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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보고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이 지난 30년 동안 적극적 복지국가로
의 방향전환이라는 기조와 맞물려 복지국가의 핵심적 사회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성격을 성평등의 관점에
서 비판적으로 재조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선진국의 정책변화를 뒤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여성을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과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노동에 미친 영향의 국가 간 비교
￭ 적극적 복지국가로의 방향전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회지출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다만 사회지
출의 내부구성은 변화하였는데, 그 특징은 ① 여성, 청년 등 노동시
장 외부자에 대한 지원 ② 소득보장제도에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
한 정책으로 중심 이동 ③ 현금지원보다는 서비스 지원, 특히 돌봄서
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 등이다.
￭ 젠더레짐 다양성
돌봄서비스 확대 정책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은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도한 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이 어떤 일자리로 어떻게 노동시장에
통합되었는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인소득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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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지향하면서 정책을 펼쳤으나, 결과는 여성이 시간제근로를 통
해서 부차적으로만 노동시장에 통합되는 데 그치는 나라가 많은 형
편이다.
일가족양립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상당히 유사한 정책
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노동시장의 유제를 만나
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인소득
자형의 가구소득자 모델로 분류될 수 있는 데 비해서, 유럽대륙 국가
들은 1.5인소득자 모델에 가깝다. 연대적 유연화의 길을 걸어온 덴마
크와 같은 나라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로 노동시장에 통합
되는 데 비해서, 노동시장 이중화의 길을 걷고 있는 유럽대륙 국가들
에서 여성들은 부차적인 지위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아직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소득계층별 젠더레짐
스웨덴, 덴마크,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편 소득이 높은 가
구의 아내 고용률이 저소득층 여성의 고용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
진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가구단위 소득불평
등에 대응하는 재분배정책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까지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더 높은 편이다. 국가의 사회보장 기능에 대한 기대
가 낮다 보니 나타날 수 있은 현상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새
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여성은 고학력 고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고,
적극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 재분배정책의 필요성도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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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간접양육의 대체성이 여성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여성노동공급의 추세 : 코호트 분석
여성의 총고용률이 외환위기 이후 정체현상을 보여 온 것과 달리
핵심연령층(25～64세)의 고용률은 최근까지도 완만하게나마 지속적
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핵심연령층에서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추세적으로 증가해 온 것은 임금 부문, 특히 상용직 부문에서 생애노
동공급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증가해 온 사실로 설명된다. 결국 여
성고용의 미세한 증가는 비임금 부문의 고용감소와 임금 부문의 고
용증가로 설명된다.
￭ 기혼여성의 생애주기 노동공급 모형
이러한 실증적 발견들에 대한 수량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생애주기 노동공급 모형을 설정하였다. 앞서
발견한 실증적 사실들에 더하여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다양
한 모수값들을 추정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모형을 캘리브레이션한 결
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우선 여성의 생애노동공급 행
위의 코호트 간(1960년대생 대 1970년대생)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
는 요인은 출산의 기회비용이다. 특히 임금-자영업 부문 간 노동소
득 비율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코호트들이 비임금 부문에서
임금 부문으로 이동하는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생애 동안 낳는 자
녀의 수가 1970년대생에 이르러 미약하게나마 증가한 주된 원인은
가구소득 대비 자녀 양육비의 감소와 남성 임금의 증가이고, 첫 자녀
출산연령이 1970년대생에 이르러 더 증가한 주된 원인은 출산의 기
회비용 증가와 선호도의 변화로 설명된다. 특히 선호도 변화와 관련
하여서는 최근 코호트(1970년대생)로 올수록 현재 소비의 한계효용
이 더 커짐과 동시에 어린 자녀(0～4세와 5～9세)를 직접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경향이 증가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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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애 초기에 노동공급을 하여 생애소비를 늘리고 자녀 출산과 양
육을 미루게 한다. 일단 출산을 하게 되면 1970년대생은 1960년대생
과 비교하여 (자녀의 나이가 10세가 될 때까지는) 비례적으로 보다
많이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남성의 임금 증
가와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보려는 방향으로의 선호도의 변화이다. 그
러나 출산 후 10～14년이 경과하면 1970년대생의 노동공급이 이전
코호트들의 노동공급을 다시 앞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자녀
에 대한 직접적 돌봄과 양육비 지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돌보는 서
비스 사이의 대체성이 자녀의 모든 연령대에 걸쳐 최근 코호트 들어
증가했기 때문이다.
￭ 직접양육과 보육서비스 이용 간의 대체성으로 본 여성노동공급
고용률 제고 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슈
는 추세보다는 (미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노동공급(내지 고용률) 수
준이 왜 그렇게 낮은가에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호체계 면에서 두 국가 간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요소, 즉 자
녀양육함수(child care production)에서 두 투입요소들(직접양육과
양육비 지출을 통한 간접양육) 사이의 대체성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과 비교하여 두 투입요소의 대체성이 매우 높다(미국의
경우 1960년대생 및 1970년대생 모두 약 0.7 ; 반면 한국의 경우 1960
년대생은 약 0.1, 1970년대생은 0.2 정도).
이에 본 분석에서는 대체성 관련 모수값을 완전 비대체(-∞)부터
완전 대체(1)의 경우까지 다양하게 바꾸어 가며 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관련 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실험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
과 같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는 두 투입요소 사이의 대체성이 커질수록 여성의 노동공급
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가는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성 파라미터의 값이 낮은 수준에서는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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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라 노동공급이 늘어나되 그 증가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
만, 대체성 파라미터 값이 약 0.2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추가적인 값의
증가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가량은 점증하는 속도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투입요소 간 대체성 증가에 따른 첫 자녀 출산연
령과 생애출산자녀 수의 반응도 비선형적으로 나타났다. 대체성 파
라미터의 값이 대략 0.2～0.4에 이르기까지는 대체성 파라미터 값 증
가에 따라 첫 자녀 출산연령은 점점 감소하는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생애출산자녀 수는 점점 감소하는 속도로 감소한다. 그러나 대체성
의 정도가 0.2～0.4 이상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대체성 증가에 따라 첫
자녀 출산연령은 증가하는 속도가 낮아지며 생애출산자녀 수는 증가
하는 속도가 늘어난다. 결국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와 노
동시장에 양육을 맡기는 경우 사이의 (효용함수 상에서의) 대체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일 경우, 여성의 노동공급(내지 고용률) 확대
와 출산율 제고라는 외형상 상충된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최근 인구학 분야에서 발견된 중요
한 실증적 사실, 즉 과거에는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과 출산율의 횡
단면적 상관관계(국가 간 비교)가 음이었던 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양으로 바뀌어 온 사실에 대한 구조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모
형 분석 결과, 모에 의한 직접양육과 노동시장을 통한 간접양육 사이
의 대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서는 대체성의 추가적인 상승
은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율을 감소시키면서 노동공급만을 늘리
는 선택을 하게 한다. 그러나 돌봄노동의 시장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달하여 대체성이 이미 커진 단계에서 추가적인 대체성의 상승은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노동공급과 출산을 동시에 늘리게 하는 역할
을 한다.
모형에서 유도되는 생애노동공급곡선들로부터 핵심연령층 기혼여
성의 고용률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만들어 낸 결과, 실제 데이터로
관찰된 시계열 자료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체성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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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핵심연령층에서의 기혼여성 고용률
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만약 직접돌봄과 노동
시장을 통한 간접돌봄 사이의 대체성이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미국
수준(0.7)으로 증가할 경우, 핵심연령층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2007년
기준 실제값인 0.53에서 0.61로 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성 관련 모수값을 1 수준까지 더욱 증가시킬 경우 그 효과만으
로도 해당 집단의 고용률은 2007년 기준 6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합계출산율도 늘어나며
첫 자녀 출산연령도 낮아지게 된다. 시장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직접양육에 대한 대체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요
구된다.
￭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 출산과 노동공급, 양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여성의 노동공급을 통한 노동력 확충방안을 논의할 때 흔히 제기
되는 문제점은 여성의 노동공급 자체가 출산율을 낮추어 장기적으로
노동력 확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노동시장을 통해 제공받는 자녀 양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확대됨과 동시에 출산율이 늘어나
고 첫 자녀 출산연령이 낮아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1장 머리말

1

제1장

머리말

최근 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 변화의 동향을 살펴보면 일정하게 수렴하
는 경향이 발견된다. 적극적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회
투자적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주창하기도 하는데, 결국 내용은 새로운 복
지국가는 개인의 소득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직이나 질병, 은퇴로 인한 소득단절이라는 전통적
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온 것이 복지국가의 출발점이라면, 변화된 사회
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위험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 그리고 돌봄
의 공백에 대해서도 동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현대적 복지국가의
기능이 된 것이다.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남성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직
되었다면, 적극적 복지국가에서는 여성과 청년, 고령자 등으로 과거에는
주변적인 노동력으로만 인식되던 이들이 핵심적인 정책대상이 되었다.
주된 정책도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제도에서 일생활균형(Work-Life
Balance), 돌봄서비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등으로 중심 추가 변
화하는 경향이다.
한편 주요 복지국가에서 노력한 정책변화 중에서 청년을 타깃으로 하
는 것들에 대해서는 커다란 진전이나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여
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지난 20～
30년간 우리는 여성의 성역할 변화를 목도하고 있고, 이는 여러 가지 통
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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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가 서구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육제도와 노인장기
요양제도를 비롯한 돌봄서비스를 국가 책임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성고용률 증가라는 손에 잡히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고, 이러
한 사실은 본 보고서의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서구의 복지국가 성격의 변화에서 일생활균형(WLB)
을 비롯한 ‘적극적 사회정책(active social policy)’이 핵심에 있음을 보이
고자 한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 공통적으
로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
음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한 가설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나아가 우리나
라에서는 왜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처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 변화
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구조적 분석을 통해서
그 해답을 구해 보고자 한다.
보고서의 제2장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복지국가의 성격 변화를 검토한
기존 연구들에 기대어 여성의 성역할 변화의 경향을 설명한다. 전반적으
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그 내용
을 살펴보면 일부 국가에서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독립적인 지위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여성은 시간
제 근로자로 노동시장에서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
상에 대하여 가설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보고서의 제3장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매우 부진한 현상
을 자녀 양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과 보육서비스 시설을 이용하여 간접적
으로 수행하는 것 사이의 대체성의 문제로 설명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는 직접양육과 간접양육 간의 대체성이 여성의 노동공급뿐 아니라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적으로 고려한다.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되었으나, 출산과 양육을 외생변수로 간주하지 않고
출산과 양육, 노동공급을 내생적으로 결정되게 하고, 그 결정과정에 직접
양육과 간접양육 사이의 대체성 수준이 노동공급과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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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이 글은 주요 복지국가들이 ‘적극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 일․가정
양립정책을 중심에 놓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이고, 이 과정에서 성평등의
가치가 견지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평등의 가치를 견지하면서 정책
을 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성과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
이다. 전자는 가구의 소득자구성에서 흔히 ‘이인소득자 모델’로 불린다.
돌봄 역할의 배분까지 염두에 두고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면 ‘보편적 소
득자-양육자 모델(universal earner-carer model)’을 가장 바람직한 모습
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노동자라고 보는 경우
라고 할지라도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게 된다
면, 달리 말하자면 여성은 남성과 달리 임금노동과 가정 내 돌봄노동을
모두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사회라면 이것은 결국 적극적 복지국가를 추
구하였으되 기존의 성별분업은 존치시키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것은 ‘1.5
소득자 모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가족양립정책은 성평등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채
택될 수 있지만, 아주 흔히 이러한 시도는 반쪽짜리 성과를 얻는 데 그칠
수 있다. 여성을 노동시장에 동원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불평등한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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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것은 출발지점의 여건이나 기존 제도의
유제를 바꾸기 힘들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어찌 보면 처음부터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다.
요컨대 우리는 ‘일가족양립’을 주창하면서 자주 길을 잃는다. 어떤 영어권
학자들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기 위해 논문에 ‘lost in translation’이나
‘lost in transition’이라는 제목을 달았다(Jenson, 2009; O’Conner, 2013).
필자는 이전 연구에서 ‘성평등한 복지국가’가 아니면 ‘복지국가’ 자체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장지연, 2009). 기존의 서구 복지국가가
걸어온 경로를 따라 먼저 소득보장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나서 적극적
복지국가나 사회투자적 복지국가를 그 다음 단계로 설정하는 것이 오히
려 더 비현실적이며,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동시
적으로 대응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므로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재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주장의 취지였다.
그 의미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되지만, 다소 당위적인 언명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복지국가를 소득보장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성평등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있는가의 측면에서도 다
양한 양상들이 관찰되고 있다.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거나 발전경로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할
때, ‘성평등’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다. 왜 어떤 국가는 ‘이
인소득자모델(가장 바람직하게는 보편적 소득자-양육자모델)’의 젠더레
짐과 복지국가를 결합시키는 데 성공한 데 비해서 다른 어떤 국가는 여성
에게 노동시장에서 부차적인 지위만을 부여하면서 복지국가를 이끌어 가
는가? ‘돌봄(care)’의 공백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되
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복지국가의 성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이 된 이상,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복지국가 논의에서 소
홀히 다루어질 수 없다. 복지국가의 유형(그리고 유형별 발전경로)과 젠
더레짐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한다(장지연, 2009).
이 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0여 년간 복지국가 변화의 특징은 고용보호 수준은 후
퇴하고 소득보장 영역의 발전은 정체된 데 비해서 ‘고용가능성(em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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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을 높이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영역에 대한 사회
적 지출은 증가하였다. 후자는 일가족양립정책(일생활균형, WLB),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ALMP, 또는 활성화 activation)을 중심으로 확대되었
다. 이러한 공통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살펴본다.
둘째, 거시적인 관점에서 방향전환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실제
현실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본 젠더레짐(또는 성평
등)의 변화는 국가별로 다르다. 즉 일가족양립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어떤 나라는 이인소득자 모델로 나타나고 다
른 나라는 1.5인소득자 모델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기존 연구들에 기대어 가설적인 설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자유화(liberalization)라는 커다란 물결이 있었던 것은 공통적이지
만 그 구체적인 과정은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제
도주의자들의 논의는 우리 연구주제에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Thelen, 2014).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주변적이며 취약한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는 점은 공
통적인 요소이지만, 산업구조상의 차이와 노동조합의 구조와 힘은 복지
국가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젠더레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젠더레짐은 소득불평등의 관점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자면 성평등과 소득계층 간 불평등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사고할 필
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두 가지 문제의식을 내포한다. 하나
는 ‘일가정양립’이나 ‘일생활균형’을 주창하는 것이 그 자체로 매우 계급
적인 관점일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모든 이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정책인 것인 양 한다면 이것은 이데올로기적인 호도일 수 있는
문제의식이다. 일가정양립(젠더레짐)은 계층화된 현상이다. 다른 하나는
일가정양립정책을 통해서 여성들을 경제활동에 나서게 하는 것은 가구단
위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이다.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에서 1.5인소득자 모델이나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은 가구단
위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감당해야 할 불평등
완화의 책임에 주는 함의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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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복지국가 변화의 맥락에서 일가족양립정책
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고, 이를 성평등적 관점과 연계하여 논의한다.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여성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킴으로
써 성평등에 한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모든 경우에 이런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1.5인 소득
자 모델이 전면화되면서 여성은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모두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등시민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한 가능한 설명을 찾아본다.
제3절에서는 OECD 주요국에서 지난 30여 년간 실제로 나타난 사회지
출의 수준과 내용의 변화를 통계를 통해서 살펴본다. 경제의 신자유주의
화나 복지국가의 축소 논의가 무성했던 것에 비하여 실제로 사회지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사회지출의 구성에서 일가족양립정책이 차지하는 비중
은 증가하였다. 또한 제3절에서는 이들 국가의 여성고용률 변화 추이와
파트타임 고용 비중을 살펴본다. 관찰기간 동안 파트타임을 통해서 여성
을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국가가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파트타임 비중이 오히려 줄어드는 추이도 발견된다.
제4절에서는 가구소득자모델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2인소득자 가구
와 1.5인소득자 가구의 증감을 통해서 젠더레짐의 변화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고용률을 높인다고 해서 언제나 바람직
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을 추구하였으나,
그 결과는 성평등적인 통합이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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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배경

1. 변화하는 복지국가에서 일가족양립정책(WLB)의 의미
가. 적극적 복지국가로의 방향 전환
지난 30여 년간 복지국가의 성격이 변화해 왔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만 몇 가지 정리 기준이
달리 설정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결과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업데이트될 뿐이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 단절에 대응하는 소득보장에 주력해 온 특징이 있는
것에 비하여, 새로운 복지국가는 개인의 소득활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지
원하는 역할에 대한 강조가 특징적이다. 후자는 적극적 복지국가, 사회투
자적 복지국가, 제3의 길 등의 용어를 통해서 학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으로 개념화되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노동을 상품화하는 경제체제인데, 여기서 초래되는
폐해를 정치권력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할 때(셰리
버먼, 2010), 복지국가의 역할은 노동시장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통해 고
용을 보호하는 기능과 소득단절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보호의
기능에서 출발하였다(장지연, 2012). 사회적 보호 기능은 소득보장 기능
과 사회서비스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고용보호와 소
득보장이 중심축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주요 보호대상은 임금노동
자와 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농민과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일
부 사회수당과 빈곤구제를 위한 정책이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제도를 구
성한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복지국가의 위기와 축소 논쟁을 겪기도 하였으
나, 그 이후에는 복지국가 재편론으로 수렴되게 된다. 위기와 축소를 주
장하는 측에서는 ①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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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면서 기존의 복지국가의 기반세력인 노동자계급의 성격이 변화한 점,
②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의 격화와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집행 자
율성 약화, ③ 여성주의적 각성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주장과 사
회의 구성단위로서의 가족의 성격 변화를 들어 복지국가 황금기의 종언
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환경 변화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결과는 복지국가의 종언으로 귀결된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성격 변
화로 나타났다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복지국가는 ‘새로
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았다. 이것은 위와 같
은 여건 변화가 요구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제 세력
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이기도 하다.
노동시장 내부자들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들은 일부 후퇴를 경험하였고 전통적인 제도들은 정체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Streek, 2009). 자유화(Liberalization)의 추세는 도처에서 관찰된
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대신 이를 만회할 만한 사회적 보호의 강화를
의미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개념이 대안으로 떠올랐으나,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고용보호와 사회적 보호 수준은 모두 후퇴하였
다(장지연, 201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각국이 보여준 대응은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새로운 사회정책들이 등장하였다(Bonoli, 2013;
Hausermann, 2013). 새로운 사회정책이 보여주는 주요 특징을 정리해 보
면 <표 2-1>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의 내부자 지원정책이 아니라 여성
과 청년 등 외부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주를 이룬다. 둘째, 소득보장정
책보다는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여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만드
는 정책이 중심이 된다. 셋째, 현금지원보다는 서비스 지원, 특히 돌봄서
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각광을 받는다. 요컨대 큰
그림으로 보자면, 각국의 사회지출 수준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그 구성을
살펴보면 가족지원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이념적 지평은 전통적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변화를 단순히 확대냐 축소냐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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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전통적 사회정책과 새로운 사회정책
전통적 정책

새로운 정책

고용보호 & 소득보장

사회투자 & 활성화 & WLB

내부자 중심
가족
노동시장

내부자 중심

그외

아동수당
(가족수당)

부모휴가

보육/교육
노인수발서비스

실업급여
(사회보험기반)

빈곤
노후

그외

노령연금
(사회보험기반)

ALMP
공공부조
(생계지원)

in-work benefit
빈곤아동지원

기초연금(수당)

연금크레디트

주 : Hausermann(2013)의 표 6.1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필자가 수정한 것임.

[그림 2-1] 신․구 사회정책의 확대 또는 축소에 따른 복지개혁의 성격

자료 : Hausermann(2013).

는 논리에는 이견이 존재하기 어렵다. Hausermann(2013)은 복지국가의
변화를 어떤 혼합(mixture)이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깔끔한 분석틀을 제
공하고 있다. 복지국가 개혁은 [그림 2-1]과 같은 좌표의 어떤 공간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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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지을 수 있다. 구정책과 신정책이 모두 확대되는 경우는 이념형으로
가능하다. 구정책과 신정책이 모두 축소되었다는 주장은 복지국가 축소
(retrenchment) 또는 자유화(liberalization)론으로서 Streek(2009)에서 찾
아볼 수 있다. 구정책은 축소되지만 신정책은 강화되는 경우를 유연안정
성(flexicurity) 모델이나 복지국가 조정모델로 부를 수 있다. 구정책을 강
화하면서 신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를 Hausermann(2013)은 복지보호
주의(welfare protectionism)라고 부르고 있다. 구정책은 주로 노동시장
내부자의 이해를 지지하고 신정책은 주로 외부자를 지원하는 성격을 갖
는다.
새로운 사회정책들의 진정한 목표는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복지재정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전
체적인 사회지출비중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다만 사회지출의 내부 구성
만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게다가 복지국가 유형별 대응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onoli, 2013). 이것은 과거 1980년대 고용위기와 재
정위기 시에 노르딕 국가들은 공공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
한 데 비해서, 유럽대륙 국가들은 노동자의 조기은퇴로 대응하고, 영어권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간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새로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놀리의 주장이다.
어떻게 ‘적극적 복지국가’가 대세가 되었을까?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
들의 요구였다면 왜 정치권은 이에 응답하였을까? 탈산업화라는 구조변
화, 그리고 ‘돌봄의 공백’이라는 재생산 위기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 대두
가 일차적인 설명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기능주의적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민당
은 성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지지해 왔으므로 일생활균형정책의
채택에 거리낌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일자리의 질은 낮게 가져가면서
ALMP를 강조하는 행보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설명이 존재한다. 사민주
의가 전통적으로 노동시장 내부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취해 온 측면이 있
고(Rueda, 2007),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고용에 대한 지지로 인해 ALMP
를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해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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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민주주의 성향의 정당은 고용위기와 재정위기 시기에 복지국가
의 축소를 시도하였고, 어떤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조기은퇴 방식으로 대
응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보수 정부들도 더 이상
가족의 가치를 내세워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일가정양립정책은 일정한 정도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부자를 보호하는 대신 경쟁을 부추기고 낮은 임금의 일자리
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정책은 애초의 성향에 부합하였다. 요컨
대, 경제위기에 대한 다양한 대응을 시도한 끝에 사민주의와 기민주의 성
향의 정당은 몇 가지 서로 다른 이유에서 적극적 사회정책을 수용하지 않
을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다(Bonoli, 2013).
나. 다양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큰 흐름에서 적극적 복지국가로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
라도 국가 간 혹은 주요 복지국가 유형 간에 차이점은 여전히 설명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의 연장선상에 서 있고,
복지국가 유형론과도 친화적인 Thelen(2014)의 ‘자유화의 다양성(Varieties of Liberalization)’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Thelen(2014)은 원래 노사
관계 제도와 숙련형성(훈련) 제도를 중심으로 조정시장경제체제의 자유
화 추세가 다시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저작이다. ‘신
자유주의화’라고 한 묶음으로 치부해 버리기 어려운 몇 가지 흐름들이 있
는데, 이것을 ① 탈규제(deregulation) ② 이중화(dualization) ③ 사회적으
로 배태된 유연화(socially embedded flexibilization)의 세 가지 이념형
(ideal-types)으로 구분하고 있다. 핵심적인 명제는 조정자본주의가 반드
시 연대주의적이거나 평등주의적인 자본주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조정경제체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자
와 외부자를 나누고 주변부만 자유화하는 이중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진
단을 하고 있다. 한편 덴마크의 경우는 장기적인 고용관계가 줄어들고 노
동자들의 이동성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변화가 하위집단들 간의
연대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이중화 추세는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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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으면서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국가 간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젠더레짐의 변화에 대해서도 간
접적인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주목하여야 한다. 여성은 대체로 노동시장
의 외부자이며 취약계층인 가운데,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기존 내
부자들과 동등한 방식으로 통합되는지 아니면 주변적인 노동계층으로 불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는 젠더레짐의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시
장경제체제의 자유화에 대한 설명이 여성의 노동시장통합 양상의 이분법
(이인소득자 모델 vs. 1.5인소득자 모델)에 주는 시사점은 단순한 비유 이
상이다.
연대적 성격의 복지국가 형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권력자원이론은 노동
조합의 조직구조(조직률)와 좌파정당의 정치권력에 주목하였다. 이 틀에
서 보면,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자본은 이동성을 무기로 노동계급을 공격
하였고 노동조합의 약화는 ‘신자유주의화’로 귀결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
한 설명은 중요한 반증사례를 만나게 되는데, 강력한 제조업 노동자의 노
동조합이 존재하는 독일에서는 전면적인 탈규제화가 아닌 이중화가 나타
났다는 점이다(Palier, Bruno & Kathleen Thelen, 2012).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외부자인 여성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려는 정책적 시도가 존재
하기는 하겠지만, 결국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진입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전반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이중화는 심화되지 않은 덴마크와 같
은 사례국가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시행한
결과 여성이 노동시장에 통합될 때 차별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결국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의 양상은 일가족양립정책의 강력한 시행
여부나 그 내용과 함께 노동시장 자체의 이중구조화 정도에 따라 크게 영
향 받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부모휴가제도와 아동보
육서비스는 대폭 확대되었다. 보수나 진보 정부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여성이 얼마나 시간제 근로나 임시직 고용을 피
할 수 있으며 이런 일자리의 질은 또 어떠한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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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요 비교국가의 노동시장구조와 소득자모델의 설명 요인

코포라티즘 수준
산업구조
서비스업 조직률
노조통합성
노동시장
소득자모델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업종별

전국수준

전국→업종별

전국수준

제조업 중심

서비스업 중심

서비스업 중심

제조업 중심

낮음

낮음

높음

높음

W/B 분리

W/B 분리

W/B 통합

W/B 분리

⇩

⇩

⇩

⇩

이중화

파트타임모델

연대적 유연화

유연화/이중화

1.5

1.5

2.0

2.0

주 : Thelen(2014)를 근거로 필자가 정리.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를 비교하면서 이중구조화와 유연화가
나타나는 영역을 설명하는 Thelen(2014)의 저작에서 얻게 되는 분석틀에
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① 산업구조와 ② 서비스업 노동자의 대표성이다
(표 2-2 참조).
독일은 제조업 생산직은 대체로 전일제 정규직이고 그 이외 업종과 직
종에서는 미니잡과 파트타임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이중화를 겪고 있다.
경제위기 시에 제조업 정규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단축 보조금으로 고용
유지를 국가가 지원하였고, 주변부의 유연화는 서비스 섹터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활성화(activation) 조치도 근로조건부급여(inwork benefit)를 통해서 저임금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독일은 강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이 부분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아서 국가와 사업주 모두 산업평화
를 도모할 정책방안에 너그러울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 부문의 조직률은
낮아서 이중화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설명이 있다.
덴마크에서도 이중화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낮
은 편이다.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고 임시근로자
와 상용근로자 간의 차이는 적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임시직의 비
중은 낮은 편이다. 덴마크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단축과 급여에 따르는
활성화조치가 강화되는 등 사회적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제도변화를 겪
었다. 이 과정은 전국수준의 코포라티즘에서 업종별 코포라티즘으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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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준이 내려가는 제도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LO는
임금수준을 넘어서고 훈련과정에 대한 개입을 포함하여 보다 넒은 의제
에서 협상권을 따내게 된다. 그 결과 독일 같은 나라에서 경제위기 시에
핵심적인 제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
로, 덴마크에서는 노동시장 외부자들에 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여성이 많은 서비스업종의 조직률이 높을 뿐 아니라 화
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노조의 통합성도 높다는 점이 연대적 유연화를 가
능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힐 수 있다.
덴마크가 유연한 전일제 고용과 ALMP를 결합한 모델로 자리 잡게 된
데 비해서, 네덜란드는 파트타임모델로 유명하다. 파트타임 일자리도 사
회보험이 적용되며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고
용의 질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여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불평
등의 혐의는 매우 강하다. 네덜란드는 사민주의 국가들과 유사하게 전국
수준의 매크로 코포라티즘이 존재하였으나 이것이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힘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덜란드는 독일과 마찬가
지로 1980년대에 기민당이 집권하였는데, 강한 제조업 전통을 가진 독일
과 달리 제조업은 약하고 서비스업이 강세였던 네덜란드는 제조업 노동
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때 남성
생산직 노동자의 경제활동이 떨어지면서 여성을 보조적 소득자로 노동시
장에 밀어 넣지 않을 수 없었는데, 기민당 전통에서는 시설보육을 지지하
기 어려웠으므로 서비스업종에서의 파트타임 고용만이 유일한 방안이었
다.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서 노조 조
직률이 낮았고 노동조합은 제조업 중심이었다. 이것이 결국 성별로 편향
된 1.5모델을 초래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은 매크로 코포라티즘 전통이 강한 사민주의 모델이면서도 결국
이중화의 성향을 띠게 된 사례이다. 과거에는 ALMP와 직업훈련이 강하
고 유연안정성 모델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의 스웨덴 모델은
전일제 표준근로자는 강한 보호와 평등한 임금을 받지만 비자발적 파트
타임의 비중이 높은 모습을 띠고 있다. 전통적으로 스웨덴이 덴마크보다
노조 조직률이 놓고 사민당의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사민당이 내부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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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여 이중화를 부추긴 사례로 인용된다. 게다가 여성이 많이 포진되
어 있는 저숙련 서비스 섹터가 핵심제조업부문만큼이나 잘 조직되어 있
다는 점은 덴마크와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스웨덴의 이중화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덴마크와는 달리 스웨덴의 LO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
라의 분화가 분명하였으며, LO와 국가 모두 임금 이외의 이슈에서 자신
의 역할을 잘하려는 시도가 부족하였다. 독일식의 이중화로 자유 낙하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덴마크에 비하면 문제를 타개하고 협상을 리드할 정
도의 힘이 없었다.
요약하자면, 경제가 제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강하지 않으면서 서비
스업종의 조직률이 높을 때 핵심노동자와 주변부 노동자 간의 연대성을
유지할 가능성은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에 평등한 방식으로 통합될 수 있다. 일가족양립정책도 비정규직이나 파
트타임을 장려하는 방식은 지양되고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
에 강조점이 찍힐 수 있게 된다.
적극적 복지국가로의 방향 전환은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시도되고 있고, 여기서 일가족양립정책(WLB)은 핵심에 있다. 어떤 자본
주의 유형과 노동시장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탈
규제적 자본주의나 이중화된 노동시장과 결합하면 여성은 불평등한 방식
으로 노동시장의 주변부로 동원될 수밖에 없으며, 소득자모델은 1.5모델
로 가게 된다. 반면 자유화의 추세를 전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더
[그림 2-2]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를 설명하는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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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적어도 연대적 유연화를 성취할 수 있다면 젠더통합적인 노동시장
과 이인소득자 젠더레짐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성평등 관점에서 본 일가족양립정책1)
일가족양립이라는 개념은 당초에 페미니스트들이 성평등을 추가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제안한 것이다. 여성들은 평등을 요구하면서 공적영역
에서 대등하게 경쟁에 참여하자니 모성이나 돌봄과 같은 여성적 가치를
저버리게 되기 쉽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면 쉽게 사적영역으로 추방되는 ‘울스톤크래프트의 딜레마’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일-가족양립’은 성평등을 이루고자 할 때 먼
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제기되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임금노동
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2)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였기 때문에 ‘일가족양립’은 흔히 젠더레짐(gender
regime)의 축에서 논의되어 왔다.3) 남성생계부양자형(male-breadwinner
model)의 사회는 성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생
활균형에서 가장 거리가 먼 사회이며, 모든 사람이 소득자이면서 동시에
시기에 따라 다른 이를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는 보편적 소득자-돌봄자
(universal earner-carer model)를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바람직한
사회모델로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일가족양립의 문제는 젠더화되어 있다. 일가족양립이라는 개념이 사회
1) 이 부분은 필자가 한국노동연구원이 주관한 한독세미나에서 발표한 원고(‘사회계
층별 일생활균형의 실태’)의 일부를 가져와 수정한 것이다(장지연, 2014).
2) 그러다가 ‘일-가족양립’이라는 용어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정상가족(normal
family)’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가부장적 가치를 지우지 못할 뿐 아니라 권리 주체
를 자녀를 둔 부부로 제약할 우려도 있어서 최근에는 ‘일-생활균형(Work-Life
Balance)’이라는 용어로 더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3) 젠더레짐이란 사회적 관계로서의 성별분업양식 또는 성역할모델이 가족, 시장, 국가
부분의 각 영역에서 제도화(institutionalized)된 모양을 나타낸다. 남성생계부양자모
델(male-breadwinner model)이나 2인소득자모델(dual earner model), 보편적 소득
자-돌봄자 모델(universal earner-carer model) 등 여러 가지 유형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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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가장 잘못 사용되는 경우는 이것이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라고 간주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의 문제는 장시간근로와 여성의 낮은 고용률로 드러난다. 여성이 장
시간근로와 무노동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다 보니 고용률이 낮은 상
황이 되었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핵심적인 정책방향은 시간제 근로 활성
화로 귀결되었다. 이런 정책방향이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일-생활균
형이 여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여성은 노동자로 역할 하는 동시에 가족돌
봄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
하고 시설보육으로 양육부담을 일부 사회화하는 정책에만 주력하게 된다.
하지만 일-생활균형의 의미는 남녀 모두에게서 검토되어야 한다. 일-생
활균형을 통해서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을 넘어서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여성이 어떤 생애주기를 살아가며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
하는지는 놀라우리만치 크게 변화하였다. 여성도 노동자라는 전제에 기
반한 사회모델을 ‘성인노동자모델(Adult Worker Model)’로 지칭한다. 이
것은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유효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현대사회가 지향
하는 성평등적이고 개인의 독립성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판단
하는 일련의 이론적 흐름을 대표한다(Lewis & Giullari, 2005).
하지만 ‘성인노동자모델’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단일한 모델인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Daly, 2011; Jenson, 2009). 여성을 포함
하여 모든 성인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일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노동자인가를 물을 수 있고, 따라서 어떤 성인노동자모델의 사회인
지도 질문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사회를 추구
한다고 하면서도 이 개념이 분명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실제로 정책을 결
정함에 있어서도 서로 상충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일-생활균형 의제와 정책이 추구하는 바가 남성은 전일제로 여성은 시
간제로 일하는 사회(1.5인소득자 모델)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WLB는 남녀 모두 부모로서의 기쁨과 노동자로
서의 보람을 누리는 사회를 지향한다. 여성은 시간제로 남성은 전일제로
일하는 사회는 성별 고용률 격차가 큰 것만큼이나 문제가 있는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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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분배 관점에서 본 일가족양립정책4)
일가족양립은 젠더화된 개념일 뿐 아니라 계층화된 개념이다. 일-생활
균형은 소득계층별로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 중산층에게는 일-생활균형이 시간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
있어서 일-생활균형은 돈의 문제, 소득의 문제이다. 즉 저소득층에서 일생활의 불균형은 소득(자원)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생계를 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근로시간단축’만을 외치고
있을 수는 없다. 중산층가구의 경우는 남성이 너무 장시간 일하고 여성에
게는 적당한 근로기회와 육아지원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일 것이나,
하위소득계층의 경우는 낮은 시간당 임금의 인상이나 고용안정이 일-생
활균형의 기초가 될 것이다.
젠더레짐과 계층적 격차라는 아이디어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서구
의 이론가는 에스핑-안데르센(2014)이다. 젠더레짐 변화의 동인은 노동시
장 측면에서는 남성 완전고용의 종말과 임금의 하락이고, 인구학적 측면에
서는 피임과 이혼의 증가와 같은 외부적 조건의 변화에 있는데, 이에 따른
성별분업 양상의 변화가 계층적으로 달리 일어난다는 사실 때문에 격차(소
득불평등)는 누적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소득불평등이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증가하였지만, 근래 우리는 대부분
의 선진국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불평등은 탈규제화
된 노동시장과 노조의 무력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기술에
대한 경제적 수익률의 증가,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 그리고 저숙련 노동
자의 노동시장 안정성(attachment)의 하락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증폭된 결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진행되는 ‘성역할 혁명’이라는 것이 에스핑-안데르센(2014)의 설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역할 혁명이란 일-생활 균형/불균형 양상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생애주기별 역할과 경제활동이 변
화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다. 성역할의 변화가 모든 소득계층에서 비슷
4) 이 부분은 필자가 한국노동연구원이 주관한 한독세미나에서 발표한 원고(‘사회계
층별 일생활균형의 실태’)의 일부를 가져와 수정한 것이다(장지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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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속도와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결
과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복지국가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이 혁명을 빠르게 완결 짓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그의 결론에도 귀를 귀울일 필요가 있다(에스핑-안데르센, 2014).
우리나라에서 젠더레짐이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난다는 논의는 김영
순(2010)에서 시작되었다. 예외적으로 김영순(2010)은 우리나라 젠더레짐
을 남성생계부양자형의 모델이라고 지칭하는 것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면
서 ‘계층적으로 구별된’ 남성생계부양자형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저소득층
여성이 고소득층 여성보다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하다면 이는 가구단위 소
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장지연․전병유
(2014)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계층을 나누어 아내의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통계
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이후로 2012년까지 부부가구의 아내
들의 고용률은 획기적인 증가는 없었지만, 중위소득계층의 여성들은 2009
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비교적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요컨대,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고용률을 증가시켜 온 것은 중위소득
계층 남편의 아내들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국가 간 비교
데이터에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제3절 사회지출 구성의 변화와 여성노동시장

1 사회지출의 규모와 구성의 변화
[그림 2-3]은 OEC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최근까지
주요국의 사회지출 수준과 일가족양립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출이라
고 볼 수 있는 가족지원 현물급여 지출 수준을 살펴본 것이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첫째 메시지는 지난 30여 년간 복지국가의 사회지출은 줄어들
지 않았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 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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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주요국의 사회지출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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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의 계속

자료 : OEC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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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주요국의 가족정책 지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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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의 계속

자료 : OEC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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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논의가 일어났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격화되는 국가 간 경쟁, 그리
고 무엇보다 고용불안과 노동자연대의 약화를 동반하기 쉬운 탈산업화
(서비스산업화)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개별 국가들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과 노후연금체계에 대한 삭감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사회지출의 비중은 축소되지 않았다.
임금근로자의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는 일정한 위축이 있었던 것이 사
실이지만, 복지국가 담론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회투자’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되었다(Bonoli, 2013; Hausermann, 2013). 가장 대표
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돌봄(care)의 공백’이며, 사회투자전략의 핵
심은 여성고용지원과 아동에 대한 투자이다. [그림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보육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일 것으로 짐작되는 가족정책 현
물급여에 들어가는 지출의 비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였다. 가족
정책 지출의 항목별 구성비 변화를 살펴본 [그림 2-4]에서도 유사한 추세
를 읽을 수 있다. 1980년부터 보육서비스에 들어가는 지출이 컸던 스웨덴
이나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서 보육서비스가 차지하는 지출비중
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2. 여성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고용률은 가장 먼저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지금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이나 네덜란
드와 같은 유럽대륙 국가들은 근래에 와서 여성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
는 모습을 보인다. 영국과 미국은 2000년대 이전에는 유럽대륙 국가들보
다 여성고용률이 높았으나 이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족주의 전
통이 강한 남유럽 국가들은 가장 낮은 여성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
아나 스페인의 여성고용률은 경제위기로 인해서 그 추세가 한풀 꺾이기
는 했지만 그 이전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비교국가들 중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증가 속도도 빠르
지 않다(그림 2-5 참조).
남녀 간 고용률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도 북유럽 국가들이다. 최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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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주요국의 성별 고용률 추이(199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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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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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주요국의 성별 파트타임 고용 추이, 25～54세(199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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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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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용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과거에는 성별 고용률 격차가 큰 편이었으나 그 차이를 줄여가고 있
다. 우리나라는 성별 고용률 격차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요국의 파트타임 고용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6]과 같다. 비교
국가 중에서 여성이 파트타임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
일, 네덜란드, 영국이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여성고용률이 높아도 고용의
질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독일은 여성고용률을 끌어올린 그 시기에
여성의 파트타임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파트타임의 여성화가 강
한 나라도 이 나라들이다. 독일, 네덜란드, 영국은 전체 파트타임 노동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노르웨이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가부장제가 강한 나라로 알려
져 있었고 이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고용률과 높
은 파트타임 비중으로 나타났었다. 최근 들어서는 여성 취업자 중에서 파
트타임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과거에도 파트
타임에 기대어 여성고용을 늘린 경우가 아니지만, 최근에는 더욱 파트타
임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여성 파트타임의 증가가
공통적인 추세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파트타임이 줄어드는 국가들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여성고용의 질적 측면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지표는 성
별 임금격차라고 할 수 있다.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도 북유럽
국가들이다. 남성 임금노동자의 중위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성의 임금
이 이보다 낮은 정도를 나타낸 [그림 2-7]에서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10%
미만의 임금격차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편인 남유럽 국
가들에서도 성별 임금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영국과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큰
편이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이 나라들과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수준과 방식을 기
준으로 나눈 국가군이 노동시장 성평등에서도 똑같이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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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성별 중위임금 격차

주 : 남성 중위임금 대비 여성 중위임금의 비율.

가족정책 현물급여, 즉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의 추이를 고려하
면서 주요 복지국가의 여성고용률 추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
국가의 재편기라고 일컬어지는 1990년대 이후에도 사회지출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노르웨이나 네덜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가족양
립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가족정책 현물급여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복지국가의 재편 과정에서 일가족양립정책이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를 비롯한 사회투자정책의 확대는 여성고용률 증가와 긴밀
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성고용률은 독일과 네덜란
드에서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성고용률의 증가가 반드시 여성
을 노동시장의 주류로 통합시키는 젠더레짐으로의 전환이라고 판단하기
는 아직 이르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둘 다 파트타임 고용을 통해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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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킨 대표적인 국가이며, 특히 독일은 여성고용의 질
의 하락이 두드러진 사례이다. 한편 여성고용률 증가와 일자리 질의 하락
이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는 여성고용
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양도 늘린 데 비하여, 독일은 여성고용률이
증가하는 동안 질은 하락한 것이다. 여성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킴에 있어
서 성평등적으로 통합시키는지 아니면 주변부에 차별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살펴보자.

제4절 소득자모델의 변화

1. 소득자모델의 국가 간 차이와 변화 추이
우리나라는 2인소득자 모델로 변화하고 있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서는 다른 여러 하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첫째, 2인소득자 모
델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서 2인소득자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 글
전체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다시피, 2인소득자 가구와 1.5인소득자 가구를
구분해야 한다. 여성 노동시장진입 여부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
로’ 통합되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변화’에 주목하여야 한다.
어느 한 시점에서 상대적인 비교도 중요하지만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
는 변화의 추이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LIS(Luxemburg Income Study)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대상이 된 주요국의 가구소득자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5) 여기서 1.5인
소득자를 정의하는 방식이 통상의 경우와는 달랐음을 밝히고자 한다.6)
5) 사용한 wave와 각 wave의 연도는 <부표 2-1> 참조.
6) 흔히 1.5인소득자 가구는 부부 중 한 명은 전일제로, 다른 한 명은 반일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가구를 일컫는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이런 구분 방식을 사용
할 수 없었는데, LIS가 소득 중심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하여 국가
간 비교분석을 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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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에서 소득이 더 적은 쪽이 많은 쪽 소득의 10～60% 수준일 경우
0.5소득자로 간주하였다. 10% 미만일 경우는 1년 중 아주 짧은 기간만을
일한 것으로 짐작하여 0(zero) 소득기여자, 즉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0.5소득자에 대한 이런 정의는 사실 가구의 소
득에 절반만큼만 기여하였다는 본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오히려 더 타당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전일제로 장시간 일해도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에 여성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경우, 0.5소득
자라는 것이 노동시장 참여강도(attachment)를 충실하게 반영하기는 어
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2-8]은 LIS Wave VI, 즉 2005년을 전후한 시점에 해당하는 각국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7) 2인소득자 가구와 1.5인소득자 가구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부부(또는 파트너)가 함께 사는
청장년층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러나 실제 노인가구나 1인가구, 한부모가구를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로 각
국의 상황을 판단할 필요도 있는데, 이 결과는 <표 2-3>에 나란히 제시
한 것을 참조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80% 수준
으로 매우 높다. 부부의 근로소득 격차가 크지 않아 2인소득자형의 가구
로 볼 수 있는 비중도 40%를 넘어선다. 이 중에서 노르웨이는 아직 1.5인
소득자형의 가구가 2.0형의 가구보다 많다. 한편 유럽대륙 국가들 중에서
프랑스는 두 명의 소득자가 있는 경우가 북유럽 국가들만큼 많지는 않지
만 1.5인소득자 가구보다 2인소득자 가구가 더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전
통적으로 프랑스가 젠더이슈에 있어서 다른 유럽대륙 국가들과는 달리
북유럽 국가들과의 유사성이 크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8)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전일제와 파트타임을 구분하는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7) 몇몇 나라들은 보다 최근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비교에
포함된 모든 나라가 자료를 제출한 가장 최근 시점은 2000년대 중반 자료, 즉
wave VI이다.
8) 노인가구와 1인가구를 포함하는 전체 데이터로는 북유럽 국가의 젠더레짐 특수성
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가구만을 분석함으로써 이런 특징들을
드러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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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각국의 가구소득자 유형 분포：2000년대 중반 기준

자료 : LIS wave VI(2005년 전후), 가구주연령 25～59세인 부부가구.

<표 2-3> 각국의 가구소득자 유형 분포：2000년대 중반 기준
스웨덴 덴마크

노르
프랑스 독일
웨이

네덜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영국
란드

미국

한국

1

13.5

18.0

14.2

15.0

8.7

11.2

12.2

12.0

14.4

11.9

12.6

8.2

2

12.7

12.9

16.2

12.8

15.1

18.4

9.1

7.8

12.1

15.8

15.3

16.0

3

7.5

7.4

7.6

8.3

7.2

5.0

6.8

6.3

7.1

8.3

11.5

10.6

4

7.3

8.4

8.9

12.7

12.6

14.4

24.1

19.8

22.4

13.0

17.1

31.6

5

2.9

4.5

2.4

6.4

3.9

6.2

9.6

9.2

8.7

9.3

5.5

6.0

6

32.0

24.7

27.8

17.9

22.7

23.2

8.9

11.8

7.6

16.5

17.6

11.1

7

24.1

24.2

22.9

27.0

29.8

21.7

29.4

33.0

27.7

25.2

20.5

16.5

1

41.0

47.8

36.3

35.9

22.1

24.1

27.2

28.6

28.1

26.8

28.6

14.4

2

37.2

32.1

40.6

30.3

39.7

40.7

20.1

18.9

23.4

37.0

34.3

28.5

3

4.6

4.2

5.1

5.6

5.2

4.2

4.0

4.9

5.6

5.8

5.3

2.9

4

14.3

12.1

15.9

24.1

30.7

26.9

42.9

40.4

37.2

23.5

28.6

49.2

5

2.9

3.8

2.1

4.1

2.4

4.2

5.9

7.3

5.8

6.8

3.3

5.0

주 : 1=2인소득자가구, 2=1.5인소득자가구, 3=여성외벌이, 4=남성외벌이, 5=소득자없음,
6=1인가구, 7=노인가구.
자료 : LIS wave VI(2005년 전후), set A=전가구, set B=가구주연령 25～59세 부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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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은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60%를 조금 넘는 수준, 즉 중간 정도 수준이면서 2인소득자 가구보다는
1.5인소득자 가구가 현저히 더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독일
과 네덜란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사례로
자주 인용되며, 이것이 주로 시간제 고용의 확대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
은 앞서 OECD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특히 스페인은 2인소득자 가구와 1.5인소득자 가구
를 합치면 1인소득자 가구보다는 많다. 그렇지만 1.5인소득자 가구가 2인
소득자 가구보다 많은 것은 아니어서 1.5인소득자 모델이라고 지칭하기
에도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 아직 남성생계부양자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다른 비교국가에 비해서 남성생계부양자형의 특징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존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2인소득자 가구보
다 1.5인소득자 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축에 드는 나라가 아니지만, 부부 가구의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파트타임 비율이 높을 수 있고, 무엇보다 근로시간에 관
계없이 저임금 비정규직에 있는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이 이런 결과를 낳는
요인이 아닐까 짐작하게 된다.9)
2인소득자 가구와 1.5인소득자 가구가 전체 부부가구에서 차지하는 비
중의 증가 추이를 1980년대부터 살펴본 것이 [그림 2-9]이다. 1.5인소득자
가구 비중을 실선으로, 2인소득자 가구 비중을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북
유럽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1.5인소득자 가구의 비중
은 크게 변함이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스웨덴과
노르웨이는 40% 내외, 덴마크는 30% 내외), 2인소득자 가구는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에서 2인소득자 가구의 비중은
1981년에 28%에서 2000년대에는 41%까지 증가하였고, 덴마크도 1987년
에 35.8%에서 2007년에는 50.3%까지 증가하였다. 노르웨이는 최근 다시
9) 우리나라는 추가적으로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분석하였는데, 이것보다 LIS
데이터(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했을 때 1.5인소득자 가구의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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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의 계속

자료 : LIS wave I～VIII, 가구주연령 25～59세인 부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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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감소를 보이기는 하지만 1979년에 20% 미만이었던 2인소득자 가
구가 2000년에는 40%까지 증가하였다. 노르웨이는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는 상대적으로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있고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높은 국
가로 알려져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성평등 정책과 여성의 고용
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 왔다.
유럽대륙 국가들은 대체로 2인소득자 가구와 1.5인소득자 가구가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데, 1.5인소득자 가구의 증가가 더욱 뚜렷하다. 네덜란드
는 1987년에 2인소득자 가구가 10%에서 2010년에는 28.2%까지 증가하였
는데, 1.5인소득자 가구는 더욱 크게 증가하여 1987년에 16.5%에서 2010
년에는 45%에 달하게 되었다. 독일은 2인소득자 가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별로 증가하지 않고 25% 내외에 머물고 있는 데 비해서 1.5인소
득자 가구는 1984년 29%에서 2010년 44%까지 증가하였다. 프랑스는
다른 두 유럽대륙 국가와는 달리 2인소득자 가구가 더 많다는 차이점이
있다.
남유럽 국가들은 2000년 이후만 분석이 가능하여 추세의 변화를 살펴
보기 어렵다. 영국과 미국은 모두 1.5인소득자 가구가 2인소득자 가구보
다 많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2인소득자 가구의 증가 추세가 더 가
팔라서 그 격차가 좁아졌다. 2000년 이후에는 2인소득자 가구가 증가하는
추이가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변화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KLIPS를 이용하였는데, 1.5인소득자 가구의 증가가 2인소득자 가구의 증
가보다 빠른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북유럽 국가들은 관찰기간 동안 1.5인소득자형이었던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2인소득자 가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1.5인소
득자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더욱 분명하게 2인소득자
형의 젠더레짐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유럽대륙 국가들은 1.5
인소득자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금도 1.5인소득자 가구의 증가세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유형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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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층화된 소득자모델
이 글은 일가족양립정책에 따른 가구소득자모델의 변화를 소득분배(또
는 계층) 관점에서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어떤 소득계층의 여성들이
어떤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가는 소득불평등 관점에서 중요
한 함의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활
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두 가지 사회정책적 함의를 내포하는 것
이다. 첫째,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낮아서 일을 해도 가
구소득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저소득층에 있어서 일가족양립의 문제는 시간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시장의 일자리의 질이나 임금수준의 문제라는 것이다. 흔히 일가족양립
이 어려운 현실을 근로시간 단축 문제나 시간제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
는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접근 방식이 놓치고 있는 부분
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가족양립의 문제를 계층별로 달리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이 고소득층보다 활발하다면 이것은
가구소득의 평준화 효과를 갖는다. 국가가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쳐야 할 사회적 압력이 적어진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선진국에서는 시장
소득이 높은 고학력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저학력여성보다 활발한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경향은 가구단위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다양한 재분배정책으로 가처분소득의 격차를 줄여나가
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OECD 선진국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그림 2-10]은 1.5인소득자 가구 중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소득계층은 노인가구와 1인가구를 포함하는 전 가구를 대
상으로 계산하였으며,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정
의하였다. 1.5인소득자 가구가 저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은 북유럽 국가들과
영국에서 낮고 그 외 국가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네덜란드와 독일에
서 1.5인소득자 가구가 빠르게 증가한 시기에 이 가구들의 저소득층 비율
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같은 시기 동안 빈곤층 비율이 높은 노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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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1.5인소득자 가구 중 저소득층의 비율

자료 : LIS wave I～VIII, 가구주연령 25～59세인 부부가구.

나 1인가구가 증가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5인소득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율이 늘어난 것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대목이다. 여성들이 저임금 일
자리에 대거 진입하였으나 가구소득계층상으로는 나아진 것이 없다는 해
석이 가능하다.
[그림 2-11]은 어떤 소득계층 여성들이 먼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지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려는 그래프이다. 여성의 소득이 포함된 가구소득을
가지고 계층을 먼저 나누면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남편 소
득만을 가지고 소득 상위 50%와 하위 50% 집단을 나누었다. 그리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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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남편 소득수준별 아내의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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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의 계속

자료 : LIS wave I～VIII, 가구주연령 25～59세인 부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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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 아내의 고용률을 시기별로 표시하였다. 스웨덴, 덴마크,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편소득 상위 50% 가구의 아내 고용률이 하위 50%
아내 고용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르웨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
인 등 여러 나라에서 남편 소득수준별 아내의 고용률 격차가 커지고 있
고, 독일이나 그리스, 미국 등에서는 소득 하위층 여성의 고용률이 더 높
다가 그 비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 확대에 따라 가구단위 소득불평등에 대응하는 재분배정책이 필
요하다고 보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에스핑 안데르센, 2014). 유일하게 우
리나라만 하위소득계층의 아내들의 고용률이 상위소득계층에 비해서 현
저히 높은 상태인데, 그 격차는 점차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5절 요약 및 함의

이 글은 일가족양립정책이 지난 30년 동안 적극적 복지국가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기조와 맞물려 복지국가의 핵심적 사회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성격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일가족양립정책은 보육(돌봄)서
비스 확대, 부모휴가 확대,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창출(또는 근로시간단
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정책적 조합을 사용하였는지는 나라마
다 다르지만, 다른 소득보장제도들이 축소되거나 정체되는 시기에 이들
정책에 대한 사회지출이 대폭적으로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정책들의 효과는 여성을 노동시장에 여하히 통합시키는 데 성공
하였는지를 보고 가늠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보자면 여성고용
률의 증가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
다. 어떤 일자리인지, 어떤 노동시장 통합인지가 중요하다. 주변적 노동시
장에 저임금 일자리로 일하게 되는 것이 일가족양립이라는 가치에 어떤
긍정적인 함의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1.5인소득자형의 가구소득
모델이 확산되었다면, 이것은 여성들이 임금노동과 가족돌봄노동 양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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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참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성평등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는 거리
가 멀다. 단지 저평가된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게 된 것뿐이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남성과 동등한 지위로 통합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1.5인소
득자 모델이 아니라 2인소득자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당연하다.
각국이 일가족양립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 결과로 나타난 젠더레짐
전환의 성과에는 차이가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관찰기간 동안 1.5인소득
자형이었던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2인소득자 가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1.5인소득자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더욱 분명
하게 2인소득자형의 젠더레짐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유럽대륙
국가들은 1.5인소득자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금도 1.5인소득자 가구의
증가세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유형을 따라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간주되는 덴마크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취약계층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서비스업
종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을 뿐 아니라 제조업 노조와의 통합성이 높다
는 점 때문에, 덴마크의 노동조합은 임금교섭과 고용보호를 넘어서는 영
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외부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
해 왔다. 서비스업 종사자와 소위 외부자(outsiders)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경우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가 성평등적인 노동시장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대륙 국가들은 1.5인소득자 모델에 가까우며, 최근까지도 1.5인소
득자 가구의 증가세가 더 강하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최근 20여 년
동안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결국 1.5인소득자형의 젠더레짐
에 도달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게다가 이들 두 국가에서 1.5인소득자 가구
는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인 소득수준이 하락하였다. 이 점을 보더라도 여
성을 일단 노동시장에 밀어 넣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소득수준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는 재
분배정책과 관련해서도 함의가 크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
덴마크,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편 소득이 높은 가구의 아내 고용
률이 저소득층 여성의 고용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진국에서 여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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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가구단위 소득불평등에 대응하는 재분배정
책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
국과는 달리 아직까지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더 높은 편이다.
국가의 사회보장 기능에 대한 기대가 낮다 보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여성은 고학력 고소
득층이 될 수밖에 없고, 적극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 재분배정책의 필
요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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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LIS 데이터 각 wave의 연도
Wave I Wave II Wave Ⅲ Wave Ⅳ Wave Ⅴ Wave Ⅵ Wave Ⅶ Wave Ⅷ
around around around around around around around around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2007
2010
스웨덴

1981

덴마크

1987

1992

1995

2000

2005

1987

1992

1995

2000

2004

2007

2010

2007

2010

노르웨이

1979

1986

1991

1995

2000

2004

프랑스

1978

1984

1989

1994

2000

2005

독일

1981

1984

1989

1994

2000

2004

2007

2010

1987

1990

1993

1999

2004

2007

2010

1995

2000

2004

2007

2010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1986

1991

1995

2000

2004

2008

2010

스페인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2007

2010

영국

1979

1986

1991

1995

1999

2004

2007

2010

미국

1979

1986

1991

1994

2000

2004

2007

2010

한국

2006

자료 : 한국노동패널은 3차(2000년), 7차(2004), 10차(2007), 13차(2010)년도 소득을 사용하
여, 각각 wave Ⅴ～Ⅷ에 대응시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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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 행위에 대한 구조적 분석

제1절 서 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여성고용률
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여성고용
률 제고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몇 가지 면에서 학문적 및 정책적 중요성
을 갖는다. 첫째, 여성고용률 증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저성장 및 연금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완화시키
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낮은 고용률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의
결과라면 여성고용률 제고는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직접적으로 시정함으
로써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남성의 고용률은 이미 70% 이상으로 적어도 OECD 국가들
의 평균 이상이라는 면을 고려하면, ‘고용률 70%’라는 현 정부의 정책 목
표는 여성고용률 제고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흔히 여성고용률 및 노동공급의 저해요인으로 기혼여성의 육아부담을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안 모색도 주로 일과 양육 병행을 위한 지원시
스템의 마련이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류연규(2005)는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하여 아동양육지원 제도가 아동의 출산․양육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출산율을 높인다고 하였다. 윤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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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부모휴가와 공공보육서비스가 여성
의 임금과 전일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여성의 임금수준 향상과 전일제 고용의 확대로 이어짐을
발견하였다. 한편 권승(2012)은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이 여전히
여성의 직장선택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 보였으며, 장지연(2011)은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그 사회화 방식
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지연(2011)은 돌봄에 대한 현금
지급(돌봄 보상)은 재가족화(현금지원만 받고 가족이 직접 돌봄)를 초래
하여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현물지급(돌봄서비
스)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최성은(2011) 역시
직접적인 현금지급방식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저해한다고 하였다.10)
한편 류연규․백승호(2013)는 LIS(Luxemburg Income Study) 국가 자료
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 이용률과 여성의 근로소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 상관관계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면을 강조한 연구로서 최효미(2013)는 지역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
설치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여성 취업률은 높아지는데, 그 효과는 민
간어린이집 설치율보다 양육서비스의 질이 더 좋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율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윤자영(2010)은 통계
청의 1999년도 시간생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모(mother)의 시간의 기회
비용이 시장노동과 비시장 노동(직접돌봄/가사노동/여가) 사이의 시간 배
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네 종류의 시간배분 변수들(시
장노동/직접돌봄/가사노동/여가)을 종속변수로 하고 SUR모형을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 보육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시장노동시간의 감소와 동시
에 모든 형태의 비시장 노동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직접
돌봄시간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p.47, 표 7).11) 이상을 정리해 보
면 기존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돌봄의 사회화(혹은 노동시장화)를 통하
10) 자녀보육에 대한 직접적 현금지급이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현상은 소득효과로
이해될 수 있다.
11) 모의 시간배분 문제와 관련된 외국 문헌들, 특히 직접돌봄시간을 다른 형태의 비
시장 시간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들로는 윤자영(2010)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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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mother)에 의한 직접양육을 대신할 수 있을 때) 기혼여성의 노동
공급 및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고용률 내지 노동력 제고 방안을 논의할 때마다 제기되는
하나의 걸림돌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율의 하락을 가져와 장기
적으로 노동력 확충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인구학 분야에
서는 이러한 모의 역할과 근로자로서의 역할 사이의 상충관계로 말미암
아 후기 산업사회로 올수록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출산율은 영(0)에 수렴할 것이라는 예측을 만들어 냈다. 동태적인 관점에
서 보았을 때, 특정 정책을 통하여 (예를 들어 자녀 돌봄 노동의 노동시장
화) 여성고용률을 일시적으로 증대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출
산율이 하락한다면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처럼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노동공급 행위는 출산행위와 함께 동시에
다루어야 할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믿음과는 달리 Ahn and Mira(2002), Castles
(2003) 등 인구학 분야에서의 일련의 최근 연구들은 출산율과 여성노동시
장 참가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과거의 음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는 양의 관계로 바뀌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과 노동공급 행위
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반복적인 발견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노동공급 행위는 출
산 행위와 함께 이해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며,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자
녀 돌봄 시장의 발달이 여성 노동공급을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과연 자녀
돌봄 시장의 발달이 여성의 노동공급 촉진을 통하여 출산율을 하락시킬
것인가? 아니면 동 요인이 출산율도 함께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정책적으로는 물론 학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출산율과 여성노동참가율 사이의 관계가 과거의 음에
서 상대적으로 최근 양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는 인구학 분야에
서의 발견에 대해 하나의 경제학적인 설명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의 직접양육과 노동시장을 통한 간접양육
사이의 대체성이 기혼여성의 고용률 및 출산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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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가구효용 최적화 문제를 통하여 구조적으로, 그리고 수량적으로 설
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
된다. 첫째, 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출산과 자녀양육을 외생변수로 간주하
고 이 변수들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데에 비해, 본고에서는 출산과
양육, 그리고 노동공급을 가구의 효용극대화 틀 속에서 내생적으로 결정
되게 하고, 그 결정과정에 직접양육과 간접양육 사이의 대체성이 노동공
급과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둘째, 첫째 논거와 밀접
히 관련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양육과 노동공급 사이의 관계에 대해 축
약식을 상정하지 않고 생애주기모형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연구들은 자녀 돌봄 서비스의 사회화(노동시장화)
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그 노동공급의 증가 효과가 직접양육과 간접양육 사이의 대체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허용한다. 본고의 가구 최적화 문제에서도 비록 예산 제
약식에 의해 직접양육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나아가 가구소비에 간접
적으로 부(-)의 영향을 주지만, 직접양육 자체가 자녀 양육함수 상에서
가구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모형에 근거
하여 분석함으로써 본고에서는 직접양육과 간접양육 사이의 대체성이 기
혼여성의 출산 및 노동공급 행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수량적으로
평가한다. 넷째, 여성고용률 결정과정을 생애주기 모형에 근거하여 코호
트별로 분석함으로써 시계열 상 혹은 횡단면 상 비교과정에서 자칫 간과
될 수 있는 (따라서 분석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출산 및 노동공급 행
위의 코호트 간 변화과정을 명시적으로 분석에 포함시킨다. 차후 분석에
서 소개되듯이 한국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및 출산관련 행위는 코호트를
거치면서 (특히 1970년대생에 이르러)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이 변
화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고용 및 출산정책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고 판단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여성 고용 규모 및 추세와 관
련된 다양한 실증적 사실들을 보고한다. 이 실증분석은 본고의 목적 달성
을 위해 매우 주요한 단계이다. 본고의 궁극적 목적이 직접양육과 간접양
육 사이의 대체성이 노동공급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을 이용하여

50

적극적 복지국가와 여성노동

수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는 설정된 모형의 현실설명
력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 설명력이 강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의 노동공급 및 출산행위와 관련된 사실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
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모형구축과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얻은 교훈들로는 ① 한국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추세라
기보다는 그 낮은 수준에 있으며 ② 논의의 초점은 전체 여성보다는 핵심
연령층에 있어서의 기혼여성 집단에 두어야 하며 ③ 여성의 노동공급 행
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용부문을 임금과 비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노동공급과 출산관련 행위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며,
코호트 간 행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절에서는 기혼여성의 생애주기상 노동공급행위에 대한 구조적 모형
을 설정한다. Park(2014)의 모형을 차용하되 한국 실정에 맞게 노동시장
전체를 임금 부문과 자영업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제4절에서는 모형의 캘
리브레이션을 위해 필요한 임금함수와 임금 프로세스를 한국노동패널자
료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제5절에서는 모형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다양
한 모수값들을 결정하며, 제6절에서는 캘리브레이트된 모형을 이용하여
제2절에서 발견된 다양한 실증적 사실들을 설명하면서 본고에서 채택한
모형의 현실설명력을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는 본고의 궁극적 목적으로
서 직접양육과 간접양육 사이의 대체성 증가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행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모형을 이용하여 수량적으로 설명한
다. 모형 분석 결과, 모에 의한 직접양육과 노동시장을 통한 간접양육 사
이의 대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서는 대체성의 추가적인 상승은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율을 감소시키면서 노동공급만을 늘리는 선택
을 하게 한다. 그러나 돌봄노동의 시장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달하여 대
체성이 이미 커진 단계에서 추가적인 대체성의 상승은 기혼여성으로 하
여금 노동공급과 출산을 동시에 늘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본고의 분석은
최근 인구학 분야에서 발견된 중요한 실증적 사실, 즉 과거에는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과 출산율의 횡단면적 상관관계(국가 간 비교)가 음이었
던 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양으로 바뀌어 온 사실에 대한 구조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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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고 있다.
제7절에서는 제6절에서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총고용률의 시계열 변
화 과정을 설명한다. 총고용률은 코호트별 고용률의 가중합으로 표현되므
로 제7절의 분석결과는 제6절의 분석결과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비록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코호트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총고용률의 시계열자료를 모형으로 도출해 내는 데에는 많
은 제약요인들이 있었으나, 특정 모수값의 변화가 총고용률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수량적으로 평가해 본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마
지막으로 제8절은 본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한다.

제2절 여성고용률에 대한 실증적 발견

1. 장기 시계열 추세
[그림 3-1]은 1963～2013년 기간에 대해 고용률을 전체 및 남녀별로 그
리고 있다. 우선 남성고용률은 반세기 전인 1960년대 초 이래로 특별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60년대 초 71～72%대에서 시작했던 남성고
용률은 그 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70～71% 정도를 유지하
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여성고용률의 경우 1963년 33% 정도였던 것이 그
후 1980년대 초의 경기후퇴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하여 1997년
48.6%로서 정점을 기록하다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략 48% 정도에서 정
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고용률의 장기추세 패턴에 맞추어
총고용률도 1963년의 52%에서 외환위기 직전의 60.9%로 미약하게나마
전반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해 오다가 그 후 일시적 하락시기를 제외하고
는 대략 59～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 고용률의
추세적 정체현상의 이면에는 여성고용률의 추세적 정체현상이 역할을 하
는 것처럼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볼 때 고용률은 박근혜 정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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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총고용률 및 남녀별 고용률의 추세

고용률

남성고용률

여성고용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책 목표인 70%를 훨씬 밑돌고 있으며, 이는 일차적으로 여성고용률이 절
대적 및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고용률은 앞서 언
급하였듯이 이미 70%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상태이며,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 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고용률 70%라는 정책 목표는 일차
적으로 여성고용률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여성고용률과 관련된 한국노동시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
한 방편들 중의 하나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에 [그림 3-2]
에서는 여성고용률을 한국과 미국 사이에 비교하고 있다. 삼각형을 연결
한 실선은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여성고용률을, 엑스(× ) 표시
를 연결한 실선은 핵심연령계층(25～64세)에서의 한국여성고용률을, 마
름모꼴을 연결한 실선은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여성고용률
을, 마지막으로 네모꼴을 연결한 실선은 핵심연령계층(25～64세)에서의
미국여성고용률을 나타낸다. 그림을 보면 두 나라의 시계열 패턴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연령의 제약 여부를 불문하고 미국의 여성고용률은 표
본기간 내에서 계속 증가해 오다가 2000년을 전후로 점점 감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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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 반면 한국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때 외
환위기 이후 고용률이 특별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핵
심연령층에 한정할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고용사정이 악화되
어 온 추세로 설명될 수 있다.
여성고용률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 보다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할 이슈는 고용률 수준이다.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시
점에서도 미국의 고용률은 한국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그 격차는
특히 핵심연령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비록 최근의 금융
위기 이후 그 격차는 빠른 속도로 작아졌지만, 금융위기 직전만 해도 약
12%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과거 4～5년 기간의 두
나라 사이의 고용률 격차가 줄어든 것은 미국과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이
[그림 3-2] 한국과 미국 사이의 여성고용률 비교

주 : 미국은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March Supplement, 한국은 경제활동인
구조사를 이용하여 저자들이 직접 계산함.

12) 한국과의 비교 목적상 미국의 표본기간을 본 연구에서는 1985년부터 제시하였으
나, 미국의 여성고용률(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000
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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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의 충격을 크게 받지 않았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의 두 국가 사이의 고용률 격차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은 장기 추세라기보다는 경기적인 성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사실들
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한국에 있어서의 여성고용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추세라기보다는 그 낮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핵심연령계층에서의 문제
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핵심연령층을 대상으로 한국
여성의 고용률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핵심연령계층에서 한국 여성의 고용률이 유난
히 낮은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기간 동안 고용률이 비록 더디게
나마 최근까지도 추세적으로 증가해 온 원인을 동시에 찾고자 한다. 후자
에 대한 원인규명도 효과적인 여성고용률 제고 방안 수립에 도움을 줄 것
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초기단계의 분석으로서 우선 1985년부터 2013
년 기간 핵심연령층에서의 여성고용률의 증가분을 다양한 인구․경제학
적 집단들의 구성의 변화에 의한 부분과 각 집단의 고용률 변화에 의한
기여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가 고용률의 단기적 변동성에 의
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본기간 내의 (핵심연령층에
있어서의) 고용률 변화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선 첫 5년과 마지막 5년
의 평균값들을 사용하였다. 즉 1985년부터 1989년까지의 평균 고용률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 고용률을 계산한 다음 두 수치 사이의 차
이를 계산하고 그 고용률 변화를 다음의 식에 따라 분해하여 보았다. 우
선  시점에서의 총고용률은 그 시점에서의 세부 그룹별 고용률(   )을
각 세부 그룹의 고용비중(   )으로 가중 평균함으로써 계산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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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점과  시점 사이의 고용률의 차이는 각 세부 그룹들의 비중 변
화에 의한 기여도(구성의 변화 효과)와 해당 그룹들의 고용률 변화에 의
한 기여도(고용률 변화 효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두 효과는
각각 고용률과 고용비중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한편 등식 (1)에서 구성의
변화 효과와 고용률 변화의 효과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각각  시점에서의
고용률과  시점에서의 고용비중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의
강건성을 위하여 등식 (2)에서는 시간 색인(time index) 시점을 바꾸어
두 효과를 재계산하고 있다.
<표 3-1>에서는 각 인구․경제학적 집단 구분하에서 세부 그룹별 고
<표 3-1> 세부 그룹별 고용률 변화가 총고용률 변화에 기여하는 정도
고용률 (a) 고용률 (b) 고용률 변화
(1985～89) (2009～2013)
(b)-(a)
전체

기여도
(%)

0.500

0.585

0.085

(1) 25～34세

0.422

0.601

0.179

66.6

(2) 35～44세

0.573

0.590

0.017

7.4

(3) 45～54세

0.590

0.634

0.044

17.9

(4) 55～64세

0.445

0.485

0.040

11.2

연령

소계

103.1

종사상 지위
(1) 상용직

0.060

0.228

0.168

196.2

(2) 임시, 일용직

0.141

0.204

0.063

74.2

(3) 자영업

0.131

0.091

-0.040

-45.9

(4) 무급가족종사자

0.168

0.073

-0.095

-111.4

소계

113.1

혼인상태
(1) 미혼

0.721

0.768

0.047

7.7

(2) 기혼

0.477

0.545

0.068

61.1

(3) 별거, 이혼, 배우자 사망

0.567

0.645

0.078

8.8

소계
주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저자들이 계산함.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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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률 변화가 전체 고용률 변화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나타낸다. 제1열의
수치들은 표본기간 초기에서의 고용률을, 제2열의 수치들은 후기에서의
고용률을, 제3열의 수치들은 고용률 증가분을, 그리고 마지막 열의 수치
들은 각 세부 집단의 고용률 변화가 총고용률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를 각
집단의 인구비중을 고려하여 나타내고 있다. 우선 <표 3-1>의 각 소계에
서 알 수 있듯이 표본기간 고용률 증가의 대부분은 고용률 변화 효과가
설명하고 있다. 연령, 종사상 지위, 그리고 혼인상태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고용률 변화 효과는 각각 103.1%, 113.1%, 그리고 77.6%로 나타났다.
이는 동 기간 총고용률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세부 집단 간 구성의 변
화 효과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즉 표본기간 여성 총고용
률의 변화는 단순한 인구구성의 변화가 아니라 여성의 (노동공급 관련)
행위 변화에 의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보고의 간결성을 위하여 생략하
였지만 등식 (2)에 따라 색인 시점을 바꾼 후 구성의 변화 효과와 고용률
변화 효과를 재계산하여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표 3-1>과 [그림 3-3]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률 변화와 그 기여
도에 있어서의 세부 그룹 간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선
고용률 변화의 차이를 연령별로 보면 25～34세,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
용직 집단의 고용률 증가가 두드러진다. 특히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
자 집단의 고용률은 표본기간에 감소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별거, 이혼,
배우자 사망의 집단(기타 집단)에서 고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혼여성 집단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총고용률 증가에
각 세부 집단의 고용률 증가가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집
단의 고용률 변화에 해당집단의 고용비중을 곱하여 기여도를 계산해 보
면(마지막 열), 연령그룹에서는 25～34세 그룹, 종사상 지위 면에서는 상
용직 집단, 그리고 혼인 상태별로 볼 때는 기혼여성 집단의 기여도가 압
도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령그룹별 세부 그룹 간 기여도의
차이는 바로 코호트 효과를 반영하므로 향후 분석 역시 코호트별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혼인 상태별로 볼 때 기혼여성 집단의
기여도는 다른 집단의 기여도를 압도하여, 향후 분석의 초점을 기혼여성
의 행위에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종사상 지위에서의 큰 차이는

제3장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 행위에 대한 구조적 분석

[그림 3-3] 세부 그룹별 고용률 변화
(1) 연령

(2) 종사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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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상태

주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저자들이 계산함.

추후 분석 시 전체 노동시장을 임금 부문과 자영업 부문(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을 구분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표본기간 자영업 집단의 기여도
는 음으로 나타나 동 기간 여성고용률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이하의 연구에서는 핵심연령층에서
의 기혼여성 고용률 결정요인을 코호트별로 분석하며 그 과정에서 총고
용을 임금 부문과 자영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요약 1 : 여성의 총고용률이 외환위기 이후 정체현상을 보여 온 것과 달
리 핵심연령층(25～64세)의 고용률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핵심연령층의 고용률 증가추세는 주로 기혼여성 집단의
고용률 증가추세로 설명된다. 여성고용률과 관련된 한국노동시장의 문제
는 추세라기보다는 (핵심연령층의) 낮은 고용률 수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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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호트별 생애노동공급13)
본 연구에서의 코호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980년대생은 1980년
부터 1989년까지 출생한 여성들, 1970년대생은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출생한 여성들, 그리고 그 외의 코호트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정의된다.
우선 [그림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40년대생부터 1960년대생까지 특
정 코호트는 바로 직전의 코호트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생애 모든 연령
대에서 노동공급을 비슷하게 하거나 더 많이 한다. 하지만 1970년대생에
[그림 3-4] 핵심연령층 기혼여성의 코호트별 생애노동공급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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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생

0.5

1950년대생
1960년대생

0.4

1970년대생
1980년대생

0.3
0.2
25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 58 61 64

주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저자들이 계산함.

13) 기존의 많은 거시노동시장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용률(per capita employment)을 노동공급(labor supply)의 측정치로 사
용한다. 첫째, 본 연구를 포함하여 여성의 생애노동공급의 행태에 대한 구조적 모
델(structural model)을 사용하는 연구들에서는 여성들이 시장(paid market)과 비
시장(non-market)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를 채택하며 시장 부문 채택의 유인
으로 임금을 사용하기 때문이다(Attanasio et al.(2008)에 소개된 연구들 참조).
둘째,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실업과 비경제활동 상태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예를 들면, Clark and Summers(1982)와 Gönül(1992)).
셋째, 공식 통계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추세 변화에 있어서 매우 유
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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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 생애노동공급 패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70
년대생은 1960년대생과 비교하여 20대에는 노동공급을 더 많이 하였으나
약 30세부터 40대 초중반까지 더 적게 하였다.14)
한편 [그림 3-5]와 [그림 3-6]에서 핵심연령층 기혼여성의 생애노동공
급 행태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관찰해 본 결과 코호트 간 차이는 더
욱 현저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선 [그림 3-5]에서 볼 수 있듯이 임
금 부문 전체를 놓고 볼 때 코호트별 생애노동공급곡선은 전반적으로 종
모양을 유지하며 최근 코호트로 옮겨옴에 따라 수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금 부문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두 집단으로 나
누어 보면, 상용직에서는 코호트 간 생애노동공급곡선이 수직으로 증가
하는 패턴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임시․일용직 부문에서는 1970,
1980년대생들은 1960년대생과 비교하여 대략 20대 말부터 노동공급을
더 적게 해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임금 부문 전체를 놓고 볼
때 생애노동공급곡선이 최근 코호트로 옴에 따라 수직으로 상승해 온 것
은 주로 상용직 부문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정확
하게는 2011년 이래)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총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상용직의 비중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점을 고려
하면 상용직 부문에서의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고 판단
된다.
한편 [그림 3-6]을 보면 (임금 부문에서의 변화와는 달리) 비임금 부문
에서의 핵심연령층 기혼여성의 생애노동공급곡선은 종 모양을 전반적으
로 유지하며 최근 코호트로 옮겨옴에 따라 수직으로 하락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비임금 부문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세분하여 볼 때,
생애노동공급곡선의 수직적 하락현상은 무급가족종사자 집단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그림 3-2]에서 엑스(× ) 표시를 연결한 실선에 나타나 있듯
이, 핵심연령층에 있어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내지 고용률)이 표본기간
14) 20대에서의 노동공급량은 1980년대생에 이르러서는 더욱 증가하였으나, 생애주
기상 관찰기간이 너무 짧아 1980년대생의 30세 이후의 노동공급행위는 아직 관찰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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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핵심연령층 기혼여성의 임금 부문에서의 코호트별 생애노동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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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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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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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저자들이 계산함.

[그림 3-6] 핵심연령층 기혼여성의 비임금 섹터에서의 코호트별 생애노동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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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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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급가족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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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저자들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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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세적으로 증가해 온 것은 주로 임금 부문에서 그것도 상용직 부문에
서 생애노동공급이 최근 코호트로 옮겨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
기 때문이다. 이는 적어도 장기적 추세라는 면에서 볼 때, 특히 여성고용
의 질을 고려해 볼 때는 심각한 이슈가 아님을 시사한다. 앞서 논의하였
듯이 여성고용 내지 노동공급상의 보다 큰 문제는 (외국과 비교하여) 그
규모 자체가 작다는 데에 있다.
요약 2 : 핵심연령층(25～64세)에서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추세적으로
증가해 온 것은 임금 부문, 특히 상용직 부문에서 생애노동공급(내지 고
용률)이 생애 어느 단계에서도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증가해 온 사실로
설명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임금 부문(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
에서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생애주기 어느 단계에서도 노동공급(내지
고용률)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코호트 간 비임금 부문의 고
용감소를 임금 부문의 고용증가가 대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부문
을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생애노동공급곡선은 전체적으로 종 모양
을 유지하며 1960년대생까지는 수직적으로 상승 내지 유지해 오다가
1970년대생에 이르러서는 대략 생애주기 30세부터 40세까지는 이전 코호
트(1960년대생이나 1950년대생)와 비교하여 노동공급을 크게 줄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30대는 여성의 핵심 가임기간임을 고려할 때 결국 1970년
대생에 이르러 이상적인 생애노동공급 행태가 나타난 것은 출산 후 노동
공급 행위의 변화로 설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출산과 노동공급
핵심연령계층에서의 기혼여성 전체를 놓고 볼 때, 1970년대생에 이르
러 생애노동공급이 가임기간의 한 가운데인 20대 말부터 40대 초 사이에
그 이전 코호트인 1960년대생과 비교하여 더 적다는 사실은 출산을 전후
로 한 노동공급 행위의 동태적 변화과정에 있어서 코호트 간 변화가 일어
났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종사상 지위별로 볼 때 노동
시장으로부터의 퇴출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임금 부문에
서는 물론 여성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시․일용직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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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러한 현상은 매우 강하게 관찰되었다. 반대로 경력단절에 따른 기회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상용직 부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
사실 출산과 자녀 양육은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 다루어져 왔다. 보다 직접적으로 [그림 3-7]에서는 첫 출산 후 여성
노동공급의 동태적 변화과정을 생애노동공급 행위에 있어서 가장 큰 변
화를 보이고 있는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에 대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를 이용하여 직접 도출하여 보았다.15)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마다 전
인구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본 계산에 사용된 표본은 2% 표
본이다. 우선 이 조사는 가구원과 가구주택 조사로 나뉘어 있는데 본 계
산에는 가구원 조사를 사용하였다. 변수로는 조사 시점의 가구 일련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나이, 성별, 경제활동상태(취업, 미취업), 종사상 지위,
혼인상태, 총 출생아 수를 사용하였다. 출산을 전후로 노동공급의 동태적
변화과정을 보다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 여성들의 노동공
급 상태를 알아야 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출산 전의 노동공급의 행태는
추정할 수 없었다. 우선, 본 계산을 위해서는 자녀를 낳은 경험이 있는 기
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여성별로 가구 내 첫째 자녀의 나이를
가구주와의 관계와 가구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매치한 후 계산한 다음 현
재 여성이 첫 자녀를 낳은 후 몇 년이 경과하였는지를 계산하였다. 다음
단계로 이를 코호트별로 구분한 다음 [그림 3-7]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 상대임금의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
화, 제도의 정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과거로부터 최근 코호트로 올
수록 가임기간에서조차도 노동공급(고용률)이 증가해 온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7-(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1970년대생은 1960
년대생과 비교하여 첫 자녀를 낳고 약 10년이 경과하기까지는 노동공급
을 적게 함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7-(2)] 및 [그림 3-7-(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패턴은 주로 비임금 부문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나지
만, 임금 부문에서도 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행태가 관찰된다. 즉 임금
15) 지금까지 여성의 노동공급(고용률)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였던 경제활동인구조사
에는 출산과 관련된 변수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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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첫 자녀 출산 후 여성 노동공급의 동태적 변화과정
(1) 전체

(2) 임금 부문

(3) 비임금 부문

주 :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하여 저자들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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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도 1970년대생은 1960년대생과 비교하여 첫 자녀 출산 후 약 10
년 동안 노동공급을 그다지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6)
[그림 3-8]은 [그림 3-7]과 사실상 같지만 형식을 바꾸어 재도식하고
있다. 우선 코호트별 생애노동공급을 첫 자녀의 연령의 함수로 나타냄에
있어서 매 연령마다 그리지 않고 5세 그룹별로 묶어서 도식화하고 있다.
이는 차후 모형 캘리브레이션에 필요한 정보로 이용될 것이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모든 부문을 통괄하여 볼 때 1970년대생은 첫 출산 자녀가 10～
14세 그룹에 속하기까지는 1960년대생에 비해 더 적은 노동을 공급하며
그 이후는 더 많은 노동을 공급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그림 3-8-(2)]와
[그림 3-8-(3)]은 [그림 3-7-(2)]와 [그림 3-7-(3)]을 단순한 형태로 재도
식하고 있다.
<표 3-2>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코호트별 첫 자
녀 출산연령의 평균 및 중위값을 나타낸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서
[그림 3-7]에서 사용한 방법대로 각 가구에서 첫째 자녀의 연령을 계산
한 후 어머니의 현재 연령에서 첫 자녀의 연령을 뺀 값을 계산한다. 1950
년대생부터 1970년대생에 이르기까지 첫 자녀 출산연령의 평균값과 중위
값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출산을 지연시켜 왔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3-3>에 나타난 코호트별 기혼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의 분포를 보면, 1970년대생에 이르러 이른 나이에 첫 자녀를 출
산하는 여성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
에 첫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했음을 관찰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1950년대생이나 1960년대생에 비하여 1970년대생들의 35
세 이상에 첫 자녀를 낳는 비율은 약 2.5배 증가하였다.
생애 동안 낳은 자녀 수의 코호트 간 비교는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놀
16) [그림 3-5]에서 관찰된 코호트 간 차이는 여성이 생애 동안 낳는 자녀의 수나 둘
째 자녀부터의 출산 시점에 있어서의 코호트 간 차이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주어진 데이터는 패널 데이터가 아님으로 인하여 생애합계출산 수나 출산 시
점을 추적할 수 없었다. 이에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자
료로 생애자녀출산 수를 코호트 간 통제한 후 [그림 3-5]를 재구성하여 보았다.
그 결과, 비록 노동공급의 양이 모든 코호트들에 있어서 인구주택총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림 3-5]에 나타난 코호트별 노동공급의 동태적
변화 패턴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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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첫 자녀 출산 후 여성 노동공급의 동태적 변화과정：연령그룹별 재도식
(1) 전체

(2) 임금 부문

(3) 비임금 부문

주 :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하여 저자들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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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코호트별 첫 출산 연령
평균

중위

1950년대생

25.07

25

1960년대생

26.07

26

1970년대생

27.40

27

주 : 인구주택총조사 1995, 2000, 2005, 2010년 데이터로 저자들이 직접 계산.

<표 3-3> 코호트별 기혼여성의 첫 출산 연령별 분포
출산경험 없음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1950년대생

0.0437

0.4475

0.4266

0.0681

0.0142

1960년대생

0.0312

0.5060

0.3637

0.0839

0.0151

1970년대생

0.0076

0.2644

0.4906

0.1973

0.0401

주 : 인구주택총조사 1995, 2000, 2005, 2010년 데이터로 저자들이 직접 계산.

랍다. 우선 <표 3-3>의 제1열에서 보았듯이 기혼여성들 중 평생 동안 자
녀를 낳지 않는 여성의 비중은 1970년대생에 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
다. 이를 반영하듯 <표 3-4>의 수치들을 보면 기혼여성 집단 내에서 평
생 동안 낳은 자녀의 수는 1950년대생의 1.96명에서17) 1960년대생에 이
르러서는 1.94명으로 약간 줄어들었으나, 1970년대생에 이르러서는 오히
려 2.12명으로 늘어났다. 이 발견은 (코호트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 합
계출산율이 시계열 상에서 꾸준하게 감소하여 왔다는 점과 대비시켜 보
면 매우 흥미롭다. 15세 이상의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면서도 기혼여성 집단 내에서는 평생18) 출산한 자녀 수가 1970년
대생에 와서 증가하였다는 것은 미혼으로 인한 출산 감소가 1970년대생
에 이르러 상당히 심각해졌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1970년대생 역시 합
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기여했다면 그것은 미혼을 통해서이지 일단
결혼을 하면 그 이전 코호트보다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해 온 조혼인율(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당해 연도 혼인
17) <표 3-4>의 각주에서 설명하였듯이 1950년대생에 대한 수치는 다른 코호트들에
대한 수치들과 엄밀한 비교가 어렵다.
18) 35～40세까지 출산한 자녀 수를 나타낸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49세까지 출
산한 자녀 수를 1960년대 코호트와 1970년대 코호트 사이에 비교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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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기혼여성 집단 내에서 코호트별 생애 동안 낳은 자녀 수
평균
*

중위

1950년대생

1.96

2

1960년대생

1.94

2

1970년대생

2.12

2

주 : 인구주택총조사 1995, 2000, 2005, 2010년 데이터로 저자들이 직접 계산. 1960년대
생과 1970년대생을 같은 표본 제약하에서 비교하면서도 각 코호트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1960년대생은 1995년 및 2000년 조사 기준
35～40세, 그리고 1970년대생은 2005년 및 2010년 기준 35～40세 제약을 부과하
였음.
* 1950년대생에 대해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1995년 기준 35세인 기혼자들만을 대
상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코호트들과의 엄밀한 비교는 어려움.

건수)을 보면, 1965년생이 25～30세가 되는 1990～95년 평균 조혼인율은
9.2건이며, 1975년생이 25～30세가 되는 2000～05년 평균 조혼인율은 6.5
건으로 혼인율이 1970년대생에 와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류기철․박영화(2009)는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콕스(Cox)의 비례위험모형을 추정해 본 결과, 1970년대생은 1960년
대생과 비교하여 비교 가능한 특정 연령대에서의 누적출산율이 전혀 낮
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출생연도별 미혼여성을 포함한 모
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사
실, 즉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할 경우 출산율은 1970년대생에 이르러 다소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결국 20대 말부터 40대
초 사이의 집중 가임기간 동안 노동공급이 1970년대생에 이르러 줄어든
것은 ① 출산 후 노동공급이 1970년대생에 이르러 더 떨어졌다는 앞선 발
견과 ② 기혼여성 집단 내에서의 합계출산율 자체가 1970년대생에 와서
다소 증가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그림 3-9]에서는 미혼여성의 생애노동공급곡선을 코호트
간 비교하고 있다. 출산을 경험한 적이 없는 기혼여성의 생애노동공급곡
선도 코호트 간 비교해 봄으로써 흥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볼 수도 있으
나, 한국의 경우 (표 3-4에서 볼 수 있듯이) 출산을 경험한 적이 없는 기혼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주어진 횡단면 데이터로는 이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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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미혼여성의 생애주기상 고용률
0.9

0.8

0.7

0.6

0.5
25

28

31
1950s

34

37

40

1960년대생

43

46

49

52

1970년대생

주 : 경제활동인구조사(1985～2013)를 이용하여 저자들이 계산함.

으로 하는 생애노동공급곡선을 도식화할 수 없다. 그러나 출산을 경험한
적이 없는 기혼여성의 생애노동공급 패턴이 미혼여성의 그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는 [그림 3-9]를 미출산 기혼여성에게
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1960년대생과 1970
년대생 사이에 생애노동공급 패턴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요약 3 : 1970년대생은 그 이전 코호트들에 비하여 자녀를 낳은 후 약
10년까지 노동공급을 보다 적게 하며, 그 이후는 보다 많은 노동공급을
한다. 첫 자녀 출산연령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증가해 온 것과 달리 생
애 동안 낳는 자녀의 수는 1970년대생에 이르러서는 그 이전 코호트들보
다 다소 증가하였다. 결국 30～40세 사이의 가임기간 동안 노동공급(총고
용률)이 1970년대생에 이르러 줄어든 것은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노동시
장 퇴출현상이 1970년대생에 이르러 보다 심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1970년대생에 이르러 증가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마지
막으로 1970년대생은 1960년대생과 비교하여 첫 자녀 출산 시기를 보다
늦추는 반면,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자녀를 낳음으로 인하여 20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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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고 30대 이후의 노동공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제3절 모 델

제2절에서는 여성고용률의 추세 및 규모를 생애노동공급 행위에 있어
서의 코호트 간 변화와 연결시켜 실증적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서 얻은 교훈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추세 자체보다는 그 낮은 수준에 있으며 ②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률이 최근까지 추세적으로 증가해 온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체 여성보다는 핵심연령층에 있어서의 기혼여성 집
단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③ 여성고용 내지 노동공급 행위를 구조적․심
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용 부문을 임금과 비임금 부문으로 구분
하여 분석하고, 노동공급과 출산관련 행위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며, 생애
주기 상에서의 노동공급․출산 행위를 코호트별로 파악해야 한다. 본절
에서는 한국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연령계층에서는 고용률이 더디게나마 추세적으
로 증가해 온 원인을 Park(2014)의 모형을 차용하여 수량적으로 설명하
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고용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파라미터를 모
색하고자 한다.

1. 기본적인 경제학적 환경
본절에서는 Park(2014)의 모형을 이용하되 한국노동시장의 특성 및 자
료 상황에 맞게 수정․사용한다. 모델의 기본적인 경제학적 환경으로 경
제는 기혼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혼가구는 계속적으로 생애가 끝날
때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19) 가구 내에서 부부는 T
기간까지 생존하며 생존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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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애주기를 나타내며 각  는 생애주기상의 각 단계 혹은 ‘연령’을 나
타낸다. 각 단계 혹은 ‘연령’은 5세 단위의 실제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가구에 있는 성인(남성과 여성)들은  단계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단계에서 퇴직을 한다. 각 단계마다 가구는 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

그리고 소비와 저축의 양에 대한 선택을 한다. 노동공급 및 출산과 관련
된 선택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각 단계마다 각 가구는 여성의
고용 부문(임금 부문, 비임금 부문, 비경제활동 부문)을 선택하고, 자녀를
낳을 것인지, 자녀를 낳는다면 몇 명을 낳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남성은
(고용 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항상 일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성이 일
을 할 경우, 여성의 임금은 각 부문마다 다르며 경력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더불어 여성은 미취업기간 동안 비선형적으로 인적자본의 상
실(human capital depreciation)을 경험한다. 즉 미취업 초기에는 인적자
본의 감가상각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상대
적으로 높은 감가상각의 속도를 경험하게 된다. 가구의 출산과 관련된 결
정은 여성이 가임기간인  까지 하며, 새로 태어난 자녀는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 가구에 소속되고 일정한 나이 이후 가구를 떠난다. 자녀는
여성의 노동공급 여부를 떠나서 가구에 양육의 부담을 지운다.
자녀 양육비용이 여성의 노동시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Ribar, 1992, 1995), 한국의 경우도 여성의 노동시간과 관련
이 있다고 가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양육비는 여성의 노동공급 여부와
자녀의 수, 그리고 자녀의 나이에 의해 결정된다. 자녀의 양육비는 사적
양육비와 공적 양육비로 나뉜다.
가구 내 노동공급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
인 임금함수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남성은 항상 일한다는 가정을 하였으
므로 남성의 임금은 오직 연령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여성의 인
적자본 축적은 어느 부문에서 경력을 쌓아 왔는가에 따라 다르며(Blank,
1989; Blossfeld and Hakim, 1997; Corcoran et al., 1983; Francesconi,
19) 이혼, 별거, 배우자의 사망은 모델에서 가정하지 않는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
르면, 이혼, 별거, 배우자 사망의 비율이 큰 변화 없이 본고의 분석기간인 1985년
부터 2013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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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미취업기간 동안에는 인적자본의 상실을 겪는다. 또한 여성과 남성
의 임금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나아가 남녀의 임금 모두 영속적
충격(permanent shock)이 있는 확률적(stochastic)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Attanasio et al., 2008).
모든 가구는 다음과 같은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3)

            

c는 가구원 수로 조정한 소비20),  는 자녀 수,  는 여성의 근로시간,
∈   ,  는 임금 부문을,  는 비임금 부문을 나타낸다.  은

사적 양육비,  는 공적 양육비,  는 자녀의 수가 양수일 때만 의미를
갖는 지정함수(indicator function)를 나타낸다. 효용함수는 기본적으로
Park(2014)의 설정과 같지만 부문의 구분이 다르며,21) 이에 따라  ∙
와 자녀양육(child care production) 함수( ∙ )에도 다음과 같은 상응하
는 수정을 가하였다.
  
                ,

  
  


   
           








 

(4)
    

  



            







(5)

 는 소비 면에서의 상대위험기피(relative risk aversion)의 정도,  는

임금 부문에서 일하는 경우의 비효용(disutility),   는 비임금 부문에서
일하는 경우의 비효용,  는 자녀양육함수에 두는 가중치,  는 자녀 수에
있어서의 상대위험기피의 정도,  는 자녀양육의 질(quality)에 있어서의
20) 소비의 가구 수 조정을 위해서 OECD-modified scale을 이용하여 남성에게는 1,
여성에게는 0.5, 그리고 각 자녀에게 0.3을 부여하여 전체 소비를 이 값들의 합으
로 나누었다.
21) Park(2014)은 전일제(full-time), 시간제(part-time), 그리고 비고용(non-employment)의 세 부문로 나누었다. 이는 미국 여성 노동시장 연구들의 공통된 섹터 구
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시장의 특유성을 고려하여 임금, 비임금(자영
업), 그리고 비고용의 세 부문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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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위험기피의 정도,  는 여성이 직접 자녀 양육에 들이는 시간과


공적 및 사적 양육비를 들여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 드는 총 양육비 사
이의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   은 여성이 자녀 1인당 양
육에 들이는 시간의 공적 및 사적 양육비에 대한 상대적 비중,   는 자녀
의 양육비 내에서 공적 양육비에 대한 사적 양육비의 상대적 비중을 나타
낸다. 직접양육(여성이 자녀 양육에 들이는 시간)과 간접양육(사적 및 공
적 양육비로 표현되는 노동시장을 통한 돌봄서비스) 사이의 일정한 대체
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을 가정하였다.

2. 가구의 의사결정 문제
각 가구는 생애주기 매 단계마다 소비와 저축을 얼마나 할 것인지, 몇
명의 자녀를 새롭게 낳을 것인지, 그리고 여성이 어느 고용 부문(임금근
로, 자영업, 비경제활동)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가구는 매 단계마다 18개의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 사이에서 한 가지 대
안을 선택하는데, 18개의 대안들은 여성의 고용 부문과 출산에 관한 선택
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대안들은 모델에서 ∈    
로 표시된다: 새롭게 낳은 자녀 수가 0이고 여성이 임금 부문을 선택했다
면    ; 새롭게 낳은 자녀 수가 0이고 여성이 비임금 부문을 선택했다
면    ; 새롭게 낳은 자녀 수가 0이고 여성이 비경제활동 부문을 선택
했다면    ; 새롭게 낳은 자녀 수가 1이고 여성이 임금 부문을 선택했
다면    ; 새롭게 낳은 자녀 수가 1이고 여성이 비임금 부문을 선택했
다면    ; 새롭게 낳은 자녀 수가 1이고 여성이 비경제활동 부문을 선
택했다면    ;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비슷하게 전개되면서, 새롭게
낳은 자녀 수가 5이고 여성이 임금 부문을 선택했다면    ; 새롭게 낳
은 자녀 수가 5이고 여성이 비임금 부문을 선택했다면    ; 새롭게 낳
은 자녀 수가 5이고 여성이 비경제활동 부문을 선택했다면    이 된
다. 일단 여성이 임금 혹은 비임금 부문을 결정하면 여성의 근로시간은 1
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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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가구의 상태변

수들(state variables)의 집합을 나타내며, 여기에는 저축( ), 연령( ), 여
성과 남성 임금의 영속적 충격(permanent shocks) (    ), 이전 기간까
지 낳았던 연령별 자녀 수(0세부터 4세까지 자녀 수,  ; 5세부터 9세까
지 자녀 수,  ; 10세부터 14세까지 자녀의 수,  ; 15세부터 19세까지의
자녀의 수,  ), 이전 기간까지의 직장 경력(임금 부문에서의 경력,   ;
비임금 부문에서의 경력,   ; 가장 최근의 비고용 상태에 있었던 기간,

  ), 그리고 연도(t) 등이 포함된다.
각 가구는 생애기대효용(lifetime expected utility)을 극대화하며, 그에
따른 선택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ax        i f    ≤ 




   max       
 

i f     

(6)

i f  ≤  ≤  

여기서 각 가치함수(value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ax′            ′  i f   

 


i f    
max  


(7)

한편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다.

   ′                
     
 ∈    ≥ 

   i f    그리고  ′ ≥  로서 등호는    일 때 성립
여기서  는 할인율(discount factor)을 나타낸다. 이 모델에서는 차용
(borrowing)을 허용하지 않고 저축만 허용한다.22) 또한 각 가구는 매 단
22) 차용(positive borrowing) 가정은 여성의 노동공급을 왜곡시킬 여지가 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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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마다 최소 0명의 자녀부터 5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으므로
      , 여기서      이고, 정해진 기간에서의 총


자녀 수는  





이다. 각 연령대별 자녀의 수는 다음의 등식을 따라

 

변화한다:
      

(8)

 는 연령대  에 속한 자녀의 수,  는 이전 기간의 연령대  에 속한

자녀의 수,  는 연령대  에 새롭게 들어오는 자녀의 수,  은 연령대  에
서 나가는 자녀의 수를 의미하며,      ,      이
다. 한편 부문 고유의 경력은 다음의 등식을 따라 축적된다:

       
       
     

(9)

        은 각각 여성이 임금, 비임금, 비경제활동 부문에 소속될
때 1로 표시되는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모델을 수량적으로(numerically) 풀기 위해서는 식 (7)에 있는 
′   을 계산해야 하며, 전형적 방법인 역순으로 풀기(backward

recursion)를 모든  와  에 대하여 적용한다. 모델을 푸는 데 있어서
잠재적으로 가치함수의 비오목성(non-concavity)의 문제가 이산적 선
택(discrete choice)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모델에서 가구는 여성의 고용 부문과 출산 관련 선택에 대해 이산적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모델 내에 불확실성하의 선택
문제를 도입하여 미래에 일할 여성의 고용 부문과 출산 관련 선택을 평
준화(smoothed out)시킴으로써 해결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Attanasio et al.(2008)에 나와 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수량적 해법
효과는 신용시장(credit market)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신용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최근 코호트들의 여성 노동공급 변화를 설명
하는 데 있어서 차용의 역할은 크지 않다(Park, 2014).

78

적극적 복지국가와 여성노동

(numerical method)은 아래의 모델 캘리브레이션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

제4절 임금과 인적자본

여기서는 노동공급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여겨져 왔던 임금함
수와 임금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 내에서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
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노동공급 결정요인으로서 경력에 대한 수익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이에 대한 초기 연구인 Eckstein and Wolpin
(1989)는 구조적 동태(structural dynamic) 모형을 이용하여, 경력에 대한
높은 수익률은 여성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노동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
는 인센티브가 된다고 밝혔다. O'Neil and Polachek(1993)과 Blau and
Kahn(1997)은 여성의 경력에 대한 수익률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현저하게 증가하여 왔으며 이 또한 여성으로 하여금 더욱 많은 경력을 쌓
게 하는 인센티브가 된다고 밝혔다. Olivetti(2006)는 1970년대와 1990년
대 사이 유자녀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은 동 기간 경력수
익률이 크게 증가한 사실과 관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내생적으로
결정됨을 밝혔다. 비슷한 맥락에서 Caucutt et al.(2002)은 여성의 경력수
익률 증가는 자녀의 출산을 늦추는 결과를 야기함을 발견하였다.
한편 미국 내 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또 다른 연구들(Corcoran et al.,
1983; Francesconi, 2002)은 여성의 노동공급을 부문별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여성의 고용 부문을 전일제(full-time)와 시간제
(part-time) 부문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Francesconi(2002)는 각 부문별로
축적된 경력에 대한 수익률이 어느 부문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다름을 강
조하였다. 한편 Blank(1989)와 Blossfeld and Hakim(1997)은 시간제 부문
이 자녀 출산 및 양육 기간 동안 전일제 부문으로 가는 가교적 역할을 함
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의 노동공급 분석 시 노동시장 부문을
전체로 보지 말고 여러 이질적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코호트별 고용률 추세 면에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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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부문과 비임금(자영업) 부문의 구분이 확실하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비임금 부문의 비율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고용 부문을 임금과 비임금의 두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1. 임금함수 추정
우선 남성의 임금함수를 추정한다. Olivetti(2006), Attanasio et al.
(2008) 등의 기존 연구들이 가정한 바와 같이 남성의 임금은 연령의 함수
로 가정하며, Park(2014)과 같이 임금함수에 실업률을 첨가하여 임금의
경기변동상 단기적 변동의 효과를 고려한다.

ln  
                       

(10)


  는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남성  의  시점에서의 월평균 실질급여

액,23)   는 남성의 연령,  는 실업률, 그리고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러하였듯이 남성은 항상 노동공급을 한다고
가정하므로 표본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성의 임금함수는 Francesconi(2002)의 임금함수에 수정을 가한 Park
(2014)의 모형을 차용하되 한국 자료 상황에 맞게 다음과 같이 수정을 가
하였다. Park(2014)의 모형에 수정을 가한 이유는 Park(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미국의 PSID와 달리 우리나라의 KLIPS는 조사된 기간이 짧아 코
호트별 임금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개개인의 부문별 노동시장경력 및
임금을 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순간부터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직장에서의 경력만을 사용하였다.
ln                              
             

(11)

        

남성의 임금함수에서와 비슷하게    는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여성

23) 한국의 경우 노동의 가격으로서 시간당 임금률보다 월급여가 보다 타당함에 대해
서는 박선영․신동균(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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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시점에서의 월평균 실질급여액,   는 여성의 연령을 의미하며,

    는 각 부문에서 취득한 전년 기준의 경력으로 ∈   이다.
     는 전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겪은 비고용기간,  는 실업률, 그
리고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수식 (11)의 여성의 임금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몇 가지 계
량경제학적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여성의 임금은 오직 여성이
일하는 경우만 관찰이 되므로 만약 임금의 결정요인의 효과가 노동공급
을 하고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 사이에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
난다면 수식 (11)에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임금함수 계수값들은
불일치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표본선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법
(two-step estimation)을 사용한다. 의미 있는 식별을 위하여 임금함수로
부터 제외되는 (하지만 표본선택항에는 포함되는) 변수들로는 자녀의 수
와 남성의 임금이 사용되었다. 이 두 가지 제외된(excluded) 변수들은
Olivetti(2006)의 여성임금함수 추정 시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둘째로,
(남성의 임금함수 추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지만) 오차항들이 동일
한 연도효과로 인하여 횡단면적으로 상관관계를 맺을 경우, 이에 대한 교
정 없이 임금함수를 추정한다면 추정된 표준오차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연도내 집락효과(within-year clustering effects)에 강건한 화이트(White)의 표준오차 추정법을 적용한다.
우리는 앞에서 설명하였던 남성과 여성의 임금함수(수식 (10)과 (11))
를 각 코호트별(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로 추정하였다. 다양한 표본 제
약들로서 연령은 매년 25～64세로 한정하였으며, 월평균 급여는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였을 때 30만 원 이상 그리고 2,000만
원 이하로 한정하였으며, 이 상한선과 하한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
하여 매년 조정하였다.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 100시간 미
만의 개인들을 사용하였다. 남녀를 불문하고 임금은 1960년대생 남성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로 정규화한 후(1960년대 남성의 평균임금인 274.5
만 원으로 모든 사람의 임금액을 나눔) 임금함수를 추정하였다. 그 추정
결과는 다음 항에서 상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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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프로세스의 설정(wage process)
모형 계산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개개인의 임금을 만들어 내는 프로
세스를 알아야 하므로 임금함수에서 결정된 부분(deterministic part)에
대한 추정에 더하여 확률적 부분(stochastic part)에 대한 프로세스까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임금과 소득의 불평등 등 다양한 연
구관심으로 인하여 이미 임금 프로세스에 대한 많은 연구와 그에 따라 연
구자들 사이에 동의가 이루어진 임금 프로세스의 파라미터 값들이 존재
하나, 한국의 경우 아직 이러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이
는 아마도 한국의 가장 오래 축적된 패널 데이터인 KLIPS조차도 현재기
준으로도 15년 정도밖에 축적되지 않았기에 임금과 소득의 프로세스를
추정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임금의 프
로세스는 남성뿐만이 아닌 여성의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요인
이기에 임금 프로세스에 대한 간단한 가정하에 이를 KLIPS를 통하여 추
정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임금은 결정된 부분과 확률적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확률적
부분은 영속적 충격(permanent shock)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임금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ln                 

(12)

∈    는 성별,  ∙ 는 임금의 결정된 부분, 그리고    는 임금의

확률적 부분을 나타낸다. 임금의 결정된 부분은 남성과 여성의 임금함수
의 공통적 결정요인들인 연령과 실업률 외에 여성 임금함수에 영향을 미
치는 근속연수, 비고용기간 등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
을 따라 임금의 확률적 부분은 AR(1)을 가정하고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     

(13)

 는 확률적 부분 중 영속적 요인의 영속성(persistency)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는 영속적 충격으로서 정규 분포를 따르며 평균값 0와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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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값을 갖는다.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예를 들어 Attanasio et al.,

2008; Hyslop, 2001; Park 2014) 남성과 여성의 영속적 충격은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지며 다음의 상관관계 행렬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14)

여기서  는 남성과 여성 임금의 영속적 충격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다. 다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함수 및 임금 프로세스의 추정 결과를
보고한다.

3. 임금함수 및 임금 프로세스 추정 결과
본 연구는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을 대상으
로 하여 임금함수와 임금 프로세스를 추정․비교한다. <표 3-5>와 <표
3-6>은 각각 남성과 여성 임금함수의 추정결과를, 그리고 <표 3-7>은
수식 (13)과 (14)의 추정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표 3-5>에 제시된 간단한 형태의 남성 임금함수 추정결과는 기존 연
구들에 나타난 추정결과들과 매우 유사하여 자세한 소개는 생략한다. 다
<표 3-5> 남성의 임금함수 추정결과
1960년대생

1970년대생

  (상수항)

-2.4229
(0.2372)

-3.1399
(0.2050)

  (연령)

0.1218
(0.0105)

0.1656
(0.0108)

  (연령제곱)
  (실업률)
관찰치 수

-0.0014

-0.0020

(0.0001)

(0.0001)

-0.0871
(0.0049)

-0.0894
(0.0056)

12,886

9,494

주 : KLIPS 직업력 조사, 1998～2012. 표준오차 추정치는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으며,
연도 내 집락화 현상에 대해 강건한 White의 추정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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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여성의 임금(소득)함수 추정결과
1960년대생

1970년대생

비임금 부문

임금 부문

비임금 부문

임금 부문

 상수항

-0.9381
(0.2504)

-0.7514
(0.0675)

-0.6234
(0.1346)

-0.8772
(0.0213)

 연령

0.0084
(0.0254)

-0.0221
(0.0066)

0.0222
(0.0142)

0.0280
(0.0024)

 연령제곱

-0.00024
(0.00074)

0.00015
(0.0002)

-0.0015
(0.0009)

-0.0023
(0.0002)

 근속연수

0.03064
(0.0174)

0.0399
(0.0033)

0.0773
(0.0299)

0.0535
(0.0024)

 근속연수제곱

-0.00084
(0.0014)

-0.00076
(0.0002)

-0.0028
(0.0033)

-0.00031
(0.00002)

 최근무직기간

-0.0224
(0.0156)

-0.0189
(0.0044)

-0.0181
(0.0102)

-0.0184
(0.0021)

 무직기간제곱

0.0013
(0.0009)

0.00019
(0.0003)

0.00012
(0.00006)

0.0001
(0.00001)

 실업률

-0.0054
(0.0188)

-0.0394
(0.0055)

-0.0815
(0.0246)

-0.0419
(0.0042)

Rho

0.2647
(0.0312)

0.0326
(0.0131)

0.1473
(0.0428)

0.0150
(0.0124)

1,153

6,024

719

6,964

관찰치 수

주 : KLIPS 직업력 조사, 1998～2012. 표준오차 추정치는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으며,
연도 내 집락화 현상에 대해 강건한 White의 추정법을 사용. Heckman의 2단계
추정법(2-step estimation)을 사용하여 표본의 선택성을 고려.

<표 3-7> 임금 프로세스 추정결과
1960년대생
임금

 

 



1970년대생
비임금

임금

비임금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0.7652

0.7875

0.7652

0.6633

0.7501

0.8444

0.7501

0.7630

0.1218

0.1355

0.1218

0.2776

0.0772

0.0940

0.0772

0.2704

0.4145

0.4928

주 : KLIPS(1998～2012), 직업력 조사.

0.321

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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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실업률의 계수를 보면 추정치가 대략 -0.09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
이 특징이다. 이는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실질임금이 대략 9%
감소한다는 것으로,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과 비교하여 보면 그 추정된 실
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표 3-6>의 수치들을 보면 여성의 경우도 전반적인 추정결과는 기존 연
구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앞서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코호트로 옴에 따라 비임금 부문의 고용을 임
금 부문의 고용이 대체해 온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KLIPS 표
본에서도 비임금 부문에서는 1960년대생 대비 1970년대생의 표본 규모가
현저히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임금 부문에서의 표본 규모는 증가
하였다. 또한 코호트 간 추정치의 변화도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근속기간
에 대한 수익률은 근속기간 10년에서 평가할 때 비임금 부문에서는 1960년
대생의 1.38%에서 1970년대생의 2.13%로 증가하였으며, 임금 부문에서는
1960년대생의 2.74%에서 1970년대생의 4.73%로 증가하였다. 수익률의 증
가는 기혼여성들로 하여금 비경제활동 상태보다는 임금 부문이나 자영업
부문 등 고용 부문을 선택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고용률 증가에 기
여할 것이다. 한편 비임금 부문 수익률 대비 임금 부문의 수익률의 비율을
코호트 간 비교해 보면 1960년대생의 1.99에서 1970년대생의 2.22로 증가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코호트 간 자영업 부문의 고용을 임금 부문의 고용
이 대체하는 현상을 낳게 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무직
기간의 임금하락률을 무직기간이 5년 경과한 사람들에 대해 평가해 본 결
과, 자영업 부문에서는 1960년대생의 0.94%에서 1970년대생의 1.69%로 증
가하였고 임금 부문에서는 1960년대생의 1.7%에서 1970년대생의 1.74%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질임금의 경기변동상 반응
정도를 코호트 간 비교해 본 결과 1960년대생 대비 1970년대생에 있어서
그 반응정도는 경기순행적인 방향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영업 부문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남성의 경
우와 비교해 보면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은 여성의 경우 현저하게 작게 나
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Shin(2012)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나아가 Blank(1989), Tremblay(1990), So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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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1994), Park and Shin(2005) 등이 미국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박선영․신동균(2014)은 이러한 현상이 노동공급
의 임금탄력성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있어서 더 크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
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정된 상관계수의 값은 전반적으로 양으로
나타나 정의 표본선택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3-7>에서는 임금 프로세스에서의 모수값들의 추정치
들을 코호트 사이에 비교하고 있다. 남성 임금의 확률적 부분에서 영속적
부분의 영속성(permanent shock의 persistency)은 임금 부문에서나 비임
금 부문에서나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에 있어서 그다지 큰 변화는 없
으나 여성 임금함수에서의 영속성은 두 코호트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적어도 임금 부문에서는 영속적 충격의 분산이 최
근 코호트에 이르러 작아졌다.24) 비임금 부문에서는 남성의 분산은 작아
졌으나 여성의 것은 비슷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임금
부문에서든 비임금 부문에서든 영속적 충격의 남녀 간 상관성은 최근 코
호트에 와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제5절 모델 캘리브레이션

본절에서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모수값들 및 모델 내부에서 결정되는
모수값들(이 연구에서는 주로 효용함수의 파라미터 값들)의 결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모수값들
본 분석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모수들이란 생애 주기와 관련된 값
24) 이는 1998～2012 기간 임금의 단기 이동성(short-term mobility)이 추세적으로 줄
어들었다는 KLIPS 자료에 근거한 박선영․유종순(2013)의 연구결과와도 무관하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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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외에도 임금 이외의 다른 여성 노동공급 결정요인들, 즉 양육비 관련
모수값들, 실업률, 할인율(discount factor), 그리고 실질이자율 등으로서
본항에서는 이 모수들의 값을 독립적인 경로로 획득하여 보고한다.
우선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모델에서는 각 가구 내의 성인들
(남성과 여성)은 10단계 (혹은 연령) 동안 생존한다고 가정한다(   ).
성인들은 단계 1( )에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고, 단계 10에 사망한다. 단
계 1은 실제 나이로 25～29세를 단계 10은 70～74세를 의미한다. 여성은
단계 4(   )에서 가임기간이 끝나며, 남녀 모두 단계 9(   )에서
퇴직을 한다. 한 가구 내에서 부부는 같이 생존하며 생존에 대한 불확실
성은 없다. 새로 태어난 자녀는 네 단계 동안 가구에 속하며 그 이후 가구
를 떠난다.
다음으로는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에서 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양육비의 감소를 여성 노동공급의 증가 원인으로 보았
다(예를 들면 Attanasio et al.(2008)의 연구). 본고에서도 코호트 간 양육
비의 변화가 코호트 간 여성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델을
통하여 살펴본다. 양육비에 관한 모델의 파라미터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함수를 추정한 후에 각 계수들의 값을 모델
에 대입한다. 우선 양육비함수 추정에 있어서 종속변수는 사적 양육비와
공적 양육비로 구분하고 각각을 가구 전체의 소득으로 나누고 다시 총 자
녀 수로 나누어 가구 전체 소득에 대한 자녀 1인당 사적 및 공적 양육비
의 비율들을 만들고 이들을 회귀분석 과정에서의 종속변수들로 사용한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양육비함수의 독립변수들로서 자녀의 연령과 자
녀의 수를 흔히 사용한다(Ribar, 1992, 1995; Park, 2014). 이에 본 연구에
서도 다음과 같은 양육비함수를 추정한다.
                      

(15)

상첨자 ∈   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경우( )와 일하지
않을 경우( ), 두 가지 경우를 취할 수 있고, 하첨자  와  는 각각 가구
와 연도를 나타낸다.   는 더미변수로서   은 자녀의 나이가 0세에서 4
세까지,   은 자녀의 나이가 5세에서 9세까지,   은 자녀의 나이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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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서 14세까지,   은 자녀의 나이가 15세에서 18세까지를 각각 의미한
다. 위 함수는 오직 자녀 양육비 지출이 있는 (자녀가 적어도 한 명 있는)
표본에 한정하여 추정하며, 이에 따라 상수항은 자녀연령과 상관없이 평
균적으로 자녀 1인당 드는 양육비(일종의 기초 양육비)를, 각 더미변수의
계수들을 각 연령대의 자녀를 둔 가구가 기초양육비에 더하여 추가적으
로 지불해야 하는 양육비(음이 될 수도 있음)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특
정 가구가 0～4세와 5～9세 그룹에 각각 (각 그룹에 몇 명이든) 자녀를
두었을 때, 해당 가구의 1인당 자녀양육비는      가 되며 총 양육
비는 여기에 자녀 수를 곱하여 도출된다. 결국 양육서비스의 가격을 나타
내는 각 회귀계수들은 외생적으로 결정되지만 총 양육비는 자녀 수 및 출
생 시기에 대한 가구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분석의 간결성
을 위하여 (논의의 일반성 상실 없이)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공적 및 사
적)를 추정함에 있어서 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양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위의 양육비함수는 오직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추
정한다. 그러나 취업 여성을 임금 부문과 비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
간에 존재하는 양육비함수의 차이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같은 수 및 같
은 연령의 자녀를 둔 가구도 기혼여성이 자영업에 종사하는지 아니면 임
금 부문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양육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허용하였다.
양육비 관련 변수에 대하여 살펴보자. KLIPS에서 조사된 사적 양육비
는 ‘자녀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출산 직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공식적인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 혹은 양육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들로부터
추출하였다(1∼15차년도 한국노동패널 통합설문지, 2014). KLIPS는 각
자녀에 대해 이용 종류별로, 그리고 각 이용 종류에 따른 월평균 액수를
보고하고 있다. 사적 양육비 지출형태에 대해서는 아래 각주를 참고하기
바란다.25) 공적 양육비는 KLIPS의 ‘소비와 저축’ 부분에 있는 질문으로
25) 사적 양육비 지출 형태의 예를 들면, (1) 동거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 (2) 비동거하
고 있는 가족과 친지, (3) 동거하고 있는 타인(아이 보는 아줌마, 파출부 등), (4)
비동거하고 있는 타인(아이 보는 아줌마, 파출부 등), (5) 학원, (6) 개인․그룹과
외, (7) 학습지, (8) 방과후 교내 보충학습(만 6세 이상으로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
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을 하는 경우), (9) 방과후 교실(만 6세 이상
으로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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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 가구는 작년 한 해 동안 월평균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를
보고하고 있다. 물론 ‘소비와 저축’ 부분에도 사교육에 대한 질문이 있고
이는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작년 한 해 동안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고하
고 있어 이 변수를 이용할 경우 형식면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어느 연령대에 있는 자녀에 대한 사적 양육비 지출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사적 양육비는 ‘자녀교육’ 부분에 있는 변수를 사용하
기로 한다. 또한 공적 양육비와 사적 양육비의 지출 시점이 다르므로 시
점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각 코호트별 및 부문별로 추정한 공적 및 사적 양육비 결정요인에 관
한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8> 및 <표 3-9>에 제시된 추정결과
를 보면 가구소득 대비 공적 양육비와 사적 양육비는 1960년대생에 비해
1970년대생에게 있어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표 3-8> 가구소득 대비 자녀 1인당 사적 양육비 비율의 결정요인
1960년대생

1970년대생

임금

비임금

임금

비임금

 (상수항)

0.1426
(0.0062)

0.1553
(0.0074)

0.0943
(0.0067)

0.1253
(0.0060

 (자녀나이 0～4세)

0.0087
(0.0092)

0.0020
(0.0076)

0.0110
(0.0065)

-0.0187
(0.0056)

 (자녀나이 5～9세)

0.0092
(0.0058)

-0.00001
(0.0068)

0.0261
(0.0061)

0.0188
(0.0053)

 (자녀나이 10～14세)

0.0031
(0.0056)

0.0089
(0.0069)

0.0369
(0.0065)

0.0265
(0.0060)

 (자녀나이 15～18세)

0.0004
(0.0061)

0.0086
(0.0081)

-0.0014
(0.0098)

-0.0342
(0.0112)

2,686

2,125

1,779

2,202

관찰치 수

주 : KLIPS의 ‘자녀교육’ 부분에서 추출한 사적 양육비.

등을 하는 것), (10) 국공립(국립․사립․구립 등) 어린이집, (11) 민간 어린이집,
(12) 사설놀이방(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13)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설
치한 보육시설), (14) 정규 유치원(4시간), (15) 시간 연장제 유치원(6시간), (16)
종일제 유치원(8시간), (17) 어학연수 (영어캠프 포함), (18) 인터넷(온라인 교육)
유료강좌(EBS TV 등의 강좌 포함), (19) 문화센터, (20) 기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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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가구소득 대비 자녀 1인당 공적 양육비 비율의 결정요인
1960년대생

1970년대생

임금

비임금

임금

비임금

 (상수항)

0.0763
(0.0053)

0.0657
(0.0052)

0.0552
(0.0060)

0.0654
(0.0047)

 (자녀나이 0～4세)

-0.0262
(0.0118)

-0.0101
(0.0065)

-0.0072
(0.0069)

-0.0074
(0.0047)

 (자녀나이 5～9세)

-0.0241
(0.0053)

-0.0155
(0.0049)

-0.0165
(0.0054)

-0.0284
(0.0042)

 (자녀나이 10～14세)

-0.0131
(0.0047)

-0.0070
(0.0047)

-0.0084
(0.0054)

-0.0219
(0.0042)

 (자녀나이 15～18세)

0.0505
(0.0050)

0.0509
(0.0052)

0.0543
(0.0066)

0.0685
(0.0061)

2,737

1,762

979

1,054

관찰치 수

주 : KLIPS의 ‘소비와 저축’ 부분에서 추출한 공적 양육비.

<표 3-10> 모형의 기본 파라미터에 대한 요약
모수

기호

값

모델기간



10

여성의 가임이 끝나는 시기



5

퇴직 시기



9

Discount factor(5년)



0.9347

실질이자율(5년)



0.06987

실업률



통계청

남성의 임금함수

   

본문

여성의 임금함수

       

본문



임금 process

 

     

본문

양육비(사적, 공적)

    

본문

때 미국의 자녀 양육비는 자녀가 어릴수록 보다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Park, 2014), 한국의 경우는 그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사적 양육
비의 경우 두 코호트 모든 부문을 막론하고 자녀연령 증가에 따른 양육비
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게 나타났으며, 다만 공교육비의 경우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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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15～18세에 도달하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외생변수들로서 실업률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을 사용하
였으며, 연 실질이자율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실질 국고채 1년의 수익률인 0.0136을 사용하였다.26) 연 할인율은 0.987
로서 연 실질이자율에 상응하게 함으로써 가구의 저축에 대한 동기는 순
수하게 임금의 불확실성에 대한 소비완화(consumption smoothing)에만
있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표 3-10>은 이상의 모수값들에 대한 출처와
정보를 요약하고 있다.

2. 모형에서 캘리브레이트된 모수값들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의 노동공급 행위의 변화를 수량적으로 설명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로서) 효용함수에 나타난 선호도 관련 모수
값들을 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 모델 내에서 캘리브레이트되는 파라미터
들은 소비의 상대위험기피 ; 각 부문별 노동공급의 비효용     ;
자녀양육함수에서의 자녀의 수와 자녀당 투입된 돌봄의 질(quality)에 대
한 상대위험기피  ; 자녀 양육비 대비 여성이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
간에 대한 상대적 비중          ; 전체 양육비에서 사적 양육비가 차
지하는 비중          ; 여성의 자녀 돌보는 시간과 양육비(사적 양육
비, 공적 양육비) 사이의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 관련 모수
( )이다. 이러한 15개의 선호도와 관련된 파라미터 값들을 결정하기 위해
서, 우선 18개의 목표(target) 적률들을 선택한 후, 모델에서 생성된 18개
의 적률들이 데이터에서 관찰된 적률들과 값이 가장 비슷해지도록 하는
값들을 정한다. 이 18개의 목표 적률들은 아래에 소개되어 있다.
모델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수량적(numerical)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가
구의 의사결정 문제는 모델 기간의 마지막 생애주기단계(life-cycle stage)
부터 시작하여 역방향으로(backward recursion) 수량적으로(numerically)
풀어나간다. 본 분석에서는 5,000가구를 시뮬레이트했으며, 가구 내 여성
26)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고채(1년)의 연 수익률은 2000년부터 보고되고 있어 1980
년대와 1990년대의 값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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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남성 임금의 영속적 충격들에 대한 일련의 값들(stream)을 수식 (12)
～(14)에 따라 생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모델의 파라미터 값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먼저  를 앞서 언급한 18개의 목표 적률
(moment)들의 집합이라 하자. 즉











  
                      

            or       



로 나타낼 수 있다.  들은 모두 고용률을 나타내며 상첨자는 임금 부문
( )과 비임금 부문( ), 그리고 하첨자는 생애주기 연령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는 25～29세 기혼여성의 임금 부문에서의 고용률). 

부터   까지는 각각 첫 자녀의 나이가 0～4세, 5～9세, 10～14세, 15～19
세인 여성의 고용률;  는 여성이 생애동안 낳는 자녀의 수;  는 첫 자
녀를 낳은 평균연령;   or  는 첫 자녀를 29세 이전에 낳은 여성의 비
율;     는 첫 자녀를 30세부터 34세 사이에 낳은 여성의 비율; 
는 여성의 임금-자영업 소득의 비율; 그리고  는 남성의 노동소득에
대한 여성의 노동소득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상의 목표 적률들을 선택함
에 있어서는 앞서 관찰된 한국 여성고용률의 특성들을 고려하고자 하였
다. 생애주기상 변화하는 고용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혼여성의 고용률
을 연령대별로 선택하였으며, 노동공급 결정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출산 관련 적률들을 포함시켰다. 나아가 생애노동공급의 코
호트 간 변화과정이 임금 부문과 자영업 부문 사이에 확연하게 다르게 나
타남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적률을 고려하였고, 자영업 부문 대비 임금 부
문에서의 소득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추가적으로 남성 노동소득 대비 여
성 노동소득의 비율도 고려하였다.
이 18개의 적률들을 이용하여 다음의 최적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앞
서 소개한 15개의 모델 파라미터 값들을 구한다.
min ║      ║

(16)

상첨자  은 모델에서 생성됨을,  는 데이터에서 관찰되었음을 의미한
다. 이 문제는 다차원 그리드 탐색(multi-dimentional grid search)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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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해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파라미터 값들을 결정한 각 가구의 의사
결정 문제를 다시 푼다. <표 3-11>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모델
의 모수값들을, 그리고 <표 3-12>는 모델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사용된
목표 적률들의 추정치들과 캘리브레이션 결과 도출된 적률들을 비교하고
있다. 우선 <표 3-12>를 보면 목표 적률치들과 모델에서 생성된 적률치
들 사이의 간극은 크지 않아 보인다.27) 이는 모형의 캘리브레이션이 성공
<표 3-11> 캘리브레이트된 모델의 모수들
모수

1960년대생 1970년대생

소비 면에서의 상대위험 기피



0.624

0.679

임금 노동의 비효용(disutility)



-0.582

-0.419

비임금 노동의 비효용



-0.422

-0.478

자녀양육 생산함수에 둔 가중치



0.26

0.27

자녀수 면에서의 상대위험 기피



0.412

0.529

자녀 양육의 질 면에서의 상대위험기피



0.294

0.321

자녀양육 시간과 양육비 사이의 대체 탄력성



0.12

0.23



0.56

0.61

양육생산함수에서 양육 자녀나이 5～9
비 대비 자녀 직접돌봄
자녀나이 10～14
시간에 두는 가중치



0.37

0.39



0.28

0.25

자녀나이 15～19



0.21

0.19

자녀나이 0～4



0.74

0.73

양육비 내에서 공교육 자녀나이 5～9
비 대비 사교육비에 두
자녀나이 10～14
는 가중치



0.72

0.72



0.71

0.75

자녀나이 15～19



0.54

0.47

자녀나이 0～4

27) 이 결론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모형에서 계산된 적률들에 대한 표준
오차를 모의적률사용법(simulated method of moments)을 통하여 도출하고 데이
터로 추정된 적률에 대한 표준오차를 아울러 고려하여 가설검정을 시도하여야
하나 추가적인 계산 비용이 막대하여 생략한다. 다만 모형을 통하여 현실데이터
를 설명하는 거시경제학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 나타난 두 적률들 사
이의 차이는 절대로 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예를 들어 Attanasio et al.(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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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목표값(Target Value)과 모델에서 생성된 값 비교
1960년대생

목표 적률들(target moments)

1970년대생

데이터

모델

데이터

모델

25～29세 여성 임금 고용률

0.1869

0.2033

0.2877

0.3044

30～34세 여성 임금 고용률

0.2541

0.2493

0.3352

0.3347

35～39세 여성 임금 고용률

0.3775

0.3609

0.3873

0.4068



0.4054

0.4206

0.4387

0.4455



25～29세 여성 비임금 고용률

0.1346

0.1501

0.0845

0.0747

30～34세 여성 비임금 고용률

0.1909

0.1720

0.1014

0.0945

35～39세 여성 비임금 고용률

0.2245

0.1982

0.1231

0.1170

40～44세 여성 임금 고용률



0.2236

0.1816

0.1560

0.1677



0～4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

0.2998

0.2812

0.2567

0.2633

5～9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

0.4007

0.3901

0.3569

0.3624

10～14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

0.4957

0.5061

0.5207

0.5316



0.5506

0.5521

0.6328

0.6271

1.94

2.02

2.12

2.26

26.07

27.12

27.40

29.11

출산연령 29세 이하 여성 비율

0.8697

0.8242

0.7550

0.7104

출산연령 30～34세 여성 비율

0.0839

0.1034

0.1973

0.2275



여성의 입금-자영업소득 비율

0.6560

0.6312

0.9191

0.8726

여성의 노동소득-남성의 노동소득 비율

0.5918

0.5929

0.6423

0.6596

40～44세 여성 비임금 고용률

15～19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


생애동안 낳는 자녀 수

첫 자녀를 낳은 평균 연령

자료 : 데이터 1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 2는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3은 KLIPS.

적이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표 3-12>에 나타난 추정치들을 바탕으로 앞서 발견한 중요한
실증분석 결과들을 몇 가지만 재차 논의해 보면, 1960년대생과 비교하여
1970년대생은 보다 높은 상대임금(자영업 소득 대비와 배우자 임금 대비
모두)을 누렸으며, 첫 자녀 출산 시기를 더 늦추었으나 일단 결혼을 하면
생애주기 동안 출산을 약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 직
후 노동공급(내지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 반면, 자녀의 연령이
대략 10세가 넘어가면 노동공급을 1960년대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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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3-11>에 제시된 모수값들의 특징들을 몇 가지만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에 대한 직접양육과 노동시장을 통한 간접양육 사
이의 대체성 관련 모수값( )은 1960년대생의 0.12에서 1970년대생의 0.23
으로 증가하여 시장을 통한 양육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었음을 간접적으
로 나타내나 그 모수값의 크기는 미국의 경우(약 0.7, Park(2014) 참조)와
비교하면 아직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효용함수 상에서 소비
대비 자녀 양육에 두는 가중치( )의 크기는 1970년대생에 이르러 결코 낮
아진 것은 아니며, 양육비 지출을 통한 간접돌봄 대비 직접돌봄 시간에
두는 가중치(          )의 값은 자녀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릴 때에
는 1970년대생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자녀의 나이가
대략 10세가 넘어가면 더 낮아진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출산 직후 여성
고용률이 1970년대생에 이르러 더 낮아졌고 출산 후 약 10년이 경과하면
1970년대생의 고용률이 1960년대생의 고용률을 추월한다는 앞선 발견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제6절 핵심연령층 기혼여성의 코호트별 생애노동공급
행태의 변화 과정 설명

여기서는 앞서 캘리브레이트한 모형을 이용하여 생애노동공급 및 출산
행위에 있어서의 코호트 간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절에서는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사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본 설
명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델이 실제로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의
생애노동공급 행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다음에는 1960년대생의 노동공급 행위를 잘 설명하는
모델에 1970년대생이 경험하였던 노동공급 결정요인들을 대입할 것이다.
이를 1960년대생의 ‘가상’ 노동공급곡선이라 하자. 이는 1960년대생이 만
약 1970년대생이 경험하였던 어떤 노동공급 결정요인의 값을 똑같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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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였다면 어떠한 노동공급 행위의 변화를 보였을 것인가를 나타낸다.
여기서 도출된 ‘가상’ 노동공급곡선이 1970년대생의 실제 노동공급곡선과
유사하게 된다면, 해당 노동공급 결정요인은 코호트들 간 생애노동공급
의 변화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매 노동공급 결정요
인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코호트 간 생애노동공급의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노동공급 결정요인을 밝혀낼 수 있다. 그러나 지면관계상,
그 모든 과정을 일일이 소개하기보다는 최종적으로 본고에서 고려한 노
동공급 결정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본고에서 채택한 모델이 두 코
호트 간 노동공급 및 출산 관련 행위의 변화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보고하고, 개별 노동공급 결정요인들의 설명력에 대
해서는 그 분석 결과만을 간단하게 요약 보고하겠다.

1. 모델에서 생성된 생애노동공급곡선
1960년대생에 관하여 데이터로 관찰한 생애노동공급곡선과 모델에서
생성된 생애노동공급곡선의 비교는 [그림 3-10]에 제시되어 있다. 모델
[그림 3-10] 1960년대생의 생애노동공급에 관한 모델 캘리브레이션 결과
(1)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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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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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임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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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마름모꼴을 연결한 선은 데이터에서 관찰된 1960년대생의 생애노동공급곡선이며, 네
모꼴을 연결한 선은 모델에서 생성된 1960년대생의 생애노동공급곡선임.

에서 설정한 생애주기 단계와의 일치성을 위하여 해당 값들을 데이터로
계산함에 있어서도 연령을 25～29세, 30～34세 등 그룹별로 나누었다.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모델은 1960년대생의 실제의 생애노동공급 행위를
잘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임금 부문에서의 노동공급 패턴은 매우 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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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모델에서 생성된 1960년대생의 생애노
동공급곡선을 1960년대생의 ‘실제’ 노동공급곡선으로 간주한다.28)

2. 모든 관찰 가능한 노동공급 결정요인과 선호도의 변화 효과
[그림 3-11] 노동공급 결정요인들과 선호체계의 변화가 생애노동공급 행위에 미
치는 영향
(1) 전체

(2) 임금 부문

28) 지면 절약상 보고를 생략하였지만, 1970년대생의 경우 모델이 생성한 생애노동공
급곡선과 데이터로 관찰된 노동공급곡선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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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임금 부문

주 : 마름모꼴을 연결한 선은 모델에서 생성된 1960년대생의 생애노동공급곡선, 네모
꼴을 연결한 선은 데이터에서 관찰된 1970년대생의 생애노동공급곡선, 그리고 점
선은 1960년대생의 ‘가상’ 노동공급곡선임.

[그림 3-11]에서는 선호도를 포함한 모든 노동공급 결정요인의 값들이
1960년대생에서 1970년대생으로 바뀌었을 때, 그 변화가 두 코호트 사이
의 생애노동공급 및 출산 행위의 변화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에서 마름모꼴을 연결한 실선과 네모꼴을 연결한 실선은 각
각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의 노동공급곡선을 나타내고 있고, 점선은
1960년대생이 선호체계를 포함한 모든 노동공급 결정요인들과 관련하여
1970년대생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나타났을 때 1960년대생의 가
상 노동공급곡선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 노동공급곡선
은 1970년대생의 실제의 노동공급곡선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는 두 코
호트 사이에 발생한 노동공급 결정요인들 및 선호체계의 변화가 모두 결
합하여 두 코호트의 노동공급 행위의 변화를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의미
한다. 특히 노동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1970년대생은 1960년대생과 비교
하여 20대 후반까지는 더 많은 노동공급을 하다가 그 후부터 40대 초반까
지는 더 적은 노동공급을 하는 패턴을 잘 설명하고 있다. 부문별로 볼 때
도 비임금 부문에서의 노동공급이 1970년대생에 있어서 현저하게 낮아지
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임금 부문에서는 생애 40대 중반까지의
노동공급곡선의 기울기가 1970년대생에 이르러 훨씬 더 완만하게 나타나

제3장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 행위에 대한 구조적 분석

99

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그림 3-12]에서는 선호체계를 포함한 모든 노동공급 결정요인의
값들의 동시 변화가 출산 전후 노동공급의 동태적 변화과정이라는 면에서
두 코호트 사이의 행태변화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
다. 선호체계를 포함한 모든 결정요인들의 동시 변화는 노동시장 전체로
볼 때 ① 1970년대생이 1960년대생보다 출산 이전에는 더 많은 노동공급
[그림 3-12] 모든 노동공급 결정요인들과 선호도 변화가 출산 전후 노동공급의
동태적 변화과정에 미치는 영향
(1) 전체

(2) 임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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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임금 부문

주 : 마름모꼴을 연결한 선은 모델에서 생성된 1960년대생의 출산 전후 노동공급의 동
태적 변화과정을, 네모꼴을 연결한 선은 데이터에서 관찰된 1970년대생의 출산 전
후 노동공급의 동태적 변화과정을, 점선은 선호도의 변화가 만들어 낸 1960년대생
의 ‘가상’ 노동공급의 동태적 변화과정을 나타냄.

을 했다는 점, ② 그러나 출산 직후에는 보다 많은 기혼여성들이 노동시
장으로부터 퇴출했다는 점, 그리고 ③ 출산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면 다
시 1960년대생보다 더 많은 노동공급을 했던 점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부문별로 볼 때에도 앞서 [그림 3-8]에서 자료로 관찰한 두 코호트 사이
의 변화를 거의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
두 코호트 간 노동공급 및 출산 관련 행위의 변화를 그래프가 아니라
숫자를 이용하여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의 특정 단계에서 수행해
야 할 것이다. 역시 지면 관계상 별도의 표로 보고하지는 않겠으나 분석
결과, 25～29세에서는 1960년대생 대비 1970년대생에 이르러 고용률이
1.9%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 증가의 136.8%는 선호도를 포함한 모든 노
동공급 결정요인들의 변화가 설명하고 있고, 임금 부문에서는 4.9%포인
트 고용률 증가의 119.8%를 설명하며, 비임금 부문에서는 2.6%포인트
감소의 114.9%를 설명한다. 한편 35～39세에서는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4.9%포인트의 감소를 72.5% 설명하고, 임금 부문에서의 2.6%포인트 증
가를 174.0% 설명하며, 비임금 부문에서의 7.5%포인트 감소를 108.2%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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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호체계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공급 결정요인들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기혼여성이 생애 동안 낳는 자녀의 수는 2.02명에서 2.26명
으로 증가하고, 첫 자녀를 낳은 평균 연령은 27.12세에서 29.11세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 관련 변수들의 두 코호트 간 차이를 거의 완전
하게 묘사해 내고 있다.

3. 개별 결정요인들의 기여도 평가
앞 항에서는 선호체계를 포함한 모든 노동공급 결정요인들의 동시 변
화가 두 코호트 간 노동공급 및 출산 관련 행위의 변화를 거의 완전하게
설명함을 보았다. 그렇다면 그 중 가장 유력한 설명요인은 무엇인가? 이
를 수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선 분석의 각 개별 요인들을 하나씩
만 변화시키면서 (다른 모든 요인들의 값은 1970년대생의 값들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노동공급 및 출산 행위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각 결정요인들 사이에 비교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를 수
행하였으나 ① 그 모든 결과를 소개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지면을 차지
하고 지루할 수 있으며 ② 분석결과 두 코호트 사이의 행위의 변화를 어
느 하나의 요인이 지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여기서는 최종결과를 간략
하게 요약 보고하고 그 중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설명력이 크다고 판단
되는 요인, 즉 출산의 기회비용의 변화의 효과만을 그래프로 소개하겠다.
우선 전반적인 비교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생애노
동공급 행위의 코호트 간 변화를 상대적으로 잘 설명하는 요인은 출산의
기회비용이다. 여기서 출산의 기회비용이란 본고에서 정의되는 매우 좁
은 의미로서 모든 부문에서의 경력수익률과 미취업 시 발생하는 인적자
본의 감가상각의 합을 말한다. 특히 임금-자영업 부문 간 노동소득 비율
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코호트들이 비임금 부문에서 임금 부문으
로 이동하는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한편 생애 동안 낳는 자녀의 수가
1970년대생에 이르러 미약하게나마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가구소득 대
비 자녀 양육비의 감소와 남성 임금의 증가이고, 첫 자녀 출산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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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생에 이르러 더 증가한 주된 원인은 출산의 기회비용 증가와 선
호체계의 변화로 설명된다. 특히 선호도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코호
트(1970년대생)로 올수록 현재 소비의 한계효용이 더 커짐과 동시에 어린
자녀(0～4세와 5～9세)를 직접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경향
이 증가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출산 전에 노동공급을 많이 하
여 생애소비를 늘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미루게 한다. 일단 출산을 하
게 되면 1970년대생은 1960년대생과 비교하여 (자녀의 나이가 10세가 될
때까지는) 비례적으로 보다 많이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남성의 임금 증가와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보려는 방향으로의 선호
도의 변화이다. 그러나 출산 후 10～14년이 경과하면 1970년대생의 노동
공급이 이전 코호트들의 노동공급을 다시 앞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
는 자녀에 대한 직접적 돌봄과 양육비 지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돌보는
서비스 사이의 대체성이 자녀의 모든 연령대에 걸쳐 1970년대생에 이르
러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표 3-13>에서는 코호트 간 결정요인들의 변화가 노동공급을 어
느 정도 변화시키는지를 수량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25～29
세 및 35～39세 두 연령대를 선택하고 각 연령대에서 각 결정요인의 변화
가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사이에 노동공급의 양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가를 전체 노동시장 및 부문별로 수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제시된 수치들
에 의하면, 25～29세에서는 1960년대생 대비 1970년대생에 이르러 고용
률이 1.9%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 증가의 136.8%를 선호도를 포함한 모
든 노동공급 결정요인들의 변화가 설명하고 있고, 임금 부문에서는 4.9%
포인트 고용률 증가의 119.8%를 설명하며, 비임금 부문에서는 2.6%포인
트 감소의 114.9%를 설명한다. 35～39세에서는 전체에서의 4.9%포인트
감소를 72.5% 설명하고, 임금 부문에서의 2.6%포인트 증가를 174% 설명
하며, 비임금 부문에서의 7.5%포인트 감소를 108.2% 설명한다. 각 결정
요인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표와 앞서 요약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정의한 출산의 기회비용이 단일 요인으로서 두
코호트 사이의 행태의 변화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를 그림으로 예시
하여 보자. 우선 [그림 3-13]에서 임금 부문을 보면 출산의 기회비용 변화

<표 3-13> 각 노동공급 결정요인의 생애노동공급 변화에 대한 기여도
임금 섹터

출산의 기회비용
자녀 양육비
여성의 임금 process
남성 임금
25～29
경기 변동
결정요인의 합
Preference
모든 요인의 합
출산의 기회비용
자녀 양육비
여성의 임금 process
남성 임금
35～39
경기 변동
결정요인의 합
Preference
모든 요인의 합

비임금 섹터

A

B

C





0.2033
0.2033
0.2033
0.2033
0.2033
0.2033
0.2033
0.2033
0.3609
0.3609
0.3609
0.3609
0.3609
0.3609
0.3609
0.3609

0.2877
0.2877
0.2877
0.2877
0.2877
0.2877
0.2877
0.2877
0.3873
0.3873
0.3873
0.3873
0.3873
0.3873
0.3873
0.3873

0.2991
0.1943
0.1977
0.1775
0.2006
0.2726
0.2636
0.3044
0.3959
0.3488
0.3455
0.3488
0.3629
0.3735
0.3986
0.4068

× 
111.3
-10.7
-4.3
-30.5
-3.2
82.1
71.5
119.8
132.7
-45.9
-58.5
-45.8
7.6
48.8
143.1
174.0

A

B

0.1501
0.1501
0.1501
0.1501
0.1501
0.1501
0.1501
0.1501
0.1982
0.1982
0.1982
0.1982
0.1982
0.1982
0.1982
0.1982

0.0845
0.0845
0.0845
0.0845
0.0845
0.0845
0.0845
0.0845
0.1231
0.1231
0.1231
0.1231
0.1231
0.1231
0.1231
0.1231

전체

C





A

B

C

0.0720
0.1462
0.1472
0.1356
0.1393
0.0417
0.1565
0.0747
0.1679
0.1930
0.1923
0.1914
0.2062
0.1580
0.1831
0.1170

× 
119.0
5.9
4.4
22.1
16.5
165.2
-9.8
114.9
40.4
6.9
7.8
9.1
-10.7
53.5
20.1
108.2

0.3534
0.3534
0.3534
0.3534
0.3534
0.3534
0.3534
0.3534
0.5591
0.5591
0.5591
0.5591
0.5591
0.5591
0.5591
0.5591

0.3721
0.3721
0.3721
0.3721
0.3721
0.3721
0.3721
0.3721
0.5104
0.5104
0.5104
0.5104
0.5104
0.5104
0.5104
0.5104

0.3711
0.3405
0.3489
0.3132
0.3399
0.3143
0.4201
0.3791
0.5638
0.5418
0.5398
0.5402
0.5691
0.5316
0.5817
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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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A는 모델에서 생성한 1960년대생의 노동공급의 양.
B는 데이터에서 관찰된 1970년대생의 노동공급의 양.
C는 ‘가상적’ 노동공급의 양. 즉 1960년대생이 1970년대생의 노동공급 결정요인을 가졌을 경우 공급했을 노동의 양.

 

 
× 
94.2
-68.6
-23.9
-214.1
-71.8
-208.3
355.1
136.8
-9.65
35.5
36.6
38.8
-20.5
56.6
-46.5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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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하나만으로도 두 코호트 간 노동공급 행위의 변화를 거의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임금 부문에서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
고 있다. 특히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는 1970년대생의 실제의
노동공급량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30대 중후반에서는 지나치게 과대평
가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도 1970년대생이
1960년대생과 비교하여 20대에 훨씬 더 많은 노동공급을 하는 사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30대에는 실제의 사실과 반대로 1970년
대생이 더 많은 노동공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출산 기회비용 변화의 효과
(1) 전체

(2) 임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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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마름모꼴을 연결한 선은 모델에서 생성된 1960년대생의 생애노동공급곡선, 네모
꼴을 연결한 선은 데이터에서 관찰된 1970년대생의 생애노동공급곡선, 그리고 점
선은 1960년대생의 ‘가상’ 노동공급곡선임.

4. 자녀양육함수에서 직접양육과 간접양육 사이의 대체성
변화가 노동공급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앞서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듯이 한국의 경우 여성고용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낮은 고용수준이다. 여기서는 그 원인들 중의 하나로서 직
접양육과 간접양육 사이의 낮은 대체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같
은 함수 및 같은 방법으로 Park(2014)이 미국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
과, 미국의 경우 대체성 모수값은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에 대해 비슷
하게 약 0.7로 나타나 한국의 경우(1960년대생은 약 0.1, 1970년대생은 약
0.2)보다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서론에서 소개한 많은 연구들은 노동시장
을 통한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한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이를 수
량적으로 판단해 보기 위해 [그림 3-14]에서는 직접양육과 간접양육 사이
의 대체성과 관련된 모수( ) 값이 증가함에 따라 1960년대생의 생애노동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및 보고의 편리를 위해 
값은 -1과 1 사이에서 0.2씩 증가시켰으며 그 밖에는 -∞ 값에 대해서만
보고하였다. 분석 결과, 생애주기 어느 단계에서도 노동공급량은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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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모에 의한 직접돌봄시간과 양육비 지출을 통한 간접돌봄 사이의
대체성 관련 모수값 증가에 따른 1960년대생의 생애노동공급의
변화
(1)전체

(2)임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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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증가함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의 값이 작아질수록, 즉 자녀양육함수
에서 두 투입요소의 대체성이 떨어질수록 여성의 노동공급의 양은 적어지
며, 반대로  의 값이 커질수록 여성의 노동공급의 양이 증가한다.
그러나 노동공급의  값에 대한 함수는 비선형성을 띰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  < 1 범위에서  값이 일정하게 0.2만큼씩 증가하는 경
우 여성의 노동공급의 증가량은 일정한 증가를 보이지 않고 점증하는 패
턴을 가지면서 증가한다. 특히  값이 -1부터 대략 0.2까지 증가할 때에는
노동공급량은 매우 더디게 증가하는 반면, 대략 0.2를 초과하면서부터는
같은 정도의 모수값 증가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표 3-11>에 제시되어 있듯이 한국의 경우 해당 모수값( )은 1960년대
생의 0.12에서 1970년대생에 이르러서는 0.23으로 늘어난 상태이다. 만약
한국의 1960년대 기혼여성의  값이 미국의 1960년대생의 수준인 0.70의
값을 갖게 된다면 (다른 노동공급 결정요인들의 값은 모두 1960년대생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1960년대생의 노동공급은 (비록 생
애주기 연령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포인트 이상 증가한다. 독자들
은 해당 노동공급곡선이 [그림 3-14]에서 세모꼴을 연결한 선과 네모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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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 선 사이에 위치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값 증가에 따른 특정 연령대에서의 노동공급 증가분을
수량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표 3-14-1>부터 <표 3-14-3>에서는 각
 값에 대한 가상의 생애노동공급량을 전체 및 부문별로 각 연령대에서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값을 0.8까지 증가시킬 경우 1960년대생의
가상의 노동공급량은 가장 많게는 30～34연령대에서 약 16%포인트 증가
하며, 60～64세 연령대를 제외하고는 그 밖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도 약
15%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선형적 증가 패턴은 임금과 비임금 부문에서 유사하게 나타
나지만, 연령대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전반적으로 볼 때
 값 증가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가는 자영업 부문보다는 임금 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표 3-14-2>와 <표 3-14-3>에 제시된 수치들을 보면  값이
-1에서 1로 증가함에 따라 25～29세에서의 노동공급량(고용률)은 비임금
부문에서는 0.108에서 0.227로 약 0.119 증가하지만 임금 부문에서는
0.173에서 0.421로 약 0.248 증가한다. 한편 40～44세에서는 비임금 부문
에서는 0.155에서 0.249로 0.094 증가하는 반면, 임금 부문에서는 0.359에
서 0.549로 0.19만큼 증가한다. 직관적으로도 자녀 양육의 노동시장화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① 출산과 양육의 직접적 영
향을 받는 연령대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며 ② 시간의 활용이 보다 경
직적인 임금 부문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3-15]와 <표 3-15>에서는  값의 변화에 따른 출산 관련
행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값과 기혼여성이 생애 동안 낳는 자녀 수
의 관계, 그리고  값과 첫 자녀를 낳은 연령의 관계 모두 비선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의 값이 -∞ 일 때(완전 비대체적) 여성의 첫 자녀의 수
는 약 3.1명이고 첫 자녀를 낳는 연령은 평균 25.11세이다.  의 값이 커질
수록(즉 대체성이 커질수록) 자녀의 수는 줄어들고, 첫 자녀를 낳은 연령
은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계속되지 않고  의 값이 약 0.2∼0.4
가 되는 지점부터 그 이상 증가할수록 같은 정도의  값 증가에 대해 자
녀의 수는 점증하는 속도로 증가하고, 첫 자녀를 낳는 연령은 점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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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낮아진다. 우연히도 한국의 경우 1970년대생의 값은 0.23으로서
그 변환점에 위치하고 있다. 결국  값을 현재 한국의 수준에서 장차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앞서 관찰한 것처럼 노동공급도 늘어나는 동시
에 [그림 3-15]와 <표 3-15>에 제시된 것처럼 출산율도 증가시킬 수 있
게 된다.
본고의 발견은 인구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왔던 정형화된
사실들에 대해 경제학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 인구학 분야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율의 하락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노동력 확
충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이러한 모의 역할과 근로자로
서의 역할 사이의 상충관계에 대한 믿음은 후기 산업사회로 올수록 여성
의 노동시장참가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출산율은 영(0)에 수렴할 것이라
는 예측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최근 Ahn and Mira(2002), Castles(2003)
등 인구학 분야에서의 일련의 연구들은 출산율과 여성노동시장참가율 사
이의 상관관계가 과거의 음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 양의 관계로 바
뀌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Ahn and Mira(2002)은 1970～95년
기간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우선 연도별로 출산율과 여성노동시장참가
율 사이의 횡단면적 상관관계를 계산하고 이 상관관계의 시계열 패턴을
그려 보았다(그림 2, p.670). 그 결과 1970년대에는 추정된 상관계수가 대
략 -0.5∼-0.4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가 그 후 1980년대를 중심으로 급격
<표 3-14-1> 직접양육과 간접양육 사이의 대체성 관련 모수값 변화에 따른
1960년대생의 생애노동공급의 변화：전체 노동시장
-∞ -1.0 -0.8 -0.6 -0.4 -0.2

0

0.12

0.2

0.4

0.6

0.8

1

25～29 0.240 0.281 0.288 0.300 0.309 0.324 0.341 0.353 0.367 0.390 0.440 0.507 0.648
30～34 0.286 0.359 0.367 0.376 0.386 0.398 0.412 0.421 0.431 0.463 0.513 0.582 0.694
35～39 0.380 0.477 0.487 0.498 0.512 0.528 0.547 0.559 0.572 0.601 0.641 0.699 0.755
40～44 0.409 0.513 0.524 0.537 0.551 0.568 0.590 0.602 0.617 0.647 0.690 0.753 0.799
45～49 0.421 0.528 0.539 0.552 0.567 0.585 0.606 0.619 0.634 0.665 0.710 0.775 0.813
50～54 0.408 0.512 0.523 0.535 0.550 0.567 0.588 0.600 0.615 0.645 0.688 0.751 0.796
55～59 0.367 0.460 0.470 0.481 0.494 0.510 0.528 0.540 0.553 0.580 0.619 0.675 0.709
60～64 0.300 0.376 0.384 0.393 0.403 0.416 0.431 0.441 0.451 0.474 0.495 0.531 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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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2> 직접양육과 간접양육 사이의 대체성 관련 모수값 변화에 따른
1960년대생의 생애노동공급의 변화：임금 부문
-∞

-1

-0.8 -0.6 -0.4 -0.2

0

0.12

0.2

0.4

0.6

0.8

1

25～29 0.148 0.173 0.177 0.181 0.186 0.192 0.199 0.203 0.213 0.228 0.268 0.319 0.421
30～34 0.170 0.213 0.217 0.222 0.228 0.235 0.244 0.249 0.255 0.278 0.316 0.367 0.451
35～39 0.245 0.308 0.314 0.322 0.330 0.341 0.353 0.361 0.369 0.388 0.414 0.461 0.501
40～44 0.286 0.359 0.366 0.375 0.385 0.397 0.412 0.421 0.431 0.452 0.482 0.526 0.549
45～49 0.291 0.365 0.373 0.382 0.392 0.404 0.419 0.428 0.438 0.460 0.491 0.536 0.559
50～54 0.273 0.342 0.349 0.358 0.367 0.379 0.393 0.401 0.411 0.431 0.460 0.502 0.527
55～59 0.225 0.283 0.289 0.295 0.303 0.313 0.325 0.332 0.339 0.356 0.380 0.415 0.436
60～64 0.164 0.205 0.210 0.215 0.221 0.227 0.236 0.241 0.247 0.269 0.291 0.321 0.345

<표 3-14-3> 직접양육과 간접양육 사이의 대체성 관련 모수값 변화에 따른
1960년대생의 생애노동공급의 변화：비임금 부문
-∞

-1

-0.8 -0.6 -0.4 -0.2

0

0.12

0.2

0.4

0.6

0.8

1

25～29 0.092 0.108 0.111 0.119 0.122 0.132 0.142 0.150 0.154 0.161 0.172 0.188 0.227
30～34 0.117 0.147 0.150 0.153 0.157 0.162 0.168 0.172 0.176 0.185 0.197 0.215 0.243
35～39 0.135 0.169 0.173 0.177 0.181 0.187 0.194 0.198 0.203 0.213 0.227 0.238 0.254
40～44 0.123 0.155 0.158 0.162 0.166 0.171 0.178 0.182 0.186 0.195 0.208 0.227 0.249
45～49 0.130 0.163 0.166 0.170 0.175 0.180 0.187 0.191 0.196 0.205 0.219 0.239 0.255
50～54 0.135 0.170 0.173 0.177 0.182 0.188 0.195 0.199 0.204 0.214 0.228 0.249 0.269
55～59 0.142 0.178 0.181 0.186 0.191 0.197 0.204 0.208 0.213 0.224 0.239 0.261 0.273
60～64 0.136 0.170 0.174 0.178 0.183 0.189 0.196 0.200 0.205 0.205 0.204 0.210 0.224

하게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정된 상관계수는 1986년부터는
양으로 전환되어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0.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출산과 노동공급 행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일
어났다는 반복적인 발견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인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출산율과 노동공급 사이의 관계가 음에서 양으로 변하게 되는 구조적 설
명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4]와 [그림 3-15](혹은 표 3-14와 표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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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직접양육과 간접양육 사이의 대체성 관련 모수값 변화에 따른
1960년대생의 출산 관련 행태의 변화

주 : 횡축은 대체성 관련 모수값( ), 좌측은 자녀의 수, 그리고 우측은 첫 자녀를 낳은
연령을 나타냄.

의 분석에 의하면 양육의 노동시장화(내지 자녀 돌봄의 사회화)가 상대적
으로 덜 발달된 초기 단계에서는 대체성 증가에 따라 노동공급은 증가하
지만 출산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체성이 일정 수준(현재의 한국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대체성 증가에 따라 출산율과 노동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 결국 여
성 노동공급과 출산이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전통적인 믿음은 대체
성이 고정되어 있거나 자녀 양육의 노동시장화가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모형을 이용하여 분
석한 결과, 대체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경우 이 외관상 상충된
목표는 동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4 : 전체적으로 볼 때 기혼여성의 다양한 노동공급 및 출산 관련
행태들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서로 다르다. 여성의 생애노동공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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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직접양육과 간접양육 사이의 대체성 관련 모수값 변화에 따른 1960
년대생의 출산 행위 변화
자녀 수

첫 자녀를 낳은 연령

-∞

3.01

25.11

-1

2.29

26.34

-0.8

2.23

26.72

-0.6

2.15

26.89

-0.4

2.09

26.96

-0.2

2.05

27.01

0

2.03

27.06

0.12

2.02

27.12

0.2

2.01

27.13

0.4

2.00

27.09

0.6

2.05

26.99

0.8

2.09

26.96

1

2.28

26.75

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출산의 기회비용(여성의 임금)으로, 특
히 임금-자영업 부문 간 노동소득 비율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코
호트들이 비임금 부문에서 임금 부문으로 이동하는 원인이 되었다. 생애
동안 낳는 자녀 수가 1970년대생에 이르러 약간 증가한 주된 원인은 가구
소득 대비 자녀 양육비의 감소와 남성 임금의 증가이고,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첫 자녀 출산연령이 증가해 온 주된 원인은 출산의 기회비용의 증
가와 선호체계의 변화이다. 특히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이 더 커지고, 어린 자녀(0～4세와 5～9세)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
을 보내려는 선호도의 변화는 여성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생애 초기에 노
동공급을 하여 소비를 늘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미루게 한다. 또한 출
산 이후의 노동공급의 동태적 변화과정에 있어서의 코호트 간 변화는 남
성의 임금 증가와 선호도의 변화가 잘 설명한다. 특히 1970년대생이 그
이전 코호트와 비교하여 출산 직후 보다 크게 노동공급을 감소시킨 이유
는 남성의 임금 증가로 인하여 자신들이 노동공급을 할 유인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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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어졌기 때문이며, 출산 후 약 10년이 경과한 다음 1970년대생의 노
동공급이 그 이전 코호트의 노동공급을 앞지른 이유는 자녀에 대한 직접
돌봄과 간접돌봄 사이의 대체성이 최근 코호트 들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률 제고 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슈는
(미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노동공급(고용률) 수준이 왜 그렇게 낮은가에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호체계 면에서 두 국가 간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요소, 즉 자녀양육함수(child care production)
에서 직접돌봄과 간접돌봄 사이의 대체성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본문에
서 소개되어 있듯이 미국은 한국과 비교하여 두 투입요소의 대체성이 매
우 높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대체탄력성 파라미터의 값을 완전 비대체부
터 완전 대체의 경우까지 다양하게 바꾸어 가며 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
관련 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실험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는
두 투입요소 사이의 대체성이 커질수록 여성의 노동공급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가는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성 파라미터의 값이 낮은 수준에서는 값의 증가에 따라 노동공급
이 늘어나되 그 증가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대체성 파라미터 값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값의 증가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가량은 더욱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는 자영업 부문보다는 임금 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같은 부문에서도 출산과 육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연
령대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한편 두 투입요소 간 대체성 증가에 따른 첫
자녀 출산연령과 생애출산자녀 수의 반응도 비선형적으로 나타났다. 대
체성 파라미터의 값이 대략 0.2∼0.4에 이르기까지는 대체성 파라미터 값
증가에 따라 첫 자녀 출산연령은 점점 감소하는 속도로 증가해 오는 반
면, 생애출산자녀 수는 점점 감소하는 속도로 감소해 온다. 그러나 대체
성의 정도가 그 이상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대체성 증가에 따라 첫 자녀 출
산연령은 증가하는 속도가 낮아지며 생애출산자녀 수는 증가하는 속도가
늘어난다. 결국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와 노동시장에 양육을
맡기는 경우 사이의 (효용함수 상에서의) 대체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일 경우 여성의 노동공급(고용률) 확대와 출산율 제고라는 외형상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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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고의 분석은 최근 인구학 분야에서 발견된 중요한 실증적 사실, 즉 과거
에는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과 출산율의 횡단면적 상관관계(국가 간 비
교)가 음이었던 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양으로 바뀌어 온 사실에 대한
구조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즉 돌봄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상태에서는 대체성의 증가가 주로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을 억제하고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반면, 돌봄서비스의 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추가적인 대체성의 증가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을 모두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절 기혼여성의 시계열 총노동공급의 변화 설명

본절에서는 앞서 수행한 코호트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시계열 상 관
찰된 기혼여성의 고용률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
럼 표본기간 동안 핵심연령층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1990년 후반의 외
환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근까지도 완만하게나마 꾸준히 증가하여 왔
다. 특히 전체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률은 완만하게 증가해 왔지
만 임금 부문과 비임금 부문에서는 각각 급속한 고용률 성장 및 감소를
경험하여 왔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수량적 설명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절의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델에서 생성한 핵심연령
층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시계열 상에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것을 확인한 후, 동 모델을 이용하여 전체
및 부문별로 기혼여성 고용률의 시계열 변화과정에 각 노동공급 결정요
인과 선호도의 변화가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수량적으로 분석한다. 궁극
적으로는 어떠한 노동공급 결정요인이 여성의 총노동공급의 변화를 잘
설명하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가장 큰 관심 사항으로서
모의 직접돌봄과 노동시장을 통한 간접돌봄 사이의 대체성 증가가 총고
용률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수량적 평가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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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상 총노동공급(고용률)의 변화를 잘 설명하기 위하여 이상적으
로는 앞선 코호트 간 분석을 모든 코호트들 사이에 수행하여야 하나, 자
료의 제약으로 인해 이전 절에서 다루었던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의
행태 변화만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결국 본절에서의 분석은 1960년대생
과 1970년대생 사이의 행태 변화 요인들이 그 이전 코호트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다소 무리한 가정하에 성립된다. 예를 들어, 출산의 기
회비용 변화가 생애주기 특정 연령대에서 1960년대생 대비 1970년대의 노
동공급을 10%포인트 증가시킨다면 동 요인의 같은 정도의 변화는 1950년
대생과 1960년대생 사이에서도 같은 정도로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고 가
정한다.

1. 모델이 생성한 고용률(노동공급)의 시계열
고용률의 시계열 상 변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모델에서 생성한 고
용률이 어느 정도 실제의 데이터로 관찰된 고용률을 잘 설명하는지를 살
펴보았다.29) [그림 3-16]에서 마름모꼴을 연결한 선과 네모꼴을 연결한
선은 각각 데이터로 계산한 고용률과 모델에서 생성한 고용률을 나타낸
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전체뿐만이 아니라, 임금 부문과 비임금
부문에서도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세운 다소 엄
격한 가정을 고려할 때 매우 놀라운 결과이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모
델에서 생성된 고용률(내지 노동공급)을 ‘실제’의 고용률로 간주한다.30)

29) 이를 위하여 먼저 모델이 생성한 각 코호트별(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고용률
을 각 연령대에서 계산한 다음, 특정 시점에서 코호트별 고용률의 값을 데이터에
서 도출한 인구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총고용률을 계산하였다. 한편 1960년대생
이전 코호트는 데이터에서 계산한 연령별 고용률과 인구 비율을 그대로 이용하
였다. 또한 1980년대생 이후의 코호트는 관찰기간이 지나치게 짧음으로 인하여
이 계산에서 제외하였으나, 그들의 제외는 고용률의 시계열 상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코호트 분석과의 분석기간의 일치성을 위해 각 시점은 5년 기간 중 중위 연도로
표시하였으며, 해당 시점에서의 고용률은 5년 단위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1987년의 고용률이란 1985년부터 1989년의 고용률들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다만, 가장 마지막 연도인 2012년은 2010년부터 2014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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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동공급 결정요인 혹은 선호도의 변화가 총노동공급 변화에 기여
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이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적’
노동공급곡선을 그려 보았다. 여기서 가상적 노동공급이란 모든 코호트
[그림 3-16] 핵심연령층 기혼여성의 고용률：데이터 vs. 모델
(1) 전체

(2) 임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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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임금 부문

주 : 마름모꼴을 연결한 선은 데이터에서 관찰된 총노동공급곡선, 그리고 네모꼴을 연
결한 선은 모델에서 생성한 총노동공급곡선임.

들이 그들 바로 직전의 코호트들과 비교하였을 때 노동공급 결정요인과
선호도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노동공급을 의미한
다. 그 결과는 [그림 3-17] 내에 네모꼴을 연결한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하였던 마름모꼴의 점들을 연결한 선은 ‘실제’의 노동공급
곡선을 나타낸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질’ 노동공급과 ‘가상적’
노동공급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87년에는 ‘실제’ 노동
공급이 ‘가상적’ 노동공급보다 1.1%포인트가 높으며 2012년에는 반대로
‘실제’가 ‘가상적’보다 0.8%포인트 낮은 정도이다. 그러나 부문별로 살펴
보면, 임금 부문에서는 실제의 노동공급이 가상의 노동공급보다 어느 연
도에서도 더 크며, 반대로 비임금 부문에서는 실제의 노동공급이 가상의
노동공급보다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차이는 현재로 올수
록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앞선 코호트 분석
에서 보았듯이 ① 생애노동공급곡선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임금 부문
에서는 수직적으로 상승하여 왔고 비임금 부문에서는 수직적으로 하락하
여 왔으며 ② 두 코호트 간(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 비교에서 보았듯이
어느 부문에서도 생애노동공급의 코호트 간 차이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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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기 때문이다. 수량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1987년 기준 임금 부문에
서는 ‘실제’ 노동공급이 ‘가상적’ 노동공급보다 6.2%포인트 높고, 2012년
에는 1%포인트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비임금 부문에서는 1987년 기준
‘실제’ 노동공급이 ‘가상적’ 노동공급보다 5.1%포인트 낮으며 2012년에는
[그림 3-17] 총고용률 시계열값 비교：‘실제’와 ‘가상적’ 고용률
(1)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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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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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임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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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마름모꼴을 연결한 선은 모델에서 생성한 ‘실제’의 총노동공급곡선을 나타냄. 네
모꼴을 연결한 선은 모든 코호트들이 그들 이전 코호트들과 비교했을 때 노동공
급 결정요인과 선호도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그린 ‘가상적’ 노동공급
곡선임.

1.8%포인트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각 노동공급 결정요인의 총노동공급 변화에 대한 기여도
본항에서는 앞서 관찰한 ‘실제’와 ‘가상적’ 노동공급의 차이를 어떤 노
동공급 결정요인이 가장 잘 설명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 노동공
급 결정요인과 선호체계 변화 각각이 총노동공급의 변화에 얼마나 기여
하는가를 수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가상적’ 노동공급
곡선을 그려본다. 이를 개별적 가상 노동공급곡선이라 칭하자. 즉 다른
노동공급 결정요인들은 각 코호트 고유의 값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특정
노동공급 결정요인만을 다른 코호트 값으로 대체하고 이에 상응하는 총
노동공급의 양을 계산함으로써 개별적 요인의 변화에 의한 가상적 노동
공급곡선을 도출한다. 만약 개별적 가상 노동공급곡선이 ‘실질’ 노동공급
곡선으로부터 멀어지고 ‘가상적’ 노동공급곡선에 가까워질수록 해당 노동
공급 결정요인의 기여도는 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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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동공급 결정요인과 선호도의 기여도를 숫자로 계산할 때에는 연도
를 고정시켜야 할 것이다. 모든 연도를 다 고려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
므로 이 목적상으로는 ‘실제’와 ‘가상적’ 노동공급량이 (반대 방향으로) 상
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1987년과 2007년에 대해서만 분석을 시도
한다.
가장 먼저 [그림 3-18]에서는 출산의 기회비용의 변화가 ‘실제’와 ‘가상
적’ 노동공급의 차이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코
호트 분석에서도 (본고에서 정의한 바대로) 출산의 기회비용의 변화가 임
금과 비임금 부문에서 노동공급 행태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가장 잘 설명
하였듯이, 총노동공급의 시계열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코호트 간 여
성의 출산 기회비용의 변화는 임금 부문에서의 대부분의 증가와 비임금
부문에서의 대부분의 감소를 잘 설명하고 있다. 어느 부문에서든 고용률
은 코호트별 고용률의 가중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결과는 놀라운 결
과가 아니다. 여기에 수량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출산의 기회비용의 코
호트 간 변화는 1987년 기준 임금 부문에서의 6.2%포인트 고용률 증가
(실제와 가상 노동공급 사이의 차이)의 94%를 설명하고, 비임금 부문에
서는 5.1%포인트 고용률 감소(가상과 실제 노동공급 사이의 차이)의
88%를 설명한다. 2007년의 경우 임금 부문에서의 2.1%포인트 고용률 증
가의 108%를 설명하고 있으며, 비임금 부문에서는 3.2%포인트 고용률
감소 중 78%를 설명한다.
다른 관찰 가능한 노동공급 결정요인의 코호트 간 변화의 효과에 대해
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기여도를 수량적으로 설명해 본 결과 다른
결정요인들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분석에 포함된
다른 결정요인들이란 대표적으로 ① 가구소득 대비 자녀 양육비의 변화
② 여성 임금 프로세스의 변화 ③ 남성 임금의 변화 ④ 경기변동 ⑤ 선호
체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임금 부문에만 한정하여 볼 때 출산의 기회
비용 다음으로 실제와 가상 노동공급곡선 차이를 잘 설명하는 요인은 선
호체계의 변화로 나타났다. 보고의 간결성을 위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 설
명은 생략한다.31)
31) 개별 결정요인의 기여도 분석결과는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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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출산의 기회비용 변화의 기여도
(1) 전체

(2) 임금 부문

(3) 비임금 부문

주 : 마름모꼴을 연결한 선은 모델에서 생성한 총노동공급곡선(실제의 노동공급곡선과
같음)을 나타내며, 네모꼴을 연결한 선은 ‘가상적’ 노동공급곡선을, 그리고 점선은
개별적 요인의 변화에 의해 유도된 가상적 노동공급곡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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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림 3-19]에서는 선호체계를 포함한 모든 결정요인들의
동시 변화가 최종적으로 실제와 가상 노동공급(고용률) 사이의 차이를 얼
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예상한 대로 모든 요인들의
변화를 동시에 모두 허용했을 때 실제와 가상 고용률의 차이는 100% 설
명되고 있다.
[그림 3-19] 선호체계를 포함한 모든 노동공급 결정요인들의 동시 변화의 기여도
(1) 전체

(2) 임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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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임금 부문

주 : 마름모꼴을 연결한 선은 모델에서 생성한 총노동공급곡선(실제의 노동공급곡선과
같음)을 나타내며, 네모꼴을 연결한 선은 ‘가상적’ 노동공급곡선을, 그리고 점선은
개별적 요인의 변화에 의해 유도된 가상적 노동공급곡선을 나타냄.

3. 직접돌봄과 간접돌봄 사이의 대체성 변화가 총고용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본항에서는 자녀양육함수 내에서 두 투입요소(직접양육과
간접양육) 간 대체탄력성의 변화가 한국 여성의 총노동공급을 어느 정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한다. 앞서 코호트 분석에
서 우리는  값을 -∞ 와 -1부터 1 사이에서는 0.2씩 값을 늘려가며 노동
공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값을 변화
시키며 여성의 총노동공급을 연도별로 계산하였다. 실험 결과, 다음과 같
은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어느 연도에서도 총노동공급의 양
은  값의 단조증가함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임금
및 비임금 부문에서도 모두 성립된다. 둘째,  값 증가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가는 연도와 부문에 따라 다소 정도상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비선형으로 나타났다. 즉  값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에는  값 증가에 따
른 노동공급의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지만,  값이 약 0.2를 상
회하기 시작하면  값 단위당 증가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가량은 점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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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커진다. 셋째, 대체성 증가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가 효과는 최근
으로 올수록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띠고 있다. 넷째, 전체적으로 볼 때 
값 증가가 노동공급에 가져다주는 정의 효과는 비임금 부문보다는 모의
시간활용이 상대적으로 경직적인 임금 부문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두 투입요소 사이의 대체성이 미국의 수준(0.7)에 이르렀을 때 한
국의 핵심연령층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어느 정도에 이를 것인가?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값이 약 0.7 정도일 경우 1987년의 고용률은 0.59 정
도에 이르며 2012년의 경우 약 0.63 정도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1987년의 실제 고용률 대비 약 10%포인트, 그리고 2012년의 실제 고용률
대비 약 8%포인트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임금 부문에서는  값
이 0.7에 이를 경우 핵심연령층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1987년의 0.25에서
2012년의 0.43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로 비임금 부문에서는
[그림 3-20] 직접돌봄과 간접돌봄 사이의 대체성 크기 변화에 따른 여성의 부문
별 노동공급의 변화
(1)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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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 부문

(3) 비임금 부문

126

적극적 복지국가와 여성노동

1987년의 0.34에서 2012년의 0.2로 낮아질 것으로 계산되었다.  값을 1까
지 올렸을 때 핵심연령층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대체성 관련 모수값 증가
의 효과 하나만으로도) 1987년의 경우 0.49에서 0.70까지, 그리고 2007년
의 경우 0.53에서 0.6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5 : 여기서는 이전의 코호트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여성의 총노
동공급의 변화를 수량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노동공급의 변화는 임
금과 비임금 부문으로 나누어 볼 때 더욱 두드러져 보이므로 본절에서는
부문별로도 어떤 결정요인의 변화가 노동공급의 변화를 어느 정도 설명
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출산의 기회비용 증가는 고용률 변화의 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요인의 변화는 임금 부문에서
의 고용률 증가와 비임금 부문에서의 고용률 감소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임금-자영업 소득 비율의 증가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상대적 임금의 증가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영업 부문의 고용을 임금 부문
의 고용으로 대체하게 하였다.
한편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 총노동공급(고용률)은 자녀에 대한 직접
돌봄과 시장을 통한 간접돌봄 사이의 대체성의 크기에 상당히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성이 커질수록 총노동공급의 양은 커지며, 그 증가
속도는 비선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대체성 관련 모수값이
약 0.2 정도가 될 때까지는 모수값의 단위당 증가에 총고용률이 다소 완
만하게 증가하지만, 대략 0.2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단위당 증가에 점증하
는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1970대생 코호
트의 경우 대체성 관련 모수값은 0.23으로 추정되었다. 만일 한국이 미국
과 같은 수준의 대체성( =0.7)을 갖는다면 한국 핵심연령층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1987년의 경우 실제의 0.49에서 0.59로, 그리고 2007년의 경우
0.53에서 0.6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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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소 결

기존의 연구들은 여성 노동공급의 저해요인으로서 흔히 기혼여성의 육
아부담을 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결혼과 출
산의 지연, 나아가 출산율의 하락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노동공급에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자녀 돌
봄 노동의 노동시장화, 보다 공식적으로 표현하여 모의 직접양육과 간접
양육 사이의 대체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증대와 출산
율 증가라는 외관상 상충된 정책 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음이 확인되
었다. 노동시장을 통한 자녀 돌봄 서비스의 기회 및 질적 확대가 정책적
노력의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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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일가족양립정책이 지난 30년 동안 적극적 복
지국가로의 방향전환이라는 기조와 맞물려 복지국가의 핵심적 사회정책
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성격을 성평등의 관점에
서 비판적으로 재조명해 보았다. 일가족양립정책은 보육(돌봄)서비스 확
대, 부모휴가 확대,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창출(또는 근로시간단축) 정책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정책적 조합을 사용하였는지는 나라마다 다르
지만 다른 소득보장제도들이 축소되거나 정체되는 시기에 이들 정책에
대한 사회지출이 대폭적으로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돌봄서비스 확대 정책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는 정책
은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
졌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도한 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
였다. 그러나 여성들이 어떤 일자리로 어떻게 노동시장에 통합되었는지
는 나라마다 다르다. 주변적 노동시장에 저임금 일자리로 일하게 되었다
면 이것은 일가족양립이라는 가치에 긍정적인 함의를 지닌다고 보기 어
렵다. 만약 1.5인소득자형의 가구소득 모델이 확산되었다면, 이것은 여성
들이 임금노동과 가족돌봄노동 양쪽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성평등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저평가된 일자리에
서 더 많이 일하게 된 것뿐이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남성과 동등한 지위
로 통합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1.5인소득자 모델이 아니라 이인소득자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당연하다.
각국이 일가족양립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 결과로 나타난 젠더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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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성과에는 차이가 있다. 성평등한 노동시장통합을 성취한 경우는
덴마크의 사례에서 보듯이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가능한 한 피한 경우이
다. 덴마크는 ‘신자유주의화’의 물결 속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완전히 피
해 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연대적 유연화(socially embedded liberalization)에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고용에 대한 보호가 애초에 독일이
나 스웨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리 강하지 않았고, 실업급여 수급기
간을 대폭 줄이는 등 소득보장에 대한 안전성(security)의 후퇴가 덴마크
에서도 나타났다. 서비스업종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을 뿐 아니라 제조
업 노조와의 통합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덴마크의 노동조합은 임금교섭
과 고용보호를 넘어서는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외부자를 보호
하는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서비스업 종
사자와 소위 외부자(outsiders)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은 경우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가 성평등적인 노동시장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인소득자형의 가구소득자 모델로 분류될 수 있는
데 비해서, 유럽대륙 국가들은 1.5인소득자 모델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아
직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유럽 국가
들과 영국, 미국의 경우 1.5인소득자 가구는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데 비
해서 이인소득자 가구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유럽대륙 국가들은 최
근까지도 1.5인소득자 가구의 증가세가 더 강하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
우 최근 20여 년 동안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결국 1.5인소
득자형의 젠더레짐에 도달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게다가 이들 두 국가에
서 1.5인소득자 가구는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인 소득수준이 하락하였다.
이 점을 보더라도 여성을 일단 노동시장에 밀어 넣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는 판단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특히
더 높은 편이다. 국가의 사회보장 기능에 대한 기대가 낮다 보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제는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지 않을 수 없
으며, 이들을 노동시장에 성평등한 지위로 통합할 방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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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제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를 따져보
면 다음과 같다.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떠나서, 현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여성고용률(내지 노동공급)의 확대는 ① 저출산․고령화 시
대에 노동력 부족 현상과 이에 따른 저성장 및 연금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②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이라는 불합리한 관행을 제거함
으로써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방안으
로 인식된다. 흔히 여성의 노동공급을 통한 노동력 확충방안을 논의할 때
제기되는 문제점은 여성의 노동공급 자체가 출산율을 낮추어 장기적으로
노동력 확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동시장을 통해 제공받는 자녀 양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확대됨과 동시에 출산율이 늘어나고 첫 자녀 출
산연령이 낮아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여성고용률의 추세 및 수준에 대한 실증적 사실들
을 코호트 분석에 기초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총고용률이 외환위기 이후 정체현상을 보여 온 것과 달리, 핵심연
령층(25～64세)의 고용률은 최근까지도 완만하게나마 지속적인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이 핵심연령층의 고용률 증가추세는 주로 기혼여성집단
의 고용률 증가추세로 설명된다.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여성고용률
과 관련된 한국노동시장의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추세라기보다는 낮은
고용률 수준, 특히 핵심연령층에서의 낮은 고용률 수준에 있다.
핵심연령층에서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추세적으로 증가해 온 것은 임금
부문, 특히 상용직 부문에서 생애노동공급(내지 고용률)이 생애 어느 단
계에서도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증가해 온 사실로 설명된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비임금 부문(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에서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생애주기 어느 단계에서도 노동공급량(내지 고용률)은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다. 결국 비임금 부문의 고용감소를 임금 부문의 고용증가가
대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부문들을 통합하여 볼 때, 생애노동공
급곡선은 전체적으로 종 모양을 유지하며 1960년대생까지는 미약하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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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직적으로 상승 내지 유지해 오다가 1970년대생에 이르러서는 적어
도 생애주기 20대 말부터 40대 초 사이에서는 이전 코호트(1960년대생이
나 1950년대생)와 비교하여 노동공급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말부터 30대는 여성의 핵심 가임기간임을 고려할 때, 결국 1970년대
생에 이르러 다소 이상적인 생애노동공급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출산 후 노
동공급 행위의 변화로 설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후 노동공급의 동태적 변화과정을 직접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
1970년대생은 그 이전 코호트들에 비하여 첫 자녀 출산 후 약 10년 동안
노동공급을 더 적게 하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첫 자녀 출산연령이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증가해 온 것과 달리, 생애
동안 낳는 자녀의 수는 1970년대생에 이르러서는 그 이전 코호트들과 비
교하여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계적
인 자료상에서 합계출산율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이유는
1970년대생에 이르러 이전과 비교하여 혼인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
로 설명된다. 결국 핵심연령층에 있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볼 때 20대
말부터 40대 초 사이의 가임기간 동안 노동공급(혹은 고용률)이 1970년대
생에 이르러 줄어든 것은 ①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노동시장 퇴출현상이
1970년대생에 이르러 보다 심화되었으며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
율이 1970년대생에 이르러 다소 증가하였다는 사실들과 무관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생은 1960년대생에 비해 첫 자녀 출산 시기가 더 늦
기 때문에 20대에서의 노동공급은 상대적으로 더 늘리고 30대 이후의 (적
어도 40세까지) 노동공급은 상대적으로 줄이게 된다.
이러한 실증적 발견들에 대한 수량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기혼여성의 생애주기 노동공급 모형을 설정하였다. 앞서 발견한
실증적 사실들에 더하여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수값들
을 추정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모형을 캘리브레이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우선 여성의 생애노동공급 행위의 코호트 간(1960
년대생 대 1970년대생)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본고에서 정의
한 바대로) 출산의 기회비용이다. 특히 임금-자영업 부문 간 노동소득 비
율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코호트들이 비임금 부문에서 임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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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동하는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생애 동안 낳는 자녀의 수가 1970
년대생에 이르러 미약하게나마 증가한 주된 원인은 가구소득 대비 자녀
양육비의 감소와 남성 임금의 증가이고, 첫 자녀 출산연령이 1970년대생
에 이르러 더 증가한 주된 원인은 출산의 기회비용 증가와 선호도의 변화
로 설명된다. 특히 선호도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코호트(1970년대생)
로 올수록 현재 소비의 한계효용이 더 커짐과 동시에 어린 자녀(0～4세와
5～9세)를 직접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경향이 증가하여, 여
성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생애 초기에 노동공급을 하여 생애소비를 늘리
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미루게 한다. 일단 출산을 하게 되면 1970년대생
은 1960년대생과 비교하여 (자녀의 나이가 10세가 될 때까지는) 비례적으
로 보다 많이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남성의 임금
증가와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보려는 방향으로의 선호도의 변화이다. 그러
나 출산 후 10～14년이 경과하면 1970년대생의 노동공급이 이전 코호트들
의 노동공급을 다시 앞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자녀에 대한 직접적
돌봄과 양육비 지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돌보는 서비스 사이의 대체성이
자녀의 모든 연령대에 걸쳐 최근 코호트 들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률 제고 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슈는 추
세보다는 (미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노동공급(내지 고용률) 수준이 왜 그
렇게 낮은가에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호체계 면에
서 두 국가 간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요소, 즉 자녀양육함수(child
care production)에서 두 투입요소들(직접양육과 양육비 지출을 통한 간
접양육) 사이의 대체성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과 비교하여
두 투입요소의 대체성이 매우 높다(미국의 경우 1960년대생 및 1970년대
생 모두 약 0.7 ; 반면 한국의 경우 1960년대생은 약 0.1, 1970년대생은 0.2
정도). 이에 본 분석에서는 대체성 관련 모수값을 완전 비대체(-∞)부터
완전 대체(1)의 경우까지 다양하게 바꾸어 가며 여성의 노동공급과 출산
관련 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실험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는
두 투입요소 사이의 대체성이 커질수록 여성의 노동공급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가는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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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체성 파라미터의 값이 낮은 수준에서는 값의 증가에 따라 노동공급
이 늘어나되 그 증가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대체성 파라미터 값이
약 0.2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추가적인 값의 증가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가
량은 점증하는 속도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투입요소 간 대
체성 증가에 따른 첫 자녀 출산연령과 생애출산자녀 수의 반응도 비선형
적으로 나타났다. 대체성 파라미터의 값이 대략 0.2～0.4에 이르기까지는
대체성 파라미터 값 증가에 따라 첫 자녀 출산연령은 점점 감소하는 속도
로 증가하는 반면, 생애출산자녀 수는 점점 감소하는 속도로 감소한다.
그러나 대체성의 정도가 0.2～0.4 이상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대체성 증가
에 따라 첫 자녀 출산연령은 증가하는 속도가 낮아지며 생애출산자녀 수
는 증가하는 속도가 늘어난다. 결국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와
노동시장에 양육을 맡기는 경우 사이의 (효용함수 상에서의) 대체성을 일
정 수준 이상으로 높일 경우, 여성의 노동공급(내지 고용률) 확대와 출산
율 제고라는 외형상 상충된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최근 인구학 분야에서 발견된 중요한
실증적 사실, 즉 과거에는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과 출산율의 횡단면적
상관관계(국가 간 비교)가 음이었던 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양으로 바
뀌어 온 사실에 대한 구조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모형 분석 결과, 모에
의한 직접양육과 노동시장을 통한 간접양육 사이의 대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서는 대체성의 추가적인 상승은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율
을 감소시키면서 노동공급만을 늘리는 선택을 하게 한다. 그러나 돌봄노
동의 시장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달하여 대체성이 이미 커진 단계에서
추가적인 대체성의 상승은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노동공급과 출산을 동시
에 늘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모형에서 유도되는 생애노동공급곡선들로부터 핵심연령층 기혼여성의
고용률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만들어 낸 결과, 실제 데이터로 관찰된 시
계열 자료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체성 파라미터의 값을 다양하
게 변화시키면서 핵심연령층에서의 기혼여성 고용률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만약 직접돌봄과 노동시장을 통한 간접돌봄
사이의 대체성이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미국 수준(0.7)으로 증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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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연령층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2007년 기준 실제값인 0.53에서 0.61로
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성 관련 모수값을 1 수준까지
더욱 증가시킬 경우, 그 효과만으로도 해당 집단의 고용률은 2007년 기준
6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합
계출산율도 늘어나며 첫 자녀 출산연령도 낮아지게 된다.
시장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직접양육에 대한 대
체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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