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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을 앞두고 아동수당 도입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을 검토하는 주요 이유는 

저출산에 대한 대처이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위기 극복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 보존정책이며, 조세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사회수당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아동수당을 실제로 각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을 보면 주요 

목적, 대상, 급여, 재원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출산 대응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출산 이슈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아동수당'이라는 제도적 형태의 도입만으로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먼저,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으로서의 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저출산 대응의 수단으로서의 아동수당의 도입을 검토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 목적에 적합한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 저출산 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수당에 대한 많은 제안들이 있었으나 이 글에서는 최근 

제안된 더민주당, 국민의당, 국회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위에서 발표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볼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2015년)이다. 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니, 앞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콜먼교수는 2006년에, '한국은 저출산이 심각해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라지는 대한민국에서 살 것인가?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서 살 것인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직시하여야 한다. 2016년은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시행의 첫 해이다. 제3차 계획은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서의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과 방향

백 선 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01 서론

02 우리나라 저출산의 위기1)

1) 백선희(2016)의 "저출산 극복의 마지막 기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를 일부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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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우리나라가 인구 위기에 대응할 마지막 기회이다. 2017년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고,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베이비부머가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그림 1].

베이비부머들은 그동안 생산인구로서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지만(인구 보너스), 이들이 노인세대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는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부양인구가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다(인구 오너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의 전체 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하고, 2031년에는 총 인구마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안정과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인구를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도록 전체 사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구절벽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결정적 원인은 '저출산'이다. 1970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4.53명이었고 한 해에 1,006,645명이 출생하였다. 이로부터 45년이 지난 2015년에는 합계출산율은 

72.6% 감소한 1.24명으로 줄었으며, 이에 따라 출생아 수도 56.4% 감소한 438,700명이 되었다(통계청a, 

2016). 혹자는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아 어느 정도 인구감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구 감소는 우리가 원하는 규모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비고 : 사회적 역량(화살표)을 집중하였을 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를 의미한다. (필자 주)

* 자료 : 대한민국정부(2016)

[그림 1]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의 추계와 주요 사회적 특성

1. 2020년, 심각한 인구 절벽의 시작

저출산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인구 감소의 속도와 그것의 회복력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선진 국가들의 출산율은 이미 인구대체율 2.1명 이하이며 2030년에도 이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약 30년 동안의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격차가 심한 

국가도 드물다. 1985년 2.23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무려 1.15명이나 떨어졌다. 인구 감소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2. 초저출산 국가에서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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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지 않은 미래 2030년에는 출산율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림 2]에서 보듯이 프랑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2030년에 1.9명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1985년과 비교하여 각각 0.11명, 0.29명 

증가한 수치이다.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출산율은 

2030년에 1.5명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독일과 이탈리아는 1985년과 비교하여 각각 0.05명, 0.07명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나라만이 1.4명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출생아 수이다. 같은 출산율이라 하더라도 가임여성2) 수가 많을수록 

출생아 수는 많아진다. 가임여성 20명이 1명씩 출산해(출산율 1.0) 20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10명의 

여성이 2명씩 출산해(출산율 2.0) 20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출생아 수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전자의 상황에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고, 후자의 상황에서는 총인구를 유지할 

것이다. 가임여성이 10명으로 줄어든 후 출산율 2명을 기대하기 보다는(출생아 수 20명), 가임여성이 20명일 

때 출산율 1.5명이라도 유지하는 것이(출생아 수 30명) 인구 유지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3. 2016~2020년, 출생아 수 증가를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비고 :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국제자료를 기초로 재구성함

* 자료 : 통계청(2016b)

[그림 2] 합계출산율의 국제비교(1985~2030)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15년 이상 초저출산에 머물고 있는 국가는 없다. 1984년에 가장 먼저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던 독일은 5년 만에 탈피하였으며, 2003년에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한 일본도 3년 만에 

탈피하였다. 그 기간이 가장 길었던 이탈리아도 13년 후인 2004년에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제3차 계획 추진으로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5년 1.24명보다 무려 0.26명이 많다. 초저출산국가였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어느 나라도 2015년 

현재 1.5명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이 잘 갖춰진 프랑스나 스웨덴도 단 5년 만에 

0.26명을 끌어올린 적이 없다. 특단의 조치 없이 목표달성은 어렵다.

2) 가임여성이란 15~49세의 여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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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2010년부터 2060년까지의 우리나라 장래인구를 추계한 연도별 인구피라미드이다. 

인구피라미드의 바깥 선에 해당하는 모양은 합계출산율 중위수준을 가정한 추계이다. 중위수준이란 

합계출산율을 2010년 1.23명에서 2045년까지 1.42명으로 늘린다는 가정이다.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2045년의 합계출산율이 저위수준인 1.01명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인구피라미드 

모양은 빨간색 선(안쪽 선)으로 변경될 것이다. 밝은색 음영부분이 인구 상실분이 된다. 합계출산율 

저위수준의 2060년 인구 분포를 보면, 유소년과 중년들이 노인인구를 지탱하지 못해 쓰러질 듯이 보인다.

* 비고 :  1. 장래인구추계는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에 대한 장래 수준을 설정하여 미래 인구를 예측한 것임. 출생과 관련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음(필자).

            - 중위가정 : 장래 출산율 수준이 1.23명(2010년)에서 1.42명(2045년)까지 상승 후 지속

            - 고위가정 : 장래 출산율 수준이 1.23명(2010년)에서 1.79명(2045년)까지 상승 후 지속

            - 저위가정 : 장래 출산율 수준이 1.23명(2010년)에서 1.01명(2045년)까지 감소 후 지속

         2. 인구피라미드는 중위수준을 기본으로 한 것이며, 저위수준을 가정할 경우 빨간선의 인구피라미드를 모양으로 변경됨(필자).

* 자료 : 통계청(2016a)

[그림 3] 장래인구 추계(2010~2060) : 합계출산율 중위수준과 저위수준의 비교

'인구소멸 1호 국가'의 저출산 대책 '아동수당' 도입을 중심으로 _ 07

발제문



가능한, 인구를 상실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가? 당연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며, 가능하다면 가임여성의 

수가 많을 때 출산율을 높여 인구 감소 추세를 늦추는 것이다. 2015년 현재 여성의 초혼연령 평균이 

30세, 첫째아 출생연령의 평균이 31.2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35세 전후의 출산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림 4]의 2016년 인구분포를 보면 여성의 수가 40만 명 이상이 되는 세번의 파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파고가 35세 전후이다. 즉, 지금이 출산율의 변화가 없더라도 출생아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이후 가임여성 인구는 계속 감소될 것이고, 출산율이 저하될수록 더욱 감소될 것이다. 만약 중위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핵심 연령대인 25~34세의 여성인구는 2050년에 2,164,999명, 2060년에 

1,959,107명이 될 것이나, 저위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진다면 각각 1,638,107명과 1,419,989명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다(표 1).

우리는 이와 같은 추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출산율 관리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추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합계출산율이 중위수준 또는 저위수준일 

때의 장래 인구 추계를 한 것이다. (표 1)을 보면 출산율을 관리하지 못해 저위 수준으로 떨어지면 

2037년에 가서 만25세 여성인구가 112.4만 명에서 109.8만 명으로 줄어든다. 출산율이 저위수준으로 

떨어지면 다음세대 가임여성의 수가 줄게 되고, 결국 출생아 수도 줄게 된다. 출산율 관리의 효과가 한 

세대 후에 나타나고 그 파장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 자료 : 통계청(2016a)

[그림 4] 장래인구 추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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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중위수준 : 출산율 중위, 사망률 중위, 국제이동률 중위로 추계된 것임.

         2) 저위수준 : 출산율 저위, 사망률 중위, 국제이동률 중위로 추계된 것임.

         3) 합계출산율이 저위수준이 되면 25세를 기준으로, 2037년부터 해당인구가 감소함.

         4) 합계출산율이 저위수준이 되면, 30세를 기준으로, 2042년부터 해당인구가 감소함.

* 자료 : 통계청의 '가정별 연령별(전국) 추계인구'를 참고로 재구성함(통계청, 2016b)

[그림 5]는 2010년부터 2060년까지의 25~34세의 여성인구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 373만 명에서 

2015년 현재 33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2024년까지 32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급락하기 시작하여 

2028년부터는 25~34세의 여성인구가 300만 명 대 이하로 떨어지고, 불과 5년 후인 2033년에는 250만 

명 대 이하로 추락할 것이다. 그 이후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극복 노력 여하에 따라 이 시기의 여성인구가 

200만 명 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200만 명 이하로 다시 곤두박질 칠수도 있다.

출산율이 저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15년 현재의 25~34세의 가임여성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한 세대(2045년)이다. 2016년의 출산율은 한 세대 후인 2046년 전후의 출생아 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25~34세 가임여성의 수가 320만 명대로 유지되는 향후 10년간의 적극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 자료 : 통계청(2016a)

[그림 5] 장래 여성인구 추계(25~34세) : 합계출산율 중위 수준과 저위수준의 비교

(표 1) 장래 여성인구 추계: 25~34세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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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중위수준 : 2010년 합계출산율 1.23명이 2045년 1.42명까지 상승 후 지속

         2) 저위수준 : 2010년 합계출산율 1.23명이 2045년 1.01명까지 감소 후 지속

         3) 2010~2060합계 : 2010년부터 2060년까지의 연도별 총합임.

* 자료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자료를 참고로 재구성함(통계청, 2016b).

그렇다면 연도별 출생아 수가 반영된, 인구피라미드의 바깥 실선(중위수준)과 빨간 실선(저위수준) 사이의 

잃어버린 인구(밝은색 음영부분)는 어느 정도 규모일까? 2010년 추계인구 4,941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30년 시점에는 192만 명이 줄지만, 2060년 시점에서는 533만 명이 준다.3) 우리는이 인구를 

잃지 않기 위해 가임여성 규모가 줄기 전에 출산율을 가능한 빨리, 최대한 끌어올려 기본 출생아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4. 20~30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필요성

그렇다면 출산율 관리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표 2)에서 보듯이 2020년의 출생아 수는, 합계출산율 

중위수준을 가정했을 때 45.1만 명이 될 것이고, 저위수준의 경우 33.5만 명이 되는데 그 격차가 11.6만 

명이다. 2060년의 출생아 수는 중위수준으로 28.5만 명, 저위수준으로 15.0만명으로 추계되며, 그 

격차는 13.5만 명이다. 출산율의 관리 여하에 따라 출생아 수가 절반(52.6%)이 될 수 있다. 2010년부터 

2060년까지의 출생아 수를 합한다면, 중위수준을 가정할 때는 1,907만 명이 태어나게 되지만 저위수준을 

가정할 때는 1,348만 명만 태어나, 그 격차는 무려 559만명이나 된다.

(표 2) 장래인구 추계: 출생아 수 (단위 : 명)

여성의 결혼시기에 따라 평균 자녀수가 달라진다. 2012년 조사에 따르면, 25세 미만에 결혼하면 2.03명, 

25~29세에 결혼하면 1.88명, 30~34세에 결혼하면 1.46명을 출산한다(보건복지부, 2012). 여성의 

결혼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아진다.

다시 2016년의 인구피라미드를 살펴보자. 25~29세의 여성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 취업 전선에 

있거나 구직활동을 할 시기이다. 20~24세의 여성 인구가 다시 증가하지만 10대 인구는 급격히 준다. 

구직 또는 취업활동을 하거나 아직 학업 중일 시기이다. 일은 필수, 결혼은 선택인 현 시대의 여성들에게 

결혼이전에 해결해야할 과제는 취업이며, 결혼 후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3)  장래 총 인구는 2010년 49,410,366명을 기준으로 하여, 합계출산율 중위수준을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52,160,065명, 2060년에는    
43,959,375명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저위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2030년에는 50,234,336명, 2060년에는 38,624,613명이 될 것으로 추계 
된다(통계청,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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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인구분포를 보자. 여성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25~29세는 적어지고 20~24세는 다소 많아졌다가 

10대 인구는 급격히 준다. 2015년 남성의 초혼연령은 32.6세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첫 

취업연령이 26.7세이고, 4년제 대졸 기준 2.3년의 취업준비 기간을 갖는다고 한다(NH투자증권, 2016; 

데이터뉴스, 2016 재인용). 대졸 남성이 군복무까지 마친다면 20대 후반에야 직장을 갖게 된다. 직장은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고 대학 때 받은 학자금 대출도 갚아가야 한다. 더욱이 결혼비용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한국사회에서 결혼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

20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2016년 5월 청년실업률은 20대 초반이 10.1%, 

20대 후반이 9.3%이다. 2016년 3월 기준 20대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이다(통계청, 2016c).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정규직의 34.6%(2014) 수준이고,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은 116만 

명(2015.6)이나 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한 쌍의 평균 결혼비용은 2억 원을 넘어섰고 비용의 대부분을 

주거비용이 차지한다.

지난 수십 년 간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0대 청년들은 결혼보다 일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결혼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대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도, 고비용의 결혼비용을 준비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꿈같은 일이다.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 많은 청년들에게 결혼은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지금의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합계출산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20대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해야 한다.

30대도 저출산 대책에서 중요한 인구 집단이다. 30대는 결혼과 첫 아이 출산이 이루어지고, 결혼시기에 

따라 둘째아 이상의 출산이 가능하다. 결혼한 커플이 과거에 비해 한 자녀를 선호하기도 하지만, 

추가 출산을 원한다고 해도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 부담과 육아 자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들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전에, 개별 가족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4) 백선희(2016)의 일부를 발췌함.

0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내용과 한계4)

1. 2016~2020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10년간 지속되었다. 2005년 1.08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1차 계획이 종료된 2010년에 1.23명까지 상승했으나, 2차 계획이 종료된 2015년은 결국 

1.23명으로 마무리하였다. 우리는 [그림 6]에서 두 가지 사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가지는 

육아정책 중심의 계획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육아정책에 대한 사회적 

투자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출산율은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경제가 좋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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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요 저출산 대책과 합계출산율

그렇다면 제3차 계획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저출산과 관련된 4대 추진 전략은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이다. 1~2차 계획과 비교할 때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이 처음으로 주요 정책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었다. 일단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은 실망스럽다. 청년고용정책에는 비정규직 문제와 저임금 구조의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정책 등의 적극적 조치들이 보이지 않고, 청년주거정책은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만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의 내실화, 공적 육아인프라 

마련 등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또한 고용문제나 일-가정 양립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치도 소극적이다.

제3차 계획과 관련해 청년고용정책은 저출산 대책으로 둔갑한 노동개악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청년주거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전세자금 지원 중심이기 때문에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 일·가정 양립정책은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 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참여연대 201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5). 정책의 주요 대상자조차 공감하지 못하는 

계획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현재의 계획은 대한민국의 문제와 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안이한 계획이다.

* 자료 : 대한민국정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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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과제

제1차 계획을 실행하면서 저출산 대책에 5년간 19.7조원을, 제2차 계획 때는 60.5조원을 투입 하였다. 

이번 제3차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108.4조를 투입할 계획이다(대한민국정부, 2016). 연평균 21조7천억 

원이고, 제1차 계획과 비교한다면 5.5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내역을 보면 저출산문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2016년 한 해 예산 20.5조 중 0~5세 보육예산이 10.8조원, 반값 등록금 

3.9조원, 청년고용 2.0조원, 주거 1.8조원, 기타 2.0조원이 전부이다. 이것으로 출산율 반등을 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획기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하자.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평가받는 난임시술지원은 저소득층 중심이고, 어렵게 태어난 미숙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둘째,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하자. 고용과 소득 불안정, 높은 

수준의 육아·교육비는 자녀, 특히 둘째 자녀의 출산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전체의 6%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30% 수준으로 확충하자. 믿고 맡길 어린이집,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자. 국민교육인 고등학교 교육은 여전히 

보호자 부담이고, 부실한 공교육은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게 만든다. 다섯째,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자. 고비용의 주택구입비는 결혼 자체를 지연시키는 주요인이다. 여섯째,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등으로 고용문제를 해소하자. 안정적인 고용 없이 

결혼과 출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일곱째, 기업이 저출산 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 기업의 인식변화와 투자 없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들에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에 국민의 

혈세 4조2천억 원을 쏟아 붓고, 부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1조4천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툭하면 부실기업을 뒷바라지 하고, 한국은행은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돈을 찍어낸다. 

현 정부는 국민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별관심이 없어 보인다. 응급수혈이 필요한 곳은 

부실기업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겨우 연평균 21.7조를 투입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2020년에 합계출산율이 1.5명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지금은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으니 

앞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하지 말라.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

특단의 조치를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면 조세 증가 외에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공적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낫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이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일부(연 10조원)로 국민안심채권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인프라에 투자하자고 제안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도 위기가 오므로,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투자의 당위성이 있다.

정부와 사회, 특히 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직시하기 바란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고용, 

결혼, 출산과 육아를 그들의 문제이며, 조금 지원하면 될 일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청년들의 

삶의 무게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 미래의 문제이다. 이들을 위해 전략적, 집중적 투자를 

할 때이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단기적으로 20~30대 투자에 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제반 영역에 대한 검토와 체질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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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로 크게 일곱 가지를 제안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아동수당의 도입이다. 아동수당으로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 20~30대의 

고용과 소득 불안정, 높은 수준의 육아·교육비 부담이 자녀의 출산, 특히 둘째 자녀의 출산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아동수당 자체는 저출산 대책으로 지원되는 사회보장 급여가 아니다. 아동수당을 저출산대책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도입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분명한 목적만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제도와 최근 제기된 

아동수당도입 방안을 검토하면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04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

1. 아동수당제도와 저출산

아동수당(child benefit, children's allowance)은 아동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이다. 아동수당은 자산조사(means test)를 거치지 않고 사회적 기여(사회보험료)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인구학적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지원되는 대표적인 사회수당이다. 그런데 

보편적 급여(universal benefit)로 제공되는 사회수당의 하나로 알고 있는 아동수당은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소득 이하의 가구에게만 급여를 주는 사회부조방식(social assistance)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근로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고용연계 방식(Employment-related type)으로 운영되기도 

하며,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조세감면제도(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활용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급여를 지급할 때도 연령, 출생 순위 등 동일 조건에서 동일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소득에 따라 차등화시키기도 한다.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일차적으로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의 보존'이다. 아동이 

있으면 가계지출도 늘어나게 되고, 가계지출이 늘면 아동이 없는 가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지기 

쉽다.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현금급여 지원은 아동의 유무로 인한 상대적 빈곤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실제 아동수당의 목적은 다중적이다. 

정부가 '아동빈곤 완화'에 초점을 둔다면 빈곤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출산률 제고'에 초점을 

둔다면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거나 출생순위가 늦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 근로자 지원에 초점을 

둔다면 고용연계 아동수당제도로 운영할 것이다. 또한 재정상황과 관련지어 볼 때, '보편적 급여'로서의 

아동수당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급여 수준이 낮더라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고, 

빈곤 예방이나 출산율 제고와 같은 '특정 목적'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대신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각국에서 실시하는 아동수당의 실제는 이론처럼, 모든 아동들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편주의적 급여 형태가 지배적이라 해도, 그 사회의 정책적 필요와 재정 여건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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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아동수당제도를 급여지원방식과 재원조달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지원방식을 보편적 급여 방식과 소득연계의 차등급여방식으로 구분하면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보편적 아동수당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등은 소득연계 차등지원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독일, 뉴질랜드, 호주 등은 보편적 급여와 소득연계 방식을 결합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재정은 대개의 

경우 정부재정으로 충당하지만 오스트리아, 그리스, 일본 등에서는 고용자와 근로자의 2자 부담방식, 

또는 정부를 포함한 3자부담 방식으로 조달하기도 한다. 

아동수당을 보편주의 방식으로 지원할지 소득연계방식으로 지원할지를 결정하면, 몇 째 자녀부터 

지원할지, 얼마의 급여를 지원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급여 수준은 일반적으로 출생 순위로 결정이 

되지만, 자녀의 연령이나 소득이 고려되기도 한다. 아동수당 수급자격을 얻는 출생 순위를 보면, 

프랑스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원하며5), 영국도 초기에는 둘째 자녀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였고, 독일도 

초기에는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다(이재완 외, 2016 참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둘째 또는 셋째부터 하는 이유는 재정부담 문제도 있지만,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의도도 있다. 아동수당 급여 수준에 출생순위를 고려하는 사례는 많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출생순위가 늦을수록 더 많은 아동수당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출산을 장려하는데 유리하다. 

아동수당에 자녀 연령을 고려한 경우도 있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아동수당 급여 수준을 높여주고 있는데, 연령별 지출 수준을 고려한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이 아동수당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013년과 2015년의 개혁 이후에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한 아동수당 차등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고소득층이라 하더라도 기본수당의 1/4을 지급하는 반면에 영국은 고소득가구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급여의 방식이 아닌 자산조사를 통해 아예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영국), 급여 수준을 감액하는 방식(프랑스)이 주요 국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아동수당은 정책목표, 급여성격은 물론, 급여수준 등의 측면에서도 국가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 자료: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2014), 이봉주(2016) 재인용

(표 3) 외국의 아동수당 급여의 유형

5)  프랑스의 경우 첫 번째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이 아닌 영유아수당(Allocation Pour Jeune Enfant : APJE)을 지급하고 있다. 
   임신4개월부터 아동이 3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김수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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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 프랑스(2004), 영국(2004), 독일(2004)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2004); 이재완, 최영선 (2005) 재인용

         - 영국(2013년), 프랑스(2015) : 이봉주(2016) 참고

         - 일본(2006) : 이선주(2006).

         -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 https://en.wikipedia.org/wiki/Child_benefit

(표 4) 외국의 아동수당 급여의 실태

아동수당의 사회적 효과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 아동수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표 5) 출산 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프랑스의 아동수당 조차 큰 효과가 

없다는 Laroque and Salanie(2003, 2007)의 연구결과가 있다(최성은 외 2009 참고). 그런데 Laroque 

and Salanie(2005)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프랑스의 부모양육수당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출산율을 3.7%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최성은 외 2009참고). 즉, 아동수당이 자동적으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으며, 다른 형태의 수당이 오히려 긍정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각국의 아동수당을 보면 어떤 국가에서는 출산 유인의 효과를 기대하며 설계되었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동수당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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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수당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가족정책 전체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표 5), 아동수당을 포함한 전반적 가족정책이 출산율을 올리는데 

약간의 효과가 있으며, 가족정책을 하지 않으면 출산율 저하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의미 있다.

각국에서 실시하는 아동수당정책과 아동수당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 보았을 

때, 아동수당 도입만으로는 출산율이 반드시 상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아동수당을 포함한 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설계가 중요하다는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 자료 : 최성은·신윤정·김미숙·임완섭(2009:32).

(표 5)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2. 국내에서의 아동수당 논의와 관련 정책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검토가 늘고 있다. 더민주당 

박광온의원의 안, 국민의당의 안 그리고 국회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된 

이봉주교수의 안이 대표적이다.

더민주당의 박광온의원의 안은 만12세까지 소득연계 방식으로 지원하는 안이다.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의 가구에만 지원하고(셋째아는 제외), 연령별로 월 10~30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안이다. 

기존의 보육료지원은 유지하지만, 가정양육수당은 장기적으로 통합한다는 제안이다.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제안이유를 저출산 문제 해결, 보편적 복지의 확대, 

지역경제에 기여로 설명하고 있다(박광온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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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을 수용하였을 때 만0~5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구(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중에는 오히려 수당이 없어지거나(소득 1억3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만0~1세아의 경우는 수당이 줄게 된다(가정양육수당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3~5세아의 

경우는 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지만 정책 체감효과는 미흡할 것이며 출산을 유인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현재 보육 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당의 아동수당(안)은 만12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로 제한한 안이다. 

만6세까지는 10만원을, 만12세까지는 2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의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은 유지하며 

가정양육수당은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제안이다. 자녀 1인인 경우 양육수당을 포함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출산을 유인하기 위해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식과는 반대의 방식이다. 국민의당은 아동수당 제안의 이유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권리, 

출산과 양육비용의 경감, 초기성장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국민의당의 안을 수용할 경우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기존의 양육수당을 받는 가구에서는 

수당이 오히려 없어지거나(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만0~1세아의 경우는 수당이 줄게 된다. 더민주당의 

안과 마찬가지로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육정책 문제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정책배경으로 설명하는 양육비용 감소 등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흡하다.

국회의 저출산및고령화특위 간담회에서 주제 발표한 이봉주(2016) 안의 기본 모형은 만15세까지 보편적 

급여로써 아동수당을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만0~5세의 저소득미취학 영유아에게는 월 15만원 상당의 

(보육·교육)바우처를 제공하면서 기존의 무상보육·유아교육을 통합하자는 제안이다.

1차 년도에는 영유아대상으로 실행하고, 2차년부터는 10년에 걸쳐 1살씩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아동수당 도입이 아동권리신장, 아동보육의 질 개선, 양육부담 감소 및 이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며,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는 유사사업을 통합하고 충분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자료: 박광온 외(2016), 국민의당(2016), 이봉주(2016).

(표 6) 가족정책이 아동양육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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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5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수당과 부가급여(바우처)를 합한 금액 450,000원은 기존의 

영유아보육·교육지원액보다 크다(지원액이 가장 많은 만0세아 보육료 월418,000원). 만3~5세아 에게는 

월 230,000원의 추가 지원의 효과가 있으며(현, 만3~5세아 누리과정 월220,000원 지원), 특히 미이용 

영유아가정에는 1인당 250,000~355,000원의 추가지원 효과가 있다(현, 가정양육수당 월100,000 

~200,000원 지원). 세 안 중에서는 가장 보편적 아동수당의 모습이다. 그러나 보육바우처를 소득하위 

50%이하에게만 지원하게 되면 기존보다 급여가 줄어드는 집단이 발생하며(예, 중산층 이상 가구의 

만0세아, 만1세아), 소득하위 50%에게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 보호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동수당제도는 없지만,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며 세 가지로 분류할수 있다. 

첫째, 현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양육지원 수당이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월 100,000~200,000원), 장애아동수당(월2,000~200,000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

원(월100,000~150,000원), (장애)입양아동양육수당(월 150,000~627,000원) 등이 있다. 둘째,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지원이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때 지원되는 바우처(월220,000~438,000원), 

장애아보육지원, 다문화보육지원, 긴급보육바우처,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아이돌보미지원(최고 월 

910,000원) 등이 있다. 세 번째 초중등학생을 위한 각종 교육비와 방과후 보육료, 지역아동센터 이용 지원 

등이 있다. 아동수당 도입은 실제로는 복잡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나 기존의 안들은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

(표 7) 만0~12세 아동을 위한 각종 수당 및 관련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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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보건복지부(2016) 참고.

3. 저출산 대응정책으로서의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

아동수당의 본질은 저출산 대응정책이 아니다. 아동수당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목표 중 

하나가 출산 유인일 뿐이다. 이때의 출산 유인 효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간접 요인이다.

아동수당은 자녀에 대한 지출로 인해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도록 

지원하는 수평적 재분배 정책이다. 아동수당을 빈곤가정의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급여로 

지원하는 이유는 아동이 개별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첫 번째로 합의해야 할 것은 아동수당을 '왜' 도입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과 저출산 대응정책으로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은 

정책의 구체적 목표, 설계, 전개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우리나라도 복지선진국과 같이 

만18세 미만 아동 전체에게 일정한 급여를 보편적 복지로서 제공하는 설계를해야 한다. 이러한 설계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면 연간 30조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봉주교수 안을 참고로 추정). 모든 

아동의 육아에 대해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수용하고 연간 30조원을 확보하여 보편적 

급여로 제공하겠다는 합의가 필요한데, 현재의 우리나라정책 환경에서 이러한 제안은 수용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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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동수당이 검토되고있는 주요 배경은 저출산 극복이다. 아동수당이 저출산 대응정책 자체는 

아니지만,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정책수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언론과 사회의 물음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아동수당으로 설계가 

되었을 때 사회적 투자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저출산 극복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소득보전' 정책으로서의 아동수당과는 다를 것이다.

둘째, 저출산 정책 안에서 아동수당을 어떠한 위상으로 설계할 것인가이다. 2015년 출산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영역으로 양육의 경제적 지원(45.9%), 

일-가정 양립 지원(19.3%), 육아인프라와 프로그램 다양화(14.1%)를 든다.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20대(25~29세)는 안전한 자녀양육환경 

조성(25.1%),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16.2%), 사교육비 경감(12.3%)을, 30대 초반(30~34세)은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21.5%), 안전한 자녀양육환경 조성(21.0%), 사교육비 경감(13.5%)을 

든다. 만20~44세 미혼들은 출산과 양육에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원으로, 남성은 신혼부부대상 

주택 공급(26.2%), 자녀교육비 지원(21.5%), 자녀보육/유아교육비 지원(14.3%)을, 여성은 자녀교육비 

지원(17.1%), 신혼부부대상 주택 공급(14.0%), 다양한 보육서비스(반일제, 시간제, 휴일, 24시간, 긴급 

등)(13.3%)를 든다. 그리고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미혼 남성은 경기 활성화(고용안정)(15.1%),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13.1%), 사교육비 

경감(11.0%)이라고 응답하였고, 미혼 여성은 경기 활성화(고용안정)(15.9%),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15.6%),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10.6%)이라고 응답하였다(이삼식 외, 2015). 이러한 응답 

결과가 함의하는 것은, 만약 아동수당을 저출산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면, 각 정당들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거시적 정책의 방향 속에서 아동수당정책이 갖는 위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이 저출산 정책의 만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에 수행 중인 저출산 관련 정책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이다. 관련 정책으로 

영유아보육사업, 유아교육사업, 각종 수당들(표 7 참고), 그리고 조세지원제도 등이 각 정당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아동수당정책과 어떻게 조정되고 통합되어야 하는지 종합적 설계를 해야 한다. 특히 

이중에서 가장 큰 사회적 급여인 보육료 지원, 아이돌보미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수당을 저출산 대응 전략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동수당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이다. 기존 제안들은 아동수당 도입의 배경으로 저출산을 언급하고 있으나, 제안 내용들을 

보면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첫째 자녀부터 지원할 것인가 둘째 자녀부터 지원할 것인가, 

출생순위가 늦을수록 더 많이 지원할 것인가, 급여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가, 고소득층은 배제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다섯째,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아동수당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현금성 아동수당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회귀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양육수당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여성계 등이 반대해왔었는데, 현금수당 도입은 동일한 논쟁을 일으킬 것이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수당은 없을까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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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당시 아동수당에 대체적인 입장은 '필요하지만, 아직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로 정리할 수 있다. 보편적 아동수당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소요되는 재정규모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오늘 검토한 3가지 안을 보더라도 이봉주교수의 안은 연간 28조원이드는 사업이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9조~15조원 수준으로 제안하였지만 기존의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을 제외한 것이어서 

이를 더하면 더민주당도 20조원이 넘는다. 아동수당과 보육료지원을 포함한 연간 20~30조 가까운 

재정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이전에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인가? 저출산 

대응 수단으로서의 아동수당의 도입인가(아동수당에 초점)? 출산과 육아부담을 줄이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설계인가(아동수당은 대책 중 하나)? 하는 지점이다. 향후 5년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한 시기라 

한다면,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해야 할 것인데, 첫 번째는 투입대비 효과가 확실한 출산율 증가로 

연결되기 어려우며, 두 번째는 아동수당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다른 정책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접근이 필요한 것은 아동수당뿐만이 아니라 관련 정책들과의 유기적 설계, 종합적 설계에서만이 

아동수당 도입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첫째, (대상) 아동수당으로 출생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아동수당은 출산이 가능한 대상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의 도입 목표가 무엇인지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만12세까지, 만15세까지의 보편적 

아동수당을 잠시 내려놓자는 것이다.

둘째, (급여 수준) 아동수당은 출산 포기에서 출산 고려로 입장을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급여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급여를 강조하여 월 10만원을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것 대신 대상을 

한정하여 보다 집중하자는 의미이다.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보다 파격적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급여의 수준은 자녀양육비에 대한 가계지출 수준을 고려한다.

셋째, (급여 원칙) 그럼에도 아동수당은 보편적 급여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우리 사회가 책임질 아동은 0세부터 18세까지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 선택과 

집중은 소득연계로 대상자를 선택하기 보다는 현재의 영유아나 또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선택하여 집중하자는 것이다.

넷째, (관련 정책과의 조정) 기존 영유아보육 및 유치교육비 지원,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보미지원 

등 관련 정책과의 유기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워낙 복잡한 상황이라 원칙적인 제안만 한다. 향후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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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사교육 근절) 아동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아사교육, 초중등사교육을 줄이는 적극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사교육 축소가 매우 중요하다. 보육료지원은 

점차 확대되어 무상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부모의 부담은 줄지 않는 이유는 

보육/교육기관에서의 특별활동 등 다양한 필요경비 때문이다. 보육료는 무상이지만 기타 경비 부담은 

어린이집에서는 월 20~30만원이 되며, 유치원에서는 더 많은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 없이 아동수당의 효과는 반감한다. 사교육경감대책은 국민들이 원하는 주요 

정책이다.

여섯째, (사회적 인프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중 희망하는 정책이 사교육 경감과 더불어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 안전한 자녀양육환경 조성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현금성 

아동수당보다 육아를 잘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컸다.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지 않는 아동수당 도입이라면, 출산 유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미이용자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시설 확충, 초등학생 방과후보육에 대한 분명한 정책 

비전을 먼저 제시하여야 한다.

일곱째, (다양한 수당제도 검토) 아동수당만이 아동이 있는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목표에 적절한 다양한 수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프랑스의 수당제도의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둘째부터 지원하는 아동수당보다도 임신 후부터 만3세이하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수당 

등이 오히려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수당제도를 같이 

검토해보자.

여덟째, 현재의 저출산 경향의 주요 배경에는 '양성 평등' 이슈가 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의 

젠더 불평등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의 하나이다. 유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문제를 대체할만한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성 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당제도를 도입할 때도 취업부모가 일과 가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제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그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6).

앞의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를 다루면서, 정부의 적극적 정책, 특히 지금부터 5년, 좀 길게 잡더라도 

향후 10년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시기 동안 

저출산 이슈는 중요한 국정 아젠다가 되어야 하고, 범부처의 협력으로 종합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정책이 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책목표를 

분명히 한, 관련 정책까지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적 정책설계와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출산율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수당을 포함한 각종 관련 정책의 정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6)  예를 들어 프랑스는 0~3세에 보육에 대한 현금 지원은 부모의 취업 상태와 연계하여 지급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취업 활동을 완전히 중지하거나 혹은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면서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Le 
complement de libre choix d’activite)" 혹은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Le comple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e)"을 
지원한다. 부모가 직장생활을 중지하지 않고 자녀를 보육을 위해 제3자를 고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Le compele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을 지원한다(신윤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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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67.3% 500대 기업 53.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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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과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 

 박 광 온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의 필요성
  

 1. 상위 10%의 사회

 ○ 가계소득분배율과 기업소득분배율 

*출처 : 한국은행, 박광온 의원실

○ OECD 주요국들과 한국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비교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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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66.9% 100대 기업 52.1%

이탈리아 61.9% 20대 기업 49.9%

연도 법인기업 가계

1992~93년(평균) 33.5% 46%

2013~14년(평균) 60% 19.4%

구분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종합
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상위
10% 75.4 91.3% 93.7% 87.7% 83.1%

구분 전체 상위 10% 비율

법인세 총 부담세액
(2014년 기준) 35조 4,440억 원 33조 9,266억 원 95.71%

소득 집중도 부 집중도

상위 1% 12.1% 25.9%

상위 10% 44.1% 66.0%

*출처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국민총저축의 부문별 구성비

*출처 : 한국은행, 박광온 의원실 

○ 우리나라 상위 10% 평균 점유율(최근 4년간)

 *출처 : 김낙년 교수(동국대)

 *출처 : 국세청, 박광온 의원실



'인구소멸 1호 국가'의 저출산 대책 '아동수당' 도입을 중심으로 _ 29

토론문

세전 세후 개선
OECD(평균) 0.469 0.307 34.5%

한국 0.338 0.307 9.2%

'03 '15
총국세 (조원) 114.7 217.9 

(비중) 100% 100%
근로소득세 (조원) 8.4 27.1 18.7 

(비중) 7.3% 12.4% 5.1% 
법인세 (조원) 25.6 45.0 19.4  

(비중) 22.4% 20.7% 1.7% 

 2. 양극화의 원인, 조세제도

○ 세전․세후 지니계수 비교 

 *출처 : OECD, 조세재정연구원(캐나다, 칠레, 일본, 영국은 자료미비로 제외)

 - 우리나라의 세금 재분배를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 정도가 OECD 평균의 4분의 1수준. 조세제도가 계층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순자산’ 지니계수의 악화

 - 가처분소득뿐만 아니라 순자산 지니계수의 악화가 더 심각한 문제

 - 지니계수는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고소득층의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을 통한 소득이 누락되어 있음      

(지니계수 산출을 위한 조사가구 표본 수는 전체의 0.07%에 불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우리나라 가계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에 따르면, 가계단위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14로 자산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로 나타남

 -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자산에 대한 과세가 미흡. 일례로 증여세의 명목상 세율은 최고 50%. 그러나   

각종 감면제도로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8% 불과. 최근 5년간 증여 받은 미성년자는 2만 6천 명으로 평균 

1억 2천만원을 증여받았으나 실효세율은 20%였음

 - 근로가 아닌 소득들에 대한 상위 10%의 쏠림현상이 심각. 특히 이자와 배당, 주식양도차익처럼 근로가 아닌 

소위 불로소득에 대한 적정한 세율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누진적 성격 필요)

○ 근로소득세 vs 법인(소득)세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박광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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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업소득 비중 평균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

영국 14.59%

15.9%

독일 14.96%

미국 15.85%

스페인 19.47%

일본 23.81%

OECD 평균 18.21%

한국 25.19% 14.1%
12.9%(2015년)

○ OECD 주요국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 / 2013년 기준

 *출처 : OECD, 국세청, 박광온 의원실

 - 우리나라 법인들의 세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수준. 여력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벌 감세정책으로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늘어난 반면 법인소득세는 하락해 왔음

 

 3. 양극화에 따른 ‘출산’ 양극화

○ 소득이 자녀수를 결정하는 사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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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차관 답변
(2012년 8월 23일) 63조 8000억 원

국회 예산정책처,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 효과’ 약 90조

기획재정부, KDI의 ‘2009년~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자료집 98조 9000억 원

 - 가구소득수준별로 중단 이유를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소득 불안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자녀를 두고 있는 35세 미만 유배우여성으로 한정하여 추가 출산 중단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양육비 부담

(24.3%), 자녀교육비 부담(22.3%), 일-가정양립곤란(14.7%) 등의 순이었음

○ 소득이 자녀수를 결정하는 사회(2) : 분만건수 현황

 - 산모의 소득수준은 2006년에는 3분위 26.2%를 중심으로 중간층에 골고루 분포한 데 반해, 2015년에는     

4분위 33.8% 등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베

이스)

2006년 2015년

 4. 양극화와 저출산 대한 정부의 대응, ‘저부담・저복지’

○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추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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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1970-1979)

1980년대
(1980-1989)

1990년대
(1990-1999)

2000년대

(2000-2014)(2000-2010)(2011-2014)

국세수입
탄성치 1.06% 0.91% 0.97% 0.93% 0.94% 0.61% 

조세수입 탄성치
노무현정부

(2003~207년) 1.46%

이명박정부
(2008년~2012년) 0.82%

박근혜정부
(2013년~2014년) 0.2%

국가명 연도 차이
(a-b)2007년(a) 2013년(b)

핀란드 0.8 4.3 +3.5
프랑스 0.6 3.5 +2.9
덴마크 0.7 3.2 +2.5
스웨덴 0.5 1.8 +1.3
미국 1.1 1.5 +0.4

스위스 0.9 1.3 +0.4
이탈리아 1.6 1.7 +0.1
그리스 1.2 1.0 -0.2
독일 1.9 1.4 -0.5
한국 1.8 -0.1 -1.9

OECD평균 1.1  1.9 +0.8

○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조세수입 탄성치

*출처 : 박광온 의원실

 - ‘조세수입 탄성치’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의미. 즉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도 

1% 증가했다면 조세수입 탄성치는 1. GDP가 늘어나면 세금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에 수치가 1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 현상     

○ 정부별 조세수입 탄성치

*출처 : 박광온 의원실

○ OECD 주요국가별 조세수입 탄성치

(단위, %) 

*출처 : 박광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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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 국민소득 1만 달러 당시
(단위, %)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 국민소득 2만 달러 당시
(단위, %)  

 

○ 올해 반짝한 세수호조 = ‘세수 거품’

 - 지난해 코스피 기업의 세전 순이익은 총 63조 원. 전년 대비 18.7% 증가. 반면 코스닥 상장기업은 5조 원에서 

–8.3% 하락. 대기업은 호황, 중소기업은 불황



34 _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아젠다 연속토론회 ①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관련 세수는 지난해 전년대비 31% 증가. 이는 국세수입증가율 6%를 크게   

웃도는 것. 이에 자산관련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2014년 9%에서 지난해 12.3%로 상승.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부동산 거래량(토지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 8% 이상 증가)의 증가로 양도소득세도 증가

 - 재벌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은 제도의 특혜와 자산시장, 부동산 호황으로 소득은 늘었으나 덜 낸 반면, 서민들은 

가계소득 하락, 가계부채 증가, 소득 역진적 성격의 담배세 등으로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   

이러한 구조에 따른 올해 세수실적은 호조가 아니라 양극화 심화가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

 -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세입효과는 3천억 원에 불과.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없음 

 - 법인세 정상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상위 10%의 주식과 파생상품, 이자와 배당 소득 등에 대해 누진성을 

높이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함. 또한 상속과 증여의 경우 미성년자에게는 연령별 차등과세를 

도입을 고민해야 함. 아울러  임대소득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 필요. 교육세의 경우 은행권은 교육세를 내는 

반면 대부업체는 납부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

 - 공평과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함. 사회보장제도가 결국에는 세수기반 확충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도 기여할 것임 

 - 우리사회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 이는 입증된 

바 없는 추론에 불과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평한 분배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돕고 그 결과 성장이 촉진

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될 것임(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다시 말해 공평한 분배의 추구가 오히려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임

 -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IMF의 립튼(D. Lipton) 수석부총재 역시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수십 년간 각국의 사례를 봤을 때 불평등이 심화되는 나라는 성장이 둔화되고, 평등한 나라는 성장이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소득재분배 정책은 성장에 적대적이지 않다”라고 견해를 밝힘 

 -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혹독한 상황을 ‘저부담, 저복지’의 조세·재정정책으로는 결코 풀어낼 수 없음. 사회

보장제도 확대, 국민 가처분 소득 증대를 견인할 수 있는 공평과세가 시급 

 - 아동수당세는 국민적 합의가 용이한 항목들에 대해 적정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아동수당의 

재원 마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효과가 있는 목적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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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0~5세 보육지원 체계 아동수당 도입 후 보육지원 체계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시설이용 가정양육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과 통합)

아동수당

시설이용 가정양육

연령 지급액(매월) 지급 형식 이용 제한
   0세 ~ 만 2세 10만 원 바우처

예)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백화점
만 3세 ~ 만 5세 20만 원 대형 마트
만 6세 ~ 만 12세 30만 원 인터넷 쇼핑몰

※전체소득 가구의 93.21%에게만 우선 혜택(단 셋째 이상부터는 소득 상관없이 지급)

02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 방안
 

 1. 아동수당 방안

 - 기존 어린이집 지원은 유지하고,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만 12살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은 단기적으로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과 통합 

 - 태어나서 만 2살까지 10만 원, 만 5살까지 20만 원, 만 12살까지 30만 원을 매월 지급. 양육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자녀 마다 지급

 - 장기적으로 모든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책 목표. 하지만 약 15조 원이 소요되는 재원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분위 200이하의 가구에게만  

우선 지급. 상위 약 6.8%를 제외한 전체 소득가구의 93.21%가 혜택 대상. 다만, 셋째 이상의 아동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게 지급

 -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 형식.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은 이용을 제한하여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선순환 되도록 설계

 -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이 “소비생활에 84%이상 충당되고 있어 대부분이 지역

경제에서 순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지역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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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패턴 가구 당 월평균 소비지출

 - 아동수당 규모인 15조 원을 가정하여 경제효과를 예측했음(한국은행). 그해 성장률이 0.3%p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음. 현재 재정지출 규모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아동수당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2배 이상 큼

 - 아동수당은 시대흐름에도 부합되고, 경제성장 효과도 이끌어 낼 수 있는 포용적 경제성장 정책  

○ 아동수당의 경제적 파급효과

    (출처 : 박광온 의원실 주최 아동수당 토론회 자료집, 김승연 박사)

 - 아동수당은 현금 급여로 수급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되기 때문에 가계소비 지출 패턴을 반영하여 산업별 배분

을 하였음.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면 가구 전체   

소비 지출 중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음식 및 숙박’, ‘교통’순으로 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비지출 패턴을 보면, 음식·숙박에 대한 지출비중을 늘어난 반면에 교육 지출   

비중은 상당히 감소

 - 소비항목별로 산업연관표(2014년 연장표) 대분류(30×30) 기준에 따라 배분. 

   예컨대, 아동수당으로 받은 급여를 식료품비 구입에 사용했다면, ‘음식료품’ 분야에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

가 발생하고, 교육비에 지출하면 ‘교육서비스’ 분야에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동수당   

예산지출을 지출항목별로 산업 배분한 결과 ‘문화 및 기타서비스’분야에 19.1%, ‘음식료품’분야에 

14.9%,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분야에 13.1% 순으로 배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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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출 구성에 따른 산업배분 현황

 -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평균 아동수당지급 추계액 

15조 3,402억 원의 지출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총 38조 5,638억 원이며, 예산지출 10억 원당 유발되는 생산

유발효과로 환산하면 총 25억 원 

 - 이는 아동수당 10억 원을 지출하면 총 25억 원의 직･간접적 생산이 발생함을 의미. 또한 부가가치 창출효과

는 총 14조 7,406억 원으로 예산지출 10억 원당 유발되는 부가가치 창출효과로 환산하면 총 9.6억 원. 또한 

아동수당 지출에 따라 총 32만 9,016명의 고용이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효과가 있음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이처럼 아동수당은 소득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이자, 사회투자형 경제성장 전략임

 - 종합하면,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양육을 국민 개인에게 맡겼다면, 앞으로는 국가가 아이를 키워주겠다는 믿음과 

약속을 국민들께 드리는 것임 

 -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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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배정책

 -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선순환 되도록 하여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성장정책

 - 적정인구 확보와 활발한 소비를 통한 내수 활성화로 궁극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친기업 정책

 - 저출산 시대의 미래성장 동력인 인적자본을 최대한 육성하기 위한 인구투자 정책 

○ 아동수당 하나만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책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

○ 아동수당으로 기초를 닦고 그 위에 국민연금 공공투자(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부모보험, 

최저임금 인상, 초과이익공유제 등으로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면 소득이 자녀수를 결정하는    

우리 사회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세제혜택과 보완적 수당제도가 추진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유자녀가구 세제혜택은 OECD 평균보다 현격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출산세제, 양육세제, 

자녀장려세제를 강화 또는 신설하여 직접적인 혜택을 확대해야 함

 2. 아동수당 비용추계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수 추계 : 2018~2022년

　 2018 2019 2020 2021 2022

0세 426,019 424,544 423,291 422,316 421,627

1세 426,213 424,659 423,177 421,918 420,935

2세 425,149 426,117 424,557 423,074 421,811

3세 424,089 424,826 425,785 424,221 422,732

4세 425,172 423,631 424,358 425,309 423,739

5세 425,365 424,642 423,093 423,810 424,751

6세 424,729 424,806 424,075 422,520 423,226

7세 450,275 424,177 424,244 423,506 421,944

8세 415,727 449,729 423,654 423,713 422,969

9세 421,031 415,095 449,034 422,991 423,044

10세 452,009 419,853 413,912 447,731 421,743

11세 424,430 450,558 418,474 412,523 446,198

12세 403,384 423,563 449,614 417,576 411,618

합  계 5,543,592 5,556,198 5,547,269 5,511,208 5,506,335

주: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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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액 추계

　 2018 2019 2020 2021

0~2세
대상자 1,277,381 1,275,319 1,271,026 1,267,308 
월 수당 0.1 0.1 0.1 0.1 

연간 금액 (A) 1,532,857 1,530,383 1,525,231 1,520,769 

3~5세
대상자 1,274,625 1,273,099 1,273,237 1,273,340 
월 수당 0.2 0.2 0.2 0.2 

연간 금액 (B) 3,059,101 3,055,437 3,055,768 3,056,017 

6~12세
대상자 2,991,586 3,007,780 3,003,007 2,970,560 
월 수당 0.3 0.3 0.3 0.3 

연간 금액 (C) 10,769,708 10,828,008 10,810,824 10,694,016 
합   계 (A+B+C) 15,361,666 15,413,828 15,391,823 15,270,802 

(단위: 명, 백만원)

 

3.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 신설 방안

호별 과세표준 비율

1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

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연간 2천 만원 초과 이득 대상)

10%

2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1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및 증여세 30%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사치품목 대상)
10%

(단위: %)

 

○ 목적세로서의 타당성

 - 아동수당세는 비정상적인 세금을 정상화함으로써 양극화를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임



 - 우리나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세를 운영해 왔음.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1981년부터 교육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도입.  또한 1993년에는 대중교통 확충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도입했고, 지금은 폐지됐지만 1975년 국방력 증강을 위하여 1990년까지 방위세를 운영해 왔음

 - 지금 우리에게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가 시대적 과제라면, 아동수당세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함. 모든 국민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초고소득자의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과 여력이 있는 능력 있는 법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청하는 것임 

 - 목적세를 도입하게 되면 재정운용에서 칸막이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임. 목적세 도입 이후 상황이 변하여 해당 지출 수요가 줄어들어도 관련 세수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이해관계가 형성돼 그 재원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칸막이 효과가 작동한다는 이유임

 - 그러나 정부의 재정 운용 역사를 살펴보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지출 필요가 생길 경우 종종 목적세가   

도입되어 온 것이 사실임. ‘칸막이성 재정운용’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특정분야의 지출 안정성’은 목적세의 

장점이기 때문이기도 함. 목적세를 도입하는 것은 칸막이성 재정운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특정분야의 재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더욱이 아동수당세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이러한 칸막이 비판이 적용되기 어려움.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 

아동수당세 세입이 넘치는데도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먼 미래에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재정의 칸막이 문제를 이유로 

아동수당세의 도입을 반대해서는 안 될 것임 

 

 - 아동수당세는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함. 그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복지 확대에 쓰일 것이 확실하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민들이  

정부의 재정낭비에 대한 의구심과 재정지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아동수당세와 같이 쓰일 곳을 지정하고 증세를 

하는 방식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임

 -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정과세도 견인할 수 있음.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국민 전체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여력이 된다면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현재의 양극화 현상이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여력이 없는 계층에게 저출산 해결 재원을 지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아동수당세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른 계층보다 여력이 있는 고소득 가계와 고소득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들의 세부담이 다소 커지겠지만 이들이 기여한 세금으로 출산율이 올라간다면 그 혜택은  

이들에게도 돌아갈 것임. 즉 출산율이 올라가게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여 소비여력이 커지게 되고 경제

성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특히 소득 상위 계층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항임. 상위 1% 계층은 배당소득의 

72.1%, 이자소득의 44.8%를 차지하고 있음. 2000만원이 넘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2014년 

도입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정책은 주식 부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임. 이러한 상황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1%에 대한 증세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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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이 10%로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소득세와 소비세의 비중을 비교

해보면 다른 선진국들보다 소비세 비중이 훨씬 큰 상태임. 그런데 역진적인 소비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저소득층이 세부담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것을 의미함. 사치재에 대한 중과세(개별소비세)는 

고소득층의 상대적인 저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미미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함. 상속세는 전체 상속자의 2%만이, 증여세는 증여자의 

46%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8%~22%에 불과함. 이러한 상황은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도하게 주어지는 공제 제도로 인해 벌어짐. 향후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도한 공제 제도를 

줄이는 근본적인 개혁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이라도 고액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는 적절한 세금을   

부담시켜 그 세수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곳에 사용해야 함

 

 - 이와 같이 아동수당세는 최고 소득층과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적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현재의 시스

템의 문제에 주목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양극화를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설계됨

 - 모든 국민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초고소득자의 불로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상속 및 증여), 사행성 및 사치품 

소비행위, 유보금을 쌓아두고 투자하지 않는 상위재벌에 대해 현재보다 다소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출처 : 박광온 의원실 주최 아동수당 토론회 자료집,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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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저출산대책과 보육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 

김 기 식

      더미래연구소장

○ 발제의 내용과 정책제안에 대체로 공감함

○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국가적 사안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음. 

 -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와 인구규모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소비와 생산, 경제성장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요소임 

 -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 국가사회복지 시스템도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하에서는 재정적으로나  

경제활동인구의 부담 능력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음

○ 지금 같은 저출산 추세가 더 지속된다면 가임 여성 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이후 적어도 한 세대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런 점에서 향후 5년~10년간 특단의 대책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함

○ 종합대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발제자가 잘 지적해주고 있음. 출산, 육아, 교육, 주거, 일자리 등 

종합대책 필요함. 출산, 육아, 교육이 직접적 대책이라면 주거와 일자리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함. 특히 신혼 초기 안정적 주거를 마련하고 주거비   

절감을 통해 출산 의사를 갖도록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등의 공적 투자를 강화하는 것은 연금기금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것임

○ 오늘은 아동수당 도입 등 보육지원정책에 대해 집중해서 토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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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수당 도입 방안 검토

 - 기존 제도 현황

 · 보육료 지원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지원 

    부모지원금과 기본보육료(시설운영지원금)로 구성

    0세 82만5천원(43만원+39만5천원) 1세 56만9천원(37만8천원+19만1천원)

    2세 43만8천원(31만3천원+12만5천원)

  · 아동양육수당 : 가정내 양육 아동 대상,

                 0세 20만원, 2세까지 15만원, 3세~만6세 10만원

  · 누리과정 지원 : 3세 이상 5세까지 22만원 지원

 - 20대 제출된 아동수당 법안

 · 박광온 의원안 : 만0~12세 지급, 2세까지 10만원, 5세까지 20만원, 6세이상 30만원

         바우처 방식, 보육비 유지, 가정양육수당 중장기적으로 통합, 약554만명 대상

         연간 약 15조원 추가 소요(아동수당세 신설)

 

 · 김광수 의원안(국민의당) : 6세 미만 현금 10만원

          기존 보육료지원, 아동양육수당 유지, 연 3조 3천억원 추가 소요

 

 · 이봉주 교수안(국회특위) : 0~15세, 약 770만명 대상, 현금 30만원 지급

         소득하위 50% 이하 만0~6세는 월 15만원 바우처 추가 지급

         기존 수당 폐지, 아동수당으로 통합 연 27조 7천억원 소요 예상 

 - 검토의견

 · 정책은 효과가 있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함

 · 동시에 여성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보육시설 이용자와 가정내 양육자에 대한 차별은 재검토되어야 함 

(참여정부 당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젠더 관점에서 설계된 의도적 차별 정책으로   

가정내 양육자는 보육 지원에 상대적으로 미미함)

 · 여성 취업자가 제한적이고, 가정내 양육자가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함

 · 결론적으로 효과가 있을 만큼 지원하되 차별을 시정하고 기존제도를 통합해서 추가 재정 소요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월 10만원 수준의 아동수당 지급은 3조 이상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효과 미미

 · 이봉주 교수안은 현재로는 재정적으로 너무 큰 부담임

 · 박광온 의원안은 기존 제도(보육료 지원 및 누리과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 역시 재정적 부담이 크고, 

가정내 양육의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임.

 

 - 기본 방안 : 취학전까지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 1안 : 아동 수당 50만원 (보육시설 이용 부모 부담금 지원과 누리과정 지원 통합)

        부모가 가정내 양육과 보육시설 및 누리과정 이용을 선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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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안 : 양육수당인상 + 3세 이후 아동수당 신설

        (기존 보육료 지원 및 누리과정 지원 유지)

       양육수당(2세까지) 가정내 양육자 대상 50만원

       아동수당(3세 이상 취학전까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30만원

       이 방안은 기존 시설 관계자들의 반발을 줄이는 차원에서 검토 가능함.

 

 ·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수당제도가 바람직하나, 재정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소득 상위 고소득층은 제외하거나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아동수당을 증액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함.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처음 취학 전까지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세입, 세출 등 국가 재정 개혁의 성과에 따라 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함.

○ 보육 지원 정책상의 차별 재검토해야 함

 - 일·가정 양립정책에 기초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보육시설 이용자 지원을    

중심으로 짜여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현재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기본보육료 차원의 시설 지원과 바우처 방식의 부모 지원)은 보육시설 이용시 

최대 80만원, 가정내 육아시 최대 20만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음.

 - 보육지원 확대정책과 무상보육정책 이후 보육시설의 이용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지원도 있지만 이런   

차별적 정책도 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음.

 - 보육시설 이용자 중심의 지원 정책이 목적한 대로 얼마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기여했는지는 실증되지 

않고 있음.

 - 아동양육수당의 대폭 인상이나 보육료 지원금을 통합한 아동수당제도가 여성의 취업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여성의 취업은 육아지원정책 보다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증가, 고용형태, 임금 등 

고용시장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육아지원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

하겠다는 정책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오히려 가정내 육아를 하고자 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아동양육수당을 현재 최대 20만원에서 최소한 기본보육료 수준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나, 

아동수당제를 도입 시 기존 보육료 지원과 통합해서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남성을 포함해 육아 휴직 기간과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아동양육수당 인상 혹은 아동수당제 도입과  

병행해서, 부모들이 보육시설 이용과 가정내 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양한 현실과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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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보편적 복지서비스는 서비스를 보편화하는 것이지 정부의 지원과 개인의 부담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득에 따라 육아지원정책을 차등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함.

○ 육아의 사회화, 공공성 측면에서 민간이 절대적인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국공립  시설의  

비중을 확대해야 함.

 - 국·공립 보육 시설 확대를 위한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고,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초등학교에 영아를 제외한 국·공립 유아시설이나 유치원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맞춤형 보육 논란과 관련해서도 실제 이용시간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는 

추진하되, 그에 따른 재정손실을 보전에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중기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해서 민간 보육 시설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종일반 보육을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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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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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아젠다 연속토론회 ①

인구투자로서의 아동수당의 수익률 

 김 우 창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부교수

  KAIST 자산운용미래기술센터 센터장

○ 아동 수당 도입의 당위성 확보

 - 아동수당도입 -> 출산율 상승 -> 인구 구조 변화 -> 경제적 편익

 - 아동 수당 도입 당위성 확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

  ·경제적 편익 > 아동수당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

 -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와 같은 정량적 분석은 거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본 사업이 1차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출산율 상승분에 대한 예측이 명료하게 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음

  ·하지만 이는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국가사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점

  ·출산율 제고 사업의 사업성과 예측 분석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 투자로서의 복지, 그리고 복지 투자의 수익률

 - 새로운 접근: 복지 = 투자

  ·투자 수익률 분석: 복지지출을 초기투자금으로 생각하고 수익률 분석

  ·복지의 성과는 전체 사회 시스템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되므로 수치화하기 어려움

 - 문제를 국민연금 시스템으로만 한정지어 생각

  ·아동 수당의 재원이 전액 국민연금 기금에서 나온다고 가정

  ·즉, 국민연금이 아동수당의 형태로 인구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함

  ·국민연금 입장에서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초기투자금, 추후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수익 및 지출

  ·만약 초기투자금과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의 일생동안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모두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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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입장에서 “남는 장사”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면, 아동수당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 대안"임

  ·아동수당을 국민연금만을 대상으로 한정지어 분석했을 때 좋은 투자임을 보일 수 있다면 인구

절벽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 사회로 넓혀서 생각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더 커지게 되며 

명백하게 “효율적인 복지”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전망

○ 연도별 인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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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 기존의 접근법: 투자는 자본시장에서만

 - 새로운 접근법: 인구 역시 투자의 대상

 - 단기수익: -100% 

○ 인구투자의 현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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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1)

○ Descrip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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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eters

○ Decisio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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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aints & Objective (1)

○ Constraints & Objectiv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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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 결과 (1) : 여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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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2) : 자산-부채 관계도

○ 결과 (3)

 - 인구증가 투자의 효과가 천만 원당 0.4명 미만으로 미미한 경우, 인구증가 투자를 적립기금의 

20%의 수준까지 증가시켜도 기금의 고갈은 막을 수 없음

 - 하지만 인구증가 투자의 효과가 천만 원당 0.4명 이상이 되면, 적절한 투자를 통해 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구증가 투자량이 늘어날수록 최종자산이 점점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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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4) : 인구투자 성과별 국민연금 고갈 시점

○ 인구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의 100년간 재정추계



60 _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아젠다 연속토론회 ①

○ 인구증가에 투자를 했을 때의 향후 100년간의 재정추계 

 (인구증가 투자 효과: 천만 원 당 0.5명, 최대 투자비율: 5%)

○ 인구투자 "수익률"

 - 인구투자 수익률 정량화의 어려움

  ·사회적 투자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것이 국민연금기금에 어느 정도의 금전적  

효과가 있는지를 기반으로 하여 투자 수익률이 산출되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투자의 효과에 대한 수리적 분석이 매우 미흡한 상태

  ·사회적 투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간이 아닌 다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점도  

수익률 산출을 어렵게 만듬

  ·금융자산의 다기간 수익률 산출에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IRR)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다항식 (polynomial equation)을 풀어 수익률을 찾기 때문에 여러 개의 수익률 값이 

나올 수 있어 하나의 값으로 수익률을 정의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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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의사결정의 기본 논리인 "비교 원리 (comparison principle)"를 적용

○ 인구증가효과에 따른 인구투자수익률

 - 인구투자의 효과가 천만 원 투자 당 0.4명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률이 5% 보다 낮아 산출할 수 

없음

 

 - 인구증가 투자가 천만 원 투자 당 0.4명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 투자 수익률은 최소 8.3% 

이상

 -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사용한 기금운용수익률인 평균 5.5%를 상회

○ 함의

 - 아동수당을 통해 발생하는 인구증가가 천만 원 당 0,4명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예상  

금융수익률인 5.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절벽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 사회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아동수당사업이  

수익이 나는 최소요구 인구증가분은 0.4명보다 훨씬 내려갈 것임

 - 인구투자의 현금 흐름은 극단적인 장기채권으로 자산-부채 관리 측면에서의 생각했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

 - 아동수당 천 만원 당 0.4명 이상 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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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s anticipatory shipping: 주문 전에 배달

○ 자원 배분 최적화



색지



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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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박 선 권
             입법조사관

1. 세 가지 지표를 통해 본 저출산 실태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으로 1.24명이며, 최근 10년간 1.12~1.30명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음 

 - 5년 단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2006~2010년 평균 1.19명에서 2011~2015년 평균 1.24명으로 

경향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반면 한국의 출생아수는 2015년 기준으로 43.84만 명이며, 최근 10년간 43만 ~ 49만 명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음

 

 - 5년 단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2006~2010년 평균 46.45만 명에서 2011~2015년      

평균 45.32만 명으로 경향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한국의 가임여성인구수는 2015년 기준으로 1,279.6만 명이며, 최근 10년간 1,300만 명대에서 

1,200만 명대로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음

 -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가임여성인구수의 감소로 인해 출생아수는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가임여성인구수의   

감소로 인해 출생아수가 다시 감소하는 ‘나선형적 하향 악순환’이 예견되는 상황임

 - 출생아수는 IMF 직전인 1995년 71.5만 명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부터는 

40만 명대에 고착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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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995년 이후의 출생 코호트가 가임여성인구집단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저출산 대응이 대체출산율(합계출산율 2.1)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달성한다 하더라도, 

해당 출생 코호트가 결혼·출산 시기에 진입하게 되는 한 세대 이후에나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제라는 인식이 중요: ‘출생아수 40만 명대 유지’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저출산 

대응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

○ 이런 맥락에서,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응 전환의 첫걸음

2. 재정확충 논의(안): 1) + 2) + 3) 의 방식으로 진행

1) 기존 저출산 대응 예산 재정비

○ 급증하고 있는 저출산 예산 규모가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현행의 예산추이를    

볼 때, 직접적인 ‘양육비용지원’과 ‘일·가정양립지원’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높음

 

 - 출산율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왔던 일회성 지원책들을 과감히 폐기

 -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무관한 대책은 제로베이스예산화(zero-base budgeting)하여 신규 정책에 

재편성

○ 부처별로 시행해 왔거나 시행하려던 일부 계획들을 저출산 대책 명목으로 망라하여 예산안을 

확정받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정책목표와 실제내용이 부합하지 않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대책에 대한 사전·사후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2) 감세 제도 정상화

○ 현 조세체계는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와 지하경제로 인해 과세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국세감면액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국세감면율은 14.3%, 34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음(과세체계상 정상적인 감면과 특별한 

정책적 감면을 구분하여 특별한 정책적 감면만을 조세감면 규모에 포함한 수치임)1)

1) 강명구, 「저출산‧저성장 시대의 국가재정 운용 방향」, 2016.10.20



3) 증세

○ 수익자부담세: 결혼·출산 선택을 단념케 하는 핵심 비용유발 요인인 주거 및 일자리 분야의 

수익자 과세 현실화 및 신설 

 - ex) 부동산보유세, 임대소득세정상화, 비정규직※고용세

※ 한시직(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 사회보장세

 - ex) 법인소득세, 누진소득세,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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