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하는 대한민국,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세미나

┃주최   한국경제연구원(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한미글로벌 인구문제연구소 

┃후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포스코그룹, SK그룹, 한미글로벌

2022년 4월 26일(화) 오후 2시

포스코센터 서관 아트홀

소멸하는 대한민국,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세미나

┃주최   한국경제연구원(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한미글로벌 인구문제연구소 

┃후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포스코그룹, SK그룹, 한미글로벌

2022년 4월 26일(화) 오후 2시

포스코센터 서관 아트홀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세미나

일시 : 2022년 4월 26일(화) 14시~17시

장소 : 포스코센터 서관 아트홀

Program

시간 내용 발표

13:30-14:00 등록

14:00-14:05 개회사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14:05-14:10 축사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명예원장

14:10-14:15 축사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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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4:50 주제발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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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기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한국 사회의 저출산 롤모델이 되기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

15:50-16:00 휴식

16:00-17:00 주제토론

좌  장 : 김병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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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존경하는 반기문 제 8대 유엔 사무총장님,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님,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세미나』에 참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세미나

의 개회사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인류 초유의 사례로서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선인 2.1의 1/3 정도인 0.81이고 2020년부터 연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는 당초 예상 년도인 2030년을 앞당겨 2025년에 진입하리라 예상

됩니다. 또한 2050년에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

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저출산·고령화가 농촌을 시작으로 지방소멸, 더 나아가 국가소멸로 다가

갈 것 입니다. 일례로 한국의 저명한 인구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포스코그룹의 생산거점이 있는 전라

남도와 경상북도의 2100년 인구는 전라남도의 경우 현재 180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경상북도가 

현재 260만 명에서 2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마저도 7~80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로 

분포될 것이라 합니다.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국의 인구문제를 걱정하고 있고 영국 옥스포드 대

학의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만교수는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인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인 일본을 반면교사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인구정책의 실패로 현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5년 기준으로 사람

이 전혀 살지 않아 원숭이, 멧돼지 등 야생 동물이 출몰하는 인간 무거주 마을이 174개 있고, 10

년 내 무거주 지역 예상마을이 570개, 향후 무거주 가능성이 있는 마을이 3,044개 있다고 보고되

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빈집은 서울시 전체 주택 수 380만호의 2.2배인 850만호이며, 2033년이 되면 우리

나라 전체 주택 수 2100만호를 초과하는 2,150만호가 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수

많은 지방이 소멸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비부족으로 내수시장은 30년 전의 70%수준으

로 감소하고 있는 속수무책의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초고령화가 초래하는 인구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고, 정치, 경제, 사회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것이며, 국방, 교육, 복지정책,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주택공급문제와 빈집문제, 도시문제, 

농촌문제 등에도 심각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칠 예정된 미래의 인

구문제는 북핵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나, 

정치권, 정부 당국자들이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실효성 없는 포플

리즘식의 정책들만 난무하며 실기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인구문제가 더욱 악



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집값 폭등과 고용악화, 코로나 팬데믹의 결과 인구문제는 날로 악화되

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것이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넘어 문화가 되어 버린 작

금의 상황을 시급히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범국가

적으로 유효한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 정치권, 기업, 시민단체, 종교계, 국민 모두가 인식의 공감대

를 형성하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 중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종교계의 역할도 새롭게 부

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동거커플 등에서 태어나는 비혼 자녀를 우리사회와 

기업에서 수용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OECD회원국의 비혼 자녀 출산율의 평균이 40% 수

준인데 우리나라는 1.9%에 불과하며 결혼을 통해서만 출산율을 높인다는 정책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탄생한 신생아가 27만 명인데 반해 임신중절로 사라지는 생명이 일 

년에 수십만 건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정부에서는 인구문제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아젠다로 선정하고 인구문제를 담당할 장관급 부처를 신설하여 인구문제 전반을 관리할 컨트

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인구부 수장은 총리나 기획재정부 부총리

가 장관을 겸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정책을 여성관점, 일과 가정의 양립, 젊은이 정책을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울러 서구와 북구에서 성공한 정책인 『육아의 사회화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오늘 인구문제에 대한 국가전략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되는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그에 대한 좋은 정책대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께서 주제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이 이어집니다.

값진 발표를 해주실 세 분의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 좌장이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이신 

김병연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자인 전영수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Golden Time)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절박감을 토로하셨습니다. 

소멸하고 있는 대한민국,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업이 나서야하고 전 국민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미글로벌 회장 김 종 훈



축 사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님,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님,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님,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미글로벌 인구문제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국 경제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바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

들고 있으며 2021년도 출생율은 0.81로서 OECD 국가들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2065년에는 현재의 인

구 5100만 명이 4300만 명으로 감소하고 인구의 중간 연령대가 62세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양비가 급증하게 되고, 정부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며 전 세계 193개국 중에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으로 1인당 

개인 소득 3만 불이 넘는 7개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G7 국가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한 지위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이 부딪히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주거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 평등, 사교육비 절감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대책을 마련하

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려는 의지가 생겨야 하며 결혼 후에 출산을 하려는 마음

이 생겨야 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해 지고 아이를 가지면 더 행복해 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

도록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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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반려동물에 더 관

심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2015년 한국 전체 반려동물의 숫자는 703만 마리였는데 

2020년에는 약 860만 마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통하여 느끼는 행복도 필요하지만 결혼과 출산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이민 문호를 더욱 개방하여 한국 사회를 글로벌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는 216만 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2019년보다 7만 여명이 줄어들었지만 팬데믹이 극복되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구정책에 외국인 이민에 대한 문호 개방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거

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한국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며 개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교육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관심을 가

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일반 국민들은 이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서울대학교에서 ‘국가미래전략원’이 출범하였었습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

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하여 5가지의 주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주제 중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의 국가미래전략

원의 명예원장으로서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 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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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스코그룹 회장 최정우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님과 이번 세미나를 준비

해주신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김병연 원장님,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학계의 교수님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소멸하는 대한민국,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세미나의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

민국의 인구절벽 현상은 국가의 존폐가 걸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도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핵심 선결 과제로 인식하고, 인수委에 ‘지속가능

한 인구 테스크 포스’를 신설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종합적인 정책마련을 준비하고 있어 다행이

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9년 하반기부터 출생아數 보다 사망자數가 많은 이른

바 인구 데드 크로스가 시작되었으며, 생산가능인구도 매년 평균 30~4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소비와 시장의 위축을 야기하게 되며, 기업의 성장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포스코가 저출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

니다.

포스코는 2018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하고, 기업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사회문제의 하나로 저출산을 선정하여, 기업차원의 저출산 해법 

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포스코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Life Cycle에 맞추어 다양한 출산친화 제

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력 관리가 중요한 시기의 직원들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 근무제’를 국내 기업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협력사 등 중소기업 직원의 자녀들도 양질의 돌봄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포스코 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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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Life Cycle에 맞추어 다양한 출산친화 제

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력 관리가 중요한 시기의 직원들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 근무제’를 국내 기업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협력사 등 중소기업 직원의 자녀들도 양질의 돌봄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포스코 사업장이 



위치한 포항과 광양에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운영 중이며, 협력사 직원의 자녀에

게도 유치원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포스코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포스코 

상생협력 전액 장학금’ 제도를 작년에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돌봄 공백과 양육 부담 완

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0 저출산 심포지엄’ 

을 개최한 이후 해외 우수 인재 국내 정착 방안 등 국내 거주 외국인 포용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

구를 수행해 왔으며, 작년 말, 학계 및 정부부처와 함께 인구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국가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바 있습니다. 

포스코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의 협력을 도모하고 가시

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전문가들의 통찰력과 해법이 기업차원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력과 행보에 

큰 보탬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다시 한번 저출산·고령화 국가 정책화 세미나의 개최를 진심으

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해주신 한국경제연구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한미글로벌과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그룹 회장 최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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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태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님,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님,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님,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님께, 김봉현 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이 세미나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인 저출산 고령화!

지난 20년 넘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충격적인 

경고뿐입니다.

2006년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는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감사원도 100년 뒤 인구가 3분

의 1로 줄고, 국민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년층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충

격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 어떤 위기의식도, 실효성 있는 대책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2006년부터 15

년간 무려 380조원이나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계 꼴지인 출산율 0.81

명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만 받아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앞에 놓인 미래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복지지출 증가와 세원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 병력 자원 부족으로 인

한 안보불안 등 일일이 손으로 꼽기도 어려운 정도일 것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의 저출산 정책의 초점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맞춰져 있

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금전적 지원과 휴가․휴직 기간을 확대했으며, 곳곳에 어린이

집을 건립했습니다. 전경련도 저출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전국 101곳에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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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제대

로 된 직장이 없어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혹은 자녀 교육비가 너무 부담되어, 아이를 낳기가 무섭

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출산, 양육 정책을 넘어 경제, 산업, 교육 전반에 이르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분야의 여

러 전문가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발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논의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 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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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の出生率の急落ぶりがはっきりしていた2009年7月、

チョン·ジェヒ保健福祉相（当時）が、有名な語録を残した。

「北朝鮮の核より恐ろしいのが少子化問題だ」。出生率を高める行事に

参加し、「今の時期は国家準非常事態」とも述べた。

2008年、韓国の合計出生率（15~49歳の女性一人が一生に産む平均子女数）が

1.19人に落ち込んだことを緊急問題としみなした。

人口維持に必要な最小出生率（2.1人）の半分になったからだ

今のペースの低出産が続けば、韓国の人口は2100年に1000万人以下に減り、

2305年には 韓国人が、地球上から姿を消すという計算が出た。

韓国より先に少子化危機が始まった 日本の人口消滅年度（2800年）よりはるかに早い。

2006年、英オックスフォード大学人口問題研究所のデービッド·コールマン教授は

「地球上の最優先消滅国家第1号」に韓国を挙げた。

経済をはじめ、教育·国防·企業·年金制度など、

国を支えるほぼすべての部門が大混乱に陥る。2017年に韓国を訪問した当時の

クリスティーヌ·ラガルド国際通貨基金（IMF）専務理事が、

韓国に「集団自殺社会」（collective suicide society）という直撃弾を飛ばした理由だ。

(

- 韓国の出生率の急落ぶりがはっきりしていた2009年7月、

チョン·ジェヒ保健福祉相（当時）が、有名な語録を残した。

「北朝鮮の核より恐ろしいのが少子化問題だ」。出生率を高める行事に

参加し、「今の時期は国家準非常事態」とも述べた。

2008年、韓国の合計出生率（15~49歳の女性一人が一生に産む平均子女数）が

1.19人に落ち込んだことを緊急問題としみなした。

人口維持に必要な最小出生率（2.1人）の半分になったからだ

今のペースの低出産が続けば、韓国の人口は2100年に1000万人以下に減り、

2305年には 韓国人が、地球上から姿を消すという計算が出た。

韓国より先に少子化危機が始まった 日本の人口消滅年度（2800年）よりはるかに早い。

2006年、英オックスフォード大学人口問題研究所のデービッド·コールマン教授は

「地球上の最優先消滅国家第1号」に韓国を挙げた。

経済をはじめ、教育·国防·企業·年金制度など、

国を支えるほぼすべての部門が大混乱に陥る。2017年に韓国を訪問した当時の

クリスティーヌ·ラガルド国際通貨基金（IMF）専務理事が、

韓国に「集団自殺社会」（collective suicide society）という直撃弾を飛ばした理由だ。























1. 저출산 이슈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출산친화정책의 배경

2. 기업의 출산친화정책 소개

3. 기업의 노력 ①: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

4. 기업의 노력 ②: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복지 제도

5. 기업의 노력 ③: 아동돌봄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정책 연구

6.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에 주는 긍정적 효과

7. 저출산 해법 롤모델이 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제언

8. 저출생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 및 정부에 대한 제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21~’25)

출산·양육친화적기업문화를위한사내제도를지속적으로보완

‘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를 위한기업의기여

저출산해법을모색하기위한사회적공감대형성

직원의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재택근무, 직장어린이집, 자녀장학금…

기업이 위치한 도시의 합계출산율 제고: 
 전국 0.81명, 서울 0.63명, 포항 0.88명/구미 0.87명, 광양 1.11명/여수 1.01명

※ 통계청, 2021 출생·사망통계(잠정)(‘22.2월 발표)

民·官·學이 함께하는 심포지움 개최,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 연구과제 지원·아이디어 제안



【 광양 상생형 어린이집(‘20.6월 개원) 】

【 2020저출산 심포지엄 (’20.7월) 】 【 2021 국제돌봄경제컨퍼런스(’21.6월)  CEO 축사】

【 2021 저출산정책세미나(‘21.11월)】

① 결혼전 ② 임신기 ③ 출산기 ④ 육아기 ⑤ 재직기간

 결혼 축하금

 사내 결혼식장

대관

 검진/유산/사산 휴가

배우자태아검진휴가 (3日)

 임신기 단축근무 (6hr/日근무)

난임치료휴가·시술비지원

 출산 장려금 지급
(첫째 2백, 둘째 5백만원)

 출산휴가 (본인)

 배우자 출산휴가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육아휴직 (최대2년)

 어린이집확대운영

(서울 증설 / 포항· 광양

상생형어린이집건립)

다자녀장학금

상향

(인당4천만원,

최대3명까지)

‘20년 도입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 및 반일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제도

* 대상 :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 (자녀당 최대 2~4년)

재택근무제
확대 시행

출산장려 돌봄

임신기 : 임신중인 여직원 가족돌봄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둔 직원

난임치료(新) : 남임치료중인 여직원 본인돌봄(新) : 본인의 질병, 부상 회복필요 직원

출산지원(新) : 출산임박한 배우자의 남직원



1) 육아휴직제
: 근로자가 피고용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제도

- 정부는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음 / 포스코는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고, 

평가, 승진, 연봉조정에 불이익이 전혀 없음

2) 출산전후 휴가제
: 임신/출산 등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출산전후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임금은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3~7시간/日 근무)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

- 포스코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직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구분 주요사항

난임
- 치료휴가 년 10일 (유급 6일) / 치료비 100만원/회 (총10회)
- 여직원 난임 재택근무 : 최대 2년 (‘21년 신설)

출산
(남성 직원)

- 태아검진휴가 3일 / 출산휴가 10일 (분할사용 가능)
- 출산지원 (36주~출산) 재택근무 가능 (‘21년 신설)

임신 육아

- 임신기 (임신~출산휴가 전) 재택근무 (전일 or매일 4시간 또는 6시간)  
- 육아기 재택근무 (전일 or 매일 4시간 또는 6시간) : 2~4년 사용 가능
- 임신기 단축근로(매일 6시간 근무)/육아기 단축근로 (매일 3~7시간 근무)
- 육아휴직 : 최대 2년

구분
전일 재택근무
(8 시간 근무)

단축 재택근무(6시간 또는 4시간 근무)

전환형 시간선택제 연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연계

근무
시간

8-17시

(휴게시간 : 12~13시)

일 6시간 근무 또는 일 4시간 근무 中 택1

(휴게시간 : 12~13시)

사용
기간

재직중 최대 2년
(육아휴직 기간 외 사용)

자녀당 최대 2년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 사용)

※ 자녀 1인당 최대 4년 사용 가능
복리후생, 승진/승호, 연봉조정은 일반 근무직원과 동일 기준 적용

포스코의 재택근무제 확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육아기 부모 직원들이 “경력단절＂과 “경제적어려움” 없이

일하며 육아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도입

전일 재택근무
(8 시간 근무)

단축 재택근무(6시간 또는 4시간 근무)

전환형 시간선택제 연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연계

근무
시간

8-17시

(휴게시간 : 12~13시)

일 6시간 근무 또는 일 4시간 근무 中 택1

(휴게시간 : 12~13시)

사용
기간

재직중 최대 2년
(육아휴직 기간 외 사용)

자녀당 최대 2년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 사용)

※ 자녀 1인당 최대 4년 사용 가능
복리후생, 승진/승호, 연봉조정은 일반 근무직원과 동일 기준 적용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며 재택 또는 단축 근로가 가능한 직무

복리후생, 승진, 연봉 조정은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근무직원과동일기준적용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코로나 상황과 함께 닥친 돌봄의 위기 상황 속에서, 
포스코가 실행한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통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돌봄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만족감 표현

 코로나 상황에서 교대로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었는데, 이에 더하여 만8세 이하 혹은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육아기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 회사 의사결정의

민첩함과 유연성을 보여준 사례임

 육아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인파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안전한 환경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유지하고 근무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회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애사심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

 코로나 속에서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이용하는 구성원 뿐 아니라, 제도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구성원들도, 

포스코가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회사를 신뢰하고, 강한 애사심을 보임

 포항·광양에 총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생형

어린이집 운영중

- 100여개 협력사 직원 자녀들이 함께 이용

【포항 동촌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주최 직장어린이집

공모전 대상 수상(‘20.10월)

 포항·광양의 포스코 협력사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력사와 상생발전, ‘협력사 상생 협의회‘ 개최

- 총 16,000여명 협력사 직원들에게 포스코와 동일한

자녀 장학금 제도 마련

(자녀 3명에게 대학졸업까지 인당 최대 4천만원 지원)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 선언식(‘21.6월)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돌봄 노동자로 비자취득이 가능한 요건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또는 조선족 등의 재외동포에만 한정되어 있

고,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은 외국인 여성은 아동돌봄 노동자로 취업이 가능한 영주권 제도는 없음

 제안내용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돌봄서비스 공급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육아돌보미로
정식 취업하기에는 제약사항이 여전히 존재하며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려움

- 어린 자녀의 돌봄공백을 대체할 노동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노동자를 구했어도 최저 임금이 적용되어 인건비가 높아 육아돌봄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크고, 돌봄 노동자의 자격 신뢰성 문제도 상존

 이주여성 육아돌보미 비자 발급과 같은 법적 및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

※ 이주여성 육아돌보미 관련해서, 현재 조선족은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으로 국내에 들어오고, 필리핀

출신 육아/가사 도우미의 경우는 대부분단기방문(C3, 90일 체류)으로 들어와서체류하는 사례가 많은 편임

 부모가 신뢰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자(육아돌보미)의
국가 자격증 제도 도입

※ 현재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보미 관련 민간자격증은 있으나 자격 기준이

제각각으로, 육아도우미를 선발하는 자격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



이주돌봄노동
수요 조사

해외 사례 연구 및
시스템 디자인 개발

국가 관리
돌봄인증제 도입

한국형
이주돌봄노동 모델 모색

이용 여부, 희망 이용시간 및
형태, 희망 지불 비용,
이주돌봄노동에 대한 태도, 
기대, 우려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실태 조사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특히 2019년 이주돌봄노동
관련 정책을 개편한 일본 등
해외사례 연구 및 이에 기반한
한국형 모델 디자인

이주돌봄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및 자격 조건
마련,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인증제 도입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 및 지
속가능한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 기업,학계, 
정부가 함께 한국형
이주돌봄노동 모델 모색

2
3

4
1

 맞벌이 가정의 육아기 직원들이 회사에서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동시에 자녀의 돌봄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2중의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 제공

 자신이 직접 이용하지 않아도, 포스코 내 자신의 동료 중 이 제도가 필요한 동료가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구성원들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화합과

협력을 높이는데 기여

 특히, 타 회사와 비교할 때, 포스코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동, 그리고 그를 통한 포스코

구성원이라는 높은 자긍심의 발현 기대

육아기 자녀를 둔 구성원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회사의 제도와 조직 문화가 있다는 실용적 제도로서 인식

현재는 내가 직접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도,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돌봄 공백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내가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회사 안전망”으로서의 인식



 직원들이 인식하는 포스코의 ‘기업문화’에서 나타난 공통점
- 첫째,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포스코 내, 그리고 포스코 직원들간의 화합하는 문화

- 둘째, 누군가 앞서서 튀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가는 문화

- 셋째, 회사가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신뢰에 기반한 기업문화

 이러한 기업문화에 기반하여, 포스코의 가족친화적인 정책도 포스코 직원들을 배려하여
회사가 앞장서서 계획하고 실시하는 정책이라는 신뢰가 강하게 존재함

 우리 기업들은 한국사회의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이를 위해 특히 구성원들이 출산 및 양육의
부담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로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개발 및
실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구성원 개개인은, 자녀돌봄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회사 업무 수행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함. 따라서, 구성원들이 자녀 돌봄과 업무 수행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과 자원을 이용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포스코 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육아기 자녀를 둔 많은 구성원들이 육아기 재택근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음. 가족이 함께하는 무급자녀돌봄, 유급돌봄노동자의 참여, 정부의 자녀돌봄 제도 활용, 
회사에서 마련한 가족친화적 자녀돌봄 제도 등 여러 돌봄 정책을 활용할 것임

 기업의 여러가지 가족친화 제도는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버팀목, 혹은 강하고 든든한
안전망으로 구성원들에게 인식될 수 있어야 신뢰에 토대를 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구성원들이 생애
주기를 겪으면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지속가능한 회사가 될 것임. 젊은 세대들이 결혼·출산을 주저하지

않고,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마련되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야 함



 저출생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위기임. 현재 한국사회에
서 저출생의 지속은 한국사회가 지속하기 어려운 가장 큰 장애물임

 한국 사회가 ‘인구안보 위기’를 극복하여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가족, 확대 가족, 
가정·기업·사회의 성별격차 해소, 다인종 사회로의 전환 준비와 연착륙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이
확보된 새로운 사회로의 디자인이 필요함

 저출산 극복 노력이 주로 정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민간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임. 포스코의 임신·출산·양육 등 돌봄에

대한 가족친화 제도는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분명한 롤모델을 보여줌

 그러나, 몇몇 기업의 가족친화 제도가 좋다고 해도, 기업 혼자서 실행해서는 큰 효과가 없고, 우리 사회

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실질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포스코의 선구적인 제도 실행이 타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best practice를 공유함으로써 타 기업들도

가족친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정부는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정착을 지원해 줄 수있는지 고민하
고 이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여 정부-민간기업(시민사회)-학계/입법기관이 우리 사회의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저출산
정책의
보완

가족친화
직장 환경

구축

가족의
역할구조와

문화변화

일가정양립
제도 및 문화, 
사회안전망

확산

 교육, 의료, 노동, 병역제도
전환 필요
 신뢰할수 있는 보육 인프라
- 영유아-초-중고생 포함
노동인구 활용도 제고
- 노인/여성/이민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며
함께 쉬는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포용적 가족관계 정립

정시퇴근 및 근로시간단축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도입
과로(피로) 사회지양
공정임금
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사회적 재생산 주체라는
책임감 인식

 일가정양립, 양성평등의
제도적 정착

 사회안전망 강화로
심리적 안정감 제고
 돌봄의 사회적 분담 및

공공성 확대
 성별격차 해소 등

정책 차원

기업차원

가족차원

사회전반

※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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