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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배경 및 경과
1. 수립배경
■■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
●● 1.2명 내외를 유지해오던 합계출산율이 ’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19년 0.92명까지 떨어지면서,

출생아 수도 ’19년 30.3만명으로 급감
●● 올해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인구로 편입되고, ’25년 고령화율 20%, 고령자

1천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총 인구규모 및 인구의 지역적 분포에서도 변곡점이 될 전망으로, 그 추세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음
●● 올해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인구 오너스기

본격화
* ’19.3월 통계청 특별추계 결과, 이전 추계(’16)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3년 단축(’29)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이동의 결과 올해를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추계
* 시도별 총인구 추계 : 수도권 26,032천명, 비수도권 25,806천명(’20.10월)

■■ 저출생 현상의 심화, 인구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전 제시 필요
●● 그간 저출산 고령화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접근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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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배경 및 경과

2. 주요경과
■■ ’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수립·추진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설치(’05.9.1)
●● 제1차~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 완화 및 고령사회 대응 적극 추진
-- (1차 : ’06~’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영유아 보육, 교육지원 확대로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도입
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요양보호를 위한 제도 틀 구축
-- (2차 : ’11~’15) 국가책임보육 실현, 임신·출산 지원 강화, 일·가정양립 제도 확충 등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강화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11∼), 무상보육 실시(’13∼) 등
-- (3차 : ’16~’20) 경제적 요인으로 만혼·비혼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구조적 대응 시도
*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 ’19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수정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
-- 출산장려가 아닌 저출산으로 이어진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삶의 질 제고를 추구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범위가 출산장려에서 “전 생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

■■ (4차)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등 13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10개월간 약 120여 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 및 검토
* 7개 분과위원회, TF 등 (110회) / 정책운영위원회 (5회) / 본위원회 (4회)
●● 관계부처 과제제출(5월),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실무협의(’20.9~11월) 실시
●● 지역순회토론회(’19.11~12월),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20.5월, 4,620개 제출), 현장방문 및 청년

간담회(’20.3~7월), 주요과제 토론회(’20.7~11월), 시안 공청회(’20.11.26) 등 국민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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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상황

●● 저출산 현상의 기저에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토양과 인식을 통해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인문사회 포럼 운영(’20.6~8월, 보건복지부)
●●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 실시 및 총리실·BH 통한 관계부처 협의

* BH, 복지부, 총리실 주관 핵심·쟁점과제 조정회의(5회), 국무총리 목요대화(2회), 사회·경제 현안조율회의
등 개최

3. 추진체계
■■ 분과위원회별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논의·검토 후 정책운영위 사전 검토·조정을 거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
<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
방침확정
최종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위원장 및 7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7인 등 총 25인

시안마련
이견조정

정책운영위원회
‣ 위원장 및 6개 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총 36인

방향설정
과제도출

분과위원회 (7개 분과*)
‣ 민간위원(필요시 관계부처 참석)

* 미래기획 / 세대공감 / 일·생활균형 / 성평등노동권 / 가족다양성 / 아동돌봄 / 지역상생 분과

10

2.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 및 전망

2.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 및 전망
1. 초저출산 지속
■■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TFR 2.1명 이하)이 35년 이상 지속, 초저출산 현상(TFR
1.3명 이하로 진입)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
●● ’19년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

<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
(천 명)

1,200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100만 명(1970)

인구대체 수준(2.1) 이상

800

저출산 국가(1.3~2.1)

초저출산 국가(1.3 미만)

77만 명(1983)
62만 명(1987)

3.43

56만 명(2001)

600

3.00

44만 명(2005)

400

30만 3천 명

2.06

1.50

1.53

200
0

4.50

87만 명(1975)

1,000 4.53

1970

1975

1980

1985

1.31
1990

1995

2000

1.09
2005

0.92
2010

2015

0.00
2019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통계청, ’20)

●● 합계 출산율 0.9명대는 다른 나라와 비교시 상당한 격차(OECD 평균 1.63명, ’18)

< OECD 국가간 합계출산율 비교 (2008, 2018) >
2018

(가임 여자 1명당 명)

2008

3.50
3.00

3.09

2.50
2.00

1.73

OECD 평균 1.63명

2.13

1.50
1.00

1.26
0.98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포르투칼
핀란드
일본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캐나다
스위스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벨기에
리투아니아
칠레
에스토니아
영국
아이슬란드
체코
미국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아일랜드
콜롬비아
프랑스
터키
멕시코
이스라엘

0.50

1.42

Family database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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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인구규모
■■ 연평균 약 50만명씩 증가하던 인구팽창기에서 현재의 정체기를 거쳐 ’40년 이후 연평균
40만명이 감소하는 수축기 도달 전망
●● 합계출산율 회복을 가정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총인구 감소 예측

< 인구규모 변화 >

< 총인구 전망 >
(단위 : 만 명)

(만 명)

5,500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28년
2012년
2040년
1995년

연도

2055년
2065년

1984년

2075년

1975년

2085년
2100년

1967년
1960년

인구팽창기

인구정체기

인구수축기

연평균 50만 명 증가 연평균 10만 명 증감 연평균 40만 명 감소

포용국가군 출산율 기준 통계청 인구추계
(TFR 1.73)
(TFR 1.27)

서울시 출산율 기준
(TFR 0.76)

2017

5,136

5,136

5,136

2020

5,183

5,178

5,180

2030

5,256

5,193

5,152

2040

5,232

5,086

4,927

2045

5,156

4,957

4,743

2060

4,648

4,284

3,926

2100

3,585

2,557

1,698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사회 대응전략 (이삼식 외, ’19)

■■ ’20년은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되는 첫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
●● ’19.11월 이후 11개월째 월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지속

< 연도별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2009∼2019) >
(단위 : 천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생아 수

470.2

471.3

484.6

436.5

435.4

438.4

406.2

357.8

326.8

302.7

사망자 수

255.4

257.4

267.2

266.3

267.7

275.9

280.8

285.5

298.8

295.1

인구 자연증가

214.8

213.9

217.4

170.2

167.7

162.5

125.4

72.3

28

7.6

●●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
(단위 : 명)

2020

12

1/4

2/4

3/4

누계

출생아 수

74,050

68,613

69,105

211,768

사망자 수

79,769

72,632

73,608

226,009

인구 자연증가

-5,719

-4,019

-4,503

-14,241

2.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 및 전망

3. 인구구조
■■ 인구 연령구조 변화 가속화
●● (유소년인구 감소)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1972년 1,38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 2067년 318만명으로 급감(’72년의 23% 수준)
●● (고령인구 증가) 기대수명 증가로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 2025년 1천만명 돌파 전망
* 중위연령 : (’70) 18.5세 → (’90) 27세 → (’00) 31.8세 → (’20) 43.7세 → (’40) 54.4세

< 인구구성의 변화 >
1970년

1990년

2000년

2020년

2040년

지속성장을 위한 인구구조 대응전략 (국회예산정책처, ’20.8월)

●● (생산연령인구 감소) 2016년 3,76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 베이비붐세대(’55년생~)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52만명씩 감소
-- 생산연령인구(15~64세) 내부에서도 고령화 심화

* 15∼24세 : (’20) 22.8% → (’67) 14.5%,   50∼64세 : (’20) 18.4% → (’67) 39.4%

< 생산연령인구의 변화 >
구성비(%): 15~24세

70.0

구성비(%): 25~49세

구성비(%): 50~64세

(단위 : 천 명)

60.0
50.0

58.8

46.1

40.0
30.0

39.4

22.8

20.0
10.0
0.0

14.5
18.4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7

2019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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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지역별 인구격차 심화
●● ’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 (1970~2070) >
수도권

(만 명)

3,000

비수도권

2,596

2,500

2,582

1,983

2,312

2,000

1,799

1,500

913

1,000
50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통계청, ’20.6월)

●●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고 있고, 최근 ‘직업’으로 인한 수도권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

< 수도권 연령별 순이동률 >
(%)
3.0

(%)
3.0

20대

2.0

2.0

1.0

1.0

0.0
-1.0
2000

2005

2009

0.0
-1.0
2013 2017 2019
2000

40~50대

(%)
1.0

0.5

0.0

1.0

-0.5

-0.5

-1.0
2000

2005

2009

2013 2017 2019

-1.0
2000

가족

주택

교육

자연환경

(천 명)

80
64

60
2005

2009

2013 2017 2019

60대 이상

20 17

-20
2005

2009

2013 2017 2019

31

40 29

0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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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30대

(%)
1.0

0.5

< 전입사유별 수도권 순이동 >

-40

7
-6
-27

2009

-6

7

13
3
-5

-9

-11

-24

-26

2013

2015

12

9
1

-32

2011

16
2
-11
-19

2017

21
12
-8
-11

2019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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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고령화로 지역소멸 우려 및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 구조 형성

< 지역소멸위험 현황 (2005, 2019) >

< 수도권/비수도권 생산연령인구 >
(만 명)

수도권

19,234
18,124

20,000
19,000
18,000

비수도권

17,673
17,536

17,000
16,000
2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1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29
2020
2021
2022
2023
2024
5

15,000

2019년 청년정책포럼 발제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장래인구추계(시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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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의 원인 진단
1. 사회경제적 요인
1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고용형태·기업규모·직종에 따른 임금격차, 고용 안정성

차이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등)는 전체 일자리의 20% 수준
●●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한 소득불안은 혼인 시기의 지연, 출산의 연기·포기

요인으로 작용
* 청년층의 경우, 첫 직장의 특성(정규직 여부, 급여, 기업체 규모)이 출산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됨(국회예산정책처, ’19)

2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는 취업 경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교육 경쟁 또한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혼·만혼 요인으로 작용
-- 나아가, 교육에서의 경쟁 격화는 자녀교육의 금전적·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커짐
* 가구소득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액이 하위 20% 교육비 지출액의 20배 이상(2019년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그 결과 고용 형태별, 학력 수준별 혼인율 격차는 점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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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별 혼인율 격차 >

인구주택총조사 70~15년, 2% 표본자료 활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결혼·출산의 실현을 가로막는 높은 주택 가격
●●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2000년 이후 2배로 상승)은 주거비용을 높이고 소비지출 여력을 감소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주택 가격의 상승은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추는 것

으로 조사**
*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이철희, ’18)
**  2000년 이후 혼인한 가구 중 주거비 부담(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첫출산
및 추가 출산가능성 하락("주거비 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2000년 이후 혼인 가구를 중심으로”,
배호중, ’19)

< 수도권 아파트값(가로)과 출산율(세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제자료 (하준경, ’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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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의 곤란
●● 여성 고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노동 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는 지속
-- 고용률, 임금수준, 일자리 질 측면에서 남녀간 격차 지속

* 성별 고용률 격차 17.9%p, 출산·양육기(35~39세) 격차 31.2%p (통계청, ’19)
성별 임금격차는 34.1%로, OECD(평균 12.9%) 최고 수준 (OECD, ’18)
* 비정규직 중 여성비율 55.1%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여성비율 62% /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비율
73.9% (통계청, ’19)

< 성별·연령별 고용률 >
고용률 성격차(여성·남성)
86.6

91.1

남성

< OECD 국가 성별 임금격차 >
여성
70.9

71.1
69.8 64.6
59.9 62.7

46.7

67.4 68.0

23.5

61.7
49.1

39.6
7.1

34.1

91.4 90.8 88.1
84.1

12.9
1.3

4.9

-23.4 -20.1 -22.4 -21.8
-31.2 -28.7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22.0

15.3 16.3

18.5 18.9

7.1

덴마크 스웨덴 OECD 독일
평균

영국 캐나다 미국

(통계청, '19)

일본

한국

(OECD, '18)

●● 가정내 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가사노동과 돌봄 수행에서 남녀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
* 맞벌이 부부, 주중 가사·육아시간 : 아내 181.7분 / 남편 32.2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

<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과 현황 >
가사 분담은 공평하게 해야한다(견해)
가사 분담은 공평하게 하고있다(실태:남편)

45.3

47.5

53.5

59.1

16.4

17.8

20.2

1:00
0:00

2010

2012

2014

2016

2018

2018년 사회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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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4:00

2:00

16.1

남자

(분)

5:00

3:35 3:21

3:30 3:18

0:39 0:48

1:00 1:17

1:13 1:18

2014
2019 2014 2019
요일평균
평일

2014 2019
토요일

2014 2019
일요일

3:00 3:25

36.8
10.0

< 성별 가사노동시간 >

3:13

3:22 3:10

(2:39) (2:17)
(22분↓)
0:46
0:56

2019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3. 저출산의 원인 진단

⇒⇒ 그 결과, 여성은 ① 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해 결혼·출산을 기피하거나, ② 출산·육아 여건을 감안하여

출산 후 노동시장 이탈(경력 단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시, 생계형 일자리로 하향 재취업 경향(M자형 곡선 형성)

5 잔존하는 돌봄 공백
●●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돌봄수요 증가로 돌봄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돌봄 공백 존재
-- (영유아기 : 낮은 공공성)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 부족
-- (초등 : 공급 부족) 초등 저학년 대상 교육 및 돌봄은 돌봄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돌봄 공백 등

우려
●● 그 결과, 일하는 부모는 출산 후 마음 놓고 장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잔존

2.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1 전통적·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제도의 지속
●● 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혼인·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 가족 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1인 가구 : (’00) 15.5% → (’10) 23.9% → (’18) 29.3%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 (’00) 57.8% → (’10) 49.4% → (’18) 44.4%
한부모와 미혼자녀 가구 : (’00) 9.4%→ (’10) 12.3% → (’18) 14.6%

< 혼인·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 관련 자료 >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는 형태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61.7%(“비혼 동거 인구의 경험 및
가치관”, 변수정, ’17)
• 동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 61.2%(“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Ⅶ : 가족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박복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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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가족 관련 법률·복지제도는 ‘법률혼 중심 정상가족’ 규범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포용과 존중 부족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가족은 ‘비정상’으로 간주되어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가족을 형성하지 못한
개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 발생

2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 여성 인적자본 수준 증가와 성 역할 변화, 불안정 고용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이 필연적인 사회로 전환
-- 청년 여성은 삶의 우선순위를 ‘결혼, 자녀’에서 ‘노동’ 중심으로 이동

< 성별 대학진학률 >
남학생

85.0
80.0
75.0
70.0
65.0
60.0
55.0

< 2030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여학생

일

78.8 79.4
78.0
77.6
75.1
74.3 74.6 73.5 73.8
75.0 74.5 74.6
72.9 73.2
72.7
71.9
67.9
65.9
63.3
60.3

20
0
20 0
0
20 1
02
20
0
20 3
04
20
0
20 5
06
20
0
20 7
08
20
0
20 9
1
20 0
1
20 1
12
20
1
20 3
1
20 4
1
20 5
16
20
1
20 7
18

50.0

교육통계연보 (’19)

개인생활

파트너십

36.2

35.9

29.5

26.6

21.7

23.3

자녀

12.6

14.1

여성(n=3,049)

남성(n=3,301)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

-- “남녀 모두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남녀 모두 ‘노동 중심

생애’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과거에는 대체로 남성은 ‘노동중심’, 여성은 ‘가족중심’으로 생애 전망
●● 청년은 자신의 노동 생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 희망
-- 여성은 독립적 생계자로서 경제활동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남성 역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 이후에도 맞벌이 선호
* 여성이 가사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 (’15) 51.3% → (’19) 61.4% (통계청)
** 맞벌이 가구 비율 : (’13) 44.6% → (’16) 45.5% → (’18) 46.3% (통계청)
-- 하지만 양육과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일·지향 보수주의*’ 등 출산과 맞벌이 양립이

어려워 남녀 모두 결혼·출산 기피로 귀결
* 일·지향 보수주의(pro-work conservative) : 여성의 경제활동은 인정하나 돌봄은 여성 몫이라는 규범
(“최근 출생아 수 하락 원인 분석과 인구 구조변화의 파급효과 분석”, 인구학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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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분석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 결과
(보건복지부, ’20. 6~8월 진행)

1 발전주의적 성장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집중과 일 쏠림
• 다양한 삶의 인정보다는 대학, 성공, 부 위주의 획일화된 가치관 형성, 과도한 경쟁, 수도권 쏠림 등 유발
→ 삶의 만족도는 저하
* 삶의 만족도는 출산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Mencarini, L., Vignoli, D., Zeydanli, T. & Kim, J.(’18))
• 과도한 근무시간 등 ‘일 쏠림’으로 핵가족이 보편화된 상황 속 일-돌봄 양립이 불가능, 출산을 포기하는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 근로시간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며, 연간 평균 휴가 일수는 5.4일에 불과

2 저성장 시대 속 구조적 불평등과 청년의 불안
• 상향 계층이동이 수월하지 않은 저성장 시대 돌입 ⇒ 근면을 교육받고 경쟁을 거쳐온 청년이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높은 주거비용에 직면, 좌절하고 이탈
* “경험해온 생활 수준보다 향후 인생 수준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면 출산을 결정” (이스터린(Easterlin’s)
“상대소득 이론”)

3 여성에게 쏠린 가사·돌봄 노동과 사회 속 성차별
•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속 여성에게 쏠린 가사노동과 경력단절 등 노동시장의 불이익은 비혼,
비출산 선택으로 귀결
* (결혼 의향) 여성 61.6% < 남성 75.6%, (결혼하지 않는 이유)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 (“가치관 분석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 문정희 외, ’19)

3. 인구학적 경로
1 주출산 연령대 여성인구의 감소
●● 과거 산아제한 정책*으로 여성 인구 (15~49세)**감소, 주출산 연령대(25~34세) 여성인구의

급감 및 연령 상승으로 출생아 수 감소
* 인구증가 억제기(’62~’95) : 다원화(’71~’81), 강화(’82~’88), 마무리(’89~’95), ’96년 공식 폐지
** ’95~’19년 105만명 감소 : (’95) 13,136천명 (’05) 13,716천명 (’15) 12,796천명 (’19) 12,088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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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출산 연령대 (25~34세) 여성 인구 >
25~29세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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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 주출산 연령대의 출생아 수 >

30~34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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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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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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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향조사 (통계청, 각년도)

●●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남아 선호’와 ‘태아 성(性) 감별 및 여아 낙태’로

인한 출생성비 불균형도 요인으로 작용
* 1974년 보건소 임신 초기 낙태시술(∼1989년), 1985년 초음파 검사 상용화, 1990년 전후 낙태 강력
단속, 1996년 태아 성감별 의사 면허취소제

2 혼인율의 지속적 하락과 초혼연령의 상승
●● 우리나라 혼인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혼인 연령대는 지속 상승

※※비혼출산율(’18) : 한국(2.2%), 미국(39.6%), 프랑스(60.4%) / OECD 평균(40.7%)
-- 남녀 모두 초혼연령의 지속상승 → 초산연령*도 상승 → 임신가능 기간 축소 및 둘째 이상 추가

출산에 어려움 초래 가능
* 초산연령(세) : (’95) 26.49 → (’00) 27.68 → (’05) 29.08 → (’10) 30.10 → (’15) 31.20 → (’18) 31.90

< 연령별 여성의 혼인율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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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평균 초혼 연령 >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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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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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향조사 (통계청,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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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혼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 및 무자녀 비율 증가
●●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0년 사이 0.24명이 감소하였고, 15∼49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최근 10년 사이에 0.11명 감소*
* 15~49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 (’05) 1.74명 → (’10) 1.74명 → (’15) 1.63명
-- 30세 이상 기혼 여성 중에서 무자녀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 특히 ’10년 이후 증가 속도가 더욱

급격해짐

< 평균 출생아 수 >

< 기혼 여성 중 연령별 무자녀 비율 >

기혼여성 전체 평균 출생아 수
15~49세 기혼여성 평균 출생아 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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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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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화와 출산이행 구조 변화 분석 (이상림 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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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 변화의 영향
1. 경제성장 저하 및 재정 부담 심화
■■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노동생산성·총수요·저축·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
●● 선진국에 비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많고, 중고령기에 근로소득 감소가 빠른 한국의 특성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할 우려
* 한국은행(’17) 추정 저출산고령화 고려시 연평균 경제성장률(Baseline 시나리오) :
(’00∼’15) 3.9% → (’16∼’25) 1.9% → (’26∼’35) 0.4%

<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경로 >
인구구조 변화

경제 영향

경제성장 요인별 영향

‣ 총 인구 ↓

‣ (노동) 공급 ↓ 및 생산성 ↓

‣ 부양비 ↑

‣ (저축) 저축률 ↓

‣ 경제성장률 ↓

‣ (총수요) 시장규모 ↓ 및 소비성향 ↓

(’70년은 ’17년의 74%)

‣ 경상수지 ↓
‣ 물가수준 ↓(가능)

‣ (투자) 기업 투자유인 ↓

(’70년은 ’17년의 3.3배)

■■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세입(노동+자본)은 감소*하나, 사회 지출과 복지비용은 매우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부양비 변화 (1960~2100) >
인구 보너스 시기
(Population Bonus)

인구 오너스 시기
(Population Onus)

인구증가
부양비 감소
130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단계 인구정체
부양비 증가

2단계 인구감소
부양비 증가

2056
1960

1973

3단계 인구감소
부양비 감소

2067

2081

2042
1981

2034
1998

2012

2022

노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2019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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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
■■ 고용, 교육, 의료, 주택 등 각 영역별로 일부는 초과공급, 일부는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등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 발생
< 사회 영역별로 예상되는 수급 불균형 >
< 공립 초등학교 교사 당 학생 수 >
교육부 수계
통계청(중위)

(단위 : 명)

16

① 교육 :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등 및 고등교육
인프라 공급 과잉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평생
교육은 수요 증가 예상
* (예시) 대학 입학자 < 입학정원

통계청(고위)
통계청(저위)

14

12

20
19
20
20
20
21
20
22
20
23
20
24
20
25
20
26
20
27
20
28
20
29
20
30

10

인구변화가 노동시장·교육·의료에 미치는 영향 (이철희, ’19)

< 연령 계층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구성비) >
65세 미만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단위 : %)

100.0

5.5

6.6

90.0

16.5

17.4

② 의료 : 전반적 의료수요 및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

80.0

-- 전문 영역별로 고령층 다빈도 질환* 영역 수요는
급증하고, 유소년층 중심** 영역 수요 감소 예상

70.0

* 치매, 본태성고혈압, 관절증, 당뇨병 등
** 급성기관지염, 중이염, 편도염 등

18.9

60.0

10.1

28.7

31.0

29.1

28.2

20.1

21.0

22.1

19.8

29.1
30.4

27.2
25.3

40.0

21.4
59.1

20.0
10.0
0.0

22.5

20.0

20.2

50.0
30.0

13.7

2018

55.8

42.7

31.9

25.7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2018 건강보험 주요통계 개요’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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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계층별 장래 취업자 구성 추계 >
청년층(15~29세)
중년층(55~64세)

③ 고용 : 전반적으로 인력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 심화
-- 청년층 선호영역(대기업, 공공부문)이 아닌 부문
(중소기업, 농업 등)은 인력확보에 어려움 예상

8.4

9.2

19.0

19.5

15.0
21.3

57.2

56.0

52.7

핵심 노동층(30~54세)
고령자(65세 이상)
20.0
21.0

48.9

22.8

25.1

26.8

22.2

22.0

19.7

45.8

42.0

42.8

15.4

15.3

11.0

10.1

9.2

10.9

10.7

2018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경제활동인구조사(’18) 자료에 장래인구특별추계(’19) 활용 (통계청)

< 신규 주택수요 추이 >
수도권

(천호)

비수도권

400
350

④ 주택 : 중장기적 주택수요 증가세는 완만하게
둔화될 것
-- 지방·노후주택 등에서 빈집 증가 우려

300
250
200
150
100
50
0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4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전망과 정책적 함의 (박종서 외, ’20)

3. 세대간·지역간 격차와 불확실성 심화
■■ 지역간 격차 심화
●● 인구이동 관점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및 과밀’은 저출산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이며, 비수도권지역의

고령화를 가속화하는 요인
* 특히, 젊은 세대의 수도권 집중은 지역 활력 저하와 경제 침체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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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 수 >

< 성장률 격차 전망 >

중부권

238

경북권

208

전라권

204

강원권
제주권

75.4%

64

1,000대 기업

28

(수도권 분포 비중)

2018년 전국 사업체 조사 (통계청, ’19)
2019년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조사 (부산상공회의소, ’20)

비수도권

5
20
00
20
05
20
10
20
15
20
20
20
25
20
30
20
35
20
40
20
45

336

0

부울경권

수도권

(%)

18
16
14
12
10
8
6
4
2
0
19
9

1,146

19
9

(단위 : 만 명)

수도권

1인당 GRDP 장기 추세 성장률 전망 (산업연구원, ’19)

●● 인구 과소지역은 생산성 저하, 공공서비스 질저하 등으로 인구유출 및 소멸 위기가 우려되며,

과잉 지역은 교통·환경 등 집적의 불경제 심화
* ’17년 대비 ’47년 11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하며, 8개 시도는 고령화 비율이 40%를 넘는 등, 지역간
인구구성 격차가 심화될 전망(통계청, ’19)

■■ 세대간 갈등과 불평등의 심화 가능
●● 세대간 사회경제적 자원 배분에 대한 형평성 이슈 및 갈등 확대 심화

< 국민이전계정 연령재배분 (총액 규모) >
(10억 원)

35,000

25,000

• 노동연령층(15∼64세)

연령 재배분

(’10년) -60.3조원 → (’16년) –112.7조원
⇒ ’10년 대비 52.4조원 순유출

15,000
5,000
0
-5,000
-15,000

• 고령층(65세 이상)
공공이전

민간이전

(’10년) 62.1조원 → (’16년) 92.4조원
⇒ ’10년 대비 30.3조원 순유입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이상(세)

2016년 국민이전계정 (통계청)

■■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변화의 결합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 4차 산업혁명(AI, 블록 체인 등)은 인구구조 변화와 결합하여 영역별로 불균등한 영향과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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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문제인식 (인식의 틀)

★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구용역” (박종서 외, ’20)

■■ 최근 출산·사망 등 인구학적 행위는 외부의 힘에 의한 조절 및 통제의 결과라기보다, 개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선택한 결과로 이해됨
●● 개인은 주어진 사회적·제도적 환경에서 개별적 선택을 추구하고, 그 결과는 인구학적 지표

(출산율 등)로 나타남
●● 따라서 인구 현상과 인구 지표에는 사회의 여러 특성이 반영되며, 인구현상은 사회현상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구변동과 사회변동 간 상호작용 은 동시에 중층적으 로 작용하 여 복잡성을
증대시키며, 장기간에 걸쳐 추세를 형성
●● ‘인구 변동’은 사회현상의 하나로 ① 여러 사회 변동의 결과로 발생하기도 하고, 나아가 ② 또다른

사회변동의 원인이 되기도 함
* (예시) 노동시장의 변화가 출산율의 변화를 가져오고, 출산율의 변화가 향후 노동력의 공급량 변화를
가져와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를 야기

사회 변동
사회구조 및 제도

사회문제

정치체계

ㆍ소득,성,세대 불평등
ㆍ비전형노동 확산,
고용불안
ㆍ입시경쟁과
학력중심 보상
ㆍ안전망 취약
ㆍ경직된 가족 규범

노동시장/산업구조
교육제도
복지체제
문화구조
정책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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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변동

사회 변동

인구현상

파급효과

사회심리
ㆍ미래불안
ㆍ자녀 안전우려
ㆍ도덕적 책임 과잉
ㆍ불신, 혐오
ㆍ청년 인식 변화

사회구조적
장애 요인 해소

정치체계
집합적
결과

정치체계
개인/가족

정치체계
지역
공동화

정치체계
사회시스템

ㆍ비혼, 만혼
ㆍ저출산
ㆍ인구감소
ㆍ인구 고령화
ㆍ수도권 인구집중
ㆍ지역인구 유출

ㆍ개인 선택 제한
ㆍ가족기능약화
(부양, 돌봄,
건강)

ㆍ지역침체,
불균형
ㆍ자원/서비스
정체

ㆍ제도, 구조
부조화
ㆍ지속가능성
위협

개인의 권리 보장,
생애재설계

지역 상생

정치체계
개별적
행위

ㆍ출생
ㆍ사망
ㆍ이동

삶의 질
제고

구조적 대응

4. 인구 변화의 영향

참고 2 코로나 19의 영향 및 고려사항

★

■■ 코로나 19의 영향
●● 코로나 19는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
-- 새로운 사회운영 원리로서 코로나 19 이후의 뉴노멀에 대해 ‘위기 대응’ 측면과 ‘변화의 기회’

측면에서 논의 진행 중
<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의 변화 전망 >
• (불평등 부각, 사회안전망 확대) 전반적 고용 위기속에서 여성*·청년층 취업 급감, 고용보험 사각 지대
해소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요구
* ’20.2월 일시 휴직자(61만 8천명)중 여성 63%(고용동향) / 여성노동자 41.5%의 비정규직
• (돌봄공백, 체계 변화) 요양원 등 시설 돌봄의 집단 감염 발생 위험, 영유아·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중단 등
돌봄공백*에 따른 돌봄체계 변화 요구
* 3~5세(유아) 13% → 47.3% / 초등 저학년 26.5% → 45% (육아정책연구소, ’20.4월)

• (디지털 기술, 본격 활용) 온라인 상거래 확대와 함께, ICT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 화상 회의, 재택 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전망

●● 코로나 19에 따른 감염우려, 청년의 취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21년 봄부터 출산율 추가

감소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코로나 19 종식 후 출산율은 반등하여 일부 회복 예상되며, 회복 정도는 ① 코로나 장기화 수준,

② 경제위기 영향, ③ 공동체 신뢰 수준, ④ 비대면·재택근무 등 사회변화 능동적 적응 수준에
영향 (“코로나 19 사태가 한국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최슬기, ’20)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코로나 19 대응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 중 결혼·출산·아동 양육기 삶의 안정성

위기 관련 요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청년의 불안정한 고용, ▲여성에게 가중된 돌봄부담, ▲여성에게 차별적인 노동시장, ▲고용보험 사각
지대, ▲규모별·직종별 일·생활 균형의 격차 등
●● 최근 디지털 기술 본격 활용과 함께 활성화된 다양한 근무방식, 변화된 직장문화, 일·생활 균형

정책의 획기적 확산 기반 마련 필요
* ▲시간유연화(유연근무 등) 및 장소 다양화(재택근무 등), ▲‘오래, 아파도 일하는’ 문화에서 ‘정시 퇴근,
아프면 쉬는’ 직장 문화로 변화, ▲가족돌봄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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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난 15년간의 정책 평가
1. 저출산 분야 정책 성과와 한계
■■ 추진성과
【 임신·출산 및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 (임신·출산) 임신·출산 관련 비용 지원*,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등 임신·출산 관련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 (’08) 고운맘카드 도입, 20만원 → (’10) 30만원 → (’11) 40만원 → (’12) 50만원 → (’19) 60만원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 본인부담 경감(21∼42% → 5∼20%, ’19)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을 전체 19종 질환으로 확대 완료(’19.7월)
●● (난임) 건강보험 적용(’17.10월), 연령제한(만44세) 폐지 및 지원횟수 확대 *(’19.7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등 경제·심리적 부담 완화
* (신선배아) 4회 → 7회, (동결배아) 3회 → 5회, (인공수정) 3회 → 5회
●● (아동수당) 아동수당 보편 지급(소득·재산기준 폐지), 연령 확대(6세→7세 미만) 등 제도 개선으로

아동수당 수혜 인원 증가
* (’18.9월 : 제도도입) 195.1만명 → (’19.4월 : 보편지급) 230.8만명 → (’19.9월 : 연령확대) 268.5만명
●● (영유아 돌봄) 보육 재정 및 인프라 지속 확대에 이어, 국공립 확충 및 보육지원체계 개편*,

의무평가제 시행(’19.6월) 등 질 제고 추진
* ’20.7월 전체 69% 어린이집에서 4.4만여개 연장반 운영, 연장반 교사 2.8만명 배치
●● (초등돌봄 확충·개선) 초등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도입·확대
* 학교돌봄, 마을돌봄을 종합하여 온종일 돌봄정책(’18.4) 추진·확대(’17년말 33만 명 → ’22년 53만명),
39.7만명(’20.2월) 대상 돌봄 제공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 (제도 마련)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도입 및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12) 등

제도적 기반 지속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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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도입 경과 >
• (’06)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30 → 90일), 유산·사산휴가 도입
• (’08)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5일, 유급기간 3일)
• (’1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정액 50만원 →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 (’1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 ('19) 확대(1년 → 2년, 육아휴직 미사용시)
• (’14) 아빠의 달 시행(1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 →
(’16) 확대(3개월) → (’18) 상한액인상(150 → 200만원) →
(’19) 상한액인상(200만원 → 250만원)
• (’19)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월 50만원 × 3개월) 지급
• (’19) 연 10일 자녀돌봄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3일 → 10일)

●● (이용자 수 증가)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지속 증가
-- 특히 아빠의 달 시행(’14) 및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속 확대 등으로 ’16년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확대
* 남성 육아휴직자는 ’19년 22,297명, 전체 육아휴직자 (105,165명) 중 21.2%
●● (가족친화 인증기업) 제도 도입 후 지속 증가, 최근 제도적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로 중소기업

인증 대폭 확대
< 육아휴직 이용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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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 인증 기업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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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원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 시도 】
●● (구조적 원인 해소) 혼인 및 출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청년 일자리 및 주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시도
--(주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확대, 소득기준 완화, 임대주택(행복주택) 지원 등 청년*

및 신혼 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제시
* 공적임대 27만실 공급 및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등 40만 가구 금융지원(∼’22), 수급가구
자녀 주거급여 지원 확대(’21∼)
** 공적 임대 35만호 공급, 신혼 희망타운 등 분양주택 20만호 공급, 신혼 전용 대출 40만 가구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22)
--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고용 지원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추진(’18~)
* 청년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 도입 및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5년간
소득세 90% 면제(연 150만원 限),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등)
●● (청년 정책 확대) 일자리, 주거 위주의 청년 정책에서 청년 삶 전반을 다루는 방식으로 전환 시도

* 「청년기본법」 제정(’20) 등 청년에 대한 정책 확대 기반 마련

< 기본계획 청년정책 주요 내용 >
• 1차 기본계획 : 자녀가 있는 청년 가구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주택 특별공급 등

• 2차 기본계획 :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지원 사업(주택자금 지원)
• 3차 기본계획 : 청년 일자리 정책 및 주거지원 포함

■■ 평가 및 한계
【 과거의 저출산 대책으로 유배우 출산율 제고 】
●● 1~3차 계획은 임신·출산,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등 기혼부부의 출산장려·양육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어 유배우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방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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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혼 부부의 출산율이 ’00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합계출산율은
(’00) 1.5명에서 (’16) 0.73명 수준까지 대폭 하락 예상

< 실제 TFR과 2000년 유배우 비율 유지되었을때 경우 가상적 TFR (TFR_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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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이철희, ’18)

【 서비스 인프라 위주·불충분한 양육지원 】
●● (부족한 투자) 우리나라 가족지출 수준은 GDP 대비 1.48% 수준(’19년 추정)에 불과 (OECD

평균은 2.4%)
-- 특히 가족지출 투자 확대를 통해 출산율 반등을 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서비스 위주, 현금 지원 미흡) 가족지출 중에서도 현금 지원은 OECD 주요국 중 특히 낮은 수준

<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2006~2020) >
(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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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 1 부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상황

< OECD 주요국 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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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주요국 가족관련 유형별 구성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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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6월)

●● (낮은 체감도) 출산·양육 서비스 위주 정책 확장으로 양육비용이 여전히 부담된다는 인식 등

국민 체감도 한계
* “보육료 지원 늘려도 체감도 상승폭 미미” (“보육료 지원정책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

< 양육비 부담 정도 조사 >
전혀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0.7%

9.3%

56.7%

33.3%
(육아정책연구소, ’17)

●● (초등돌봄 공백) 초등돌봄 시설 및 서비스의 부족으로 초등학교 전환기 경력단절 및 돌봄 공백

우려
* ‘워킹맘 퇴사 고민 시점 1순위’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2019 한국 워킹맘 보고서, KB경영연구소)

【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 】
●● (광범위한 사각지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외형은 마련되었으나 고용보험 가입의 사각

지대가 광범위한 상황
-- 또한 ‘회사나 동료에 눈치가 보여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 등의 사유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적 사각지대 문제
*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 1순위는 “회사가 눈치를 줘서(40%)”, 2순위는 “대체인력이
없어서(23%)” 순 (KBS 설문결과, ’18)
* 출산율 제고방안 20대 설문 “육아휴직 등 기업문화 개선” 1위(72.9%) (파이낸셜 뉴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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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쓴다” 응답 >

< 아빠 전속 육아휴직 기관과 소득대체율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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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빠전속 육아휴직기간이란 육아휴직기간 중 할당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아빠에게
주어지며 엄마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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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에게는 더욱 요원)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률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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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충분한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득 대체율은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
* ▲초기 3개월 80%(상한 150만), ▲이후 50%(상한 120만),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약 30% 수준(OECD, ’18)

【 사회구조 및 인식 변화에는 한계 】
●● 출산·양육 관련 부담 완화 등 현상 대응적 정책을 우선 추진, 사회 구조적 요인에 대한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
●● 가사분담, 성평등 노동환경, 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 등 사회적 인식은 개선되었으나, 실질적인

행태변화 및 제도화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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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사회 분야 정책 성과와 한계
■■ 추진성과
【 고령층 빈곤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 】
●●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기초연금-국민연금-사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외연을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지속 해소*
*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 (’20) 38.3% → (’35) 54.8% → (’50) 73.0%
평균 수급액 전망 : (’20) 6,695천원 → (’35) 11,209천원 → (’50) 19,596천원
●●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액의 기준연금액 단계적 인상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

* 20.9만원 → 25만원(’18.9월) → 30만원(하위 20% ’19.4월 → 하위 70%, ’21∼)
●● (노인일자리 확대) 노년기 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 생애

경력과 활동역량 활용 일자리 신설
* (’18) 54만개 → (’19) 64만개 (추경 3만개 포함)

【 건강한 노후 및 안전한 돌봄을 위한 제도 강화 】
●● (건강) 노인 의료 보장성 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운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확대, 주요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체계

개편* 등 예방적 건강관리 추진
* 5대 암검진(’05), 생애전환기 검진(’07),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12)
●● (돌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08) 및 보장성 확대 등 공적 요양보호 체계 확립 및 내실화하고,

* 장기요양수급자 : 28만명(’09) → 42만명(’14) → 72만명(’19)
--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 국민들로

부터 긍정적 평가**
* ’19년 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256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44개 구축 완료,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42개소 신축 추진 중
**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리서치 주관 설문조사 결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국민의 75%가 긍정적 평가
(’19.6.4~6.10, 성인 2,0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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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주거, 환경 등 고령친화 환경으로의 도약 】
●● (고령친화 경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06),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하고자 노력
●● (일자리) 고령자고용 연장 지원금(’15~), 60세 정년 법제화(’13~, 고용법 개정) 등*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위한 기반 구축
*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08), 임금피크제 다양화 등
●● (주거)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2), 고령자복지주택 등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 수선유지비 지원 등 노인 주거환경 개선 추진
* ’18년 1.4만호, ’19년 0.9만호 공급
●● (환경)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 안전관리 강화,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인보호

구역 확대(’10년 265개 → ’17년 1,299개)

■■ 평가 및 한계
【 여전히 빈곤한 노후와 은퇴 후 소득 절벽 】
●● (노인빈곤)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잔존
-- (급여 수준) ’18년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48.5만원으로, 기초연금(30만원)과

합산 하더라도 최소 생활비 수준에 부족
-- (사각 지대) 지역가입자의 약 61%*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연금 성숙에도

무연금·저연금 계층 지속 가능성
* ’19.6월 기준 지역가입자 727만명(100%) 중, 납부예외자 341만명(46.9%), 장기체납자 108만명
(14.8%)
●● (다층노후소득보장 미완성) 특히 공적연금의 한 축인 퇴직연금의 연금화 지연*,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 노후생활보장 미흡
* ’18년 기준, 퇴직급여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일시금 수령이 98%
●● (주된 일자리에서 빠른 은퇴) 장년층은 51.8세에 권고퇴직하는 등 명예·조기퇴직 관행이 여전

→ 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 소득 절벽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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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고 긴 노후, 살던 곳에서의 돌봄 부족 】
●● 여전히 높은 노인 만성질환 유병률(’17년 89.5%), 건강검진 이후 의료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및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구축 미흡
*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여전히 90% 내외, 3개 이상의 다중질환 역시 ’08년 30.7%인 것에
반해 ’17년 51.0%로 급증
-- 특히 노인 대부분은 현 주거지에서 살고 싶어 함에도, 지역사회 내 돌봄과 의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미비
●● 또한 생애 말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도, 대부분 치료 과정에서 사망하고 실제 임종

준비는 제한적

< 세계 노인 복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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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geWatch Index (HelpAge International, ’15)

【 넓고 두터워지는 고령층을 위한 기반 부족 】
●● (경제활동)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은 증가*하나, 이들을 적재적소에 연결하고,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기제 미흡
* 50∼64세 피보험 상실자 중 전문인력(고용보험DB, 한국고용정보원) :
(’15) 55,749명 → (’16) 61,443명 → (’17) 63,517명 → (’18) 68,0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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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경제활동은 농림어업 또는 단순노무가 다수*로, 다양한 경험·지식을 갖춘 고령자의

재능 활용 폭이 좁은 여건
* 농림어업숙련자 32.9%, 단순노무종사자 40.1%(’17)
●● (주거·환경) 기존 고령층 주거시설은 취약계층 또는 고소득 계층으로 구분되어 두터운 중산층인

베이비부머 세대 대응에 한계
--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대상 중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8%), 주거환경,

대중교통, 보행로 등 공간 여건에의 관심 부족
* 노인가구의 64.1%가 20년 초과 주택에 거주, 고령자 안전사고 중 주택발생 비율 62.5%
* 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건수 : (’09) 25,983건 → (’19) 40,645건

3. 정책적 시사점
■■ 사회·경제·구조·가치관의 총체적 결과로서의 저출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사회 구조적
접근 필요
●● 결혼, 출산, 가족 구성 등 삶의 양식을 둘러싼 시대 변화, 청년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혁신적인

정책 필요
●● 높아진 성평등 의식을 고려, 성별에 따라 소득·경력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생애 경로와 삶의

질에 대한 젠더적 접근 강화 필요

■■ 주도적 역할을 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성향을 고려, 능동적 주체로서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유도
●●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노인빈곤 대응은 지속 강화

■■ 총 인구 감소시점 단축에 따라 개개인의 역량 제고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적응정책 마련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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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차 기본계획 정책 추진방향
1. 기본 관점의 전환
■■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
●●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 기반한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전환
--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삶의 경로를 순조롭고 유연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중점
●● 모든 국민이 생애 주기에 따른 개별화된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 하에,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상 설정

■■ 가족지원 투자와 사회구조적 혁신의 균형적 접근과 실천
●●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원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 가족지원 투자를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GDP대비 2.4%)까지 확대 노력
-- 일자리·주거 등 청년층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강화
●●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정책적 지원과 사회 각 분야의 실천을 통해 생애주기의

순조롭고 유연한 이행 지원
-- 양성평등 육아, 일·가정 양립, 노동시장 개혁, 교육 시스템 개혁, 노동시장의 성평등 구현 등

구조적, 문화적 대책의 추진력 제고
* 미시적 지원과 거시적 장애요인의 해결이 같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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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향유 보장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과 아동의 기본권 보장
●● 남녀 모두 ‘노동중심 생애’를 지향하는 청년층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건 조성에 집중
--일하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권리로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확립하고, 일·생활 균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일터에서의 출산·양육자에 대한 불이익 등 채용-승진-배치-평가 등 고용 전 과정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성차별 해소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의 삶 또는 여성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7.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중 대통령)

●●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돌봄 서비스 확립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아동의 행복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 포괄적인 성·재생산권을 보장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건강한 노후의 기본생활 보장과 고령자의 능동적 역할 지원
●●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자산의 안정적

소득화 기반 조성
●●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예방-조기발견-치료·관리-돌봄

내실화를 통한 치매국가책임제 완성
●●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기반 건강·돌봄 서비스 확충
●● 고령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교통 여건 조성 및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통한 고령

친화적 거주 환경 조성
●● 생애 말기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을 통해 전생애에 걸친 삶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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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력 제고
■■ 모두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삶의 기반 강화
●● 학령인구 감소와 빠른 기술혁신에 대응하여 교육환경, 교육과정, 학생과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미래형 교육체계 기반 마련
●● 평생교육·직업훈련 활성화를 통해 사회변화에 대한 성인들의 대응능력 제고 및 지속적인 인적

역량 제고
●● 청년이 자립·결혼·출산에 이르는 이행기에 주요 생애 이벤트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안정 지원,

일자리 진입 지원 등 삶의 기반 강화
●● 여성, 신중년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다양한 노동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 인구구조 변화의 뉴노멀에 대응한 통합적 사회로의 혁신
●●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족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차별없는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화
●● 기대수명 상승, 나이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반영하여 연령으로 인한 장벽 없이 모든 연령대의

통합적 사회를 위한 논의 본격화
●● 다양한 노동 포용 및 개인단위 소득보장 등을 통한 전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 지나친 수도권 과밀(전체의 50.1%)이 경쟁 심화로 인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지역상생

기반 구축 등 지역통합 모색
●● 스마트 돌봄 체계 강화 및 고령친화기업 육성,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등을 통해 고령친화경제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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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차 기본계획 정책 추진방향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비전

목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추진전략

①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①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②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②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③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③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④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④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⑤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①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①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②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②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③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③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④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④ 지역상생 기반 구축

⑤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⑤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추진체계

① 연도별 중앙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② 중앙·지자체 인구문제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 등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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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출산율 변동에 따른 인구변화 전망

★

■■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으로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유지된다면, 출생아 수는 ’25년
335천명 추정
* ’20년 합계출산율은 저위 수준(0.81명)에 근접할 전망(1분기 0.9, 2분기 0.84, 3분기 0.84)

< 출생아 수 전망 (중위기준) >

출생아 수 (천명)

2021

2022

2023

2024

2025

2030

2035

2040

290

300

312

324

335

358

327

295

장래인구특별추계 (통계청 ’19)

●● ’60년 총인구는 4,284만명, 생산연령인구는 2,058만명, 노년부양비는 91.4명 유지 가능 전망

■■ 합계출산율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변화 및 영향 전망
1.50
1.40
1.30
1.20
1.10
1.00
0.90
0.80
0.70
0.60

고위

중위

저위

(만명)
1.45
1.27

1.23(’25)

1.10
1.00(’25)
0.84(’2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합계출산율] (중위) ’21년 0.86명까지 하락 후 증가
(저위) ’22년 0.72명까지 하락 후 증가

(만명)

고위

중위

5,500
5,300
5,100
4,900
4,700
4,500
4,300
4,100
3,900
3,700
3,500

저위

4,808
4,284
3,801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고위
100.0
90.0

3,500

중위

[총인구] (저위)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위) ’28년까지 증가세 유지 후 감소

저위

4,000

80.0

중위

저위
97.5
91.4
86.0

70.0

3,000

60.0

2,500

2,341

50.0

2,000

2,058
1,794

40.0

1,500

고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생산연령인구] (저위) ’20년 대비 ’60년 48.1%까지 감소
(중위) ’20년 대비 ’60년 55.1%까지 유지

30.0
20.0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노년부양비] (저위) ’20년 21.8명 → ’60년 97.5명
(중위) ’20년 21.7명 → ’60년 91.4명
장래인구특별추계 (통계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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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과제 범위
개요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18.12)」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하여 과제 설정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패러다임 전환 관련 사항 >
•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며,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을 강조
-- (정책방향) 출산 장려 →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가족관점) 결혼가족, 3자녀 이상 다자녀 → 아이 중심, 모든 형태의 가족 포용
•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당시 국민 다수가 찬성 입장(한국갤럽, ’18.10월)
--출산장려 → 삶의 질 전환에 대한 인식 : 매우찬성(34%), 찬성(59%), 반대(7%)
--노후생활의 주된 책임 : 정부·사회(46%), 노인 스스로(37%), 자녀 등 가족(14%)

과제 영역
●● ① 아동·2040·은퇴세대 삶의 질 향상, ② 평등한 일터·가정의 성평등 구현, ③ 인구변화 대비라는

목표를 유지하며,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
※※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여 출산율 제고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와
관련된 것으로 과제 영역을 확장
--저출산·고령화의 두 축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역량제고와

사회혁신에 관한 영역을 별도로 설정
●● 정책 목표와 관련되나 그간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과제들도 포함하되, 이 중 중요한

영역은 대과제 수준으로 부각하여 제시
※※ (예시) 워라밸 등 노동시장 개선, 아동 기본권, 성·재생산권, 다양한 가족, 연령통합, 사회 안전망 등

과제 수준
●●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된 정책 형태로 제시함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운 영역 관련 과제는

방향성 제시 차원인 것도 존재
--이러한 과제들은 향후 5년간 구체화 또는 사회적 논의 진행 예정
●● 일부 과제는 다른 계획 등에서 발표된 것도 있으며, 일부 영역은 세부과제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타계획과 연동하여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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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분야별 정책과제 ]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1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2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3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5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1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2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1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3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이행기 지원
4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5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2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3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4 지역상생 기반 구축
5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49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 2 부 기본계획 분야별 정책과제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교육과 고용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사회구조 아래, 청년 세대들은 결혼·
출산에 상당한 장애요인과 기회비용에 직면
* 늦어지는 입직 시기, 불안정 고용, 높은 주거비용, 결혼과 출산에 따른 성차별 등

• 이는 결혼과 출산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현재 청년들은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 수반
* ‘결혼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 : 2008년 → 2018년 (통계청)
20대 남성 71.9% → 40.6%, 20대 여성 52.9% → 26.2%
30대 남성 69.7% → 44.0%, 30대 여성 51.5% → 27.9%

• 이에 따라 결혼·출산이 남녀 모두의 생애경력에 장애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지향 필요

■■ 일하는 모두가 누리는 육아휴직으로 일·생활 균형 회복 지원 및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적

시간 보장
●●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現 육아휴직을 개편,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가입 특고·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취업자 전체로 확대
●● 남녀,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모두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적정 소득을 보장받으며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지원 대폭 확충
* 육아휴직 이용자를 5년 후 2배 확대 추진(’19년 10.5만명 → ’25년 20만명)
●●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휴직), 유연근무 활성화 등 다양한 삶의 요구에 대응한

일·생활 균형 실현
■■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등 성평등한 일터 조성 및 노동위원회 內 성차별·

성희롱 구제절차 신설 등 피해 구제·예방 강화
●●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확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 제정 등

여성집중 돌봄 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맞춰 아동 돌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및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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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육 50% 달성(~25),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시간제보육 확충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개선
●● 초등교육 혁신 및 온종일돌봄 지속 확충,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아동을 개별적 권리 주체로 가족과 사회가 함께 존중하고, 모든 제도 영역에서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아동중심 사회 실현
●● 영아수당 도입을 통해 비용·서비스의 획기적 집중 투자 및 아동수당 확대, 주거지원 등 아동의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
●● 모든 아동의 신속한 사회적 보호를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 건강 지원 및 놀이권 보장,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의 보장 및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 평등 관점의 성교육 등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 젠더 폭력 예방 및 안전한 피임과 임신의 유지·

종결에 대한 건강권 보장
●● 생식질환 예방 및 월경 건강, 임신 전후 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확대,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및 의료 서비스 취약 지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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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
‣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으로 워라밸 실현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 성평등한 일터 조성 및 성차별 피해구제·예방 강화
‣ 여성집중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촘촘하고 질높은 돌봄체계 구축
‣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 아동가구의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 아동의 안정적 발달 지원 및 아동 보호안전망 강화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 생애 전반 생식건강 및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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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1. 현황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가치 변화 진행 중
●● 현재 20∼30대인 밀레니얼 세대는 일자리 선택에 있어 워라밸(일· 생활 균형, work and life

balance)을 최우선적 조건으로 추구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20.8월 잡코리아) 좋은 직장의 조건 1위로 워라밸 보장(49.9%)
선택, 이어서 금전적 만족(48.9%), 복지(30.6%) 등 순서

■■ 그동안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이 늘고,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아직

일부에서 제한적 사용에 그치고 있는 상황
●● 특히, 현행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만을 지원하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활용에서

광범위한 제도 사각지대 존재
※※전체 취업자(2,691만명)의 51.6%(1,392만명)가 고용보험 사각지대(국회예산정책처, ’19)

[현장의 목소리] 출산·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당사자 간담회 (저출산위, ’19)
• (방송작가) “적어도 출산, 육아에 있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대리기사) “국가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고요? 설마 우리에게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급여를 준다고요?”
우리와는 관계없는 정책인줄 알았어요.”

●● 중소기업 근로자 및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 분위기,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사용의 어려움 호소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체는 절반 수준(47.5%), 사실상 신청하기 어렵다는 사업체가
과반수(일가정양립실태조사, 고용부, ’19)

■■ 육아·출산과 더불어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휴식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휴가 제도가 있으나,
●● 경직적 인력운영, 기업문화, 소득감소 등으로 실제 활용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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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휴가 제도 이용 실태 >
•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2020.1월부터 시행, ’22년까지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
*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0.1%에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20.상반기)

• (가족돌봄휴가·휴직)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활용이 급증하였으나(13만여명 긴급 비용지원), 기업
분위기 등으로 사용의 어려움 여전
* 가족돌봄휴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9% 활용(일가정양립실태조사, ’19)

• (연차휴가) 평균 연차 사용일 9.9일(프랑스·영국·독일 등 선진국 평균 20.6일)

■■ 한편, 재택·원격 등 유연근무는 근로시간·장소의 자율적 선택으로 일·생활균형을 지원하나,

보편적으로 정착·확산되는데 한계
●● 코로나 19 상황에서 확대되었으나, 기존 업무방식과 충돌, 인사 관리 및 비용 부담 등으로 지속

시행 여부는 불투명

2. 추진방향
■■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일과 다양한 삶의 필요 간에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워라밸

권리’ 실현 강화
■■ 일하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확립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적 시간을 보장
●● 보편적으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
●● 중소기업, 남성 등 출산·육아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부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 대폭 확충
■■ 현재의 경직적·획일화된 전일제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지원
●●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강화하여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휴직), 연차휴가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제도 활성화
●● 현장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하여 재택·원격 등 유연근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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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1-1-①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
■■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육아휴직을 일부의 제한적 사용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 확대, 영아기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시간 지원 강화
--육아휴직 권리를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따라 사회적 협의를 거쳐 육아휴직급여 대상 등 단계적

확대 추진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해 재원 마련 방안 강구
--보편적 육아휴직제도 확립을 위해 현재의 통상임금 기준 육아휴직 급여체계 및 사후지급금을

장기적으로 개편 검토
< 육아휴직 사용 권리 >
현 행 (As-Is)

향후 개편 (To-Be)

‣ ’88년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후 30년 넘게
임금근로자로 한정

‣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

취업자
임금근로자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사각지대>

※ 고용보험 피보험자 1,367만명(’19)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예술인, 특고,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 2,100만명 목표(’25)

※ [해외사례] 부모휴가 급여·수당을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지원
육아휴직 관련 권리·지원
노르웨이·스웨덴

독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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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소득대체급여), 비취업자(정액급여) 포함하여 부모휴가 사용 가능 및
급여 지원
• 부모휴직은 근로자의 권리
• 부모수당은 부모휴직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근로자, 자영업자, 비취업자 등 모든
부모에게 지원 (다만, 소득 없거나 주 30시간 이하 소득활동)
• 근로자 및 자영업자, 실업자까지 육아휴직 대상자이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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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여 부모 육아 활성화(’22~)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00~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첫째달) 각각 최대 월 200만원, (둘째달)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셋째달)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첫째달) 각각 최대 월 200만원, (둘째달)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
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이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최대 월 150만원, 통상임금의 80%)하는 것보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이 대폭 확대
--영아기 부모의 양육시간 확보를 집중 지원하여 여성의 고립육아 해소 및 경력단절 예방 기대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훨씬 많고(전체 10.5만명 중 78.8%, ’19), 사용시기에 있어 자녀 만 0세 때
사용은 여성 73.0%, 남성 24.2%로 여성이 압도적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현재 50%, 120만원) 소득 지원 강화(’22~)

<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 >
현 행 (As-Is)
1~3개월
‣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
※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 (월 250만원 상한)

4∼12개월
‣ 통상임금 50% (월 120만원 상한)

향후 개편 (To-Be)
1~3개월
‣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만 사용시)
‣ 통상임금 100% (월 200~300만원 상한)
(부모 모두 사용시, 만 0세 이하 자녀)
4∼12개월
‣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

※※두번째 육아휴직자 특례 지원(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은 통폐합하되 경과조치 검토
※※한부모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 검토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및 고용보험 등을 통해 전사회적 공동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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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및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눈치

보지 않는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22~)
※※현행 (월 30만원, 대체인력 미채용시) 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여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근로자의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은 15%) 세액공제
※※(’19~’20) 인건비의 10%(중견 5%) → (’21~’22) 30%(중견 15%)으로 3배 상향

<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여건 조성 >
현 행 (As-Is)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 육아휴직지원(간접노무비)
: 월 30만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지원
: 월 80~120만원

중소ㆍ중견기업 육아휴직 세액공제
‣ 육아휴직 근로자 연간 인건비의 5~10%

향후 개편 (To-Be)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 육아휴직지원
: 월 200만원*(3개월), 이후 30만원

* 만 0세 이하 자녀, 3개월 이상 사용 시

중소ㆍ중견기업 육아휴직 세액공제
‣ 육아휴직 근로자 연간 인건비의 15~30%

※※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확대에 따른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및 고용보험 등을 통해 전사회적 공동 부담

●●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 영아기 자녀에 대한 부모 육아휴직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남녀 모두 함께

육아휴직 사용 캠페인 추진
--부모 모두 육아휴직 지원,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이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을 향후 5년 내 2배 이상 높일 수 있도록 노력(’19년 10.5만명 → ’25년

20만명)
--아울러, 육아휴직을 눈치 안 보고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지속
--사회적 논의 및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육아휴직 당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마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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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 기반 확충) 육아휴직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 직장복귀 및 상담

등과 관련한 지원 확충
--개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 횟수 확대(육아휴직기간 중

1회 → 2회)
--육아휴직 직장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예시) 정부 표준 프로그램 개발·배포, 자체 운영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등
--육아휴직 사용 눈치보기, 제도사용으로 인한 차별 및 불리한 처우 해결을 위해 정보제공 및

상담기능 내실화
※※회사와의 면담 코칭, 서면대응 시 문서작성 및 법적·행정적 절차 지원 등, 사업주, 임신근로자 대상
임신·출산·육아지원 모성보호알리미서비스 지속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국가통계를 개발·공표하여 육아휴직 활용 실태 점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출산 전후 모의
취업상태 등 다양한 통계 구축(’20년 국가통계 승인)
●● (현장 지도) 육아휴직 활용 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사용부진 등 취약사업장을 대상

으로 집중 지원·지도
--사업장 근로감독, 노무관리 지도 시 육아휴직 등 자녀 돌봄을 위한 제도를 적극 안내·지도, 기업

분위기의 변화 유도
--민간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등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업 강화, 각 부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적극 도입 안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남녀 육아휴직 등 활성화 추진

* 현재 공공기관(알리오) 및 지방공기업(클린아이)은 육아휴직 실적 공개

[참고] 일본 민간기업 육아휴업 실적 공표 사례
• (추진근거) 여성 활약추진법(여성등용 행동계획)
• (주요내용) 민간기업 육아휴업 취득자 실적을 기업 홈페이지·후생노동성에 제출·공개(취득 시기, 성별 등)
• (적용대상) 300인 이상 대기업 의무화(’20.6)를 100∼300인 중소기업에도 적용(’22.4월)
* 목표 미달성시 별도 불이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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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추가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간접노무비 인센티브

지원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 지원 (간접노무비) >
구분

현행

향후 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간접노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월 30만원
(1∼3호 인센티브 10만원 신설)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온 현행 제도를 육아기 부모 및 사업주 대상으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
* (’19.10월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최대 2년으로 확대(육아휴직 미사용시), 하루 1시간 단축 허용
및 1시간 단축분 급여 인상(통상임금 100%(상한 월 200만원))
●● (긴급 자녀돌봄)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가족 돌봄휴가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인식 제고
※※가족돌봄휴가 : 부모 각각 연간 10일, 다만 감염병 확산 등 특수 상황에서는 연간 최대 20일(단, 한부모의
경우 최대 25일)

■■ 남성의 돌봄권 보장
●● (사회적 인식 확립) 남녀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양한 매체

활용한 대규모 캠페인을 매년 지속 실시
--남성이 돌봄의 주변적 존재가 아닌 중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확립, 돌봄 참여

권리 보장
--남성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돌봄 참여를 편견 없이 당연시하는 남녀가

함께 돌보는 문화 조성
※※온라인(SNS채널 등) 및 오프라인 홍보(기업·지역사회 등 민간연계)를 통한 타깃 접점 확대 및 국민
참여 유도
●● (네트워크 형성) 온·오프라인에서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100인의 아빠단

및 공식 커뮤니티’ 확대 운영
--전국 17개 시도별 운영 중인 ‘100인의 아빠단’의 규모 확대
--멘토단 및 초보아빠단 활동 가이드북 제작·배포를 통한 운영 체계화,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의 육아정보 제공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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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 확대
●● (육아휴직) 임신 중 육아휴직 적용 및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 횟수에서 제외하여 임신

근로자를 보호
--육아휴직과 함께 임신부 건강보호 및 편의를 위한 유연·재택근무 적극 활용 권고
●● (출산전후휴가) 예술인·특고·비정규직·자영업자 등에 대해 출산전후 모성보호 및 소득 단절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예술인·특고를 새롭게 출산전후 급여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예술인·특고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수준 인상 >
현행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월 50만원, 3개월

향후 개편
• 예술인·특고 출산전후급여 지원
-- 월평균보수 기준 정률 지원, 90일 (다태아 120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지원 (고용보험 적용, ’20.12.10 시행)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출산

전후 모성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적용제외자, 수급자격
미충족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1-1-② 개인의 생애와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 확립
■■ 다양한 삶의 요구에 대응한 일·생활 균형 실현
●●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본인의 생애주기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생애주기에 따라 일과

삶을 병행하는 노동 환경 확립
--근로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지고,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토대로 기업규모별 확대 시행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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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청구 권리 확대 >
현 행 (As-Is)

향후 개편 (To-Be)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그동안
임신·육아 사유로만 한정

‣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청구 사유가 임신,
육아에 더하여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확대

※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20.1월 ~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1.1월 ~ :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2.1월 ~ : 30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 (가족돌봄휴가(휴직)) 일과 돌봄의 원활한 병행을 위해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급격한 고령화 진전 등에 따라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에 따른 돌봄의 필요성 및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 요구에 대응
■■ 장시간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
●● (장시간근로 해소) 과도한 초과근로 금지,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통해 근로자의 휴식·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기업규모별 단계적 단축

※※300인 이상(’18.7월) → 50∼299인(’20.1월) → 5∼49인(’21.7월)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신규채용, 근무체계 개편,

설비투자 등 1:1 밀착 지원
*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 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위촉노무사가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 제시 및 정부지원제도 안내·연계
●● (연차휴가) 근로자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하는 직장문화 조성 및 국내

여행 지원
--연차휴가 적극 독려(2주 연속사용 등 장기휴가 독려), 샌드위치·안식년 휴가 등 연차휴가 사용

캠페인 실시 및 모범사례 발굴·홍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연차사용 및 국내 여행 촉진을 위한 휴가지원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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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③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으로 워라밸 실현
■■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 (디지털 전환) 코로나19로 촉발된 원격·재택근무 등 업무환경의 디지털·비대면화를 가속화하여

워라밸 여건 확충
--기존 업무방식을 재설계하여 디지털 기반으로 소통·협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인사 노무·IT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용을 지원하여 원격으로 자료공유 및 협업 등이 가능한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간접노무비, 원격·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등 중소기업 업무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강화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등 중소·벤처기업 밀집 전국 주요거점 1,562개소에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전국에 민간기업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검토
--업무와 생활에 대한 공간·시간을 분리하고, 업무시간 동안 집중하는 올바른 재택·원격근무

문화 정착 캠페인 등 시행
●● (유연근무 활성화) 디지털화 진전에 대응하고 근로시간 및 장소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검토
--근로자의 시간주권 강화 및 건강권 보호, 기업의 성장 및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 논의
※※업종·직무의 특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유연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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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
현 행 (As-Is)
‣ 대면 중심의 회의·보고·결재 방식으로
인한 근무장소(사무실) 및
근무시간(예: 9 to 6)의 제약

디지털 전환이
워라밸에
미치는 효과

향후 변화 (To-Be)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근무환경의
유연성 제고
- 실시간 의사소통·기록·검색이 가능한
업무방식 설계
- 클라우드, 협업툴, 화상회의 등 디지털
기술·도구 활용

• (근로자) 출퇴근 부담 경감, 직무만족도 증가 → 창의성·자율성 증진, 사기진작
• (기 업) 조직문화 혁신, 기업경쟁력 상승 → 지속성장 견인, 인재 확보·유지
• (사 회) 디지털 비대면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사회적 협력) 일·생활 균형이 사회 전반적인 가치로 자리 잡도록 경영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협력 강화
--정시퇴근, 유연한 근무, 연차사용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 활동을 실시하는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을 활성화
* 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 독려, CEO 포럼·사업장 교육 등 실시 (’20년 기준 17개 광역시도 및
3개 기초자치시에서 운영)
●● (우수기업 발굴·지원)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운영 내실화, 활용도 높은 인센티브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20년 4,340개소) :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우대, 출입국 심사시 우대 등 220개
인센티브 제공
--일·생활 균형 적극 실천한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 혜택 지원

※※(근무혁신 우수기업)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1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동관계법 예방점검 면제, 조달청 심사시 가점(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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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1. 현황
■■ 인적자본 수준 증가, 성 역할 변화 등 여성 삶에서 노동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의 노동여건은 매우 취약
●● 출산·양육 등에 따른 성차별은 채용 시점부터 노동생애 전반에서 발생하며 출산 후 경력단절로

인한 개인의 경력 및 생애소득 손실 초래
< “노동시장 성차별” 현장의 목소리 >
① 모집·채용

② 배치·업무분장

③ 승진·평가

④ 고용 유지

“(면접에서)
그냥 여자여서
안 되는 거였어요”

“애 핑계 대면서
야근도 안할텐데,
우리 팀으로 와서
민폐라고 수군거려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이유 말고, 왜 동기와
승진에서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고 했더니
자리가 없다고 했어요.”

※※고용평등상담실의 실제 상담사례에서 발췌한 내용 재구성
●● 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청년 여성은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단절 없이

노동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기피’ 선호
* 통계적 차별 : 결혼이나 출산 후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생산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모든
여성 집단에 대해 고용 전 과정에서 남성과 달리 차별

■■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는 경제활동의 양과 질 전반에서 발생하며 여성은 주로 불안정,

저임금 등 낮은 지위의 일자리에 위치
●● (양적) 여성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약 20%p* 낮으며, 특히 출산·양육기(35~39세) 고용격차는

31.2%p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M 커브) 심각
* ’19년 고용률 : 여성 57.8%, 남성 75.7%(통계청, ’19)
●● (질적) 성별 임금격차는 34.1%*에 달하며 낮은 여성임원 비율,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의 여성

집중, 성별 직종 분리 등 환경 열악
* 성별 임금격차 : OECD 평균 12.9%, 일본 23.5%, 미국 18.9%, 덴마크 4.9%(OECD, ’18)

■■ 전체 산업별 또는 기업·기관 내부의 성차별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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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기피*, 승진 배제 등 현장의 성차별은 심각하나 기업 내부에서 암묵·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쉽게 은폐되는 구조적 성차별 지속
* 은행권 대규모 채용비리(’18년 금융감독원 조사), 공공기관 채용비리(’19년 감사원 감사) 등이 지속 적발
●●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사건의 2차 피해 발생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가해자 처벌 등

시정 효과 미흡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직위에 여성비율은 매우 낮고 돌봄 분야 등 여성 집중직종에 대한

저평가로 저임금·불안정 고용에 직면

2. 추진방향
▶▶ 노동중심적 생애를 기획하는 청년 여성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생애주기 전반에서의
성평등 노동권 보장

■■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공정 채용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 기업 내 성별임금, 채용성비 등 성별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

하여 구조적인 성차별에 대한 예방 기능 강화
●● 여성이 의사결정직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등을

통해 성평등 경영문화 확산
■■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사건 대응 강화
■■ 대표적인 여성집중 업종이자 저평가 분야인 돌봄 분야 종사자의 저임금, 고용불안 해소 등

일자리 질 개선

3. 추진 과제
1-2-① 성평등한 일터 조성
■■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
●●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자녀 유무 등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자녀 및 혼인정보 수집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집중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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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을 위해, 면접과정에서 구직자는 성차별로부터 보호받고 면접위원은 법적 공정채용

기준을 준수 하도록 안내문* 배포 추진
* 「채용절차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채용단계별 금지사항 및 위반 행위자 처벌규정 등
--모집 · 채용에서 성차별 모니터링 강화, 성차별 익명 신고제도* 활성화 등 채용 성차별 감시체계

구축
* ‘성차별·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고용부 홈페이지) 홍보 및 활용 강화
●● (채용 성차별 판단지표) 관행·구조적인 성차별 예방을 위해 동종업계 대비 또는 고용형태별

채용성비 등 성별격차 활용 통계기준* 마련 검토
* 미국 EEOC는 일반 인구데이터, 일반 노동시장 데이터,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의
통계 등을 활용한 차별 판단 기준을 마련

■■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 (경영공시 항목 개편)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임직원-

임금’ 현황으로 체계화하여 공시
* 공공기관·상장법인 등이 국민, 주주·투자자에게 중요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성별 고용현황 공시항목을 지방공사·공단부터 전면 적용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상장법인은 채용성비 항목 등 단계적 확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경영공시 관련 법률에 따른
‘공시기준’ 변경
●● (성별 고용현황 분석·공표) 경영공시 대상 기업의 성별 고용현황을 종합 공개하여 기업별 격차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평등 경영 공표제 추진
--각각의 시스템을 통해 공시되는 기업별 성별격차 현황을 알기 쉽게 일괄 분석하여 종합 공표

※※현 경영공시는 알리오·클린아이·DART·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각 공시되고 기업별 정보만 제공
되어 전체적 성평등 수준비교 및 현황파악이 어려운 한계 개선

< 성평등 경영공표제 (안) >
(’20년 기준)

경영공시제
공시대상
공공

민간

공시방법

공공기관

340개소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지방공사·공단

151개소

지방출자·출연기관

725개소

상장법인

대기업집단 64개소 (2,284개) 등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금융권

국내은행 18개소 등

당해 은행,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시스템 (클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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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As-Is)

향후 개편 (To-Be)

‣ 성별 경영공시 항목
- 공공기관(채용, 임직원, 임금)
- 지방공사·공단(채용, 임직원)
- 지방출자·출연기관(임직원)
- 상장법인(임직원, 임금)
- 금융권(채용, 임직원)

‣ 성별 경영공시 항목 추가
- 지방공사·공단(임금)
- 지방출자·출연기관(채용)
- 상장법인(채용 자율공시 확대)

‣ 기관유형별로 개별기업 현황을 각각
공시하여 성별고용 현황 파악이 어려움

‣ 개별기업의 경영공시 정보를 분석하여
‘채용-임직원-임금’ 현황 종합 공표

■■ 성별격차 해소 기반 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제도 강화) 기업 내 성차별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AA 운영 강화 및

실효성 제고
--(채용성비 추가 등 제도개선) AA 조사항목에 채용성비를 추가하고 목표 미달 사업장 평가기준*

개선방안 마련 고려
* 현행 여성고용률 기준(’20) : 동종 산업 평균의 70% 미만 등
--(적용 사업장 확대 및 자료활용) AA 적용 민간 사업장 확대(500인 → 300인 이상)를 추진하고

여성 고용 현황 자료의 분석·연구 활성화
※※현행 AA 대상 사업장(’20) :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300인 이상인
기업집단 및 그 외 500인 이상 사업장
--(고용평등 개선 지원) 부진 사업장에 대한 CEO 인터뷰 등 기업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 및 고용

개선 실행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 (여성 대표성 제고) 기업 내 의사결정직위의 여성 비율* 확대 및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 구성원들의 성평등 리더십 향상 지원
* 여성임원비율 3.3%, 여성관리자 비율 14.5%(유리천장지수, 이코노미스트, ’20)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기업은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
으로 구성하지 않아야 함(’20.2.4 개정, ’22.8.5 시행)
--(성평등 경영지원) 성평등 경영지원을 위한 민관 자율협약 체결 확산, 기업문화 개선 컨설팅,

인사담당자 대상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별 임금격차 구조 분석)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 등을 활용하여 산업별·규모별 성별

임금격차 원인 등을 분석하고 공개
* 임금통계를 기반으로 기업특성(산업·규모), 직무특성(직업·경력) 및 인적속성(성·학력)을 교차분석하여
임금수준 분포 및 임금격차 현황 공개(’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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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②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 강화
■■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강화
●● (노동위원회 내 구제절차 신설) 노동위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절차를 신설하여 사건

처리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
※※현행 성차별·성희롱 구제기구인 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는 강제력이 없고, 법원 판결은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직접차별이 명백해야 하는 한계 존재
--(금전적 손해배상) 성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실질적

피해 보상 실현
* 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미이행
**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적 차별 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명령
--(직장 내 성희롱 신속 대응) 성희롱 관련한 구제 신청에 대해 처리기간을 대폭 축소하여 신속한

구제로 이어지도록 일명 패스트랙(Fast Track) 적용
※※일반 신청 사건에서 통상 소요되는 120일에서 최대 70일까지 단축 추진
--(위원 전문성 강화) 성차별·성희롱 사건의 특성을 감안, 사건을 조사·판단하는 위원의 전문성

및 성인지 감수성 확보 방안 마련
●● (공공부문 사건 대응력 강화)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성희롱 피해사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법제 마련
※※중대사건 관련 인권위 시정권고 조치 불이행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이행력 확보
●● (성희롱 보호 범위 확대)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현행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제 개선(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증가하는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추진
■■ 성차별·성희롱 예방정책 전달체계 강화
●● (현장의 성차별·성희롱 사건대응 강화)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개최요건 마련 등 지방노동

관서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활성화
* 지방관서의 장, 학계 및 법조계, 공인노무사, 고용평등상담실 관계자 등으로 구성, 47개 지방관서에
설치(’18.8월∼)
--고용 상 성차별·성희롱 예방 및 구제, 일·생활 균형 확대 등 성평등 노동정책 강화에 따른 행정

추진체계 강화* 검토
* (예시) 지방고용관서 內 고용평등과 재설치 등(’95년 설치된 고용평등과는 ’09년부터 근로개선과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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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차별 피해 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지원* 효율화
* 운영비 지원 현실화, 개소 수 확대, 상담인력 확충 등 검토
●● (근로감독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성차별·성희롱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성차별·성희롱 사건 적발 및 신고 사업장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등 성희롱·성차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과정 개발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사례 발굴* 및 모범 대응사례 확산 등을 통한 피해예방 및 성차별

문화 개선
*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의 성차별·성희롱 사례집 발간 등

1-2-③ 여성 집중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 돌봄노동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돌봄노동 가치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

하는 전문분과 등을 구성(’21~ )
*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등 관련부처,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분석*을 통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경력관리 체계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중장기 과제 논의
*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요소, 세밀한 검토능력, 고객에 대한 배려와 인내심 등 직무 판단 요소
재평가 등
●● (돌봄가치 확산) 보건·사회서비스업(돌봄) 등 여성 집중 업종에 대한 일자리 질 개선 등 관련

해외정책 연구조사 및 모범사례 확산
■■ 돌봄노동 분야 종사자 권리 보호
●● (민간부문 가사노동 공식화)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가사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사

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 기업은 4대 보험 가입 등 사업주로서 의무 부담
●● (협동조합 설립 지원) 돌봄 및 가사노동 분야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설립 지원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사업 및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기재부, 사회적기업진흥원)

68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돌봄노동 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
●● (사회서비스원 확대) 공공에서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으로 확대*

하고 종사자 직접 채용 추진
* 사회서비스원 : (’20.10월) 8개 → (’21) 14개 → (’22) 17개 시도 확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낮은 보수,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국고지원 사회복지

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및 교대·대체인력 지원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수준(가이드라인 준수율 99.8%, ’20)에 비해 시설 유형별로 94.1∼78.5% 등 임금
격차 존재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출퇴근 시간·단시간 돌봄 등 수요가 많은 시간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검토

1-3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현황
■■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따른 책임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고,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 기존 단독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한 장시간 노동 (직장), 고립 육아 (가정), 믿고 맡길 곳

부족(돌봄) 등의 환경으로 일 또는 자녀출산 기피·포기 지속*
* 남성과 유사하던 20대 여성고용률은 출산·육아의 30대 이후 급락하여 경력단절 현상을 보이고(M커브),
40대 이후 생계형 하향 재취업 결과 비정규직 비중 크게 상승
●● 자녀출생 후 여성 경력단절·종사상 지위 변화* 심각 및 노동중심 생애설계 下 출산 기피 현상

뚜렷,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대전환 필요
* ▲ 비경제활동·실업률 : (출생 - 1년) 56.3% → (출생시점) 69.9% → (출생 + 7년) 54.7%
▲ 상용근로자 비율 : (출생 - 1년) 34.7% → (출생시점) 22.5% → (출생 + 7년) 23.3%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19)

■■ 그간 양육지원정책은 ‘보육사업*’, ‘모성보호정책’ 등 개별 정책으로 확장 ‘아동수당

신설(’18)’로 현금·서비스·시간 정책의 외형적 도입을 갖춤
* 영유아보육료 지원 : (’10) 1.6조원 → (’15) 3.1조원 → (’20) 3.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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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정책별 분절적인 서비스 도입·운영으로 인해 효율성과 체감도가 낮은 편으로 질적 수준

제고와 이용 활성화 등의 조정 필요
■■ 초등교육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이며, 부모의 교육과 돌봄 부담이 증폭되는 시기이나 공적

지원 체계 부족으로 자녀양육 공백 발생
●● 초등돌봄 공백의 개인적 해소를 위한 사교육*, 비공식 돌봄 부담의 경감 및 공교육 강화 등 공적

지원체계 확대 필요
* 사교육 참여율(교육부-통계청, ’19) : 초등 83.5%로 전년(82.5%) 대비 0.9% 상승, 예체능 등 돌봄 목적
사교육 수요 지속 증가(교과별 비중 ’10년 29% → ’19년 41%)
●● 초등 돌봄은 수요 대비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여, 학령기 아동 교육 및 돌봄을 원활히 연결하는

지역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 정부의 적극적 노력(’17년 33만명 → ’22년 53만명 확대)에도 불구, 학교돌봄, 지역돌봄으로 이분화,
학교공간 및 지역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미흡

2. 추진방향
■■ 아 동 은 기본 적 권리를 보장 받고 부모는 양 육 부담을 줄 이는 방 향으 로 서비스 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및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 국공립 기관의 보편적 확대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화를 통한 돌봄 서비스 내실화 등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 확대·강화
■■ 초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와 출발점 격차 완화 등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 교실환경 개선 및 놀이와 쉼이 있는 다양한 융합·놀이교육 제공, 개별 맞춤 지도 등 효율적 교육

시스템의 도입 및 확대
■■ 아동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지역 수요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중앙-지역간 협업

체계 마련 등 아동돌봄 통합운영 기반 구축
●● 현재 분절적인 돌봄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성과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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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1-3-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 등 공보육 확충)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등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25)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 국공립 유치원 지속 확충
--(공보육) 어린이집 설치현황과 이용률(현원기준)을 고려, 지역균형 공급을 위해 공보육 어린이집

설치·이용률 25% 미만지역* 우선 공급
* 공보육 이용률(’19.12월) : 전국 28.2%, 서울 46.6%(최고), 울산19.2%(최저), 경기 19.6%, 인천
20.3%, 경남 22.4%, 충남 23.1%, 경북 23.8%, 대전24.8%
--(국공립 유치원)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 유치원 지속 확충 및 학급 증설, 운영시간 다양화 등

방과후 과정 내실화와 통학차량 단계적 확대
* 신·증설, 매입형, 공영형, 부모협동형 등
●● (국공립 어린이집 책무성 강화) 지역 보육수요 충족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다양화 등 기능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 강화 관련 방안 (예시) >
• (운영형태) 12시간 운영, 그밖의 연장형, 영아전담 및 장애아 보육 등
• (설치방식) 농어촌 등 취약지역 중심 2~3개 읍면동 포괄설치로 접근성 제고

●● (안정적 서비스 제공)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비용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 (민간기관 투명성 제고) 전문·체계적 지원없이 민간에 맡겨진 시설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
* (예시) 사립유치원의 기본재산 출연비율 조정·재원 지원 등을 통한 법인 전환 유도, 지자체 등에서
사립돌봄기관 매입 후 위탁운영 등

■■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성 제고) 아동 발달단계를 고려, 교사-아동간 긍정적 상호작용 강화를

위해 단계적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 한국은 OECD(’17) 국가 중 유일하게 담당 영유아수·근로시간이 모두 높음 → 교직원 1인당 영유아수·
법정근로시간을 고려한 아동비율 축소 필요(▲OECD 11명 / 1417시간  ▲한국 14명 / 15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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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격차해소) 지역별·이용시간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불편함과 차이가 없도록

안정적 교사배치 및 기능 강화
--(지역별 균등한 서비스 강화) 농어촌 특례* 등을 적용, 지역격차 없는 교사수급 및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오전통합보육(7:30~9:00) 강화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근무수당·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지원) 국공립 유치원 이용 기회가 적은 도시지역 저소득층 우선 입학 및 사립유치원

취원시 추가 교육비 지원
※※유아교육 월평균 학부모 부담액(’17) : 국공립 12천원, 사립 217천원
--(서비스 질 제고) 수요자 중심의 체감도 및 효율화 제고를 위해 무상보육·교육 등 중장기 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논의
※※’19년부터 ‘비용-서비스-시간’의 종합적 양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
●● (긴급돌봄 체계화) 위기상황에 따른 나홀로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긴급돌봄 운영 체계

마련
* 코로나 이후 평일 평균 3~5시간 이상 홀로(또는 아동끼리) 있는 아동이 40.0%로 코로나 이전(27.7%)
보다 12.3% 상승(아동권리보장원, ’20.6월)

■■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확충
●● (시간제보육 확대) 영아기 다양한 보육수요(3~4시간 단시간 보육 등)를 고려, 장시간 보육(8시간

이상) 외 시간제보육 지속 확대 및 이용률 제고
※※공급현황(’20.5월말 기준) : 양육수당 수급 영아(6~36개월, 약 33만명) 대비 시간제보육 제공률 전국
평균 1.9% 수준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를 위한 모형 개발 연구용역(’20.下) 및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모형 시범사업 추진
* (예시) ①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내 시간제 보육반 의무화 ②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시간제
보육기관 ③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전담기관 전환 등
●●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보수·전문교육 및 인·적성검사 실시 등 인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아이돌보미의

역량 강화
※※(프랑스) 국가가 심사를 통해 5년 단위 베이비시터 자격증 발급
--(영아지원 강화) 영아 양육 가구의 자부담 완화, 지원범위 확대, 아이돌보미 우선 연계 등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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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적 서비스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과 전담인력(부모교육·상담 등) 배치를 통한 양육

정보·서비스 접근성 강화
* 설치현황(’19) :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중 94개소 설치 → 보육수요 및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전국적 확대 추진
--(지역 돌봄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및 참여형 돌봄 문화 조성
* 품앗이형, 마을공동체형, 주민경제조직형 등 다양한 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20) 후 전국 확산
유도(’21~)

1-3-② 아동의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
■■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
●● (초등교육 혁신) 놀이·쉼, 창의적 교육과정, 개별 학습지원, 유연한 공간조성을 통해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양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교육운영 혁신) 창의적 교육, 기초학력 지원* 확대, 심리·정서·신체적 성장 지원 강화, 놀이중심

체육·예술교육 등 혁신적 수업 확대
* 협력수업(’20년 800개교)·학생 맞춤형 두드림학교(’20년 2,900개교) 지원
--(교육공간 혁신) 다양한 교수학습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교 내 다양한 놀이공간 설치 및

저학년 교실 환경 개선 추진
--(교육시간 확대)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방과후 체육·예술 활동 및 맞춤형 돌봄 확대 제공 등을

통해 학부모 희망에 따른 교육시간 확보
→ ’22년 교육과정 개편 시 쉬는시간, 놀이시간 단계적·자발적 확대 방안 논의
< 국내·외 학교 공간혁신 사례 >
(예천 김천초)

(인천 하늘초)

(슬로베니아)

다락·좌식공간, 놀이·쉼·학습 가능한 교실

좌식활동 등 다양한 활동 가능한 강당

교실, 복도를 달리기 트랙으로 연결

●● (유·초 연계 교육과정 시범운영) 취학기 유연한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과정 연계 모형(유·초등

1학년) 개발·운영 및 지역별 모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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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 온종일돌봄 지속 확충
●● (온종일돌봄 확대) ’22년까지 53만명 확대 이후, 실질적 수요를 파악하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돌봄 지속 확충
※※돌봄수요는 잠재수요의 실수요 전환(공적서비스 미이용자 중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약 70%,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18) 효과가 있어 지속 대응 필요
--(지역연계) 교육청과 지역사회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교육청-자치구간 지역 인프라를 활용(도서관, 아파트, 주민센터 등)하여 돌봄 운영
--(모델확산) ‘지자체-학교 협력’(온종일돌봄) 사업*, 지자체 돌봄 우수사례 등 다양한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온종일돌봄(53만명 확대)중 지자체(돌봄운영)와 학교(교실제공) 협력, 3만명 확대(’21~’22)
--(전문성 강화) 공통 자격기준 마련, 신규 종사자 필수 교육, 기존 종사자 보수교육(3년단위)

도입을 통해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 통합조건 및 공통 기준 정책연구 추진

1-3-③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
●● (체계 정비) 돌봄 관련 법령을 정비, 평가체계 등 아동중심 보편적 돌봄을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추진
※※돌봄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모델 운영 및 지역수요를 반영한 인적·물적
자원의 조정 근거 마련 등
--(협업 거버넌스 구축) 중앙-지역 간의 정보공유 및 연계, 중장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지원체계 마련
--(종합계획 수립) 돌봄정책 가이드(중앙), 아동돌봄 종합계획 수립(지역)을 통해 중앙-지방간

유기적 연계 및 원활한 수요·공급 기반 마련
--(평가체계 구축) 돌봄기관 대상 공통서비스 표준(안), 기본지표 마련·제공, 실적평가 결과환류를

통해 효율적 관리 및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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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중심 통계 조성
●● (아동 삶의 질 분석) 기존 통계조사 집계를 ‘아동중심’으로 전환*, 아동의 삶·생활 변화 등 객관적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 근거 확보
* 기존 인구·고용·복지행정 통계의 가구주·세대 개념 집계를 아동 기반으로 재집계·가공하여 아동을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작성

•• (해외사례) OECD에서는 가족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족구조,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가족과 아동을 위한
공공정책, 아동발달(child outcomes)에 대한 통계 항목 포함

1-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1. 현황
■■ 아동기본권의 사회적 보장 및 부모·자녀 모두의 삶 지원은 개인적 가치가 중요해진

우리사회에서 아동양육 지원의 핵심과제로 부각
●● 기존 가족중심 정책은 아동을 개별적 권리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부담이 전가, 아동별

격차가 발생하여 기본권 보장 미흡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 (한 국 포함 196개국) 하였으나, 아직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행복)는 최하위 수준**
* 전세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국제법으로 승인(1989.11.20 채택).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4대 기본권으로 함
* * ’18년 만족도 평균 6.57점(OECD 최하위 / OECD 평균 7.6점)
●● 아동은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주체이며, 출생 사실만으로 그 출생이 ‘인정’되고 권리

향유가 가능해야 하나 제도적 장치 부족
●● 아동학대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대응·보호체계의 분절성, 재정지원 부족, 친권제도 등

관련 제도 간 충돌 등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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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관련 통계 >
아동학대 신고건수

(건)

피해아동 발견율

재학대율

45,000

41,389

10.6

35,000
19,214

34,169
9.7

36,417
10.3

2.15

2.64

2.98

2016

2017

2018

29,674

1.32

2015

15.0

11.4

10.0

8.5

25,000

15,000

(%)

3.81

2019

5.0

0.0

아동학대연차보고서 (’19)

■■ 최근 아동을 사회보장의 직접적 수혜자로 인식하고 관련한 모든 제도 영역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을 고려한 아동권리 강화 정책 강조* 추세
* 아동권리 지수, 유니세프 아동웰빙 지수 상위권 국가 대다수는 헌법상 아동의 권리 주체 명시(스웨덴, 독일,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등)
●●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사회·국가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로 작용, 조기 투자 필요

※※아동기 낮은 행복감은 아동 삶의 질과 자존감 하락 → 성인기 불행으로 연결, 개인 전체 삶의 질 저하
→ 건전한 사회·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 가능
●● 가구 내 아동수에 따라 개별 양육비용의 차이 발생, 양질의 주택 확보 부담으로 아동에게 적합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에 어려움
* 자녀가 많을수록 생활비 중 총 양육비 부담은 확대되나, 아동 1인당 양육비는 과소 사용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발달(학업성취, 정신건강 등)에 부정적 영향

2. 추진방향
■■ 아동이 존중받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 정책 당사자인 아동중심 정책 마련
●● 아동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행복·권리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출생·양육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지원 및 법·제도 정비
■■ 아동의 전인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출생신고부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아동의 행복한 삶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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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아동에게 신속한 사회적 지위 부여 및 정신건강을 포함한 아동 건강권 확대,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시간·환경 조성
●● 가족·사회·국가가 함께 아동·청소년을 생활 속 위험(안전위협·권리침해)에서 보호하고, 공적 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보호안전망 강화
■■ 아동의 삶의 질 제고와 가구특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생활·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여건 마련
●● 특히,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아동 1인당 실질적으로

보다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

3. 추진 과제
1-4-① 아동가구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
■■ 영아기 집중투자
●● (영아수당 도입) 0~1세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구분된 지원*을 통합, 영아수당을

도입하여 적정 비용·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 부모보육료 0~1세 47만원, 기관보육료 5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시 양육수당 : 0세 20만원, 1세 15만원 지급
--0~1세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상황 (0세 3.4%, 1세 36.6%), 영아 특성상 기관

이용이 어려운 현실 고려 시 초기 영아의 보육지원으로 부족
⇒⇒ 영아기 특성(전일적·전적 돌봄)과 부모 양육 선호* 등을 반영하여, 영아기 지원 대폭 확대

* (부모의 가정양육 선호) 만0세 98.6%, 만1세 85.9%(보육실태, ’18)
--’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5년에

목표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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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세 지원제도 개편 방안 >

◆

지원제도
기관
보육료
50만원

◆

개선

현행
부모
보육료
47만원

양육수당(15~20만원)

기관 이용률 및 양육수당 수급률
0세
1세

기관이용률
3.4%
기관이용률
36.6%

양육수당 수급률 91.3%

영아수당
영아수당

어린이집,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
+
아이돌봄서비스
+
양육소요비용
양육소요비용

양육수당 수급률 61.6%

☞ ’22년 출생아부터 신규제도 적용(‘25년까지 제도 정착), ’21년 이전 출생아는 현행제도(보육료, 양육수당) 적용

--영아수당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 비용과 아동

직접돌봄 소요비용(현금성)으로 선택적 사용
※※0~1세에 집중투자, 이후 공보육 확대(’25년까지 50%) 및 서비스 질 제고 등을 통해 연령별·기관별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강화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고 실질적인 정책수요를 반영한 영아기 양육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아동의 안정적 발달 지원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지원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보완적 서비스 확대·지원 병행
●● (첫 만남 꾸러미) 기존 출산바우처를 총 300만원(임신 시 100만원, 출산 시 200만원)으로 확대·개편(’22~)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60→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의료서비스 비용으로 사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 다태아 100→140만원, 분만취약지는 20만원 추가지원
--생애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200만원* 신규 지급

* 지자체 보조 및 사전타당성 검토 등 도입과정 지속 협의

■■ 아동수당 제도개편 검토
●● (아동수당 확대) 제도 목적(양육부담 경감, 국가책임 확대, 아동권리 증진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

사업 성과평가·사회적 논의를 통해 확대 방안 마련
*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의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OECD 32개국 중 15세 이상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29개국임. 연령확대는 「아동수당법」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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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별 아동지원 강화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22~)
< 다자녀 국가장학금 개선방안 >
현행

개선

‣ 1구간~3구간(중위소득 70% 이하)
첫째
둘째
: 학기당 260만원

셋째 이후

‣ 4구간~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첫째
둘째
셋째 이후
: 학기당 225만원

‣ 1구간~3구간(중위소득 70% 이하)
첫째
둘째
셋째 이후
: 학기당 260만원 : 등록금 전액
‣ 4구간~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첫째
둘째
셋째 이후
: 학기당 225만원 : 등록금 전액

●● (생활밀착형 제도 마련) 아동별 실질적으로 동등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지자체·

기관 간 협의회를 운영,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
* 자녀가 많을수록 생활비 중 총양육비 부담은 확대(1명 27.6% → 3명 이상 48.4%) 아동1인당 양육비는
과소지원(1명 26.9% → 3명 이상 13.9%) (육아정책연구소, ’19)
※※(정책검토 예) 아동수당 증액, 자동차세 등 세액,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난방·도시가스) 등
●● (보호대상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가입 활성화 및 지원

확대(대상·단가·매칭비율 등) 방안 검토
■■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
●●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및 금융지원 75.4만 가구 지원
--신혼희망타운 분양 8.4만호 본격 공급, 맞춤형 특화건설 임대단지 27만호 등 공공주택 35.4만

가구 공급(’21~’25)
※※국공립어린이집·아이돌봄시설 등을 설치하여 아이 돌봄서비스와 연계, 친환경마감재·통학차량 대기
장소 등 육아특화설계 적용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상품 운용 등 40만가구 지원*

* 금리 및 한도 : (구입) 1.55~2.1%(2.2억원), (전세) 1.2~2.1%(수도권 2억, 지방 1.6억)

■■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건설임대 공급) 다자녀가구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품질좋은 주택공급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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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확대) 양육환경 개선 위해 4인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신규 도입하여

다자녀가구 등에 공급*
* (’21) 0.1만호→ (’23) 1.1만호 → (’25) 2만, 사업승인 기준
--(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거주기간 30년으로 확장*

* (현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 (개선)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30년
--(품질혁신) ’25년까지 주요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
●● (넓은평형 우선공급) 출산으로 인해 다자녀가구(자녀2이상)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시 우선권 부여 (공공임대주택)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52㎡)로 그린리모델링(’21년 150호, ’22년

200호)하여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 (다자녀가구 매입·전세임대 공급)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유형 매입임대에 無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할인 적용

(’20.4월~), 전세임대는 자녀수에 따른 임대료 인하*
* 월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인하
●● (주거비부담 완화) 구입·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각 2천만원 상향*, 우대금리(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를 지속 지원
* 대출한도 : (구입) 2.4억원 → 2.6억원, (전세) 2.0억원 → 2.2억원

1-4-②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보장
■■ 신속한 출생신고 지원
●●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을 통한 출생통보제 도입*, 국가에서 출생신고와 병행 대조하여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신속한 출생신고가 되도록 개선
* 법적근거(가족관계등록법 등), 시스템 체계(전산망 구축) 마련 등
●● (출생신고 개선) 출생신고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하여 모든 아동에 대한 신속한 사회적

지위 부여 및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예시) 우선적인 출생신고 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친자관계 등) 추후 보완, 자택출산 등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한 아동의 출생신고 절차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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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건강 및 의료 지원
●● (재활지원 강화) 거주 지역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공공어린이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전문재활팀이 발달단계 및 질환을 고려한 통합재활 기능 평가, 생애주기별 통합치료계획 수립 및 재활
치료, 지역사회 연계 등(’20.10월~, 시범사업)

•(확충계획) 재활병원 3개소(충남, 경남, 전남권) 및 재활의료센터 6개소(경북, 강원, 충북, 전북권 각
1~2개씩) 건립(현재 병원 2개, 센터 4개 완료)
--수도권 및 제주권은 기존 병원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 (정신건강 예방·지원 강화) 어린이집 등 심리·정서 발달의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의 조기발견·

예방을 위해 심리검사·진단 지원
--(저소득 가구 아동 지원) 심리·정서발달에 취약할 수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의 심리검사·

놀이치료·심리치료 등의 지원 확대
--(학생의 정신건강 지원)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성격 특성 등에 대한 선별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기 학교 교육활동 지원
* (검사대상) 초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대상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실시
●● (전자미디어 과몰입 예방) 영유아 전자미디어(스마트폰 등) 포괄적 예방대책 마련, 과몰입 청소년

대상 단계적·체계적 치유 지원
--영유아기 전자미디어 과다노출 시 발생위험 권고*, 발달단계별 양육방법 지도, 부모-자녀 전자

미디어 활용법을 포함한 교육자료 등 제공
* WHO(’19)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아동의 전자기기 화면 노출 관련 가이드 발표

■■ 아동의 놀이권 보장
●● 아동의 기본권리로 놀이권을 보장하고 사교육·지역격차 등에 따른 놀이시간과 공간부족을 해소

하여 균형있는 아동의 성장·발달 지원
* 놀이는 사회성(협력과 협업), 의사소통력, 신체 능력 등의 증진에 긍정 효과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한국의 경쟁적 교육으로 아동 개인의 잠재력·소질개발 저해 및 놀이, 여가 등을 누릴 권리에 방해됨을
지적, 놀이권 중심 아동의 권리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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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마련) 놀이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충분한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규정(지침 등) 마련
※※(영국) 아동권리 헌장 및 법 제정, 국가놀이전략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예산투입, 놀이공간
확충,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국가주도 놀이정책 추진
--(놀이공간 조성) 아동연령·흥미, 지역·주거 유형에 따른 우수놀이 모형 개발 및 기존 낙후놀이터

개선 등 균등한 놀이공간* 제공
* 낙후지역의 실내·외 놀이공간 우선 개발 및 미세먼지·황사 등을 고려하여 실내 놀이공간 확충,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 놀이터 등 설치

1-4-③ 아동·청소년의 보호안전망 강화
■■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 (아동학대 예방 강화) 학대 위험 발견된 아동의 가정방문 의무화*, 가정폭력 신고 및 아동학대

조사 자동 연계
* 읍면동 공무원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아동학대 위험상황 인지 시 즉시 방문·적극 신고 →
아동학대전담 공무원·경찰이 합동 조사 대응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중심 아동학대

조사·대응책임 강화
--(지역 보호체계 강화) 지자체가 신속하게 학대 피해·위험 노출 아동을 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및 보호체계 강화
* 소관부처·기관별로 분산된 보호아동 정보를 공유·연계, 보호체계 내 아동의 양육현황 평가를 포함한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적 조사·점검 체계 구축
●● (원가정 복귀 개선) 아동학대로 원가족과 분리된 보호아동의 안전한 복귀 지원을 위하여 부모

교육 등 가족기능 회복 강화
* 피해아동의 82%가 원가정보호가 지속되고 있는 바(아동학대주요통계, ’18), 원가정 내에서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 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 (입양의 공적 책임 강화) 입양결정을 비롯한 입양절차 전반에 있어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을

위한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절차 개선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추진
●● (가정형 보호 확대) 국제 권고*에 따라 집단적 아동보호시설 내 양육을 축소하고 가정위탁 등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보호 확대
* 「대리양육에 관한 지침」 내 가족기반 보호 권고 채택(UN총회,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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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체계 내실화) 전문가정위탁 제도*의 법적 정비, 지원 합리화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협동조합·법인화 추진
* 현재 사업지침에 따른 전문가정위탁 근거를 「아동복지법」으로 규정
●● (미성년후견인 제도 활성화) 아동의 법정대리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장의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역할 강화
--가정위탁아동의 친권자 소재불명 시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이 지자체에 친권제한 청구를 요청

하도록 의무화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 (청소년안전망(CYS-Net) 운영) 지역 내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

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자체 중심으로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활동 지원, 1388 상담채널 운영, 청소년 상담·긴급구조·보호·
의료·학업·자활 등 종합 지원
●●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강화) 드림스타트 수혜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아동 정보를 청소년

안전망과 연계,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지원 강화
* 위기청소년 정보 연계 및 청소년안전망과 유관기관 간 서비스 의뢰기능 구현
●● (학교 밖 청소년 연계·지원 강화) 학업 중단 이후에도 개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자동

연계* 및 상담·교육 지원 강화
* 학교의 학업중단 학적처리정보를 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동시에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교육부 협업) 및 법적근거 마련

1-5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1. 현황
■■ 국제사회 인구정책은 성·재생산권 및 생식건강을 인권으로 정립, 정보·상담·교육 및

보건·의료서비스까지 포괄적 보장
• 성·재생산권이란 인권으로 확립된 개념으로 성과 재생산 전반에 질병·기능 저하, 장애가 없는 상태를
포함해 신체적·정서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well being)한 상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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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생애기획 변화, 생식건강 악화, 환경적 변화 등으로 가임기 중심의 임신, 출산 건강

지원만으로는 건강의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
●● 결혼·출산 태도 변화, 비혼 인구 증가, 만혼·초산 연령 상승, 첫 성경험, 월경 연령의 하향 등으로

건강 보장 수요는 더욱 다양화되는 추세
※※자녀 필요성 : 미혼 남녀(20~44세) ‘없어도 무관’ (’15) 29.5% → (’18) 48.8%
비혼인구 비율(20~49세) : (’90) 31.6% → (’10) 39.8%, 첫 성경험 연령 : (’05) 13.6세 → (’16) 13.1세
●● 임신, 출산 중심의 인구정책은 청년들에게 아이 낳기를 강요하는 전통적 사회문화 규범*의

강요로 이해되어, 반감을 가져온다는 지적
* 20대 청년(19~29세)의 경우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7.9%인 반면 사회로
부터 느끼는 비율은 84.3%로 사회규범과 개인인식 차이 큼
●● 임신·출산 관련 건강 악화 경향에도 불구, 의료적 대응이 미흡하고 환경호르몬 등 생식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증가
* 생식건강이란 피임, 월경, 생식기질환, 난임, 임신의 유지·종결, 임신, 출산 등 모든 생식과정의 건강보호
및 의료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
※※(실태) 성 조숙증 : (’13) 670만명 → (’17) 954만명 42.3%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
난임진단 : (’07) 167천명 → (’19) 229천명 37%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호르몬은 태아기-사춘기-임신기에 가장 취약하고 성 조숙증, 난임, 정자수 감소 등
생식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유럽생식의학회, ’04)

■■ 자율적이고 평등하며 안전한 피임, 임신의 유지·종결, 건강한 임신·출산 전반의 건강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움직임 확대 경향
●● 성 지식 부족과 정확하지 않은 피임 실천은 원치 않는 임신과 안전하지 못한 인공임신중절의

가능성을 높이며, 향후 건강한 임신, 출산까지 저해
* 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의 70.1%가 ‘인터넷 커뮤니티·SNS·유튜브’(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
자연주기법 등 정확하지 않은 피임방법이 50% 차지(국민건강증진계획, ’15)
●● 불평등한 젠더 규범은 원치 않는 성적 경험*, 젠더 폭력의 가능성을 높여 자기결정권, 안전 등

성·재생산 권리 침해로 연결
* 원치 않는 성관계 경험은 여성(62.3%)이 남성(33.6%)보다 2배 많고(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청와대
국민청원 젠더이슈(20만명 이상 동의) 중 여성폭력 63% 차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

2. 추진방향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 중심의 건강에서 남녀 모두의 보편적 건강 측면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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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가 상호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건강한 성 인식 제고 및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문화 조성
■■ 개인의 생애 주기(life course approach)에 따라 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여성·영유아 등 건강을 생애전반에서 보장할 수 있는 법제 정비 및 성인지·인권 중심으로

포괄적인 성·재생산권 계획 마련

3. 추진 과제
1-5-①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 성·재생산권 보장 기반 마련
●● (계획 수립)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포괄적인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 평등한 성 인식 및 권리 강화
●●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 아동·청소년기에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평등한 관점을 유지

하도록,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 강화
--학생 대상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성교육, 교원 양성과정·임용예정자

연수시 성평등·성교육 실시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해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개선 등 청소년성문화

센터 운영 강화
■■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
●● (디지털 성범죄 방지)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성착취물 모니터링·상담 강화, 연구
및 인식개선 홍보 실시 등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 온라인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피해를 입히는 범죄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性)착취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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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의 간음죄 검토) 비동의 간음죄* 법제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해외 입법례 등을 조사

하여 도입 여부 검토
*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합의 또는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보아 처벌

1-5-② 생애 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 모자보건 중심에서 포괄적 법제·사업 정비
●● (모자보건법) 여성·영유아 등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 (알 권리 제공)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 월경, 피임, 생식기질환, 임신의 유지·종결 등에 관한 생식

건강 및 임신·출산·양육 상담서비스 제공
--지역 보건소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 접근이 가능한 긴급전화(Helpline) 및 온라인

상담 등 중앙·지역별 종합상담체계* 마련
* 상담프로그램 개발, 상담원 양성,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중앙지원기구 및 지역상담창구 개설
●● (포괄적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피임과 임신의 유지·종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 지원
●● (청소년 건강 지원) 학교 단위에서 성 조숙증, 조기 월경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학부모 대상 홍보
--HPV 예방접종 대상을 여자청소년에서 남자청소년까지 확대 및 양질의 백신으로(2가·4가 →

9가) 전환 방안에 대해 효과성 검토
※※유럽연합(EU) 연구결과 여성만 HPV 백신 접종보다 남녀 모두 접종시 유병률이 현저히 낮아짐/
미국·캐나다·호주·영국 등 40개국 남녀 청소년 모두 백신 지원
●● (청년기 건강 지원) 생식 건강 검진과 치료 지원*, 건강정보 제공 등 교육 및 홍보 강화

* 생식 질환 의심 증상에 따른 초음파 검사 및 월경과다증 치료 등 건강보험 급여 지원 중
●● (유해물질 예방) 아동기부터 성·재생산 건강에 미치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및 환경개선 등 안전한 환경 조성
*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으로 성 조숙증, 난임, 정자수 감소 등(유럽생식의학회, ’04)
--(생활환경 개선)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 공간(초등학교·특수학교 등)과 용품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 조사, 시설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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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호 강화) 임신부터 출생, 청소년기까지 환경유해물질과 건강간의 인과관계 연구*를

통해 성장단계별 건강보호 방안 마련
* 임산부 코호트 조사 : 임산부 7만명 대상 출생 아동이 고1이 되는 시점까지 환경유해인자와 질병간의
역학조사 실시(2015∼2036년, 환경부)

■■ 월경 건강 보장
●● (월경 건강 지원) ‘월경’을 개인적인 문제에서 사회적 보장이 필요한 건강으로 인식 제고 및

생리휴가·결석 사용 등 활용 보장
●● (월경용품 안전) 생리대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신설, 월경용품에 대한 품질 점검 등으로

안전성 제고
●● (청소년 지원) 저소득 청소년의 월경 건강을 위해 생리대 지급 지속

※※생리대 부족 등으로 소득이 낮은 청소년(하위 10%)이 소득이 높은 청소년(상위 10%) 보다 염증성 생식
질환으로 건강보험료 평균 1.55배 더 지출(중앙일보, ’16.6월)

1-5-③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 (건강한 임신 지원) 임신 전부터 남녀가 출산의 공동 주체로서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검진*

도입,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금연, 비만, 모자보건 등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설문-검진-교육-전문기관 연계 제공
●● (고위험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의 지원 범위 등을 확대하여 건강한 출산 보장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0년 3인가구 기준 월 6,967천원) 고위험 임신 질환(19개)으로 입원한
산모에게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임산부, 영아 건강 관리) 산모와 출생 자녀의 건강관리, 발달상담 등을 종합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임산부·영아 대상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시범사업(’20~’21)을 통해 기반 구축, 시범사업 종료 이후 단계적 확대 검토
--(산모·신생아 지원) 저소득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신생아 건강 등 지원,

대상 및 기간의 단계적 확대*
*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 100% → (’21) 150%, 지원 기간은 둘째아(이상)와 쌍생아(10~20일
→ 15~25일), 삼태아 이상(15~25일 → 15~30일) 확대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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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지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을 통해 출산 인프라 확대 및 장애 산모 출산 시

의료장비 접근성, 진료 편의성 제고
※※(예시)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 리프트, 진료순서 음성알림 및 전광판 등
--(결혼이민자 지원) 새로운 문화·언어로 인해 임신, 출산,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방문 부모교육 및 통번역서비스 등 제공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시기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 (청소년 산모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만18세 이하 → 만24세 이하)
■■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 (안전한 시술) 여성과 태어날 아이의 건강을 위해 이식 배아수 기준 개선* 등 시술의 안전성 제고

방안 마련
* (현황) 35세 미만은 1~2개 이내, 35세 이상은 2~3개 이내
--(정보제공·상담) 공공정보포털 내 난임시술 전·후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난임 부부를 위한 상담 등

심리 정서 지원 강화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내 난임시술을 받은 여성 및 출생아 건강정보 등,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이용 현황, 만족도 평가 등 제공
●● (난임치료휴가 확대)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연 3일인 반면 치료기간*은 실제 장기 소요

되므로 기간 확대 검토
* 총 시술기간(체외수정) 21∼25일(23.1%), 26∼30일(16.7%), 31∼35일(13.1%) (복지부, ’13)

■■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및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의료 인식 개선) 산부인과는 임산부·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이라는 인식 고려,* 의료계 의견 수렴 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명칭 검토
* 비뇨기과의 경우,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비뇨의학과’로 기 명칭 변경(’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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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단계 삶의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 시간이 삶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삶으로써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 증가
* ’94∼’20년 기대수명 상승(73.5 → 83.2세)으로 삶의 기간이 약 10년 증가

• 개인 노력과 국가 지원으로 나아졌으나, 4명 중 1명만 긍정적일 정도로 고령자 삶의 만족도가
낮고, 길어지는 노후 삶도 절반 정도만이 준비
* 65세 이상 중 노후준비가 되었거나 준비 중인 비율(%) : (’07) 34.7 → (’19) 48.6
* 기대수명 82.7세, 건강수명 64.4세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기간 18.3년(’18)

• 고령자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는 한편, 아직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 삶에 대한 국가
책임을 중시 하는 방향 필요

■■ 기본적 삶의 영역에 대한 국가책임은 지속 강화하되, 베이비붐 세대 특성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적극적 역할과 선택 지원
●●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한 노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 길어진 노후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자산의 소득화 기반 강화
●●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및 예방-조기발견-치료·관리-돌봄의

내실화를 통한 치매국가책임제 완성
■■ 고령자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소득 이외에 건강·생활·주거 등을 포함하는

삶의 전반적 영역에 대한 정책 설계
●● 나이가 들어도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전반의 고령

친화적 주거·도시 환경 구축
●● 집이나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모든 지역에 지역

사회 통합돌봄 체계 완비
●●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 조성 및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공간 확대
■■ 고령자 지원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全 생애에 걸쳐 삶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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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말기 환자의 고통 경감 및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연명

의료결정제도 정착
●● 생애 말기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기반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전략

영
역
별
핵
심
과
제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 공·사적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 고령친화 금융환경 구축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 방문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 활성화
‣ 치매노인 종합적 관리·지원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이용 유도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 주택 공급 및 교통복지기반 구축
‣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2-1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1. 현황
■■ 노인 빈곤과 노후소득 불안정 지속
●● 기초연금 시행(’14) 이후 급여 인상으로 노인 빈곤율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노인 빈곤

수준*은 OECD 국가 최고 수준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2%(’18)로 OECD 국가(평균 13.5%, ’16) 중 가장 높은 수준
※※65세 이상 노인의 41.7%가 기초연금만 수급, 국민연금 수급률은 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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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도 불충분한 상황으로, 연금 수급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후빈곤이

지속될 우려
※※베이비붐 세대 연령대의 국민연금 가입률 : 50대(74%), 40대(72%)
--고령자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안정적 노후 소득화에 한계

* 연령별 실물자산 보유 비중(’18) : 60세 이상(81.4%), 50대(73.2%), 40대(71.6%)
●●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간의 소득 공백기가 존재하며, 실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시기 고려 시

소득공백 더욱 확대
※※법정 정년은 60세이나, 장년층(55~64세) 임금근로자의 권고퇴직연령 51.8세, 국민연금 지급연령은
’33년까지 65세로 조정

■■ 다층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나, 각 제도의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베이비부머의 노후소득보장에 한계
●● 국민연금은 제도 성숙단계에 있으나 넓은 사각지대,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
※※국민연금 가입률(’18) : 정규직 93.7%, 비정규직 63.1%
평균 노령연금액(’19) : 약 53만원(특례·분할연금 제외)
●● 퇴직연금의 경우, 중소·영세사업장의 낮은 도입률*과 낮은 연금수령 비중** 등으로 인해 연금

역할 미흡
* 퇴직연금 도입률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88.1%, 30인 미만 23.5%(통계청, ’16)
* * 55세 이상 퇴직급여수령 개시 계좌 중 98.1%가 일시금으로 수령(금융감독원, ’17)

■■ 한편, 인지능력 저하된 고령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 미흡
●●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 소득화할 수 있는 주택·농지연금 제도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신탁제도는 법적 근거 미비
※※주택연금 가입자 : ’18.7월 현재 약 5.6만명 수준/ 농지연금 해지율 연간 약 30%
●● 고령층의 보호대책 미흡으로 금융사기·착취 등의 피해 다수 발생

※※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 분쟁중 60세 이상 : 은행 36.3%, 증권사 37.2% (금융감독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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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방향
■■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강화를 통한 노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지속적 소득창출 여건 마련

■■ 길어진 노후의 소득 안정을 위한 자산의 소득화 및 고령자의 자산 보호·관리 금융 기반

조성
■■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각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역할 분담 방안 마련 및 개별

연금제도의 내실화 추진

3. 추진 과제
2-1-①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 노인가구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 저소득 노인 약 15만가구(18만명)에 대해 생계급여 신규 지원하고, 기존 생계급여 수급 노인 약 3만
가구에 생계급여 추가 지원
●● 기초연금 급여 적정성 및 제도 합리화 추진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의 정상 추진을 통해 전체(소득하위 70%) 수급자에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21)
※※(’19.4월) 소득하위 20% → (’20) 소득하위 40% → (’21)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 ’18.7월)
--기초연금 급여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23) 를 실시하고 조정된

기준연금액을 적용(’24)
■■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
●● 노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수요가 큰 공익활동형 일자리 지속 확충

※※노인일자리 확충 : (’17) 43.7만개 → (’21) 8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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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특성과 지역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및 참여기준 완화*, 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
* (현행)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개선) 우선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후 추가 완화 검토
** 시니어인턴십을 (’20) 1.8만개 → (’21) 3.8만개로 확대하고, 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전달
체계 다변화 등 민간형 일자리 활성화 기반 마련(’21∼)

2-1-② 공·사적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 국민연금 급여 수준 제고
●● 60세 이상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활성화 방안 검토
* 60~64세 임금근로자는 약 129만명이며, 해당 연령대의 경제활동 인구 중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증가(’09년 48.0% → ’19년 58.3%)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한 저소득 고령 근로자의 경우 연금에 계속 가입하여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 빈곤 예방에 중요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검토
●● 사망일시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제도 개선을 통한 급여 내실화
--(사망일시금 개선)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 지급액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분할연금 개선)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
※※분할방식 변경(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 분할 → 이혼 시점에 소득·가입 분할), 최저혼인기간 단축
(5년 → 1년) 등
--(유족연금 급여수준 개선)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검토
■■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단계적 도입안) 법 시행 후, 100인 이상 6개월 이내, 30∼100인 미만 2년 이내, 10∼30인 미만 3년
6개월 이내, 5∼10인 미만 5년 이내, 5인 미만 6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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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연속성 강화를 위한 필요자금과 무관한 전액 중도인출 방지, 긴급자금 수요 시 담보대출

우선 활용(상환장치 마련) 등 개선
■■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및 운영형태 다양화
●● (가입대상 확대)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활성화

* 잠재수요층이 1.8%(650만 가구 → 662만 가구) 증가(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개선
●● (임대 활용)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활용한 임대사업(담보주택 전대방식) 추진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액 외 임대료 수입 추가,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시세 80% 수준)으로 거주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활용한 임대활용방식 (서울시) >
구분

내용

예(전용 59m2, 매매 3억원, 전세 1.7억원)

주택연금 가입자

임대료 일부 추가지급

주택연금 외 매월 25만원 추가 소득

청년·신혼부부

시세의 80% 가격

보증금 68백만원 월세 27만원

SH공사(서울시)

임대료 일부를 관리비로 활용

시설관리 및 임대주택 공실관리 등

●●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가입자는 수탁자(주택금융공사)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 수탁자는 주택

연금 지급
--주택소유자 사망 시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가 연금 자동승계, 유휴 공간을 활용 (임대)하여

노후소득 증대
■■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통한 소득보장체계 강화
●● 노인빈곤 및 다층소득보장체계 논의를 위한 범정부 차원 협의체 구성·운영
--연금제도간 정합성·형평성을 고려한 공사연금 역할 분담, 가입 격차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등 논의

2-1-③ 고령친화 금융 환경 구축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 신탁을 통한 종합재산관리 기능 활성화
●● 신탁의 종합 자산관리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가능 재산범위 확대 등 자본시장법상의

신탁업(業) 규제 개선 추진
--수탁가능 재산범위 확대(채무, 담보권) 등 ’12년 신탁법 개정내용을 합리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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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 수요(재산관리, 상속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탁서비스 출현 유도

[참고] 일본의 신탁제도 현황
• 관련법 개정 이후 GDP대비 신탁시장 규모가 ’01년 49.4% → ’19년 216.2%로 급증
• 세대 간 자금 선순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해당 목적 신탁에 대하여 비과세 조치
* (교육자금증여신탁) 30세 미만 손주에게 교육자금 1인당 1,500만엔 비과세 증여
* (결혼·육아지원신탁) 50세 미만 최대 1,000만 엔 비과세 증여

•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적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 (후견제도지원신탁)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자산관리

• 신탁 체결 시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가사, 요양 등) 제공

■■ 고령층 차별·금융착취 방지 및 자산 보호 방안 추진
●●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추진
--불완전 판매 규제, 고령자 착취 의심 거래시 신고 의무화,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 금지 등

추진
●● 공공후견제도와 국민연금공단의 공공신탁 시범 사업을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확대·도입

[참고]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시범사업 (’22년 시행예정)
•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그 부모가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
• 수탁자는 신탁계약대로 재산을 보호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금액 지급, 부모 사망 이후
남겨진 발달장애인 등의 권익을 보호

2-2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1. 현황
■■ 노인의 기대수명은 길어졌으나, 건강수명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
●● 기대수명과 노년기 유병기간이 모두 늘어나 건강하지 못한 생애 기간이 길어지는 양상

※※(’18) 기대수명 82.7세, 건강수명 64.4세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기간 18.3년
(’12) 기대수명 80.9세, 건강수명 65.7세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기간 15.2년(통계청)
※※고령자 중 현재 자신의 건강에 불만족 하는 비율이 44%로 OECD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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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대다수는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이상의 복합질환과 다약제

복용도 높은 수준에서 지속
※※65세 이상 인구의 만성질환 유병률 : (’08) 84.8% → (’17) 89.5%(노인실태조사)
※※3개 이상 복합질환자 비중 : (’08) 30.7% → (’17) 51.0%(노인실태조사)
※※노인 약제 평균 복용 개수 : (’14) 5.3개 → (’17) 3.9개(노인실태조사)
●● 노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증가 등 노인 정신건강문제

심각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으로 우울감 호소 노인 증가
※※노인 자살률(10만명당) : 한국 53.3명(’16), OECD 평균 18.4명(2020년 자살예방백서)
※※노인(60세 이상) 우울증 환자 수 : (’10) 196천명 → (’19) 31만명

■■ 고령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한 의료 및 건강관리체계 미흡
●● 노인 건강 악화의 핵심원인이 되는 복합적인 만성질환에 대한 통합적·효율적 관리 체계 미흡

※※사망원인의 79.8%는 심뇌혈관질환, 암, 당뇨 등 만성질환(질병관리본부, ’19)
●● 노년기 삶의 질 유지에 가장 중요한 과제인 신체·인지기능 저하와 노쇠를 관리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미흡
※※경로당·보건소·주민센터 등에서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운영 중이나 사업대상이 중복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김남순 외, ’17)

■■ 노인의료비는 갈수록 증가하여 개인의 의료비 부담과 국가적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비중 급증 예상

※※노인진료비 : (’14) 19.9조원 → (’25) 57.9조원 → (’50) 251.2조원(국민건강보험공단, ’15)
※※장기요양보험 지출 : (’17) 5.4조원 → (’25) 14.2조원 → (’50) 108.3조원(국민건강보험공단, ’18)
●●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른 치매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급증 전망

※※치매환자 수 : (’18) 74.9만명 → (’60) 323.3만명
치매관리비용 : (’18) 15.7조원 → (’60) 105.7조원(중앙치매센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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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방향
■■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를 위한 중고령자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연속적·통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노인의료 제공
■■ 예방-조기발견-치료·관리-돌봄의 내실화를 통한 치매국가책임제 완성
●●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치매환자의 지역거주(aging in place) 지원

3. 추진과제
2-2-① 사전 예방적인 중고령자 건강관리 강화
■■ 고령자의 중증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인 건강검진’ 강화
●● 노인 건강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고령자의 건강검진 항목 재조정 및 적용

확대
※※고령자는 인지기능, 우울, 요실금, 일상생활기능, 영양, 노쇠, 낙상위험 등 신체기능, 정신건강, 생활습관
및 환경까지 포함한 포괄적 건강평가가 이루어져야 함(WHO Guideline)”
--노인신체기능 검진 주기 확대 및 생활습관평가·건강상담 확대 검토

※※노인신체기능 검진 주기 확대(안) : 현재 66·70·80세 → 66·70·80세 이후 계속
※※생활습관평가 확대(안) : 현재 40·50·60·70세 → 40·50·60·70세 이후 계속

■■ 조기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 스스로의 건강증진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생활실천 노력에 따라 건강인센티브 제공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강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

건강포인트 지급 등 추진

< 건강인센티브 도입 방안 (예시) >
• (대상)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2개 이상 보유자, 만성질환관리사업 등록 환자 중 신청자
• (건강노력) 건강프로그램 이수, 걸음 수, 교육상담 참여 등 스스로의 노력과 건강지표 개선으로 평가
• (인센티브) 연간 일정액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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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고령자 운동프로그램 및 낙상예방, 영양관리 등 건강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확대
--운동 강사를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관 등에 주 2~3회 파견하여 운동 강습*·건강교육·신체기능

측정 등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표준노인운동(유연성, 근지구력 등), 치매예방운동, 낙상예방운동 등
* 건강백세운동 교실(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노인특화 건강프로그램 확대 운영
--보건소 등을 활용하여 요실금, 노인 안질환, 골다공증 등 고령자의 생활불편사항 및 주요 질병의

예방·관리 등 건강교육도 실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대처방법 안내 등 실시

■■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 강화
●●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확산 추진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를 지속 관리하며, 교육·상담 등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 관리체계 확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당뇨병 이외의 다른 만성질환으로 관리질환
확대 추진

[참고]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주요내용
• (대상환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 (서비스 모형) ① 환자 등록 → ② 케어플랜 수립 → ③ 환자 관리(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조정, 교육 등)
→ ④ 점검 및 평가
* 기존 사업 대비 케어 플랜 강화, 코디네이터 도입, 교육상담 다양화

• (수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책정, 수가 항목별 환자 본인부담 10%

●●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 추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통해 만성질환자임에도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고위험자(과소 또는

과다 의료·약물이용자 등)를 발굴
--동네의원·보건소·지역 보건의료단체 등 연계하여 만성질환 관리 지원

* 건강검진결과 및 진료내역 등을 활용하되 현행 건강보험법(14조) 등에 따라 정보를 이용하고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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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해 우수 동네의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해 전국 의원을 대상으로 수행 중

■■ 고령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확충
●● 독거, 취약계층 등 고위험군 노인의 우울증 스크리닝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치료·심리지원
●● 고령자 자살예방 대책 추진
--생활관리사, 방문보건간호사, 보건진료소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교육 실시
--농촌 및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노인자살예방사업 추진
●● 사회적 교류·소통의 확대를 위한 정신건강캠페인 지속, 지역자원 연계 지원 확대

[참고사례] 군포시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 ‘마음건강 로켓처방’
• (배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실시
• (내용) PC 및 모바일을 통해 마음건강문제 및 고민을 접수하면 24시간 이내 정신건강전문가 맞춤형 답변
및 처방 제공
• (혜택) 마음건강 처방을 실천한 시민에게는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정신건강 아이템으로 구성된
오감키트를 집으로 로켓배송

2-2-②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 활성화
■■ 방문건강관리 및 비대면 서비스 확충을 통한 고령자 대상 건강 관리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읍면동 보건복지 서비스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간 연계체계 마련

*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 신규대상 발굴 및 보건소 건강관리 서비스 의뢰
* (보건소 방문건강인력) 전문적·정기적 건강관리서비스 실시, 사업성과 모니터링
●●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ICT 기기를 활용한 상시 건강정보측정·모니터링 및

전문가의 비대면 건강컨설팅 제공
●● 만성질환 위험군에게 모바일 앱으로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 방문형 보건의료 활성화
●● 거동불편 노인 대상의 방문형 진료, 간호 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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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시중인 왕진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 검토

* 왕진시범사업은 ’19.12월부터 실시 중

< 방문의료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 (예시) >
환자유형
말기환자
수술직후환자
와상환자

주요 대상자
• 말기 폐질환, 간경화 신부전증
• 암 또는 급·만성 뇌졸증 말기 등
• 다리골절로 외고정장치, 석고붕대 등

방문의료서비스 내용
• 진찰, 처방, 만성질환, 단순한 급성·아급성
질환 등에 대한 관리, 기본 검사, 의뢰 및
교육상담

• 당뇨족부 궤양, 꼬리뼈 욕창, 의료기기 등 부착 등

2-2-③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
■■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강화
●● 치매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치매 조기발견 지원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및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검진 및 예방·관리서비스 등

관리 확대
--의사 대상 치매전문교육 확대를 통해 치매검사 역량을 갖춘 동네의사 확보
●● 치매 단계별 인지훈련 컨텐츠 개발·확산, 치매예방 실천지수, 치매예방운동법 등 인지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건강백세운동교실·노인복지관·경로당·마을회관 등을 통해 전국 확산 추진

■■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투입 확대
●● 치매진료지침 표준화, 치매 검사비 및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치매환자의 감별검사 시 정부지원금 상한액 : (現) 11만원 → (’22) 15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 월 3만원 한도 약제비 지원(연령기준 폐지, 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
●● 초기 치매환자 집중 관리 경로 개발*, 초로기(만 65세 이전 발병) 치매쉼터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초기 집중 관리로 치매 악화 지연
* 경증 치매 진단자 가족상담-치매쉼터-가족교실-사례회의 등 단기과정(3~6개월) 운영

■■ 치매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 시군구 단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내 자원 연계를 통한 치매 예방·치료·관리를

위한 제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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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등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 제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 : (’20) 210개소(264개실) → (’25) 310개소(388실)
※※중증 치매환자 집중 치료를 위한 치매전문병동 확대 : (’20) 49개소 → (’25) 70개소

■■ 치매노인 및 가족 돌봄 지원 확대
●● 치매환자 돌봄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치매 가족휴가제* 확대 및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23)

* 단기보호 및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 (’20) 연간6일 → (’22) 연간 9일 → (’25) 연간 12일
●● 치매 및 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 향상을 위한 가족교실 운영

※※치매알기, 마음이해하기, 부정적인 태도 극복하기, 의사소통 방법 등

2-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 현황
■■ 대다수의 고령자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나, 통합적 돌봄 미비,

주거 열악 등으로 병원·시설을 선택하는 현실
※※노인 57.6%,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 획일적 서비스, 일상생활의 중단,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노년기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입원

증가, 재활난민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시설, 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16.12월) : 총 49.8만명 (생활시설 입소자 15.8만명, 요양병원 32.9만
명, 정신의료기관 1.1만명)
●● 특히, 코로나19 상황은 현재의 집단 시설 중심의 노인 돌봄 체계의 취약성과 한계 노정

※※노인요양시설의 집단감염 발생, 면회 금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 등

■■ 현재의 요양·복지 등 돌봄 분야의 전반적 체계가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의

전국적 확산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
* ’20.7월말 기준 16개 시군구에서 약 11.7천명에게 서비스 연계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불충분한 재가급여, 인정률 등 집에서 거주하는 고령자에 대한 적정 돌봄

보장에는 불충분
※※재가급여 수준이 시설 급여의 35.5%~70.3% 수준으로 낮은 편 (독일 89.5∼102.9%, 일본 75.7∼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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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는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기관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

되고 있어 고령층의 다양한 돌봄 욕구 충족에 한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고령자는 22.7%이나 이용경험은 8.7%에 불과(’19)
※※목욕, 방문간호, 가사서비스 등 재가서비스가 기관별로 이루어져 이용자가 각각 신청·확인하는 등 비효율과
불편 초래

■■ 고령자는 의료 및 돌봄에 대한 복합적 욕구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요양서비스 간의

연계 한계 등으로 인해 서비스 단절 발생
●● 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간 합리적 관계 설정이 미흡하며, 그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및 사회적 비효율 지속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입원 이용(신현웅외, ’18)
경증입원(%) : (’08) 17.7 → (’10) 13.3 → (’12) 33.5 → (’14) 33.5 → (’16) 49.3
1년이상 장기입원(%) : (’08) 17.6 → (’10) 13.6 → (’12) 34.4 → (’14) 34.6 → (’16) 49.6

2. 추진방향
■■ 허약해져도 집이나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전국적 확산
●● 2025년까지 모든 지역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완비

■■ 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재가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
■■ 요양병원-시설기능 재정립을 통해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요양–복지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

[참고] 선진국의 커뮤니티 중심 고령자 돌봄체계
• (스웨덴) ’92년 아델 개혁으로 노인 의료·복지 책임 주체를 기초지자체로 일원화, ‘사회서비스법’ 개정
(’01)으로 지역 책임 및 재량 확대
• (영국) ’70년대 시봄(Seebohm) 개혁으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 설치, ’80년대 시범사업을 통한 모델
개발, ’90년 ‘커뮤니티케어법’ 제정
• (일본) ’13년 단카이세대(’47∼’49년생, 약 700만명)가 후기고령자(75세)가 되는 ’25년을 대비한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보고서’ 발표, ’14년 ‘의료개호일괄법’ 제정

102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 추진 과제
2-3-①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 추진(~’25)
●● 선도사업 평가·보완을 통해 대상별·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델 창출 (~’22), 전국적

확산 모델 마련(’22~’23)

< 선도사업 실시 16개 지자체 >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부산 북구, 부산 진구, 경기도 안산, 경기도
남양주, 충북 진천, 충남 청양,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
•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 지자체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
--고령자 대상 종합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신설, 통합돌봄 제공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연계 체계 구축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강화

※※시군구 커뮤니티케어 계획 수립, 지역 내 돌봄서비스 자원과 수요자 현황 파악·발굴, 지역케어회의 운영 등
●● 보건·건강·돌봄·문화·체육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인프라 확보 추진
--건강생활지원센터, 종합재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연계·협력을 통한 대상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중심의 종합적 사례관리 체계 강화
●● 대상자 특성에 따른 「발굴 - 종합적 욕구 사정 - 개인별 통합돌봄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제공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절차 마련
--양질의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직종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시군구 지역케어회의*

활성화, 전담인력 확보 등 조직·인력의 재구조화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상별 사례관리기관,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의료기관, 보건의료단체,
사회복지단체, 자원봉사기관,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참여
--지역사회 자원 조사 및 진단, 복합 욕구자에 대한 기존 서비스 외 추가 돌봄 제공 심의·의결권 등

지자체의 통합돌봄 책임·권한 강화
※※심층연구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역할, 권한 및 책임 등 구체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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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적 기반 마련
●● 선도사업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법·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여, 20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법’ 제정 추진
※※영국은 1980년대에 28개 지역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3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모델 마련 ⇒ 이후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 제정을 통해 제도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주요내용 (안) >
• 지역사회로의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반적 사항
•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 지자체 중심의 실질적 권한 및 관련 조직 설치 근거
•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경로 구축 및 재가 서비스 확충
• 통합돌봄 분야 연계·통합 및 정보공유

2-3-② 지역사회 복귀지원 및 입원·재입원 예방 강화
■■ 병원의 퇴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끊김 없는 의료-요양서비스 제공
●● 고령 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돌봄자원 연계 등 ‘퇴원서비스’ 확대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지역연계실’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지역연계 활동 유도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의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의 퇴원계획 수립 - 지역사회

연계 - 사후관리를 위한 활동에 수가 적용* 검토
* 급성기 병원, 재활의료기관에 대해 시행 중인 퇴원지원 시범사업 성과 검증 후 본 사업 확대 검토
●● 병원 퇴원계획 수립과 장기요양신청을 연계하여 재가급여 조기 제공

■■ 퇴원직후 이행기의 집중 돌봄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복귀 확대
●● 재입원 및 악화 예방을 위한 가사간병, 식사·영양지원, 이동지원 등 퇴원 후 회복기 돌봄서비스

확대 제공
※※현재 1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이며 향후 제도화 방안 마련
●● 일정기준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 회복기 집중재활 지원을 통한 장애 최소화

및 조기 일상 복귀
※※(’20.3월) 26개 지정 → 향후 100개∼150개 확충 예정(’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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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 독거노인, 고령부부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들 대상으로 예방적 지역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원·장기요양 진입 예방
※※장기요양등급외자라도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독거·조손가구 등
--생활안전점검, 안전·안부확인, 영양교육, 보건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건강기능 유지 지원
* 건강수준 및 욕구에 따라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등 제공형태 다양화

2-3-③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
●●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을 OECD 선진국 수준(전체 노인 11%)으로 확대, 재가서비스 이용률도

전체의 75%로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의 장기요양 수급률 : 독일 11.3%, 일본 12.8%

■■ 재가중심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 수급자 상태·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혼합 이용*,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통합재가 급여」 도입 및

서비스 활성화**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재활 등을 노인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제공
** ’16년부터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모형(안)을 점검하고 모형(안) 개선 후 예비사업 실시중
(’19.8월∼) (현재 109개 기관 참여, 수급자 90명 이용)
--수급자가 본인의 상태·욕구에 맞게 재가서비스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케어 매니지먼트’

활성화
※※수급자의 복합화된 재가 서비스 욕구·필요에 부합하는 급여의 적정 수준 검토
●● 보호자 부재 시 단기 보호·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주·야간보호기관’의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공 확대

* 통합돌봄 선도지역을 포함 참여기관 최대 200개로 확대(1차 시범사업 30개소)
--(순회돌봄 서비스) 야간시간·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단시간으로 1일 복수 방문하는 수시방문형

재가 서비스 개발*
* 순회돌봄 서비스모형 개발(’21) 이후 수가개발 등 시범사업 추진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장기요양수급자 대상 순회돌봄 시범사업 추진(국토부, LH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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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유지 및 호전을 위한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 보장
●● 내실 있는 방문간호 및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
--의사의 처방에 의한 간호행위, 재가 환자 자가관리 교육·상담, 돌봄상태 모니터링, 케어플랜

수립 등 방문간호사 역할 명확화
--집에서도 기능·상태에 맞는 운동처방, 물리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방문 재활서비스 급여화 방안 검토
●● 노인복지용구 급여대상자, 지원품목 등 복지용구 지원 확대
--노인 독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보조기기 및 신기술·고가 품목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품목선정

제도 개선 및 예비급여제도 도입 검토
※※예컨대 전동침대(현재 대여품목), 목욕보조용구(목욕용의자, 욕조용손잡이), 좌식싱크대, 센서등 등
스마트홈 관련 기기 등 도입 검토
※※장기요양급여 중 복지용구급여 비중 : (韓) 2.38%(’16), (日) 3.80%(주택개보수 포함, ’18)

■■ 가족 돌봄 내실화 추진
●●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보호사 현물급여*의 형평성 제고, 가족돌봄자 지원 서비스** 및 질 관리

대책 마련 등 ‘가족돌봄’ 지원체계 정비
* (가족요양비) 섬·벽지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월 15만원 현금 지급
(가족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요양급여 일부 수령
** 가족돌봄자 일과 돌봄의 병행, 휴가 등을 위한 단기보호 서비스 등

2-3-④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 장기요양시설의 감염 취약성 대응
●● 입소노인 간의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도록 침실 기준 개선, 1인실 설치 확대 유도 방안 검토

※※침실면적 기준 변경, 1인실 설치 확대 등은 시설 설치비용 및 이용자 본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연구용역,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신중 검토 필요
●● 지역사회 의료-요양기관의 감염관리 전달체계 구축 및 감염대응력 증진
--집단 돌봄 시설 평가점수에서 감염 예방·관리 평가 지표* 강화 및 배점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 유도
* 시설에 대한 48개 평가지표 中 4개 지표, 총 100점 중 7점으로 지표 강화 필요
※※(호주) 장기요양시설의 인증 평가 항목 중 감염관리 표준 인증(8개), 감염관리의 시설 서비스 질 관리
(7개) 등 15항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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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 공공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지속 확충(총 130개소, ~’22)
●● 장기요양재정과 인력 수급 상태 등을 고려한 집단 돌봄시설의 인력 배치기준의 점진적 개선 및

요양 인력 전문화 추진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장기요양인력의 다양한 자격과 직종의 적정 구성 방안 마련

※※’20년 적정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재정과 기관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한 점진적 개선 방향 검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에 치매 전문교육을 포함하는 등 요양인력 전문화 방안 추진
●● 입소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을 정비하고,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삶의 질 평가 강화
※※(예시) 미국 캔자스주(Kansas) 시설 평가도구 : 음식 메뉴, 식사 시간 및 장소, 취침 및 기상 시간,
목욕 방법, 일상생활 활동 및 일정 등에서 입소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평가

■■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
●● 요양시설 의료인(계약의사, 시설간호사) 간 스마트 협진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입소자의 상시적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시설 내 간호 인력을 확대*하여 중증 와상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실시
*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 입소자 30명당 1명 → 입소자 6명당 1명
●● 치매환자 케어에 적합한 별도의 시설·인력·서비스 기준을 적용,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치매

전담실 운영 확대(별도 수가 적용)
--향후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의 보편적 적용, ‘유니트케어*’화 등의

추진을 위한 정책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실시
* ‘유니트케어’ : 소규모 생활 단위로 시설 중심의 케어 방식이 아닌 노인 환자를 중심으로 두고 개인의
가치, 욕구 등을 존중해 주는 방식
※※일본은 2002년부터 개호보험복지시설의 유니트케어화를 전면 추진했으며, ’06년 14.8%에서 ’15년
40.5%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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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⑤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 이용 유도
■■ 의료-요양 기능 재정립 및 적정 이용 유도
●● 요양병원은 재활·아급성기 등 치료에 집중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일상생활 간호서비스를 강화

하는 등 기능 재정립 추진
●● 장기입원에 대한 입원료 체감제 강화 및 사전급여 제외, 장기입원, 경증에 대한 적용 축소 등 요양

병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검토(~’21)
--입원환자 등록시스템 구축, 세부처치 내역 수집 등을 거쳐 환자 분류 및 수가수준의 정기적 조정

기전 등 중장기 개선방향 마련(’22)
※※(예시) 요양병원별 기능이나 질병군별 별도 수가체계 마련 등

■■ 요양병원 기능 분화 및 전문화
●● 요양병원에서 노인의 다양한 수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회복·재활, 호스피스, 치매전문

병원 등 기능 분화 추진
※※재활의료기관 지정 : ’20.3월 26개 旣 지정 → ’26년까지 100∼150개소 확충 예정
※※치매전문병원 : 공립요양병원 중심 치매 전문병동 설치,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
※※호스피스 : 요양병원 기능, 환자특성에 맞는 호스피스 모형 개발 중(’20∼)
●● 요양병원이 질병군별로 보다 전문화된 의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

방안* 마련
* 뇌졸중, 치매, 중증신경근육질환(예. 루게릭병) 등 주요 질병군별 특성을 고려한 환자분류 및 수가체계 등

2-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1. 현황
■■ 고령자는 대부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나, 쇠약해진 고령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환경은 미흡
※※고령층의 거주 희망지(2019년 사회조사) : 재가 87.2%, 양로·요양시설 12.8%
●● 살던 주택이 노후화되어 집안에서 고령자 안전사고 다수 발생

※※노인가구의 64.1%가 20년 초과 주택에 거주(2018년 주거실태조사)
고령자 안전사고 중 62.5%가 주택에서 발생(한국소비자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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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거주주택에서 살기 어려운 경우의 주거 대안도 부족하여 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고령자 주거형태 : 자가 68%, 노인요양시설 2.8%, 공공임대주택 0.7%(2018년 주거실태조사)
※※전체 노인 중 요양병원 입원 노인 비율은 6.0%(’18년 평균 174일 입원)

■■ 고령자의 이동성·편의성을 제약하는 교통·정주환경 지속
●● 고령자는 긴 인지시간과 낮은 주행속도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며, 고령층 교통사고가

급속도로 증가
※※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건수 : (’09) 25,983건 → (’19) 40,645건
※※고령자 보행사고 사망자수는 10만명당 13.7명으로 OECD 최고 수준(평균 3명)
●● 대중교통 체제 미흡, 보행로 및 휴식 시설 등 보행 시설·서비스 부족은 고령층의 이동권 제약

요인으로 작용
※※고령자의 절반이상(53.3%)이 주변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음
외출시 이용하기 불편한 점은 보행로 > 공중화장실 > 휴게/편의시설 순(AURI, ’20)

■■ 한편, 수도권 거주 베이비붐 세대는 지방이전을 희망하지만, 취약한 의료·복지, 여가

문화·교육 여건, 일자리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
※※베이비붐세대 둘 중 하나는 수도권에 거주 중(48.3%, ’18)
※※지방으로 이주저해요인 : 의료복지 열악 33.4%, 문화·교육·체육여건 열악 21.7%, 가족 동거·근접지역
거주 10.7%, 일자리 확보 어려움 10.3%(국토연구원, ’12)

2. 추진방향
■■ 나이가 들어도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Aging in Community)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전반의 고령친화적 주거·도시 환경 구축
■■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정주 환경 조성
■■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 사회 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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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2-4-① 고령친화적 주택 공급 확대
■■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고령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문턱제거·안심센서 설치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고령자복지주택 및 리모델링 공급 (’25년까지 2만호)
--고령자복지주택 소득요건을 상향하여, 대상자를 기존 영구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까지 대폭 확대

※※(現)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인, 132만원) → (확대) 70%(1인, 185만원)
●● 고령자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제공
--방문의료·건강관리·돌봄서비스(지자체, 보건소, 복지관), 재가요양서비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제공
※※고령자복지주택과 서비스 연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확대
●● 고령자가 살던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추진
--고령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주택개보수 지속 지원

* 주택상태에 따라 수선유지급여(457~1,241만원) 및 편시설지원금(50만원) 지원 중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한 주택개조 지원 방안 마련

* 주택개조시 고령자의 인지상태까지 고려한 인지건강디자인 적용 방안 및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
확대 방안 검토
●● 고령자 주택개조 관련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추진
--노화대응 주택개조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현행 주거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주택개조 상담 및 안내 지원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고령자 주거모형 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 건강관리 및 돌봄·요양 등 고령자에게 필요한 복합서비스가 연계·제공되는 ‘(가칭)고령자 서비스

연계주택’ 모형 개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등을 감안하여 중산층 고령자의 주택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주거 대안 마련
※※’25년도 기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가구는 약 288만 가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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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고령자 서비스연계주택’ 주요내용 >
• (서비스) 전문 인력이 주택에 상주하면서 생활상담, 안부확인,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장기
요양, 건강관리, 여가문화, 외출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주택유형) 대도시형(100호내외), 도시근교형(20호내외), 농촌형(5-6호)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추진 가능

2-4-②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역 고령친화지표(Age-friendly index) 개발 및 평가 추진
●● 사회, 환경, 경제, 주거 등 각 영역에서 해당 지역의 고령친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복합지표

개발
[참고] WHO Global Age-friendly Cities 가이드라인
분야

주요 항목

외부환경 및 시설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제고

교통수단 편의성

이용이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고령자 사회참여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주거환경 안정성

고령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 실현

인적자원의 활용

고령자 욕구에 따른 자원봉사·취업기회, 시민참여활동 및 지역사회공헌

여가 및 사회활동

가족·사회·문화·종교·여가활동 접근성, 행정정보지원을 통한 사회적 소속감

존중 및 사회통합

고령자 이미지 향상 관련 교육·매체 활용, 고령자 역할을 통한 세대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고령자 특성 반영 다양한 정보제공체계, 정보접근성 강화

건강 및 지역돌봄

의료서비스의 충분성·적절성·접근성, 건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 가능성

●● 고령친화지표에 따른 평가를 활용하여 ‘고령친화지구’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뉴욕시 고령친화지구 : 매년 약 5억원 지원하고, 고령자 의견수렴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 ‘(가칭)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K-CCRC)’ 모형 개발 및 시범조성 추진
●● 대도시(수도권) 베이비부머가 이주하여 지역의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단지 모형 개발
※※LH 농촌유토피아 사업, 지방 대학 유휴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대학타운형, 커뮤니티 케어(주거+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모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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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일본 은퇴자를 위한 평생활약마을 개념 >

지역
건강증진 돌봄예방
건강관리

지역주민
(젊은층 등)

<평생활약마을>
참여
협동

지방대학

지역사회와 협동

참여

평생학습

상가 등
(지역주민도 이용)

제공
제공

참여
참여

치료/돌봄이 필요할 경우

취업, 자원봉사,
사회참여 등

돌봄센터
(종합재가센터)
운영 협의회
(주민자치)

요양/돌봄
독립주택, 서비스 주택,
요양시설 등

병원, 진료소
의료

--모형개발 후 유휴시설(빈집·상가 등)에 주택 및 생활SOC 등을 조성하고, 지역 기존자원 활용
--공공기관(LH 등), 민간기업, 지역공동체, 대학 등의 협업을 통한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방식 활용

2-4-③ 고령자의 교통복지기반 구축
■■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
●●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아닌 시간, 공간, 속도 등을 한정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여,

고령자 이동권 보장 강화

< 조건부 면허 유형 >
• (운전범위 한정) 시간대, 공간(자택에서 일정범위), 속도제한, 도로제한, 동승자 여부 등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운전 허용
• (차량 한정) 신체장애를 중심으로 장애에 따라 운전을 보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특수 차량이나 자동
긴급제동시스템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한정하여 허용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택시, 버스 등)* 확대를 통한 고령자 이동성 제고

* ’20년 60개 市에서 공공형 택시(버스노선이 없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 시행중이며 세종시 두루타버스, 서울 은평구 셔틀, 인천 영종도 I-MOD 서비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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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보급을 통한 농어촌 및 도서 지역 고령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 농어촌형 교통모델 운영 사례 >
• ’20년 82개 군에서 79개 군이 공공형 택시(5,389대)와 57개 군이 공공형 버스(297대)를 운행하며 교통
서비스 제공 중
• ’20년 100개 연안여객항로(준공영제·낙도보조항로 42개)에 여객선 160척을 운항 중이며, 여객선 미운항
73개 유인도서에 대한 해상교통권 지원 추진

■■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 고령자의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과 병원 등까지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고령화율 높은 지자체 등 우선순위에 따라 국비지원 추진

※※(’17) 1,299개소 → (’22) 2,107개소 → (’25) 3,000개소 이상
※※현재 지정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 전통시장, 병원 등도 포함
●● 고령자 통행 및 편의시설 제공, 다양한 안전시설물 설치, 제한 속도 탄력적 운영 등 고령자 친화적

보행환경 개선 추진
※※고령자 보행을 위한 표준화된 보행환경 제시, 고령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강화, 고령자
맞춤형 횡단시설 등

2-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1. 현황
■■ 대부분 살던 집에서 임종을 희망하나, 적절한 의료 서비스·돌봄 환경의 부재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
※※병원에서 사망이 77%, 집에서 사망은 14%에 불과(통계청, ’17)
※※의료기관 임종 이유 : 가정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불가(33%), 임종 돌봄에 불편한 주거환경(20%),
돌봄 인력 부재(19%), 임종 돌봄에 대한 불안감(16%) 등
●● 생애말기 고통 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임종 연장을 위한 의료 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과

간병 부담 가중
* 생애 마지막 1년 동안 평생 의료비의 약 20%를 지출(정형선 외,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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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생애말기 삶의 질 보장과 좋은 죽음(good death)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고령층은 죽음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나, 실제 죽음준비는 임종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

* 고령층은 ‘좋은 죽음’에 대해 ‘스 스로 죽음을 준비’(3.4점), ‘본인이 생사를 결정’(3.3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
●● 유산 등의 정리 및 생애말기에 대한 대비는 부족

※※고령층의 죽음 준비는 묘지(25%), 상조회 가입(14%), 수의(8%) 순이며 유서작성(0.5%), 죽음 준비교육
(0.4%)은 극소수에 불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

< 선진국의 좋은 죽음에 대한 정책 방향 >
• 영국 : 죽음의 질 지수 1위로, 과거 죽음 언급을 기피하는 문화가 있었으나 정부의 주도로 ‘생애말기돌봄
계획(’08)’을 실행하여 인식의 변화를 유도
• 생애말기돌봄계획에서 좋은 죽음이란 ① 익숙한 환경에서 ②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③ 가족·친구와
함께 ④ 고통 없이 지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

2. 추진방향
■■ 생애말기 환자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경감 및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웰다잉

지원체계 구축
■■ 생애 말기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3. 추진 과제
2-5-①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질 향상
●● 4개 질환*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을 WHO 권고**,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 악성종양, 심혈관질환(급사제외), 만성호흡부전, HIV/AIDS 등 13개 질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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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가정, 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정형·자문형 등 환자·가족의 선호를 반영한

서비스 확충
●● 유형·지역별 호스피스 수요, 병상 분포 등 지역불균형을 고려하여 공공 호스피스 제공기관 확대

추진
※※호스피스 총병상은 인구 100만명당 30병상으로 아시아 1위(대만)와 비슷한 수준이나, 지역별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률 편차 발생(전북 52.6, 충남 13.9 병상)
●● 완화의료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편* 및 전문직종별 서비스 표준 재정립

* 현장여건에 맞게 개정하고 실습교육 강화, 온라인 방식을 가정형·자문형, 소아청소년 등 추가교육 과정에도
적용

■■ 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 및 완화의료 체계 개편
●● 질환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생애말기 환자에게 모든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일반완화

의료 모델 개발
※※모든 의료기관에서 생애말기 환자 대상 임종돌봄, 통증관리 등 서비스 제공
--돌봄 특성에 따라 전문·일반완화의료 간 역할분담 등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및 서비스 시행

방안 마련
※※(전문완화의료, 입원형) 질환조절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말기 환자 대상
(일반완화의료) 통증관리, 신체·심리적지지 등 지역사회 임종돌봄 서비스 제공
●● 환자의 선호에 따라 익숙한 곳*에서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기요양

보험과 서비스·자원 연계 추진
* 호스피스 이용자의 돌봄 선호장소(’17) : 호스피스병동(53.0%), 가정(34.3%), 급성기 병동(10.1%),
요양병원(1.4%), 사회복지시설(0.5%) 등

■■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 인프라 확대·개선 등을 통한 연명의료결정

제도 연착륙 및 확산 추진
※※’20.9월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27개 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265개소 참여 중 →
’21.12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40개 기관 지정 목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소규모 의료기관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을 통한 제도 접근성

제고
●● 연명의료결정 상담 및 계획 등에 대한 수가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상체계 및 관리방안 마련
※※연명의료결정 지원에 대한 정규수가 도입, 상담·돌봄계획 표준 모형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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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②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 생애말기 돌봄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 생애 마지막 단계부터 사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생애말기 돌봄”

도입 추진
※※생애말기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능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영국의 6단계 생애말기 돌봄) ① 생애말기 선호 등 논의 ② 돌봄계획 수립 ③ 상황별 돌봄계획 조정
④ 양질의 돌봄 제공 ⑤ 임종돌봄 ⑥ 사별돌봄
--의료·장기요양·돌봄 등 다분야 협력 및 타 사업*과 연계를 통해 통증·증상 관리, 심리적·

사회적·영적 지원 방안 마련
* 장기요양보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등

■■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사회문화 조성
●● 사전장례의향서 및 유언장 문화 확산
--사후 요구사항을 담은 사전장례의향서, 자필 유언장 등의 유서 작성 문화,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검토
※※(영국 “Legacy 10”) 상속재산 10% 이상 기부 시 상속세율 10% 경감
●●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유언제도의 접근성 강화

방안 검토
■■ 생명존중, 죽음교육 생애주기별 시행 모색
●● 중고령자의 실질적 생애말기 준비·설계 교육을 평생교육과 연계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질적인 생애말기 준비·설계를

연계한 평생 교육 실시
●● 청년 및 청소년 대상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육
--대학교양과정에 지적 욕구가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죽음의 다양한 의미와 과정, 삶의 의미

있는 재구성 모색
--죽음에 따라 가족들이 겪게 될 충격 및 치유 등을 사례들과 함께 수업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살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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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 의사결정능력이 상실 또는 저하된 노인을 발굴, 성년후견제도 연계*를 통한 생애말기 돌봄, 의사

결정 지원
* 후견인의 의사결정 대행을 최소화하는 임의·한정·특정 후견 적극 활용
--특히 무연고 독거노인의 생애말기 재산관리, 웰다잉 의사결정 등을 지원, 사후 장례 및 재정적·

행정적 처리를 담당
* 현재는 사망 후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령」 제12조에 따라
별도 장례식 없이 화장장으로 처리

■■ 웰다잉 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 웰다잉의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추진
--국가·지자체의 웰다잉의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의무 제도화 추진
--종합계획 수립, 웰다잉 표준 교육·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병행

※※법제화를 위해 「노인복지법」 전부 개정 또는 (가칭) 「웰다잉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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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인력 감소와 인력 고령화를 유발하며, 사회 전체의 생산력 저하로 인한
부담 가중 우려 제기
* 생산연령인구가 ’20년대는 연평균 33만명 감소, ’30년대는 연평균 52만명 감소

• 한편, 청년들의 삶의 불안전성 증가, 여성과 신중년의 경제활동 참여 제약은 국민 모두의 역량
발휘를 저해
* 노동시장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경우 한국 국민총생산(GDP) 14.4% 증가 전망(골드만삭스, ’19)

•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파급효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 강화와 함께 인적
자본의 양적 확충 및 역량 제고 필요

■■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 불확실성 증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어떤 변화에도 대응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친 역량 제고
●● 기본적 교육비에 대한 공적영역 지원 등 모든 학생을 위한 공교육 책무성 강화 및 교육격차 완화
●● 평생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생애경력개발 경로를 구축하고,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누구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직업훈련 학습비 지원, 학습휴가

기반조성, 고령층 맞춤형 교육 패키지 개발 등 비용, 시간, 영역 등의 제약요인 완화
■■ 청년이 기회를 보장받고, 자립·결혼·출산 등의 중요한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 기반 강화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미취업 청년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다양한 영역에서의 창업

지원 확대 등 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맞춤형 임대 공급 확대 등 청년들이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청년 저축계좌 지원규모 확대 등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의 정책 참여기반 확대
■■ 의욕과 능력이 있어도 경제활동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여성이 출산·양육기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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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 여성 대상 직업훈련, 인턴십, 창업 전·후 지원 등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과학기술 등

유망분야 여성인재 진출 지원 강화
●● 신중년의 계속고용 지원 및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퇴직 후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및 사회

공헌 활성화

비전

영
역
별
핵
심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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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 교육 공공성 강화·격차완화
‣ 미래사회 대비 교육혁신
‣ 취창업 지원 등 전문인재로서 성장경로 구축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체계적 생애경력개발
‣ 평생교육·직업훈련 다양화·확대
‣ 누구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이행기 지원

‣ 안정된 삶의 여건을 위한 일자리 및 주거 안정 지원
‣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 경력유지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창업 지원
‣ 미래 여성핵심인력 양성 기반 구축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퇴직 후 전문성 활용 기회 및 신중년 사회참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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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1. 현황
■■ 급속히 진행된 저출산 현상은 초등학교~대학교까지 포괄하는 학령인구(6~21세) 감소를

초래했으며, 동 추세가 지속될 전망
< 학령인구 추이 >
초등학교(6~11세) (만 명)
330
206
170
213
550

1967

281
270

541

1977

중학교(12~14세) (만 명)

고등학교(15~17세) (만 명)

대학교(18~21세) (만 명)

344
304
278

247

250

197

264

218

210

482

172
139

382

381

1987

1997

2007

262

180

272

138
133
206

145
87
92
208

136
105
101
183

124
87
84
153

2017

2027

2037

2047

2057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국가통계포털, ’20.5월)

●●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인적자원을 다수 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성장을 이끈

전략*이 지속되기 힘듦을 시사
* 1970∼2010 우리 국민소득 연평균 성장률 6.9% / 이 중 취업자 수 증가가 1.9%p, 교육수준 향상이
0.9%p 기여(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KDI, ’12)
●● 또한, 학생 한명 한명의 가치가 중요해지므로, 소수가 아닌 모두의 역량제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과도한 경쟁 초래 요인 해소** 필요
* 생산성은 집단의 산물이며, 소수 인재 의존시 사회 생산성 제고에 한계
** 진학희망고교 유형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 일반고 27.8, 자사고 47.6, 과학고·영재고 44.4,
외고·국제고 45.2(201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교육부)

■■ 학령인구 감소라는 환경변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기술혁신은 미래형

교육체계로의 변화를 요구
●●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부분 인재양성 방안을 포함

*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17), 영국 상원 인공지능 전략 보고서(’18), 미국 AI 이니셔티브(’19),
일본 AI 전략 2019(’19) 등
●● 우리 역시 교육정보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러 부문에서 부족
* 에듀넷 개통(’96) 및 에듀넷·티-클리어로 개편(’16),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발표(’11), e학습터 개통(’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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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의 디지털기기 활용빈도는 30개국 중 29위, 디지털기기 활용 역량은 32개국 중 31위(한국교육
학술정보원, ’20)
• 초·중학교 6,542개교에 무선인프라가 구축(구축율 68.9%, ’19.8월 기준)되었으나, 일부는 여전히 느린
속도와 끊김현상 발생(국회입법조사처, ’19)

■■ 우리나라 성인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위)
●● 하지만, 높은 교육수준에도 청년 취업난은 계속되며, 사회수요에 적합한 인재양성에 한계가 있고,

과잉학력이라는 지적도 제기
< 고등교육 이수율 (2019년) >
한국

< 교육단계별 성인 (25~64세) 고용률 >
(단위: %)

OECD 평균

69.8

구분
50.0
45.0
39.6
24.4

구분

고등
학교

전문
대학

대학

전체
단계

한국

72.2

77.0

77.0

74.0

OECD 평균

76.3

81.9

84.3

76.9

한국

72.4

77.0

76.7

74.1

OECD 평균

76.1

81.6

84.2

76.7

’19

28.3

’18

25~34세

55~64세

25~64세

●● 일·학습 병행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25~29세 취학률이 낮은 상황

※※24세까지 취학률은 높으나, 25~29세는 8.3%로 OECD 평균(15.7%)보다 낮음(’18)

2. 추진방향
■■ 기본적 교육비에 대한 지원 강화, 고교 체계 및 대입전형 개선 등 모든 학생을 위한 공교육

책무성 강화 및 교육격차 완화
■■ 교육과정, 학생과 교원의 역량 강화, 교육환경 등 포괄적 영역에서 미래형 교육체제 기반 마련
■■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사회인으로 성공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성장경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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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3-1-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격차 완화
■■ 기본적 교육비에 대한 공적영역 지원과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 (교육활동지원비) 학생 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목 중심의

교육급여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21)
--이와 함께, 새로운 교육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보장수준 강화

기존
지원 항목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부교재, 학용품비
연간 지원금

‣ (초) 206천원 ‣ (중) 295천원
‣ (고) 422.2천원

개편
지원 항목

‣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 고교 입학금·수업료 등 무상

연간 지원금

‣ (초) 286천원
‣ (고) 448천원

‣ (중) 376천원

●● (교육복지 안전망)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 교육지원청에 ‘(가칭) 교육복지안전망’ 구축(’21년 43개 시범 운영)

■■ 고교 입학과 관련된 학교체계 및 대입전형 개선
●● (고교 서열화 완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2월) 내용에 따라, ’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
●● (대입전형 개선) 학생부 비교과 영역 축소 및 자기 소개서 폐지,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 등

전형자료 개선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확대(10% 이상), 수도권대학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등 사회통합

전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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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②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혁신
■■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기반 조성
●● (교육과정 개편) 미래의 핵심역량, 새로운 수업 방향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으로 학교교육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
--학교급별로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여건 마련
※※국가교육과정 개정 기초연구(’20) → 주요 개정사항 발표(’21) →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22) →
단계적 적용(초 : ’24, 중·고 : ’25)
●● (고교 학점제 도입)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토대로, 연구·선도학교* 운영,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 등 다양한 모델 확산
* 연구학교 : (’19) 102 → (’20) 128개교 / 선도학교 : (’19) 252 → (’20) 604개교

< 고교학점제 관련 검토사항 (안) >
• (학점제형 교육체제) 고교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 총 이수 학점 적정화, 학생 선택 중심
과목구조 개편 등
• (자기주도적 학점 이수 지원) 학생 수요기반 과목개설, 개인별 시간표 편성 등
• (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활용, 교과 순회교사제 도입,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과 연계) 등

--마이스터고 1학년부터 학점제를 우선 도입(’20.3월)하고, 특성화고 및 일반계고에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20) 마이스터고 → (’22) 특성화고 도입·일반고 제도 부분도입 → (’25) 전체 고교

■■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활동기반 조성
●●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콘텐츠·학습관리시스템·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하여, 초·중·고에서

사용 가능한 플랫폼 구축
※※(’21.6월) ISP 수립 → (’22) 구축 → (’23) 서비스 및 고도화 → (’24) 최종개통
--AI 및 축적된 학습데이터(학습자 특성, 학습시간, 출결 등)를 기반으로 학습자별 수요에 기반한

콘텐츠 제공 등 맞춤형 교육 실현
●● (교사역량 개발 플랫폼 구축) 미래에 요구되는 교사 역량을 개별 교사가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 제공 시스템 구축 추진
※※교원 연수 시, 학습자 정보·학습 패턴·학습이력 등을 분석하여 학습자 맞춤형 큐레이션 및 이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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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첨단기술 체험) 청소년들이 우수 숙련기술과 첨단기술을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 잡월드 연계 체험관 운영
■■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
●● (그린 스마트 스쿨)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하여 기존 획일적인 학교 공간을 미래교육 지원 및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공간으로 전환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제공, 첨단기술 기반의 ICT기반의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및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 조성
※※디지털기기, 교수학습플랫폼 등 스마트 교육 지원 인프라 및 학교 단열성능 개선,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 설치 지원
< 그린 스마트 스쿨 관련 참고 사례 >
• 서울 창덕여중 : ICT 교육환경 구축(태블릿 PC 활용 전제 컴퓨터실 재구조화, 테크매니저를 통한 교실
수업 지원), 로비공간에 휴식 및 체육활동 공간 조성
• 충남 정산중 :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액티브 기술 활용, 총 에너지 사용량의 40~60% 자체 생산(지열 및
태양광 활용)
• 인천 서흥초 : 학교구성원과 마을주민이 공간조성에 함께 참여, 학생·주민을 대상으로 목동·도예·도시
농업 등 프로그램 제공
⇒⇒동 사례들과 교육부·교육청 협력을 기반으로, ’25년까지 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등 총
18.5조원을 투입하여, 전국 노후학교 2,835개동 개선 계획

3-1-③ 전문인재로서의 성장경로 구축
■■ 진로교육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진로교육 강화) 진로집중학기제(중 3학년 2학기, 고 1학년 1학기) 등 학교 진로교육 강화, 커리어넷을

통한 온라인 진로심리검사·상담 제공
●●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확대 등을 통해 고졸 채용·후학습 우수

기업 지속 발굴
※※’22년까지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30개 인증 목표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배치(’22년 1,000명 누적 배치 목표),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운영(’20~) 등

일자리 정보 발굴·제공 지속 추진
●● (공공부문 고졸일자리 확대)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고졸 채용을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발굴

*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 (’19) 10 → (’20) 13 → (’21) 16 → (’22) 20
지방직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 (’19) 23 → (’20) 25 → (’21) 27 → (’2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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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취업 학생 초기안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학생들의 초기안착을 위해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20년은 1인당 4백만원)
■■ 사회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연계
●● 기업수요에 토대하여 대학이 신산업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지원(’21년 40개

대학으로 확대 목표)
--산업계 직무분석을 토대로 대학·기업이 연계된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협약반* 운영
* 신산업분야 신규협약반 40개 내외 신설(일반대 20개교, 전문대 20개교, ’20.6월 기준)
●● 조기 학위취득과 입직 기회 가능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단기수료 과정부터 석사

과정까지 가능한 ‘(가칭) 마이스터 대학**’ 도입 검토
* (1학년) 기업 맞춤식 전공 집중기본교육 + (2학년) 현장실무교육
→ 필요시 1·2학년 집중이수를 통해 2학년 과정을 6개월로 단축·운영
** (’20) 제도도입 연구 → (’21) 시범운영 검토 → (’22) 법령 등 제도정비
●● 폴리텍 등 연계 신기술 중심 학위 및 자격취득·훈련지원*, 취업 후 기업·대학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IPP형 일학습병행 과정** 활성화
* P-TECH 일학습병행 참여 확대 : (’19) 23개 → (’20) 35개 → (’21) 50개
** IPP형 일학습병행 과정 : ’20년 36개 대학 운영
--거점 대학 등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훈련기관 등에 개방·공유하여 디지털 융합 프로그램

제공
※※대학·훈련기관 등 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종사자와 채용예정자 대상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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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1. 현황
■■ 기대수명 상승 에 따 라 개인차 원에서는 늘 어나는 삶 의 기간 을 의미있게 보내며,

소득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능력개발이 중요한 과제
※※기대수명(약 83세)과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연령(약 49.4세) 차이로 퇴직 후에도 소득활동 필요
●● 국가차원에서도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생산 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개인 생산성을 제고 하는 것이 필요
* ’20년대는 연평균 33만명 감소, ’30년대는 연평균 52만명(인구추계, 통계청, ’19)
●● 기술혁신은 일자리와 직무 변화를 유발하고 그에 맞는 능력*을 요구하므로, 평생에 걸쳐 역량을

개발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
*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기술혁신으로 일자리가 변화되고(WEF, ’16), 분석적·인지적·사회적 숙련
같은 직무역량이 중요해짐(Eberhard et al., ’17)

■■ 실제 평생교육·직업훈련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등교육 수준의 질 높은 교육·훈련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요구도 증가*
* 25세 이상 성인은 76.1%가 대학평생교육에 참여의사(한국교육개발원, ’18)

• 평생학습 참여율 : (’16) 35.7 → (’17) 35.8 → (’18) 42.8 → (’19) 43.4%
• 직업훈련 참여(구직자·실업자) : (’05) 108 → (’15) 272 → (’18) 277천명
• 직업훈련 참여(재직자) : (’05) 2,425 → (’15) 2,800 → (’18) 2,940천명(공통법정훈련 제외)

●● 하지만, 다양한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자료와 학습이력 공유가 부족하여, 개인의 체계적

학습과 이력관리에 한계 노정
●● 또한, 운영기관·프로그램 내용·제공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개인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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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대학 평생교육기능이 약하며, 사내대학·민간학원 등은 각종 규제로 역할에 한계, 직업훈련기관의
약 98.8%(’19)가 민간기관이나 많은 경우 정부지원에 의존
• 내용 : 평생교육은 문화예술·인문교양 중심이며(2019년 평생교육백서 기준 24,720 프로그램 중 85.1%인
21,037개), 직업훈련은 신기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부족
• 방법 : 대부분 집체 학습·훈련 중심(2019년 전체 훈련기관 중 원격기관은 4.7%)

■■ 시간 및 비용상 제약, 직장과 학업 병행의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성인들의 평생학습·훈련

참여 불충분
< 평생학습 불참요인 (2019 평생교육백서) >
남성

69.6

여성

(단위: %)

46.4

19.0

17.7
12.9

5.8

직장업무로 가까운 거리에 가족부양에
시간부족
교육훈련
따른
기관 부재
시간 부족

9.412.0

동기,
자신감
부족

8.810.2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

7.8 7.2

4.9 6.8

3.6 5.4

1.4 1.6

1.3 1.6

0.4 0.7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함께 배울
친구가
없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내용
불만족

교육시설
불만족

기타

●● 또한, 성·연령·학력·소득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참여율에 격차 발생

< 평생교육/직업훈련 참여율 격차 >
(단위 : %)

평생 교육

직업 훈련

‣ 여성(42.6) / 남성(40.8), 25~34세(50.6) / 65~79세(32.5),
서울·광역시(42.7) / 농어촌(37.9)
‣ 월소득 500만원이상(46.6) / 150만원미만(30.5),
대졸이상(51.4) / 중졸이하(29.1)
‣ 재직자 : 대규모기업(300인 이상 28.7), 남성(60.3), 20~40대(81.6)가
상대적 다수
‣ 실업자 : 여성(64.0), 20~30대(60.2), 고졸(42.8)이 상대적 다수
직업능력개발혁신방안 (2019 평생교육백서, 일자리위원회 참고)

●● 특히, 고령층 대상 평생교육·직업훈련은 은퇴 후 삶의 기간 증가에 따라 강조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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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방향
■■ 평생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생애경력개발 경로를 구축하고, 개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학습자의 개인별 수요와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

다양화
■■ 비용, 시간, 영역 등의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권리 보장

3. 추진 과제
3-2-①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
■■ 체계적인 학습·훈련 이수체계·경력경로 설정
●● 체계화된 학습순서(교과목, 훈련과정 등)를 제시한 이수체계도를 구축하여, 개인 역량과 학습목적에

맞는 교육·훈련경로 설정 지원
--우선, 학점은행제 전공별 교육과정(’20년 총 227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체 이수체계도 제시

(’21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중장기적으로, 국가역량체계(KQF)에 기반하여 개발한 분야별 학습-훈련 연계기준을 바탕으로

직업훈련과정과 연계

• 국가역량체계(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현장경력·교육훈련 이수결과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
--177개국에 구축되었거나 구축 중(UNESCO 보고서, ’15)이며, 학력 외 다양한 능력의 평가·인정이 가능
하게 되어 평생에 걸친 경력관리와 역량개발 가능

●● S/W 분야 시범사업(’20~)을 통해 학력-교육훈련-자격-경력 등가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도출하고,

타 분야로 확대하여 국가역량체계 구축
--산업계 주도 산업별 역량체계(SQF) 구축·활용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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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및 플랫폼 간 연계강화
●● 온라인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력을 관리하며, 학습결과 활용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마련

(‘(가칭)평생배움터’, ’21년 ISP 수행 예정)

‣ 각 플랫폼의 콘텐츠 정보를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민간 콘텐츠도 탐색·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기반 개방형 체계 운영

컨텐츠 제공
학습이력 관리

‣ 각 플랫폼에 산재된 개인 학습결과를 평생배움터를 통해 연계·공유
‣ 학습이력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자 수요에 맞는 학습경로 설계·제공

학습결과 활용

‣ 콘텐츠 이수 결과를 학점·학위 취득에 활용하거나 취업·고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정보 관리·제공 지원

--메타데이터 기준(학습분야, 난이도, 커림큘럼 등) 개발을 통해, 민·관 컨텐츠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류·탐색·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24~)
●● 교육부 소관 평생학습 플랫폼간 연계를 확대(~’22)하고, 지자체 평생학습 플랫폼(다모아평생교육

정보망)과 연계 강화(’22~)
--개인 동의를 전제로, 각 부처 소관 플랫폼* 보유 평생학습·직업 훈련 콘텐츠 정보와 개인별

학습이력 공유(’22~)
* 고용부(HRD-NET, STEP), 인사처(국가인재개발플랫폼), 과기정통부(K-클럽) 등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협력체계 강화
●● 계획 수립시 연계 활성화 및 협의체 운영 등 평생교육진흥과 직업능력개발 관련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

중앙정부

중앙-지방

‣ 차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수립시 정책방향 공유(’23∼)
‣ 장기적으로 합동계획 수립 추진
‣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의 평생교육 책무성 강화 및 상호소통·연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21∼)
‣ 평생교육협의회·인적자원개발위원회 협의회 개최 등 지역별 협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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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② 평생교육·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
■■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 (역량이수제) 장기 교육과정(4년 학사과정 등)을 단기(3~6개월)에 이수 가능한 콘텐츠군(群)으로

재구성한 모듈형 학습과정 도입(’21~)
--성인학습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하며, 과정 종료 후 역량

인증(해당 지식·기술 보유 인정 이수증 발급)
●● (성인 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기간의 다변화 (다학기제, 집중

이수제), 원격교육 활성화 등 추진

< 원격교육 활성화 방안 >
• 성인 학습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원격대학 학위과정 다양화를 추진(’20∼)하고, 원격대학의 일반·
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검토
• 정원 범위내에서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 운영방식(현재 통합반만 운영가능하나 운영방식 대학 자율설정)
자율화(’21∼)

■■ 민간의 직업훈련·평생교육 기관 활성화
●● (성과기반 훈련기관 지원) 지원대상 훈련기관 인증 단계에서 직업 훈련 성과(이수 후 취업률 등)

반영
--직업훈련생 모집 시 우수훈련기관에 선발권 부여 및 훈련과정 심사 시 물량 자율권 부여 등 자율성

강화(’21∼)
●● (중소기업 사내대학)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이들 기업내 학점인정 가능 평생

교육과정(대학에 위탁 운영) 허용 추진(’22~)
※※중소기업이 연합하여 종업원 200인 이상 충족 시 사내대학 설치 가능

■■ 직업훈련 프로그램·콘텐츠 확충 및 제공방식 다양화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민간 훈련기관의 열악한 비대면·

원격훈련 수행 여건 개선
* 2단계(∼’20.12월) : 모바일 앱, 실시간 강의 기능, 콘텐츠 저작도구 등
3단계(∼’21년 계획) : 개인 맞춤형 훈련 추천, 문제해결훈련 시스템 등
-- 「스마트혼합훈련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훈련기관에 민간 LMS 공급 등을 통해 스마트 혼합

훈련 활성화(’20년 1천개 → ’21년 3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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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직업능력개발 콘텐츠 개발 확대 및 자체 콘텐츠 제작 지원 등으로 훈련 운영의 양적·질적

성장 지원

• 민간에서 자유롭게 원격·혼합훈련 과정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이러닝,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물량·범위 확대
※※現 연간 이러닝 100개, 가상훈련 10개 콘텐츠 개발(NCS 3∼4, 기술·공학 위주) → 改 연간 이러닝
300개, 가상훈련 30개 콘텐츠 개발(수준 및 분야 다양화)
• 민간의 기관별, 과정별 특색에 맞는 자체 콘텐츠 개발역량 제고
• 전통산업과 디지털 신기술을 연계한 융·복합 훈련제공, 사업주 훈련 등 재직자에 대한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 실시

--학습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장기적 온라인 프로그램 뿐 아니라 바이트사이즈

(bite-size) 컨텐츠도 활성화

■■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격차 해소
●●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확대 운영 등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문해교육 지원
※※성인문해능력조사를 통해 문해능력·교육수요 파악 → 교수·학습자료 제작·보급
●● 원하는 국민 누구나, 디지털 기본 역량부터 생활·중급 교육까지, 집 근처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교육 제공

진단 도구
개발

‣ 개인 맞춤형 교육 및 콘텐츠 제공을 위해 학습자의 디지털 역량 수준
측정 위한 진단 시스템 개발·활용(’21∼)

콘텐츠
개발·보급

‣ 학습자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20∼, 매년 32종)

프로그램
제공

‣ 주민센터·도서관 등 생활SOC 활용 디지털 배움터 운영(연간 1,000개소)
‣ 스마트폰 등 활용법, 기차표 예매·모바일 금융 등 다양한 교육 제공

--AI·SW 디지털 융합교육을 STEP 등 플랫폼을 통해 제공(’20~)
--연수를 통해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있는 퇴직고령인력을 활용하여, 고령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만 50세 이상 재직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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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③ 누구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비용】 평생교육·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학습비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모든 국민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제공하여, 직업훈련 대상 확대(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참여시 50만원(K-Digital credit) 추가 지원(’21~)

<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요 >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 제외)
• (지원규모)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100% 지원
• (활용처) 고용부로부터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

●●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 성인학습자가 더 많은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의 인당

지원액을 확대(’21~)
※※(현재) 최대 35만원 → (개선) 기본 35만원, 최대 70만원
●● (학자금 지원 확대) 대학본부 차원에서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한 모듈화 교육과정 이수 시,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24~)
※※학자금 지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 【시간】 원하는 시기에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학습휴가 기반조성) 학습자가 학습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 기반조성(’24~)

• 평생교육법 제8조에 학습휴가가 명시되어 있으나(기관장 및 경영자는 평생학습 휴가실시 또는 학습비
지원 가능) 선언적 규정 성격으로 활성화에 한계
• (주)NE능률(5년마다 10일 유급휴가 및 학습비 등 지원 / ’19 고용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휴넷(5년마다 1달의 유급휴가 제공) 등에서 운영

--지자체 표준조례안* 마련, 중소기업 유급휴가 훈련지원 등을 통해 학습휴가 도입·운영 확대 유도

* 독일은 거의 모든 연방 주에서 교육휴가에 관한 법령구축(통상 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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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학습 순환제) 재직자의 학습휴가 기간중 취준생·실업자가 대체 근무로 경험을 쌓는 ‘일-학습

순환제(Job-Rotation)’ 도입 검토(장기)
■■ 【대상】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고령층 교육 제도화 추진
●● 은퇴 후 자존감 유지·고립감 해소 등을 위한 노인교육 강화 관련 사회적 논의 진행 및 교육 패키지

개발·기관발굴 추진

제도화 방안
논의

‣ 정책연구,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 진행(∼’21)
‣ (참고) 대만, ’08년부터 4년 주기 ‘노인교육 중장기 방안’ 수립

교육 패키지
개발

‣ 학력·소득·생애이력 등이 상이한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교육 패키지 개발

기관 발굴

‣ 다양한 노인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기관 기능 개선
및 새로운 기관 발굴 추진
‣ 평생교육시설 기능 확대, 폐교 활용, 대학 개방 등 검토

3-3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이행기 지원
1. 현황
■■ 최근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청년 일자리 및 주거현황 또한 악화되고

있는 추세
●● 고용률·실업률 등 각종 지표에서 청년의 상대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 중

청년층(15~29세)의 ‘쉬었음’ 규모도 증가*
* 청년층 ‘쉬었음’ 추이(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6.8월) 241천명 → (’17.8월) 294천명 → (’18.8월)
315천명 → (’19.8월) 378천명 → (’20.8월) 467천명

< 고용률·실업률 등 최근 고용동향 (통계청) >
구분
고용률

실업률

2019년 10월

2019년 12월

2020년 8월

2020년 10월

전체

61.7%

60.3%

60.4%

60.4%

청년층

44.3%

43.8%

42.9%

42.3%

전체

3.0%

3.4%

3.1%

3.7%

청년층

7.2%

7.3%

7.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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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독립과 가족형성 장애요인으로 주거문제가 꼽히며, 부모 지원이 없는 경우 주거빈곤 및

주거비 과다지출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음

< 청년층 주거문제 관련 현황 >
•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청년가구 비율은 9.0%(수도권은 11.3%) 수준으로 일반가구(5.3%)보다 높음
• 청년가구 월세거주율도 50.2%로, 일반가구 34.8%보다 높음
•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20.1%로 일반가구(15.5%)에 비해 높으며,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도 82.7%(2018년 주거실태조사)

■■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안정적 삶의 기반을 구축하기 어려운 한편, 부채·연체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증가
●● 자산 중 부채 비중에서, 전체가구는 큰 변동이 없으나, 청년가구는 ’17년 35.9%에서 ’19년

41.2%로 증가 추세
※※자산 중 부채(일반가구 / 청년가구) : (’17) 23.6% / 35.9% → (’18) 23.4% / 38.7% → (’19) 23.6% /
41.2%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사회 전반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 수렴 및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미약했다는 지적도 제기
●● 특히 N포세대 등 기성세대 관점 위주가 아닌, 청년 스스로의 담론 형성 및 권리 보장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부재
■■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청년지원 부분도, 청년 삶 전반을 다루지 못하고

협의의 지원만 이뤄졌다는 지적도 존재
●● 이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며*, 삶의 단계의 원활한 이행이 어렵다는 문제 해소에

불충분
*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10개월이며, 3개월 미만인 비율은 49.2% 수준(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5월)
●● 첫 직장 입직 및 사회진출 지연이, 장기적인 노동성과뿐 아니라, 출산율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존재
* 첫 직장 취업연령이 1세 낮아지면 첫 아이 출산확률은 1.9% 상승(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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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방향
■■ 청년이 기회를 보장받고, 자립·결혼·출산 등의 중요한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 기반 강화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진입 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 청년들이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청년의 안정적 소득 보장 및 삶의 여건을 개선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자산형성 등 생활

지원 및 정책 참여 확대

3. 추진과제
▶▶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및 삶의 질 개선과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계

3-3-① 청년의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
■■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 (핵심인력 양성) 혁신적 방법을 가진 기업-대학-민간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K-Digital Training)
※※기존 신기술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통합·재편하여 디지털·그린분야 핵심실무인재 특화사업으로 추진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 신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실전형 전문인재 양성
--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도록 주력산업분야 청년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AI교육 실시
--신진예술가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등 차세대 청년문화·예술인력 육성 지원 확대
●● (진로탐색 강화)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진로를 설계하는 기간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 활성화*

지원 지속 확대
* (예시) 대학 진로탐색학점제(’20년 10교 / 4억 → ’21년 20교 /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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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 관련 지표개발) 청년들의 구직 관련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황파악 지표개발
■■ 청년 고용지원 및 적합 일자리 발굴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인건비(1인당 3년

최대 연900만원) 지원(~’21)
※※(’18) 9만명(3,416억원) → (’19) 20만명(8,907억원) → (’20) 29만명(9,919억원) → (’21) 38만명
(1조 2,018억원) / 예정)
--이후, 기존 청년 고용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각지대 해소방안 검토
●● (청년구직활동지원)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프로그램 연계 및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편입 예정
(15∼64세)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 120% 이하 / 월 50만원 x 6개월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요 >
• 현재 ①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② 만 18∼34세 청년이며, ③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생애1회, 졸업·중퇴후 2년 이내, 희망시 고용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제도(청년) :
재참여 가능(3년 이후), IAP 수립·상담강화·직업훈련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일자리 발굴) 디지털·언택트 사회로의 전환 추세를 반영하여 디지털 일자리* 등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 청년 디지털 일자리(IT활용직무 청년채용 중소·중견기업 대상 월 180만원 × 6개월), 뉴미디어 활용
일자리 및 영화인 직업훈련 등

■■ 청년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등 재창업 지원을 위해 교육 및 멘토링 추진
●● (분야별 창업 지원) 각 부처 및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창업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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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청년 창업지원 사례 >
• 민간주도형 창업지원 : (’20) 신규 300팀, 199,992백만원 → (’21 계획) 신규 400팀, 211,257백만원
•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탐색지원 : (’20) 98팀, 9,212백만원 → (’21 계획) 125팀, 11,750백만원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 (’20) 75팀, 2,000백만원 → (’21 계획) 100팀, 2,550백만원
• 청년두레 지원 : (’20) 56개, 504백만원 → (’21 계획) 78개, 702백만원
• 청년 식품창업지원 : (’20) 30팀, 240백만원 → (’21 계획) 40팀, 320백만원
• 환경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 (’20) 6,000백만원 → (’21 계획) 11,250백만원
•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지원 : (’20) 1,710백만원 → (’21 계획) 2,560백만원

■■ 청년 직장문화 개선 및 산업안전 강화
●● (청년친화 직장문화) 공정채용·직장내 괴롭힘 근절 등 청년친화 직장문화를 확산하고,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을 통해 기업 및 채용관련 정보 제공
●● (산업안전) 위험의 외주화 등 청년취업자 안전문제에 대한 개선사업 추진

3-3-②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 기반 마련
■■ 청년의 주거빈곤 사각지대 해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45% 이하)의 20대 미혼청년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21~)
※※(現)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상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주거지)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
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음

■■ 청년가구 대상 공급확대 및 임차지원
●● (청년 맞춤형 임대 24만호 공급) 청년 행복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이 선호하는 곳에 저렴하게 제공(’21~’25)
※※특히, 일정 물량은 청년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형, 기숙사형, 역세권 리모델링형 등
청년특화형 주택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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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특화주택 공급 유형 >
청년 행복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역세권 리모델링

일자리 연계형 및
노후청사 복합개발

서울·지방주요대학 인근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오피스·숙박시설 등 매입·리모델링

4.89만호

0.8만호

2만호

●● (청년 임차가구 금융지원 개편 확대) 임차주택 거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위해 전·월세

청년금융지원 강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청년금융지원 상품 지원확대로 ’21
∼’25년 간 청년 40만 가구 금융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및 보증료 인하율을 조정하여 지속 추진(’21∼)
--공실 오피스·상가 주거용도 전환 융자 지원 신설

3-3-③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 하는 제도로서 청년을 위한 제도 확대

<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
• 정규직 신규취업 청년(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이내),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2년형 만기 1200만원
(청년300 + 기업300(정부지원) + 정부600)
• (’19) 9,971억원 → (’20) 1조2,820억원 → (’21안) 1조4,017억원

●● (청년저축계좌) 청년의 첫 출발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 등 확대

< 청년저축계좌 개요 >
• (내용) 차상위층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 (지원규모) 본인 10만원, 국가·지자체 30만원 매칭 → 3년 후 1,440만원
- (’20) 5천명, 73억원 → (’21) 13천명, 279억원
• (지자체 유사사례) 중위소득 80% 이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5, 10, 15만원 / 2년, 3년 선택, ’20년
3천명, 5년간 8천명), 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 청년노동자 통장 (2년, 매월 10만원, 경기도 + 580만원
(100만원 지역화폐)

--통장 가입대상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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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 및 부채경감) 햇살론 유스youth 공급을 통해 미취업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 및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완화

< 햇살론youth 개요>
• (대상) ①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면서 ②만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한도) 최대 1,200만원(반기당 300만원)
• (금리) 연 3.6∼4.5%(보증료율 포함)
• (기간) 최장 15년(상환기간 7년, 거치기간 8년)
• (지원실적) ’20.1월 출시 후 8월까지 3만여건, 1,000억원 공급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실직·폐업자를 특별상환유예대상*에 포함

* 3년간 상환유예 후 4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 (재무·금융교육) 금융지식 부족으로 인한 금융사기 대처 포함,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대상

재무·금융교육 추진
■■ 청년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보장
●● 졸업·취업 등으로 정신건강 위험도가 증가한 청년을 위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조기중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등을 통한 재발방지 지원 강화
■■ 청년의 정책결정 참여와 사회참여 확대
●●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청년기본법」 시행*(’20.8.5)따라 정부(중앙·지방)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청년 대표성 제고
*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확대)에 따라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소속 위원회 중
청년위촉 위원회 범위 및 위촉 비율 확정 필요
●●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 향상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책정보·청년학습공간·정책상담 등이 통합

제공되는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운영
--중앙·지자체별 다양한 청년정책 탑재, 지역별 스터디룸 등 청년 학습공간 이용정보 제공 및 예약

가능시스템 구축
--워크넷과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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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1. 현황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양육기(35~39세)

성별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31.7%p) 지속
●● 비취업 여성 중 절반 (50.5%)이 육아 등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M-curve) 심각
* 경력단절 사유 : 육아 38.2%, 결혼 30.7%, 임신·출산 22.6%, 가족돌봄4.4% 순 (통계청, ’19)

< 성/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 2009/2019) >
2009 남성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76.7
76.3
76.2
52.9
52.1

2019 남성

44.6
44.0

15~19세

20~24세

2019 여성

93.5

94.1

93.0

90.5

90.6
67.2

93.4

93.6

92.8

65.4

68.8

90.1
69.7

64.2

65.3

61.7

69.1

56.3

52.1
9.0
7.6
7.5
4.9

2009 여성

92.0

86.6
82.6
62.9

54.4
50.7

60.7
52.0

33.6
27.5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 고용률 (71%) 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여성 인재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제약되는 상황
●● 경력단절 여성은 노동시장 재진입에 소요되는 시간(평균 7.8년)이 길고, 재진입 시 생계형 일자리로

하향 진입하여 노동 지위* 급락
*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에 비해 평균임금 27만원 감소, 임시근로·소규모 사업체 근로 증가(여가부, ’19)
●● 지식과 능력을 갖춘 여성의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개인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
※※성별 대학진학률 : 여성 73.8%, 남성 65.9%(교육통계연보, ’19)
* 노동시장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경우 한국 국민총생산(GDP) 14.4% 증가 전망(골드만삭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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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별 여성 고용률 (25∼34세, 2018년) >
중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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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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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전문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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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평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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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ducation at a Glance 2019. 25~34세 여성 (OECD, ’19)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지속
●● 경력이 단절된 이후의 재취업은 고용이 단절되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경험 등 개인의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
■■ 제4차 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속히 변화하는 노동환경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
●● 전문성이 높을수록 빠른 기술발전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부정적 영향력이 커 업무복귀가 어렵고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직 연계에도 한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여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등 일자리 대변화 예측 (세계경제포럼, ’16)

2. 추진방향
■■ 여성이 출산·양육기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정책 강화
■■ 경력단절 이후에는 경력단절에 의한 손실 최소화를 위해 조기 상담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여성 특성을 고려한 창업 지원 강화
■■ 산업변화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미래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여 여성핵심인력 성장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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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과제
3-4-①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정책 강화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 지원) 일하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기에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일

센터의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확대
--(재직 여성) 임신·출산·육아, 가족돌봄을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대상노무, 심리상담, 경력

개발, 코칭 등 전문상담 지원
--(청년 여성) 구직을 준비하는 대학생 및 특성화고 학생 등을 위한 진로 설계, 경력개발 코칭,

고충·노무 상담 확대
--(기업문화 개선) 기업의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워크숍, 여성친화기업 네트워크 지원, 인사·노무

컨설팅 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 (’17) 12,793명 → (’19) 40,168명
●● (지역사회 등 예방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및 산업분야와 연계한 경력단절 예방 협력사업* 추진

* 지역 내 새일센터 등 일자리 관련 기관과 기업을 연계하여 중소 사업장 대상 출산·육아휴직 복귀 프로그램
운영, 퇴직자 재취업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법적기반 강화) 경력단절여성법을 재취업 지원에서 고용유지 지원 중심

으로 재설계하여 개정 추진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중심으로
법적 추진근거 강화

3-4-②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
■■ 경력단절 여성 대상 전문분야 및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 확대) 경력단절 여성 대상 제약, 바이오, IT 분야 등 유망 직종 및

기업·협회 등과 연계한 전문기술 훈련 확대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 (’18) 48개 → (’19) 49개 → (’20) 50개
※※전문기술·기업맞춤형 훈련 : (’18) 272개 → (’19) 279개 → (’20) 229개
●● (범부처 협업을 통한 취업지원) 부처별 특화 교육훈련 이후 새일센터로 정보를 연계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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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해 개별 특성(경단기간, 일자리경험 등), 취업욕구 등을 파악하여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저소득, 장기실업 등) 또는 사업 분야(과학기술, IT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상담에서 취업
알선·복지서비스 연계까지 개인별 집중 사례관리
●● (온라인 직업훈련 개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러스 과정 개발·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훈련 방식 다양화
■■ 경력단절여성 고용 사업주 지원 강화
●● (사업주 고용 부담 경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경력 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지원
<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 공제 >
• 임신·출산·육아 및 결혼·자녀교육으로 퇴직한 여성을 3~15년 이내 동종업종 기업이 고용한 경우
2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중소 30%, 중견 15%)

●● (인턴십 지원)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여성의

재취업 기회와 장기적 고용 안정성 강화
--새일여성인턴 대상자를 확대하고 인턴기간 동안 기업에 인턴지원금 및 인턴 종료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고용유지장려금(가칭) 지원
< 2021년 새일여성 인턴 지원 (안) >
(지원규모) 1인당 최대 380만원 지원(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구분

【기업】 인턴지원금(3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인턴종료 후 6개월 시점

기업

8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신설)

개인

-

-

-

60만원*

근무기간
지원금

【기업】 고용유지장려금(가칭) / 【개인】 취업장려금

* 인턴종료 후 ‘3개월’ 시점 → ‘6개월’ 시점으로 지원방법 변경

■■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지원 강화
●●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예비창업자 요구에 맞는 창업 역량진단, 상담, 교육, 컨설팅, 공간·

자금 등 창업 지원
--새일센터와 창업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창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정보교류 등 협업을 통한

지원 강화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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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성장지원) 창업지원사업 여성 참여 활성화, 창업자금 지원, 판로촉진 지원 등 여성의

창업 및 성장지원
※※여성기업 공공구매 목표 확대 등 여성기업 지원
--여성기업의 기술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성기업 전용 R&D 지원사업 및 여성기업

우대보증 프로그램 운영

3-4-③ 미래 여성핵심인력 양성 기반 구축
■■ 과학기술 및 창업 등 유망분야 여성 진출지원 확대
●● (과학기술분야 진출 지원) 이공계 여성 멘토링 등 과학기술 여성인재 역량강화 교육지원 및

재직여성 대상 경력단계별 훈련지원 확대
※※과학기술분야 진로, 직무탐색 등 지원 : (’20) 400명 → (’21) 450명
※※과학기술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및 직급·산업별 역량강화 등 여성 관리자 발굴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성연구원 채용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
●● (벤처 창업 지원) 여성 창업 경연대회(K-스타트업 여성리그) 운영 및 여성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우수 여성기업 지원 강화
* ’18년 100억원, ’19년 300억원, ’20~’22년 600억원을 조성하여 투자(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60%)

< 여성기업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 (2020년 기준)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충족하는 창업·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①~②에
해당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
① 여성이 최대주주인 기업
② 여성이 당해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는 경우
③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진출 분야 다양화) 기계·전기 등 여성 참여율 낮은 업종에 대한 직종·직무분석 및 교육훈련체계

개편 등 통해 여성 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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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1. 현황
■■ 우리나라 고령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고용 비율은 낮은 실정
●● 신중년 주된 일자리 정년퇴직 평균연령은 58.8세, 권고퇴직은 51.8세로 법정정년보다 이른

시기에 고용불안 상태에 직면
< 경제활동상태 (55∼64세) >

< 임금근로자 (55∼64세) 이직 사유 (%) >
정년퇴직

35.2

권고퇴직*

19
17

15.5

16.0

15
13

32.7
32.1

11

10.4

9

9.5

11.2

10.3

10.9

9.3

7
취업 (주된 일자리)

취업 (다른 일자리)

비취업

경제활동인구 고령층부가조사 (통계청, ’19)

5

2013

2015

2017

2019

* 권고퇴직은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포함

●●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노후준비, 퇴직시점과 국민연금 수급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 참여 필요
※※60대 고용률 : 60∼64세 46.2%(11위 / 36개국), 65∼69세 46.2%(3위 / 36개국)

■■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은 증가*하나, 이들을 적재적소에 연결하고,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기제 미흡
* 50~64세 피보험 상실자 중 전문인력(고용보험DB, 한국고용정보원) :
(’15) 55,749명 → (’16) 61,443명 → (’17) 63,517명 → (’18) 68,055명
●● 숙련인력 퇴직으로 그들의 지식과 경험 전달이 어려운 문제도 지적되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함에 따라 우려 심화
●● 중소기업은 기술력, 전문성 확보 욕구는 높으나, 퇴직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기반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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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13.5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고령자의 계속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
* 고용연장지원금(∼’17)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0∼), 임금피크제 지원금(’06∼’18), 장년친화적 직장
만들기 지원사업(’15∼’16) 등
●●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연공성은,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확대 및 신중년층 고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

< 주요국의 근속년수별 임금격차 (제조업, 2013) >
(단위 : 1년 미만 = 100)

한국

400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342.8

350
300

271.5

250

209.5

242.9

229.4

200

140.2

150

100

100

1년 미만

133.5
1~5년

5~10년

10~15년

15~20년

20~30년

●● 정년 후 계속고용 필요성은 인정하나, 노동계·경영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

2. 추진방향
■■ 60세 정년(’13~) 정착, 신체능력 저하에 대비한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 법정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은퇴 후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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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3-5-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
●●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계속고용 유도
※※기업 참여유도를 위한 집중 홍보(업무매뉴얼, 홍보가이드 등 제작·배포), 계속고용장려금 집행 상황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개요 >
•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기업별 상한액 범위 內)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 및 기타 300인↓)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유형) ① 정년 1년 이상 연장, ② 정년폐지, ③ 정년 후 1년 이상 재고용
• (사업규모) ’20년 기준 24,560백만원, 9,096명 지원

●● (임금체계 개편 지원) 중장기적으로 임금직무혁신센터(노동연구원)를 통해 직무평가도구 개발,

임금정보 제공, 컨설팅 등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 신체능력 저하 등을 고려한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임금감소보전금(단축시간에 따라 최대 24∼40만원),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대상, 1인당 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최대 30∼60만원)
※※1년∼1년 2개월간 지원(’20년 기준 14,355백만원, 7,500명 지원)
●● (유연근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간접노무비(1년간 최대 520만원)과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1년간 최대 2천만원) 지원

■■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발생시 개인이 연령차별 금지 관련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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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에 연령차별금지 관련 구제제도를 명시하거나, 고령자고용법령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 검토

<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관련 현황 >
• (절차) 피해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 → 인권위원회에서 피진정인 또는 기관 장에게 구제조치 권고
권고내용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 → 사업주 권고조치 미이행 등의 경우 고용부 장관이 시정명령
• (시정명령 사유)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 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기타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 계속고용과 관련된 중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
●● 고령근로자 고용안정,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연장,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단계적 접근 추진
--청년고용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되도록 논의

*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임금·근로시간·직무형태 등을 자율적·탄력적으로 선택

[참고] 일본의 고용연장 의무 부과
• 정년 후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연장방식(재고용, 정년연장 등)을 선택토록 하는 고용확보조치
의무화(’12년 법 개정, ’13년 시행)
→→’19년 상시근로자 31인 조사대상 집계결과 : 계속고용제도 도입 77.9%, 정년연장 19.4%, 정년
폐지 2.7%

●● 이해 당사자(노동계, 경영계 등), 관련 부처, 전문가 등 논의를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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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②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창업기회 확산
■■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대상 기업 컨설팅·연수 등 전직 지원 제도 정착 및 확대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개요 >
• 1,000인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진로상담 등 재취업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도입(’20.5월∼)
• 이직 예정일 3년 전부터 ①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② 취업알선, ③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제공

--다만,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업주 주관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 지원 등 검토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경력설계-훈련연계-취업알선·사후관리」의 패키지형 서비스를 참여자

수요에 따라 제공
--기존 직업훈련 제도(사업주 훈련, 국민 내일배움카드제 등), 정부지원 사업 등 연계하여 고용서비스

강화

<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한 고용서비스 강화 (예시)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등 참여자 희망에 따라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연계 강화
※※기업 요건·수요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금」,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
지원」 등 지원책 활용
• 부처별로 추진중인 사업정보 공유·안내로 전문성과 경력의 사장 방지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 「산업현장교수단」, 「기업퇴직자 사회공헌 일자리
연계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등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전직지원 전문기관으로 재정비

※※재취업뿐만 아니라 귀농·산림업·어업, 창업 등에 대한 서비스로의 연계 추진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능 개편 (안) >
구분

현행

개편

기능

생애경력개발 서비스 중심

중장년 취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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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후반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재직자·구직자 모두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재직자 : 생애경력관리 필요성, 경력 위치 점검, 강점영역 탐구 등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구직자 : 경력 점검, 노동시장 이해 등을 통해 구직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재취업 지원

--업·직종별 경력개발 특성을 고려한 생애경력개발을 위해 제조업 생산직, 서비스직 프로그램

제공(’20~)
■■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층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개편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
•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기업
※※신중년 적합직무 : ① 신중년의 경력·전문성 활용 가능, ②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며 신중년 도전
가능, ③ 직업훈련 등 이수 후 신중년이 진입하기 쉬운 직무
• (지원내용) 최대 1년 근로자 1인당 월별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 디지털·그린 관련 직무 신규 발굴·지원
●● (재취업 연계) 퇴직 전문인력 대상별(기술, 연구, 금융, 공공 등)로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고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대·중견기업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기술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대·중소 기술인력 활용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 경력자 채용 중소기업에 인건비의 70% 지원(1인당
1천만원 내외)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퇴직 연구인력 유치시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84.4억원, 연봉의 50%, 중기부),
중견기업 : 기술전문경력인 활용지원(4.6억원, 연봉의 40%, 산업부)
●● (컨설팅) 신중년 기술컨설팅센터 운영을 통해, 퇴직 인력을 기술자문 전문인력으로 육성, 중소·

중견기업 컨설팅 추진 검토
※※일본 : ATAC(Advanced Technologist Activation Center)나 중소기구(공공기관), NICO(공익재단
법인) 등이 퇴직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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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신중년 기술컨설팅센터 운영 방안 (예시) >
• (사업내용) 컨설턴트 육성, 컨설팅 수요기업 발굴·매칭, 사후 피드백을 통한 품질관리 등
• (운영체계) 사업주단체가 컨설팅을 요청한 중소기업에 등록된 퇴직기술인력을 매칭, 퇴직기술인력중소기업 간 과업협의·계약, 비용 지급
※※’21년 적합 사업체계 연구 → 시범운영 → 평가 후 확대

●● (퇴직 전문인력 DB) 현 장년워크넷에 (가칭)중견전문인재 DB 관리를 추진하고, 각 부처별 사업의

퇴직 전문인력 정보 연계 검토

< (가칭) 중견전문인재DB (예시) >
• 정부 지원사업 참여 퇴직 전문인력이 1회 등록으로 모든 정부 지원사업의 맞춤형 정보 제공과 참여가 가능
하도록 연계 검토
※※(예시) 경력형 일자리 사업(고용부) 신청시 인재DB 1회 등록 →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과기정
통부)에 적합한 인력인 경우, 사전안내 및 참여 신청 서류 간소화

--중장기적으로 자율등록, 민간부분 연계*(중소기업·소자본 기업·대학·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
* 일본(경영멘토제, ATAC), 미국(SCORE)은 사업주단체가 해당 단체 및 회원사의 퇴직 인력을 인재 DB에
등록하여 공유

■■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재기 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22년 17개)에서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체험·자금 패키지

지원*
* 교육(1개월) → 점포운영실습 및 멘토링(4∼5개월) → 사업화자금(1인당 2천만원, 5개월) 지원
●●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재도전 촉진을 위해 사업 정리·취업·재창업을 연계한 희망리턴

패키지 확대*
* 사업정리 → 교육 후 취업 성공 시 전직 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지급 → 업종 전환·재창업 교육(60시간)
및 1:1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자금(1인당 1천만원) 지원

3-5-③ 신중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기존 전문인력풀 (산업현장교수, 국가명장 등) 을 시니어 컨설턴트로 육성하고, 숙련·전문성 필요

분야로 확대
15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 2 부 기본계획 분야별 정책과제

< 전문인력풀 확보 (예시) >
• (연구·개발) 과학기술분야 고경력 퇴직자 활용 기술 멘토링 추진(과기정통부)
• (디자인) 대기업·디자인 단체 연계 퇴직 전문인력풀 구축, 컨설턴트로 활용(산업부)
• (혁신기술 도입) 반도체, ICT 등 퇴직자 활용 기술지원·멘토링 추진(과기정통부)

●● 전문인력(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급증에 따른 숙련 단절 해소를 위해 퇴직전문 인력의 노하우, 경험

등을 AI 학습 데이터로 구축
--직종, 산업별 개방형 AI 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등의 기술 애로 해소 및 기술 자문,

미숙련 근로자 교육훈련 등에 활용

< 일본의 AI 기반 학습 사례 >
• IBUKI기업 : AI를 탑재한 금형제조실적시스템에 숙련기술자의 지식, 경험 축적하여, 5년 미만 기술자의
견적설계 등의 학습에 활용
• 농수산성 : ’16년부터 숙련 농업인의 시선, 행동 등을 카메라로 촬영·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농업학습
시스템을 구축, 신규 취업농이 태블릿 단말기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 중앙-지방, 민간-정부간 협업을 통해 지역 내 필요한 각 분야별(사회적경제·안전·환경 등) 사회

서비스 활동 활성화
* 사회공헌활동지원(고용부, 복지부, 지자체)과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지자체) 등 중앙-지방, 정부-민간 간
협업을 통한 분야별 사회 서비스 활성화

<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형 일자리 (예시) >
구분
사회서비스
마을
세대통합
사회적 경제

일자리 내용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지원단, 장애인시설지원단, 성인발달장애낮활동도우미, 장애인직업재활
지원단, IT지원단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
우리동네돌봄단, 공공복지서포터즈, 행복도시락나눔지원단,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50+취업진로전문관, 청소년시설50+지원단, 학교안전관리지원단, 학교안전교육단, 한지붕세대공감
코디네이터, 도시농부텃밭지원단, 경로당복지파트너
50+NPO펠로우십, 50+사진단, 50+SE펠로우십, 50+자활기업펠로우십
고학력 신중년 대상 고용 촉진 대책(한국고용정보원 내부자료, ’19)    

--퇴직 전문인력에 적합한 지역사회 內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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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예시) >
• (사업규모) 31,599백만원(5,000명 대상)
• (지원대상) 50세 이상 전문자격·경력 보유 퇴직인력
• (사업내용) 최저임금 이상 및 4대 보험 지원

--신중년의 경험·기술을 사회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업·공공

서비스 분야로 매칭
※※「기업퇴직자 사회공헌 일자리 연계지원(복지부)」 신설 (’20∼)
●● 전문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포털사이트를 보완하여 전문분야의 맞춤형 매칭 서비스

지원
※※포털사이트 시스템 연계활용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확대 추진, 정보와 자료의 공유·활용 활성화

■■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
●● 신중년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노후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확대 제공

< 신중년 특화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예시) >
구분

프로그램 주요 내용

커리어모색

(새로운 커리어 탐색) 작가탄생 프로젝트, 사진에세이 아카데미

일자리창출

(사회경제 창업 아카데미)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 기본 개념 및 창업 컨설팅

사회문제 해결

(커뮤니티 케어 아카데미) 거동 불편 노인의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자 양성
(공동체 주택 아카데미) 1인가구 증가, 공동체 해체로 인한 개인부담 가중 문제 해결 위해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자체와 연계하여 신중년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공단은 신중년 교육 및 인력지원,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21년 1개 시·군·구(공모)와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효과성 평가 후 지속 확대 추진
●●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노후준비를 스스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생애전환기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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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 노후준비서비스 방안 (예시) >

방
향

20~30대

40대

50대

60대

노후준비 인식 정립,
생애목표 설정,
소비지출 습관 형성

자산·저축 확대,
노후자금준비,
건강 등 비재무 관심

자녀지원·
노후준비 균형,
노후자금 확보,
재무·비재무 균형

노후자금 확보,
상속·증여,
적극적인
건강·여가·대인관계

※※은퇴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청구권 사유에 ‘노후준비서비스’를 포함하고 노후준비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제도화 하되, 공공기관 대상 시범사업 실시
※※국민연금공단-관계기관 업무협약,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범사업 모델 마련
--차세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고 중앙-지역-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서비스 확대
■■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
●● 고령자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관광·여행(열린 관광지 확대 ’19년 20개소 등) 기회

확대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신중년 세대 특성을 고려한 여가·건강·사회참여 서비스·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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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우리나라는 ’25년에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으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20) 15.7 → (’25) 20.3

• 과거 인구특성에 기반하여 설계된 사회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수급 불균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 필요성 고조
•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사회시스템 개선 필요

■■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 구성 차원에서 우리사회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연령통합과 세대간 이해 증진 논의 진행
●●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 전 세대가 공존하며 활발히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관계 맺기와 이해 증진 기회 확대

■■ 다양한 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족구성권’ 보장 및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열린사회’ 구현
●● 다양한 가족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제도·사회적 수용기반

마련
●●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급 확대,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다양한 노동을 포용하는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및 개인단위 사회보장제도로의 진전을

위한 기반 조성
●●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비정형 근로자, 단시간·일용 근로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확대
●● 육아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을 보상하는 양육크레딧 도입 검토 및 비정형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 기반 마련
■■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인구 고령화 및 지역소멸

우려에 대응하여 지역상생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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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청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활동계좌제 도입 검토, 귀향 베이비 부머에 대한 주거, 지역경제

활동 참여 등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및 사회서비스의 공간적 불균형 문제 완화

■■ 합리적인 선제 조정과 효율화를 통해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
●●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기술 개발 및 보급 강화, 고령친화신기술 개발 지원 및 고령친화

산업육성 기반 마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인프라 조정, 빈집의 효율적 활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추진

비전

영
역
별
핵
심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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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아동양육 지원
‣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
‣ 세대 간 교류와 소통 강화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 다양한 노동 포용 사회안전망
‣ 개인단위 소득보장 및 다양한 노동 보호

지역상생 기반 구축

‣ 세대공존 지역사회 지원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 스마트 돌봄 체계 강화 및 고령친화기업·산업 육성
‣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및 지속가능성 제고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4-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1. 현황
■■ 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혼인·가족에 대한 관념의 변화*, 가족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혼인·혈연으로 연결되어야 가족이라는 비율 하락(64.3%, 3.0%p↓), 주거·생계를 공유하는 관계(69.7%,
   2.2%p↑) 등 의미확장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 여가부, ’20)
** 1인 가구 : 15.5%(’00) → 23.9%(’10) → 29.3%(’18)
부부와 미혼자녀 : 57.8%(’00) → 49.4%(’10) → 44.4%(’18)
한부모와 미혼자녀 : 9.4%(’00) → 12.3%(’10) → 14.6%(’18) (통계청, ’19)
●●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돌봄·양육 등 주된 가족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개념 확장
<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여가부) >
2019년 8월
-3.0
67.3 64.3

2020년 5월

Gap(%p)

+2.2
67.5 69.7

< 가구구성 변화 (통계청) >
1인 비중

2인 비중

3인 이상 비중

(단위: 명, %)

3.12
2.69

+1.7
38.2 39.9

65.4

평균 가구원수

51.9

24.3

2.44
43.5

27.3

19.1
15.5
법적인 가족 개념

생계와 주거 공유 개념 정서적 친밀성 관계 개념

2000

23.9

29.3

2010

2018

■■ 가족의 개념은 확장되고 있으나, 전통적 ’가족주의’의 가부장적 위계는 여전히 사회에 잔존
●● 자녀 양육 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단위로 지움에 따라 결혼과 출산은 자율적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형성
※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중 10년 전보다 후퇴한 유일한 영역은 ‘가족·공동체’ 분야(통계청, ’18)
※ 청년세대 여성의 결혼기피 사유 : 양성불평등문화(가부장제 등)가 싫어서 30.5%, 혼자 사는 것이 행복
    하므로 29.1% 차지(인구보건복지협회, ’19)
●● 배타적·경직적인 가족주의는 타인에 대한 포용 부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사회 신뢰까지 저하

시키는 악순환까지 발생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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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족 관련 법률·복지제도는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족’ 규범을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수용과 존중 부족
●● 이는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법적인 차별로 이어져, 가족기능(돌봄, 양육, 사회화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
●● 전형적인 가족 생애경로를 벗어난 비혼 가족 등은 출산을 더욱 기피*하게 되고, 태어난 자녀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 발생
* 우리나라 비혼출산율은 ’18년 2.2%로 OECD 평균 40.7%에 크게 못 미침
• 프랑스 등 비혼출산율(60.4%)이 높은 나라는 합계출산율(1.8%)도 높은 편

< 비혼출산율 국가비교 (OECD) >

<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통계청) >
2006년

(단위 : 2018. %)

국가

비혼출산율

합계출산율

OECD 평균

40.7

1.6

한국

2.2

1.0

프랑스

60.4

1.8

스웨덴

54.5

1.8

영국

48.2

1.7

미국

39.6

1.7

독일

33.9

1.6

일본

2.3

1.4

주관적
웰빙
환경

2016년

소득소비

130.0

고용임금

120.0

사회복지

110.0
100.0
90.0

안전

주거

시민참여

건강
가족
공동체

교육
문화여가

2. 추진방향
▶▶ 다양한 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족구성권’ 보장 및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열린사회’ 구현

■■ 다양한 가족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으로서 상호 권리와 의무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사회적 수용기반 마련
■■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급 확대,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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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4-1-①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혼인·혈연·입양 중심의 가족 정의를 가족의 다양성·유연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
--‘건강가정’이란 용어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정
●●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호가 요구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민법 상 혼인·혈연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의 범위 개정 필요성 검토
--가족 관련 개별법에 각 제도 취지에 맞는 가족의 범위 규정 마련
●● 다양한 가족의 삶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예방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가칭)

평등법」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등에 따른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차별의 구제 등을 명문화
●● 가족 형태 및 상황 (형성과정 포함)에 대해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낙인효과 및 차별 방지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등 각 영역에서 공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제출요청 시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법제화

■■ 생활·돌봄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
●● 서로 돌보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의, 보호내용·방식·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가칭)생활·돌봄

공동체법」 제정 추진
--다양한 가족의 삶이 사회적으로 실체화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법적 현황 진단 및 정책수요 파악
■■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 민법 상 자녀 성(姓) 결정 시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고, 부모협의로 전환(협의 불성립 시

법원이 자녀의 성과 본 결정권자 지정 등)
--현행 제도는 모(母)의 성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비혼·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 야기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3.1%
찬성(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 여가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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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익 우선 관점에서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차별적인 구분 개선을 위한 친자

관계 법령 정비
--현행 민법 상 친생추정 기준*인 ‘포태시주의’를 자녀 출생 시 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부로

추정하는 ‘출생시주의’로 개선 논의
* (현행)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포태시주의) →
  (개선) 모가 자녀를 출산한 당시의 배우자를 아버지로 추정 (출생시주의)
●● 인지·파양 시 기존의 ‘부모 협의 조건’ 등을 삭제하고, 종전 성(姓)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립
--현행 제도는 혼인 외 자녀가 인지된 경우 부모 협의불가 시, 부(父)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자녀의 생활안정 저해
●● 신속한 미혼부 출생신고를 통한 아동복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상 신고에

필요한 가정법원 확인요건을 명확히 규정
--모의 인적사항(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도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가정법원 확인요건 (현재)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선안)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검토

※ 현행 미혼부 출생신고 문제점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2항)
• 미혼부가 모의 인적사항(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번호)을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특정불가능’ 요건에
해당하는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하나, 재량범위가 넓어 법원 판단*이 상이하므로 현장
혼란, 출생신고 누락 등 발생
* (사례) 동일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는 ‘모의 인적 사항을 아는 경우’로, 2심에서는 ‘모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로 판단하는 경우 등

4-1-②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 통합 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 가족형태별(한부모, 다문화가족 등)·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 확대 등 서비스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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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형태별·생애주기별 가족센터 서비스 (예시)
• (가족형태별) 한부모(자녀양육 및 자립), 다문화(인권보호 및 자녀지원), 1인가구(사회관계망), 맞벌이(돌봄,
육아), 이혼위기(가족상담·아동지원)
• (생애주기별) 영유아·초등생(돌봄, 놀이), 청소년(사회성 증진, 사춘기 상담), 부모(남성육아프로그램,
부모·부부 교육), 노인(재무관리, 교류·소통지원)

--돌봄, 상담, 교육 등 가족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

체계* 내실화
* 통합신청(온라인·모바일), 실적관리, 만족도조사, 서비스 연계 등 원스톱 체계 구현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가족상담 전담 인력 확대, 가족전용

상담전화 기능 강화
■■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 한부모 가족 양육비 및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
--(양육비 지급 확대)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 병급,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만 24세 이하

→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
--(양육비 확보 강화)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주기적인 면접교섭서비스 확대를 통한 양육비의

실효적인 확보방안 마련
* 고의적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명단공개, 형사처벌 도입 등 검토
--(주거 지원 강화) 한부모 가족 매입임대주택 확대,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 소득기준

완화(중위 소득 60% 이하 → 100% 이하)
●● 청소년 한부모 대상 생계·주거·의료·양육·학습 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지원 및 양육

부담 경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예시) >
◆

상황 진단·직업 교육·양육 지원·취업 지원·상담 등 맞춤형 사례관리, 자립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 중·장기 지원

진단

자립준비

자립초기

자립

유지 관리

현재상황, 복지정책
등 진단

생활설계, 직업 교육
및 자녀양육지원 등

경제활동 초기
자녀양육(돌봄)지원

취업 등 자립지원

상담·심리치료 및
위기지원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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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 결혼이민자자립지원패키지* 확대(’20년 196개소), 다문화 부모학교 신설**, 실용적 한국어 교육

강화로 결혼이민자 자립 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의 주도적인 정착과정 설계, 관련서비스 탐색, 실행계획 수립 등 지원
** ’21년 신규, 검정고시 지원 등
●●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 진로 설계, 한국어 교육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사회통합 및 역량개발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다재다능) 확대를 통해 자녀의 정체성, 사회성·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등 지원(’20년 196개소)
--이주민 밀집지역(안산·화성)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20~’21) 추진,

종합지원모델* 개발 및 점진적 확산 검토
*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 상담, 진로교육·취업 등 지원 및 서비스 연계

4-1-③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 대중매체 모니터링, 법·제도에 대한 차별평가 등을 통해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차별을 효율적으로 시정
--가족다양성 모니터링 및 개선 의견의 실질적 반영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령, 계획, 정부사업 등에 대해 가족유형에 따른 고정관념 및 특성을 지표*로 하여 차별 평가

및 시정
* 지표기준(예시) : 부모의 혼인 여부(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에 따른 아동 차별, 부모의
국적, 부모와의 친생관계에 따른 아동 차별 등
●● 다문화가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다문화 인식개선 공모전* 및 우수작

활용 영상콘텐츠 제작, 매체 송출
* 공익광고, 단편 영화시나리오 등 국민 참여 인식개선 공모전 실시

■■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 교사 연수과정에 가족다양성 교육 반영, 건강가정기본법에 교육 근거 마련 등 다양한 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및 홍보
--다양한 가족문화 조성, 가족 내 비대칭적 호칭개선 및 평등한 돌봄·가사 등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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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성 주류화,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양성평등 정책 지원*을

통한 지역 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
* 지역양성평등센터 : 특화형 센터 시범운영(’21년 1개소) → 추가 확대 검토

4-2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1. 현황
■■ 그간 우리는 ‘청소년기 교육·훈련’, ‘청년·중년기 노동’, ‘노년기 여가’의 연령분절적(agesegregated) 접근으로 사회시스템 구축
●● 기대수명 연장, 혼인·출산 연령 변화, 교육·노동 기간 연장 등 생애주기 변화는 연령 기반 제도들의

한계를 노정
--연령에 의한 제도적 장벽은 변화된 역할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

* 고령자 은퇴, 40대 출산·양육으로 인한 취업 제한, 고령자의 대학입학 제한 등
--부양-피부양의 연령(16~64세 / 65세이상) 구분은 개인 인식 변화와도 괴리

※※노인연령 “70세 이상” 응답 비율 : (’08) 58.3% → (’17) 86.3% (노인실태조사)

■■ 고령인구의 증가와 디지털 문화 확산 등 급속한 사회 변화로 세대 간 공감 부족과 이해관계

갈등 증가
●● 연금 분배, 부양의무 등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청년층의 고령자에 대한 반감이 더욱

확산될 우려
< 세대갈등에 관한 노년·청년층의 인식 차이 >
노인·청년 간 대화가 안 통한다
노년층

44.3

51.5
88.5

청년층

노인 때문에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45.5
56.6

노인·청년 간 갈등이 심하다
81.9
노인 복지 확대로 청년층 부담 증가 우려
67.6
77.1
노인인권종합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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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비대면, 디지털 문화 확산은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기제로도 작용하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
※※일본에서는 3∼4년 전부터 ‘노년 혐오’를 의미하는 ‘혐로’ 현상이 등장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틀딱,
연금충’ 등 신조어 등장 및 확산
※※웹사이트의 74.3%가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 곤란(한국정보화진흥원, ’18)

2. 추진방향
■■ 연령통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며, 사회제도의 기본원리로서

연령통합적(age-integrated) 접근 강화 방안 모색
※※생애주기 변화를 반영한 연령구분 기준 및 주요 제도의 연령구분에 대한 논의 가능

■■ 전 세대가 공존하며 활발히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관계 맺기와 이해 증진 기회

확대
※※모두에게 혜택이 되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구성 차원에서 연령통합과 세대 간
이해 증진 논의 진행

■■ 연령통합적 접근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령통합지표 개발·적용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사회 각 영역이 활용할 수 있는 연령통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3. 추진과제
4-2-①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
■■ 우리사회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연령통합의 내용과 활용방안 설정
●● 연령통합의 토대가 되는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사회가 바라보고 지향할 연령통합의 의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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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통합의 개념적 논의 (Riley & Riley 2000) >
• 연령통합적 사회 : 사회적 역할로의 진입·수행·퇴장이 연령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회
• 연령통합의 요소 : 연령유연성(사회제도 진입·퇴장이 모든 연령에 열려있음), 연령다양성(서로 다른
연령대가 어우러져 연령 간 다양한 상호작용 발생)
• 연령통합의 철학적 근거 : 개인의 자유,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간존중, 세대 간 공존 등

●● 인구구조 변화, 가치관 등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연령통합 세부실천 방안 논의
--사회와 개인에 대한 긍·부정적 영향과 요인 등 포괄 논의

■■ 연령구분 기준과 개념의 재설정 방안 논의
●● 인구통계상 연령기준(유소년 0~14세, 생산연령 15~64세, 고령 65세 이상) 검토
--각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연령을 조정하거나, 평균 기대수명과의 잔여 수명을 토대로 연령을

구분*하는 방안 등 검토
* 장래고령인구부양비(prospecitive old age dependency ratio, POADR)는 부양이 필요한 고령인구를
기대여명 도달 15년 전부터로 정의 → 기대여명이 90세일 경우, POADR=90-15=75(Sanderson and
Scherbov, 2005)
--교육, 건강 수준, 인지능력 등 고령자의 능력을 고려하는 새로운 부양비 개념* 논의

* 인지능력-조정 부양비(CADR, Cognitive Ability Adjusted Dependency Ratio) ; 교육수준 및
생산성 등 인구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는 새로운 부양비 개념 등 검토
●● 연령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사회제도의 연령통합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논의

< 연령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분야 (예시) >
구분

장기 방향(안)

교육·고용

•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질 높은 교육을 받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훈련 제도
• 고령층이 능력껏 일하고 대우받는 노동시장 기반 마련

사회보장

• 연령보다는 사회적 위험에 따른 중단 없는 소득보장, 고용안전망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의료·돌봄

• 고령층의 건강상태와 생활유지 기능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여가·사회참여

• 연령 구분 없이 취미와 라이프 스타일 중심의 접근을 통한 세대 간 교류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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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② 세대 간 교류와 소통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 세대 간 소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중고령층은 청년층을, 청년층은 중고령층을 이해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각종 아이템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계기 마련

< 다양한 세대공감프로그램 사례 >

국내사례
① 「세대공감 라이브러리 : “세대차이 Yes, 세대갈등 No” 페스티벌」 서울시 50+재단
●● 50+세대와 청년세대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경청하면서 세대 차이를 인정

하고‘ 생각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는 장 마련
② 「퀵서비스 앱에 손수레 광고까지... 아이디어로 ‘노인빈곤’ 해결」 KBS 뉴스(’20.8월)
●● 택배배달을 하는 노인과 가까운 목적지가 자동배치되는 IT기술·광고를 폐지수거 손수레에

붙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고령층 일자리의 편리성·효율성 강화
③ 「나이-직업은 안물안궁...“취미만 공유합니다”」 동아일보 뉴스(’20.1월)
●● 나이·학력 등 어떤 자격조건도 따지지 않고 취향만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블라인드

모임 활성화

해외사례
① 미국, 「The Intergenerational School」
●●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한 교실에서 공부하며 상호교류하는 세대통합적

교육 프로그램 적용
② 캐나다, 「The Meadoes School of Project」
●● 노인 요양시설에 세대통합교실을 마련해 고령층은 외로움과 고독 극복, 학생은 노화의

이해와 선입견 교정

●● 사회변화를 반영한 가족문화 모색
--가족 가치관 및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족관계, 부모-자식 관계와 소통 방식 등 상호존중하고

평등한 가족 문화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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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전수, 자산 공유 등 세대 간 상호협력 지원
●● 고령층의 숙련기술 전수, 자산의 공유 프로그램 발굴·확산

< 세대간 상호협력 사례 >

① 일본 AI 활용 숙련기술 전수 : 「인공지능 활용 농업학술지원시스템」
●● 숙련 농업인의 행동과 기술을 수집한 데이터를 신규 취업인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효율성과 생산성 개선
② 「할머니와 살면서 공황장애가 사라졌어요(한지붕 세대공감)」 경향(’17.7월)
●●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살면서 1인 가구의 단점인 고령층의 응급상황을 예방하고 젊은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호협력제도
③ 독일, 「노인의 친구 협회(FAM)」
●● 지역 사회 젊은이들과 고령층을 짝지어 고령층의 여행, 벼룩시장 등을 돕고, 고령층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 으로 낯선 지역으로 이사 온 젊은이들의 적응을 도움

4-2-③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연령통합지표의 개발 및 적용
●● 우리사회의 분야별 연령통합 수준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 연령통합지표 개발 및 보급

< 연령통합지표 (예시) >
구성요소

영역
교육

연령 유연성

연령 다양성

교육기관 등록률, 평생교육 참여율

경제활동

실업률, 고용률

사회참여

자원봉사, 정치활동 문화여가 참여율

가족

가족간 지원의 정도, 교류 시간

일터

직장 내 연령 구성

지역사회
건강
연령 형평성

개별지표

대중교통, 사회적 위상, 다양한 연령을 구성원으로 인식
신체활동, 우울증, 미치료율

교육·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수준

소득·주거

최저주거기준미달률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재정리 (정경희 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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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배포하는 등 연령통합 가이드라인 제시

※※사회구성원의 고령자 차별과 회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척도 개발·조사 방안 검토

■■ 연령 및 세대에 관한 인식·실태조사와 미디어 모니터링 진행
●● 사회조사, 사회통합조사, 노인인권조사 등을 활용해 연령·세대에 대한 인식 조사·점검을 주기적

으로 실시하는 방안 마련
※※현재, 통계청 사회통합조사에서 격년으로 관련 부분 인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에서
2018년 노인인권종합보고서 발간
--언론 및 각종 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노인차별과 세대 통합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사례 확산
■■ 사회적 논의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가칭)연령통합특별분과’를 신설하고, 사회적 논의를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및 거버넌스 구성 추진
* 복지부 등 관련 부처, 노인단체, 청년대표, 노·사대표, 전문가 등
--필요시 국회, 지자체 등과의 논의 구조도 마련

4-3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1. 현황
■■ 산업사회의 노동구조(완전고용·정규직·전일제) 를 기초로 설계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대응에 한계
●●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은 불안정고용, 근로빈곤층을 확산시켰으며, 사회적 위험 구조의 변화*를

초래
* (구사회적 위험) 빈곤, 노령, 실업 → (신사회적 위험) 근로빈곤층, 맞벌이 등장으로 인한 돌봄 위기
(care crisis)
●● 인구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족, 지역이 수행하던 복지·돌봄 안전망

으로서의 기능 약화
※※기존 세대 간 계약은 가족과 사회단위에서 전통적·암묵적 관점의 세대 간 호혜에 기반하였으나,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는 세대 간 이전(transfer) 공정성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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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코로나 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변화는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더욱 심화
●● 새로운 형태의 고용 및 노동방식, 근무형태의 다양화 등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초래되고, 위험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생
<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 요소 >
기술혁신
• 일자리 양극화(중간수준 고용 쇠퇴)
• 플랫폼 기반한 노동방식 확산
• 사업장 단위의 일하는 방식 탈피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 휴업, 실직 등으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 불확실성 증가
• 사회안전망 취약계층 노출

●● 그러나 노동을 포함한 사회의 각종 규범은 적응 지체 현상 발생,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 증가

■■ 한편, 사회보장제도들이 여전히 가구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개인으로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측면은 미흡
※※’88년 국민연금은 1가구 1연금을 기초로 설계·도입 → 이후 소득대체율 하락(70% → 40%) 등으로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전업주부가 납부예외 대상
●● 낮은 노동형태 포괄성은 성별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중소기업, 비정규직 및 특고 등 노동

시장 격차 지속의 원인으로 작용
※※중소기업·비정규직 및 특고·플랫폼노동종사자 등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형태에의 여성비중이 다수

2. 추진방향
■■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한 다양한 노동을 포용하는 사회보장체계 혁신
●● 소득기반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보편적 개인단위 사회보장제도로 전환
●●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사회보장 제고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과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역할 확대

■■ 중소기업·비정규직 및 다양한 노동형태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차별 해소 및 부당한 처우 방지를 위한 기반 마련 및 현장 확산
●● 노동 환경의 질 제고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동 노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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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4-3-① 다양한 노동을 포용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취업자)으로 단계적 확대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 (구직급여) 비자발적 이직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 예술인·특고에 구직급여 지원(120∼270일,
월평균 보수의 60%)
• (모성보호급여) 예술인·특고에 출산전후급여 지급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 (두루누리 사업)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예술인·특고 및 노무제공 계약의 당사자(사업주)에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 연령 상향 등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 적정성 및 방안 검토

※※향후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일본) 법 개정 이전에는 현 우리나라의 구조와 유사하였으나, 법 개정(’17) 이후 65세 이후 새로 고용
되는 고령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생활지원적 고령자 고용보험 제도 : 신설된 고연령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급여는 공적 노령연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 초점
• (OECD) 실업급여와 같은 비연금 복지급여 수급조건에서 연령 기준 폐지 제안(’19)
* 일본·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실업보험 가입연령 제한없음

●●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산재보험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검토

※※현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에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확대 추진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 확대
●● (비정형 근로자) 국세청과 소득 자료를 공유하여 가입을 안내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에서 우선 관리
●● (사업장가입자) 중장기적으로 단시간·일용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월 일정소득 이상’ 기준으로

전환 검토
※※(현행)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주당 15시간(월 60시간), 일용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일수가
8일(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일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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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 근로시간, 근로일수 조건을 적용함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이들이 다수

• 월 일정소득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 대상으로 관리

■■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생애 최대 1년)
●● (저소득 근로자 지원 확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15만원 미만의 근로자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 기준 변경 등을 통한 내실화

■■ 상병수당 도입
●● 업무 외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을 도입
--연구용역 수행(’21) 및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상병수당 지급방식, 지원조건, 재원 등 구체적

도입 방안 마련
※※상병수당 : OECD 36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 도입)만 제외한 24개국에서 시행

4-3-② 개인단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 기여방식의 현 사회보장제도를 노동경력과 기여실적에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은 보편적 개인
단위 소득보장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

■■ 사회적 기여의 인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 개선
●●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인정 시기 등 제도 효과 및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출산크레딧 개요 >
• (인정기간)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 인정(’08.1.1 시행)
*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인당 18개월 추가 인정(최대 50개월 상한)

• (인정시기) 연금 수급 시점에 가구 단위로 부 또는 모의 노령연금액 인상
* 통상 부가 수급연령에 먼저 도달하여 제도 도입 이후 출산크레딧 수급자 1,640명 중 1.6%만 여성이
수급(’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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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크레딧) 육아로 인한 소득단절에 대한 보상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양육크레딧 도입

검토
--육아휴직 기간 보상, 보편적 적용 방안 등 논의

* 스웨덴·독일·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부모의 유급노동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

< 돌봄노동에 대한 연금크레딧 논의 동향 >
• 선진국은 “돌봄의 사회화” 맥락에서 개인의 책임이었던 돌봄을 사회의 책임으로 인정하여, 돌봄자의
사회보장(노후빈곤의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으로 인한 소득 감소 혹은 상실에 대한 사회적 보상 제공
* (해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양육, 노인부양 및 장애인 돌봄 등에 대한 다양한 돌봄크레딧을 짧게는 2~3년,
길게는 20여년까지 제공
* (우리나라) ’19년 연금개혁 특위에서 돌봄노동의 사회적가치 인정과 무급 돌봄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돌봄크레딧 신설 제안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및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속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직업 훈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구직

촉진 수당* 지급(’21년 40만명)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50만원 x 6개월
--일 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등 고용서비스 확충
●● 중장기적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등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역할 강화 방안 검토

< OECD 주요 국가들의 실업부조 비교 >
구분

임금대체율

지급기간

스웨덴

23.7%

60주

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호주

10.2∼38.0%

지속(무기한)

스페인

18.5%

6개월(최대2회 갱신)

한국

15.4%

6개월

■■ 소득 기준 사회보장 체계를 위한 기반 구축
●● 국세청과 사회보험기관 간 소득 정보 공유 확대 등 소득 정보 인프라 확충

※※소득 정보 파악체계 정비 및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 정보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발표 예정(’20)
-- 소득파악체계 정합성 제고 등 비정형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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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적용 단위 및 기준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지속

※※(필요성) 사회보장 범위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는 정확한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며, 가입자 분류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적용함으로써 급여의 형평성 제고 가능

4-3-③ 중소기업·비정규직 및 다양한 노동에 대한 보호 강화
■■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향상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 (성과공유제 확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기업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활성화 추진(’22년 10만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고자 복지상품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의

활성화 추진
* 상품 공급기업 지속 확대, ‘가치 삽시다’ 플랫폼과 연계, 복지 포인트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비정규직 활용의 공정 질서 강화)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파견 지침의

현장 안착 지원

• (기간제 가이드라인) 쪼개기 계약 및 차별 판단의 어려움 등 현장 문제 개선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 반영·현장 확산
• (파견지침)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파견·도급 구별 기준 마련

--(차별시정제도 개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에 대한 차별 시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예시)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관한 판단기준 개선 및 비교 대상자 확대 등

■■ 특고 및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
●● (표준계약 확산)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종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현장 확산
--주요 직종별 구체적인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및 작성 사례 배포

※※(현행) 권고 수준(특고 분야 서면계약서 미작성 37%, 계약서 중요내용 미기재 41% (고용부, ’17)) →  
(개선)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준수·확산
※※現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보급 → 표준계약서 제(개)정 추진(’20)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S/W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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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직종별 표준계약서 내용 >
• (퀵서비스·배달기사·대리운전 종사자)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로 노동 권리 증진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시 해결방안 규정
• (소프트웨어 개발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도급 성과물 공동소유 규정 등 명시
--SW표준계약서 시범도입*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관행 확산 기반 마련
* 서울지역 400개 사업장에 우선 도입(’20.5월, 과기정통부·서울고용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수의 SW프리랜서(44.3%)의 노동 환경 개선 기대

4-4 지역상생 기반 구축
1. 현황
■■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구조의 지역별·연령별

편중 심화
●● ’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고, 10대·20대 젊은 층의 수도권 이동이 꾸준해 지역

인구 고령화 및 지역소멸 우려
●● 일자리기회·생활인프라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각종 여건이 공간적으로 불균형인 상황이 인구

이동의 주요 원인

< 수도권 연령별 순이동률 추이 (2000∼2019) >
2000

(%)

3.0
2.0
1.0

0.2
0.0

0.0

2009

80

2.1

60

1.4

40

0.5
0.4

0.3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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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10대

(천명)

2.7

-0.1

-0.2

-1.0

2019

< 전입사유별 수도권 순이동 (2000∼2019) >

20대

30대

20
0.1
0.0
-0.1

40대

0.1
0.0
-0.2

0.2
-0.1
-0.1

50대 60세 이상

직업

-40

주택

교육

자연환경
64

29
17
7

0

-20

가족

-6
-27

2009

31
9
1
-6
-32

2011

21
12

12
7
7
-9
-24

13
3
-5
-11
-26

2
-11
-19

-11

2013

2015

2017

2019

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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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는 저출산·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과밀 지역)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나친 경쟁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저출산의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
●● (공동화·소멸위기 지역) 서비스 공급비용 증가 등으로 삶의 질의 공간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인구유출과 삶의 질 저하 간 악순환 발생
■■ 행복·혁신도시로의 이주, 귀촌 등으로 ’11~’16년 중 수도권으로의 인구편중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17년 이후 다시 심화
< 귀촌인 규모 >

< 수도권 인구유출입 >
(단위: 천명)

550

순이동
300

500

250
200

450
150

400

100

유입

유출

1,800
221

1,700

210

1,600

169
152

150
136 137140
129
112
95
83

122
69

54

62

1,500
83
52

50

350

44

60
31

9
0
-5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6

7
-8

-1

-4
-21
-33

1,400
1,300
1,200
1,100
1,000

19
9
19 0
9
19 1
9
19 2
93
19
9
19 4
9
19 5
9
19 6
9
19 7
98
19
9
20 9
0
20 0
0
20 1
0
20 2
03
20
0
20 4
0
20 5
0
20 6
0
20 7
0
20 8
0
20 9
1
20 0
11
20
1
20 2
1
20 3
14
20
1
20 5
1
20 6
1
20 7
1
20 8
19

300

(단위: 천명)
1,900

276

●● 일방향 인구이동이 아닌 양방향 인구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료·환경 등 사회서비스의

공간적 균형이 뒷받침될 필요

2. 추진방향
■■ 삶의 여건의 공간적 균형을 회복하여 인구 분산과 세대가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 추진
●● 지역청년의 자립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 수도권 집중 완화
●● 베이비부머의 탈도시화 욕구가 이주실행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수도권-

비수도권 간 상생 지원
※※귀향 베이비부머 1인당 0.55개 일자리 창출(Humphreys and Kochut, ’13)
●● 사회서비스의 공간적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적 접근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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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과제
4-4-① 세대공존 지역사회 조성
■■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 (지역사회활동 계좌제 도입 검토) 지역사회활동의 정도에 비례하여 지역청년의 교육·사회진입

비용을 매칭지원 방안 검토
●● (지역대학 역할 강화) 지역대학 중심의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 청년인재 양성-취·창업-지역정착의

선순환 도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확대* 등 특성화고-지역대학 간 협업을 통한 기술창업·취업지원 강화

* ’20년 3개 지역 1,080억원 → 비수도권 연차별 확대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전공 개설, 교육-취업 간 연계성 강화,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확대* 등

인재양성사업 지속 강화
* ’22년까지 20개로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지역문제 해결 등 지원

< 지역청년의 자립 및 지역경제 참여 (예시) >
• 특성화고를 졸업한 지역청년이 지역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구하고 주거·교육 등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음
• 청년이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고 시장조사, 제품개발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관리 등을 담당
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제고

●● (지역단위 창업지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 청년 주민공동체(청년두레)의 관광창업 등

창업지원 확대
* 지역의 문화유산,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활용하여 비지니스·제품 등으로 창업
●● (지역사회활동 참여확대) 지자체 간 협업, 지역기업 참여 등을 통한 수도권 청년의 지역정착고용

사업* 및 청년마을 사업** 확대
* 서울시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전남도 ‘전남 먼저 살아보기(청년형)’
** ’18년 전남 목포 ‘괜찮아 마을’ : 60명 입학, 29명 정착(48.3%),
’19년 충남 서천 ‘삶기술 학교’ : 93명 입학, 47명 정착(50.5%)

■■ 귀향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주거 지원) 농어촌·고향주택 취득인정시기 정비*, 지방 빈집 활용 지원, 귀농·귀촌인 주거단지

활성화 등 주거이전 지원
* 농어촌·고향주택 취득인정시기 일몰 연장 지속 검토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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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귀농어·귀촌인과 주민 융화 프로그램 지원* 및 고용센터 등과 연계한

취·창업 지원**
* 주민 초청행사, 재능기부, 귀농귀촌 행복학교, 선도농가 멘토링제, 귀어학교 등
* * 지역대학 평생교육 제공, 귀농·귀어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확대(86개소 → 99개소)

< 베이비부머의 귀향 및 지역활력 기여 모습 (예시) >
•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가 농어촌주택을 구입한 후 수도권 주택 매도시 세제상 혜택을 받아 귀향자금에
활용
• 귀향 베이비부머의 소비력을 기반으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지속적 증가 기대

4-4-② 생활권 중심의 상생형 지역계획 수립
■■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광역생활권 단위 공급계획) 광역생활권 내 인구구조를 고려한 광역단체별 사회서비스 공급

계획* 수립 추진
* ‘국가균형발전 시·도 발전 시행계획’ 내 핵심과제로 보건복지체계 구축,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교통
체계 개편 등 포함
--(서비스 집약화) 기초생활서비스 보장을 위한 소규모 생활거점 조성 및 인접 생활거점을 포괄한

중층적 공급계획 수립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지역유형별* 시설 종류·규모 결정, 적합 운영계획 수립 등 지역별

차별화된 생활SOC 공급
* 도시 중심지, 도시 주거지, 농촌 중심지, 농촌 주거지, 어촌뉴딜

■■ 인근 생활권 피폐화 방지
●● (계획인구 설정 내실화) 지자체별 무분별한 확장형 계획을 조정하기 위해 계획인구의 설정·검증

절차 강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에 계획인구 설정기준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치로 제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군 계획인구 설정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적정수준 관리

■■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인프라 조성
●● (지표개발) 인구집단별(연령별·성별) 삶의 질 및 지역격차(전국 대비 격차지표 산출 등)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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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 모니터링 지표체계 (예시) >
인 구

규모

(인구증가율 %)

인구구조

(노인인구 비율(%), 합계출산율, 청년인구 비율(%))

물질적 조건

소득
주거
고용

삶의 기능

건강
사회관계
참여 및 여가

교육
안전과 환경

--(추진체계) 정부·지자체·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평가결과 활용

* (정부) 지표 선정, 지역통계 작성·관리·활용·소통, 시스템 구축 ·관리
(지자체) 실태조사, 지역통계 및 실태조사의 정리, 정부 보고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업무를 지원하여 조사 및 연구

4-4-③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법령 정비) 인구감소지역 정의, 재정지원 근거, 시책추진 등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상 지원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인구감소지역과 인근지자체 간 협력제도(특별지자체·행정협의회·조합)

활성화를 통해 사무위탁, 시설·기관 등 자원 공동 활용
■■ 선별적 지원 강화
●● (공모사업 우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공모사업 우선 할당제 시범 도입(행안부, 33%) 및 가점

부여* 확대
* 균형위 ‘균형발전 핵심지표(인구증감률, 재정자립도)’에 따른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제도를 확대
(현재 3개 사업에서 단계적 확대)
●● (주민주도 맞춤형 지원) 청장년 유입, 공공서비스 전달 개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 지역활력제고 지원사업 추진
※※인구감소 대응분야 및 저출산 대응분야 공모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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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1. 현황
■■ 4차 산업혁명(AI, IoT 등)으로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기술 혁신이 핵심 과제로 부상
※※부양대상으로서의 ‘노인’ →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긍정적 ‘고령자’
●● 고령자 자립생활*, 돌봄 인력 부족 등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고령친화기술**(AgeTech)이

부각
* 현재 노인세대 뿐 아니라 미래노인세대 포함, 단순 돌봄 기술을 넘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기술·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

■■ ’25년 ‘고령자 1천만 시대’ 진입과 전 세계적 고령화 추세로 고령친화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세계 고령친화기술 산업규모 ’17년 7조 달러 → ’24년 37조 달러 (4Gen Ventures, ’19)
한국 시장규모는 ’12년 27조원 → ’20년 72조원(연평균 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유럽, 일본 등은 고령화를 사회 패러다임 전환 및 성장의 기회로 규정, 정부 주도의 정책 이니셔티브

발표 및 연구개발에 집중투자
※※일본은 고령사회대책대강(’18)의 3대 기본방향 中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고령사회」를 제시
※※EU는 고령화 연구개발체계를 확립, Horizon 2020에서 ’14∼’20년간 €74.7억 지원, 별도로 AAL(ICT
솔루션), JPI MYBL(다학제), AMED(뇌신경질환) 등 프로그램 운영
●● 우리나라는 고령자 삶의 혁신을 위한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이 부재하고 거버넌스·예산 미흡

※※’19년 기준 예산은 산업육성 약 23억원, R&D 약 28억원 등 51억원에 불과

■■ 한편 절대 인구 감소로 교육, 국방, 주택 등 사회전반의 수급 문제가 예상되며, 인구구조

변화 대비 탄력적 대응 체계가 미비하여 사회 각 분야의 영역별 불균형 양상이 다양하게
야기될 전망
※※총인구 : (’20) 5,178만명 → (’67) 3,929만명 (’20년 대비 75.9%)
학령인구(6∼21세) : (’20) 782만명 → (’67) 364만명 (’20년 대비 46.5%)
병역의무자 인구(20세 남자) : (’20) 33만명 → (’67) 14만명 (’20년 대비 41.3%)
●● 특히, 노동시장은 가까운 장래에 총량적인 노동부족이 아닌, 부문간, 지역간, 노동유형간 불균형

문제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특히,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 전망으로 청년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가까운 장래에 노동수급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비중 : (’20) 24% → (’40)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179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 2 부 기본계획 분야별 정책과제

■■ 고령화 지속에 따른 사회보험 지출부담 급증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세대 간

사회경제적 자원 배분에 대한 형평성 이슈 및 갈등 확대 가능성
※※노년부양비 : (’20) 21.7명 → (’40) 60.1명 → (’60) 91.4명 → (’67) 102.4명 (’20년 대비 4.7배)

2. 추진방향
■■ 초고령사회 미충족 수요(unmet needs)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R&D 국가로드맵 수립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 기존 인구규모에 맞춰진 시스템 전반을 합리적으로 선제 조정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자원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국민공감대 형성

3. 추진과제
4-5-①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의 진화
■■ 스마트 돌봄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 주택·의료 서비스와 돌봄기술 연계*, 국공립 시설(병원·요양원, 치매예방센터 등)의 고령친화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21) 등 기술 확산 추진
* (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무장애주택’, 장애인·노인 임대아파트 구축 시 “스마트돌봄 공간”
설계 적용 등
--돌봄로봇 및 일상생활 보조기기 개발·보급과 함께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국산화 추진

• ’22년까지 스마트 돌봄로봇 4종(이승보조, 욕창예방, 배변보조, 식사보조) 개발
•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10종(전동휠체어, 변기 보조기구 등) 개발·보급
• (예시) 전동휠체어 부품 국산화율 25% → 60% 달성

●● 사회적 요구가 높은 고가제품 대상 장기요양보험 예비급여* 도입 검토
--일상생활 보조·지원을 위한 복지용구 연 한도액 상향 검토(’21)

*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여부 결정前 예비적으로 급여 지급(자부담 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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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생활 및 건강관리 제품·서비스 활성화
●● 고령친화제품에 고령친화식품 추가, 품목·심사기준 마련* 및 우수식품 지정 등 안전하고 균형

잡힌 고령친화식품 개발·보급** 활성화
* 시장수요가 높은 고령자 영양식 등에 대한 기준 마련 검토, 고령친화식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제정 및
고령자의 사용성 등을 평가하는 심사기준 마련
** 공적 돌봄 재가서비스의 식사·영양관리와 연계 등 서비스 모델 개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축적된 고령자 생활정보를 체계화·고 도화하여 비대면 안심 서비스 등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기술 개발
※※독거노인 가정에 태블릿PC 설치·센서 정보수집을 통해 응급상황 대응
→ 감지정보(수면, 호흡 등)를 통해 행동패턴 분석 후 이상감지 서비스 등 제공
--첨단기기(로봇, 웨어러블 등) 에 고령자 경험·감성 정보를 적용하여 소외감 등을 완화시키는

정서적 서비스 개발·제공
●● 개인건강정보 활용 공통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건강 취약계층 대상(고령자·만성질환자 등)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실증
* (예시) 치매 보호자용 건강관리 서비스, 소아 발달장애 관리 서비스, 1인 가구 근골격계 질환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치매·만성질환 등의 건강·생활편의를 위한 고령친화 신기술* 개발 지원

* (범부처) 소형 심전도·혈당 측정기, 약물투여 알람 등 재택진단·치료기술
(산업부) 디지털 치료제 (과기정통부·복지부) 치매 초기대응 치료·기술
●● 생애 전주기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노인을 지원하는 스마트 운동치료기기 및 융복합 서비스 구축

(’21∼’23)*
* 재활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재활운동 기기 및 프로그램 개발, 안전성·전문성 검증 등 복지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림청 다부처 R&D 추진(총 495억원)

4-5-②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고령화 대응 사람 중심의 기술혁신 지원체계 구축
●● “Ageing 4.0*” 실현을 위한 고령친화기술(AgeTech) R&D 관련 기본계획 수립(~’25)

※※고령자 자립생활, 돌봄 인력 부족, 노쇠, 편리·안전한 환경, 여가·문화 등
* UN ‘Ageing 4.0’ 패러다임(’16)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고령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하며 실버이코노미의
주체로 발돋움하는 사회 비전 제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고령자 기술 수용성 향상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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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유럽의 고령화 대응 기술혁신 주요과제 >
(日)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출 추진 프로그램 (’10∼현재)
• 고령자의 기억과 인지기능저하에 대한 생활지원로봇 시스템 개발
•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 안전안심사회를 실현하는 자율운전지능
개발 시스템
• 고령자 경험/지식/기능을 사회의 추진력으로 하기 위한 고령자
클라우드 연구
• 고령사회에서의 사회참가지원을 위한 경로화 기술 및 평가시스템
개발

(EU) AAL-JP (1차 ’08∼’13, 2차 ’14∼현재)
• 고령자의 만성적 질환 관리 및 예방
•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 ‘Self-Serve 사회’에서 고령자의 독립성과
참여 증진
• 고령자의 이동성 증진
• 고령자의 가정 요양(Home care)
• 고령자 삶에서의 직업 지원
• 고령자의 미래 요양(care)

●● 고령친화기술 거버넌스(‘(가칭)고령친화기술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 기획

및 모니터링, 통계 관리, 산업육성 지원 추진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 도출 및 국내 고령화 대응 R&D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령사회 정책수립 시 그 결과를 활용
※※정부, 의료·사회복지 분야, 산업계, 수요자 간 아이디어 교환 및 프로젝트 도출

■■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성장 기반 조성
●●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고령친화 제품·

서비스 표준화 로드맵 수립
* (공급) 고령친화 제조·서비스업 분류체계 기반 전국단위 사업체 표본조사(1회/2년, ’20∼),
(수요)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수요 및 소비특성 전국단위 고령자 표본조사(1회/2년, ’21∼)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상 9대 산업(의료기기, 요양 등)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와 매칭
--고령자 특성·욕구 등의 데이터를 정책수립, 산업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행동정보

수집 시스템* 및 고령자 DB 구축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형 고령친화 연구개발사업’ 추진(’20.6∼11월)
●● 연령, 장애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편리한 제품·환경 설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발 지원 확대, 제품·서비스 인식 확산 유도*
* 기업혁신, 사용성개선, 사회적문제해결 등 디자인 활용 성공사례 공유
●● 리빙랩(Living lab), 고령친화센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사용성 검증,

체험 기회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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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랩
(Living lab)

‣ 실제 생활공간에서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개발된 제품의 사용성을 검증하고, 서비스모델을 개발
‣ 권역별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 지정·운영(’21년 3개소)
‣ 사이언스 빌리지 퇴직 과학기술인 대상 시제품 실증연구 추진

고령친화센터

‣ 지역 內 국민건강보험공단·치매안심센터·판매점 등과 연계하여 통합·전문적 정보 및 상담 제공

플랫폼 구축

‣ 영역별 공급자와 수요자 간 자립생활 관련 제품·서비스 정보 교류 및 구입·판매가 가능한 플랫폼 구축(’21∼)
‣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기존 플랫폼과 연계를 통한 통합·전문적 정보제공 및 개별 맞춤형 삼담

4-5-③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 교육 인프라 조정
●● (학교운영 다양화) 소규모 학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역·규모별로 학교시설과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다양한 초·중·고 모델 개발
※※통합운영학교 내 학교급간 교육과정 연계운영을 지원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행정 및 재정 운영시스템
구축 등 지원

< 다양한 초·중·고 운영모델 (예시) >
• (공유형) 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 분담 개설
• (거점형) 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
• (캠퍼스형) 1∼4학년 소규모, 5∼6학년 중규모 학교 담당

--대학 유형별 특성을 강화하여 목표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자구책 마련 및 경쟁력 제고
대학 유형별 운영방향 (예시)

대학유형
종합/전문대학

(종합)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전문인력 양성체제
(전문) 특정분야 전문 기능인력 양성 방향

국립/사립대학

(국립) 민간에서 재정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기초연구분야, 국가시책 분야에 집중
(사립) 특성분야 및 산업연계 분야, 창의적 분야에 집중

비수도권 대학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맞춘 특성화 전략 추진

●● (교원 수급관리 및 양성과정 개선) 학령인구 감소를 미래교육 실현의 전환점으로 삼아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 추진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와 연동하여 2년 단위로 향후 5년간 교원수급 전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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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표시과목 광역화** 등 탄력적 교원 양성체계 구축

* 교육실습 강화, 현장교원 참여, 복수·부전공 활성화, 적·인성 검증 강화 등
** 기존 : 통합과학·물리·화학·지구과학·생물 등 교사자격 표시과목 세분화 →
개선(예시) : 광역화된 교과자격 + 심화전공 표시 - 과학(물리)

■■ 군인력 구조 개편
●● (전투분야) 상비병력은 감축하되,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하여 숙련 간부의 전투분야 전문성을

축적하고 장기간 역할 부여
※※상비병력 : 50만명으로 감축(∼’22), 간부비율 : (’20) 35.9% → (’25) 40.4%

< 국방 인력구조 변화 (안) >
2020년 말

장교
7만

2025년 말

간부
35.9%

부사관
현역
병 55.5만 명 12.9만
35.6만

장교
6.7만
피라미드형
계급구조

간부
40.4%

현역
병 50만 명 부사관
13.5만
29.8만

※ 민간인력 4.7만 명
(국방 총 정원 대비 7.8%)

항아리형
계급구조

※ 민간인력 6.0만 명
(국방 총 정원 대비 10.7%)

●● (비전투분야)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국방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군인의 전투

집중도 향상
* (’20) 3.5만 명(5.9%) → (’22) 4.5만 명(8.3%) → (’25) 4.7만 명(8.6%)

■■ 주택수급체계 조정
●● (적정 공급 추진)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주택수요 전망에 따라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추진
--연령대별, 지역별, 가구원수별 등 분석 단위를 세분화한 주택수요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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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주택수요 관련 특징 추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
• 신규주택 총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20년 37.6만호 → ’47년 8.5만호)
• 지역별·가구원수별·주택유형별·생애주기별로 다른 주택수요 특성 발생

●●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 빈집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유휴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체계 정비
※※빈집 문제는 고령화, 저성장, 지역 소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응책은 미흡하다는 지적 고려

<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 관련 검토방안 (안) >
실태파악 및 데이터 공유

빈집 활용 촉진

• 빈집의 분포·원인 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추진
•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빈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세제 인센티브 제공 및 재정비 소요비용 지원 등을 통한 재공급 방안 마련
• 빈집 공익사업 매도시 양도세 경감, 리모델링 지원, 조세·재정지원·사회적기업과 파트너십
등을 통해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

4-5-④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 국민연금 장기전망 >
•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3차와 비교 수지적자(’44 → ’42) 및 기금 소진시기(’60 → ’57)가
조기 도래할 것으로 전망

●● 경사노위 등 논의사항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적극 참여

< 2019년 경사노위(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안) >
⇒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을 논의하고 아래 세 가지 (안)을 제안
• (가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 (10년에 걸쳐 인상)
• (나안) 소득대체율 40% - 보험료율 9% 현행 유지
• (다안) 소득대체율 40% - 보험료율 10%
<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18.12월) >
• (현행유지방안) 현재 국민연금 제도 유지 + 기초연금 30만 원
• (기초연금 강화방안) 현재 국민연금 제도 유지 + 기초연금 40만 원
•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①)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
•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②)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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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 건강보험 장기전망 >
•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증가(’18년 △0.2조원 → ’22년 △1.7조원), 보험료율 매년 3.2% 인상시 ’26년
건강보험요율 8% 상한 도달 전망(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19)
• 인구고령화와 함께, 65세 이상 인구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위협요인으로 작용
* 65세 미만 진료비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6.7% 증가한 데 비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연평균 11.5% 증가
(’08년 10.7조원 → ’18년 31.8조원)

●● 수입을 확충하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사보험 사이의 합리적 역할분담 방향

검토
< 건강보험 재정 운영 관련 검토방향 (예시) >
수입확충

• 비과세 소득 과세전환 등 조세와 연계, 과세 대상임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검토 등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 적정 보험료율 조정, 정부지원 확대 등 안정적 수입 확보

지출관리

•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 공사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공사보험
역할분담

• 비급여 급여화 등 건강보험체계 개편에 따라 실손보험 보장영역 조정
• 건강보험은 전국민 의료보장 제도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민간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영역
외에서의 개인의 선택권 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담보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증가에 따른 지출규모 지속 증가에 대응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

효율화 방안 검토
--세부 방안 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 지속가능성 담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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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기반 강화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2월, ’21~’25)의 차질없는 시행 및 이행관리를 통해 대책의
실효성 제고
--특히 자립,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과정 이행을 지원하고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체감도 높은
정책에 역량 집중
• 중장기적 시각을 전제로 분석·전망, 정책방향 및 전략과제 논의 등 전 사회적 인구구조 변화
대응 노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 통계, 전문연구팀 등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각 부문별 사회적 불균형 모니터링
시스템·사회적 대타협 추진

1. 제4차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시행
■■ 시행계획 수립 - 성과평가 - 환류체계 강화
●● 제4차 기본계획 과제별 시행계획 수립(~’21.4월) 및 이행상황 점검,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
--시행계획 수립, 성과평가 실시 시 위원회 논의를 통해 실행력 담보
●● 각 부처 및 지자체가 법률에서 정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시책 강구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위원회가 각 부처의 대책 또는 정책의 추진여부, 추진실적, 성과 등에 대하여 심층 평가 실시 및

의견 개진
■■ 핵심과제의 확실한 성과 창출과 함께 사회혁신 논의
●●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영아기 집중 투자, 공적 돌봄체계 등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실효적

세부방안 마련 및 성과 창출
--특히 핵심과제의 실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우수기업, 근로자 등의 협력과 동참을 촉구하기 위한

MOU, 현장방문 등 현장행보 병행
●● 핵심과제의 근간이 되는 일·생활 균형, 가정과 노동시장의 성평등, 다양한 가치 및 삶의 방식 존중

확산을 위한 사회혁신 논의
--특히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일하는 방식 및 환경 개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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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 시민사회, 여성단체, 인구보건복지협회 등과 ‘온 사회가 함께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분위기 조성
--특히, 신문 및 방송 등 언론과의 문제의식 공유 및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근본적 사회

혁신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등 인식 및 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 중앙정부간, 중앙-지역간 거버넌스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부처·부서간 칸막이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범부처 협력 강화
--특히, 기본계획 중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수시 논의체계를 통해 부처와 협업하여

추진전략 신속 마련 도모
●●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공동대응 실무협의회」 운영

* 4개 국정과제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농어촌특별위원회) 및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참여하에 연계·협력
--저출산위와 시·도간 상생협력 MOU* 체결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광역지자체간 협력기반 확대
* 부산·경기·강원·충남 등과 상호 협력하여 문화·인식개선, 정책연구, 과제발굴 등 협력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평가·환류 체계 정비, 성과관리 강화

2. 대응 기반 강화 및 사회적 논의 진행
■■ 인구변화 관련 대응기반 강화
●● 근거기반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관리 지속 추진
--추계모형 검토, 혼인 및 출산추세 반영 등 인구추계 방법을 개선하여 추계 예측력 제고
--인구추계를 기존 5년 작성주기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현실반영도 및 시의성 제고
--인구구조 변화 시나리오 분석 및 이에 따른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 방향 제시
●●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팀」 설치, 시·도

연구원과 협업 검토
* 지역 인구 상황, 정책 효과 등에 대한 집중 분석·연구 기반 확립, 장기적으로 국가 인구연구기관
(예 :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등 신설 검토(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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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을 조정·수정할 수 있는 (정부 내)

시스템 구축
--특히 현 시스템에 유지될 경우, 인구변화에 의해 심각한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는 분야*를

식별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 제시
* 대표적으로 심각한 불균형이 야기되는 영역
▶

청년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문간, 노동자 유형간 불균형 완화

▶

교육부문, 특히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 교원 수급 및 재정 투자

▶

은퇴의사 증가, 노인성 질환 환자 증가 등에 따른 의료 인력 수급불균형 등

■■ 각 부문별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 대타협 추진
●● 4차 기본계획 중 중장기적 개편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사무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전문가 등과 논의 진행

< 사회적 협의 진행 과제 (예시안) >
관련 주제

주요 내용

일·생활 균형

• 일·생활 균형이 사회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영계-노동계-시민단체 등과 협력 강화 방안

돌봄노동

• 돌봄노동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돌봄 종사자 직무분석, 공정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노인소득

• 노인빈곤 및 다층소득보장 체계 논의
• 공사연금 역할 분담, 사각지대 발굴 등

계속고용

•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계속고용 방안 논의
•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관련 공감대 형성

연령통합

• 인구통계상 연령기준, 새로운 부양비 개념 등 협의
• 세대간 갈등해소와 이해증진 방안 논의

●●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 전문분과 구성 및 사무처 조직 개편 등 검토

* (예시) : ‘(가칭) 연령통합특별분과’ 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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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 소요재원
●● 예산 투자 규모는 5년간 약21조원 증가
--’20년 62.6조원 → ’25년 83.4조원, 연평균 5.9% 증가

* 신규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9.5조원 추가 투입 소요(연간 + 1.9조원, GDP 0.1%p↑)

< 연차별 소요재원 추계 (잠정) >
(단위 : 억원)

’21∼’25년 소요예산액**

연도별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계

626,467

705,603

741,719

763,244

793,971

833,622 3,838,158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333,112

364,027

386,820

385,123

398,045

423,516 1,957,531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205,716

232,130

247,025

259,662

272,941

287,795 1,299,552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73,986

91,261

85,645

97,492

102,078

101,385

477,861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13,653

18,185

22,229

20,967

20,907

20,926

103,214

  * ’20년 소요재원은 「제4차 기본계획 과제」를 기준으로 산출
* * ’21∼’25년 소요재원 중 일부 과제의 경우 중기예산 추계 곤란으로 미반영

■■ 재원조달
●●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중위추계)에 기반하여 기존 저출산 예산의 절감분을 저출산

대응에 재투자하는 한편,
--국가의 저출산 대응 의지 표명, 출산율 반등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 직접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투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 절감분 및 사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구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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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과제 목록 및 소관부처

★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과제 목록

소관부처

과제번호

1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①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

고용부

1-1-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

고용부, 기재부, 여가부, 통계청

1-1-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

고용부

1-1-다

남성의 돌봄권 보장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문체부

1-1-라

임신·출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 확대

고용부

1-1-마

다양한 삶의 요구에 대응한 일・생활 균형 실현

고용부

1-2-가

장시간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

고용부, 문체부

1-2-나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고용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인사처

1-3-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고용부, 여가부

1-3-나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

고용부

2-1-가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행안부, 금융위, 여가부

2-1-나

성별격차 해소 기반 강화

고용부, 여가부

2-1-다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강화

고용부, 여가부

2-2-가

성차별·성희롱 예방정책 전달체계 강화

고용부

2-2-나

돌봄노동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저출산위, 여가부

2-3-가

돌봄노동 분야 종사자 권리 보호

고용부, 기재부

2-3-나

돌봄노동 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

복지부, 여가부

2-3-다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3-1-가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3-1-나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확충

복지부, 여가부

3-1-다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

교육부

3-2-가

수요자 중심 온종일돌봄 지속 확충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3-2-나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

저출산위,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3-3-가

아동중심 통계 조성

통계청

3-3-나

② 개인의 생애와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 확립

③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으로 워라밸 실현

2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① 성평등한 일터 조성

②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 강화

③ 여성 집중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3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② 아동의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

③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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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목록

소관부처

과제번호

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① 아동가구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
영아기 집중투자

복지부

4-1-가

아동수당 제도개편 검토

복지부

4-1-나

가구별 아동지원 강화

교육부, 저출산위, 복지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4-1-다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

국토부

4-1-라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국토부

4-1-마

신속한 출생신고 지원

복지부, 행안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4-2-가

아동 건강 및 의료 지원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4-2-나

아동의 놀이권 보장

복지부, 교육부

4-2-다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복지부, 여가부

4-3-가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복지부

4-3-나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4-3-다

성·재생산권 보장 기반 마련

저출산위, 여가부

5-1-가

평등한 성 인식 및 권리 강화

교육부, 여가부

5-1-나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

여가부, 방통위, 법무부

5-1-다

모자보건 중심에서 포괄적 법제·사업 정비

복지부

5-2-가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 지원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질병관리청,

5-2-나

월경 건강 보장

교육부, 고용부, 식약처, 여가부

5-2-다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복지부, 여가부

5-3-가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복지부, 고용부

5-3-나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복지부

5-3-다

②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보장

③ 아동·청소년의 보호안전망 강화

5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①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② 생애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③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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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과제 목록

소관부처

과제번호

1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①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복지부

1-1-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

복지부

1-1-나

국민연금 급여 수준 제고

복지부

1-2-가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고용부

1-2-나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및 운영형태 다양화

금융위

1-2-다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통한 소득보장체계 강화

복지부

1-2-라

신탁을 통한 종합재산관리 기능 활성화

금융위

1-3-가

고령층 차별·금융착취 방지 및 자산 보호 방안 추진

금융위, 복지부

1-3-나

노인 건강검진 강화

복지부

2-1-가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복지부

2-1-나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

복지부

2-1-다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 강화

복지부

2-1-라

고령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확충

복지부

2-1-마

방문건강관리 및 비대면 서비스 확충

복지부

2-2-가

방문형 보건의료 활성화

복지부

2-2-나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강화

복지부

2-3-가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투입 확대

복지부

2-3-나

치매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복지부

2-3-다

치매노인 및 가족 돌봄 지원 확대

복지부

2-3-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 추진

복지부, 행안부

3-1-가

대상자 중심의 종합적 사례관리 체계 강화

복지부

3-1-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적 기반 마련

복지부

3-1-다

퇴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끊김 없는 의료-요양서비스 제공

복지부

3-2-가

퇴원직후 이행기 집중 돌봄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확대

복지부

3-2-나

지역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복지부

3-2-다

② 공·사적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③ 고령친화 금융 환경 구축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2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① 사전 예방적인 중고령자 건강관리 강화

②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 활성화

③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

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① 고령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체계 완비

② 지역사회 복귀지원 및 입원·재입원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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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목록

소관부처

과제번호

③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

복지부

3-3-가

재가중심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복지부

3-3-나

기능 유지 및 호전을 위한 전문적인 다양한 서비스 보장

복지부

3-3-다

가족 돌봄 내실화 추진

복지부

3-3-라

장기요양시설의 감염 취약성 대응

복지부

3-4-가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복지부

3-4-나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

복지부

3-4-다

의료-요양 기능 재정립 및 적정 이용 유도

복지부

3-5-가

요양병원 기능 분화 및 전문화

복지부

3-5-나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복지부

4-1-가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확대

국토부, 복지부

4-1-나

고령자 주거모형 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복지부, 국토부

4-1-다

지역 고령친화지표 개발 및 평가 추진

복지부

4-2-가

‘(가칭)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 모형 개발 및 시범조성

복지부, 국토부

4-2-나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

경찰청

4-3-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4-3-나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행안부

4-3-다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질 향상

복지부

5-1-가

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 및 완화의료 체계 개편

복지부

5-1-나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복지부

5-1-다

생애말기 돌봄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복지부

5-2-가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사회문화 조성

저출산위, 복지부, 법무부

5-2-나

생명존중, 죽음교육 생애주기별 시행 모색

복지부, 교육부

5-2-다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복지부, 법무부

5-2-라

웰다잉 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복지부, 저출산위

5-2-마

④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⑤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 이용 유도

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① 고령친화적 주택 공급 확대

②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③ 고령자의 교통복지기반 구축

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①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②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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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과제 목록

소관부처

과제번호

1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격차 완화
기본적 교육비에 대한 공적영역 지원과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교육부

1-1-가

고교 입학과 관련된 학교체계 및 대입전형 개선

교육부

1-1-나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기반 조성

교육부

1-2-가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활동기반 조성

교육부, 고용부

1-2-나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

교육부

1-2-다

진로교육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교육부, 고용부, 행안부, 인사처, 기재부

1-3-가

사회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연계

교육부, 고용부

1-3-나

체계적인 학습·훈련 이수체계·경력경로 설정

교육부, 고용부

2-1-가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및 플랫폼 간 연계강화

교육부, 고용부

2-1-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협력체계 강화

교육부, 고용부

2-1-다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교육부

2-2-가

민간의 직업훈련·평생교육 기관 활성화

고용부, 교육부

2-2-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콘텐츠 확충 및 제공방식 다양화

고용부

2-2-다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격차 해소

교육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2-2-라

평생교육·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학습비 지원

고용부, 교육부

2-3-가

원하는 시기에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교육부, 고용부

2-3-나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고령층 교육 제도화 추진

교육부

2-3-다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고용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3-1-가

청년 고용지원 및 적합 일자리 발굴

고용부

3-1-나

청년 창업 지원

중기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3-1-다

청년 직장문화 개선 및 산업안전 강화

고용부

3-1-라

청년의 주거빈곤 사각지대 해소

국토부

3-2-가

청년가구 대상 공급확대 및 임차지원

국토부

3-2-나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고용부, 복지부, 금융위, 교육부

3-3-가

청년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보장

복지부

3-3-나

청년의 정책결정 참여와 사회참여 확대

국조실, 고용부

3-3-다

②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혁신

③ 전문인재로서의 성장경로 구축

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①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

② 평생교육·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

③ 누구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3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이행기 지원
① 청년의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

②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 기반 마련

③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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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목록

소관부처

과제번호

4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①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정책 강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여가부

4-1-가

경력단절 여성 대상 전문분야 및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여가부

4-2-가

경력단절여성 고용 사업주 지원 강화

기재부, 여가부

4-2-나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지원 강화

여가부, 중기부

4-2-다

과기정통부, 중기부, 여가부

4-3-가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

고용부

5-1-가

신체능력 저하 등을 고려한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고용부

5-1-나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고용부

5-1-다

계속고용과 관련된 중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

저출산위, 고용부, 기재부

5-1-라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고용부

5-2-가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

고용부, 중기부, 산업부

5-2-나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재기 지원

중기부

5-2-다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 산업부, 고용부

5-3-가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고용부, 복지부, 행안부

5-3-나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

복지부

5-3-다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

문체부, 복지부

5-3-라

②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

③ 미래 여성핵심인력 양성 기반 구축
과학기술 및 창업 등 유망분야 여성 진출지원 확대
5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②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창업기회 확산

③ 신중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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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과제 목록

소관부처

과제번호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여가부, 법무부, 인권위, 법원행정처, 행안부,
복지부

1-1-가

생활·돌봄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

여가부

1-1-나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법무부, 여가부, 법원행정처

1-1-다

통합 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여가부

1-2-가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여가부, 법무부

1-2-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여가부

1-2-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여가부

1-3-가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여가부

1-3-나

인구구조를 반영한 연령통합의 내용과 활용방안 설정

저출산위

2-1-가

연령구분 기준과 개념의 재설정 방안 논의

저출산위

2-1-나

세대 간 소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저출산위, 복지부

2-2-가

기술 전수, 자산 공유 등 세대 간 상호협력 지원

저출산위

2-2-나

연령통합지표의 개발 및 적용

저출산위

2-3-가

연령 및 세대에 관한 인식·실태조사와 미디어
모니터링 진행

저출산위

2-3-나

사회적 논의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

저출산위

2-3-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부

3-1-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 확대

복지부, 기재부, 국세청

3-1-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복지부

3-1-다

상병수당 도입

복지부

3-1-라

복지부

3-2-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및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부

3-2-나

소득 기준 사회보장 체계를 위한 기반 구축

국세청,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3-2-다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향상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중기부, 고용부

3-3-가

특고 및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

국토부, 과기정통부, 금융위, 고용부, 공정위

3-3-나

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①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②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③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2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①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

② 세대 간 교류와 소통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③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① 다양한 노동을 포용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② 개인단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사회적 기여의 인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 개선

③ 중소기업·비정규직 및 다양한 노동에 대한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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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목록

소관부처

과제번호

4 지역상생 기반 구축
① 세대공존 지역사회 조성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저출산위, 교육부, 고용부, 중기부, 문체부

4-1-가

귀향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정착 지원

기재부, 농식품부, 고용부, 해수부

4-1-나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산업부, 균형위, 국토부, 국조실, 해수부

4-2-가

인근 생활권 피폐화 방지

국토부

4-2-나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인프라 조성

저출산위

4-2-다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산업부, 행안부

4-3-가

선별적 지원 강화

행안부, 균형위

4-3-나

스마트 돌봄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복지부, 산업부

5-1-가

자립생활 및 건강관리 제품·서비스 활성화

농식품부, 식약처, 해수부, 복지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림청

5-1-나

고령화 대응 사람 중심의 기술혁신 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5-2-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성장 기반 조성

복지부, 산업부

5-2-나

교육 인프라 조정

교육부

5-3-가

군인력 구조 개편

국방부

5-3-나

주택수급체계 조정

국토부, 농식품부

5-3-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복지부

5-4-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복지부, 금융위

5-4-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담보

복지부

5-4-다

② 생활권 중심의 상생형 지역계획 수립

③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5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①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의 진화

②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마련

③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④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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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기본계획 수립 참여자 명단

★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No.

성명

소속 및 직위

1

서형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

박진경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위장

3

김혜승

•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4

김희삼

•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5

박기남

• 한국여성연구소 이사

6

변정희

•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임대표

7

안지혜

• 이지앤모어 대표

양난주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영나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11

이윤석

• 계명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

12

이철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3

주은선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

최미화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

15

김동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16

김명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17

우태희

•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18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9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    영

•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23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24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8
9
10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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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촉직위원
(17명)

당연직위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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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
No.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1

서형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

강남식

•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무총장

3

강익구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4

김기봉

•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5

김미곤

•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

6

김영선

•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교수

7

김혜영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8

마경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9

박귀천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

백선희

•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11

석재은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2

송다영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13

신익태

• 올댓캠퍼스 대표

양세진

• 소셜이노베이션그룹 대표

윤자영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4
15
16

위촉직위원
(29명)

은기수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7

이삼식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18

이석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9

이안소영

20

이영성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21

이   현

• (재)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22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3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24

조경애

•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25

최   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6

최은영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27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28

최진협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9

홍순철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 교수

30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31

김용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이재영

• 행정안전부 차관

박화진

• 고용노동부 차관

35

김경선

• 여성가족부 차관  

36

윤성원

• 국토교통부 제1차관

32
33
34

당연직위원
(7명)

• 여성환경연대 저출산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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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과위원회
① 미래기획분과
No.

성명

1

김미곤

•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소속 및 직위

정책운영위원

비고

2

강남식

•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무총장

정책운영위원

3

김기봉

•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책운영위원

4

마경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책운영위원

5

손   욱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6

송다영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책운영위원

7

신익태

• 올댓캠퍼스 대표  • 청년브릿지 소장

정책운영위원

8

양세진

• 소셜이노베이션그룹 대표

정책운영위원

9

은기수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정교수

정책운영위원

10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1

이석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2

정제영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책운영위원

② 세대공감분과
No.

성명

1

이삼식

•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

정책운영위원

2

강익구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정책운영위원

3

강미나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강성호

•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

5

권문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6

권순원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7

권오정

•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8

길현종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9

김영선

•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학과장

10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1

석재은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2

손유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3

유애정

•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14

윤영호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재개발원장

15

이금룡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16

이상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7

이소정

•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조교수

18

이영성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19

이윤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20

전병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204

소속 및 직위

비고

정책운영위원
정책운영위원

정책운영위원

2.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No.

성명

21

전용일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소속 및 직위

22

정순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3

정형선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24

차미숙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5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26

황기돈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초빙교수

비고

정책운영위원

③ 지역상생분과
No.

성명

1

정재훈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속 및 직위

2

김근용

•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3

김재구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4

마강래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5

문정희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일가족연구부 연구위원

6

박종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7

안성조

•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8

이상호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9

이종관

•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10

이태진

• 한국사회성과개발원 원장

11

조은주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12

최성은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13

최윤경

•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장

14

홍순철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 교수

비고

정책운영위원

④ 일·생활균형분과
No.

성명

소속 및 직위

1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강민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3

권오성

• 성신여자대학교 지식법학과 교수

4

김은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

5

류정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6

박은정

•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7

홍성민

• 법제연구원 혁신 법제사업본부 부연구위원

비고
정책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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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성평등노동권분과
No.

성명

소속 및 직위

1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김난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3

김양지영

4

문유진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5

박귀천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6

박기남

• 한국여성연구소 이사

7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8

윤자영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비고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청년위원
정책운영위원
본위원

9

정형옥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

최세림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1

최진협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정책운영위원
청년위원
정책운영위원

⑥ 가족다양성분과
No.

성명

1

김혜영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2

김지환

• ‘아빠의 품’ 대표

3

박보람

• 법무법인 YK 소속변호사

4

박복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5

변수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6

변정희

•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임대표

7

소라미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8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9

안문희

•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10

오영나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11

이은정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

이현숙

• 탁틴내일 상임대표

13

조경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14

최미화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

15

현소혜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부교수

16

홍혜은

•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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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정책운영위원

본위원

본위원

본위원
청년위원

2.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⑦ 아동돌봄분과
No.

성명

소속 및 직위

1

최   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구정화

•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3

김민희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4

김은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

5

민현정

•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6

유해미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7

이   현

• 우리연구소 소장

8

임아름

• 서울연구원 위촉연구원

9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10

정영모

• 극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1

정익중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2

진미정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13

최윤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교육연구센터장

14

최은영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비고
정책운영위원

정책운영위원
청년위원
정책운영위원

정책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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