나며 남북한 간의 국력 격차가 확대되자 절대적
인 열세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부문에 집중해서 이를 타개하기보
다는 군사적 부문에 집중하여 힘의 균형을 재편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 당시 격렬했던 중·소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북한의 자율성이 확대되
며 북한의 수정주의 성향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
다. 이는 더 나아가 김정일 정권의 ‘선군노선’과 김정은 정권의 ‘군사제일주의’
와 같이 국가 활동에서 군사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대남도발을 통해
남북한 세력균형의 재균형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현상타파적 국가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 국가의 성향을 현상
타파와 현상유지로 이분화하기는 힘들며, 양측이 혼재할 가능성과 가변성 또
한 지니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조선 수정주의’
담론의 등장은 북한의 국가 행동을 현상타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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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interpretation of North Korea’s “Chosun Revisionis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visionist state
Park, Se Yeon*

In the 1960s, when China and the Soviet Union were sharply opposed and each
country was criticized for revisionism and dogmatism, China began to fiercely
criticize North Korea, which did not follow the cultural revolution line, by
referring to the term “Chosun revisionism”. In general, revisionism between
socialist countries is generally controversial over the doctrine of ideology.
However, this paper defined “Chosun revisionism”as a discourse and discussed
it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propensity.
Under the slogan of “self-reliance” and revolution, North Korea attempted to
break down the status-quo on the Korean Peninsula by continuing its armed
provocation and military adventurism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its
confidence in national superiority and the possibility of the South Korean
revolution.
Currently, despite the three successions in North Korea, the socialist-led
unification stance on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s unchanged. In addition,
North Korea is revealing a deeper adventurous tendency and desire to change
the balance of power through the enhancement of asymmetric power, including
nuclear weapons. Therefore from the point of view that North Korea is still a
revisionist state, we should prepare sufficient deterrence as soon as possible.
Key words: North Korea, revisionism, anti status-quo power, military
adventurism, self-reliance
* Ph.D Candidate, Northeast Asia,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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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적자원관리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가스안전공사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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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적자원관리는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 가면서 모든 조직에 필수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조직들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
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의 분석 틀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사례를 상세하게 고찰함으로써, 기관의 인적자원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례
연구의 대상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적자원관리 관련 자료는 기관 홈페이
지, 공공기관 알리오, 정보공개포털 등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수집했다. 확보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인적자원의 확보, 이동, 동기부여, 성과평가, 보상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인적자원
관리의 미래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인적자원관리, 사례 연구, 공공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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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조직에서는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HRM)가 매우 중
요하다. 조직에서 일하는 주체가 사람 즉, 인적자원이며, 인적자원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인적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
라서 조직의 성과, 조직 자체의 역량, 조직의 비용 등이 달라진다. 인적자원관
리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정
부 규모의 양적 증가, 정부 역할의 질적 변화 등의 이유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
성이 민간부문 못지않게 크게 주목받고 있다(이창길, 2019: 17-20).
그런데 공공부문의 중요성에 비해 공공부문 조직들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한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공공부문에 속한 기관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 연
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부문 인적자원관리
사례에 관한 연구(조현철·이춘우, 2016 등)가 숫자는 많지 않으나 지속해서 이
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의 경우 이론적 논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관계로 사례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예컨대 김동주·한인현·김
영훈, 2008)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게다가 공공부문 인적자원관
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수행한 연구가 아니라,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서도 일부분에 국한되는 역량이나 인적자원관리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춘 연
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점이 발견된다.
또한, 공공부문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무원 조직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으로 나누
어질 수 있다. 그중에서도 본 연구는 공무원 조직과 달리, 일정 부분 기관별
특성이 반영되는 인적자원관리 운영 및 개선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공기관 인적자원관리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인적자원관리 이론들을 실제 공공기관에 적용하
여 인적자원관리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검토해 보는 것이 가능하
며, 이는 이론과 실무의 통합적 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인적자원관리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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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 사례 연구의 대상 및 분석의 틀
1. 연구 방법 : 사례 연구

본 연구는 공공기관 인적자원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로서
개인, 집단, 프로그램, 정책결정 등 소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량적 연구와는 구분되며(남궁근, 2021),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특정 집단, 즉 대상 기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가 용이하여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고 판단되었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홈페이
지와 ALIO(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집했다.1) 이 두
사이트에서는 아주 세부적이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사와
관련된 것은 주로 내부자료이다 보니 공개되지 않은 것이 많았다. 그래서, 정보
공개포털을 이용하여 위의 두 사이트에서 찾을 수 없는 정보들을 한국가스안
전공사에 직접 요청했다.2)

2. 연구 대상 : 한국가스안전공사 개관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의 적용을 위하여 ALIO(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
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공공기관 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최근 수년 사이에 국가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재난 안전
영역과 관련하여 특히 안전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같은 성
격의 공공기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안전은 우리의 삶
과도 직결되는 사업인 점에도 불구하고 만일 인적자원관리에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조직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홈페이지는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이고 ALIO(알리오)는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기획재정부가 경영정보 표준화 절차를 거
쳐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사이트이므로 신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정보공개요청과정에서 본 연구에 사용될 것임을 밝혔고,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하
고 또한 별도의 표기를 통해 내부자료임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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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이 연구와 같은 인적자원관리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한 심도 있는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특별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Korea Gas Safety Corporation)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74년 1월 11일에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 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본사 아래에 14개의 지역본부, 15개의 지사
와 2개의 부설기관(가스안전교육원, 가스안전연구원)이 있다. 또한 한국가스안
전공사(2021)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미션(비전 상세 내용 포함), 비전
(핵심가치 개요 및 2025 경영목표 포함), 핵심가치(상세 내용 포함)는 순서대로
각각 아래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그림 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미션(비전 상세 내용 포함)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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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비전(핵심가치 개요 및 2025 경영목표 포함)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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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핵심가치(상세 내용 포함)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위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2025 경영목표(전략) 하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는 가스안전검사점검, 취급 부주의 사고 감소를 위한 가스안전교육홍보, 가스
관련 기업 수출 성과 확대 등을 위한 기업지원 업무를 한다. 세부 사업을 5가지
로 나눠서 살펴보면, 가스안전검사점검과 관련된 검사사업이 가장 크게 진행
되고 있다. 그리고 주로 금속배관 교체 능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금속배관
교체 지원을 하는 서민층시설개선 사업, 대체에너지 개발 및 대체에너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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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개발사업, 가스관련 업소 안전관리자 및 관련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하는 교육사업 그리고 홍보 및 정보전산화사업 등을 포함하
는 기타사업 순으로 비중을 달리 두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에 있어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
가지의 역량을 요구한다. 그 핵심역량은 희망, 도전, 열정, 전문 그리고 상생이
다. 희망은 희망경영을 지향하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인재를 말하고 도전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여 도전적인 자세로 항상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
를 말한다. 열정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민
의 안전과 행복실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인재를 말하고 전문
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고의 전문
인재를 말한다. 끝으로, 상생은 동반성장을 달성하여 고객 및 연관 산업과 상생
의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뜻한다. 이러한 인적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
가스안전공사는 혁신인사처 내의 인사부와 인권인재부를 구성했다. 혁신인사
처 처장을 포함하여 인사부와 인권인재부의 임원은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분석의 틀 : 전략적 인적자원행정 체계도
본 사례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로서 전략적 인적자원행정 체계도(이창길,
2019: 38)의 일부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사례 연구의 경우라도 엄밀한 이론적
근거에 따라 논의하는 것이 문제점 발견을 통한 대안 제시에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전략적 인적자원행정 체계도의 ‘인
적자원 관리과정’과 ‘성과 및 보상’ 부분을 구성하는 내용 중에서도 본 연구의
목적인 공공기관 인적자원관리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과 상대적으로 직접 연
결 가능한 주요 요소별로 연구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인적자원 관리과정’ 구성 내용 중에서는 인적자원의 역량개발이 제외
되었고, ‘성과 및 보상’ 구성 내용 중에서는 퇴직관리가 제외되었다. 결과적으
로 첫째로 인적자원의 확보, 둘째로 인적자원의 이동, 셋째로 인적자원의 동기
부여, 넷째로 인적자원의 성과평가, 다섯째로 인적자원의 보상이라는 순서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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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현황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 논의
1. 인적자원의 확보
1) 외부 모집 및 선발

한국가스안전공사(2020a)에 따르면, 본 공사의 외부 모집 및 선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공개채용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사이트
(2021)에 따르면, 공사는 신규 및 경력직을 뽑기 위해 공개채용 방식을 사용하
고 있다. 신규모집은 출신지·학력·성별·가족관계·재산 등 불합리한 차별을 일
으킬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으로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블라
인드 채용방식으로 서류전형을 진행한다. 이후, 필기전형인 국가직무능력표준
시험인 NCS와 직무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관한 전공과목시험이 이뤄진다. 세
번째로 인성검사와 두 번의 면접이 있다. 첫 번째 면접은 일대다 형식으로 발표
면접이고 두 번째 면접은 다대다 형식으로 토론 면접이다. 이와 덧붙여 신체검
사도 있다. 신입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면접을 통과했더라도 3개월의 인턴과정
을 거친 후 최종 선발이 된다. 경력직은 같은 공개채용이더라도 서류전형, 인성
검사, 면접전형만 거친 후 바로 최종 선발이 된다. 여기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차별 없고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양성평등 채용과 가점의 형태로 진행
되는 지역인재 채용과 사회형평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직위개방제(개방형 직위)이다. 직위개방제란, 효율적인 공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내·외부 모두
공개모집이 원칙이다.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내 통신망, 공사 및 정부
홈페이지, 사내 포스터 등 내·외부인이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해당 개방형직위에 적절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공지를 한다.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보면, 상·하반기 별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선발계획 공고’라는 제목으로 공지가 여러 번 게시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방형 직위는 기획관리이사, 외부전문가 및 내부직원,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선발심사위원회가 담당하여 선발한다. 선발은 서류전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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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추가될 수 있다. 이때,
면접에서 선발심사위원회 면접과 사장 면접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리
고 최종적으로 사장이 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용후보자 중에 최종적격자를 선정
하여 선발하게 된다. 사외에서 임용된 경우에는 계약직이며 내부 정규직 직원
이 임용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신분이 유지된다(한국가스안전공사, 2020a,
2020b).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위와 같이 규정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했을 때는 공
개모집이라는 원칙하에 공개채용 및 직위개방제가 구축되어 있어 별문제가 없
어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인 현황을 보면 채용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그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한
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또다시 비전문가인 정치인을 임명해 보은성 낙하산 인
사 논란을 자초했다. 그리고 2015~2016년 박기동 전 사장 재심 당시 면접전형
결과표와 순위를 조작해 여성 응시자들을 대거 불합격시킨 바가 있다. 이때,
점수 조작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3년 후에나 재채용으로 보상하여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본 공사의 외부모집 및 선발을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
째, 채용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여기서, 금융권에 채용 비리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와중에도 철저한 ‘클린 채용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민간기업인 NH
농협은행의 채용제도를 참고했다(NH농협, 2012). 최원병 전 농협 중앙회 회장
의 조카도 면접에서 탈락할 만큼 철저한 시스템이라고 박수받고 있다(곽경호,
2018). 우선, 순위 및 점수 조작이 불가하도록 평가표를 봉인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선발심사위원회가 다 모인 자리에서 열도록 한다. 덧붙여, 선발심
사위원회에는 외부 평가의원 참석을 의무화하여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둘째, 채용 비리 관련 규정을 별도로 생성해야 한다. 앞선 현황에서 여성 응
시자가 대거 탈락한 채용 비리 사건의 보상 소요 시간은 3년이었다. 취업준비
생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3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
기에 공사의 태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한국가스안전공사(2020a)
에 따르면 위와 같이 채용의 일반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피해자
구제 절차와 같이 채용과 관련된 여러 발생 상황에 대한 해결 절차는 없기 때
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채용 비리를 아무리 예방하더라도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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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므로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구체 절차 및 직원 처벌 제도를 마
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위급 관리자 이력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본 공사의
사장이 계속 가스 또는 안전과는 전혀 무관한 비전문가가 임명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래서, 이러한 고위급 관리자의 이력 및 평가 결과를 공사 내의 사람들
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직원업무 사이트에 공개하여 이의제기 신청을 받는
기간을 만들어야 한다. 공개된 고위급 관리자의 이력을 보고 가스안전과 관련
된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통해 비리,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는 기대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내용 규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구축
이라는 노력이 요구된다.

2) 내부 모집 및 선발
한국가스안전공사(2019)에 따르면, 내부 모집은 두 가지이다. 우선, 전문직
위제가 있다. 전문직위제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선정하여 타 직위와 구
분하며 이동을 제한하여서 한 직위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각종 우대 등을 통하여 직무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서 전문직
위란, 전문성이 인정되어 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장기
간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말한다. 선발은 사내에서 정기이동
시 자기신고 또는 사내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된다. 다만, 충분한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도록 4급 직원은 3년, 5급 이하 직원은 4년간 다른 직위로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두 번째 내부모집은 직위공모제이다. 주요부서 부장만 모집하고 선발을 한
다. 내·외부 모두 모집하는 직위개방제와 달리 내부 직원 한에서만 모집하는
것이다 보니 선발 과정 및 규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요청을 했지만, 같은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도,
어느 부서에서 직위공모제를 통해 직원을 선발했는지 정도는 뉴스 및 공지사
항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전문직위제와 직위공모제는 운영지침에 따라 사내에서의 공개모
집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현황은 그렇지 못하다. 채용과 관련하여 실시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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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문조사에서 직원의 가장 큰 불만이 밀실인사로 드러났다(CATCH, 2020).
외부 채용에 이어서 내부 인사 채용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므로
청렴 윤리 경영을 강조하는 공사의 특징을 고려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내 채용을 바로잡기 위해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직원업무사이트 내에 공지 필수 규정을 인사관리규정에 추가해야 한
다. 전문직위제 운영지침에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장소 및 사이트가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한국가스안전공사, 2019). 그래서, 밀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
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어가 보는 직원업무 사이트 내에 공지해야 한다는
필수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내·외부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도 필수 사이트에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공지 사이트를 규정뿐만 아니라 불이행과 관련된 처벌 규정도
추가한다면, 인사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현황 분석에서 계속된 비리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채용 관
련 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을 생성할 필요가 있다(NH농협, 2013). 비리를 목격
했거나 증거를 확보한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신고
자는 청렴마일리지를 얻게 되어 나중에 승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사 내에서 이런 시스템을 서로서로 감시하는 체제로 만들어 통
합을 저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비리 요청을 받았음에도 거부
했던 정황이 있다면 이것도 자진신고를 하여 흔들리지 않고 청렴을 유지한 의
미로 청렴마일리지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2. 인적자원의 이동
1) 수직적 이동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사이동 중 수직적 이동으로는 ‘승진’이 대표적이다.
인사관리요령에 따르면 승진의 기본 규정은 다음과 같다(한국가스안전공사,
2020a). 우선, 직급을 1급(처장), 2·3급(부장), 4급(차장), 5·6급(과장·대리), 7급
(사원)으로 구분한다. 승진은 고위급 승진과 하위급 승진으로 나뉜다. 우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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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승진은 3급직으로의 승진을 말하며 역량평가를 통해 진행된다. 고위급이
다 보니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아래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량
도 중시된다. 그래서, 직무역량, 리더십역량과 조직기여도가 평가요소가 되며
이 중에서 리더십평가기준은 사장이 직접 정한다고 인사관리요령에 규정되어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2020a). 이 세 가지 역량 외에 도덕성은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함으로써 공정성을 더 확보한다. 원래는 승진시험이 별도로 있
었으나 2017년 6월 27일 기준으로 폐지되고 일회성 시험이 아닌 공사 내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위급 승진은 4, 5, 6,
7급 내에서 일어나는 수직적 이동을 말한다. 동료직원의 다면평가를 통해 진행
된다. 다면평가자는 승진후보자의 동료직원 중 4~7급을 고루 분포하여 구성된
다.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최고, 최소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이다. 이때, 동점자
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점이 높은 사람, 장기 근속자순으로 뽑는다. 여기
서 장기 근속자보다 근무성적평점을 더 우선시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모습
에서 직무역량을 매우 중시함을 알 수 있다. 규정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승진시험이 폐지된 후에 역량평가
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리더십 역량 평가 기준은 승진 관련 위원회가
아닌 사장이 직접 결정하다 보니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승진의 실질적인 현황은 아래의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잡플래닛(2020)에
서 시행한 직군별 현직자 설문조사 통계를 참고했을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승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3.29점으로 A등급에 해당했다. 높은 만족도
의 수치를 보이는 것 같지만, 이는 단순 평균값으로 구한 것으로 최고점의 영향
력을 간과한 것이다. 다시 말해, 주요 직군별로 세부 만족도를 봤을 때, 엔지니
어링, 특수계층/공공, 경영/기획/컨설팅, 생산관리/품질관리, 연구개발 중에 특
수계층/공공의 만족도가 워낙 높다 보니 3.29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고
실제로는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직군이 세 개나 있었다. 이 결과로
부터 낮은 만족도의 주요 원인인 승진의 직군별 차이가 실질적인 운영현황의
문제임을 도출할 수 있다. 직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승진’에 있어서 기본
적으로 차별을 느끼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 비율을
동등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규정에서의 문제와 운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개선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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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 첫째, 리더십 역량 평가 기준을 사장의 자율권에 맡기기보다, 어느 정
도의 가이드라인을 생성해야 한다. 기본 틀 내에서 사장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괜찮지만, 처음부터 전적으로 사장에게 맡기는 것은 비리가 나타날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추가로 인사이동관리위원회를 생성하여 위원회와 사
장이 함께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
두 번째, 승진평가 결과 공개 여부를 규정상으로 공개원칙으로 전환하는 것
이다. 현재, 인사이동규정 상 승진평가는 비공개가 원칙이다(한국가스안전공
사, 2020a). 이를 공개원칙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승진평가 결과를 직접 확인하
고 이의제기 요청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승진평가 결과를 있는 그대
로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승진평가를 직원들이 비교평가가 쉽도록 재가공하
여 공개하면 승진평가의 활용 효과가 증가한다. 자신의 평가결과만으로는 비
교분석을 할 수 있는 잣대가 없으므로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
이다. 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타인의 승진평가는 익명 처리되어 비교평가만
가능하도록 정보를 재가공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AI를 활용한 승진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이
발달하고 있는 AI 채용시스템으로부터 착안한 것이다. AI는 처음에 알고리즘
이 잘 설계된다는 전제하에, 가장 공정한 시스템이다. 역량 및 성과성적을 입력
하여 기준을 설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판독하여 승진평가를 하는 것이다.
단,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나 알고리즘의 미흡으로 승진평가가 원활하지 않
을 수 있어서 책무성을 부과하여 승진평가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승진평가과정이란, 수학 문제 풀이의 풀이 과정과 같은 맥락이다.
끝으로, 승진 비율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 제시 또는 동등비율 유지라는
규정을 마련이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직군별의 만족도 차이에서 승진의 영향
력이 컸고 기본적으로 승진은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기에 이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부서에 따라 승진 비율이
차이가 있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직원들을 납득시키거나, 그러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비율 유지를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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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적 이동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평적 이동 즉, 인사이동은 3가지의 원칙과 6가지의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3가지의 원칙은 각 직무의 소요 자격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를 이동시키는 적재적소의 원칙, 모든 직원은 각자가 자력에 적합한
직무에 이동될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칙, 가능한
한 각자의 욕구가 충족되어 개인의 생활 안정과 발전이 보장되는 이동이어야
한다는 욕구충족의 원칙이다. 그리고 임(직원자격의 부여 및 직무 외의 임명),
보(특정직무의 부여), 급(급여 지급기준의 결정), 처(징계처분의 결정), 면(보
또는 임의 해면), 명(소속부서의 결정 및 전 각호 이외의 이동)이 그 6가지 기준
이다. 4급 이하의 직원은 매년 정기이동 시행 이전에 본인의 직렬, 자격 등을
고려하여 희망부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과평가 및 청렴마일리
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인사이동을 결정하게 된다. 평가가 완료되고 발
령일이 결정되면, 발령일로부터 바로 인사이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발령
통지는 바로 당사자에게 바로 통지되어야 함이 원칙이다(한국가스안전공사,
2020a).
위 규정에서는 본·지사 융합 근무시스템 규정 및 체계가 미흡함을 알 수 있
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장 중심의 기술적인 업무가 공사의 주요 업무인 점
을 고려하면, 본·지사 융합 근무시스템이 필요하다. 본·지사가 소통 및 융합이
잘 되기 위해서는 본사가 지사의 상황을 직접 들여다보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현장 가까이에서 근무하던 지사 직원이 본·지사 융합
근무시스템을 통해 본사로 이동하게 되면, 본사에서 현장의 상황을 더욱 더
잘 파악이 가능하여 그에 맞는 사업 및 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또한, 본사에서 모든 지사까지의 전반적인 사업의 흐름, 현황이 파악 가
능하여 거시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으로 본래 시행 중인 인사이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4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이동 규정에서 본사의 희망부서 지원 규정을 추가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4급 이하의 직원은 정기이동 시행 이전에 현재 있는
지사 외에 본사의 희망부서도 적도록 하여 이를 반영한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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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자원의 동기부여
1) 개인적 차원

한국가스안전공사(2015)에 따르면, 공사는 가족친화경영이라는 슬로건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 조직구성원을 동기 부여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선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다양한 가족 친화경
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 대상을 만 8세로 확
대하고 임신기 여성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시간선택
제 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KGS 가족의 날’을 운영하여
매주 금요일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공휴일과 연계한 집중휴가제를 실시하여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
력하여 2014년 11월 GWP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공공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12월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4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선정되어 재인증을 받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설문조
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복귀현황이 육아휴직의 사용률은 2012년에서 2014
년까지 5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하고 복귀율도 80%에서 100%를 달성했다. 공공
기관 알리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영정보 중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
황’을 참고하면, 육아휴직을 2018년에는 17명, 2019년에는 31명을 기록하며 복
귀율도 꾸준히 100%를 달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를 2019년에는 41명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현재에도 꾸준히 한국가스안전
공사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지속해서 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충처리 시스템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충처리 이전에 인사
상담 즉, 소통을 먼저 시행한다. 경영진과 직원 간, 본사와 지사 간, 특정계층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노사신뢰 문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중요한 경영상
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신속하게 직원에게 공지하고 경영진
현장간담회를 통해 수시로 경영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업무분야별 현장의견
을 수렴했다. 특히, 현장과 본사, 현장 직원과 간부 간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현장 노사 협력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2014년에는 현장노사발전협의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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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노사 애로 및 고충 사항을 자체 해결하여 갈등을 예방한 사례가 있다.
상담 및 소통을 넘어서서, 직원의 다양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
공사는 사내변호사를 활용한 지역순회 민·형사 법률상담과 전문가 온라인상담
등을 추진하였으며, 고충상담실을 운영하여 49명의 개인법률 서비스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인사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전보제도를 통해 211명의 고
충을 해소하였으며, 이외에도 직장 및 업무 적응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와
승진자 역할 및 리더십 정립 간담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이슈인
성희롱을 금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관련 징계규정을 강화해왔으며, 취업규칙
제26조에 명시하고 성희롱 예방지침과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비·보안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고객응대, 보안교육 등을 시행
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총 272명의 고충처리를 했다. ‘공공기관 알리오
2019 준정부기관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2020년 분석 및 미래를 예상해보자
면, 노사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현안 해결추진위원회를 신설·운
영하는 모습에서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단, 본부와 지사 간의 협력체계 구축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으므
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노사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합동워크숍을 통하여 기존 의사소통시스템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노사상
생현장간담회 등은 확대하고 현장노사발전협의회와 노사공감대형성 워크숍을
시행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였다. 이 역시, 바람직한 직무환경 구성을 위한 노력
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동기부여가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
어 운영 실적도 좋지만, 현재보다 확장적인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외
부의 의견 청취를 위한 소통환류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
다. 또한, 기획재정부(2019)에서 공사 내적으로는 근로자 특성별 정기적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체적이고 맞춤적인 소통채널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므로, 현재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직구성원들의 고충,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상담, 고충처리 시스템 단계로 거쳐 큰 노력을 하
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이며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인사처 법무인권부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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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을 구성하여 시스템 분석 및 기획할 것을 제안한다. 그 TF팀의 첫 시작은
행정 업무와 현장 중심의 기술 업무로 구분하여 근로자 특성을 고려하는 등
근로자 및 외부의 구분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예상한다.

2) 조직적 차원
조직적 차원에서는 유연근무제가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직무분석과 직원 의견조사를 통해 시간제 적합 직무를 도출하고 2014년
1월 시간선택제도를 최초 도입하여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유연근무운영지
침을 개정하고 원격근무신청 시스템 운영 등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스마트
워크센터 2개를 자체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이처럼 제도, 시스템,
인프라, 평가 등 전반에 대한 유연근무 고도화로 유연근무 인원이 증가하여
조직문화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직원의 33.7%인 414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유연근무 활성화 노력으로 2014년 12월 미래
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스마트워크 우수사례’에서 공공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공공기관 알리오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참고하면,
2020년 3/4분기 유연근무 누적 현황이 2,068명이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재택
근무의 확산이 커진 점을 감안하고, 재택근무자를 빼더라도 1,185명이다. 그리
고 코로나 사태가 없었던 2019년을 보더라도 650명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
고 있다. 즉, 점점 갈수록 유연근무제의 비중이 커지고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이 아닌 실무자의 입장에서 조직적 차원의 동기부여를
바라봤을 때, 증가하는 유연근무제의 비중에 비해 실질적인 공사의 직무환경
이 미흡하다. 이번 2020년도에서 오프라인 소통에서 온라인소통으로 사회가
변하면서 원격근무나 스마트워크 이용률이 증가하는 점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서의 직무 네트워크가 매우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공사는 온라
인상에서 동기부여를 위한 직무환경 마련이 부족하다. 유연근무제를 잘 시행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제 및 보고는 주로 오프라인이며 완벽한 온라인상의
직무환경이 구축되지는 않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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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지향하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온라인네트워크 확대로
동기부여를 위해 오프라인 외에 온전한 온라인상의 직무환경도 연구하고 체계
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시대에 걸맞은 온라인 직무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회의 및 보고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잡코리아’의 직무환경을 벤
치마킹한 것이다(고용노동부, 2019). 모든 결재는 전자결재이며 업무보고는 이
메일이 원칙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회의 및 보고 체계가 먼저 개선
되어야 온라인 직무환경의 구축을 시작할 수 있다.
두 번째, 근태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방향에 있어서 첫 제안은
온라인 직무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업무망 첫 화면에 개인
별 업무잔여시간을 표시하는 것이다. 잔여시간이 표시되면 시간 분배도 더 확
실히 할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된다. 이 제도는 실제로 잡코리아에서 실시 중인
데, 사기업의 시스템에 공공기관의 환경을 Mash-up 하여 절감된 비용으로 빠
르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하루에 할당된 업무
달성률을 온라인으로 자동보고되는 방식이다. 재택근무에서 걱정되는 것은 주
거환경과 직무환경이 같은 공간에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일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시간대별로 업무 달성률이 상사에게 자동
보고되어 상사는 이를 체크하고 우수함/보통/미흡으로 판단하여 피드백해주
면 직원들은 업무속도를 실제 직장 내에서처럼 맞출 수 있다. 즉, 근로시간 대
비 달성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근무태도를 관리하는 것이다.
끝으로, 집중근무제 달성 시 휴가 포상제도를 부여 하는 것이다. 집중근무제
란, 정해진 시간 동안은 개인 용무를 자제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는 것이다.
시간 내에서 목표한 업무량을 달성하거나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태도를 평가하
여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사람에게는 2주간 집중근무제 달성 시 포상 휴가 하루
처럼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제도가 구축된다면, 온라인
직무환경에서도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적자원
도 잘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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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자원의 성과평가

한국가스안전공사(2020a)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적자원 성과평
가는 정기평정 수시평정으로 나뉜다. 정기평정은 매년 5월 말, 11월 말에 두
번 실시된다. 평정 완료일은 평정 기준일 기준으로 익월 말일이다.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에 평정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평정하는 것이다. 성과평가의 주
내용은 근무성적평정, 자격, 징계, 본 지사 근무경력 등에 의한 가 감점 평정
등이며 역량, 업적평정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성과평가는 보직, 전보,
승진 및 보수 등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성과평가는 직급·직렬
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이한 기준에 의하여 평
정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정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
에 의하여 공평무사하게 평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편견이나 정실에 좌우되
어서는 안 되며 그 평정결과에 있어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과
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떨어진 때에만 평가결과 조정 후에 직원의 평가등급을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KGS-ONE)을 활용하여 성과평가가 진행되
고 업적평정표는 1차 평정과 2차 평정의 점수를 각각 조정하고 산출 후 합산되
어 결과를 산출한다.
이러한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평정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근무성적 평정이
1차 평정과 2차 평정으로 구분되기에 이에 따라 평정자도 달라진다. 1차 평정
은 평정대상자의 직상위자가 담당하고 2차 평정은 차상위자가 실시한다. 단,
평정대상자별 평정자를 별도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차 및 2차
평정자가 보직된 지 1개월 미만일 때는 전임자가 평정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
리고 4, 5, 6급 직원으로의 승진을 위하여 실시되는 다면평정에서 평가자인 다
면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동료직원 7명과 소속 하위직원 전체로 구성된다. 여
기서, 다면평정자가 7명 미만이면 사장 또는 근무성적평정 주관부서에서 운영
된다. 참고로 다면평정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결과가 산출된다.
인사관리 개정전문 중 제 29조, 33조, 36조, 38조를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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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평가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평정의 결과 비공개
문제이다. 제 38조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
공개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평가결과 조정 후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제 29조, 33조, 36조에서 나타나는 성과평가규정 내 비중이 큰 사장의
자율성이다. 사장에 의해 조정 가능, 특별평점 부여 가능, 비율 조정 등이 가능
하다. 이 두 문제점은 성과평가의 비리라는 더 극심한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평가결과가 비공개이며 사장의 자율성이 크다면, 조작 및 조정할 가능성
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선, 평정의 결과 비공개 원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선방
안을 제안한다. 먼저, 인사관리요령 전문 중 제 38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평정
결과 공개여부에 관하여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신분만 확인된다면, 본
인의 평가결과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평정결과 공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성과평가가 공개되면, 이의신청을 1주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빠른 처리를 위해 인사부서의 별도
업무로 구축하여 성과평가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단, 인사부
서의 업무량 증가를 방지하고자 사내에 온라인상의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
개절차를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만일 수동으로 진행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업무량의 증가로 조직구성원의 반발 및 사기 저하를 일으킬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때, 보안을 위해 PC는 사내 네트워크로만 연결되는 사내 전용
PC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인 성과평가규정 내의 과도한 사장의 자율성을 해결하고자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근무평정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는 각급 인사위원회가 담당하는 근무평정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투입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각 직무를 잘 아는 내부 인사와 성과평가에 전문가
인 외부인사가 함께 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으로 근무평정위원회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서 말했다시
피 사장의 자율성이 확대될수록 비리 가능성이 확대된다. 자율성이 보장된 평
가요소로 결과의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과
평가규정 중 자율성이 확보된 규정을 최소화하고 예외의 경우가 있는 경우 사
장이 아닌 근무평정위원회가 1차 결정 후 사장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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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의 절차를 세분화해야 한다. 이렇게 사장의 자율성을 줄이면, 한국가스
안전공사는 성과평가에서 청렴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
상한다.

5. 인적자원의 보상
1) 금전적 보상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9년도 보상체계는 2018년도 경영평가의 결과 및 피
드백을 반영하여 구축되었다. 참고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에 있어서 B⁰의 평가를 받았다(기획재정부, 2018). 금전적 보
상체계는 직무급, 성과급, 연공급 순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우선, 직무급 현
황이다. 갈렙앤컴퍼니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무급 설계 컨설팅 내에 포
함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를 참고해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직무급평
가에서 B등급 받은 기관 중 최상위의 기관에 속하여 직무급의 형태를 잘 갖춘
경우이며 직무급 차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갈렙, 2014). 직무급
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요소비교법 중 위원회형을 사용하고 있다. 개별 평가요
소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성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직무난이도, 요구 전
문성, 영향력 비중 및 업무량을 주요 요소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직무 값을 산
정한 뒤 등급을 설정해 직무급 차등을 진행한다. 그리고 평가 기준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9년에 4급 이하 직원의 직무난이
도를 기준으로 한 초기 형태의 직무급을 임금체계 일부로 도입하였으며, 비정
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에는 직무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2019
년 4급 이하 근로자의 직무급에서는 직무난이도와 관련해서 에너지안전실증
연구 등급과 경영기획·기술지원 등급 차등액을 강화하는 등 일부 개선의 노력
을 지속했다. 다만, 3급 이상 직원의 경우 엄격하게 보면, 직무급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4급 이하에서도 전체 보수에서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현황 및 전체 임금에서 점점 늘어나는 직무급의 비중을
보면, 직무급 확대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직무급체계의 확장에 있어서
전 직원에게 도입이 되지 않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보인다. 이를 위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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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직무급 관리자 하에 직무급의 단계적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금전적 보상 중 성과급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 사업)로 상대평가 등급
과 절대평가 등급을 50:50으로 반영하여 지급한다. 절대평가 등급은 직전 3개
년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와 비교를 하여 정한다. 성과급으로만 판단한 기관의
등급표를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C 등급에 해당했다. 이는 4급 이하 근로자
의 전체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수준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건비에서 누락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총 인건비를 줄여 계산함으로써 성과급을 과지급한 사례로 인해 성과급 지급
률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성과나 능력에 따른 보수체계 구축
을 위해 투명성을 보장하며 동시에, 성과급 비중을 늘리려는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금전적 보상 중 연공급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보수체계의 연공성
을 개선하기 위해 무기계약직의 경우 일반 정규직보다 소폭 높은 임금인상률
을 적용하는 등의 일부 노력이 확인된다. 다만, 현재 기관의 연공성이 반영된
임금구조를 고려한다면, 보수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설
정하고 보다 지속적인 연공성 감소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금전적 보상의 경우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인건비 대비 금
전적 복리 후생 수준을 3.0% 정도로 관리하는 등 건전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의하면, 통합성과관리시스템
(KGS-ONE)을 통한 공정한 성과측정과 직무능력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
인 보수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다. 덧붙여, 보수체계를 개편할 때에는 직
원 투표를 하여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보수체계를 이행하고 있다.
위 현황을 바탕으로 직무급, 성과급, 연공급순으로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
방안까지 도출하고자 한다. 직무급은 3급을 비롯하여 4급 이하까지 전 직원에
게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래서 인사관리규정 내에
직무급 비중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향후 5년간의 임금구조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직무급의 비중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 직원이 아니라 일부 직원
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금씩 비중을 증가시킬 임금구
조 계획을 잘 세워야만 한다. 직무급은 임금구조에서 새로운 혁신이므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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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연공급에 익숙한 공공기
관에 있어서 직무급은 다소 어려우므로 전문기관과 함께 컨설팅을 통해 임금
구조 계획을 세우면 더 수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성과급에서는 비리가 문제이다. 성과급 과지급이라는 매우 치명
적인 사례가 존재한다. 이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성과급의 비중이 크게 줄어
든 원인이다. 성과라는 것이 개인적, 조직적으로 평가자 주관에 의해 평가되기
에 모호한 특성이 바탕이 된다. 그렇기에 과지급 사례도 생긴다. 이를 방지하고
자 연 2회 보수 관련 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다. 서로의 보수를 비교하
는 과정에서도 비리의 의심 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감사시
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성과평가자들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부과하여
외부감사자들이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연공급은 여
전히 임금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통
합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성과측정과 직무능력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
리적인 보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때, 지금처럼 임금구조에서 종류별 비중
및 기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원 투표를 시행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보수
체계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비금전적 보상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비금전적 보상제도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이 어려웠지
만, 경영평가 및 조직구성원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면, 비금전적 보상에
있어서 꾸준히 노력 중임은 알 수 있었다. 우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직원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현장업무가 중심이 되는 기관이다 보니 직원의 건
강을 중시하는 모습이 보인다. 위해·위험업무 종사자는 특수건강검진도 진행
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의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감정 노동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
여 근로자의 비금전적 보상체계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감정
노동업무는 스트레스 때문에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지원프로
그램으로 인해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정신적·심리적 안정
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근로기간을 길게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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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선택적복지제도라고 하여 성과우수자에게는 원하는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한 제도도 있다. 열심히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보상이 아니라면, 조직으로부터 보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히려 동기부여가
안될 수 있는데 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면, 성과우수자의 보상에 대한
욕구를 완벽히 충족시켜줄 수 있다.
네 번째, 청렴마일리지 제도이다. 청렴을 중시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마일
리지제도도 만들었다. 청렴교육이수, 부패방지 제도개선 노력 등을 측정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마일리지는 인사분야에 인센티브로 적용되므
로 일반 직무능력 외에 직무태도의 보상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 현재 청렴
마일리지는 부서마일리지로도 확대하여 집단통합으로도 힘을 쓰고 있다.
끝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직구성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비금전적
보상은 승진이다. 고성과자 중심으로 승진 및 보직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앞서서 수직적 이동에서 동점자 발생 경우에 근무성적을 가장 우선 평가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었다. 많은 사람에게 정당성이 확보되고 평가가 명확한 것이
성과이기 때문에 고성과자 중심으로 진행된다(양동훈 고은정, 2015).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비금전적 보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비금전적 보
상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하기 위해 외부 주체의 다양한 의견
을 폭넓게 청취하는 노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비금전적 보상제도의 실행
성과를 측정하는 신뢰성 있는 지표를 개발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아쉬운 경영평가의 결과를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비금전적
보상제도를 운용하면서 지역사회를 고려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 또한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평을 받았다(기획재정부,
2019).
비금전적 보상에서는 경영평가 결과와 같이 비금전적 보상체계 자체가 부족
하며 실행 성과를 측정하는 신뢰성 있는 지표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첫째, 비금전적 보상과 관련된 TF팀을 구축하는 것이다. 비
금전적 보상은 더욱 많은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TF팀을 구축
하여 벤치마킹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보상체계를 조사하여 아이
디어 발굴부터 시작해야 한다. 두 번째, 공사 내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비금전
적 보상 수요를 조사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적절한 비금전적 보상제도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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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야 한다. 그리고 분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시한 비금전적 보
상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진행하여 제도를 관리해야 한다. 설문조사 외에도
인사 기록지에 원하는 보상을 사전에 적음으로써 성과나 태도와 관련하여 개
인별로 적절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성과와 연계성이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실행 성과가 측정 가능
한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성과라는 보다 객
관적인 지표에 의해 보상지원이 가능하므로 우수성과자의 취약 부분 지원, 교
육을 시행할 수 있어서 실행성과도 측정이 가능하다.

Ⅳ. 결론 : 시사점 및 후속 연구 방향
1. 시사점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적자원관리(HRM)의 문제점 및
미래 방향
앞서서 인적자원관리의 여러 분야별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실태를 분석했
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적자원관리는 크게 두 가
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객관성·공정성 문제이다. 우선 규정이 모호한 부분
이 굉장히 많다. 인사규정을 비롯하여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제도 규정에서
사장의 자율성이 매우 크다. 최고의사결정자이더라도 규정을 자유롭게 변경하
면, 공사 내의 직원들의 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비리의 가림막, 정당화시키
는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뿐만 아니라 평정 결과의 비공개 원칙에
서 공정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승진에서 승진시험 폐지 후 활용되는 역량평
가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지표와 직급별 승진 비율의 차이도 문제가 된다.
둘째, 비금전적 보상 문제이다. 비금전적 보상제도 자체의 부족으로 경영평가
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다. 비금전적 보상 확대의 필요성이 금전적 보상제
도의 수와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경영평가 등급으로도 더 절실히 알 수
있다. 덧붙여, 비금전적 보상 시행의 결과 평가지표 부족도 문제점이 된다. 금
전적인 것이 아니라서 결과가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에 평가지표를 별
도로 구축하여 비금전적 보상체계를 관리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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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사의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 인적자원관리의 빈틈을 보완하면, 한
국가스안전공사는 비전처럼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이
될 것이다.
첫째로,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인사 규정의 세 가지를 변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우선 인사관리규정에서 평정 결과 비공개 원칙을 공개 의무화로 바
꾸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공정성 외에도 자신의 직무역량개발에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공개 의무화를
위해서는 사내 PC 안에 평정 결과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평정 결과 공개
절차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사관리규정 상 사장의 자율성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 근무평정위원회 구성을 개편하여 자율성을 제한해야 한다. 왜
냐하면, 과도한 자율성은 비리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마지막으로 직렬별 승진 비율을 동등화하거나 비율 차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생각하여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비금전적 보상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투자를
늘릴 것을 제안한다. 비금전적 보상제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미
흡함을 받을 정도로 다른 인적자원관리 제도보다 많이 미비하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며 비금전적 보상에 관해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TF팀을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제도구축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
고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비금전적 보
상을 지속해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앞에서 검토한 주요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극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 인적자원관리 사례 연구를 위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1개의 기관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공공기
관 전체로 일반화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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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공공기관을 연구 대상으로 확대하고, 가능하면 양적 연구방법까지 활
용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본 연구는 현황
분석을 위해 일반에 공개된 자료 외에도 정보공개요청 등의 방법까지 활용하
여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대상 기관 실무자 등을 통한
정성적인 정보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문헌 자료 등의
고찰 외에도 해당 기관 인적자원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 등
을 실시하여, 보다 종합적인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요청된다. 셋째로 본 연구는 분석의 틀인 전략적 인적자원행정
체계도(이창길, 2019: 38)의 내용 중에서도 연구 목적과 직접 연결 가능한 주요
요소만을 활용한 결과, ‘인적자원 관리과정’ 구성 내용 중에서는 인적자원의
역량개발이 제외되었고, ‘성과 및 보상’ 구성 내용 중에서는 퇴직관리가 제외되
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역량개발 방안 및 은퇴자를 위한
인력 관리 방안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통해 인적자원관리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현황 분석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의 발생
원인까지 심층적으로 탐구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양적 연
구방법까지 활용하여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
를 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공공기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인적자원관리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
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
된 시사점을 요약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우선적으로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첫째로 평정 결과 비공개 원칙을 공개 의무화로 변경, 둘째로 사장의
자율성 비중 축소, 셋째로 직렬별 승진 비율을 동등화 또는 비율 차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라는 인사 규정 차원의 변경 작업이 요청된다. 나아가 특히
비금전적 보상제도가 더욱 확고해지기 위해서는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시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인적자원관리는 앞으로 더욱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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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Public Institution:
A Case Study on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Yun Seo Park*
Jeong Rok Oh**
Although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is an essential field for
all organizations as it becomes a core element of management,
research on HRM i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HRM by examining the case of a public institution in
detail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framework of HRM,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plans. Data related to HRM of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the target institution of this case study, were
collected online using the institution's website, public institution ALIO,
and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btained
data, this study systematically presented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esource acquisition, transfer, motivati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compensation. After

reviewing the major

problems

based on the

analysis, the future direction of HRM was comprehensively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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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 사례 분석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재가 복지기술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
구는 국내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 활용 사례인 장애인용 리빙랩과 노인용 리빙랩
사례 분석을 통해 사람, 공간, 기술의 융합적 관점에서의 뉴노멀 시대에 대응 방법
을 알아보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가 복지기술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면 및 비대면 또는 기술과 사람이
연계되는 융합 복지기술 개발 및 검증, 둘째, 대상자에 따라 공간과 기술이 융합된
복지기술 개발 및 검증, 마지막으로 정보격차 해소와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도출되
었다.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리빙랩이라는 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노인, 장애인, 리빙랩, 뉴노멀, 재가 복지기술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보건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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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의 지역사회복지 정책들이 발표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의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보통의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간과 재가 복지기술에 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이용민·권오정 2019).
아울러 코로나 19와 뉴노멀 시대는 새로운 표준에 따라 변화된 세상에 적응
하고 진화해 나아가야 하는 시대이며 그동안의 사회적 통념을 바꾸는 여러 가
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중에서 언택트(Untact)라는 명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대체해 주는 기술이 생활 속에서 확산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최수웅 2021). 이러한 뉴노멀 시대의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자치의 복지가
중심이 되며 시대, 사람, 그리고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제안
하고 있다(이재완 2020).
정부 정책의 변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
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전통적인 돌봄 방식을 탈피하여 지
속 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돌봄로
봇,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등의 복지기술이 공간 간 융합된
형태로 활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김수완·최종혁 2018).
최근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고령화 문제
에 대응하며 기존 복지기술에 대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복지
기술에 대한 검증 및 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AI, IoT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응급안전 복지서비스 시범사업 등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
처에서 연구개발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분야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인 기술개발, 이해관
계자 간의 의견 불일치,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 문제, 법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 사업화 및 관련 산업·시장 육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인 리빙랩(Living-Lab)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용자의 수요를 도출하고 실제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기 시작되고 있
다(성지은·한규영 2018). 그 중 다양한 재가 복지기술이 도입된 국내 스마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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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리빙랩을 통해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장애인, 고령자, 환자 등 실제 보
건복지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첨단 재가 복지기술이 융합된 공간에서
실증을 수행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
므로 국내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은 공급자 중심의 재가복지 기술 개발과 수요
자 중심의 재가복지 기술 서비스 간의 차이를 줄이고 실제적인 기술과 서비스
연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에 구축되고 있는 국내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 사례 분석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여 기존 보건복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모델의 한계를 뛰
어넘어 사회적 공감대와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재가 복지기술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문헌 검토
고령화와 함께 코로나 19 이후의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람,
기술, 공간의 융합에 관한 문헌 검토를 수행하고자 사람과 지역사회복지, 재가
복지기술, 리빙랩과 공간의 관점에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1. 사람과 지역사회복지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용어는 경제산업의 관점에서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지칭하거나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디
지털 기술의 활용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코
로나 19 상황에서 직면하게 된 일상의 변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최수웅 2021). 즉 사전적 의미로 뉴노멀(New Normal)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며, 시대란 역사적으로 어떤 표준에 의하여 구분된 일
정한 기간이다(이재완 2020). 특히, 최근 사회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코로나 19로 인한 뉴노멀의 경우는 일상의 변화가 두드러지지만, 경제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와도 긴밀한 영향 관계를 형성하고 변화를 촉진하므로, 그 여파
는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된다(최수웅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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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코로나 19와 뉴노멀 시대는 새로운 표준에 따라 변화된 세상에 적
응하고 진화해 나가야 하는 시대이며 그동안의 사회적 통념을 바꾸는 여러 가
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사람들 사이의 만남을 대체하는 기술을 뜻하는
언택트(Untact)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접촉이 줄어드는 비대면 상황이 관계의 기본 조건으로 자리 잡았고 디지
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언택트라는 명칭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대체해 주는 기술이 생활 속에서 확산하는 개념으로 활용
되고 있다(김난도 등 2016; 이재완 2020).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Industry 4.0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대회를 개최한 이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였고 인류는 산
업혁명을 통해 뉴노멀을 설정하여 변화하고 있다(김난도 등 2016). 4차 산업혁
명으로 인해 삶의 방식이 인공지능, 로봇 등이 저숙련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로
봇 노동의 잉여가치를 노동자가 나누어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혁명적인 변화
의 시대가 될 것이다(이재완 2020). 그리고 뉴노멀 시대는 앞으로 사람, 사물,
공간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 디지털 인간으로의 변화, 비접촉 및 접촉의 공간
변화와 개인의 취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 개인화 기술이
가속화될 것이다(김난도 등 2016; 이재완 2020). 또한, 과학기술은 디지털 기술
을 바탕으로 전개되기에, 과학기술이 일상화되고 다양한 분야와의 과학기술
융복합으로 진화해 나가게 될 것이다(최수웅 2021).
최근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돌봄 시스템인 지역사회 돌봄을
표방하고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파편화되고 각개약진하는 공급 중심적 지역
사회복지 체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고무적인 방향이다(최선경 2020). 아
울러, 코로나 19와 뉴노멀 시대의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자치의 복지가 중심이
되며 시대, 사람, 그리고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며, 사람은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디지털 인간(밀
레니얼세대)이고, 공간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접촉/접촉
의 공간변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의 뉴노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완 2020)<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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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뉴노멀 시대의 지역사회의 복지의 방향은 기본
적으로 공동체성 회복과 새로운 공동체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지역사
회복지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흐름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적응 또는 활용하
는 방식으로 언택트 사회의 컨택트(Contact)를 지향한다. 둘째, 수평적, 개방적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 문화를 형성한다. 셋째, 주민자치를 위한 효과적인 다양
한 주민참여 활동을 전개한다. 즉,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것이며 전자민주주의(디지털 민주주의)가 나타날 것이다. 넷째,
정보격차 극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구성원) IT 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을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한다. 다섯째, 돌봄 노동이 사회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인력
수요를 준비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복지시설 등 각종 물리적 공간
의 재구조화를 모색한다. 일곱째, 지리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그리고
사이버 지역사회 등에서 공동체 복지를 위한 모바일기반 스마트 지역사회 만
들기의 실천을 강조한다(이재완 2020).
<그림 1> 지역사회복지의 뉴노멀에 대한 논거의 틀(이재완, 2020)

2. 재가 복지기술
코로나19 위기로 개인적 수준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일상생활의 제한은 취약
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일으키며 고립감 및 우울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사회
적 수준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약해질 때 부실한 식사를 하거나, 외출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는 등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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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완 2020).
덴마크는 독립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사회적 문화를 기반으로 노인과 장애인
을 위한 재가 건강 돌봄서비스(Home health care)가 기술과 함께 발전해왔다
(Hill, R. and Yeung, 2013).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전통적인 돌봄 방식을 탈피하여 ICT, IoT, 돌봄로
봇, 인공지능 기술 등의 복지기술을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김
수완·최종혁 2018).
최근 국내에서도 ICT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비롯해 코로나
19와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여 AI, IoT 기술을 이용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 응급안전 관련 복지서비스 시범사업, 스마트 돌봄로봇 기술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복지기술에 대한 활용
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신혜리 등 2020).

1)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기술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속도
보다 훨씬 빠르다. 특히 일반인이 새로운 기술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 기술이
벌써 우리의 생활과 삶에 필요한 기술임을 뜻한다.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 ICT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훨씬 많은 부분에서 그
덕을 볼 것으로 여겨진다(이연희 2016).
ICT 기반 복지기술은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환경적·재정적 안정 등 개인의
삶 전반을 건강하게 하는 복합적 요인들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ICT 기반 복지기술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포함한 삶 전반의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총체적인 돌봄 체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우선 마련되지 않는다면 돌봄의 문제를
해결에 있어 ICT 기반 복지기술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김
진경 2019).
따라서 뉴노멀 시대의 ICT 기반 복지기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ICT 기반 복지기술에 대한 신뢰 형성과 활용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및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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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ICT와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공감
이 전제되며 ICT로 인한 인간의 도구화와 소외 의식을 극복하여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를 인간적으로 소통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김진경

2019).
ICT 기술 중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사람,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
넷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생성·수집·공유·활용하는 기술·서비스를 통칭하는 개
념이다. 이미 IoT 기술은 가전제품이나 주택의 기능과 융합되면서 훨씬 편안하
고 효율적이면서 안락한 삶을 만들고 있다(김진경 2019). 그리고 보건복지 영
역에서의 IoT 기술 융합은 만성질환자 관리, 원격진료, 복약지도, 의약품 관리,
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등의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에
도입되고 있다(김진경 2019).
독거노인 또는 치매 환자,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댁내·외 안전과 관련
된 서비스는 활동 감지 센서, 화재 센서, 가스 센서 등과 서버-시스템 간 정보
를 주고받는 게이트웨이로 구성된 IoT 기술이 도입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화재
나 가스 센서의 경우 오작동의 문제와 배터리 이상의 문제로 인해 불편을 호소
하는 경우가 많고(고대식·권중돈 2014)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움직임과
생체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서비스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이희정 등 2011). 그리고 센서를 통한 안전 관련 상황 정보 수집·분석과
함께 웨어러블 건강측정기를 통한 PHR 정보를 활용하여 원격 모니터링 서비
스를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 장비를 통해 의료기관에 사용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전송하여 원격진료까지도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
되고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보안 문제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강승애 2017)<그림 2>.
최근에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복지기술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기존의 복지기술에 대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실제 적용 가능
한 복지기술에 대한 검증 및 방안 개발을 위하여 AI, IoT를 활용한 비대면 건
강관리, 응급안전 복지서비스 시범사업 등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
에서 ICT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가 복지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신혜리 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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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복지기술 적용(안)(강승애, 2017)

2) 돌봄로봇과 인공지능 기술
네덜란드와 일본 등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치매 환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조력하는 돌봄(개호)로봇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2019년도
부터 돌봄로봇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이런 돌봄로봇 개발은 비용이
상당히 투입되는 시범 프로젝트로서 당장 시장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도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돌봄로봇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김진경 2019). 이러한 돌
봄로봇 기술의 활용은 혼자 사는 노인들의 생활보조뿐만 아니라 건강 및 정서
적 안정을 위한 돌봄제공자의 보조적 장치가 될 수 있으며, 안전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기술은 로봇에 대한 흥미와 일방적 정보제공이 아닌 상호관계 형
성이 가능한 사용자 환경의 제공은 고령자들의 기계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친
구나 동반자의 느낌을 주어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의 고독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위치기반과 인터페이스 기술을 통한 편리한 안전
및 건강정보 측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기능, 더 나아가
혈압 측정이나 대화 및 코칭 기능, 일상생활 신체보조 기능들은 돌봄제공자의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 경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강승
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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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홈 기술

한국 스마트홈 산업협회에서는 주거환경에 IT를 융합하여 국민의 편익, 복
지증진과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간 중심적인 스마트 생활환경이라
고 정의하였고, 한국 정보통신 기술협회에서는 지능형 정보 생활기기가 네트
워크로 연결되어 사람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 인간 중심의 서비스 환경에
서 유익한 그린·실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유무선 통신망과 디지털기기를 기반으로 편리
하게 가정환경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과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된 주거환경이라고 정의하였고 LG경제연구원에서는 TV, 냉장
고, 세탁기 등 집안의 다양한 기기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국가법령으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스마트홈을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
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
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라고 정의하였다(이현정·서민재·안
용한 2018). 따라서 스마트홈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가전, 조명, 에너지 관
리, 네트워크, 보안, 냉난방 및 환기, 홈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스마트 기기
를 연동하여 제어하는 스마트홈 솔루션과 각종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며 스마트홈의 개념이 확산하고 있다(이준석·남경숙 2016).
스마트홈은 IoT(Internet of Things) 기능을 기반으로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된 생활환경이며 정보를 생산해 연결된 사물과 사용자에
게 전달하고 사용자의 수요에 대한 예측과 파악을 통해 의사결정 및 자동화
기술이 활용되어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이다. 이러한 시
스템 및 서비스는 2000년대부터 활발히 보급된 유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홈네
트워크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무선 인터넷 및
M2M(Machine to Machine)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보다 확장되어 스마트
홈의 개념이 생겨나 복지서비스와 연관되어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 접목이 이
루어지고 있다(이현정·서민재·안용한 2018; 이연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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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빙랩과 공간
1) 리빙랩 방법론
최근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산업육성에서 사회문제 해결 및 삶의 질 제고로
변화하면서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환자 중심으로의 맞춤형 관리에 대한 수요
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인 기술개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 문제, 법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 사업화 및 관련 산업·시장 육성에 한계를 드러
내고 있다. 이에 사용자 주도형 혁신 모델인 리빙랩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용
자의 수요를 도출하고 실제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성지
은·정병걸 2017; 성지은·한규영·김준한 2017; 성지은·한규영 2018).
리빙랩은 장애인, 고령인, 환자 등 보건의료의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실제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반복적인 평가 및 피드백을 거칠 수 있는 실험·실증
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기존 기술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 기술·산업
육성의 한계를 넘어 최종 보건의료 주체와 사회·현장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보건의료의 최종 수용 주체의
관점에서, 그리고 실제 생활공간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보건의
료 관련 수요 발굴 및 구체화, 새로운 시장 창출, 지역사회문제 해결, 마을 공동
체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사회·기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성지
은·정병걸 2017; 성지은·한규영·김준한 2017; 성지은·한규영 2018).
리빙랩은 ‘살아있는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 ‘사용자 참여형 혁신 공간’이
라는 뜻으로, 특정 공간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서비스·제품·시스템 등을
실험하고 실증하는 방법론이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산업뿐만 아니라 건강·환
경·교통·농업·물·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형 혁신 방식으로 활용
되고 있다. 사용자 참여, 현장 지향성, 문제 해결,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업, 공공기관, 대학, 사용자,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공-민간-시민 파트
너십(Public-Private-People-Partnership, 4Ps)을 핵심적인 요소로 하며, 주로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 정부·민간·시민 간의 파트너쉽, 과학·사회·현장의 통
합모델로 활용된다(성지은·정병걸 2017; 성지은·한규영·김준한 2017; 성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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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영 2018).
리빙랩은 활용 목적에 따라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보건의료에서 활용되는
리빙랩 또한 ENOLL(2015), iMinds(2015), Jesperson(2008)에서 제시하는 6단
계의 기술개발 과정에 기본을 두고, 크게 탐색(Exploration), 실험
(Experiment), 평가(Evaluation)의 3단계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성지은·
정서화·한규영 2018). 이 단계를 적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함께 사용자들의
행태를 면밀히 관찰·분석하여 문제 발생 원인이나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구체
화한다. 예를 들어,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고령자의 복지시스템 활용 행태
등을 관찰·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 현장에서의 실증을 통해 제품·서비스
를 개선하고 보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도출하고 최종 성과물의 실용화 전략을 수립한다(성지은 등 2016; 송위진
등 2017).

2) 국내 보건의료 리빙랩 현황
국내 보건의료 관련 리빙랩은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 공동체 구축,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양로원, 장애인 거주 공간, 학교 등의 실생활 공간을 기반
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공공기관, 대학,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정부, 민
간, 시민 간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된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장애인, 고령자, 환자 등 실제 보건의료 주체가 적극적
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존 보건의료 기술개발 및 사업화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
으려는 시도가 여러모로 이뤄지고 있다(성지은·한규영 2018)[표 1].
특히, 그중에서 국내·외 IT 기업들이 집 내부에 설치된 여러 센서와 인공지
능(AI)이 적용된 스마트 디바이스가 연계하여 집 내부에 대한 통제 및 제어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를 발 빠르게 출시하고 있고 이러한
스마트홈 서비스는 다양한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기술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고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해지고 있다(이재완 2020; 김수완·최종
혁 2018; 신혜리 등 2020). 따라서 ICT, IoT, 돌봄로봇, 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재가 복지기술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재가 현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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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재가 복지기술이 도입된 스마트홈 기반 실증공간인 리빙랩을 통해 그동
안 소외되어 있었던 장애인, 고령자, 환자 등 실제 보건의료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제적인 실증이 수행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기존 보건의료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적 공감대와 수용성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재가 복지기술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장수정·남경숙
2020; 채명수 등 2017; 김정근 2018).
<표 1> 국내 보건의료 리빙랩 현황

리빙랩 사업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보건·의료 리빙랩
시도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한국 시니어 리빙랩
국립재활원 장애인용
스마트돌봄스페이스 리빙랩
대학 주도의 리빙랩으로서
의료·돌봄 등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 추진

내용
야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발광키트 의복 개발이나 보급형
안전카메라 개발을 위한 리빙랩 사업 추진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플랫폼 구축
돌봄로봇 사용성 평가를 위한 장애인 스마트돌봄스페이스 구축
대전대 새빛 리빙랩의 아토피안들 진료 및 서비스 제공 등 대학
주도의 보건의료 및 지역 돌봄 관련 리빙랩 사업 추진

지자체 주도의 지역문제
부산 사물인터넷(IoT) 리빙랩 사업 등 스마트시티 사업으로서
해결이나 스마트시티 사업으로서
보건의료, 도시재생 등의 리빙랩 추진
헬스케어 및 돌봄 리빙랩 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고령자 대전 유성구 신성동의 한 아파트에 구축한 리빙랩을 통해
돌봄로봇 개발을 위한 리빙랩
고령자 100명을 모집, 3년여에 걸쳐 걸레질·빨래 널기 등
추진
55가지의 일상적인 행동을 촬영한 시각 데이터 11만2천620건을
수집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향후 5년간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서울센터에 구축된
자폐스펙트럼장애 선별을 위한
리빙랩 등에서 발달상황을 점검하고 싶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리빙랩 추진
자폐스펙트럼장애 관찰 검사와 함께 관련 데이터를 수집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원주에 개소한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 리빙랩은 의료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 리빙랩 모사 환경에서 기기 및 서비스의 보안성 시험을 위한 각종
추진

취약점 점검 도구 및 방법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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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뉴노멀 시대의 재가 복지기술 활성화
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장애인 리빙랩, 노인 리빙랩의 협조를 받아
개별 면담 대상자 2명을 선정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국내 스마트홈 기반 리빙
랩 구축 및 운영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담당연구원이고 면담 대상자에 대한
기본정보는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면담 대상자의 정보(N=2)

리빙랩 구분
장애인용
노인용

소속
N 병원
C 대학교

성별
남성
여성

직책
담당연구원
담당연구원

2. 사례 조사 방법
노인과 장애인용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 사례 조사를 위해, 사람과 지역사회
복지, 재가 복지기술, 리빙랩과 공간에 문헌 검토를 조사하였다. 문헌 검토를
결과를 기반으로 반 구조화된 심층 면담 질문을 구성하였다. 질문은 첫 번째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 구축 위치 및 목적, 두 번째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 구축
내용, 세 번째는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을 활용한 실증 경험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일정에 맞춰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내용은 자료 수집
의 정확성을 위해 대상자의 사전 허락하에 전체 녹음하였다.
심층 면담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며 본 연구와 관련한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
하고 수정 보완하여 리빙랩 기반 재가 복지기술 활용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
다. 연구자에 의한 일방적인 편견이나 과도한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지 않기
위해서 작성된 면담 내용은 전문가 조언을 받아 내용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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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 사례
1. 장애인용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
장애인용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은 어르신·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의 목적으로 돌
봄 로봇 4종(욕창 예방용 자세 변화, 이승보조, 배설보조, 식사보조) 실증을 위
해 구축되었다(보건복지부 2020).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는 증가하나 돌봄을 제공할 인력은 감
소하는 상황에서 돌봄로봇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급
자 중심의 기술개발은 돌봄로봇이 실제 수요자가 원하는 기능과 임무를 수행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고, 이에 수요자 의견을 돌봄 로봇 기술개발과 서비스
모델 개발 등에 반영하기 위해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 분석 및 돌봄 로봇
사용성 평가 등이 가능한 현장 실증공간인 장애인용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을
구축하였다(보건복지부 2020)<그림 3>.
장애인용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은 돌봄로봇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는 6개의 구역으로 분리된 공간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양문식
의 현관과 욕실 문, 전동식 샤워침대, 전동 세면대가 설치된 욕실, 붙박이 가구
가 설치되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 안방, 접이식 테이블, 접이식 화장실 팔걸이
와 전동 싱크대, 전동 싱크대, 전동 세면대 등의 보편적인(유니버셜) 디자인
설비 및 가구를 중심으로 실제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0).
그리고 중증장애인 등 관련 돌봄받는자와 돌봄주는자에게 필요한 로봇형 이
동식 리프트, 레일 형태의 천장주행형 리프트, 로봇 침대, 배설 보조장치, 식사
보조장치 등의 돌봄로봇 장치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게 배치하였다. 특히 로봇
외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스피커와 센서가 연계된 사물인터넷 기술에 의해 설
비, 가전 및 장비 등이 제어되어 보다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되었
다(보건복지부 2020)(배영현 등 2021)<그림 4>.
장애인용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은 돌봄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돌봄주는자와
돌봄받는자의 선호도 및 행위를 분석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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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고 있고, 로봇과 장애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모형을 정립하고 사회
복귀 연계, 돌봄로봇 활용 체험 공간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무장애 주택 및 돌봄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포구, 구로
구, 대구광역시 남구 및 LH 등에 장애인용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에서 검증된
최적화된 공간 설계, 사물인터넷(IoT), 유니버셜 가구 및 설비, 돌봄로봇 및
장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그림 3> 장애인용 스마트홈 리빙랩(국립재활원, 2020)

<그림 4> 장애인용 스마트홈 리빙랩 서비스 시스템(배영현 등,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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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용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

노인용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은 스마트 공동주택 헬스케어 기술 및 실증모
델 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거주자의 거동 및 생활방식 등에 따른 행동 변화나
건강 이상 등을 무자각,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예방 조치가 가능한 주거환경
속에서의 삶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학 내 구축하였다(배시화 2021)<그
림 5>.
<그림 5> 노인용 스마트홈 리빙랩(가천대학교, 2020)

노인용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은 각종 헬스케어 스마트홈 기술이 적용된 약
100㎡ 규모의 실증 주거 공간으로 거실, 주방, 욕실, 침실, 현관 등을 갖추고 있다.
건강정보 모니터링, 수면관리, 낙상 방지, 영양관리 등 헬스케어 스마트홈 기술
들이 집약돼있다(배시화 2021; Choi D., Choi H. and Shon D. 2019)<그림 6>.
그리고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의료에 중점을 두어 설계된 공동주택 모델로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홈 기술을 선보인다. 얼굴 낯빛, 잠자리 습관,
걸음걸이를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분석해 건강관리를 돕는다. 매일 아침 세면
대 앞에 서면 몸무게 등 신체정보를 분석해 건강관리를 도와주며, 거주자의
영양 상태와 냉장고 속 재료들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음식을 추천해준다(배시화 2021).
또한,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할 때, 복약시간마다 자동으로 집안 전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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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 색으로 바뀌는 등 스마트홈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약을 빠트리지 않고
챙겨 먹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2시에는 당뇨약을 알려주는 빨간색 조명이,
1시에는 혈압약을 알려주는 노란색 조명이 자동으로 바뀌는 식이다. 아울러
사용자가 집안에서 넘어지면 바닥, 벽, 천장의 감지 시스템이 구현된 스마트홈
이 자동으로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119와 통신하여 구조대가 출동한다(배시
화 2021).
<그림 6> 노인용 스마트홈 리빙랩 서비스 시스템(Choi D. et al., 2019)

이렇게 노인용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 기반으로 개발된 헬스케어 기술 일부
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주
택에 도입하여 실증하여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배시화 2021).

3. 리빙랩 기반 재가 복지기술 활용 비교
뉴노멀 시대의 재가 복지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령인, 환자 등 보건
의료의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실제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반복적인 평
가 및 피드백을 거칠 수 있는 실험·실증을 강조하는 모델 개념인 리빙랩이 활
용되고 있다. 최종 수용 주체의 노인과 장애인의 관점에서 기존 보건의료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어 재가 복지기술 수요 발굴 및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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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장 창출,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지속 가능한 사회·기술 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해 거주환경과 재가 복지기술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마
련되었다.
두 군데 리빙랩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거주환경 수정 방안의 공통점은 스
마트홈 개념의 주거환경에 IT를 융합하여 국민의 편익과 복지증진, 안전한 생
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간 중심적인 스마트 생활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IoT 기능을 기반으로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된
생활환경에서 정보를 생산해 연결된 사물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사용자의 수
요에 대한 예측과 파악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동화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함으
로써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는 시스템인 스마트홈 서비스는 집 내부
에 설치된 여러 센서와 스마트 디바이스가 연계되어 사용자가 집 내부에 대한
통제 및 제어 등을 수행할 수 있어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공간계획을 기본
으로 반영되어 제공되고 있다.
노인용 리빙랩은 노인 주거 공간에 건강관리 개념 강화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신축하거나 기존 단지를 리모델링할 때 헬스케어 개념이 도입된 공간
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지속성 및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의료에 중점 둔 헬스케어 스마트홈
기술들이 집약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모델로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홈 건강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적용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용 리빙랩은 장애인들에게 재가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삶
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주거 대안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6개의 분리된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각 공간은 모듈화되
어 필요에 따라 적용 및 활용될 수 있게 구축되었다. 또한, 이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체보조 등의 돌봄기술
적용, AI, IoT 기반 안전 기술 확보, 유니버셜 디자인 접목 기술의 편리성 확보
방안을 담은 활용 지침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Ⅴ. 재가 복지기술 활성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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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돌봄 시스템인 지역사회 돌봄을
표방하고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파편화되고 각개약진하는 공급 중심적 지역
사회복지 체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회 변화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코로나 19로 인한 뉴노멀의 경우는 일상의 변화가 두드러지
지만, 경제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와도 긴밀한 영향 관계를 형성하고 변화를 촉
진하므로, 그 여파는 사회 전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수웅 2021). 그러
므로 코로나 19와 뉴노멀 시대의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자치의 복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복지로 언급되며 시대, 사람, 그리고 공간을 기반으로
4차산업 혁명기술의 다양한 접목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전통적인
복지서비스 방식을 탈피하여 ICT, IoT, 돌봄로봇, AI 기술 등의 복지기술을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수로 여겨지고(김수완·최종혁 2018), 최근 국
내에서도 코로나 19와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위
한 복지기술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과 고령화 문제 대응하고 기존의 복지기술에 대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실제 적
용 가능한 복지기술에 대한 검증 및 방안 개발을 위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비롯해 AI, IoT 기술을 이용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 응급안전 관련 복지서비스 시범사업, 스마트 돌봄로봇 기술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 19와 뉴노멀 시대의 지역사회복지 방향은 사람은 이전 세대와 구별
되는 디지털 인간(밀레니얼세대)이고, 공간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로 인
한 비접촉/접촉의 공간변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을 제시하고 있다(이재완,
2020). 그런데도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이 되는 지역사회 현장(공간)과 지역사회
공동체(Community)의 사용자(사람) 중심으로 재가 복지기술을 포함한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전략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재가 복지기술 서비스는 생활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
들이 모여 재가복지 서비스를 현장 공동체계가 공동개발하고 실험하면서 이들
을 연계 및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가 복지기술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은 철저히 생활자의 관점에서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유형의 조직과 사람들이 생활자와 문제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 면에
서 국내 보건의료 리빙랩 중 스마트홈 기반 재가 복지기술 리빙랩을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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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간에서 기술 검증을 수행하고 실제적인 활용방안
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용 리빙랩, 장애인용 리빙랩은 더 의미가 드러
나고 있고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 사례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재가 복지
기술 서비스의 큰 틀에서는 실제 수요자(사람), 노인과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
된 유니버셜 디자인이 접목된 설비 및 가구가 함께 설치된 스마트홈 공간, 다양
한 ICT 및 IoT 기술, 돌봄로봇,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리빙랩의 공통점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
과 장애인 각각 대상에 따라서 우선 요구되는 유니버셜 공간과 재가 복지기술
의 방안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노인용 리빙랩은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의료에 중점을 둔 헬스케어 스마트홈 기술들이 집약되
어 설계된 공동주택 모델로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홈 건강관리 기
술을 중심으로 적용 방안을 개발하고 있고 장애인용 리빙랩은 여러 가지 일상
생활 행위를 수행하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체보조 등의 돌봄기술
적용, AI, IoT 기반 안전 기술 확보, 유니버셜 디자인 접목 기술의 편리성 확보
방안에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면 중심의
전통적인 돌봄 방식을 탈피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
지할 수 있으려면 노인과 장애인의 대상에 따라 공간과 기술을 맞춤형으로 적
용하는 것보다 가용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돌봄로봇,
인공지능 기술 등을 융합된 형태로 재가 복지기술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수완·최종혁 2018).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표준에 따라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고 진화해 나가야
하는 시대이다. 즉, 인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삶의 방식이 혁명적으로 변
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사람과 사물, 공간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를 지
혜롭게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가 가
능한 공간과 기술이 확대되는 방향은 어쩔 수 없는 큰 흐름이다(최수웅 2021).
앞으로 ICT 기술, 인공지능, 로봇 등이 재가 복지서비스 일부를 대체하겠지
만 기본적으로 복지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이 돌보는 대면 서비스가 원칙이고
여전히 사람에 의해 서비스는 대체 불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에 의
해 대면 서비스 비중이 클 것이다(이동석 2021). 그러므로 코로나 19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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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는 전염병의 위험을 낮추면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여전히
우선 모색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융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의 정책들이 발표되고 지역
사회에 거주하며 보통의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노인과 장애인의 주거 현황에 대한 진단이 미비하고, 기술이 융합된 새로
운 형태의 주거 대안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노멀 시대는
사물인터넷과 결합한 주거 및 생활공간인 스마트홈 개념으로 구축될 것이며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공간의 융합이 나타날 것이다(이재완 2020). 특히 공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생활환경 공간의 새로운 표준이 등장할 것은 의심할 수
없이 당면한 현실이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
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단순 재가 복지기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포함한 통합적인 주거 생활 지원 서비스가 결합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
다. 이러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노인과 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특성과 자립도를 반영하고 주거시설이 단순히 지역사회 내 위치하는 것을 넘
어서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구성원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족 등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고려한 새로운 공간에 대한 개념을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하여 구조화해 나가면서 현장 실증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은 필
수적인 요소이다(이용민·권오정 2019; 박상미·박지혁·정민예 2020).
재가 복지기술은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환경적·재정적 안정 등 개인의 삶
전반을 건강하게 하는 복합적 요인들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가 복지기술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포함한 삶 전반의 문제를 예방
하고 관리하는 총체적인 돌봄 체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기술에
의한 인간의 도구화와 소외 의식을 극복하여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를 인간
적으로 소통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김진경 2019). 그러나 선제적으로 취약계층의 복지기술 활용 수준에 맞는
교육 제공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에 대한 불
평등을 해결하는 노력과(신혜리 등 2020) 첨단 재가 복지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김진경 2019). 만약 이에 대
한 사회적 공감이 우선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가 복지기술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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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뉴노멀 시대에 재가 복지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뉴노멀 시대에 맞는 대면과 비대면이 결합한 재가 복지기술 또는 기술과 사람
이 연계되는 재가 복지기술 서비스 개발 및 검증, 두 번째로는 뉴노멀 시대의
지역사회 내 주거 공간은 사용자의 특성 및 변화에 대응될 수 있도록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뿐만 아니라 각 시설의 공간 및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제공
되는 재가 복지기술 개발, 검증에 대한 과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코로나 19와 뉴노멀 시대의 재가 복지기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복지기술에 대한 신뢰 형성 및 수용성 향상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제공 등의 당면 문제를 적극적으
로 해결하기 위한 개인 및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구축되고 있는 국내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 사례 분석
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여 기존 보건복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적 공감대와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재가
복지기술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국내 보건의료 리빙랩 중 스마트홈 기반 재가 복지기술 리빙랩을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간에서 기술 검증을 수행하고 실제적인 활용방안
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용 리빙랩, 장애인용 리빙랩은 더 의미가 드러
나고 있고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도출되었다.
국내 스마트홈 기반 리빙랩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앞으로 ICT 기술, 인공
지능, 로봇 등이 재가 복지서비스 일부를 대체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지서비
스는 사람과 사람이 돌보는 대면 서비스가 원칙이고 여전히 사람에 의해 서비
스는 대체 불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사람에 의해 대면 서비스
비중이 클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염병의 위험을
낮추면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여전히 우선 모색되면서 비대면 서
비스를 융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단순 재가 복지
기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포함 통합적인 주거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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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결합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노인과
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특성과 자립도를 반영하고 주거시설이 단
순히 지역사회 내 위치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구성원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족 등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고려한
새로운 공간에 대한 개념을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하여 구조화해 나가면서 현
장 실증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가 복지
기술 서비스가 실제로 활성화되려면 선제적으로 취약계층의 복지기술 활용 수
준에 맞는 교육 제공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비대면 서비스 제공
에 대한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첨단 재가 복지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서 개인 및 사회적 수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뉴노멀 시대에 재가 복지기술 활성화를 위한 당면한 과제는, 첫 번째
로는 대면 및 비대면 또는 기술과 사람의 연계되는 융합 복지기술 개발 및 검
증, 두 번째로는 대상자에 따라 공간과 기술 융합된 복지기술 개발 및 검증,
마지막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공감대 형성이 도출되었다.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리빙랩이라는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재가 복지기술 활용과 공간의 결합이
라는 포괄적인 접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개별적 또는 통합적 재가 복지기술 실증 연구와
실제 사용자 만족도에 관한 질적 연구 부재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리빙
랩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공간에서 실증 연구와 실제 사용자의 이용태도, 만족
도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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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vation Task of Community based Technology for
Elderly Adult and Disabled Person
in the New Normal
: Based on Smart Home Living-Lab Cases
Bae, Young-Hyeon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the tasks for activation of community
based technology based on smart home living-lab in the new normal. This study
analyzed the smart home living-lab like AAL(Ambient Assisted Living)
Healthcare smart home living-lab and the smart-care space living-Lab on the
convergence point of view of people, space, and technology for targeting elderly
and the disabled person in new normal.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convergence community
based technologies that are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or human-linked,
secondly, th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community based technologies that
integrate space and technology according to the target person, and finally, the
reducing digital divide and formation of a consensus were derived. It seems that
research design of using living-lab needs to be utilized in order to solve of
various community service problems in the new normal.

Key Words: Elderly Adult, Disabled Person, New Normal, Living-lab,
Community based Technology
* 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Healthcare and Public Health,
Rehabilit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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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수준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 미치는 영향

배지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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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함의 및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제11차년도부터 제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850명을 분석대상으로 패널 로지스틱 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 양립 정책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이들의 학력 수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가정 양립 정책은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
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이
확인된 만큼 향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이들의 학력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일-가정 양립 정책이 기혼 여성, 특히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대학원

136 사회과학논총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이들의 경제활동을 보다 효과적으
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보편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주제어: 일-가정 양립정책, 기혼 여성, 경제활동, 학력 수준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유급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독립의 기
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기혼 여성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
되었다(Stier and Yaish, 2008; Hook, 2015; Budig, Misra, and Boeckmann,
2016). 이에 다수의 국가에서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 및 발전을 통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자녀 양육기의 가족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6년 도입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일-가정 양립
정책을 포함한 것을 시작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의 확대를 통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자녀 양육기의 가족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 생애주기, 연령, 그리고 지역 등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Mandel and Semyonov, 2006; Cantillon, 2011;
Ferragina, 2020). 즉 기혼 여성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이들을 세
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허수연, 2017).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기혼 여성을
단일 집단으로 간주할 경우,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오히려 특정 학력, 생애주기, 연령, 그리고 지역에 속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Korpi, Ferrarini, and Englund, 2013).
196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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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 및 확대가 이루어고 있으며(류연규,
2017; Daly and Ferragina, 2018), 일-가정 양립 정책과 여성의 경제활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Ferragina, 2020).
그 가운데 학력 수준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 내에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Mandel and Semyonov, 2006; Cantillon, 2011; Cipollone et al., 2014; Stahl
and Schober, 2018; Ferragina, 2020). 즉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 및 확대가
저학력 기혼 여성 대비 상대적으로 자원을 많이 보유한 고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마태 효과
(Mattew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Mandel and Semyonov, 2006;
Ghysels and Van Lancker, 2009; Cantillon, 2011)과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
및 확대를 통해 고학력 기혼 여성 대비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Korpi et al., 2013)이 팽
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력 수준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허수연, 2017).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면, 기혼 여성을 단일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오히려 특정 학력을
지닌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Korpi, Ferrarini, and Englund, 2013). 따라서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는 정책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의 학력수준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상이한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성의 학력수준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이들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특성
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도출하게 되
었다. 첫째,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이들의 경제활
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가? 둘째, 학력 수준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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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촉진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하위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도출함으로써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이 학력 수준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규명하고,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
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일-가정 양립정책
일-가정 양립 정책은 근로자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충돌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정책으로, 근로자의 임
신, 출산, 자녀 양육기의 모성보호와 경력단절을 방지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자녀 양육기의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Clark,
2000; Blau and Kahn, 2013). 관련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일-가정 양립 정
책은 하위 정책 별로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 특히 자녀
양육기를 경험하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
다고 여겨진다(Buchmann et al., 2010; Blau and Kahn, 2013; Ferragina, 2020).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은 기혼 여성 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수단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Korpi et al., 2013; Olivetti and Petrongolo, 2017; Daly and Ferragina, 2018;
Ferragina, 2019; Ferragina, 2020). 첫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이루어
진 휴가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거
하여 유급제로 도입되었으며,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무급
제로 도입되었다(An and Peng, 2016). 이후 2000년대 초반 이루어진 모성보호
제도의 발전을 통해 휴가제도 이용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제도가 안
정화 되었다. 둘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으로 이루어진 현금지원정책이다. 아
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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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노혜진, 2016).
양육수당은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
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된 이후 법률개정
을 통해 2019년부터는 86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유자영,
2015). 셋째, 조세혜택의 제공으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근
로활동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개편을 통해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총소득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윤승희, 2018).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넷째로는 사
회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행정, 국방, 의료 및 교육서비스,
주택, 보건, 고용, 여가 등을 포괄하는 사회 서비스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해 돌봄 및 가족지원과 관련한 사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변화, 인구사회학적 구조 변화에 의한 사회적 위협에 대처하는 방
법으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진선미․강은나․장용석.
2011).

2. 일-가정 양립 정책과 여성의 학력
196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다수
의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종합해 보면 일-가정 양립 정책은 하위
정책 별로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 특히 자녀 양육기를
경험하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
진다(Buchmann et al., 2010; Hook, 2015; Daly and Ferragina, 2018;
Ferragina, 2020).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며, 일-가정 양립정
책은 저학력 기혼 여성 대비 고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더욱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Mandel and Semyonov, 2006;
Cantillon, 2011; Cipollone et al., 2014; Stahl and Schober, 2018; Ferragina,
2020).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딸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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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노동시장 참여도가 낮아지며, 이러한 현상은 동질혼(homogamy)을 통
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Esping-Andersen, 2009). 즉 높은 교육수준
을 바탕으로 고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환경
을 지닌, 높은 교육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숙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
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계급격차(class differentiation)가 동질혼
을 통해 강화되는 상황에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휴가제도 또는
아동 돌봄 서비스와 같은 일-가정 양립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저소득 계층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교육수준과 수입 능력(earning capacity)을 지닌 고소득 계
층에게 공적 자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Mandel and Semyonov,
2006; Ghysels and Van Lancker, 2009; Cantillon, 2011). 일례로 유럽 9개 국가
를 중심으로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에 따른 일-가정 양립 정책 활용도를 분석
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서 저학력 기혼 여성은 고학력 기혼 여성 대비
공적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Cantillon, 2011). 그
는 특히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에서조차 고학력 기혼 여성의
공적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저학력 기혼 여성의 이용률 대비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마태 효과(Mattew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1994년부터 2009년까지 EU 15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 휴가 제도와 같은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은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30% 이상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
지만, 저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Cipollone et al., 2014).
이에 반하여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일-가정 양립정책이 이들의 경제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은 사실이나,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
은 고학력 기혼 여성보다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에 더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Korpi et al., 2013). 이들은 EU 15개국
에 대해 일-가정 양립 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으며, 여성의 연령, 학력 수준, 아동 유무, 가구에 속한 성인의 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정책 외적 요인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연
구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학력 여성은 저학력 여성 대비 경제활동에 참여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일-가정 양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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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학력 여성의 경우
정책적 지원을 받지 않아도 개인이 지닌 자원을 바탕으로 유급 노동에 참여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고등 교육 - 특히 대학교 수준의 교육(university-level education) 을 받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성 불평등(gender inequality)은 감소되고 있는 반면, 임금 격차
로 대표되는 계급 불평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다 성
평등하며 계급 평등한 사회 달성을 위해 일-가정 양립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력수준별로 기혼 여성을 세분화하여 이들의 경제활
동 참여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기 보다는, 기혼
여성을 단일 집단으로 가정한 뒤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자 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정성미, 2006; 김난주·권태희, 2009; 박현
순․나동석, 2009; 진선미·강은나·장용석, 2011; 박효진·은선경, 2012; 민세진,
2014; 곽현주·최은영, 2015; 류연규, 2017; 윤승희, 2018). 즉 학력이 기혼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 결정요인인지,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관련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에 반하여 허수연(2017)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1998년∼2015년)를 분석하여,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저학력 여성 대비 높음을 입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저학력 여성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휴가정책
의 도입과 현실적인 휴가급여의 지원, 맞벌이 또는 일하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공보육서비스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양육수당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이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경우에도 학력 수준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탐색적 연구로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학력 수준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인 효과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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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 남성, 무자녀 여성 대비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
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시작으로 하여(Budig and
England, 2001; Anderson, Binder, and Krause, 2003; Correll, Benard, and
Paik, 2007),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 요인, 가구
요인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개인 요인의 경우, 여성의 연령, 건강상
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정성미,
2006; 박현순․나동석, 2009; 진선미·강은나·장용석, 2011; 민세진, 2014; 곽현
주·최은영, 2015; 류연규, 2017; 윤승희, 2018; 김노을.조선미, 2019; 한성민,
2019).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다는
연구결과(정성미, 2006; 박현순․나동석, 2009; 진선미·강은나·장용석, 2011; 류
연규, 2017; 윤승희, 2018)와 일정수준의 연령대까지는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다
가 이후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다(민세진, 2014). 건강상태의 경
우에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하거나 만성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여성
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박현순․나동석, 2009)
와 건강상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결정요인이 아니라는 연구결
과(진선미·강은나·장용석, 2011; 박효진·은선경, 2012)가 모두 존재한다.
가구 요인으로는 배우자 유무, 미취학 자녀의 수, 취학 자녀의 수, 그리고
가구 소득이 제시되고 있다(김수정, 2013; 정성미, 2006; 박현순․나동석, 2009;
민세진, 2014; 곽현주·최은영, 2015; 류연규, 2017; 윤승희, 2018; 김노을·조선미,
2019; 한성민, 2019; Taniguchi and Rosenfeld, 2002; Mandel and Semyonov,
2006; Buchmann et al., 2010). 우선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은 주로 자녀출산
및 양육에 의해 발생되며(Stier & Yaish, 2008), 여성의 취업연속성, 경력단절,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으로 미취학 자녀 및 미성년 자녀의 수
(정성미, 2006; 박현순․나동석, 2009; 민세진, 2014; 곽현주·최은영, 2015; 류연
규, 2017; 윤승희, 2018; Taniguchi and Rosenfeld, 2002; Mandel and
Semyonov, 2006; Buchmann et al., 2010)가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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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 및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은 무자녀 여성 혹은 성년 자녀를
둔 여성 대비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높은 가구소득
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세진, 2014; 장연주, 2014; 곽현주·최은영, 2015; 류연규, 2017; 윤승희, 2018;
김노을·조선미, 2019; 한성민, 2019; Buchmann et al., 2010). 즉 가구소득이 높
은 경우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업이 이루어져 남성이 주로 경제활
동을 전담하는 일인부양자모델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진선미·강은나·장용석, 2011; Korpi, Ferrarini, and Englund, 2013).

4. 시사점
196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 참여에 발맞추어 선진국을 중
심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 및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류연규, 2017;
Daly and Ferragina, 2018), 학계에서도 일-가정 양립 정책과 여성의 경제활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Ferragina,
2020). 그 가운데 학력 수준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일-가정 양립 정책
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 내에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Mandel and Semyonov, 2006; Cantillon, 2011; Cipollone et al., 2014;
Stahl and Schober, 2018; Ferragina, 2020). 즉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 및
확대가 저학력 기혼 여성 대비 상대적으로 자원을 많이 보유한 고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마태
효과(Mattew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Mandel and Semyonov, 2006;
Ghysels and Van Lancker, 2009; Cantillon, 2011)과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
및 확대를 통해 고학력 기혼 여성 대비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Korpi et al., 2013)이 팽
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력 수준별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허수연, 2017). 만약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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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 정책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면, 기혼 여성을
단일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일-가
정 양립 정책은 오히려 특정 학력을 지닌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Korpi, Ferrarini, and Englund, 2013). 따라
서 일-가정 양립 정책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는 정책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의 학력수준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상이한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의 학력수준에 따라 일-가정 양
립 정책이 이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이 확인된다면, 이를 바탕으
로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에 집중하여,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 1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이들의 경제활
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다.
[가설 2] 일-가정 양립 정책은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 설 ]

가설 1은 기혼 여성이 단일 집단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기혼 여성
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일-가정 양립 정책이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
하는 정책으로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각 세부 집단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설 2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성에 주목하였다. 즉 선행연구에서 주장
한 바와 같이 고학력 여성의 경우 정책적 지원을 받지 않아도 개인이 지닌 자
원을 바탕으로 유급 노동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이들의 경제 활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반하여 대학교 수준의 고등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
의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을 통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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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의 제11차년도
(2016)부터 제15차년도(2020)까지 총 5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가구데이터와 가
구원 데이터를 결합한 뒤,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850명을 분석대
상으로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및 가구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활동 참여 여부,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정보를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1∼15차년도 데이터를 결합한 뒤,
전체 연도에 있어 아동(만 18세 미만)을 양육하는 기혼 여성을 추출하여 균형
패널(balanced panel)을 구축하였다. 이후 추출된 기혼 여성(850명)의 5개 연도
에 걸친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분석하였다1).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아동을 양육하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이
다<표 1 참조>.
(2) 설명변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명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가구 요인으로 구성된
1) 복지패널은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
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를 경제활동 참여(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실업자,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무급
가족종사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와 경제활동 미참여(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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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일-가정 양립정책 요인으로 구성된 독립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연령, 건강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 변수는 대
상자의 출생년도와 면접당시의 연도 간의 차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건강상
태 변수의 경우 만성질환 보유 여부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가구요인으로는
미취학 아동의 수, 18세 미만 아동의 수, 배우자의 학력과 가구의 소득을 활용
하였다.
<표 1> 변수정의 및 속성

구분
속 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종 변

통
제
변

수

가구
요인
가
제도
현금
지원
조세
휴

독 일립 가정
변
수 양립
정책

혜택

서비스

변수명
경제활동여부
연령
건강상태
미취학 아동 수
아동 수
배우자의 학력1
배우자의 학력2
가구소득
모성보호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보육료지원
공공어린이집 이용
서비스 지속성

변수속성(변수값)
참여=1(미참여=0)
조사대상자의 만 나이(연속변수)
만성질환 있음=1(없음=0)
만 7세 미만 아동의 수(연속변수)
만 18세 미만 아동의 수(연속변수)
전문대 졸업=1(고졸 이하=0)
대졸 이상=1(전문대졸업 이하=0)
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가처분소득(연속변수)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1(미수급=0)
아동수당 수급=1(미수급=0)
양육수당 수급=1(미수급=0)
근로장려세제 수급=1(미수급=0)
자녀장려세제 수급=1(미수급=0)
보육료지원 경험=1(미경험=0)
공공어린이집 이용=1(미이용=0)
사회서비스 이용연수(연속변수)

독립변수인 일-가정 양립 정책 요인은 휴가제도, 현금지원, 조세혜택, 서비
스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휴가제도 변수의 경우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 여부를 활용하였다. 현금지원 변수의 경우 아동수당,
양육수당 수급 여부를 포함하였다. 조세혜택 변수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수급
여부, 자녀장려세제 수급 여부를 포함하였다. 서비스 변수의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보육료 지원 여부, 공공어린
이집 이용 여부와 사회서비스 지속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서비스 지속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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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이 분석 기간 동안 사회서비스2)를 이용한 누적 연
수를 의미한다. 이때 동일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른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하였을 때에도 서비스 지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
았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 특성, 경제활동 참여 여부, 일-가정 양립
정책 수혜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
(Chi-square test)과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3). 둘째,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
이 상이한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의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에는 Stata SE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기혼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한 패널 로지스틱 모형은 종
속변수가 이분화 되어있는 경우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패널 로지스틱 모형은 오차항( )이 정규분포가 아닌 로지스틱 분포를 따
른다고 가정하며, 패널 개채특성(  )이 고정효과인지 확률효과인지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
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일-가정양립정책 관련 독립변수는 더미변수
로 연도별로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
할 경우, 이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를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 반면




4

2)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서비스에는 보육료 지원, 공공어린이집 경험여부, 무료급식
경험여부, 학비지원 경험여부, 문화활동 경험여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경험
여부,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경험여부, 아이돌봄지원 경험여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경험여부, 아동상담·집단 프로그램 경험여부, 방과후돌봄서비스 경험
여부, 예체능 교실 경험여부,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경험여부, 영유아보충식
품지원 경험여부,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경험여부, 장
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관련 프로그램 경험여부를 포함하였다(진선미·강은나·장
용석, 2011).
3)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참조를 바탕으로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을 상(대졸
이상), 중(전문대졸), 하(고졸이하)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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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개체의 특성(heterogeneity)을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가정하는
확률효과 모형을 활용할 경우, 일-가정양립정책 관련 변수의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확률효과 모형
을 사용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로지스틱 확률효과
모형은 아래의 식 (1)과 같다.


 
 



  

…

       

(1)

는 종속변수로서  라는 기혼여성의  연도의 경제활동 참여여부를 의
미한다.  는  라는 여성의  연도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의  번째 결정요
인(독립변수)이다.  는 개체특성 오차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적으로 확률효과 모형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 두 가지를 가정한다.
첫째, 개체특성 오차항  와 오차항  는          을
따른다. 둘째, 개체특성 오차항  는 독립변수 및 오차항  에 대해 독립적
이다.
 

  

 

 

 

 

 




 




 

Ⅳ. 연구결과
1. 학력 수준별 기혼 여성의 일반적 특성
학력 수준별 기혼 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5). 우선
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은 기혼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학력 수준 또한 높은 것
으로 나타나 동질혼(homogamy) 현상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일-가정양립정책 관련 독립변수는 자료의 가용성 문제로
인하여 더미변수 처리한 뒤 사용하였다.
5)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참조를 바탕으로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을 상(대졸
이상), 중(전문대졸), 하(고졸이하)로 분류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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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력 수준별 기혼 여성의 일반적 특성

구분
경제활동 미참여
종속변수
참여 여부 참여
인구사회학적 만성질환 없음
있음
요인
고
졸이하
가구요인 배우자
졸
학력 대전
졸이상
휴가
모성보호
없음
제도 급여 있음
없음
현금 아동수당 있음
일 지원 양육수당 없음
있음
독 근로
립 가 조세 장려세제 없음
있음
변 정
자녀 없음
혜택
수 양
장려세제 있음
립
보육료 없음
정
지원 있음
공공
없음
책
있음
어
린
이집
요 서
0년
인 비
스 서비스 1년
2년
지속성 3년
4년
5년
구분
연령
독 가인구사회학적미취요인
학아동수
립 구
총아동수
가구소득
변
요
가구의
가처분소득
수 인
개인의 근로소득
* p<.05, ** p<.01, *** p<.001

(단위: 명, 세, 천만원)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
유의도
상
중
하
( )
N
%
N
%
N
%
531 37.3 498 44.6 697 40.8 13.96***
894 62.7 619 55.4 1,011 59.2
1,131 79.4 888 79.5 1,302 76.2 6.12*
294 20.6 229 20.5 406 23.8
178 12.5 361 32.3 1,181 69.1
120 8.4 389 34.8 237 13.9 1,655.64***
1,127 79.1 367 32.9 290 17.0
1,395 97.9 1,092 97.8 1,697 99.4 15.5***
30 2.1 25 2.2 11 0.6
1,217 85.4 947 84.8 1,563 91.5 38.77***
208 14.6 170 15.2 145 8.5
1,203 84.4 988 88.5 1,561 91.4 36.55***
222 15.6 129 11.5 147 8.6
1,376 96.6 1,059 94.8 1,533 89.8 63.2***
49
3.4 58 5.2 175 10.2
1,322 92.8 998 89.3 1,383 81.0 103.1***
103 7.2 119 10.7 325 19.0
789 55.4 575 51.5 1,203 70.4 124.15***
636 44.6 542 48.5 505 29.6
1,257 88.2 1,002 89.7 1,580 92.5 17.09***
168 11.8 115 10.3 128 7.5
50 3.5 27 2.4 40 2.3
298 20.9 233 20.9 372 21.8
289 20.3 229 20.5 355 20.8 5.85
298 20.9 231 20.7 359 21.0
270 18.9 211 18.9 320 18.7
220 15.4 186 16.7 262 15.3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
유의도
상
중
하
(F-value)
M SD M SD M SD
40.1 5.09 39.0 4.66 40.7 6.24 32.72***
0.7 0.80 0.7 0.79 0.4 0.70 60.84***
1.8 0.64 1.9 0.67 1.8 0.74 3.22*
5.54 2.62 5.14 2.36 4.78 2.39 37.28***
7.46 3.11 6.43 2.62 5.90 2.51 127.59***
1.92 2.19 1.29 1.71 1.12 1.38 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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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정책 요인에서 휴가제도와 현금지원, 서비스에 속하는 보육료
지원 경험과 공공어린이집 이용 경험의 경우, 학력 수준이 높은 기혼 여성의
해당 제도 이용률이 학력 수준이 낮은 기혼 여성의 이용률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조세혜택의 경우에는 학력 수준이 낮은 기혼 여성의 수혜 비율이
학력 수준이 높은 기혼 여성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가처분소득의
경우, 학력 수준이 높은 기혼 여성이 속한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학력 수준이
낮은 기혼 여성이 속한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 근
로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력 수준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결정요인
학력 수준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해석이
용이하도록 계수 대신 승산비(odds ratio)를 제시하였다<표 3 참조>. 모델 1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가구 변수를 투입한 모델이며, 모델 2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구 변수에 일-가정 양립정책 변수를 포함하였다.
먼저 모델 1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연령 변수가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과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연구와 같이,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은 일정 기간 동안 유급 노동시장
에서 이탈하여 자녀를 양육한 뒤,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김진욱, 2005; 손제희·김은정, 2014; 진선미·강은나·장용
석, 2011; 류연규, 2017; Evertsson et al., 2009). 가구 요인의 경우, 중간 이하의
학력 수준을 지닌 기혼 여성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
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높은 가구소득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낮춘다고 여겨지는데(류연규, 2017; 윤승
희, 2018; Buchmann et al., 2010), 이는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가정 내에서 남
성과 여성의 역할 분업이 이루어져 남성이 주로 경제활동을 전담하는 일인부
양자모델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진선미·강은나·장용
석, 2011). 즉 중간 이하의 학력 수준을 지닌 기혼 여성의 가구 소득이 높으면,
이들은 일인부양자모델을 채택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가정 내에서의 역

학력 수준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일-가정 양립 정책이 미치는 영향 151

할을 수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학력 수준이 높은 기
혼 여성의 경우에는 가구소득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기혼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여겨지지만(Stier and Yaish, 2008; Budig et al.,
2016), 본 연구의 결과 중간 이상의 학력 수준을 지닌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의 수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학력 수준이
낮은 기혼 여성의 경우 미취학 아동의 수 변수는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
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력 수준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결정요인

dds ratio
인구사회학적
연령
만성질환
요인
ln가구소득
배우자의 학력1
가구 요인 배우자의 학력2
미취학 아동 수
총아동수
휴가제도
모성보호급여
일- 현금지원 아동수당
양육수당
가정
근로장려세제
양립 조세지출 자녀장려세제
정책
서비스 지속성
요인 서비스 보육료지원
공공어린이집
상수항
N
Number of groups
df(Wald chi-square)
Log likelihood
* p<.05, ** p<.01, *** p<.001
O

1

모델2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
중
하
상
중
1.29*** 1.12** 1.14 1.21**
0.89 1.11 1.01 0.90
0.48* 0.68* 0.76 0.46*
1.49 1.32 0.60 1.45
1.94 0.96 2.9** 2.95*
0.64 0.48** 1.91 0.52
0.83 1.18 0.84 0.89
8.77* 3.59
1.91 1.52
0.13*** 0.30*
0.67 0.96
1.03 0.99
1.28 1.14
0.55 1.92
2.05 1.25
0.07 0.58 0.32 0.76
1,117 1,708 1,425 1,117
228
349
290
228
7(40.7) 7(41.1) 15(44.7) 15(55.5)
-507.68 -811.78 -536.47 -496.83
모델

상
1.33***
0.97
0.78
0.58
1.71
1.31
0.94

0.00*
1,425
290
7(20.0)
-554.87

하
1.04
1.12
0.59**
1.25
1.52
1.07
1.20
1.65
0.61
0.10***
1.36
1.07
1.30**
0.37*
1.68
21.95
1,708
349
15(73.1)
-7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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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고학력 기혼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
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p<.001), 중간 학력을 지닌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p<.001), 가구소득이 증가할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5). 이에 반하여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나(p<.001), 가구소득이 증가하거
나(p<.05) 미취학 자녀의 수가 증가할 경우에는(p<.01)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
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정책 요인을 포함한 모델 2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현금지원
에 속하는 양육수당 수급 여부를 제외하고는 일-가정 양립 정책 변수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이들의 학력 수준에 따라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6). 즉 본 연구의 [가설 1]이 입증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변수는 가구 요인의 배우자의 학력2(p<.01), 일-가정 양립정책 요인의
모성보호급여(<.05), 양육수당(<.001)으로 확인되었다. 즉 고학력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학력 수준이 높거나,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할 경우 경제활
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
여할 가능성이 낮다. 이는 휴가정책이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고 일과 양육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
(윤승희, 2018; Baker and Milligan, 2008; Olivetti and Petrongolo, 2017)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중간 학력을 지닌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구학적 요인의 연령(P<.01), 가구요인의 가구소득(<.05), 배
우자의 학력 2(<.05), 일-가정 양립 요인의 양육수당(<.05)으로 확인되었다. 이
모델

6) 양육수당 수급여부의 경우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
함에 있어, 양육수당은 공식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동
을 양육할 경우 지원되는 수당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이 가정에서 미취학아
동을 양육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즉, 양육수당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일반적
경향이 분석결과에 반영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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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합해 보면, 중간 학력을 지닌 기혼 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학
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구의 소득이 높거
나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가구 요인의 가구소득(<.01) 변수, 일-가정 양립 정책 요인의 양육수당
(<.01), 서비스 지속성(<.01), 보육료지원(<.05)으로 나타났다. 모델 1과는 달리
미취학 아동의 수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모델 2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서비스 지속성 변수의 경우에는 저학력 기혼 여성에 경우에만 통계적 유의성
이 확인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취학 아동 양육으로 인하여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을 통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본 연구의 [가설
2]가 입증된 것이다7). 이를 종합해 보면,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우 사회 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이용할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구의 소득
이 높거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여
할 가능성이 낮다.

Ⅴ. 함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이들의 경제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 양립 정책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이들의 학력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 일-가정 양립 정책
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이들의 학력 수준에 따라 상이
한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모델 2), 서비스 지속성 변수와 보육료 지원 변수의
경우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7)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고등 교육 - 특히 대학교 수준의 교육
(university-level education) - 을 받지 않은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은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Korpi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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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성보호급여의 경우에는 고학력 기혼 여성의 경
우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일-가정 양립 정책은 저학력 기
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 결과 인구사회학
적 요인과 가구 요인만을 투입한 경우(모델 1), 미취학 아동 수 변수는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적 개입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동 양육하는 기혼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중에서도 저학력 기혼 여성
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여에 더욱 가중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일-가정 양립 정책 요인을 투입하자(모델 2),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에 대한 미취학 아동의 수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은 낮은 학력
수준과 미취학 아동 양육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Korpi
et al., 2013). 일-가정 양립 정책 요인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성보호급
여의 경우에는 고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지속성의 경우에는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정책이 이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즉 기혼 여성은 단일한 집단
이 아니며,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 또한 이질
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보다 정밀하고 엄정
한 연구를 위해 기혼 여성의 학력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
째, 일-가정 양립 정책의 보편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전반적으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모든 기혼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일례로 고
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장 종사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를 통해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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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양립 정책이 기혼 여성, 특히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효과
가 있음이 확인된 바, 일-가정 양립 정책이 모든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
하는 긍정적인 제도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사회서비스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
다. 연구결과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저학력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저학력
기혼 여성이 관련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인프라 정비를
통해 기혼 여성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연계성을 향상시
키고, 학력 수준별 기혼 여성의 욕구와 필요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변수를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변수와 만 7세∼만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 변수로만 구분하였다.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자녀의 연령에 따라 여성의 자녀 양육 강도, 자녀
양육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본 연구는 자녀를
두 집단으로만 구분하여, 이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닌
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즉 경제활동에 참
여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정규직 여부,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 유형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는 단순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만을 모
형에 포함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직업군
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각 직업군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균 근로 시간과 근무 환경 등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직업군별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보다 정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
점을 보완하여 연구 모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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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on the married women's participation of economic activity
by educational level
J

iyoon Bae*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impact of
work-family balance policies on their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differs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level of married women. To this end, a panel logistic
analysis was conducted on 850 women rais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on married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differs depending on their educational level.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with low educational backgroun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deriv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consider educational level of married women in
analyzing the impact of work-family balance polic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universalize work-family balance policy by resolving policy blind spots so
that it can support married women's economic activities more effectively.
T

Key-Words: work-family balance policy, married women, economic activity,
educational level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사회과학논총 제 24집 (2021), pp.16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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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복지에 있어서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의 이슈를 살펴보았다. 먼저 보편
주의의 개념을 수급자 선정, 급여, 그리고 정책모델 및 이상의 다양한 차원에서 살
펴보았다. 다음으로 보편주의의 개념들이 역사적으로 영국과 북유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편주의를 둘러싼 이슈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 가능성, 보편주의와 급여충분성, 그리고 보편주의와 재분배 효과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보편주의의 개념을 하나의
제도에서 전 국민에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너무 형식적이고 제한적으로 사
용했다는 것을 비판하였다. 앞으로 보편주의의 개념을 정책모델과 이상의 차원에
서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위해 기초보장과 소득비례 사회보험을 결합하
는 포괄적 복지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보편주의, 선별주의, 잔여주의, 정책모델, 복지모델, 정액급여, 포괄적 복
지모델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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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복지에 있어서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의 문제는 그동안 가장 관심을 많
이 받아온 이슈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제대로 도입되기
도 전부터 영국의 초기 사회정책학자들의 보편주의 주장들이 소개되어 있었
다. 영국 런던정경대학의 사회정책학과 초대 교수였던 티트머스(Titmuss,
1974) 교수는 그의 책에서 보편적 그리고 선별적 사회서비스(universal and
selective social service)의 특성을 논하면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주
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장들은 미국의 Gilbert and Specht(1974) 교수의 사회
복지정책론 교과서를 통하여 수급자 선택에 있어서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의
이슈로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소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의 사
회복지정책학계에서는 제도들이 도입되기 전부터 적용대상을 보편적으로 설
정해야 한다는 이념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보편주의 이념이 반영되어 한국은 상당히 보편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정책들을 형성하여 왔다. 우선 사회보험에 있어서 직장
별 지역별로 분립적인 조합주의 방식(copratistic system)보다는 전 국민을 단
일의 사회보험제도내에 포괄하는 통합적 전 국민 사회보험 체계(unitary
system)를 구축하여 왔다. 사회부조에 있어서도 인구 집단의 특성에 따라 분립
적인 범주형 사회부조(categorical social assistance)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
으로 빈곤을 구제하는 일반적 사회부조(general social assistance) 체계를 구
축하였다. 그리고 보편적 수당제도 있어서 일정 연령이하 아동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과 준보편적인 기초연금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사회서비스에 있어
서도 보편적 무상 급식제도와 보편적 보육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의 이념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
다. 현재 보편주의의 이념은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를 둘러싸고
또 다른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학계
에서 강조되어왔던 수급자 선정에서의 보편주의를 더 확대하여 적용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전후 복지국가의 주요한 주창자들은 이러한 전 국민에 대한 무조건적 기
본소득 지급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서구 복지국가들 중에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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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주의를 어떻
게 바라보아야 하는가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의 보편주의 논의가 과도하게 하나의 제도에서의 수급
자 선정의 측면으로 제한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보편주의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책모델 또는 이상(및 결과)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2절에서는 보편주의 개념의 다차원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보편주의를 수급자 선정(Who)의 문제로 제한하여 논의한 기존
문헌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그러나 할당의 문제는 단순한 수급자 선정의 문제
가 아니라 무엇을 제공하는가(What)와 관련된다. 그래서 할당의 문제는 수급
자 선정의 문제로 제한되지 않고 급여방식과 정책모델의 문제를 포함하는 광
범위한 이슈라는 점을 제시한다. 3절에서는 보편주의의 다양한 개념들이 역사
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영국과 북유럽에서의
보편주의 개념의 역사적 사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4절에서는 할당에서 보편주
의 대 선별주의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5절 결론
부분에서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보편주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Ⅱ.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개념의 다차원성
1. 수급자 선정(Who) 차원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기존에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의 개념은 누구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 즉 수급자를 선정하는 원리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어떤 기준에 따라
일부의 사람들만을 수급자로 선정할 수도 있고 또는 전체 사회구성원을 수급
자로 선정할 수도 있다. 전자의 방식을 선별주의(selectivism), 그리고 후자의
방식을 보편주의(universalism)라고 부른다. 선별주의의 경우 그 사회에서 가
장 취약한 사람들만을 선별하여 수급자로 선정할 수도 있고, 반드시 취약계층
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을 선별하여 수급자로 정할 수 있다.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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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잔여주의(residualism), 후자를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별주의
(selectivism)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선별주의의 개념은 일부의 사람을 선
별하여 수급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으로 잔여주의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Titmuss(1974)는 선별주의를 자산조사에 의한 방식을 넘어서서 욕구의 차이
에 기초하여 특정 범주의 사람들을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한
편 Gilbert and Terrell(2013)의 경우에는 잔여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구분
하지 않고 선별주의를 잔여주의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보편주의는 급
여가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고, 선별주의는
급여가 소득조사에 의해 욕구가 증명된 빈민들에게 제공되는 원리라고 제시하
였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원리간의 선택은 가치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
Gilbert and Terrell(2013)은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을 그리고 잔여주의는
효율성1)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잔여주의는 제한된 예산을 빈곤층에
집중하므로 적은 예산으로 빈곤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보편주
의는 수급자들에 치욕감을 유발하지 않아 인간존엄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효
과적이고, 또한 빈곤층과 비빈곤층간의 분열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효율성을 중시한다면 잔여주의의 할당원리가,
반대로 사회적 효과성을 중시한다면 보편주의의 할당원리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치의 측면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할당원리에 대
한 논의는 너무 추상적이고 이분법적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이에서 몇
가지의 대표적인 연속적 선택 대안들이 존재할 수 있다. Gilbert and
Terrell(2013)은 그 대안적 수급자 선정원칙으로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
분, 그리고 자산조사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귀속적 욕구(attibuted need) 원칙이다. 귀속적 욕구는 어떤 공통의 욕
구를 가진 집단에의 소속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원칙이다. 집단은 지
리적 차원에서 국가나 특정 지역 등으로 다양할 수 있고, 또한 인구학적으로
연령 등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으며, 또한 에이즈 환자와 같이 그 외의 특정
속성을 기준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둘째, 보상(compensation) 원칙이다. 보상은 일정한 기여를 하거나 또는 사
1) 이들은 효율성을 비용효과성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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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부터 일정한 피해를 입은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이들을 보상 차원에서
수급자로 선정하는 원칙이다. 보험료 기여에 기반 한 사회보험, 국가 안보나
치안유지에의 기여에 기반 한 보훈제도, 또는 차별에 대한 보상에 기반 한 적극
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진단적 구분(Diagnostic differentiation) 원칙이다. 진단적 구분은 전문
가가 개인의 욕구를 진단하여 특정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원칙이다. 장애
인복지나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전문가가 이들의 장애 특성과
필요한 급여를 판정하는 경우가 대표적 예이다.
넷째, 자산조사(means-test) 원칙이다. 자산조사는 대상자의 경제적 자원의
정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한 개인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다는 증거에 기초하여 수급자를 정하는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자산
의 정도에 대한 조사에 기반 하여 빈민 또는 저소득층을 선별한다.
Gilbert and Terrell(2013)에 따르면, 이 네 가지 수급자 선정 원칙들을 제도
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관념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귀속적 욕구가 가장 제도
적 복지에 가깝고, 그 다음이 보상, 진단적 구분, 그리고 자산조사적 욕구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 역순으로 잔여적 복지의 관념에 가깝다. 이 순서는 개인의
욕구가 사회의 문제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개인적 문제에 기인하는지에 대한
평가에 기반 한다. 귀속적 욕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전체의 문제로서
그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 있다기보다는 사회에 있다. 보상도 기여하거나 불이
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진단적 구분, 특
히 자산조사는 개인적 결함을 명시하고 강조한다. <그림 1>은 이 네 가지
할당원칙과 복지 관념의 관계를 순서대로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그림 1> 할당원리와 복지에 대한 관념

귀속적 욕구

보상

제도적 복지 관념

출처: Gilbert and Terrell(2013). p. 207.

할당원리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적

욕구

잔여적 복지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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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기존에 한국에서는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의 개념이 수급자 선정
의 원리로서 제한적으로 소개되어왔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본
적인 함의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의 적용범위를 저소득층으로 제한하여 잔
여적 제도로만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잔여적 방식
은 빈곤층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복지 급여를 통해 낙인과 차별, 그리고 분열
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목표인 인간존중과 시민권,
연대 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다. 그러므로 가급적 어떤 사회복지
제도를 구축할 때 빈곤층으로만 제한하기보다는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제도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부조는 좋지 못
하고 보편적 인구학적 수당이나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보다 좋은 제도라고 평
가할 수 있다.
그런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원리는 단순한 수급자 선정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의 원리는, 수급자 선정의 차원을 넘어
서, 하나의 제도가 무엇을 제공하는가 하는 급여 내용의 차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또한 더 나아가 한 사회에서 여러 복지제도들이 결합되어 구축되는
복지모델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복지의 이상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가 하는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아래에서
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의 이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2.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What)의 차원에서의 보편주의 대 선별
주의
할당의 문제는 수급대상 선정 뿐 만 아니라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무
엇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급여 내용의 이슈를 포함한다. Anttonen, Häikiö,
Stefánsson and Sipilä(2012)은 보편주의를 정의함에 있어서 ‘보편적 포괄
(universal inclusion)‘과 ‘보편적 할당(universal allocation)‘의 측면을 구분하
였다. 보편적 포괄(universal inclusion)은 수급대상의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을 지칭하였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수급자 선정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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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보편주의이다. 그리고 보편적 할당(universal allocation)은 급여의 측면
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급여 내용 차원에서의 보편주의이다. 그런데 급여측면
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구체적인 급여방식 측면에서 보편적 할당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Anttonen, Häikiö, Stefánsson and Sipilä(2012)에서는 보편적 할당
과 관련하여 정액급여, 긍정적 차별, 그리고 소득비례급여의 세 가지를 구분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부분 수정하여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주요한 급여방
식을 정액급여, 욕구에 따른 급여, 그리고 소득비례급여로 구분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Anttonen, Häikiö, Stefánsson and Sipilä(2012)에 기반 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논의를 확장하여 전개한다. 세 가지 급여 방식 각각이 어떠한 측면
에서 보편적 할당의 성격을 가지는지, 즉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정액급여(flat rate benefits)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모든 수급자들에
게 동일한 정액의 급여를 제공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주의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보편주의를 정액급여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한다. 최소한 하나의 제도 내에서는 모든 수급자들이 똑같은 정액
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계급이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사람들을 동일하게 보
편주의적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액급여는 낮은 수준에서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
를 들어 아동수당의 경우를 보면 모든 아동에게 정액의 아동수당이 보편적으
로 지급되지만 그 급여 수준이 낮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
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만으로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에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만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액급여를 제공
한다는 측면에서의 형식적 보편주의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빈곤 탈피와 평등
성취라는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보편주의를 달성한다는 데에는 상당한 한
계가 있다.
둘째, 욕구에 따른 급여 방식이다. 개인들의 욕구 정도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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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다. 동일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 의료서비스의 경우 대표적으로 욕
구에 따른 급여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공적 의료서비스의 방식이 조세방식이던
보험방식이던 공적 의료서비스는 치료에 대한 욕구 정도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른 대표적인 예는 사회부조에서의 보충급여이다. 보충급여는 빈
곤선과 개인의 소득간의 차이를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개인들의 욕구가 클수
록 (즉 소득이 작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한다.
일부에서는 욕구에 따른 급여방식을 선별주의로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욕구에 따른 급여방식을 선별주의라고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마르크스
는 고도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욕구에 따라 분배가 이루
어질 것으로 상상했다. 또한 티트머스(Titmuss, 1974)는 급여가 똑같이 분배되
어야 하는가 아니면 더 큰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해야 하
는가의 이슈에 있어서 더 큰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차별
(positive discrimination)을 통하여 더 큰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스카치폴(Skocpol, 1991)은 보편주의 안에서의 표적주의(targetting
within universalism)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자산조사에 의하여 저소득층만을
위한 공공부조를 하기보다는 보편주의 프로그램 내에서 빈민들에게 추가적 혜
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지하였다. 티트머스와 스카치폴은 적용대상 측면
에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 중산층,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소득
층 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적용범위에 기반 하면서도, 급여방식에 있어서
는 욕구 정도에 따라 빈민이나 장애인 등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
주의 안에서의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within universalism)의 방
식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이 저소득층만을 위한
잔여적 제도로 제한되는 것은 문제이지만, 보편적인 적용범위의 체계 위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욕구의 차이를 반영하여 더 큰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소득비례 급여 방식이다. 소득비례방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실된 소
득의 동일비율을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
인 제도형태는 소득비례 사회보험이다. 소득비례 사회보험의 경우 모든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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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소득의 동일 비율을 보험료로 기여하고 소득의 동일비율을 급여로 수급
한다. 그래서 소득비례 사회보험은 위험 발생으로 소득을 상실한 모든 사람들
에게 상실된 소득의 동일비율을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득비례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급여액이 설정되므로 소득계층에 따라 급여가 차등화 된다. 게다가 소득이 없
는 사람은 사회보험 가입에서 배제된다. 그러므로 소득비례 사회보험은 소득
계층간에 차등적 급여에 의하여 계층적 차이를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보편주의
적이라기 보다는 선별주의적 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급여방식 측면에서 보편주의는 상당히 모호한 개념
이다. 어떠한 급여방식이 보편주의적 방식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각 급여방식
이 나름대로 동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진다. 정액급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액의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
는 측면에서, 욕구에 따른 급여는 동일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소득비례급여는 소득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소득
상실분의 동일한 비율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주의적 성
격을 가진다. 이와 같이 급여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중의 하나
는 보편주의가 정액급여 방식과 동일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보
편주의를 정액급여와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는 너무 제한적
인 관점이다.2)

3. 정책모델(policy model) 또는 이상(ideal)으로서의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2) 이와 같은 인식이 발생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의 하나
는 수급자 선정상의 보편주의와 무엇을(what)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를 혼동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형태를 구분함에 있어서 사회부조,
사회보험, 그리고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면서 주로 정액급여로 제공되는 인
구학적 수당제도(아동수당과 기초연금)를 보편적 제도로 지칭해 온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70 사회과학논총

위에서 살펴본 수급대상과 급여방식의 선정에 있어서의 보편주의 대 선별주
의의 이슈는 주로 하나의 제도를 설계할 때의 선택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의 모든 개별 사회복지정책이 똑같은 방식의 제도로 설정되지는
않는다. 한 국가에는 다양한 종류의 복지정책들이 존재하고 이 제도들이 결합
하여 그 국가의 정책모델 또는 복지모델을 형성한다. 정책모델의 차원에서 한
국가의 복지모델이 보편주의적일 수도 있고 선별주의적일 수도 있다.
Anttonen and Sipilä(2012)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보편주의가 정책모델 또는
복지국가 유형의 특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책모델의 차원에서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대표적인 보편주의적 복지모델
로 알려져 왔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전 국민에게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의료, 교육, 보육,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소득비례방식의 사회보험 급
여와 거주에 기반 한 급여(인구학적 수당이나 사회부조성 급여)의 결합에 의하
여 전 국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들
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체제는 평등과 사회통합을 증진
시키는데 성공적인 보편주의 복지모델로서 평가되어 왔다.
에스핑-앤더슨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체제는 탈상품화 수준이 높
고 계층화 수준이 낮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이다. 이에 비해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계층화 수준이 높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과 집단별로
차등적인 소득비례 보험에 의존하여 계층화 수준이 높은 보수주의 복지국가
유형은 선별적 정책모델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같이 정책모델로서의 보편주의는 한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제도들의 결
합에 의한 복지체계가 얼마나 탈상품화와 평등을 성취하는가의 측면에서 평가
된다. 바로 이 측면에서 정책모델로서의 보편주의는 이상(ideal)으로서의 보편
주의로 연결된다. 이상으로서의 보편주의는 어떤 정책(또는 정책모델)이 성취
하려고 하는 이상으로서 평등과 사회통합을 증진하는가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들이 평등을 증진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한다면
보편주의적이라고 평가된다. 이상 또는 결과로서의 보편주의의 관점에서, 북유
럽 국가들의 복지모델이 보편주의적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정책모델 및 이상으로서의 보편주의에 대한 논의는 전 국민에게 하나의 정
액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이 너무 형식주의적이고 경직적이라는 것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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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 그보다는 다양한 제도들의 결합을 통하여 정책모델의 차원에서 전 국
민에게 포괄적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평등과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주의라는 것을 제시한다.

Ⅲ. 영국과 북유럽국가들에서의 보편주의 개념의 역사적 사용
지금까지 보편주의의 개념이 단순한 적용대상의 선정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되는 복합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편
주의 개념의 복합성은 실제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에서 보편주의의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실제로 보편주의의 개념은 영국과
북유럽 국가에서 상당히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 Anttonen and Sipilä(2012)는
영국과 북유럽 국가의 사회정책 논의에서 보편주의의 개념 사용에 상당한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3).
역사적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사회복지
급여는, 구빈법을 통하여 극빈층만을 선별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일부 직업 집
단별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그 구성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보험을 제공하는 방
식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사회적 급여를 제공하자는 보편주의
는 사회정책에서 이전의 잔여주의 및 선별주의에 대비되는 급진적 아이디어였
다. 복지국가의 발달은 선별주의를 넘어서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사회적 급
여를 제공하는 보편주의적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런데 영국과 북유럽에서는 보편주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상당한 다르게 사
용해 왔다. 영국에서는 보편주의를 제도의 할당차원(수급자 선정과 급여방식)
에서 전 국민에게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해 왔다. 영국의
페이비안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급
여를 주장하였다.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자산조사에 의한 잔여적 사회서비
스는 일등시민과 이등시민간의 분열과 낙인을 조장하고 낮은 수준의 제도로
저하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 하여 영국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한 베버리지는 그 보고서에서 전 국민에게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3) 아래에서는 Anttonen and Sipilä(2012)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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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설계를 제시하였다. 전후 영국은 이에 기반 하여 최저생계 보장 수준
의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런데 영국 복지국가가
성숙되고 발전되어가면서 정액급여 방식의 보편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하였다. 국민보험의 급여수준이 빈곤에 대응하기에는 불충분했고, 최저수준에
대한 강조는 사람들의 선호를 무시하고 서비스의 획일화를 초래했다. 사회가
번영하고 분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영국적 보편주의 해석에 대한 정치적 지지
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티트머스는 평등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정액급여라는 보편주의로는 부족하고 이와는 다른 접
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지역이나 클라이언트 집단 등의 기
준에 기반 하여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영국에서 전후 복지국가 정립기까지는 보편주의는 주로 제도적 할당(즉 수
급자 선정과 급여방식) 차원에서 전 국민에 대한 정액급여를 요구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전 국민에 대한 정액급여 방식의 전후 영국 복지체계가 정립된 이후
에는 보편주의(universalism)와 다양화(differentiation)간의 새로운 조합이 요
구되어 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보편주의의 개념을 정액급여 차원
을 넘어서서 이상 또는 목표 차원에서 사회적 권리의 성취 정도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영국과 달리 이전부터 보편주의를 평등을 증진하
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제도들의 한 포괄적 조합(정책모델)을 지칭하는 것으
로 사용해 왔다. 북유럽에서는 보편주의를, 하나의 제도에서의 할당원칙(전 국
민에 대한 정액급여)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체제로서의 복지모델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해 왔다. 사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정당의 명칭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었다. 대신 북
유럽 복지국가 유형을 ‘보편주의적 북구모델(the universal Nordic model)’로
불러왔다. 그래서 보편주의는 정책모델 또는 복지모델 차원에서의 특징을 표
현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보편주의를 평등과 사회통합의 이상을 얼마나 성
취하는가 하는 이상과 결과의 차원에서 사용하여 왔다. 하나의 제도에서 굳이
정액급여를 고집하지 않았다. 그 급여가 소득비례방식이든 저소득자들에 긍정
적 차이를 두던 이를 보편주의로부터의 일탈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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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제도들의 결합으로서의 복지모델이 얼마나 평등과 사회통합의 이상의 성
취에 기여하는가를 보편주의의 핵심적 특성으로 보았다.
종합해 보면, 영국에서는 보편주의의 개념을 하나의 제도의 할당 차원에서
전 국민에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해온 반면, 북유럽 국가들에
서는 북유럽 복지모델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또는 보다 일반론적으로 평등과
사회통합의 이상을 증진시키는 복지모델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왔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보편주의를 너무 영국식으로, 즉 하나의 제도에서 전 국
민에 대해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해 왔다. 영국에서도
최근 이를 비판하면서, 이상과 목표의 성취로서의 보편주의의 개념을 강조하
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에서도 보편주의의 개념에 대한 과거의 제한적
인 이해를 넘어서서 앞으로 보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Ⅳ.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의에서의 이슈들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조화될 수 있을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간의 조화 가능성의 이슈를 몇 가지의 측면으로 구분
하여 살펴볼 수 있다. 논리적 측면, 제도 원리적 측면, 중간 형태 제도들, 그리고
복지모델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논리적 차원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
자. 형식 논리 차원에서 보면 할당원칙으로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조화되기 어렵다. 보편주의가 전 국민에게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것이고, 선별
주의가 욕구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여 차등적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극이다. 그래서 형식 논리 차원에서만 보면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만이 있을 뿐 조화는 어렵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어떤
보편주의 정책도 사실은 선별주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형
적인 보편주의적 제도는 전 국민을 수급대상으로 포괄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전 국민을 포함하는 보편주의란 결국 그 나라 국민이라는 집단을 선별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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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단위의 보편주의도 궁극적으로는 특정
나라 국민이라는 집단에 소속된 것에 기반 하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선별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4) 또한 반대편에서 전형적인 선별주의적 제도는 빈민
들로 수급자를 제한하는 사회부조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빈곤집단에 속하
는 모든 사람들을 수급대상으로 선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보편주의적 측면이 있
다. 그래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원리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적 차원에서는 상대적인 것으로 서로 결합되어 공존한다.
둘째, 제도 원리적 차원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그동안 제도 원리적 차원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서로 조화될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티트머스는 보편주의의 기반위
에서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스카치
폴은 ‘보편주의안에서의 표적화(targeting within universalism)’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전 국민을 수급자로 포괄하는 보편주의 원리에 기반 하되 욕구의
차이를 반영하여 욕구가 더 큰 사람에 대해서는 이들을 선별하여 추가적인 급
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두 사람 모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간의 조화
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긍정적 차별과 보편주의 안에서의 표적화의 구체적 형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보다 추상적 원리 차원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
의의 조화 또는 결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기
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결합이 제도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는 발견할 수 있다.
티트머스는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을 제안할 때 소득-자산조
사에 의한 긍정적 차별보다는 어떤 인구집단이나 지역 등의 집단 범주에 따라
특정 집단에 긍정적 차별로서 추가적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티트
머스는 소득-자산조사가 개인에게 치욕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하
였고, 대신 지표에 따라 욕구가 더 큰 집단을 선별하여 추가적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Titmuss, 1974). 예를 들어 장애인 집단, 연령
에 따른 노인 또는 아동 집단, 그리고 도시 슬럼 지역주민 등의 더 큰 욕구를
4) 설사 지구상의 전체 인류에게 급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우주에서 지구에
거주하는 인류 집단을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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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비해, 스카치폴이 제안한 보편주의 안에서의 표적화(targeting within
universalism)의 경우에는 소득조사에 의한 욕구조사를 수용하는 것 같다. 어
떤 제도에서 전 국민을 수급대상으로 포괄하여 수급자 선정에서의 형식적 보
편주의를 지키되 그 안에서 소득조사 등을 통하여 욕구가 더 큰 사람에 대한
표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보편주의 안에서의 표적화에 해당되는 대표
적인 예로는 프랑스의 아동수당제도를 들 수 있다. 프랑스는 전체 아동을 아동
수당의 수급자로 포함하되 소득계층에 따라 아동수당 급여액을 차등화하고 있
다. 또한 북유럽에서의 사회서비스들의 경우 전체 국민을 수급대상으로 포함
하면서도 일부 본인 부담금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 차별‘과 ‘보편주의 안에서의 표적화‘는 공통적으로 보편주의
와 선별주의의 조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셋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양 극단 사이에서 다양한 중간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선택지라기보다는 그 사이에
서 다양한 성격의 혼합이 존재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전 국민을 수급자로 포
함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나 사회부조의 경우 완전한 형태의 보편주의는 아니
지만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 인식된다. 어떤 국민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론 엄
격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보편주의는 아니다.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 기여경
력이 없거나 짧은 사람을 수급자에서 배제하고, 사회부조의 경우 빈곤하지 않
은 사람을 수급자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경우 그 선별성을 완화시키는 형태의 제도 운영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보험료 기여라는 선별성의 조건을 완화
시켜 줄 수 있다.
사회부조의 경우에는 자산조사의 엄격성을 대폭 완화시킴으로써 사회부조
의 선별주의적 성격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산조사(means tests)는 보편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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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할 때 예민한 이슈이다. 자산조사가
치욕감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고,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므로 자산조사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데 사실 자산조사는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고 따라서 치욕감과 분열을 야기하
는 정도도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욕구조사 방식은 그 대상이 되는 인적 범위 측면에서 그리고 물질적 자원의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하다. 첫째, 인적 대상 범위가 해당 개인으로 제한될 수도
있고, 그 개인이 속한 가구로 확대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아주 포괄적인
혈연적 확대가족으로 넓게 설정될 수도 있다. 둘째, 조사대상이 되는 물질적
자원의 종류 측면에서, 자산조사의 조사대상이 공적 연금보험급여(연금소득)
로 제한될 수도 있고, 전체 소득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모든 자산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조사대상이 공적연금액인 경우 연금조사(pension tests), 소득인 경
우 소득조사(income tests), 자산인 경우 자산조사(means tests)로 부른다.
만일 자산조사가 포괄적인 확대가족에 대하여 모든 소득과 자산들을 포함하
는 포괄적인 물질적 자원에 대하여 실시된다면, 이는 아주 값비싼 행정비용을
치러야 하고 이에 따른 치욕감은 상당히 클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해당 개인에
대해서만 그것도 다른 소득이나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적연금 수급액만을 조
사한다면, 이는 행정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치욕감도 거의 없을 것이다. 대표적
으로 북유럽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연금의 경우, 노인의 공적연금만
조사(연금조사, pension test)하여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보충해 준다. 이 경
우 과거의 구빈법에서 구빈원이나 작업장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급
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그 이후의 전통적인 사회부조제도들에서의 부양의무
자들의 소득과 재산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산조사 방식들과 비교하여 상
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연금조사의 경우 선별주의에 기반 하지만 행정적
비용이나 치욕감의 발생이 아주 미미하다.
또한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의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에 있어서, 극빈층을 선별하여 잔여적으로 급여를 제공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유층을 선별하여 이들을 수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유층을 제외한 포괄적 대상에 대해 급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전자가 전통적
인 자산조사라면 후자는 일종의 풍요조사(affluence tests)이다. 그러므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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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의 경우 자산조사를 하더라도 그 대상범위와 선별방식에 따라서 선별주의
적 성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Titmuss(1974)도 낙인감을
최소화하면서도 욕구가 큰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는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복지모델의 차원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 문제에 대하여 살
펴보자. 지금까지 개별 제도 차원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 문제를 살
펴보았다. 그런데 개별 제도를 넘어서서 복지모델과 이상의 차원에서 보편주
의의 개념을 생각하면 개별 제도 차원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대립은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그리고 인구학적 수당 등의
다양한 제도들이 결합하여 얼마나 불평등과 사회적 분열을 줄일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개별 제도 차원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형식적으
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복지모델 차원에서는 다양한 제도들이 보완적으로 결
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 제도 차원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대립을
넘어서 이러한 제도들의 결합으로서 어떤 복지모델을 구축하는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2. 급여 충분성과 보편주의: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는 보편주의의
원리를 충족시키는가?
모든 사람에게 낮은 수준이지만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보편주의의 원리
를 충족시킬까? 보편주의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는 제한된 예산을,
욕구를 가진 사람 또는 욕구가 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
어주기 때문에 그 급여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 10명
으로 구성되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 이 사회는 소득이 0원인 빈곤한 사람 2명과
소득이 월 200만원인 빈곤하지 않은 8명으로 구성된다. 이 사회에서 월 100만
원의 예산으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한다. 만일 빈곤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면
일인당 월 50만원씩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형식적 보편주의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면 일인당 월 10만원씩의 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모든 사람에게 일인당 월 10만원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보편주의의 원
리를 충족시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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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차원에서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정액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편주의
의 원리를 충족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상(ideal) 또는 목표(goal)로서
의 보편주의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제도는 보편주의의 원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빈곤 방지 목표의 측면에서 일인당 10만원으로 빈곤을 방지할 수는
없다. 평등의 측면에서도 빈자들이 10만원의 급여만으로 빈곤 상태에 빠져 있
는 상황에서 평등의 목표의 달성은 요원하다.
물론 10만원 수준만큼은 빈곤을 감소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빈곤을 방지하고 평등과 사
회통합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없다. 급여의 충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형
식적 보편주의에 기반 한 사회복지정책은 이상으로서의 보편주의를 충족시키
지 못한다. 모든 사람에게 낮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는 사회적 효과성
의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급여 충분성은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도 중요하다.
의료, 교육, 보육,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의 경우 낮은 질의 서비스는 사회적으
로 치욕감을 야기 시킨다. 또한 낮은 질의 공적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들은 시장에서 양질의 민간 서비스를 구매한다. 저소득층은 구매력이 약해서
시장에서 양질의 민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의 질이 얼
마나 높은가, 즉 급여의 충분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형식적 보편주의에 기반 한 제도는 사회적 효과성의 가치
에 기반하고 선별주의에 기반 한 제도는 효율성의 가치에 기반 한다고 주장하
는 것은(Gilbert and Terrell, 2013) 적절하지 않다. 이 주장은 급여의 충분성이
전제될 경우에만 타당하다. 급여의 수준이 사회적 목표들, 즉 빈곤, 평등,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일 경우에만 성립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선별주의와의 결합을 통해서 사회적 목표의 달성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
서 북유럽에서는 형식적 보편주의보다는 제도들의 결합을 통해서 시장으로부
터의 개인들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가, 즉 탈상품화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
가를 보편주의의 기준으로 이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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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분배 효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느 원리에 따라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재분배 효과가 더 클까? 이 질문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의 주장들이 제시되어
왔다.
첫째,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제도가 보편주의적 제도보다 더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다. 주어진 예산을 전제할 때, 동일한 예산을 자산조사에 의하여
빈민들에게 집중하는 선별주의적 제도가 모든 국민들에게 그 예산을 분배하는
것보다 빈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크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사회복지에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절대적
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가변적이다.
국민들의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동의가 커지면 총 예산 규모는 증가될 수 있고,
반대로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국민 동의가 줄어들면 총 예산 규모도 감소될 수
있다.
둘째, 형식적 보편주의에 의하여 모두에게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제도가 빈
민에 대한 잔여적 제도보다 재분배효과가 크다는 주장이다. 잔여적 제도의 경
우 수급자와 비용부담자간의 분리로 인하여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잔여적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에 대한 비용부담자들의 견제가 크다. 이에 비하여 형식
적 보편주의 제도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사회복지지
출에 대한 지지가 커서 복지예산 증가가 쉽다.
그러나 보편주의적 제도에서 예산 증가가 용이하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Pierson(1994)은 1980년대의 영국 대처정부 시기에
선별주의에 따른 사회부조보다는 보편주의적 제도들이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잔여적 제도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기 때문에 큰 축소 없이 유지되었던 반면에,
보편주의적 제도들은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들에 있어서 급여의 필요성이 적으
므로 오히려 주요한 축소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통념 - 즉
보편주의적 제도는 중산층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지지가 강하고 빈민층에 대한
잔여적 제도는 중산층이 수급자가 아니므로 정치적 지지가 약하다는 가정 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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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반되는 주장들을 종합해 볼 때, 모두에게 동일급여를 제공하는 형
식적 보편주의 제도가 정치적 지지가 더 크고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동원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강하지 않은 것 같다. 중산층들이 수급자로 포함되
지만 그 급여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또한 그만큼 비용부담이 증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전통적 표적화와 정액급여 방식보다 소득비례 사회보험이 재분배결과
에 핵심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Korpi and Palme(1998)은 복지모델들
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초보장모델(basic security model) 또는 표적
화모델(targeted model) 국가들에 비하여 소득비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주의 모델(corporatist model)과 특히 기초보장과 소득비례 사회보험을 결
합하는 포괄적 모델(emcompassing model) 국가들에서 사회복지지출의 빈곤
및 불평등 감소효과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소득비례 보험이 소득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역진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재분배 효과가 더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념과 반대되는
발견을 ‘재분배의 역설(paradox of redistribution)‘이라고 불렀다.
Korpi and Palme(1998)는 이와 같은 재분배의 역설 현상이 발생된 이유를
표적화와 정액급여를 선호해온 전통적인 주장들이 세 가지 측면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첫째, 재분배 예산 규모의 가변성을 고려하지 못했고,
둘째, 저소득층 표적화와 재분배 예산의 규모 간에는 상충관계(trade-off)가
있으며, 셋째, 시장분배의 결과는 소득비례 사회보험의 분배결과 보다 더 불평
등하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재분배에 역행할 것으로 생각되는 소득비례
사회보험이 오히려 예산 규모의 증가를 가능하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더 큰 재
분배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표적화
와 정액급여에 집중할수록(즉, 표적화 모델 및 기초보장모델) 재분배효과가 작
고, 대신 소득비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표적화와 정액급여를 결합하는 경우
(즉, 북유럽 국가들의 포괄적 모델) 가장 큰 재분배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
했다.
이러한 Korpi and Palme(1998)의 주장은 전형적인 복지모델로서의 보편주
의 주장을 보여준다. 기초보장(사회부조 또는 정액급여)과 소득비례 사회보험
제도를 결합하는 포괄적 모델(encompassing model)이 보편주의의 이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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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인 빈곤 방지와 평등 증진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복지모델이라는 것이다.
Korpi and Palme(1998)의 주장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적 급여 제도들에 대
한 <그림 2>을 통해 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그림에서 (a)는 자산조사에
의해 수급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하는 사회부조제도의 경우이다. (b)는 모

든 사람들에게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c)는 소득비례 사회보험 급여
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d)는 사회부조와 소득비례 사회보험 급여를 결합한 경
우이다. (e)는 정액급여와 사회보험급여를 결합한 경우이다.
그림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a), (b), (c)의 개별 제도만으로는 빈곤방지와
평등 증진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a)의 사회부조의 경우
에는 대상과 급여 모두 너무 제한적이다. (b)의 정액급여의 경우에는 대상은
포괄적이지만 급여가 너무 제한적이다. (c)의 소득비례 사회보험 급여의 경우
에는 저소득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d)와 (e)와
같이 사회부조 및 정액급여가 소득비례 사회보험과 결합하는 경우에만 적용대
상의 포괄성과 급여 수준의 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다.
(d)와 (e)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e)의 정액기
초급여와 소득비례급여의 결합방식이 (d)의 사회부조와 소득비례급여의 방식
보다 약간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양자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더욱이
(d)의 사회부조가 포괄적인 자산조사가 아니라 연금조사와 같은 아주 약한 수
준의 욕구조사 방식일 경우에는 (d)와 (e)간의 차이는 더 작다.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의 1990년대 후반 이후 노후소득보장 방식의 변
화이다. 스웨덴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제도들은 1990년대 후반 개혁 이전까지
(e)와 같이 정액기초연금과 소득비례 노령연금보험을 결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 개혁을 통하여 (d)의 방식, 즉 최저연금과 소득비례
노령연금보험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정액급여를 보편주의, 그리고
욕구조사에 기반 한 사회부조를 선별주의라고 생각하는 시각에서는 이러한 변
화를 보편주의로부터 선별주의로의 전환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스웨
덴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여전히 빈곤 방지와 평등 제고의 목표를 잘 달성하
고 있고, 스웨덴 복지국가가 여전히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대표적 모델이라
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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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적 급여구조들

(a) 사회부조

(b) 정액급여

(c) 소득비례급여

(d) 사회부조+소득비례급여

(e) 정액급여+소득비례급여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보편주의의 원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보편주의 개념의 다차원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편주의 개념은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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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정(Who)의 차원뿐만 아니라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What)의 차원, 정책
모델(policy model) 및 이상(ideal)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다. 그러
므로 보편주의를 전 국민에 대한 정액급여의 제공으로 정의하는 것은 너무 제
한적이다. 그보다는 정책모델의 차원에서 복지의 이상, 즉 평등 증진을 얼마나
달성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편주의 개념의 다차원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는 주로 보편주의를 전 국민에 대한 정액급여 제공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 결과 영국의 복지국가는 국가복지의 규모와 질이 낮고 시장에의 의존
이 큰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비해 스웨덴 등 북유럽
에서는 보편주의를 정책모델과 이상의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오히려 국가를
통해 대규모의 양질의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보편주의를 둘러싼 몇 가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간의 조화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제도 원리적 차원에서 긍정적 차별이
나 보편주의 내에서의 표적화를 통하여 보완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고, 또한 정
책모델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들이 보완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
였다. 급여충분성의 이슈와 관련해서도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로는 평등과 사
회통합과 같은 이상으로서의 보편주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재분배 효과 측면에서도 기초보장과 소득비례 사회보험을 결
합하는 포괄적 복지모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원리간의 선택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
았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보편주의를 모든 사람에 대한 정액급여로 정의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실제로는 보편주의의 이상과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다. 보편주의를 다양한 제도들의 결합에 의해 구성되는 복지모
델 차원에서 바라보고, 실질적으로 보편주의의 이상과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표적화 및 정액급여 제도들과 함께 핵심 제도로서의 소득비례
사회보험제도를 결합한 포괄적 모델이 현재까지 보편주의의 이상에 가장 부합
되는 보편주의 복지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보편주의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서의 보편주의 논의를 확장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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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iversalism vs. Seletivism: Diversity of the Concept, Use
in the History, and Issues
Lee, Sangeu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 of universalism versus selectivism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First, I explored the concept of universalism in
the diverse dimensions including the choice of recipients, the benefit type,
and the policy model and ideal. Second, I explored the empirical experience
in the history of the use of universalism between United Kingdom and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Third, I discussed several issues on
universalism, which included the possibility of harmony between
universalism and selectivism, the importance of benefit adequacy, and the
redistributive effect.
I argued that the concept of universalism has been used in Korea in
too restrictive fashion meaning the provision of flat rate benefit for all. In
future, it is better to use the concept of universalism in the dimension of
policy model or ideal. In this respects, I argue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emcompassing welfare model merging the basic security and the
income-related social insurance systems.

Key Words: universalism, selectivism, residualism, policy model, welfare
model, flat-rate benefit, encompassing welfa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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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의 아동돌봄과 모성의 재구성
정지연*
【목차】

Ⅰ. 서론
Ⅱ. 모성수행의 효율성과 시간제 집중돌봄
Ⅲ. 아동활동 관리자로서의 모성수행 재구성
Ⅳ. 자녀에 대한 전문가적 모성역할 수행
Ⅴ. 결론 및 연구의 함의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여성들의 모성 인식과 모성 수행을
어머니들과 교사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자녀를 어린
이집에 보낸 어머니들이 전일제 모성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
을 지니기보다 효율적인 자녀돌봄을 위해서 자녀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경험과 기회제공이라는 모성
규범을 교사들이 수행하는 동안 어머니는 어린이집 활동에 대한 관리자 역할을
한다. 즉, 어린이집에서의 자녀돌봄은 기존의 전일제, 대면적 모성에서 탈피하여
시간제 모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며, 어린이집에서의 아동의 활동참여에
적극 개입하는 전문가로서의 모성수행으로 전환됨을 보여준다.
주제어: 모성규범, 어린이집, 아동돌봄, 시간제 모성수행, 전문적 모성
*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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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산업화 이후 아동돌봄은 가정에서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모성규
범이 확산되었다(Hays, 1996). 아동은 절대적으로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하며,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서 아동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어야 하는 것으로 인
식되었다(이윤진, 2004). 특히 영유아기는 아동의 성장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동과 함께 보낼 뿐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생활환경과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 산업사회 모성규범의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취업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등장은 아동돌봄의 사회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국가는 어린이집을 통
한 공적 아동돌봄시스템을 제도화하였다. 어린이집은 1996년 12,098개에서
2016년 41,084개로 4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1,451,215
명의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6a).
어린이집의 증가는 그간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아동돌봄이 공적 영역으로 확
대되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어머니에 의한 아동돌봄이라는 모성규범의 핵심
과 일치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2013년 이후 무상보육의 확대로 전일돌봄이 어
려운 취업여성 뿐 아니라 미취업여성의 자녀들 역시 어린이집에서 돌봄서비스
를 제공받게 되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돌봄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아동돌봄에 있어
절대적 존재였던 어머니 이외에 다른 성인이 아동돌봄에 개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아동돌봄의 변화는 어머니들의 모성 인식과 모성 수행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돌봄은 어
머니에 의한 전일제 자녀돌봄이라는 모성규범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 모성규범의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취업 혹은 다양한 가족
의 증가로 전일제 아동돌봄이 불가능하게 되자 여성들은 타인에게 아동돌봄을
맡기는 방식으로 모성 수행을 변형해왔고, 그 과정에서 모성규범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였다. 즉,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하는 나쁜 엄마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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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들은 어머니 노릇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돌
보는 타인들과 아동을 매개를 관계를 맺는다. 이 과정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
는 타인의 모성에 대한 인식은 기혼여성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종종 취업 기혼 여성들은 자녀돌봄을 위해 고용한 돌봄서비스 제공
자들과 모성의 경합(김경희·강은애, 2006)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어머니가 아
닌 아동돌봄자가 대리모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자녀에 대한 견해를 어머
니와 공유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혼여성들의 모성인식과 모성
수행을 포착하는데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 역시 중요하다.
이와 같이 모성은 아동돌봄과 밀접한 관련이 맺고 있으며 환경에 따라 아동
돌봄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모성 수행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공간의 등장으로 아동돌봄이 기존의 전일제
모성규범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들의 모성 인식과 모성 수행이 어
떻게 나타나는지 어머니들과 교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
해 모성 인식과 모성 수행 경험이 아동의 생활환경과 맥락에 따라 다양화되는
점을 포착함으로써 모성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대사회의 모성규범과 모성 수행(mothering)의 전환
산업화이후 아동돌봄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부모의 역할과
기능은 아동과의 관계를 통해 결정되었다(Holloway & Fuller, 1999, 99). 하지
만 아동돌봄에 대한 부담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지워져, 모성규범으로 나타난
다. 자녀 양육의 목표와 전략은 부모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에도 불
구하고, 모성규범은 전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어머니임을 강조한다
(Mason & Kuhlthau, 1989; Uttal, 1996; Holloway & Fuller, 1999; Vincent,
2010). 여성들은 어머니를 아동의 배타적 양육자로 규정한 모성규범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으며 좋은 어머니는 여성의 자아를 구성
하는 한 요소로 여겨진다(이윤진, 2004, 188; Sutherland, 2010, 311).
자녀돌봄에 있어 여성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모성규범은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여성들은 전일제 모성(full-time motherhood)을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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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압력을 받는다(Uttal, 1996; Sutherland, 2010; 백경흔, 2017). 여성은 자녀,
특히 미취학연령의 자녀를 돌보는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와 보내야 한다
는 압력에 놓인다.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와 자녀 간의 신체적 접근
성에 대한 요구는 줄어든다(Elvin-Nowak & Thomsson, 2001, 416). 따라서
자녀와 함께 또는 자녀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압력은 학령기 이전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에게 강력하게 작동한다. 최소한 학령기 이전까지 엄마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미취업 여성 뿐 아니라 취업여성들 사이에
서도 높게 나타난다(Mason & Kuhlthau, 1989, 595; 허은, 2017, 64). 전일제
모성을 실천하기 위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증가하고 여
성들의 취업형태는 M자 형태를 유지한다(Vincent, 2010; 민현주, 2011; 김정호,
2013; 오은진·김소연, 2016). 결과적으로 어머니들이 자녀돌봄에 투자하는 시
간의 양이 증가하여 취업에 상관없이 어머니들의 자녀돌봄 시간은 아버지나
다른 가족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길다(Sayer, Biabchi, & Robinson, 2004; 주은
선·김사현·김민성, 2014). 이는 전일제 모성을 실천하지 못할 때 여성들의 자녀
돌봄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현대 사회의 모성규범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며 자
녀의 발달에 전문성을 지닐 것을 강조한다(Vincent, 2010, 118). 아동의 욕구와
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족의 역할이다
(Jenson, 2004). 그 중에서도 여성들은 자녀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심리학적
발달을 위해 헌신할 것을 요구받는다(Elvin-Nowak & Thomsson, 2001;
Sutherland, 2010; Vincent, 2010). 교육학적 관점에서 아동의 긍정적 발달
(children’s positive development)은 아동을 돌보는 성인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한 경험과 생활환경을 제공해 줄 때 이루어진다고 여긴다(Cryer,
1999, 42). 만약 아동기에 필요한 경험과 기회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동은 적합
한 발달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Rogers, 2009, 145). 모성규범은 여성으
로 하여금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여(Wajcman, 1991/2001;
Hoffman, 2003) 자녀에게 적합한 생활환경과 경험을 아동에게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Smeyers, 2008; Sutheralnd, 2010; Vincent, 2010; Christopher, 2012;
신현정, 2016). 이 과정에서 성인의 요구보다 아동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
요하다는 아동중심적(child-centered) 관점이 아동돌봄의 원리로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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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s, 1996; Wajcman, 1991/2001; Smeyer, 2008; Walls, Helms, &
Grzywacz., 2016).
일부 선행연구들은 여성들이 모성규범을 자신의 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한지원, 2005; Hays, 2006). 예를 들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지 못하는 취업여성들이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 교육, 경험 등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여성들은 자신을 부족한 어머니로
인식하거나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는 죄책감을 표현해낸다(Elvin-Nowak &
Thomsson, 2001; 이재경, 2004; Sutherland, 2010; Vincent, 2010). 이들은 엄격
한 모성규범의 기준에 따라 자신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모성규범을 기준으로 자신의 모성을 판단하지 않는 여성들도 존재한다
(한지원, 2005; Christopher, 2012). 크리스토퍼(2012)는 비교적 젊은 세대의 여
성들은 모성규범을 실천하지 못함에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타인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자신과 자녀에게 유익하다는 새로운
인식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광범위한 모성수행(extensive mothering)1)으
로 지칭한다(Christhopher, 2012). 이 여성들은 자신을 주양육자로 인정하고
자신이 자녀의 행복을 ‘책임지고(in charge)’ 있다고 여기지만 교사에게 아동돌
봄을 위임함으로써 교사가 모성의 역할을 일부분 수행(carrying out
mothering functions)한다는 것을 인정한다(Uttal, 1996). 이들은 전일제 모성
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지 않으며, 어머니 이외의
돌봄 제공자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공동 엄마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도 한다(Uttal, 1996; Christhoper,
2012). 예를 들어, 이들은 아동돌봄자로부터 아동돌봄에 대하여 배우기도 하고
아동돌봄자에게 자신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아동돌봄 방
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Uttal, 1996, 305). 또한 이들은 어린이집(day care
center)은 가정에서 해줄 수 없는 외부의 자극을 줄 수 있는 보완제(a
1)

Christopher(2012)에 의하면 ‘광범위한 모성수행(extensive mothering)’은 상당한
양의 일상적 아동돌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비록 상
당시간동안 일상적인 아동돌봄을 타인에게 맡기지만 아동의 행복에 대한 궁극
적임 책임은 엄마들에게 있으며 좋은 모성수행이란 아동을 ‘책임지는(in
charge)’ 것으로 이해한다(Christopher, 201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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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ating complement)의 역할을 하고, 자녀가 또래집단에 속하여 발달할
수 있게 한다고 인식한다(Elvin-Nowak & Thomsson, 2001: 421).
위와 같이 모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현대사회에 강력한 모성규범이 존재하며
모성규범은 여성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여성들을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로 이분화하거나 계층
별로 분류하여 여성들의 모성 인식과 모성수행에 집중하였다(Hays, 1996; 이
재경, 2004; Lareau2003/2013; Walls et al., 2016). 즉,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
들의 취업이나 가구소득, 즉, 여성들의 환경에 따른 모성의 다양성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모성규범의 한 축이 되는 여성에는 주목하였으나 다른
한 축인 아동돌봄방식의 변화와 모성규범의 인식이 모성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였다. 현재 어린이집 확대와 무상 보육으로 인해 취업주
부 뿐 아니라 미취업 주부의 자녀들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이러한 아동돌
봄환경의 변화는 전업주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혼여성의 여성의 모성에 대한
인식과 모성수행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린이집의 증가로 인해 모성규범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변화된 상태에서
모성에 대한 인식과 모성수행을 분석함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나타나
는 모성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거나 보낸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들과 어린이집의 교사 및 원장들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
하였다. 아동돌봄과 모성, 아동돌봄자의 역할 규범은 따로 맞물려 돌아간다기
보다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 아동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만들어진다
(Utall, 1996; 백경흔, 2017). 따라서 어머니들과 아동돌봄에 관해 공통점을 지
니고 있는 교사들과 원장들의 모성에 대한 견해는 어머니들의 모성 인식과 모
성 수행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은 8명, 어머니는 7명으로 총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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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참여 교사의 특성

사례
A
B
C
D
E
F
G
H

연령
42세
31세
43세
43세
45세
37세
48년
44세

근무 어린이집 유형
민간 어린이집 교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가정어린이집 원장
민간어립이집 원장
가정어린이집 원장
직장어린이집 원장

담당 아동
영아반
영아반(만2세반)
원장
영아반(만2세반)
원장
원장
영아반 겸임
원장

경력
13년
7년
17년
13년
17년
17년
17년
13년

<표 2> 참여 학부모 특성

사례
I
J
K
L
M
N
O

연령
42세
32세
37세
39세
36세
35세
32세

직업
초등교사
파트타임(서비스)
전업주부
전업주부
파트타임(강사)
파트타임(강사)
전업주부

최종학력
대졸
전문대졸
대졸
고졸
대졸
대학원
대졸

가구소득
600만원
150만원
150만원
400만원
250만원
700만원
200만원

자녀
1남1녀
1남1녀
1남1녀
1남
1남2녀
1남
1남2녀

어린이집
다니는 자녀
둘째(여아)
둘째(여아)
현재 없음
첫째
막내(여아)
첫째(남아)
둘째(여아)

면접에 참여한 교사들이 맡고 있는 아동의 연령은 영아에 해당하는 0세와
1세반에서 유아에 해당하는 3세에서 5세까지 다양하게 포함하였다. 이는 특정
연령의 아동돌봄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다
니는 아동을 포함한 돌봄방식을 고찰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교사들에게는 교
사 경력, 어린이집에서의 아동의 활동과 생활 전반, 아동을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교사와 부모의 역할, 부모와의 의견 조율과정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학부모들 역시 다양한 경제 사회적 배경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을 면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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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삼았다. 이들 기혼 여성들에게는 자녀의 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어린이집 경력과 등원 년 수, 어린이집에 대한 기대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주요하게 고려하는 점,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경험하는 활동, 부모와 교사와의
갈등, 교사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각각의 면접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1회에 걸쳐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3명의 교사는 3, 4차례 지속적으로 만나
면접의 내용을 보강하였다. 3명의 학부모와 2명의 원장은 2회에 걸쳐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중에서 2명의 원장은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동의 활동에
대한 일시적인 참여관찰을 진행한 후에 추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면접을 진
행하였다. 심층면접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하였다.

II. 모성수행의 효율성과 시간제 집중돌봄
유급노동은 여성의 전일제 모성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이유로
설명되어 왔다. 따라서 전일제 모성은 전업주부로 일컬어지는 미취업 기혼여
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이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취
업 유무에 상관없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 즉,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냄으
로써 전업주부 역시 전일제 모성을 수행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전일제 모성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자녀들에게 더 이익
이 되는 지점을 언급하고 있다. 사례N(학부모)과 사례K(학부모)는 자녀를 돌
보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례N(학부
모)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애착이 더 생길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
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들(사례K, 사례N)은 공통적으로 어린
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동안 일시적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가정에
서 자녀와 함께 있는 나머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였다.
태생적으로 애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와 즐겁게 있
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다가 봐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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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고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나고 나도 쉬고 싶고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사례K, 학부모).
저는 약간 육아에 편중하는 스타일은 아니어 가지고 주로 (자녀를 어
린이집에) 맡기고.... 자주 오래 붙어 있으면 더 그 애에 애착이 많이 생
긴다고 하는데...물론 예쁘고 내 새끼인데, 그렇게 그렇진 않은 거 같아
요. 먹을 거를 준비해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진 않
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사례N, 학부모).

전일제 모성은 모성규범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재경,
2004; 한지원, 2005; 백경흔, 2017; 허은, 2017) 면접에 참여한 기혼여성들은 전
일제 모성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거나 미안한 감정을 지니
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자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게’ 일하거
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며(사례N,
사례J) 효율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심층면접에 참여한 어머니들
은 전일제 모성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례L(학부모)2)을 제외하고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들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김으로써 어머
니들이 자녀 돌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G(어린이집 원장)는 취업한 여성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것은 ‘경력단절
은 안 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자신의 시간
을 하루에 ‘3-4시간 정도’ 가지는 것은 어머니와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른 교사들(사례B, 사례F, 사례H)도 어머니들이 자신을
2) 사례L(학부모)의 경우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늦다는 어린이집 교사의
설명을 듣고 상담소에 찾아가는 등 여러 노력을 하였다. 사례L(학부모)은 직장
에 다니는 동안 평일에는 큰 동서에게 맡기고 주말에만 자녀롤 보았는데 주말
에도 자녀와 함께 놀면서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사례L(학부
모)은 자녀의 발달이 늦어진 이유를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의 부족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녀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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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일제 모성을 수행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자신을 좋은 어
머니가 아니라는 불편한 감정과 죄책감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Hays,
1996; 이재경, 2004; Sutherland, 2010, Vincent, 2010).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교사들 역시 전일제 모성을 실천하지 않는 여성들을 비난함으로써 전일제
모성을 강화함을 지적하였다(백경흔, 2017). 하지만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여성
들의 전일제 모성수행에 대한 인식은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들을 보여준다.
이는 현대사회의 모성규범이 단순히 전일제 모성수행을 강조하기보다 돌봄을
담당하는 기혼여성들의 자기관리와 정서적, 신체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자기돌봄이 선행된 후에 자녀돌봄을 수행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III. 아동활동 관리자로서의 모성수행 재구성
모성규범에 의하면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에게 적합한 경험과 생활환경을 제
공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자녀에게 발달 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
으로써 창의력, 자율성, 사회성 등과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존원리를 습
득할 수 있다(Hoffman, 2003)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의학,
심리학, 아동양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산하는 지식들을 선별하여 자신의 자
녀에게 적용하는 ‘전문적 모성수행(professional mothering)’을 하라는 규범적
압력에 처한다(Vincent, 2010, 113). 이러하듯이 자녀에게 여러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라는 모성규범의 요소는 엄마들이 어린이집에서 돌봄의 일부로 아동에
게 제공하는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돌봄의 장점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학부모들과 교사
들은 ‘현장학습’, ‘산으로 가’는 외부 활동, ‘촉감’ 놀이나 ‘타악기’ 놀이, ‘오감활
동’ 등 여러 활동을 언급하였다. 별다른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자녀가 어
린이집에서 ‘즐겁게 놀다 오는 거’를 기대한다는 사례K(학부모)의 바람과는 달
리 어린이집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사실은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아동돌봄의 중요한 지점으로 작동한다. 사례I(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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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외부활동시간에 교사와 아동들이 ‘에버랜드’, ‘박물관’, ‘눈썰매장’과 같
이 소풍의 형태로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사
례J(학부모)와 사례K(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자녀들이 ‘바깥 놀이’, ‘숲체험’
과 같은 명칭으로 어린이집 근처의 놀이터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극장’
이나 ‘영화관’ 등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갈 수 있는 장소들을 방문하기도 한다
고 설명하였다. 사례B(어린이집 교사), 사례D(어린이집 교사), 사례F(어린이집
원장)에 의하면 실내에서 하는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주간 단위 혹은 일간 단위
의 계획에 따라 신체 활동이나 미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사례E
(어린이집 원장)는 이러한 활동 시간에는 ‘밀가루나 미역 같은’ 가정에서 쉽게
수할 수 있는 재료, 바깥에서 ‘낚엽’ ‘솔방울’ 등을 가져와서 만져보게 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
위와 같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외부 활동들과 실내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자녀
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엄마들이 이러
한 활동을 직접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고
설명하였다(사례N, 사례I, 사례J).
밀가루나 미역 같은 걸 늘어놓고 촉감을 만지게 하면서 놀면 아이들
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악기 같이 생긴 물건들을 치게 하는
데, 애들이 잘 따라해요...오감활동이라든지, 제가 집에서 해 줄 수 없는...
밀가루를 풀어놓는다든지, 해초를 풀어놓는다든지 이런 건 어찌됐던 거
기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니까.(사례N, 학부모)

사례N(학부모)은 어린이집에서 여러 활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이 따로
자녀를 위해 활동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어린이집에서의 활동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혼여성들은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
양한 활동을 제공하라는 압력을 받는다(Smeyers, 2010).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는 어머니 대신 활동을 제공하며 댄스나 드라마, 스포츠, 음악, 요리, 도예 등
다양한 활동에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라루(2003/2013)는 성인이 조직한 활동에 아동이 참여하는 것을 ‘집중양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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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concerted cultivation)’이라고 명명하며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자녀돌봄
규범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들이 활동을 조직하여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집중양육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음(Smeyers,
2010, 281)을 강조하며 어머니 대신 대리돌봄자로서 모성을 실천한다. 즉, 어린
이집에서 아동을 돌보면서 아동의 발달을 위해 시간과 감정을 집중적으로 사
용하는 사람(이재경, 2004, 100)은 어머니가 아니라 교사이다. 교육학을 중심으
로 부각된 아동의 다양한 경험 참여(곽윤숙, 2008)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다양
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모성규범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혼여성들은 자녀에게 직접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대
신 어린이집에서의 활동을 선택하고 평가함으로써 자녀들의 활동을 관리하는
형태로 모성을 수행한다.

Ⅳ. 자녀에 대한 전문가적 모성역할 수행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심층면접에 참여한 여성들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참여하는 활동과 경험을 선택하고 관리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녀들이 참여
하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
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문가성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즉 기혼여성들은
자신의 자녀가 현재 어떠한 발달상태에 놓여 있는지,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지 결정하는 주체로 작동한다. 이 지점에서 기혼여성들은 자신의
자녀가 활동에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는가와 자신의 자녀가 원하는가라는 기
준을 가지고 아동의 활동을 관리한다.

1. 자녀발달에 적합한 활동 요구
모성규범은 여성으로 하여금 아동의 발달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자녀가 참여하는 활동이 자녀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성장에 긍정
적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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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의 발달에 어린이집에서의 활동이 적합한지의 여부이다. 심층면접
에 참여한 교사들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발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아동
의 활동 참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는 아동돌봄 규범으로
서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Hoffman, 2003, 195)이 가정
내 양육규범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는 이러한 활동이 자신이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녀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엄마들이 생각해서 영어라든가 미술, 뭐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
러면 매일매일 다른 거(활동) 할 때 우리 아이한테 발달적으로 무리가
간다 그런 거 (고려해서) 선택을 해요(사례E, 어린이집 원장).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가족의 중요한 투자전략
임에도 불구하고(Lareau, 2003/2013; Sayer et al., 2004; 장경섭·진미정·성미
애·이재림, 2015; 백경흔 2017), 사례E(어린이집 원장)의 설명처럼 현재 자신의
자녀가 활동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는가는 아동이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어머니들 역시 자녀들을 어린
이집이나 외부의 사교육, 선행학습에 참여시키고 있었으나 아동의 발달에 적
합한가가 이러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하였다. 사례N
(학부모)은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낮 시간에 일주일에 세 번 영어 학원
을 다니도록 하였다. 사례I(학부모) 역시 자녀로 하여금 어린이집에서 하는 파
닉스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에
무조건 자녀를 참여하게 하기보다 그 활동이 자녀에게 적합한 수준인가를 고
려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자녀가 영어를 빨리 습득하기보다 ‘적당하게 익
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자녀를 활동에 참여시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즉, 자녀
들이 현재 참여하는 영어 수업 혹은 활동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만한 것
인가가 참여의 기준이 된다. 사례I(학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활동 참여를 줄여달라고 교사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
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여 교육을 시키지 않겠다는 어머니들의 의견은 모성규
범의 일부인 아동 조기교육 강조(이재경, 2004, 95)와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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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현대 사회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적기교육’이라는 트렌드(이명순, 2007)
와 학습보다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Vincent, 2010, 116)의 중요성과
부합된다. 이러한 점들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어떤 것이 적합한가 하는
사회적 인식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으며 조기교육이 아동의 발달에 좋다는 관
점으로부터 아동이 참여하는 활동은 아동의 발달에 적합해야 미래에 더 성장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심층면접에 참여한
여성들이 아동을 위한 조기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동의 발달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서의 활동과 경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성규범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2. 아동의 선택을 강조한 활동
엄마들이 자녀를 활동에 참가시키는가를 결정하는데 고려한 두 번째 요소는
자녀가 활동을 원하는가이다. 이러한 아동중심주의 가치관은 자녀의 욕구와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모성규범은 엄마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needs)에 민감하고 이를 잘 만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Elvin-Nowak, 2001), 즉, 아동돌봄에 있어서 성인이 주도하고 통제하는 형태
의 돌봄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Hoffman, 2003)으로 인식된다.
저희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억지로 하거나 시키는 걸 안 해서 공부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어린이집 졸업한 후에) 학교 가서도요 공부하
는 게 너무 재밌대요(사례D, 어린이집 교사).

사례D(어린이집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공부 또
는 활동을 ‘억지로 하거나’ 성인들이 ‘시키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
다. 어린이집에서의 선행학습을 예로 들면서 아동들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
고 있으며, ‘7살 이전까지는 공부를 안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설명하
였다. 이와 같이 억지로 하는 공부에 대한 거부감은 아동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아동중심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은 부
모들 역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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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엄마들이 아이중심, 옛날에는 교육이 교사 주도적이고 그랬
었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고 아이의 자율성과 개성과 이런 거 존중해
주고 그러는 시대잖아요(사례E, 어린이집 원장).

사례E(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이 ‘아이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례E(어린이집 원장)가 15년 전 교사를 시작하던 당시에는 교사
주도적인 아동돌봄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동의 ‘자율성과 개
성’을 존중해 주는 방식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아동의 ‘자
율성과 개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전적으로 아동 중심주의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스스로 교육’을 더 강
조하지만, 이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는 어머니의 ‘자기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사례E, 어린이집 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면
접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의견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활동 참여를 조
절한다. 즉, 어머니들은 어리이집에서의 활동에 대해 자녀의 의견을 대변함으
로써 아동중심주의 가치관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돌봄방식에 영향을 미
친다.
요즘, 후반기 들어서는 끝말잇기 그런 거. 한 장 앞뒤로, 뒤쪽은 모양
1부터 30까지 연결하면 무슨 그림 나오는 거 이런 거...숙제는 매번 뭔가
짜잘 짜잘한 거 있어요. 근데 얘(자녀)가 이걸 하기 싫어라 해서....저번
에도... 상담 때 (선생님께) 내가 얘기했었거든요.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냐고 얘기를 물어본 적 있어요...나는 애는 좀
놀아도 된다고 생각해서...(사례I, 학부모)

사례I(학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자녀에게 내 주는 숙제는 너무 많아서 교사에
게 숙제를 줄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사례I(학부모)는 자녀가 ‘하
기 싫어’하면 교육을 억지로 시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래에 대한 투자
로서 아동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달리 교육에 있어서도 아동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아동 중심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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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취학 자녀들에게 조기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현실적
으로 사교육에 투자하기 쉽지 않은 노동자계층의 어머니들이 경제적 고려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이재경, 2004: 94). 이와는 달리 심층면접에 참여한
여성들 중 비교적 가구소득이 넉넉한 사례I(학부모), 사례L(학부모) 등은 자녀
가 싫다고 하면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구소득이 넉넉하
지 않은 사례J(학부모), 사례M(학부모), 사례O(학부모) 역시 너무 어릴 때부터
학습에 투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고 설명함으로써 아동중심주의 가
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였다.
위와 같이 어린이집에서의 자녀 활동 참여라는 측면에서 현대사회의 모성은
아동의 활동을 관리하는 모성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린이집은
아동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적합한 경험과 활동기회를 제공한다는 아동돌봄
규범(Mahon, 2002; Hoffman, 2003; 이명순, 2007; Lareau, 2003/2013; 안준희,
2016)에 따라 아동에게 활동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규범은 모성규범과 중첩된
다. 이에 대해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직접 자녀에게 활동과 경험을 조직하고
기획하는 대신 교사들이 기획하고 조직한 활동이 자신의 자녀의 발달에 적합
한지, 자녀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기를 원하는지를 판단하고 개입함으로써
모성을 수행한다. 이는 Christopher(2012)가 제시한 ‘광범위한 모성수행
(extensive mothering)’의 특성을 보인다. 즉, 어머니가 하루 종일 자녀와 함께
지내며 자녀의 발달을 위한 여러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돌봄자인
교사들에게 아동과 아동의 활동을 맡기고,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적합한 활동
을 선택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녀에 대하여 책임(in charge)을 행사한다.

V. 결론 및 연구의 함의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모성규범의 압
력을 받는다. 특히 미취학 아동들과 관련된 모성규범에 의하면 가능한 어머니
는 자녀를 직접 돌봐야 하며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등록하는 아동의 증가로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미취학 아동 돌봄이 어린이집에서의 돌봄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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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러한 아동돌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머니들의 모성에 대한 인식
과 모성 수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모성규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엄마가 아동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
을 보내야 한다는 전일제 모성규범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여성들의 모
성 수행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모성규범에 어긋
난다는 죄책감이나 자녀를 전일제로 돌보지 못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보
이지는 않고 있다. 교사들의 인식 역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돌봄을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어머니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하루 종일 아동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동안 떨어
져 있는 것이 자녀돌봄에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취업한 여성
이 장시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에 대한 비난이 있기도 하지만, 이는
전일제 모성수행의 불가능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교사들의 장시간 근로에 대
한 불만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사실은 시간연장반에 자녀를 보낸 이후 교사
의 불평을 들을 수 없다는 어머니의 언급과 시간연장반 등 교대근무를 통해
교사가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린이집에서는 전일제 모성을 수행
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을 향한 비난이 적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공보육의 확대를 통한 돌봄의 사회화’(윤택림, 1996; 김진영, 2003)가
모성규범을 약화하여 여성들에게 자녀 돌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어린이집의 증가로 전일제 모성을 수행하
지 않고도 어머니들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은 여성들이
과거와는 모성규범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위와 같
은 결과는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아동돌봄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다.
어린이집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의 아동돌봄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선
행연구(주은선·김사현·김민성, 2014: 380)는 아동돌봄의 과도한 압력이 남성들
보다는 여성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소위 독박육아로 표현되
는 기혼 여성들의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을 감소하는 하나의 대안적 행위로 어
린이집에 일시적으로 자녀를 보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발달에 최선의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모성규범은 어
린이집에서 제공하는 활동에 어머니가 개입함으로써 활동관리자로서의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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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식으로 나타난다. 아동의 활동을 직접 제공하고 아동과 함께 활동에 참
여하는 존재는 교사들이지만 아동의 상태와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이 활동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에 대하여 어머니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
때 어머니들은 어린이집에서의 활동을 자녀가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는가와
자녀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고려하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모성규범이 아동중심주의와 아동의 발달적합적 관점과 같은 현대 아동교육의
이데올로기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
신들이 내면화한 모성규범을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활동 선택에 관여하는 방식
으로 관리하는 모성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아동의 발달에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모성규범에 대하여는 엄마가
직접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모성수행방식과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동중심적 관점과 아동발달을 고려하는 활동을 선택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위해 최선의 자원을 제공한다는 모성규범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돌봄은 전일제 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을 약화함으로써 한편에서는 모성규범의 약화를 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머니들로 하여금 아동발달에 대한 전문화된 지식을 필요로
하며 아동들에게 적절한 활동을 제공하는지를 평가하고 개입하게 한다는 점에
서 기존의 모성규범을 강화한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돌봄은 아동의 학습관리
라는 측면 뿐 아니라(백경흔, 2017), 아동이 참여하는 활동, 아동의 정서와 신체
적 영역 등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모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동돌봄 기관이 중산층의 아동돌봄 규범을 실천하고 있음(Lareau,
2003/2013)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따라서 엄마들이 해석하는 모성에 대한 인식
과 모성수행 방식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지만 결국 아동에 대한 투자라는 틀
(Elvin-Nowak & Thomsson, 2001: 425)을 벗어나지 벗어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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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tructuring of Motherhood and Child Care
at Daycare Centers
JEOUNG, JIYO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tructuring of motherhood and
mothering following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children going to day care
centers. In modern society, according to the ideology of motherhood, women are
supposed to be wholly responsible for child care and provide the environment
and activities necessary for child development. However, as the number of
children being sent to day-care centers has increased. Mothers who send their
children to day-care centers are not able to abide by the ideology of motherhood.
In-depth interviews revealed that those interviewed thought that all-day child
care is difficult and that to provide high-quality child care, time apart from the
child is needed for the mother. In addition, while the mothers are aware that
the many activities provided by the day-care centers are necessary for their
children, they also play an active part in deciding which activities should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choice and age range of the child.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mothers interact with the day-care providers. As
a result, young mothers accept extensive mothering, which mothers have
positive views for child care at daycare center and manage the activities in terns
of child development and children’s opinions.
Key Words: motherhood ideology, daycare center, child care, extensive
mothering, specialized mothe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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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인구 경제학적 특성과 사회보장
정책 수급 현황을 분석하여, 1인 가구 내의 이질적 특성 및 사회보장 욕구 파악의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1인 가구 내 인구집단별 이질성이 두드러진다. 청년은 소득수준 및
사회보험 가입률은 높으나 자산수준이 낮으며, 중장년은 불안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으며, 노인은 심각한 저소득 상태에 있으며, 근로하는 노인은 많으나 양질의 근로
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청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중장년층
의 근로연계복지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에게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우선 지원하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부조의 급여충분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1인 가구, 사회보장정책, 행정데이터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2020),「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통해 본 대한민국 1인 가구」를 재구성한 것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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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30년간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는 1인 가구의 비중이 4인 가구를 추
월(1인가구 23.9%, 4인가구 22.5%)하였고, 2020년에는 30% 대를 넘어 31.74%
로 기록되었다. 1인 가구 비중의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 내의 특성 또한 변화
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여성 중심(‘00년, 남성 42.5%, 여성 57.5%)이였으나 최근
에는 남여 비중(‘18년, 남성 49.7%. 여성 50.3%)이 거의 동일하게 변화하였으며
특히 중장년층 남성의 증가('00년 대비 ‘18년 7% 증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비중 및 1인 가구 내 특성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1인 가구는 대체로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보장 욕구가 높은 집단으로
주거, 고용상태,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삶의 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주거형태 및 주
거의 질이 다인 가구에 비해 열악하였다. 월세 거주자가 4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주택 이외 거처(고시원, 여관, 공장, 컨테이너 등)가 8.6%
(다인가구 1.93%)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비 부담 정도(1인 가구 44%, 다인 가
구 31%)가 높았으며 특히 청년층의 부담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
울 때 도움을 요청할 인간관계가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2019년
사회조사), 음주 흡연율, 우울, 고혈압 등은 높고, 규칙적 식사, 건강검진율의
비율(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은 낮아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건강상
태도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다인 가구에 비해
8.4%p (1인 가구 30.1%, 다인 가구 38.5%)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다
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욕구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1인 가구
내에서도 집단별로 다양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4인 또는 3인 가구를 기준 가구로 설정하여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
을 수립하여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욕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1인 가구 정책 대응팀을 구성하여
각 영역별 정책 대안을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 대안
을 설계하기에 앞서 1인 가구의 특성 및 사회보장 욕구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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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와 관련한 기존연구들은 대개 특정 인구집단, 지역 및 영역 등에
한정된 연구가 대다수이다. 예를 들어 중고령자 또는 노인 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윤강인 강인선, 2016, 정운영 정세은, 2011), 서울시 1인가
구의 특성분석(이수영 임미화, 2020) 등으로 1인 가구 전반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해 보인다. 통계청에서 2020년부터「통계로 보는 1인가구」를 발간하며 1인
가구 실태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각 부처에서 설문조사에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취합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인구 경제학적 특성
과 사회보장 정책 수급 현황을 지역, 성별, 소득분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여, 1인 가구 내의 이질적 특성 및 사회보장 욕구에 대한 파악을 토대로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데이터는 실제적으로 정책 집행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한 정보들을 행정상으로 처리한 자료로서 사회보장정책의 수급
현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써 응답자의 주관적 견해를 중심
으로 조사되는 설문조사에 비해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 연구1)를 위해 수집
한 행정데이터로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는 11개 부처, 18개 자료보유기관의
협조로 생성된 자료이다. 주민등록전산정보에서 전 국민의 약 7%를 표본추출
(층화추출)하여 개인 단위로 사회보장 수급 정책 관련 행정데이터를 결합하였
으며,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 구분이 가능하여 세대 단위의 분석도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가구’는 사실상 주민등록상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데이터의 수집 시점은 정보보유기관의 상황 및 정책 시행 간격(월, 분기, 연
등)에 따라 처리 시점이 다양하므로 전체 기관의 개인의 사회보장 수급 상황을
1) 이현주(2020),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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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점으로 수집 가능한 2017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행정데이터는 정책의 집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발생된 정보들을 행정상으로
처리한 자료로서 기존의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 결과와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해석은 기존 연구와의 단순 수치 비교 보다 행정데이
터 내의 분석단위에 따른 특성 파악을 중심으로 한다.

2. 분석방법
1인 가구는 성별, 연령, 지역, 소득분위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이질적 특성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1인 가구의 분포를 성별, 연령, 지역 등의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고, 사회보장 수급현황은 주로 연령에 따른
인구집단과 소득분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인구집단은 연령 기준은 18세 이
하는 아동, 19세 이상 39세 이하는 청년,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였다. 아동복지법상 15세 미만의 아동은 1인 가구를
구성할 수 없으나 본 연구의 자료는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세대를 기준으로 형
성된 것으로 아동세대는 주민등록 서류상으로만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
다. 지역은 특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대도시, 시 단위는 중소도시, 군 읍 면
은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소득분위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시장소득을
10분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소득신고 대상자의 자료만 확보할 수 있어 과
소신고, 무신고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비율이 10% 이상으로 소득1, 2분위가
구분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Ⅲ. 1인 가구의 인구 경제학적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2017년 기준 행정데이터로 인구학적 특성은 가구원수, 인구집단, 성별, 지
역규모, 장애 유무로 분석하였다. 먼저 가구원 수에 따른 비율은 1인 가구가
35.46%, 2인 가구 21.76%, 3인 가구 18.41%, 4인 가구 18.02%, 5인 이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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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로 나타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비중이 감소되며 1인 가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인 가구 내 인구집단의 분포는 아동(0~18세) 0.14%, 청년(19~39세) 29.54%,
중장년(40~64세) 44.47%, 노인(65세이상) 25.86%로 중장년, 청년. 노인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4.93%였으나, 1인 가구에서는
25.86%로 1인 가구의 고령화 경향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여성보다 4.7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집단에 따른 성별 분포는 아동, 청년, 중장년은 남성이 노인은 여성의 비율이 높
으며 남녀 비율 차이가 전체가구 보다 1인 가구에서 크게 나타났다.(<표1>참고)
<표1> 인구집단별 성별 분포

인구집단
아동
(0~17세)
청년
(18~38세)
중장년
(39~63세)
노인
(64세이상)

전체 인구
남
여
52.46
47.54
53.05
46.95
50.92
49.08
43.03
56.97

합계
100
100
100
100

남
54.92
60.14
59.19
30.07

1인가구

여
45.08
39.86
40.81
69.93

합계
100
100
100
100

인구집단별 지역 분포는 전체인구와 1인가구 모두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
순으로 분포되었으며, 전체인구 대비 1인 가구 청년의 대도시, 노인의 농어촌
분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참고)
<표2> 인구집단별 지역규모 분포

인구집단
청년
중장년
노인

대도시
47.12
44.81
42.96

전체 인구
중소도시
47.88
48.32
43.82

농어촌
5.00
6.87
13.23

대도시
51.29
42.96
39.74

1인가구
중소도시
43.73
47.27
43.46

농어촌
4.98
9.77
16.80

1인 가구의 장애율은 전체가구에 비해 3.88%p 높으며, 특히 1인 가구 내
농어촌 거주자의 장애율이 11.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인구와 1인 가구 모두 여성보다 남성의 장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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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인구특성에 따른 장애 비율

인구집단
지역
성별
가구구분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대도시 중소 농어촌 남 여 전체
도시
전체인구 0.83 1.59 5.06 15.2 4.41 4.8 8.46 5.72 4.05 4.88
1인 가구 2.32 1.81 7.85 15.2 6.96 8.11 11.74 8.1 7.83 7.97

2. 경제학적 특성
경제학적 특성은 인구집단별 소득 재산 분위별 분포 수준을 통하여 살펴보
았으며, 행정데이터의 한계로 소득 재산은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의 재산과세표준액을 활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세대의 소유 재산총액만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포
함되지 않아 국민의 실제 재산액과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조건에
서 재산세 납부 비중을 가구원 수별로 비교하여 1인 가구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전체가구)

소
득
분
위

1-2
3
4
5
6
7
8
9
10

<표4> 연령별-소득분위별 비율

청년

중장년

노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이상

5.0
6.7
9.9
11.9
12.8
13.0
13.1
14.0
13.7

7.0
5.2
8.6
9.8
12.3
14.9
15.4
14.6
12.2

9.1
6.7
10.1
10.9
10.8
11.3
12.9
13.8
14.4

11.2
7.1
10.1
11.1
11.4
10.9
10.9
12.4
14.9

19.8
10.4
12.0
12.7
11.9
10.3
8.6
7.1
7.0

33.9
14.0
11.7
11.2
8.7
6.8
5.6
4.3
3.9

47.6
13.3
8.0
6.9
5.4
4.7
4.6
5.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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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소
득
분
위

1-2
3
4
5
6
7
8
9
10

청년

중장년

노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74세

75세이상

15.9
11.4
11.1
8.9
11.2
13.4
12.4
10.3
5.5

16.9
5.9
8.4
7.4
8.4
10.7
13.8
16.1
12.5

27.1
8.4
10.4
8.8
8.8
8.1
8.0
8.5
11.9

37.0
10.2
11.1
8.6
8.5
6.7
5.4
4.9
7.6

47.0
11.3
10.8
8.6
8.1
5.3
3.4
2.5
3.1

63.3
14.0
7.3
5.6
4.5
2.2
1.2
0.8
1.2

83.2
11.9
2.2
1.1
0.5
0.3
0.2
0.2
0.4

1인 가구의 전 연령층에서 소득 1-2분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전체 인구
에 비해 1인 가구의 경제 수준이 낮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1-2분위 분포
가 높아 노인의 경제상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하여 1인
가구의 청년은 소득1~10분위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30~39세의 고소득
자의 분포가 전체가구보다 오히려 높아 1인 가구 청년의 소득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표4>참고)
가구원수별 재산세 납부 비중은 1인 가구가 31.47%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
재산 총액 역시 147백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재산 수
준이 다인 가구 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 재산세 납부 비중 (세대주 기준)
1인 가구 31.46%, 2인 가구 49.22%, 3인 가구 52.57%, 4인 가구 57.59%, 5인 이상 가구 55.71%
• 평균 재산총액 (토지ㆍ주택ㆍ건축물, 세대주 기준)
1인 가구 147백만, 2인가구187백만, 3인가구204백만, 4인가구220백만, 5인이상가구219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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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내 인구집단별 자산분위 분포를 살펴본 결과, 1인 가구의 70.28%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자산 보유 수준이 높아졌다.
1인 가구 내 노인의 자산 보유 비율은 46.9%로 청년 14.2%, 중장년 31.2%에
비해 높은 편이였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청년의 재산수준은 중장년 노인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을 확인 하였다.(<표5>참고)
<표5> 1인 가구 내 인구집단별 자산분위 분포

재산
분위
1-4
5
6
7
8
9
10

아동
98.05
0.41
0.61
0.3
0.1
0.42
0.11

청년
85.79
1.13
3.96
3.49
2.75
1.93
0.94

인구집단
중장년
68.81
2.93
9.23
6.43
5.01
4.31
3.27

노인
53.09
5.3
16.88
8.92
6.35
5.23
4.24

합계
70.28
2.95
9.45
6.12
4.63
3.79
2.78

Ⅵ.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수급현황
사회보장 욕구가 높은 1인 가구의 실제적인 사회보장 수급 현황을 전체 가구
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수급현황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책은 주요한 소득보장정책과 사회보험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종합적인 국가 개입의 효과를 인구집단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1.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수급현황
앞서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는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재산 보유 정도로
낮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저소득과 주거의 욕구를 현재 사회보장정책이 어느
정도 대비해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주거지원제도의 수급 현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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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인구집단별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률 (%)

인구
집단

전체
청년
중장년
노인

전체가구
1인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4.07
1.46
3.44
8.05

4.03
1.24
3.36
8.26

0.04
0.02
0.01
0.00

3.63
1.49
3.30
6.44

6.98
1.4
6.44
14.21

7.54
1.33
6.80
15.85

0.09
0.17
0.02
0.01

5.95
1.37
5.77
11.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에서 전체 가구보다 1인 가구의 수급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의 중장년, 노인의 수급률은 전체가구 대
비 약 2배가량 높았다. 또한 전체가구에서는 생계급여의 수급률이 가장 높았으
나 1인 가구에서는 의료급여의 수급률이 가장 높았다. 1인 가구의 낮은 경제수
준과 건강상태의 열악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 중
(1인가구) 34.1%, (2인가구) 28.1%, (3인가구) 19.4%, (4인가구) 12.8%

・

근로장려세제의 수급 가구 중에서 1인 가구의 수급률이 34.1%로 가장 높아
다른 가구규모에 비해 근로빈곤층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세제 급여
체계상의 이유로 소득분위 3~5분위에 수급자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며, 소득
3~5분위에서 전체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모든 인구집단에서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3분위에 1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의 수급률은
57.94%로 전체가구 노인에 비해 약 25%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의 노인들은 다인 가구에 비해 근로활동참여율은 높으나 급여수준은 낮은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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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구)

<표7> 인구집단별 근로장려세제 수급률 (%)

청년
소득
분위 20-29세 30-39세
1-2
3
4
5
6
7
8
9
10

0.21
2.97
4.2
3.39
0.26
0.07
0.04
0.04
0

(1인가구)

2.04
28.25
26.25
14.27
1.5
0.47
0.16
0.1
0.03

청년
소득
분위 20-29세 30-39세
1-2
3
4
5
6
7
8
9
10

0.01
0.28
0.66
0.53
0.11
0
0
0
0

1.38
36.2
32.52
21.13
1.56
0.09
0.03
0
0.01

40-49세

1.96
25.25
23.02
13.68
2.35
0.8
0.25
0.09
0.05

40-49세

1.52
35.3
31.8
21.24
2.47
0.06
0.03
0.03
0.02

중장년
50-59세

1.85
22.63
21.13
13.44
4.21
2.79
1.22
0.46
0.04

중장년
50-59세

1.76
34.27
34.69
25.42
2.3
0.08
0.04
0.07
0

60-64세

1.71
18.35
18.52
10.34
3.44
2.44
1.54
0.71
0.09

60-64세

1.69
31.48
36.64
22.32
2.07
0
0.2
0
0

65-74세

노인

1.04
22.35
15.45
8.77
3.38
3.24
2.34
1.45
0.54

65-74세

1.0
42.17
36.16
19.13
2.55
0.15
0
0.19
0

75세이상

0.33
32.55
11.31
5.41
3.62
4.12
3.08
2.22
0.61

노인

75세이상

0.32
57.94
33.83
16.12
2.09
0
0
0
0

합계
1.21
22.96
19.39
11.65
2.79
1.57
0.72
0.32
0.07
합계
1.06
33.49
28.27
18.48
1.73
0.06
0.03
0.02
0.01

기초연금의 수급률은 1인 가구의 수급률(69.27%)이 전체 노인(61.39%)보
다 높았으며, 기초연금 수급액도 1인 가구 노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중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32.16%p(1인가구) 높았으며(남성 18.55%, 여
성 50.71%), 수급액 역시 여성이 약 3만 원 가량 높았다. 지역구분에서는 농어
촌-중소도시-대도시 순으로 급여액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과 자산조사에
기반 한 기초연금 급여이므로 남성보다 여성, 대도시 보다 농어촌의 경제상황
이 나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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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률 : 전체 노인 중 61.39%, 1인 가구 노인 중 69.27%
* 기초연금 수급액(만원/월) : 전체 노인 17.62만원, 1인 가구 노인 19.26만원
<그림1> 지역별, 성별 기초연금 수급액

1인 가구는 높은 주거비부담, 낮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 주거
관련 욕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주거지원은 주거급여, LH SH 등을
통한 주거지원서비스가 있다. 주거급여는 1인 가구의 수급률이 5.95%로 전체
가구(3.63%) 및 다른 가구규모(4인 1.19%)에 비해 높으며, 동일한 소득수준에
서 노인의 주거급여 수급률이 가장 높다. 1인 가구의 LH, SH를 통한 주거지원
은 중장년, 여성의 비중이 크고 청년의 비중이 낮다. 이는 청년이 주거지원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등의 주거
지원 기간이 길어 지원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 1인
가구 청년의 주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유형이 새롭게 등장하여 청년
의 주거지원을 돕고 있다.
<표8> 인구특성별 LH지원 비율 (%)

가구규모
전체가구
1인가구

인구집단
청년 중장년 노인
18.65 58.21 23.06
16.92 49.35 33.64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2.34
61.98
5.68
35.13
59.70
5.17

남
53.52
45.12

성별

여
46.48
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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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인구집단별 LH 지원유형 비율 (%)

구분
청년
중장년
노인

공공분양
0.23
0.16
0.07

공공임대
14.44
7.86
4.19

국민임대
64.56
56.65
41.96

기존주택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7.63
7.44
4.92
9.25
25.72
0.05
10.13
43.25
0.3

2. 사회보험 제도
1인가구의 인구집단별 사회보험의 가입 현황을 통해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
적 위험 대비 정도를 살펴보고, 가입 유형을 통해 1인 가구의 고용형태를 예측
가능하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 현황으로 노인의 소득보장 정도를 알아본다.
1인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 높으며 특히 1인 가구 내
청년은 가입률도 높고, 가입유형 중 사업장 가입자 비중이 높아 1인 가구의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비교적 사회보험 보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1인 가구 내 중장년층은 가입률은 전체가구보다 높으나 가입유형에서 지
역가입자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경제활동 상태 인 것으로 보인
다.
<표10> 인구집단별 국민연금 가입률 및 가입유형 (%)

구분
청년
중장년

국민연금 가입률
전체
1인
49.18%
65.43%
61.19%
62.14%

1인가구 국민연금 가입유형
사업장 지역
임의 미가입
45.73% 19.68% 0.03% 34.57%
27.97% 32.56% 1.60% 37.86%

국민연금의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은 1인 가구가 전체인구에 대비하여 약 7
만 원 정도 (전체 37만원, 1인 30만원)낮으며, 특히 1인 가구 내 여성의 노령연
금 수급액이 남성보다 약 15만 원 정도 낮아(남성 38.3만원, 여성 23.3만원) 여
성 노인의 노후소득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수급현황 및 정책 방향: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223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전반적으로 대상 포괄성은 높으나, 전체
인구 대비 1인 가구의 미가입률이 높아(전체 1.7%, 1인 3.9%) 건강의 욕구가
높은 1인 가구의 건강보장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1인 가구 내 인구집단
별 건강보험 가입유형을 보면 청년은 직장가입자. 중장년은 지역세대주, 노인
은 직장피부양자로 가입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1인가구의 인구집단별 건강보험 가입유형 (%)

의료급여 의료급여
구분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
자
세대주 세대원
청년
20.7
5.1
55.2
17.3
1.2
0.5
중장년
44.6
1.7
34.0
12.7
6.8
0.1
노인
27.3
0.8
7.6
48.0
16.1
0.2

고용보험 가입률은 1인 가구 내 청년, 남성, 도시지역에서 높게, 여성, 농어촌
지역의 가입률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은 전체 가구 대비 고용보
험 가입률이 월등히 높아(소득10분위의 20-29세 청년, 전체 36.29%, 1인
89.95%) 비교적 소득수준도 높고 고용안정성도 높은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중장년청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고용안정성이 우려된다.

3. 사회보장정책 도입 효과
1) 저소득 청년·중장년의 사회보장을 통한 공적이전 소득 부족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로 국가의 공적이전 정책의 영향을 살펴본 결
과, 1인 가구 내 시장소득 기준 소득1-2분위에 있는 노인 중 약 70%가 정부개
입의 영향으로 소득이 발생한 반면, 동일 소득구간 내의 청년은 오히려 가처분
소득1분위의 비중이 늘어났다. 동일한 소득1분위에서 가처분소득에서 공적이
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노인보다 청년과 중장년의 사회보장
급여 수준이 낮았으며, 1인 가구의 청년, 중장년층은 전체가구에 비해서도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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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1인 가구의 인구집단별 공적이전 정책 효과

시장
소득
분위
1-2
3
4

인구집단
인구집단
가처분
합계 소득 아동 청년 중장년
청년 중장
노인
분위
년
17.96 27.5
82.96 16.62 35.28 79.63 40.44 12 68.22
10.83 6.97
9.17
9.68 8.46 9.62 6.82 8.58
3 11.96 6.01 10.02
5.22 9.71 10.89 4.45 8.94
4
6.12 6.62 10.51
아동

노인
9.55
35.31
26.62
13.82

합계
20.27
14.87
12.83
10.11

<가처분 소득에서 공적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전체가구) 소득 1분위 청년 32.8%, 중장년 41.5%, 노인 92.0%
· (1인가구) 소득 1분위 청년 20.7%, 중장년 33.6%, 노인 91.2%

2) 현행 공적이전은 급여 충분성이 낮아 1인가구 빈곤감소 효과 미흡
국가 개입을 통한 빈곤율 감소효과의 절대적 수치는 2인 가구가 10.48%p로
가장 크며, 4인 가구는 2.2.%p로 가장 낮았으며 1인 가구는 4.75%p 감소시켰
다. 그러나 빈곤율 대비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1인 가구가 8.25%로 사회보장으
로 인한 빈곤감소 효과 미흡하고, 2인 가구가 22.28%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13> 가구원수별 빈곤율 차이 (%)

가구원수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빈곤율
빈곤율
시장소득 중위50% 가처분소득 중위50%
39.46
33.97
57.55
52.80
47.03
36.55
25.2
20.34
16.52
14.32
18.9
15.28

증감
▽ 5.49 (13.91%)
▽ 4.75 (8.25%)
▽ 10.48 (22.28%)
▽ 4.86 (19.28%)
▽ 2.20 (13.32%)
▽ 3.6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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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내에서는 여성, 노인, 농어촌 거주자의 빈곤율이 가장 심각하며,
빈곤 감소효과는 남성, 노인, 농어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에 1인 가구
내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빈곤의 수준도 다양하며 정책 개입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표14> 1인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빈곤 변화 (%)

구분
남
여
청년
인구
중장년
집단
노인
대도시
지역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성별

빈곤율
시장소득 중위
50%
47.5
68.6
32.8
54.1
95.0
56.4
55.7
70.7
57.55

빈곤율
가처분소득 중위
50%
42.9
63.7
31.8
50.4
83.7
51.9
51.1
64.6
52.8

증감
▽ 4.6 (9.69%)
▽ 4.9 (7.15%)
▽ 1.0 (2.88%)
▽ 3.8 (6.99%)
▽ 11.3 (11.89%)
▽ 4.5 (8.02%)
▽ 4.7 (8.37%)
▽ 6.1 (8.60%)
▽ 4.75 (8.25%)

Ⅴ. 결 론
본 연구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1인 가구의 인구 경제학적 특성 및 사회
보장 현황 분석결과를 통하여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자 한다.
한국의 가구규모 중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1인
가구 내에서 청년 중장년 남성, 노인 여성의 비중 및 장애율이 높으며, 빈곤에
취약하고 주거 보유 등의 자산규모도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 자산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1인 가구는 인구집단, 성별, 지역 등에 따른 사회보장 정책 욕구에 대한 이질
성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획일적으로

226 사회과학논총

설계할 경우 1인 가구 내의 이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분명한 정책적 효
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령 구분에 따른 인구집단별 이질
성이 두드러진다. 청년은 소득수준 및 사회보험 가입률은 높으나 자산수준이
낮으며, 중장년은 불안한 고용상태에 놓여있으며, 노인은 소득수준이 심각하
며, 근로하는 노인은 많으나 양질의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인구집단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의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및 고용형태가 양호하나, 86%
가 무주택자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
층의 국가개입에 대한 효과가 다른 집단에 비해 저조하여 중장년, 노인과 유사
하게 공공부조 또는 긴급복지 수급이 가능하여 빈곤에 정체되지 않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둘째, 중장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연계복지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소득수준도 낮지만 미래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비 또한 낮아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1인 가구 노인의 심각한 빈곤율 해소를 위하여 1인 가구 노인에게 양질
의 노인일자리를 우선 지원하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부조의
수급률은 높으나 수급액이 낮아 급여충분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행정데이터를 통해 1인 가구의 현황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
로서 데이터가 가지는 한계와 장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사회보장 수급현황 분
석에 있어서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나, 소득 자산 등에서는 자료의 종합적
결합을 이루지 못하여 하위 소득 자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체계적인 자료 수집 결합 및 연구데이터로의 가공 작
업을 통하여 사회보장 정책 연구에 자유로이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 분
석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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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tus Of Social Security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 Using Administrative Data
Jeong Chan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ppropriate policy alternatives by
using administrative data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ir desire for social securit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Single-person households show
significant heterogeneity by population group. Young people have high income
but low wealth, Middle-aged people are in a unstable employment situation, The
elderly have a high labor activity participation rate but a low income level. Policy
recommendations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upport programs that can form the wealth of young people.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work-related welfare of the middle-aged
and elderly and to support social insurance premiums.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high-quality senior jobs to the elderly first, so that they can increase
their income. Also, the sufficiency of public assistance benefits should be
improved.
Key-Words: single-person household, Social Security, Administrative data.

* Social Securit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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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에게 심사논문에 대해 게재·일부수정 후 게재·전면
적 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로 분류하여 평가한 심사보고서와 심사논문에 관
한 상세한 논평을 담은 논문수정의견서를 제출한다.
6.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하여 저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6조(심사방법)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익명(blind review)으로 이루어진다. 즉 심사위
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2.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중계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논문의 심사방법은 본 연구원의 심사평가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심사의 기준)
논문심사는 요건심사와 내용심사로 이루어진다.
1. 요건심사는 편집위원 1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내용심사에 회부된다. 요건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투고자격 여부
(2) 논문투고규정 준수 여부
2. 내용심사는 2인의 심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2) 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 실무적 관점 포함)
(3)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포함)
(4)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6)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논문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제8조(심사의 절차)

1.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심사
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는 동시에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에서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
다.
3.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
구원 초청 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의 결정)
1. 요건심사에 합격한 논문에 한하여 내용심사를 실시한다.
2. 내용심사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게재가능(A): 일부 보완 또는 원안게재: 수정여부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
위원회에서 확인
(2) 수정 후 게재(B): 수정된 논문을 심사자에게 재회부하여 수정여부 확인
(3) 전면수정 후 재심(C): 원래의 심사위원이 재심사하도록 함
(4) 게재 불가(D): 부적합 사유를 심사평가서에 자세히 밝힘
3.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출된 논문을
1) 게재, 2) 일부수정 후 게재, 3) 전면수정 후 재심, 4) 게재 불가로 나누어
판정한 후 그 심사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심사위원이 별도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동봉하여 필자가 논문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
다.

1) 게재: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적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게재로 결정하여, 편
집위원장이 이 사실을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 때 저자에게는 자구수
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용된다.
2) 일부수정 후 게재: 일부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정 논문을 제출
받고 이에 대해 편집위원장이 수정정도를 평가하여 게
재여부를 결정한다.
3) 전면수정 후 재심사: 전면적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정 논문을
제출받고 이를 다시 원래의 심사위원이 재심사하
도록 한다. 이때의 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 중
하나로 결정한다.
4) 게재불가: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 게재불가로 결정하
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게재불가의 사유를 명기하여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
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결과 판정 기준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게재

게재 불가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일부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제10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1.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재심 요청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3의 심사
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논문게재)
1. 심사결과 처리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게재가능 평가시 논문집에 게재한다.
2. 편집위원회는 원고 중 편집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게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심사자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2) 수정,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 연구원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4. 논문의 게재순서는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조정한다.
5.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발행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과학논총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사회과학논총』에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지 원고 모집시 연구윤
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시하며,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과학논총』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논문의 표절, 위조 및 변조,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관한 사실이
발견된 논문은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주시되, 해당 논문은 심사 및 게재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관련 학술지 편집자에게 통보합니다. ”
제2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소가 주관ㆍ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사회과학논총』에 투고하
는 논문이다.
제3조(표절ㆍ위조ㆍ변조 및 중복게재 정의)
연구윤리규정의 위반행위는 연구수행 및 투고과정에서 행해진 표절, 위조, 변
조,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사항을 고려한다.
1.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절차 없이 도용하거나 기
출간된 본인 또는 타인의 저술 내용의 일부를 출처 제시를 생략하고 본인의
생각인 것으로 혼동을 주는 경우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 및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3. 변조: 연구자료 및 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및 삭제함
으로써 원래의 상태를 훼손 또는 왜곡시키는 경우
4.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연구자의 기 출간된 연구물을 새로운 것처럼 다시

게재하거나 투고한 경우
5. 미성년자나 4촌 이내 가족 등의 특수관계자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포
함하는 경우
제4조 (편집위원회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권한을 가지며, 편집
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연구자, 심사위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 판단하고, 그 결과를 사
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연
구자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3.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사실을 해당연구
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기한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며, 최종 판정이 내려
지기 전까지 제보자 및 해당연구자의 신원 및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해당연구자가 소명 등의 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는 소명행위 등이 소정의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9
조 연구윤리규정의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포함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위반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단, 해당 윤리규정 위반 사안과 이해관계
가 있는 편집위원은 판정과정에서 배제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의무)
편집위원회에 의해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이후
3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회과학논총』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1. 논문게재 이후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은 『사회과학논총』의
공식적인 논문목록에서 삭제되며, 이후 발간되는 『사회과학논총』과 사회과

학연구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최종판정과 제재
조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제보자와 피조사의 권리보호)
1.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
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
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를 제외한 외
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윤리규정 시행지침)
1. 논문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으
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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