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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가족지원(supporting families)정책에 관한 연구:
신노동당 정부를 중심으로1)
양소남2)

[요 약]
영국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그 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사회투자국가론을 선도적으로 실천했던 나라
로,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경험을 가족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여 그것이 우리
에게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영국은 사회투자적 성격을 갖는 가족지원정책을 통하여 아
동의 빈곤율을 낮추었고 획기적인 보육전략을 수립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였으며, 적극적이고
가족친화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물론 빈곤감소, 고용증대, 보육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한
계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근로활성화 제도의 도입, 사전 예방적 투자
등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가족지원, 아동빈곤, 아동보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I. 서 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다양한 가족의 출현, 빈곤가족의 증가 등
가족과 관련된 이슈들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사로 취급되던 이러한 가족 문제
들이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라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복지를 담당해 왔던 것은 가족, 특히 여성이었다. 그러나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가족의 복지기능이 약화되고, 가족구조와 형태, 그리고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

1) 본 연구는 2006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2)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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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가족의 욕구도 급변하고 있다(김성천, 2000;
최경석 외, 2006).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민주적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 조정 및 가족지원
체계 강화라는 가족정책의 방향을 세우고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06).
이와 함께 사회투자전략이 정치담론을 넘어 국가모델의 형태로 우리 사회에 소개되고 있으며,
이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최근 인구구조나 가족구조, 그리고 노동시장환경 등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과거
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사회투자정책의
일환인 가족지원정책을 세우고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국민 생활
(national life), 아동 성장, 그리고 사회 안정에 있어서 사회의 초석으로써 가족(the family)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 집권 정당인 노동당 정부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명시적(explicit)
가족정책을 제시한 정권으로, 1997년 총선 당시 ‘유대가 강한 가족과 지역사회(strong families
and strong communities)’ 건설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듬해 학계와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

터 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받기 위해 영국 역사상 최초로 가족에 관한 자문보고서인 가
족지원(supporting families)을 발간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영국정부는 가족지원전략 방향을
수립하게 된다(Home Office, 1998). 이 문서는 가족강화가 노동당의 매우 중요하고 새로운 아젠
다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전략이 설계되었다. 노동
당 정부의 복지전략은 가족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양육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공유하
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노동당 정부는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보다 많은 혜택
이 가도록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특히 세금과 수당제도에 대한 과감
한 개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급격하고(fast) 빈번한(frequent)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영국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전략은 크게 일반가족과 빈곤가족의 경제적 지원,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지원하기위한 제도, 노동을 위한 복지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우리와 비슷한 노동시장 및 인구학적 변화를 먼저 경험한 사회이며 이러한 변화된 환
경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전략으로써, 최근 한국에서 그 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사회투자
국가론을 선도적으로 실천했던 나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국의 경험을 가족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것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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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족지원정책 도입의 배경
1. 가족 및 사회환경 변화
지난 반세기동안 영국은 인구구조, 가족구조 그리고 노동시장환경 등과 관련하여 급격한 변
화를 경험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에서 발간한 ‘사회적 경향’을 살펴보면(ONS, 2007b), 2005년을
기준으로 영국 전체 인구는 약 60.2백만 명으로 1971년의 55.9백만 명에 비해 약 7.7% 증가했으
며, 2004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 0.5%를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16%로 30여 년 전의 13%와 비교했을 때 다소 증가했으나,
85세 이상 인구는 1970년대 중반의 7%에서 2005년 12%로 급격히 증가해 평균수명도 2002년

기준으로 남성 76.8세, 여성 80.5세로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고령화 현상은 직업연
금이나 민간연금을 통해 공적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완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연금수급자
들의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구당 평균규모는 1971년(2.9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약 2.4명의 가구원수
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부모 가족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다문화 국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영국의 이민 인구는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30,8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수는 2004년 이후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이와 함께 일하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양부모
가족(two-parent family)은 감소하고, 한부모 가족이나 계부모 가족, 동성애 가족 등 가족의 형태
나 가족을 구성하는 인종이 다양화 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영국의 가족유형 변화를 보여주는 <표 1>을 살펴보면, 전체 가족유형 중에서
여전히 보편적인 가족구성은 부부 및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임을 알 수 있으나, 부모와 자
녀로 구성된 가족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1971년의 3%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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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족유형

(단위: %)

1971

1981

1991

2001

2006

단독가구

18

22

27

29

28

부부

27

26

28

29

28

35

31

25

23

22

비동거자녀

8

8

8

6

7

동거자녀

3

5

6

7

7

비동거자녀

가족형태

부부

동거자녀

한부모

4

4

4

3

3

기타

5

6

4

4

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ONS. 2007b.

이와 함께 2006년 기준으로 18세미만 아동 중에 전체의 24%의 아동이 한부모와 살고 있는데,
이는 1972년의 7%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며, 한부모 가족의 89%는 여전히 정부
에서 지급하는 수입관련 급여/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는 유럽의 최고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
(ONS, 2007b). 한부모 가족이 문제시 되는 이유는 영국의 경우 부족한 보육시설과 비싼 보육비

로 인해 한부모들은 유급노동을 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한부모가 된다는 것은 곧 빈곤과 관련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육아의 문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자
녀가 있는 기혼여성들이 파트타임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표 2>를 보면
2005년 현재 노동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70%를 넘고 있다. 그러

나 부양자녀가 있는 어머니와 부양자녀가 없는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해 보면,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보다는 반일제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경제활동 참가율 2006 2/4분기

(단위: %)

전일제(Full time)

반일제(Part time)

계(All)

30
87
30
54

41
4
27
23

71
91
56
77

51
64
58

22
9
15

73
73
73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동거 모
결혼/동거 부
한부모
모든 부모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여성
남성
계
자료: ONS. 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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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통적 핵가족이 붕괴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동안 가족 내
에서 여성에 의해 무급으로 행해지던 육아와 보육은 사회화가 필요해졌고, 결혼률 감소와 동거
율 증가, 그리고 십대 임신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가족변화에 따른 빈곤증대와 돌봄 노동의
사회화 역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며 영국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과제가
되었다.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들 수 있다. 탈 산업화의 결과 1971년 2.6백만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2006년 17.5백만으로 크게 증
가했으며, 무취업가구비율은 1996년 19%에서 2003년 이후 16%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EU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ONS, 2007b). 특히 저학력에 비숙련기
술을 가진 사람들의 취업이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취업 후에도 낮은 임금으로 인해 빈곤이 심
화되고 불평등이 증가하는 등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2. 가족에 대한 접근 변화: 사회투가국가로의 전환
가족정책의 개념은 가족(the family)의 정의에 기초해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지만(김성천,
2000; 장혜경, 2002; 최경석 외, 2006), 전반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들로써, 가

족에 대한 명백한 목표가 있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명시적(explicit) 가
족정책과, 정책의 일차적 목표가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암묵적(implicit) 가족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Kamerman and Kahn, 1978;
Zimmerman, 2001). 전통적으로 가족에 대한 영국의 접근은 암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

보수당 정부는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강조하면서 가족의 삶에는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삼았으며(Fox-Harding, 1996; Wasoff, Day and Alcock, 2000), 가족정책에 대한 기
본적인 원칙이 성문화 되어 있지도 않았고, 노르웨이나 프랑스같이 가족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을 명시하지도 않았다(Hill, Kirk and Part, 1995). 따라서 정부의 여러 가지 책임들 중의 한 가
지 정도로 가족정책을 인식하고 정부 산하 다양한 부서들이 가족이슈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영국 정부는 전통적 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은
병리적이라고 보았으며(Burden, Cooper and Petrie, 2000), 빈곤을 개인적인 실패의 결과라고 보
았기에 한부모를 위한 사회보장수당을 폐지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줄이는 정책 등을
실시했고 그 결과 여성 단독 가구의 빈곤위험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아동빈곤의 증가로 나
타나게 되었는데, 일예로 영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아동빈곤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Brewer, Clark and Goodman, 2003).
이와 같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사회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남성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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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제도는 적절히 기능하지 못했고, 세 번의 연속적인 선거패배 경험
후 1997년 집권한 신노동당 정부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고 재정적 부담을 해결함과 동시
에 복지수혜자들의 복지의존성과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이 필요해
졌는데, 사회투자국가모델은 제 3의 길을 선택한 신노동당 정부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투자국가는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이 지식기반사회에 공존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
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
도록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 및 조율하고 빈곤층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하여 중산층으로
의 이동을 촉진하며, 문제에 대한 사후적 개입보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혹은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개입을 추구하고, 복지의존성을 약화시키며,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구
하고 있다(김영순, 2007; 김연명, 2007). 즉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정책의 핵심은 인적자본과 사회
적 자본의 육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노동당 정부 하에서 복지의 대상은 성인 중심에서
미래의 경제활동의 참여 대상 집단이 될 아동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아동기의 불리함이 평
생 동안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아동기에 국가개입을 통해서 전 생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 참여 가능 집단인 여성, 장애자, 고
령자 등 전통적인 복지제도 하에서는 배제되었던 집단이 정책의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개인에
대한 관점 역시 이중생계부양자모델(dual earner model)로 상정하여 양성 모두에게 평등한 관점
에서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노동당 정부는 가족을 지역사회, 사회, 그리고 국가를 세우는 근본이라고
명시하고, 아동빈곤 퇴치와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적 배제 극복, 그리고 노동시장참여의
극대화를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게되었다(Home Office, 1998). 이로써 영국의 가족정책은 명시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보통 가족과 관련된 정책들은 아동의 욕구 충족과 권리를 강조하고 가족,
특히 자녀를 둔 부모를 그 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물론 이와 함께 교육, 보건, 사회보
장, 고용, 사회서비스, 주택 등의 다양한 정책들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접
근은 보편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이 혼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결혼과 부모로 구
성된 가족을 권장하는 한편, 비전통적인 가족 또한 지원하고 있다(Kilkey, 2000). 영국에서 처음
으로 발간된 가족지원에 관한 보고서는 영국이 보다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과거 정부와는 달리 ‘제 3의 길’을 가고 있는 신노동당 정부는 가족
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모의 책임감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Home Office, 1998). 가족에
대한 최근의 접근은 아동빈곤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포함하는 복지개혁(welfare reforms)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를 위한 1단계 개혁으로써 세금과 수당제도를 변화하였으며, 제도적인 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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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혁하여 과거에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 다루어지던 가족관련 문제들이 내무성 내 가족정
책단(Family Policy Unit)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다. 물론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의 전달을 위
해 아동, 교육 및 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Education and Families), 무역산업부
(Department for Tradition and Industry),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등의 중앙정부조직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사회

서비스팀, 그리고 지역사회 단위로 Sure Start 아동센터와 조기교육센터 등이 설립되어 아동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아동복지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포괄하는 가족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정
책의 내용, 성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신노동당 정부의 가족지원정책
1. 가족지원정책의 방향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가족지원정책은 1997년 현 집권 정당인 노동당이 총선에
서 내세운 ‘변화와 안정’이라는 과업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Labour Party, 1997, p. 25)의
일환으로써 이듬해 내무성에서 발간한 가족지원에 관한 자문보고서룰 통해서 공포되었다. 총선
당시 내세운 공약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부터 탈
출하기 위한 통로로써 유급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조기에 표명했고, 따라서 구체적인 정
책조치들과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증진을 통해서 한 부모들을 격려하고 지원할 필요성을 천명
하고 있다. 둘째로, 아동을 위한 재정지원의 유지에 대한 공헌이다. 이것은 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아동 빈곤을 퇴치하겠다는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가
족구성원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부모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지원을 위
한 정부의 정책에는 노동과 삶(work-life)의 균형 및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된 매우 구체
적인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개인의 책임성에 대한 아젠다는 부모들을 위한 보다 나
은 서비스 및 지원과 결혼생활 강화에 관한 제안에서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노동당 정
권 하에서 가족지원정책의 대상은 자녀를 둔 가족이며, 향후 20년 내에 아동빈곤의 퇴치, 한 부
모들의 고용 증대, 그리고 14세 이하의 모든 아동들을 위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Home Office, 1998).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 부모들의 고용기회 창출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권장,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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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보육전략수립, 주 48시간 노동과 모성 및 부성 휴가의 보장, 보편적 아동수당의 부활, 가족
구성원들의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백선희, 2006). 또한 이러한 전략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과업중심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

고, 전략 시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최고 가치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으며,
가족관련 부서들은 이해집단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관련 정책과 장기전략 수립에 관해서 정부에
조언을 하였다(Quintion, 2004). 이와 함께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의 계획과 전달에 사용되는 정
보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부모들을 위한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앞 절에서 살펴본 정책목표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과제가 설계되어 시행되고
있다.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가족이 빈곤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편적 지원과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탈 빈곤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신노동당 정부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분야 (general area)

구체적인 정책 조치 (proposed measures)

재정지원의 확대
(Financial support)

아동 수당의 인상
세금 공제 혜택
한 부모 가정을 위한 뉴딜 정책
교육비 보조
아동 지원 서비스의 개혁

가족 친화적인 고용정책 도입
(Work/life balance)

가족 친화적인 고용 권리 확보를 위한 준거틀 마련
가족 친화적인 고용 정책과 제도의 증진

부모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개선 및 확충
(Support services)

가족과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 개발 및 연구를 위한 국가
단위의 연구기관 설치(National Family and Parenting Institute)
가족을 위한 전국 규모의 Helpline 설치 및 운영
방문 간호사(Health Visitor)의 역할 확대
Sure Start 프로그램의 전국적 실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Strengthening marriage)

결혼 제도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원만한 부부 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부부 갈등 극복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심각한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 지원 사업
(Support for
services family problems)

무단 결석(truancy)과 학교 배제(school exclusion)의 감소를 위한 대
책 강구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
십대 청소년의 임신율 감소를 위한 대책 강구
가정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 강구

자료: Home Office, 1998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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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은 신노동당 정부의 초기 가족지원전략에 관한 청사진을 정리한 것이다. 10여년
의 세월을 거치면서 초기의 계획들이 수정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은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가족지원을 위해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세
부전략을 수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가족지원정책의 핵심과제인 아동빈곤퇴
치,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 극대화,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아동의 빈곤퇴치 프로그램

1999년 3월,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은 복지국가의 미래에 관한 강연에서 ‘우리들의 역사적 목

표는 우리 세대에서 처음으로 아동빈곤을 영원히 퇴치하는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그
는 ‘아동 빈곤의 퇴치는 우리 세대의 20년간의 사명이고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리라 믿어 의
심치 않는다’라고 확신했다(Blair, 1999: 7). 이어 2004년까지 평균가구소득이 60% 미만인 가정에
서 살고 있는 아동의 수를 적어도 4분의 1을 줄이고(DSS, 2000), 2010년까지 빈곤 아동의 수를
반으로 줄이며, 2020년까지 빈곤을 근절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였다(HM Treasury,
2004). 아동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세금과 아동수당, 세금감면제도, 그리고 다른 급여

들을 통한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아동보육 및 보호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종
류의 프로그램들을 포함한다. 후자에 관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부양수당(Subsistence Benefit)과 소득지원(Income Support: IS)의 확대를
포함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수당 (Child Benefit: CB)의 증액(모든 아
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수당 지급)으로 1997년에 첫 번째 자녀에게 지급하였던 주당 11.05파운드
를 2000년에는 15파운드까지 증액하여 지급하였고, 2006년 현재 31파운드로 상향되어 지급되고
있다. 둘째, 아동에 대한 IS로 1997년에서 2001년까지 영ㆍ유아에 대한 소득 지원을 기존 금액의
80%의 까지 증액하여서 지급하였고(Lister, 2003), 무노동 가정의 1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지원이

상향 조정되었다. 셋째, 1997년에 이전에 지급되었던 가족수당(Family Credit) 대신 근로가족세금
공제제도(Working Families’ Tax Credit: WFTC)를 1999년에 도입하였다. 새로 도입된 WFTC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과 가족 규모에 근거해서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성인에게 지급되
었다. 이는 2003년 자산조사를 통하여 제공되는 여러 가지 고용관련 공제제도를 하나의 단일체
계로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쳐 근로세금공제제도(Working Tax Credit: WTC)로 대체되었는데
(DfES, 2007), <표 4>와 같이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긴 하지만, 결국 자녀가 있는 저소

득 가정에 대해 조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근로동기를 자극함과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
는 가정에 대해서는 동일한 양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
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아동이 많고 1주일에 부부합산 30시간 이상의 노동시장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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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저소득 가정은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육요소를 WTC에 포
함함으로써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WTC 가족특성별 연간 최대 지원액 2007/8

요 소

최대 지원 금액(파운드)

기초지원

1,730

부부 / 한부모

1,700

30시간 이상 근로 (주당)

705

장애

2,310

중증장애

980

50세 이상의 고령자

16～29시간 근로시 1,185; 30시간 이상 근로시 1,770

보육 (전체 보육료의 최대 80%)

자녀가 1명인 경우 (주당) 175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주당) 300

자료: CPGA, 2007에서 재구성

넷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세제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비체계적으로 제공되었으나
2003년 아동세금공제제도(Child Tax Credit: CTC)의 도입으로 일원화된 세금공제제도를 구축하

게 된다. CTC는 연간수입이 58,175파운드를 넘지 않는 자녀가 있는 가족과 친부모가 아니더라
도 아동의 주된 보호자가 대상이 되며, 수입정도와 가족요소, 아동요소, 장애요소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총액을 산정한다. 2007/8년 기준으로 볼 때 가족요소를 충족시킬 경우 최대 지원
액은 545 파운드 이며, 아동요소를 충족시킬 경우는 아동 한 명당 1,845파운드, 그리고 장애나
중중장애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생아 출산 시 추가로 545
파운드가 지급되며(CPGA, 2007), 장애와 중증장애 등의 요소를 구별시킴으로써 가족의 개별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2005년에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 9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이용가능한 개인계정을 주고 각 계정에 일반 가정의 아동에게는 250 파운드를,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500파운드를 일회성으로 지급한 다음 가족이나 아동 자신이 이를
적립⋅증식 한 후 18세 이후에 대학등록금 등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Daycare Turst, 2007).
2) 적극적인 노동시장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1997년 총선 공약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향후 10년 내에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의 70%를 고용

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는 2001년 고용을 위한 녹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완전고용(Towards
Full Employment in a Modern Society)’에서 새롭게 정책이슈로 등장하였다(DfEE, 2001). 영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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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노동을 통한 빈곤탈출이 가장 최선이라고 믿고 있으며, 뉴딜 프로그램(New Deal
programmes)과 가족친화적 영국 만들기(Making Britain family friendly)를 통해, 세금 및 급여체

계의 개혁과 더불어 근로연계복지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뉴딜 프로그램은 한부모, 청년실직자, 만성실직자, 장애인, 50세 이상의 고령자 등 복지
의존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복지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을 통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2년부터 지역사회 내에 설립된 구직센터
(Jobcentre Plus)에서는 개인적 조언자가 지역 내 구직안내, 이력서 및 채용원서지원 등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Karagiannaki, 2007). 한부모에 대한 정보의 경우에는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안내, 수당, 일을 할 경우의 수입에 대한 안내,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한 가지 중요한 정책 변화로는 소득지원정책을 위한 청구과정의
일부로써 강제적인 취업상담을 위한 면접의 도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뉴딜정책에 대한 참여
자체는 자발적인 것으로 남아있었으나, 2001년부터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은 소득지원 신청 시
의무적으로 취업 상담을 받도록 하였다(Mcknight, 2005).
또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족친화적인 고용정
책의 수립과 실행은신노동당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되었다. 구체적인 조치들은 자녀의 출산 혹
은 입양 후 3개월간의 무임금 휴가에 대한 권리를 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European
Parental Leave Directive)의 실행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제도
(Working Time Directive)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7년부터 유급출산휴가가

과거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시행되고 있다(DWP, 2007a).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해 영국 정부는 2000년 150만 파운드의 예산을 들여 일과 삶 균형을 위한 자금(Work-Life
Balance Challenge Fund)을 조성하였고 모성 및 부성 휴가의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다(Smeaton and Marsh, 2006). 전술한 국가 보육 전략은 이러한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아젠다
의 통합적인 부분이며, 신노동당의 아동 빈곤 퇴치 정책과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을 위한 뉴딜정
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
3) 보육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2001년 ‘내일의 희망: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략 세우기(Tomorrow’s Future: Building a
Strategy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라는 문서가 발간되었는데, 이는 19세 이전의 아동과 청

소년을 위한 직접적인 혜택과 정부의 장래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CYPU, 2001).
이에 따라 모든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건서비스의 향상, 빈곤아동 또는 소외된 지역에 사는 아
동을 대상으로 빈곤 및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보육과 교육지원, 그리고 국가보육전략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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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ure Start 프로그램은 3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가족지원과 보건, 조기교육, 아동보육서비스
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빈곤을 탈피하는 길’을 안내하고
이들이 학령기가 되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이다(백선희, 2006; 박
순우․최영, 2007). 이는 초기아동보육센터와 지역사회 어린이집이 발전된 것으로 두 조직 모두
Sure Start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으며 전달체계 상의 파트너쉽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취약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지역사회에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연간 4억 5천만 파운드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2008년까지 적어도 340만 파운드를 추가로 지
원할 계획이다(Arnold, 2005; Glennie et al., 2005).
보육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2003년 4월부터 여성의 법정 유급출산휴가는 재직기관과 상관없
이 18주에서 26주로 연장되었고 출산 전 14주 시점에서 26주간 연속 재직한 노동자의경우에는
무급으로 26주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첫 6주간은 재직
시 소득의 90%이고, 이후 20주간은 100파운드로 균등 지급된다. 1999년부터 출산과는 무관하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1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 13주의 육아휴가 (parental leave)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2002년부터 남성의 유급출산휴가와 입양시의 휴가로 확대되었는데,
남성의 경우도 2주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여성의 법정 유급출산휴가와 균등한 급여인 100파운드
를 지급받게 되었다. 남성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노동과 가족법(Work and Families
Act 2006)에 근거해서 2010년부터 어머니가 출산휴가 20주 이후 남은 휴가를 다 쓰지 않고 직장

으로 복귀할 경우 남은 휴가를 아버지가 유급으로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유급노
동 뿐만 아니라 보육과 돌봄이라는 무급노동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보인다(Lewis and Campbell, 2007). 이와 함께 2001년 영국 정부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탄력근무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시켰다(DWP, 2007b).
영국은 법적으로 주당 4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평균근로시간은 주당
45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8시간을 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웨덴 등

이 법정 최장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서부 유럽에서 근로
시간이 가장 긴 나라중의 하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OECD, 2007).
두 번째로는 교육보조 수당(Educational Maintenance Allowance)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 수
당은 15개 시범사업지역에서 자산 조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16세 이상의 전일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 번째로 비행청소년들의 범
죄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On Treck 프로그램으로 2천 7백만 파운들의 예
산을 투입하여 30여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십대 미혼모들의 교육과 직
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Surt Start Plus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십대임신예방 전략의 한 형태로
써, 건강한 성관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성(sex)관련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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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학교 내 서비스와 방과 후 활동, 방학 활동 프로그램과 학교를 졸업했으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
램들이 있다. 넷째, 13세에서 19세 사이의 모든 아동ㆍ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은 연계서비스
(Connexions service)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무단결석(등교거부)과 배제를 다루는 정부

접근의 핵심적 강령으로, 청소년들이 고용과 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성공적으로 성인
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조언, 안내, 정보제공, 개인상담 등을 제공한다. 이용센터에 있
는 개인적 조언자(personal advisor)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2004년 이후 영
국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Skinner, 2004). 서비스 전달기제로는 지방정부의 교육, 사회, 청소년
서비스, 학교, 고용, 보건당국, 경찰, 보호관찰 팀, 자원봉사 조직, 그리고 청소년 자신들이 함께
파트너로서 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연계활동이 범죄, 십대임신, 약물중독 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민간 조직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다섯째, National Family and Parenting Institute(NFPI)의 설치 및 운영이다. 1999
년 출범한 NFPI는 정부출연의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으로써, 부모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가
족의 복지를 증진하며, 보다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관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효과적인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와 지식들을 제공하는 등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
해서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족과 양
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출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NFPI, 2000, 2003). 현재 NFPI가 진
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들은 자녀양육기금(Parenting Fund), 부모를 위한 정보센터(Parent
Information Point),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 지원(Fathers and Family Support) 등이다. 이중 자녀

양육기금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서비스들
을 확충하는데 쓰여지고 있으며 기금의 일정 부분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
축과 강화를 위해 책정되고, 나머지는 자녀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배정되고 있
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유용한 투자라고 호응을 받
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Parentline Plus라는 정부출연기
관을 설립하였다. 현재 이 단체는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유용하고 실제적인 정보들을 제공하
고 있으며, 자녀양육과 관련된(무료)전화상담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양육
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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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족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신노동당 정부의 가족지원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부
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목표들이 장기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현 시점에서 그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지
난 10년간 가족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영국 정부가 성취하고자 했던 아동빈곤퇴치와 부모들의
고용촉진,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
다.

1. 아동빈곤퇴치
1997년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아동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였

다. 그러나 1997년 이후 2005년 현재까지 약 2.4백만 명의 아동이 빈곤을 극복한 것으로 조사되
고 있다DWP, 2006a; Larker, 2006).
무직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은 신노동당 집권 이전인 1996년 19.6%에서 집권 초기인
1997년 18.4%, 그리고 2006년 15.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동빈곤완화를 위해 지원된 재정지원은 빈곤완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추론되고 있는데,
아동 빈곤율을 주거비용 고려 이전과 고려 이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대적 빈곤가정의 아동 수는 주거비용 이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1998/99년과 2004/5년 사이에 26%(3.3백만 명)에서 21%(2.7백만 명)로 하락하였고, 주거비용 이후

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34%(4.3백만 명)에서 28%(3.6백만 명)로 하락하였다. 절
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하면 그 하락률은 더욱 눈에 띤다.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었던 아동 수는
주거비용 이전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1998/99년과 2004/5년 사이에 24%에서 12%로 하락하였고,
주거비용 이후의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33%에서 17%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와
함께 만성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을 파악하기 위하여1997년에서 2000년까지의 4년과 2002년
에서 2005년 사이의 4년을 비교해본 결과, 적어도 3년 이상 빈곤상태에 있는 아동 또한 감소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거비용 이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만성적인 빈곤상태에 있는 아동
은 조사기간 동안 17%에서 11%로 감소하였고, 주거비용 이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역시 비슷
한 양상을 보인다(DWP, 2007a).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아동 빈곤율 뿐만 아니라 전체 빈곤율도 상
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1997년 이후 2006년 현재 3.6%가 하락하였고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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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하락률은 더욱 크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유럽회원국들 중에서는 아동 빈곤율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현재
무직가정의 아동 중 64%가 빈곤을 경험하고 있고 한명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양부모로 구성된
가정의 아동 17%가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DWP, 2006b).

2. 부모의 고용촉진
신노동당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은 지난 10년간 효과적인 경제관리와 맞물려 꾸준하
게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한부모에 대한 뉴딜은 사회복지급여 수급율을 낮추고 취업률을 증가
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가족 수는 1996년에
2.3백만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1997년에 2백만, 1999년 1.8백만에서 2006년 현재 1.79

백만으로 감소하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DWP, 2007a). 무직가정의 비율도 1997년의
13.3%와 비교했을 때 2006년 현재 약 1.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율은 1997년 72.9%였던 것이 2004년 7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06년 현재 74.5%로 약
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국은 다른 G8 국가와 비교했을 때 고용율이 높은 나라라
고 할 수 있다. 남녀 고용율에는 계속해서 차이가 있어 왔는데 1997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정도의 높은 고용율을 보여주었으나 2006년에는 8.6%로 남녀 고용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DWP, 2007a). 이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의 실시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진

것이며 이는 빈곤율 완화에 부분적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영국이 높은 고용율
을 유지하는 것은 거시경제와 노동시장 정책, 조세제도와 보육에 대한 투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부모의 고용율을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물론 한부모를 위한 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한부모 고용율은 꾸준히 증가해서 2006년 현재 56.5%로, 이는 1992년의 40.7%와 비교해 보
았을 때 15.8%나 증가한 수치이다(DWP, 2007b). 그러나 이와 같이 괄목할 만한 증가에도 불구
하고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여전히 낮은 한부모 고용율을 보이고 있다(DWP, 2007c). 무엇보다
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 부모중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가 전체의 10%로 극히 낮다는 점
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한부모의 경우 육아문제로 인해 전일제 보다는 반
일제 근로를 선호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상당수의 한부모가
숙련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전히 소득지원 수급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과 같은 무임금 노동이 유급노동과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는 활동이라는 사실과 모든 여성들이
유급노동에 종사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초기부터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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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Gray, 2001). 이 외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2003년부터 18주에서
26주로 연장하고, 남성 또한 8주간 의 법정 출산휴가(paternity leave)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

며, 입양 시에도 8주간의 휴가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출산과는 무관하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무급의 육아휴가(parental leave)를 18주 동안 가질 수 있게 하였다(Daycare Trust,
2007).

결론적으로 가족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고용촉진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
고 있긴 하지만, 2010년까지 한부모의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가 일을 하고 있는 가정 또한 저임금을 받
거나 짧은 근로시간 등의 이유로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아동의 절반 정도가 적어
도 한명의 성인이 직업을 갖고 있는 가정이고 이들의 대부분은 부모가 다 있는 가정이다. 맞벌
이가 아닌 경우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구 빈곤을 막기 위해서도 여성의 노동참여
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평균소득 이하의 가구 비율

구분

근로형태

부부(Couple)

전일제+전일제

1

전일제+반일제

4

한부모(Lone parent)

계

비율(%)

반일제+반일제

9

전일제+무직

13

무직+무직

19

자영업

15

전일제

2

반일제

5

무직

32
100

자료: DWP, 2006a에서 재구성

또한 고용촉진전략이 모든 개개인들에게 같은 조건에서 유급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여
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그들의 자녀 양육과 가사 책임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가정 하에 실시되고 있지만, 사실 영국 정부는 여전히 가정 내 여성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조하
고 있기에, 이러한 전략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Lewis and
Campbell, 2007).

영국의 가족지원(supporting families)정책에 관한 연구: 신노동당 정부를 중심으로 23

3. 보육서비스 확대
신노동당 정부는 보육의 질을 높이고 비용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부모들의 선택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아동의 미래전망을 증진시키고자 1998년 국가아동보육전략을 수립하였고, 이
후 지속적으로 보육시설과 보육비 지출을 확대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등록된 아동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영국 평균을 살펴보았을 때, 종일제 보육시설이 1997년 193,800
개에서 2006년 현재 588.300개로 늘어나고, 방과후 클럽은 이 기간 동안 78,700개에서 372,100개로
증가하였다(DWP, 2007c). 즉 1997년에는 8세 이하 아동 8명 당 1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
었다면 2006년 현재는 8세 이하 아동 3명당 1명이 등록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0년까지 정부는 3세에서 14세의 모든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자녀가 있는

가정, 특히 맞벌이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조부모나 친척 등 비공식적 보육서비스(informal
care)를 이용하는 빈도가 여전히 높긴 하지만 (67%) 공보육(formal childcare) 참여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현재 57% 정도로 증가했다(Bryso n et al., 2006). 물론 민간영리보육시설이 다
수를 차지하여 보육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정부가 꾸준히 공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감독을
강화해 부적격 민간시설을 퇴출시켜, 2001년 민간영리시설(private sector)의 비중이 81%에 달했
던 것이 2005년에는 60%로 낮아졌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세금감면제도를 통해 법정 보육비의
80%까지 지원받게 되었고,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도 1998/99년 14억 파운드에

서 2004/5년에는 43억 파운드, 2007/8년에는 54억 파운드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Daycare
Trust, 2006).
2004년부터 3～4세 아동에 대한 무료보육시설 이용 혜택을 주기 시작해, 2006년 현재 주당
12.5시간 이용은 무료이며, 2007년부터는 주당 15시간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민

간영리시설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08년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오전 8시
부터 오후 6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며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진
행할 경우 교통편을 지원해 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DfES, 2007).
이와 함께 2006년 현재 약 1,000개의 Sure Start 아동센터가 설립되어 약 800,000명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조기교육, 아동보육, 보건, 가족지원, 부모 및 자녀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Daycare Trust, 2006), 탁아와 교육,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한 조기교
육센터(Early Excellence Center)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2010년까지 박탈 정도가 높은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에 최소한 한 개의 아동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DWP,
2007c). 이러한 아동보육의 확충과 조기교육의 확대는 아동의 학습능력과 또래관계 등을 향상시

켜 궁극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Daycare Trust, 2007).
정리하자면, 아동보육서비스 확대와 출산휴가의 확대, 육아휴직의 도입, 그리고 탄력근무제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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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
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보육시설의 공급이 확대되고 공보육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신노동당 정부의 국가아동보육전략이 짧은 기간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2004년까지 90만개의 양질의 보육시설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보육
시설은 2006년 9월 현재 644천개 정도만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3년
626천개의 보육시설이 새로 설립되었으나 1998년에서 2003년까지 약 301천개가 문을 닫았기 때

문인 것으로 추론된다(Daycare Trust, 2006). 따라서 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가격적정성면에서도 평균소득의 25～30%정도를 차지하는 지나치게 높은 보육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과반수의 보육시설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영리시설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일정치 않은 시간에 근무해야 하는 부모들의 경우 보육 대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조부모, 친척 등의 비공식적인 보육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
다(Bryson et al., 2006).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박탈되고 낙후된 지역의
보육서비스 이용율은 58%인 반면 가장 부유한 지역의 보육서비스 이용율은 68%에 이르고 있다
(Daycare Trust, 2006). 공보육 참여율은 전자가 36%, 후자가 46%로 이는 저소득의 박탈된 지역

에 거주하는 가구의 보육서비스 비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빈곤지역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돕는
한편 이들의 부모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의도대로 추진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육아휴직급여가 남성의 수입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저임금을 받는 아버지들이 짧은 기간 동안만 이 제도를 활용할 뿐(Smeaton and
Marsh, 2006),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탄력근무제의 요청도 집단적인 권리보다는 개인적인 선택권을 강조한 결과 사적영역에서의 낮
은 실효성 문제는 영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노동당 정부는 사회투자적 성격을 갖는 가족지원정책을 통하여
아동의 빈곤율을 크게 낮추었고, 획기적인 보육전략을 수립하여 공보육서비스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가족친화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하여 실제적인 가족지원을 함으로써 궁극
적으로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물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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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세운 정책목표들이 대부분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지원정책의
핵심 과제인 아동빈곤 감소는 정부가 초기에 설정했던 목표치를 밑돌고 있고, 보육서비스는 민
간보육시설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비싼 보육료 문제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이 접근하기에는 여전
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감소되었지만, 한부모 가정의 부
모, 특히 여성 가구주의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부담과 낮은 임금, 그리고 비숙련기술로 인하여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한계들은 앞으로 영국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점을 숙지하고,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의 가족지원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대책이 요구된다. 신노동당 정부
의 가족지원정책은 빈곤에 대해서 생애 과정적인 인식에 기초해서 향후에 빈곤을 예방하기 위
한 것이며, 과거 성인중심의 정책에서 아동과 성인을 동시에 중시하는 정책으로 미래지향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아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동기에 불리한 환경에서 자라 인적자본을 축적하지
못한 경우 성인기의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아동기에 불리한 성장조건을
최저소득보장이나 보편주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그리고 보편주의적인 질 높은 공보육체
계 확립과 같은 사회적 개입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의 노동자를 양성한
다는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아동빈곤을 감소하는 노력은 미래 성인이 빈곤화 되는 것을 예
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영국의 경우는 가족 안에서 아동이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자녀양
육 때문에 빈곤에 빠지거나 빈곤 때문에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양육을 위한 직접적 프로그램의
실시로 다각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도 빈곤에 대한
사후적 접근과 함께 사전 예방적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실제적인 가족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
리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보육 및 돌봄 관련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가족친화적 정책을 도입하고 일-가족 양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재정지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3년 현재 가족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에서 0.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는 OECD 평균인 2.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재 한국의 가족복지 수준은 OECD 국가
들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OECD, 2006). 영국은 우리보다 튼튼한 사회보장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건과 교육 서비스가 사회화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가족지원을 위해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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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복합적인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전달체계 및 서비스가
요구된다.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보육서비스의 확대는 아동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가
족친화적인 고용과 직업은 아동양육 시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각의 정책수단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일관된 프로그램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각의 개별 프로그램들이 서로 깊은 관련성을 맺고 진행될 때 보다 효
과적인 지원 또한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의 인프라구축이 선행되
어야 하며 보건, 복지, 교육, 여성, 고용, 조세, 주택정책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
이다. 빈곤 극복을 위한 고용창출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취업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의무화 하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및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탄력근무제 도입이나 각종 육아관련 휴직제 등의 정착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간은 물론 지자체와 공공과 민간,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들이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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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pporting Families Strategy in the UK:
The Case of New Labour Government
Sonam Yang
(Assistant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Since 1997, the UK has developed policies to address the issue of supporting families on
the basis of the social investment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significations which
important to promote for supporting family through analysis about the effects and
limitations of family support strategies. The guiding principles set out have also been
applied to policies for families with children, such as financial support, work/life balance,
support for family problems and so on. In brief, the government’s effort to reduce child
poverty, to balance work and life, and to extend childcare services can be evaluated as
successful, despite some limitations.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family and their
members, more progress is needed.
Key word: Supporting families, Child poverty, Childcare, Active labour market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