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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 지난해 11월 25일 제4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자유한

국당 송언석 의원은 한부모가족시설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예산 61억 원을 전

액 삭감하자고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Ÿ 송 의원은“재정운용 원칙상 가슴 아픈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을 국가가 그때그때 모든 걸 다 책임지기는 곤란하다”며 객관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명과 사과문을 냈지만 비판은 더 거세졌다. 

Ÿ 한부모가족시설에 들어오는 비혼모들은 대체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인데, 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일을 나가면 시설에 아이들이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고, 결국 상당수의 아

이들이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된다.‘아이돌봄서비스’는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

가 기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업에 추가한 정책이다. 기재부 김용진 제2차관은“이 사업

은 이례적으로 정부가 굉장히 증액한 것”이라며,“고아가 발생하는 일을 한부모시설에서 

끊어줘야겠다는 재정당국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Ÿ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소소위에서 별도로 다시 논의한 끝에 정부가 책정한 61억 여원을 국

회 여가위에서 17억 가량 감액하여 최종 44억 여원1)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l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 형성된 이유는 무상급식 논쟁 때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

문이다. 게다가 초저출산 국면에서 출산주도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자유한국당이 한부모가족 아동과 관련한 예산은 국가의 우선순위로 다룰 수 없다고 돌변

하는 모순적 태도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원인이 됐다.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해야 할

‘부모’들이 금전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비혼모·부를 포함

한 한부모가족에서 태어나고 현재 자라고 있는‘아이’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복지적 지원

을 외면하는 셈이 된 것이다. 

l 이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비혼모·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들

은 수많은 사회적 편견과 양육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재 그들에 대한 지원정책

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들

에 대한 인식 개선 문제는 제도의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는 보수적인 가족 관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하고 배제해왔는지 고찰할 필

요가 있다.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해 “125개 지원시설 설치, 시설당 2명의 인원 구인(시급 1만 
6500원, 서비스 시간 월 200시간)에 필요한 총 61억 3,800만원을 책정”한 정부안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예
비심사보고서 p.177)는 “120개 지원시설 설치, 서비스 시간 월 150시간, 나머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총 44억 
1,900만원을 집행(17억 1,900만원 감액)”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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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법률 및 정책용어에서 사용되는“미혼(미혼모, 미혼부 포함)”이라는 단

어는‘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에 본인의 혼인여

부를‘미혼’과‘기혼’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90년

대 후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신 보다 중립적인 용어인“비혼(비혼모, 

비혼부 포함): 혼인 상태가 아님”사용이 권장되어 왔는데, 본 보고서도 법률

혼 부부 중심의 편협한 가족 개념을 탈피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의 공존을 지향

하는 의미에서 비혼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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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황 및 지원정책 

l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1989년「모자복지법」제정 이래로 30년간 이루어졌지만, 이를 

담당하는 부처들은 한부모가족 현황 파악조차 체계적으로 하지 못해왔다. 정부의 정책의지

도 문제지만‘가족’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몇 차례에 걸쳐 계속 변화한 것도 주요 요인

일 것이다.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기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복지차원에서 한부모가족 업무

를 담당했다. 여성부는 2005년에 가족정책까지 담당하도록 여성가족부가 되었으나, 2008년 

다시 보건복지부로 관련 사업을 이관했다가 2010년에 가족과 관련한 업무를 다시 이관 받

아 하고 있다.  

Ÿ ‘2017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나온‘2005~2016년 한부모가족 현황자

료’를 보면, 2005년 137만 수준이었던 한부모가구는 점차 증가하여 2016년에는 181만 가

구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여가부가 재가공

한 것으로 정확한 통계로 보기 어렵다. 여가부도 이를 인지하고‘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

업안내’부터는 해당 자료를 삭제하고, 통계청의‘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근거한 

2015-2016년 한부모가족 현황자료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 2016년 한부모가족은 

154만 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앞선 자료와 약 27만 가구나 차이나는 수치다.  

Ÿ 여성가족부가 실제 지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017년 기준 18만 여 가구가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복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으로,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복지급여 지급 기

준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0% 이하다. 

   ※ 복지급여란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와 그밖에 교육에 필

요한 비용), 아동양육비 등을 일컫는다.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p.147)에 따르면, 생계

비나 아동양육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

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이 제한된다. 아동교육지원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등과 중복지급이 제한된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와 동시 선정될 경우 복지 급여액이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

지지원 복지급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 나이가 만 24세 이하)은 아동양육비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

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표 1> 저소득 한부모가족 통계 (단위: 가구, 명)

        ※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5를 보면, 가구 대신 세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지만, 여

성가족부에 가구와 세대의 차이에 대해 확인했으나 가구와 세대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가구라는 단어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출처>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사업안내. p.15(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말 기준) 

연도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2015 192,387 482,710 147,926 370,872 43,460 109,386 1,001 2,452
2016 187,841 468,414 145,258 362,137 41,627 103,966 956 2,311
2017 181,023 449,469 141,207 350,674 38,880 96,575 93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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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통계청은 2016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2015년 통계를 포함하여 한부모가구에 관한 통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2017년 기준, 전국의 한부모가구는 약 153만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가구 수(2천여만가구) 대비 7.6%수준이다. 

Ÿ 통계청이 정의한 한부모가구는“혼인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있거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배우자가 없이 비혼자녀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이다. 대체로 어머니와 비혼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 비중이 높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한부모가구 중 부자가구(부+비혼자녀, 부+

비혼자녀+기타가구원)는 39만여 가구로 전체 한부모가구의 25.6%를 차지하는 반면, 모자가구

(모+비혼자녀, 모+비혼자녀+기타가구원)는 114만여 가구로 전체 한부모가구의 74.4%인 다수를 차

지한다. 

Ÿ 최근 3년 지속적으로 한부모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혼인율과 출산율

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유자녀(미성년자녀) 이혼율이 감소하는 현상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최근 3년 한부모가구 현황 통계 (단위: 1,000 가구)

     ※ R의 의미: 201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도입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주요 부처와 기관의 행정자료를 바탕으
로 기존 전수조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한부모가족’이 소개되는 것은 2016년 자료부터임. 

     <출처> 통계청. 2016·2017 인구주택총조사 

l 그러나 통계청이 집계하는 한부모가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가족 개념과 

달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Ÿ 통계청에서 대상으로 삼는 한부모가구는 가구원에 부 또는 모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면 한부모가족은 모자가구 혹은 부자가구뿐만 아니라 정신

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거나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나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들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들을 유배

우 한부모가족으로 일컫는다. 

Ÿ 또한 동법 지원대상자 범위 특례조항을 보면, 부모 사망, 노동능력 상실, 이혼 및 유기 등

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에 한해‘조손가구’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이 된다. 그런데 통

계청 자료에서 조손가구는 한부모가구로 집계되지 않는다. 

Ÿ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한부모가구의 자녀(손자녀 포함)의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취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그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도 포함된다. 따

라서 통계청이 막내자녀 연령을 단순히 18세 이하, 이상으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방식도 한부

모지원법 상 지원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성 2015ᴿ 2016ᴿ 2017ᴿ
계

(막내자녀연령 18세 이하)

1,608

(505)

1,540

(446)

1,533

(425)

부자가구
부+비혼자녀 301

422
282

396
281

392
부+비혼자녀+기타가구원 121 114 111

모자가구
모+비혼자녀 988

1,186
951

1,144
952

1,141
모+비혼자녀+기타가구원 198 193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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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한부모가족에는 비혼모, 비혼부도 포함되어 있다. 통계청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

면, 비혼모·비혼부는 3만여 명이다.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그나마 스스로를 비혼모 혹은 

비혼부라고 밝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로 추정되는 수치다. 

Ÿ 앞서 한부모가구 수가 줄어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혼모, 비혼부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

로 그 수가 줄고 있다. 이는 청년층 인구 자체가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최근 3년 비혼모·비혼부 현황 통계 (단위: 명, %) 

      <출처> 통계청. 2016·2017 인구주택총조사 

Ÿ 아래 <표 4>를 보면,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여성(비혼모)이 아이양육을 담당하는 비중이 압도

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대는 비혼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61~68%수준인 반면, 20

대는 85~86%수준이며, 20세 미만은 97%이다. 1963년 37%2)에 불과했던 여성 경제활동참가

율이 2004년 50%를 처음 돌파하고, 2017년 52.7%3)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를 출산하

면 여성이 아이를 책임지도록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표 4> 비혼모·비혼부 통계 (단위: 명, %)

      <출처>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Ÿ 한편, 비혼부는 2017년 기준 8천 여명으로 적지 않은 수가 존재하고 있다. 비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가 비혼모에 비해 어렵다는 점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들이 더 많을 것이다. 

  - 2015년 이전까지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 46조 2항에 근거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친모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그러나 2015년“모가 아이를 출산 후 부에게 맡기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비

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의안번호 8602 제안이유)”하

여,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 받아 친생부가 출생

2) 김혜원. (2006). 한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의 변동요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이슈분석
3) KOSIS.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OECD) 

연도 2015 2016 2017
계 35,088 33,108 30,489

비혼모 24,487 23,936 22,065
비혼부 10,601 9,172 8,424

비혼모비율 69.7% 72.3% 72.3%

연령

2017년

계 비혼모 비혼부
비혼모가 

차지하는 비율
계 30,489 22,065 8,424 72.4

20세 미만 387 377 10 97.4
20~24세 2,008 1,724 284 85.9
25~29세 2,902 2,507 395 86.4
30~34세 4,005 3,286 719 82
35~39세 6,109 4,672 1,437 76.5
40~44세 5,823 4,010 1,813 68.9
45~49세 5,111 3,147 1,964 61.6
50세 이상 4,144 2,342 1,802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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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일부개정됐다(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5년 4월 30일 본

회의 통과). 

  -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경직된 법 해석과 복잡한 서류절차로 인해 

여전히 비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법원은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비혼부 출생신고를 허가하고, 부가 산부인과 등을 통해 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비혼부 출생신고를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4) 그 결과

“2015년 100건이 넘는 비혼부 출생신고 중 법원이 허가한 출생신고는 16건에 불

과하다.”5)

l 현재 정부는 이러한 비혼모, 비혼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들에게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법률적 지원, 상담 및 정서 지원을 하고 있다.6) 

Ÿ 경제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청소년한부모가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검정고시 교육비를 

제공하고 있다. 

Ÿ 주거 지원으로는‘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국토부는 2017년 발표 한‘주거복지로드맵(2017.11.29.)’에 추가하여‘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2018.7.5.)’을 발표하면서,“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7)하였다. 한부모가족은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1) 영구

임대(시세 30% 수준 이하, 거주기간 제한없음), 2) 국민임대(시세 60~80%수준이하, 최대 30

년간 거주가능), 3) 매입임대(시세 30~50%, 최초 2년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가능), 4) 전세

임대(시세 30~50%, 최초 2년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가능)와 같은 방법으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연소득 5천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공공

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의 우선공급대상이 된다. 

Ÿ 법률적 지원으로는 인지청구,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가 있고, 상담 및 정서 지원으로는 양육 및 교육, 부양, 가사, 가족관계 관련 상담서

비스가 있다. 

l 사업 성격에 따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한부모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를 기준으로 보면 양성평등기금을 통해 한부모가

족 지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 기금은 2018년 예산안 기준으로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비 등 지원(918억 원),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5억 원), 3) 한부모가족복지시

설지원 사업(15억 원), 4) 기타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및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4천 

4) 서울경제. (2018.8.13.) https://www.sedaily.com/NewsView/1S3CGEQGI4
5) 서울경제. (2018.8.6.) https://www.sedaily.com/NewsView/1S398V9KS2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지원>, https://goo.gl/1ospzv
7) 헤럴드경제. (2018.7.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705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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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백여 만원)에 쓰인다. 

Ÿ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1992년부터 진행된 계속사업으로서 저소득 한부

모가족 약 18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서울 

50%, 지방 20%)한다. 이 예산을 통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이하)에 월 13만원씩 아

동양육비가 지급되고, 조손가족과 만 25세 이상 비혼 한부모가족 중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월 5만원씩 아동양육비가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에게는 가구당 월 5만원의 생계비(생활보조금)가 지급된다. 마지막으

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에 대한 연 5.4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다.  

  - 조손가정의 경우 조모 또는 조부가 가정위탁 프로그램을 통해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보조금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약 20만원내외(지자체별 상이)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금과 비교하여 수령액이 큰 쪽으

로 자신이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Ÿ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된 계속사업으로서 24세이

하의 청소년 한부모와 비혼모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을 분담(서울 50%, 지방 20%)한다. 고등학교 이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촉진수당, 비혼모자 거점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사업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쓰인다. 

Ÿ 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사업은 1987년부터 이어진 계속사업으로서 한부모가족복지시

설,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주거지원, 시설입소자 상담 및 치료 지원 등에 

예산이 쓰인다. 

Ÿ 2018년 예산안과 비교하여 2019년 예산안에서 변화한 점은 아래 <표 5>와 같이 정리된다.

  -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명목으로 기존 만 14세 미만 아동가정에 월 13만원을 

지급했던 것에서 2019년에는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지

원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 또한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도 기존 월 18만원씩 지원되던 

것과 달리, 2019년에는 월 35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 내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에 따른 캠페인 관련 예산도 추가되었다. 

  -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기존 42개소에 대한 지원

에서 77개소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서론에서 언급되었듯이 복지시설에 입소

한 한부모 아이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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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2018년 예산과 2019년 예산 비교 

      <출처> 여성가족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 자료,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보

도자료(2018.12.8.), 2019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2018.11) 참고

l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

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미성년자녀가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상담, 법률적 지원,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

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2018년 3월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

르면,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간“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는 

총 2천 679건, 275억 원”11)으로 나타났다. 

l 한편, 교육부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목적으로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아동들에게 지급된다. 다만, 중위소득 50% 조건을 초과한 한부모가족이라도 복지

급여 요건을 충족한 가족(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52%까지)에게는 교육부에서 별도

의 지원금으로 자녀의 고교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급여

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연 5.4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

고 있다.  

8) 만14세 미만 아동 75,825명 대상, 국가보조(서울 50%, 기타지방 80%), 서울: 11,188명*13만원*12월*50%=8,726백
만원, 지방: 64,637명*13만원*12월*80%=80,667백만원

9) 만18세 미만 아동 112,767명 대상, 국가보조(서울 50%, 기타지방 80%), 서울: 16,604명*20만원*12*50%=199억 
2,500만원, 지방: 96,163명*20만원*12*80%=1,846억 3,300만원   

10) 서울: (280명*18만원*9월*50%)+(220명*5만원*9월*50%)=2억 7천여 만원, 지방: (500명*18만원*9월*80%)+(1,200
명*5만원*9월*80%)=10억 8천여만원 

11)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 기념 심포지엄. (2018.3.23.)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952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2018년 예산안 2019년 예산안
사업명 및 기능별 분류 예산액 예산액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918억 원 2,069억 원

- 저소득한부모(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893억 원 

: 만14세 미만, 월 13만원8)

2,045억 5,800만원

: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9)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 

만18세 미만, 이에 맞게 

지원범위 확대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5억 원 46억 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3억 원

: 2,200명 대상, 월 18만원10)

31억 4,600만원

: 2,200명 대상, 월 35만원
-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에 

따른 차별·인식캠페인 

및 정책연구비(신규사업) 

·  5억 5,100만원

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

원사업
15억 원 64억 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

능보강
42개소(4억 9천여만원) 77개소(8억 6천여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125

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지

원(신규사업)

· 4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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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몇 가지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1)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

비를 지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가구(중위소

득 52%이하)는 예외적으로 모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3) 비혼모라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의 감독 기능

을 강화하고,

4) 그동안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혼부를 위한 가족복지시설 

확충 및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하고,

5) 비혼부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법 조항을 개정할 필

요가 있다.  

l 첫째, 지난 3년간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을 통해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

을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정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양육비 이행을 신청한 건수(1만 

3,565건)에 비해 실제 이행된 건수는 2,679건으로 이행률이 32%에 그쳤다는 점에서‘양육비

대지급 제도’와 같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Ÿ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2015년 전국 2,552명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

로 실시한‘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들은‘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

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라고 밝혔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 사이“비양육부·

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한부모는 전체 한부모 중 22.4%를 차지했는데,12) 그 중

에 정기지급 방식을 통해 받기로 한 경우가 20.7%, 일시지급이 1.4%, 기타가 0.3%를 차지했

다. 정기지급을 통해 양육비를 받기로 한 20.7%의 한부모 중에서도 27%는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고, 17.6%는 때때로 받기는 했으나 정기적으로 받지는 못했다”고 응답했다. 

Ÿ 더구나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비혼모 727명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13)에 불과했다. 

이렇듯 비혼모들은 법적으로 이혼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강제하여 받는 방법도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다. 

Ÿ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해 1) 국가가 양육

비를 선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할 것과 2) 양육채무자 동

의 없이도 소득 및 재산자료를 확보하고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p.189)). 이중 2), 3)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개정(‘18.3.27 공포, ’18.9.28 시행)을 통해“기존 자녀 1인당 20만원씩 9개월간 지원

하던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고, 이렇게 한시적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진 

12)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pp. xxv-xxvi
13) 여성신문. (2018.3.2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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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본인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할 수 있도록”14)개정됐다.  

Ÿ 1)과 관련해서는 국가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도 있으나, 정유정 양육비해결

모임 부대표에 따르면,“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밖에도 여권발급 불허나 면허

취소 등 강력한 강제수단을 동원하며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 또는 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엄중히 여긴다”15)고 지적했다. 사회적 편견과 양육의 어려움 속에서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의 현실을 비추어 봤을 때,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 제도

와 같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l 둘째, 복지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이하) 중에서도 교육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1~52%의 한부모가족에게는 교육부가 고교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여성가족부가 중고교생의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으나, 교육급

여 지원금과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한부모가 근로의욕을 상실하여 소득기준을 

떨어뜨리게 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Ÿ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52% 이하로 설정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16)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복지급여 지급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

득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의료, 주거급여와 함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이 새로 설정된 교육급여는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수준)까지를 수혜범위로 설정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중위소득 50% 이

하로 기준이 설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의 경우 기존 최저생

계비 130% 이하에 상응하는 중위소득 52% 이하로 설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Ÿ 교육급여 대상이 되는 가정의 초중고 학생은 기본적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지원되고, 

고등학생은 추가적으로 교과서대와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까지 지원받는다. 고교 입학금

과 수업료는 교육급여 대상이 아니라도 중위소득 51~52%에 속하는 한부모가족 고교생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워낙 교육급여에서 부교재비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액수가 크다보니 

차라리 가구 소득을 떨어뜨려 교육급여를 받는 조건을 충족하는 편이 낫다. 

Ÿ 2018년 예산과 비교하여 2019년 교육급여로 지급되는 1인당 부교재비나 학용품비가 증액되

어, 교육급여 조건을 충족한 가구와 충족하지 못한 가구의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예산안 기준,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비교하여 교육급여를 받는 한

부모가족의 초등학생의 경우 20만원 가량, 중학생의 경우 23만원 가량, 고등학생의 경우 32

만원 가량 더 지원받는다(<표 6>). 2018년과 2019년 가구별 중위소득 52%와 50%의 소득인

정액 차이는 2인가구는 약 5만원, 3인가구는 약 7만원, 4인가구는 약 9만원17)이었다는 것을 

14) 여성가족부 소식. (2018.9.7.)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15) 노컷뉴스. (2018.10.8.). http://www.nocutnews.co.kr/news/5042067
16) 김태완 외. (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17) 2018년 중위소득 52%와 50% 월 소득인정액 차이: 2인가구: 56,941원, 3인가구: 73,663원, 4인가구 90,384원 
    2019년 중위소득 52%와 50% 월 소득인정액 차이: 2인가구: 58,131원, 3인가구: 75,201원, 4인가구 92,2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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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할 때, 적게는 소득 5만원 차이로 2~30만원 상당의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표 6> 2018·2019 예산안 기준, 한부모가족 교육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수령액 차이

                                                                              (단위: 만원)

      ※ 화살표 전이 2018년도 지급액, 후가 2019년도 예정지급액     

      * 교육급여대상(중위소득 50%이하)이 아니더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기준을 충족한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이하) 고교생 자녀에게는 교육부에서 고교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신학기 대상자 및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교과서대와 학비는 해당 학교로 교부 

       <출처> 교육부. 2018·2019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중 기초생활보장 예산 

Ÿ 한부모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는 복지급여 지급 기준(중위소득 52%)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을 분리하여, 증명서 발급을 통해 혜택을 받는 한부모가족

의 범위를 넓혀주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은 영

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주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대학입

시를 앞둔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이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한편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던 아동양육비도 2018년에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월 

13만원씩 지급되었던 것이 2019년에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원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Ÿ 따라서 법 개정에 따라 생긴 상이한 지원 기준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복지급여 조건

을 충족했음에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중위소득 51~52%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예외적

으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아동양육을 혼자 책임지는 한부모가정의 특수성과 어

려움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l 셋째, 비혼모는 직장을 구할 때도, 직장을 구하고 난 뒤에도 숱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엄연히 유엔인권협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11조“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한

다.”를 위반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차별, 부당해고 등을 점검할 의무가 

있는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비혼모 차별과 관련한 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위소득 50%이하 50%초과~52%이하
급여성격 학년 초 중 고 중 고

교육급여

(교육부)

부교재비 6.6→13.2 10.5→20.9 10.5→20.9 - -
학용품비 5.0→7.1 5.7→8.1 5.7→8.1 - -
교과서대 - - 9.5→8.4 - -
고교입학금

·수업료
- - 133.5→121.7 - 133.5→121.7*

교육급여 

대상 외 

한부모가족

지원(여가부)

학용품비 - - -
5.4

(동결)

5.4

(동결)

합계 11.6→20.3 16.2→29 159.2→159.1 5.4 138.9→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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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난 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비혼모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

면, 비혼모들은 대체로“구직 면접 때 업무와 관련된 질문 보다는‘왜 혼자인지, 아이는 혼

자 어떻게 키울 것인지, 잔업 및 야근은 가능한지’18)와 같은 질문을 받기 부지기수이며, 

아이를 돌봐야해 근무 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하자,‘열정이 없다’며 해고19)당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비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가 국회 토론회‘싱글맘의 날 (2018.5.14.)’에서 발

제한 자료에 따르면, 비혼모의 경우“임신 이전 직장을 다녔던 이들 중 97%가 임신으로 직

장을 그만뒀다”20)고 지적했다. 

Ÿ 비혼모는 이렇게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에서 대체로 저임금의 일자리를 얻게 될 수 

받게 없다. 2014년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양육 비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양육 비혼모는 응답자의 51%뿐이고, 이 중 정규

직은 16%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자, 외판업자 등이었고,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4%였다.” 

l 넷째, 비혼부를 위해 확충된 복지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다. 비혼모에 대한 지원도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비혼부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황은 사회가 양육을 전적으로 엄마 몫으로 

돌리는 상황을 공고히 만드는 것이다. 

Ÿ 전국에 비혼부자를 위한 가족복지시설은 없다. 비혼부자가 부자가족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전국 4개 시설에 불과하다(<표 7>). 비혼모자를 위한 가족복지시설 총 62개((기

본생활지원 21개(입소정원 537명), 공동생활지원 41개(입소정원 329세대, 아동양육하지 않는 비혼모는 15

명))가 존재하는 것과 대비된다. 비혼모자 중 비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한 후 스스로 아

동을 양육하는 비혼모는 모자가족 복지시설에 입소가능하다. 배우자의 물리·정신적 학대

로 양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정을 일시지원하는 복지시설도 모와 아동만 입소

가능하다. 

     <표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18) 조선일보. (2018.7.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31/2018073100165.html
    여성신문. (2016.1.2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644
19) 뉴스1. (2018.7.30.) http://news1.kr/articles/?3385503
20) 프레시안. (2018.5.1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643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시설 유형 시설수 입소대상 및 기능
입소기간

(연장가능)
입소정원

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42
만 18세미만 자녀 양육 무

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2년) 1,041세대

공동생활지원 3

독립적 가정생활 어려워 

공동으로 가정 이루어 생

활, 자립준비

2년(1년) 45세대

자립생활지원 3

기본생활지원에서 퇴소 

후,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

자가족(*폐지 1개소 포함)

3년(2년) 4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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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사업 안내 중 복지시설 현황. p.203 및 2019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2018.11) 참고 

Ÿ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기능을 보강하고, 복지시설의 아이들을 위한 아이돌

봄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고 했지만, 비혼부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혼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 대상으로부터도 배제되는 것이다. 

Ÿ 앞서 20대로 갈수록 비혼부에 비해 비혼모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사회적으로 엄마

가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군대 문제가 있어서 아

이를 양육하는데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20대 비혼부의 상황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숫자가 적다고 하여 그들을 위한 복지시설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

은 현상은 더 악화될 것이다.

l 근본적으로 비혼부에 대한 각종 지원은 아이가‘출생신고’가 된 이후에 가능한 일인데, 

현재 법 조항은 비혼부가 친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Ÿ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 46조 1항과 2항을 보면, 혼인 중인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는 반면, 비혼 출생자의 신고는 ‘모’만 할 수 있다. 이 조

항은 2008년 해당 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인「구 호적법」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과

거에는 부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DNA 검사 방법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대게 비

혼 출산된 아이는 혼외자라고 하여 모가 양육하던 과거의 문화와 사회적 인식이 있었기 때

문에 별도의 법리적 근거 없이 법 조항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

로‘부’라 하더라도 친생자 관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Ÿ 결국 친자를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비혼부는 현실적으로 복지시설 입소도 불가할 뿐만 아

니라, 보건소에서 각종 기저귀, 분유 등을 지원 받기도 어렵다.21) 

  -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비혼부가 겪는 양육상 어려움은 많은데. 일례로 

남자 화장실에서 영아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도 여전히 불편하다. 2010년「공중

21) 베이비뉴스. (2018.5.28.)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06

부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2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3년(2년) 40세대

공동생활지원 2 모자가족 설명과 동일 2년(1년) 14세대

자립생활지원 - 모자가족 설명과 동일 - -

비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기본생활지원 21
비혼 임신여성 및 출산후 6

개월 미만 지원요하는 여성
1년(6월) 544명

공동생활지원

39
3세 미만 영유아 양육 비

혼모(*휴지 1개소 포함)
2년(1년) 330세대

2
출산 후 해당아동 양육하

지 아니하는 비혼모
2년(6월) 15명

일시지원복지시설 11

배우자 학대로 건강 지장 

초래 우려 있는 모와 아동

(*휴지 1개소 포함)

6월(6월) 315명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4 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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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고속도로 휴게소, 지하철, 공항 여

자화장실 뿐만 아니라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

록 되었으나, 화장실 밖에 교환대가 설치된 경우도 많고, 그 밖의 시설에서 여전

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l 종합하면, 정부 차원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부합한 한부모가족 통계를 생산하여 제

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

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국가‘양육비 대지급 제도 입법’등 양육비 이행 지

원강화, 한부모지원법 상 복지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했음에도 교육급여 지원대상에서는 배

제되는 가정에 대한 지원, 직장 내 비혼모 차별을 근절할 근로감독기능 강화, 비혼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비혼부 출생신고 관련 법 개정 등 보완할 점들은 개선이 필요하다. 

l 하지만 실제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다. 특히 한

부모가족의 아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지금까지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좋은 지원정책도 제한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우리 사회가 법률에 의한 혼인을 하는 것과 

법률혼 부부가 낳은 아이만을 정상으로 간주하면서 생긴 가족에 대한 정상성 이데올로기

는 사실상 무언의 폭력처럼 이들을 고통스럽게 해왔다. 혼인, 출산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

는 가족에 대한 현실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가족에 대한 법과 제도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

영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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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 모순과 편견 

l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및 표준국어대사전) 에서 정의하는‘가족’이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구성원으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

루어짐”이다. 영미권 국가에서 사용되는 캠브리지대사전에서 ‘family’의 정의는 “서로 

간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엄마, 아빠, 아이들과 같은 관계”22)이다. 같은 뜻

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영미권에서 가족의 개념은 훨씬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개념이다. 우

리는 가족을 친족, 혼인, 혈연, 입양 등 법률적 성격이 부여된 관계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

에 서구에 비해 가족 개념을 훨씬 편협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l 가족을 규정하는 협소한 용어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가족과 관련한 무수히 

많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들이 존재한다. 

<1. 혼인 >

l 먼저, 우리 사회는 소위 혼인 적령기가 된 성인이 결혼, 특히 법률혼을 통해 부부로 된 가

구를 형성하지 않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다녀와도 좋으니, 

한번이라도 갔으면 한다”는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TV 방송을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법률적 혼인을 반드시 해야 된

다고 하는 문화가 얼마나 강하게 형성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l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세를 보면 평균 혼인연령이 점점 늦춰져 혼인 적령기란 말이 무

의미해지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인구 비율도 증가하고, 가구 형태적으로도

‘나혼자족’인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Ÿ 평균 혼인연령(초혼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그림 1>), 1985년 여성 24.1세, 남성 27세

였던 평균 혼인연령이 약 30년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여성 30.2세, 남성 32.9세가 됐다. 

남녀 모두 약 6세 더 늦춰진 셈이다.  

    <그림 1> 평균 혼인연령 (단위: 세) 

       <출처> KOSIS. 평균 혼인연령 각 연도별, 1985년과 1990년 자료는 해당연도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참고

22) A group of people who are related to each other, such as a mother, a father, and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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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뿐만 아니라 비혼인구 비율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특히 혼인 적령기로 간주되어지

던 25~34세 나이에서 비혼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그림 2>). 

  - 1985년도만 하더라도 20대 초반(20~24세)에 20대 초반 인구의 16%는 결혼했는데, 

한세대 만에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게 됐다(혼인비율이 2.1% 미만). 

20대 후반(25~29세)은 1985년도만 하더라도 65%, 즉 대다수가 결혼 했는데, 2015년 

기준으로 20대 후반 인구의 83%가 오히려 결혼하지 않았다. 1985년에 30대 초반

(30~34세)은 결혼하지 않은 비율이 드물었는데(6.9%), 2015년 기준으로는 30대 초반 

인구의 절반 가까이(46%)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령별 비혼인구 비율 (단위: %) 

        * 비혼: 이 통계에서 비혼의 뜻은 기혼상태가 아닌 모든 사람이라기보다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인구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혼인상태별 인구 1985~2015.

              http://gsis.kwdi.re.kr:8083/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IN0508#

Ÿ 우리나라 2017년 혼인건수는 26만 4,455건으로, 22년 전인 1995년도 혼인건수 39만 8,484건

보다 33%가 줄어들었다. 인구구조상 혼인 적령기의 청년층(2030)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1995년 천 육백여 만에서 2017년 천 사백여 만으로 약 14%가 감소), 인구감소율보다 혼인감소율이 

더 큰 것을 보아,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제도를 거부하는 적극적인 비혼인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년마다 조사하는 여성패널조사(2012~2016) 통계를 참고하면(<그림 

3>), 2012년 첫 응답 이후 4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2016년에 비혼상태의 여성 중 결혼의

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20대와 30대 모두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20대 여성은 

2012년에 70%이상이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제 41%수준이다. 30대도 2012년 73%

가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4년 후에는 절반 수준인 55%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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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비혼 여성의 결혼의향 (단위: %) 

           * 있다, 없다 외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는 응답까지 합하면 100%구성

           <출처> KOSIS. 비혼여성의 결혼의향(원자료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Ÿ 실제로‘나혼자족’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 가구 수 변동 추이(<그림 4>)를 보면 1995

년에 비해 2017년 현재 1인 가구는 3.4배가 많아져 5백 61만 가구가 존재한다. 2인 가구는 

2.4배가 많아져 5백 26만 가구가 존재한다. 반면, 그동안 지배적인 가족형태에서 볼 수 있

었던 4인과 5인 이상의 가구는 각각 동년도 대비 15%, 52%가 줄어들었다. 

    <그림 4> 가구 수 변동 추이 (단위: 가구)   

        <출처> KOSIS. 연도별 가구원수별 가구

l 이렇게 혼인을 장려하는 문화 속에서 전통적 가족 관념이 무너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

람들이 법률혼에 의한 관계가 아닌 사실혼인‘동거부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률혼 부부가 받는 혜택을 동거부부가 못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동거부부들은

“같이 살 건데,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더 아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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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동거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나마 

2000년 이후 동거한 적이 있거나 현재 동거 중인 253명(만 18~49세)을 대상으로 연구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의 연구보고서(2017)23)를 참고하면, 동거가족들의 절반 이상이 타

인의 부정적 시선과 편견으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타인에게 동거 

사실을 완전히 공개하는 비율이 10%도 안됐다. 또한 동거가족은 사회적 서비스로부터 배제

된다. 동거인이 아플 때 가족으로서 수술동의서 작성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신청도 불가하다.   

Ÿ 우리와 달리 프랑스는 1999년부터 시민연대협약(PACS)을 도입하여, 동거 커플이 법률혼 관

계 부부와 동일한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24) 프랑스 동거커플은 “1999

년 6,151쌍에서 2014년 17만 3,728쌍으로 28배가 늘었으며, 같은 기간 법률혼 커플의 경우 

29만 3,544쌍에서 24만 1,292쌍으로 다소 줄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합계출산율도 늘었는

데 1990년 1.76명 수준에서 2009년 2.0명에 도달한 후 현재까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25) 

<2. 혈연>

l 우리 사회는 혼인을 하고 나서도 문제다. 가족구성의 목적이 같은 핏줄에 의해 대를 잇는 

것이라는 전통적 관념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결혼을 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만 정상가

족으로 인정받는다. 

l 그러나 최근 딩크족(DINK(Double Income, No Kids): 혼인은 했지만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 증가, 출산율 감소 등의 현상들을 보면,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무자녀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Ÿ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율은 2000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5~29세 기혼여성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은 2000년과 비교해 2015년 약 2배 증가(24%→40%)했고, 30~34세 에서는 

동기간 약 3배 증가(6.9%→22.9%)했다(<그림 5>).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에서

도“초혼 신혼부부(조사 당시 혼인신고한지 5년 이하의 국내 거주부부) 110만 3천 여쌍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41만 4천 쌍으로, 무자녀 신혼부부가 전체 신혼부부의 37.5%

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혼인신고를 한지 얼마 안 된 1~2년차 신혼부부를 제외한

다 하더라도, 3~5년차 신혼부부 68만 4천여 쌍 중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14만 9

천여 쌍(21.8%)”에 달했다. 이러한 딩크족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3) 한겨레. (2017.1.3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0630.html
24) 한겨레. (2018.12.21.)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75300.html
25) 한겨레. (2016.12.0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5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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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기혼여성 무자녀 비율 (단위: %)

      <출처> KOSIS. 매 5년 인구총조사 표본조사 결과, 2000년 이후로부터 여성과 아동에 관한 항목을 측정하면서 문

항이 신설됨. 

Ÿ 혼인 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급속히 진

행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 통계에서, 2016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최하위(OECD 회원국 평균: 1.68, 한국:1.17)였다. 20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더 하

락하여 가임여성 1명당 1.052명으로, 1995년까지만 해도 1.69명이었던 것에서 0.63명이 줄었

다. 1995년만 해도 출생아 수가 71만 5천 20명이었는데, 2017년 35만 7,771명으로 약 20년 

사이 출생인구의 50%가 감소한 셈이다(<그림 6>). 

    <그림 6> 출생아 수 (단위: 명)

       <출처> 통계청. 연도별 출생 통계  



- 21 -

l 이렇게 초저출산 국면에서도 비혼출생은 엄격히 금기시 되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성인

은 대체로 아이를 양육할 자격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비혼인 상태에서 출산된 아이를 

우리 사회의 정상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2014년 OECD 국가들의 평균 비혼출

산율은 39.9%인 반면,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율은 1.9%로 최저26)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비혼

출산을 금기시하는 문화 때문에 매년 유기되는 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율(낙태율)도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Ÿ 인공임신중절수술27)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2005년 자료에 따르면, 당시 연간 34만 여건(기혼 19만 8천 여건, 비혼 14만 4천 여건)의 인공임

신중절수술이 이루어졌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17년 초 한 토론회28)에서 2005년 정부

실태조사 당시 하루 1,000명 정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루어진다고 보고되었지만, 실제는 

최소 3배 이상이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간 100만 여 건이 넘게 낙태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Ÿ 동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인구 천 명당 29.8명이 낙태한 것인데, 시점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원하면 낙태를 허용하는 미국(2013년 15.9명), 노르웨이(2008년 

14.5명), 프랑스(2012년 14.5명), 독일(7.2명) 등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29)   

Ÿ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2010년에도 이루어졌는데, 당시 보고된 낙태건수는 16만 여건으로,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2009년부터 불법 낙태 단속이 강화되면

서 수술이 음성적으로 행해져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30) 

Ÿ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경우, 사회적 편견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비혼모 

중에서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는 오랫동안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

부에 따르면(아래 <그림 7>), 2011년부터 2016년 영아를 유기한 사건은 전국적으로 718건에 

달했고, 2009년 말부터 활성화된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하는 일은 같은 기간 1,005건에 

달했다.31) 베이비박스에 담겨진 아이들의 대부분이 비혼모의 아이들인데, 대부분 출생신고

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이 되지 않고 보육원에 맡겨진다. 이러한 아이들은 추후에「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 46조(신고의무자) 4항 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長)에 의해 출생신고가 된다. 

26) 국민일보. (2017.7.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00490
27)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낙태는 불법이다. 다만,「모자보건법」제14조에 의거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하에 5가지 

상황(1.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때, 2.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3. 강간 또는 준강간
에 의해 임신할 때, 4.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될 때, 5.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
을 때)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청와대 발표(2017.11.26.)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본인요청에 
의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나라는 25개 국가다. 우리나라는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사
유로도 허용 불가한 6개 국가(뉴질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칠레, 폴란드, 한국)에 속한다. 

28) 이동욱(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토론회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논란에 대한 해결
책은?(2017.01.24.)’

29) 중앙일보. (2011.9.24.) https://news.joins.com/article/6263699
30) 파이낸셜뉴스. (2017.11.12.) http://www.fnnews.com/news/201711101339071203
31) 연합뉴스. (2018.1.13.) https://www.yna.co.kr/view/AKR2018011215460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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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전국 영아, 베이비박스 유기 현황 (단위 : 건)

    <출처> 연합뉴스. (2018.01.13.) https://www.yna.co.kr/view/AKR20180112154600797 (원자료 출처: 경찰청, 보건복지부)

<3. 입양 등> 

l 마지막으로 입양 가족도 우리 사회의 가족의 형태로 존재한다. 혈연 위주의 가족주의 분위

기 속에서 국내 입양은 많지 않고, 국외로 입양 보내지는 아동의 수가 훨씬 많았던 것이 오

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국외입양을 하고 있다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2017년 기준 미국 내 출신국가별 입양아 수가 중국, 에티오피

아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다.32) 

Ÿ 우리 사회는 한국 전쟁 이후로 수많은 고아가 국외로 입양되면서 입양정책과 법률이 마련

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외입양이 계속되는 문화 때문에“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에도 외신으로부터 고아수출국이라는 비판”33)을 받기도 했다. 1989

년 정부는 장애아와 혼혈아를 제외하고 국외입양을 중단할 것을 발표했으나 1994년에 철회

하고, 1997년에 다시 중단하기로 했으나 IMF 위기 이후 그 정책은 철회됐다.  

l 그나마 2007년부터「입양특례법」개정을 통해“입양대상에 선정된 후 5개월 간 국내입양

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국내입양우선제도가 시행”되고, 같은 해「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

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 차이를 50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한 가정에 입양 가능한 아동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입양부 

또는 모가 혼인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했다. 

l 아래 <표 8>에서 보듯, 국내입양우선정책이 시행된 후로 국외입양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히려 주목할 점은 입양아동이 발생하는 요인이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넘었는데도 입양아동이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는 비혼모들의 

32) KBN. (2018.7.06.) http://www.mykbn.com/news/detail.php?id=9438&paged=1&type=54&boardsearch=
33) 박미정. (2014.10.10.) 참여연대 기획주재4 국내입양 현황과 개선방안.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22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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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이 친모의 품에서 자라지 못하고 입양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그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2017년 기준 국내입양아의 89%, 국외입양아의 99%이상이 비혼모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입양아동 현황 (단위: 명,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5.11.) 및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각 연도 

l 우리 사회에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부모역할을 할 수 없는 부모를 둔 소년

소녀가정이 여전히 존재한다. 

※ 정부가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2000년, 소년소녀가장에서 명칭 변경)은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

는 세대34)이다.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현황을 보면, 2017년 연말기준 총 59명(남: 30, 

여:29)이 있다. 

l 아래 <그림 8>과 같이 1995년 만 오천여 명이나 되던 소년소녀가정이 2002년을 기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고, 2015년 이후 백 명 이하로 줄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소년소녀가정

의 기준을 변경하고 무엇보다 그들을 가정위탁으로 전환하도록 한 조치로 생긴 통계 착시

현상이다. 

<그림 8> 연도별 소년소녀가정 수 (단위: 건)

  <출처> 보건복지부 각 연도 통계연보. 소년소녀가정 현황

34) 정부24 <소년소녀가정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006

연도
입양아동 국내입양아동 

중 비혼모아동

국외입양아동 

중 비혼모아동계 국외 (차지하는비중)

1995 3,205 2,180 (68%) 66.3% 92.6%
2005 3,562 2,101 (59%) 74.5% 98.5%
2010 2,475 1,013 (40.9%) 86.5% 88.2%
2013 922 236 (25.6%) 93.4% 96.6%
2014 1,172 535 (45.6%) 90.7% 95.1%
2015 1,057 374 (35.4%) 90.5% 95.7%
2016 880 334 (38%) 88.1% 97.9%
2017 863 398 (46.1%) 89.7%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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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996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우리나라 아동의 국외입양율이 높은 것을 우려하며, 되도

록 소년소녀가정을 위탁가정이나 양육시설에 수용하는 등 그 수를 줄일 것을 권고”35)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부모와 동거중이더라도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

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던 방침을 바꿔 2000년부터 부양능력이 없어도 부모와 동

거중이면 소년소녀가정에서 제외”36)하고, 대신 2000년부터 가정위탁제도가 실시되면서 소

년소녀가정을 가정위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Ÿ 가정위탁 시범사업 초기인 2000년대 초반의 자료는 없지만, 2003년부터 집계된 자료를 보

면 2003년 위탁보호된 아동 수는 7천 565명으로 당시 소년소녀가정 6,184명과 합하면 만 

삼천 여명이다(<그림 9>). 2017년 현재도 위탁보호아동 수 11,975명과 소년소녀가정 59명을 

합하면 만 이천 여명이다. 모두 1995년 소년소녀가정 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같은 시

기 출생아 수가 50%수준(1995년 71만에서 2017년 35만으로)으로 급격히 감소한 현실을 고려했

을 때, 오히려 출생아 수 대비 소년소녀가정와 위탁가정아동 비중은 증가한 것이다. 

    <그림 9>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보호아동 수, 출생아 대비 비중 (단위: 명, %)  

      ※ 2000~2002년은 가정위탁보호아동 수가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이 낮아 보이는 것임. 

       <출처> KOSIS. 출생아 통계 및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각 연도 

35) 이데일리. (2014.10.02.)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1126606248984&mediaCodeNo=257
36) 연합뉴스. (2008.5.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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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대부분 조부나 조모, 친인척 등 혈연에 의한 남은 가족들이 부담 지

고 있는 현실이다. 

Ÿ 위탁가정을 유형별로 보면(<표 9>),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이 60%이상으로 절대 다수를 차

지하고, 다음이 친인척에 의한 양육이다. 일반인위탁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소수이다. 아동이 부모에 의해 버려지고, 방치되어도 결국 그 부담은 주변 가족들이 지게 

된다는 의미다. 한편, 많은 수의 아이들이 위탁가정에 의해 양육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

복지시설(‘보육원’의미와 같음.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포함)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수도 1995

년 이래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9> 유형별 위탁가정아동 수 및 복지시설 입소 아동 수 (단위: 명)  

       ※ 아동복지시설이란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등을 일컬음. 

       ※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대리양육가정은 아님. 지자체가 수행하는 위탁가정교육을 충분히 이행하여야

만 함.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각 연도. 2003~2006년 자료는 중앙가정위탁센터에서 제공  

l 요약하면, 법률혼 부부와 혈연에 의한 자녀를 가족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회문화 속에서,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나아가 비혼출산을 엄격히 지양하는 분위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영아유기 문제가 발생하고, 국외입양율이 여전히 높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로 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됐지만, 여전히 아이양육의 부담은 주

변 가족이 지고 있고, 그 수도 출생아 수에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보호가 필

요한 아동들도 20년 넘게 비슷한 수준으로 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다. 

l 무엇보다 우리는 그동안 아이의 입장에서 가족관계 정비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았다. 부

모에 의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출생신고를 통해 부모의 법률혼 유무에 따라‘혼인 중 자

연도

위탁가정아동
복지시설아동

(입소자 기준)
계

대리양육(조부모)가정

(차지하는 비중)

친인척위탁가정

(차지하는 비중)
1995 - - - 5,591
2000

시범사업 초기단계라 통계 부재
8,567

2001 10,638
2002 8,911
2003 7,565 3,458 (45.7%) 3,541 (46.8%) 8,387
2004 10,198 5,196 (51%) 4,133 (40.5%) 8,026
2005 12,562 7,552 (60.1%) 4,007 (31.9%) 6,435
2006 14,465 9,062 (62.6%) 4,160 (28.8%) 6,564
2007 16,200 10,112 (62.4%) 4,850 (29.9%) 5,874
2008 16,454 10,709 (65.1%) 4,519 (27.5%) 6,703
2009 16,608 10,947 (65.9%) 4,503 (27.1%) 6,742
2010 16,359 10,865 (66.4%) 4,371 (26.7%) 6,188
2011 15,486 10,205 (65.9%) 4,260 (27.5%) 5,902
2012 14,502 9,732 (67.1%) 3,831 (26.4%) 5,427
2013 14,596 9,776 (67%) 3,843 (26.3%) 4,401
2014 14,385 9,550 (66.4%) 3,816 (26.5%) 4,822
2015 13,728 9,127 (66.5%) 3,556 (25.9%) 4,331
2016 12,896 8,578 (66.5%) 3,348 (26%) 4,462
2017 11,983 7,950 (66.3%) 3,100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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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인지 비혼 자녀인지’낙인 지어진다. 출생기록이 남는 것이 부담스러워 부모가 출생신고 

하지 않고 유기한 아동의 경우 입양가정에 보내질 수도 없다. 한편, 친부모로부터 한 번의 

아픔을 겪고 입양가정에 보내지는 아동도‘파양제도’를 통해 두 번의 아픔을 맞기도 한

다. 입양가정에서 겪는 아동학대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

는데, 아동은 입양가정으로부터 스스로 친권을 부인할 권리가 없다. 이처럼 아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이의 가족과 아이가 규정되는 법률과 제도상의 불합리함을 개선해 나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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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다양한 가족 공존을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의 필요성 

l 오랫동안 우리는 혼인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이고, 대를 잇는 것이 가족 형성의 목적이

라고 믿어왔다. 게다가 법률에 의한 혼인과 가족관계 구성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왔

다. 이런 정상성 이데올로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족 관념을 매우 편협하게 한정시키고, 

제도 밖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을 키웠다. 

l 정상성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지배하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정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1) 혼인 적령기가 넘어가도록 결혼하지 않는 성인, 2)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

지 않는 부부, 3) 자녀가 있음에도 이혼하는 부부, 4)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 부부, 

5) 법률혼을 하지 않고 출산한 비혼모 또는 비혼부이다(<표 10>). 

 <표 10> 정상성 이데올로기에 의한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의 구분 

l 그러나 이미 현실에서 정상성 이데올로기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혼인

하지 않는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1)),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도 증가하고 

있다(↔ 2)). 동거부부에 대한 공식 집계자료는 없지만 결혼제도에 대한 적극적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데이터를 통해, 결합과 분리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사실혼 부부

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l 문제는 3)과 5) 사유에 의해 발생된 한부모가족의‘아동’에 대한 시선이다. 법률혼에 의한 

부부만이‘정상적인 부모’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혼한 한부모, 비혼부·모의 아동은 평생 

꼬리표가 붙는다. 아이는 그저 세상에 태어났을 뿐이다. 아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의 혼

인여부로 아이가 규정되는 것은 아이의 관점에서는 반인권적인 것이다. 

l 이러한 시선을 변화시키려면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넓히는 것은 물론이

고, 아이의 출생신고 때 부모의 법률혼 여부에 따라 ‘혼인 중 자녀’와 ‘혼인 외 출생

자’로 구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2항)하는 조항부터 개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혼 출산 때는‘모(母)’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조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을 개정하여, 비혼부가 DNA 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이 가능할 경우

에는 다른 단서조항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부모에 의한 출생신고

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자동출생신고가 가능한 제도

정상 비정상

혼인 적령기에 결혼한 성인 1) 혼인 적령기가 넘어가도록 결혼하지 않는 성인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한 부부 2)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

자녀 없이 이혼하는 부부 3) 자녀가 있음에도 이혼하는 부부 

4)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 부부 

5) 법률혼을 하지 않고 출산하여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 또는 모(비혼모·부) 



- 28 -

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에도“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Ÿ 금태섭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

라 혼인 중 자녀는 전체 출생자의 97~98%를, 비혼 출생자는 2%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l 사회 곳곳에서 초저출산 현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는 기사들이 쏟아

져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법률혼에 따른 출산만을 정상으로 보는 것은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Ÿ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금기시된 우리 사회에서 비혼 출산율은 

2014년 기준 1.9%에 불과하다. 동일년도 OECD 국가 평균 비혼 출산율이 39.9%37)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l 이미 프랑스는 1999년부터 동거커플과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동등한 관계로서 세제상, 사

회복지 차원에서 같은 혜택을 지원받고 있다(본론 p.19). 이 영향으로 1990년 1.76 수준까지 

떨어졌던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0 수준을 유지38)하게 됐다. 프

랑스는“나폴레옹 시대부터 200년간 유지해오던 법률혼 부부 자녀와 비혼 출산 자녀 사이

의 법적 구별도 2005년부터 폐지”39)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 통계에 따르

면,“2004년에도 이미 전체 신생아 중 46%가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였는데, 2017년에

는 과반인 59.9%(잠정치)가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l 혼인하지 않을 것을 장려하는 것도,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프랑스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동거 부부, 한부모가족, 비혼 출산된 아이들

이 주위 시선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및 복지제도 정비 등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화는 쉽게 변화지 않고, 

다수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족이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해 나가도록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l 지난해 미투운동이 기점이 되어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 문제들이 고발되고, 그러면

서 불편한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올해는 무엇보다 가

족에 관한 불편한 진실에 목소리를 내어 또 하나의 사회적 공론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37) 한겨레. (2017.11.12.)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18588.html
38)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이 다소 하락(1.95→1.92→1.88)하였으나, 여전히 유럽 평

균(1.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39) 베이비뉴스. (2018.5.31.)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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