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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๕ಢ
ḡɩʭḡ Ⅹᱡ⇽ᔑǎa ᙹᵡᮥ ᅕᯕ ᬑญӹ ⧊ĥ ⇽ᔑᮉᮡ ֥ ᰁᱶ⊹a .ᮝ
ಽ ӹ┡ӹ໕ᕽ ֥ ᯕ⬥ ၙ᧞⦹íӹษ ᔢ⦹Ł ᯩ۵ ༉ᮥ ᅕᯕŁ ᯩ݅.1) ə్ӹ ǎԕ
⇽ᔑᮉᮡ OECD ǎa ⠪Ɂᯙ . əญŁ ᯙǍ ݡℕ ᙹᵡᯙ .ŝ እƱ⦹໕ ᦥḢࠥ ⩥ᱡ
⦹í ԏᮡ ᙹᵡᯕ݅. ᱡ⇽ᔑᮡ ᯙǍ Łಚ⪵ ྙᱽ᪡ ฿ྜྷಅ ᔾᔑᖒᮥ ᧞⪵┅Ł ၙ௹ ᖙݡ
a ᇡ⦹ ⧕ݕ۵ ᔍ⫭ᱢ ᇡ᧲እෝ ᷾a⍽ ᰆʑᱢᮝಽ ǎa Ğᰢಆᮥ ᱡ⧕⦹Ł ḡᗮ ၽᱥ
a ⦽܆ᔍ⫭ෝ ᮁḡ⦹۵ ߑ ⓑ Ùฝ࠭ಽ ᯲ᬊ⧁ äᮝಽ ᬑಅࡹŁ ᯩ݅.
ᮁ ǎaॅᮡ ᬑญӹᅕ݅ ຝᱡ ᱡ⇽ᔑŝ ᯙǍ Łಚ⪵ᨱ ෙ ᯙǍǍ᳑ ᄡ⪵ᨱ ⦽ݡ
ݡ᮲ ᱶ₦ᮥ ǎaᱢᯙ ᦥᲁ݅ಽ ᔝᦥ ᱢɚᱢᮝಽ ⇵ḥ⦹ᩍ ᪵݅(EU Demography Report,
). ᱢᱶ⦽ ᯙǍ Ƚ༉ ᮁḡෝ ᭥⦹ᩍ ⪽ၽ⦽ ᱶ₦ᮥ ⇵ḥ⦹ᩍ ᪉ aᰆ ݡ⢽ᱢᯙ ᮁ ǎa
ᵲ᮹ ⦹ӹa ⥥௲ᜅᯕ݅. ֥ ⩥ᰍ ⥥௲ᜅ᮹ ⧊ĥ ⇽ᔑᮉᮡ .ᮝಽᕽ ᖁḥ ᮁ ǎa
ᵲᨱᕽ ׳ᮡ ᙹᵡᮥ ᅕᯕŁ ᯩ݅. ⥥௲ᜅa ׳ᮡ ⇽ᔑᮉᮥ ᮁḡ⦹Ł ᯩ۵ ႑Ğᨱ۵ ǎa ᔍ
⫭ ᅕᰆ ₉ᬱᨱᕽ ⇵ḥ⦹Ł ᯩ۵ a᳒ ᱶ₦ᯕ ᵲ⦽ ᩎ⧁ᮥ ⦹Ł ᯩ݅. ⥥௲ᜅ a᳒ ᱶ₦᮹
⧖ᝍᮡ ᯱ֡ෝ aḥ aᱶᨱ  ⦽ݡḡᬱᮥ ☖⧕ ǎၝॅᯕ ᬱ⦹۵ ᙹอⓝ᮹ ᯱ֡ෝ Ԕᮥ ᙹ ᯩ
ࠥಾ “ᯱᮁ(liberté)”ෝ ᇡᩍ⦹Ł, ᯱ֡ෝ ᧲ᮂ⦹۵ ᇡݕᨱ ᯩᨕ ᯱ֡a ᯩ۵ a᳒ŝ ᨧ۵ a
᳒ e᮹ “⩶⠪ᖒ(égalité)”ᮥ ⪶ᅕ⧉ᮝಽ៉ ᱥℕ ᔍ⫭᮹ ☖⧊ᖒᮥ Ǎ⩥⦹۵ ߑ ᯩ݅.2)
⥥௲ᜅ᮹ ᯱ֡ ᧲ᮂ ḡᬱ ᱶ₦ᮡ ⩥ɩ ḡᬱ ᖒĊᮥ aḥ “a᳒ ᙹ ݚᱶ₦”ŝ ⩥ྜྷ ḡᬱ ᖒ
Ċᮥ aḥ “ᅕᮂ ᕽእᜅ ᱶ₦”᮹ ࢱ aḡෝ ᵲᝍᮝಽ ⇵ḥࡹŁ ᯩ݅. a᳒ ᙹݚŝ ᯱ֡ෝ ࠭
ᅕᦥ ᵝ۵ ᅕᮂᔍ ᯕᬊᨱ  ⦽ݡእᬊ ḡᬱ ॒ ⩥ɩ ḡᬱŝ šಉ⦽ ᔍ⧎ᮡ ⥥௲ᜅ ᔍ⫭ᅕᰆჶ
(Code de la securité)ᨱ ⦹Ł ᯩ݅. ᅕᮂ ᖅŝ ᅕᮂᔍ ᬕᩢᨱ š⦽ ᔍ⧎ᮡ ᔍ⫭ ᕽእ
ᜅჶ(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ᨱᕽ Ƚᱶ⦹Ł ᯩ݅. ⥥௲ᜅᨱᕽ۵ ǎaᨱ ᮹
⦽ ᦥ࠺᮹ ᔍ⫭⪵a ᵲࡹŁ ᯩᮝ໑, ᯕ్⦽ ₉ᬱᨱᕽ ǎa۵ ᱥℕ ~ᖙ ᦥ࠺ᮥ ݡᔢᮝ
ಽ ᮁ⊹ᬱ(école maternelle)ᮥ ᵲᝍᮝಽ ᮁᦥ Ʊᮂᮥ ᱽŖ⦹Ł ᯩ݅. ᮁ⊹ᬱᨱᕽ ᱽŖ⦹Ł
ᯩ۵ ᮁᦥ Ʊᮂᨱ  ⦽ݡȽᱶᮡ Ʊᮂჶ(Code de l’éducation)ᨱ ⦹Ł ᯩ݅. ə ၷᨱࠥ ⥥
௲ᜅ۵ ᯱ֡ ᙹෝ Łಅ⦹ᩍ ᳑ᖙ ᇡŝ ݡᔢ ᗭाᮥ ₦ᱶ(Quotient familial)⦹Ł ᯩᮝ໑, ᅕ
ᮂഭ ॒ ᯱ֡ ᧲ᮂŝ šಉ⦹ᩍ ḡ⇽⦽ እᬊᨱ ⧕ݡᕽ ᖙᱽ q໕ ⩽┾ᮥ ᇡᩍ⦹Ł ᯩ۵ߑ, ᯕ

) ☖ĥℎ(), “֥ ⇽ᔾᔍ☖ĥ(ᰁᱶ)”. ⧊ĥ ⇽ᔑᮉ(Total Fertility Rate: TFR)ᮡ ⧕ ݚᩑࠥᨱ ᩍᖒᯕ aᯥʑ
e (~ᖙ) ࠺ᦩ ⠪Ɂᱢᮝಽ Ԕ۵ ᯱ֡ ᙹෝ ั⦽݅.
) Laroque, M. (). Guide de la protection sociale, Dunod, Paris.

062

최신외국법제정보

France

్⦽ ᔍ⧎ᮡ ᳑ᖙ ᯝၹჶ(Code général des impôts)ᨱᕽ Ƚᱶ⦹Ł ᯩ݅.
ᬑญӹᨱᕽࠥ ᱡ⇽ᔑ ྙᱽᨱ ݡ ⦽ݡ᮲ ᱶ₦ᮝಽ ᯱ֡ ᧲ᮂᨱ  ⦽ݡḡᬱᯕ ↽ɝ ॅᨕ Ⓧ
í v⪵ࡹᨩ݅. ֥ᇡ░ ᱥℕ ~ᖙ ᦥ࠺ᨱ ྕ ⧕ݡᔢ ᅕᮂ·Ʊᮂ ᱶ₦ᮥ ⇵ḥ⦹໕ᕽ ᯱ
֡ ᧲ᮂᨱ  ⦽ݡǎa ₦ᯥᯕ v⪵ࡹᨩ݅. ḡɩʭḡ ⥥௲ᜅ᮹ a᳒ ᙹ ݚᱶ₦ ၰ ᅕᮂ ᕽእᜅ
⩥⫊ŝ ᵝ ԕᬊᨱ ⧕ݡᕽ۵ ᖁ⧪ ᩑǍᨱᕽ ฯᯕ ᨙɪࡽ ၵ ᯩᮝӹ, ᯕ్⦽ ᱶ₦ॅᯕ ᨕਁ
⦽ ჶᱢᯙ ℕĥෝ aḡŁ ᬕᩢࡹŁ ᯩ۵aᨱ ⧕ݡᕽ۵ Ǎℕᱢᯙ ᩑǍa ၙ⯂⦹ᩡ݅. ᅙŁᨱ
ᕽ۵ ⥥௲ᜅ ᯱ֡ ᧲ᮂ ḡᬱ ᱶ₦᮹ ჶᱽ ⩥⫊ᮥ Łₑ⧉ᮝಽ៉ ⥥௲ᜅ ᯱ֡ ᧲ᮂ ḡᬱ ᱶ₦
ᨱ  ⦽ݡᅕ݅ ʫᮡ ᯕ⧕ෝ ࠥ༉⦹Ł, ǎԕ ᯱ֡ ᧲ᮂ ḡᬱ ᱶ₦ v⪵ෝ ᭥⦽ ᮁᬊ⦽ ᔍᱱ
ᮥ ༉ᔪ⧕ ᅕŁᯱ ⦽݅.

λታ౯ເཷ࿏༪ཋ࿐ၴྺဢჟၔྦକྭ
⥥௲ᜅ᮹ ᯱ֡ ᧲ᮂ ḡᬱ ᱶ₦ᮡ ᯱ֡ ᩑಚᮥ ʑᵡᮝಽ ~ᖙᨱ  ⦽ݡᩢᦥ ᅕᮂ ḡᬱŝ
~ᖙᨱ  ⦽ݡᮁᦥ Ʊᮂ ḡᬱᮝಽ Ǎᇥࢁ ᙹ ᯩ݅(⢽ ). ~ᖙ ᩢᦥᨱ ᧲ ⦽ݡᮂ ḡᬱᮝಽ
ᕽ ≉ᨦ ᩍᖒᨱ  ⧕ݡᯱ֡ ⇽ᔑ ⬥ ᮂᦥ ⮕Ḣᮥ ᔍᬊ⦹ḡ ᦫŁ ĥᗮ Ḣᰆ ᔾ⪽ᮥ ⧁ ভ ᳦ᯝ
ᱽ ᖅ ᅕᮂ ᕽእᜅ(créches)ෝ ᯕᬊ⧁ ᙹ ᯩࠥಾ ⦹Ł ᯩ݅. ᖅ ᅕᮂ ᕽእᜅ ᯕᨱࠥ }
ᯙ ᅕᮂᔍ(assistante maternelle ⪚ᮡ garde à domicile)ෝ Łᬊ⦹ᩍ ᯱ֡ෝ ᧲ᮂ⧁ ᙹ ᯩ݅.
᳦ᯝᱽ ᖅ ᅕᮂ ᕽእᜅ۵ ฿ჭᯕ ᇡᇡෝ ݡᔢᮝಽ ᱽŖࡹŁ, ᅕᮂᔍ ᯕᬊ እᬊᨱ ⦹ݡᩍ
ḡᬱɩᮥ ၼʑ ᭥⧕ᕽ۵ ɝಽ⪽࠺ᮥ ⧕ ⦹۵ ॒ ᅕᮂ ᕽእᜅ۵ ≉ᨦ ᇡ༉ෝ ݡᔢᮝಽ ᱽ
ŖࡹŁ ᯩ݅. ᱥᨦ ᵝᇡ۵ ⦥⦽ Ğᬑ ᯱ֡ෝ ᯝ ᅕᮂ ᖅ(haltes garderies)ᨱ โʙ ᙹ ᯩ
݅. ᮂᦥ ⮕Ḣᮥ ⧁ Ğᬑᨱ۵ ᮂᦥ ⮕Ḣ ɪᩍᨱ ⧕⦹ݚ۵ “Ḣᨦ ⪽࠺᮹ ᯱᮁಽᬕ ᖁ┾ᮥ ᭥
⦽ ᅕ᳑ɩ(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ၼᮝ໕ᕽ aᱶᨱᕽ ᯱ֡ෝ ᧲ᮂ⧁ ᙹ
ᯩ݅. ⥥௲ᜅᨱᕽ۵ ~ᖙ ⦺ಚ ᱥ ᮁᦥॅ᮹ %a ᮁ⊹ᬱ(école maternelle)ᨱᕽ ᮁᦥ Ʊ
ᮂᮥ ᱽŖၼŁ ᯩ݅. ᮁ⊹ᬱᯕ ྙᮥ ۵ ᙹᯝᯕӹ ᮁ⊹ᬱ Ʊᮂ e ᯕ⬥ᨱ ⦥⦽ Ğᬑ
ᇡ༉ॅᮡ סᯕႊ(jardins d’enfants)ᨱ ᯱ֡ෝ โʙ ᙹ ᯩ݅.
ᯕ్⦽ ᅕᮂ·Ʊᮂ ᕽእᜅ ᯕ ʑᅙᱢᮝಽ aᱶᯕ ᯱ֡ෝ ᧲ᮂ⦹۵ ߑ ⦥⦽ ⩥ɩᮥ ḡ
ᬱ⦹ʑ ᭥⧕ ᱶᇡ۵ ݅᧲⦽ a᳒ ᙹݚᮥ ḡᬱ⦹Ł ᯩ݅. a᳒ ᙹݚᮡ ࢱ ᯱ֡ ᯕᔢ᮹ ݅ᯱ֡
a᳒, ᱡᗭा ĥ⊖, ⦽ᇡ༉, ᰆᧁᦥ ॒ ᯱ֡ෝ ᧲ᮂ⧉ᨱ ᯩᨕ ✚ᄥ⦽ ⦥ෝ aḡŁ ᯩ۵ a
ᱶᮥ ᵲᝍᮝಽ ḡᬱࡽ݅. ᯕ్⦽ a᳒ ᙹݚᮡ Ⓧí ᩢᦥෝ ᭥⦽ ᙹݚ, ݅ᯱ֡ a᳒ ᙹݚ, ⦽
ᇡ༉ a᳒ ᙹݚ, ʑ┡ ≉᧞ a᳒ ᙹݚᮝಽ Ǎᇥࢁ 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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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랑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지출 현황(2010)
구분
육아휴직수당
개인 보육사
인가된 보육사
가정 내 보육사
보육시설 보육사
보육시설
시설 운영비
집단 어린이집
가족 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소규모보육시설
지자체운영비 지출
시설 투자비
기타 비용
유치원
교육부
지자체
세제상 혜택
합 계

0~2세
3,261.29(24.4%)
4,284.84(32.1%)
4,011.55
216.94
56.35
4,213.91(31.5%)
3,237.29
1,250.47
181.64
25.17
6.70
1,751.69
346.46
630.16
563.84(4.2%)
301.89
261.95
1,038.03(7.8%)
13,361.91

3~5세
1,013.93(7%)
899.30
82.88
33.52
154.20(1%)1
154.20
12,257.76(90%)
6,563.00
5,694.77
244.94(2%)
13,670.83

ױਤরਬ۽

합계
3,261.29
5,298.77
4,910.85
299.82
89.87
4,368.11
3,237.29
1,250.47
181.64
25.17
6.70
1,751.69
346.46
784.36
12,821.60
6,864.89
5,956.72
1,282.97
27,032.74

: 1. ߑҗറ Үী ೧ೞ“ חAccueil de loisirs” ਊী ೠ ਗ
ܐ: CNAF, ~L’accueil du jeune enfant en 2010, 2011.

֥ ⩥ᰍ ⥥௲ᜅ ~ᖙ ᩍᖒ᮹ Ğᱽ⪽࠺ ₙᩍᮉᮡ .%ಽ ᔢ׳ ⯩ݚᮡ ᙹᵡᯕ݅.
ᯱ֡ෝ ⇽ᔑ⦽ ≉ᨦ ᩍᖒॅᮡ ᔑᱥ⬥ ⮕a ʑeᮥ ᅕԙ ᯕ⬥ᨱ Ḣᰆᮝಽ ࠭ᦥaᕽ ĥᗮ Ḣ
ᰆ ᔾ⪽ᮥ ⧁ äᯙḡ, ᦥܩ໕ ᯱ֡᮹ ᩑಚᯕ ᖙa ࢁ ভʭḡ ᮂᦥ ⮕Ḣᮥ ᔍᬊ⦹໕ᕽ ᯱ֡
ෝ Ḣᱲ ᧲ᮂ⧁ äᯙḡෝ ᖁ┾ ⧁ ᙹ ᯩ݅. ᅕᮂ ᖅᨱ ᯱ֡ෝ โʑ۵ Ğᬑ ᗭा ᙹᵡŝ ᯱ
֡ ᙹෝ Łಅ⦹ᩍ ₦ᱶࡽ ᅕᮂഭෝ ḡᇩ⦹໑, }ᯙ ᅕᮂᔍෝ ᯕᬊ⦹۵ Ğᬑ ᗭा ᙹᵡ, ᯱ֡
ᩑಚ, ᯕᬊ⦹۵ ᅕᮂᔍ ᮁ⩶ᨱ  ₉ᄥᱢᯙ ḡᬱɩᯙ “ᅕᮂ ႊ᮹ ᯱᮁಽᬕ ᖁ┾ᮥ ᭥⦽
ᅕ᳑ɩ(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nde de garde)”ᮥ ḡᬱ ၼ۵݅.
ᮂᦥ ⮕Ḣᮥ ᖁ┾⦹۵ Ğᬑ ⮕Ḣ ʑe ᵲᨱ Ḣᨦ ⪽࠺ᮥ ᪥ᱥ⯩ əอࢱÑӹ ɝಽ eᮥ
ᵥᩍᕽ ᯝ⧁ ᙹ ᯩ݅. ᮂᦥ ⮕Ḣ ɪᩍᨱ ⧕⦹ݚ۵ “Ḣᨦ ⪽࠺᮹ ᯱᮁಽᬕ ᖁ┾ᮥ ᭥⦽ ᅕ
᳑ɩ(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ℌṙ ᯱ֡ෝ ⇽ᔾ⦽ aᱶᨱ ⧕ݡᕽ۵ ↽
} ݡᬵ ࠺ᦩ ḡɪࡹ໑, ࢹṙ ᯱ֡ ᯕᔢᮥ ⇽ᔾ⦽ aᱶᨱ ⧕ݡᕽ۵ ᯱ֡a ᖙa ࡹʑ ၵ
ಽ ᱥ ݍʭḡ ḡɪࡹᨕ ݅ᯱ֡ aᱶᮥ ᬑ⦹ݡ۵ ✚Ḷᮥ ᅕᯕŁ ᯩ݅(⥥௲ᜅ a᳒ᙹݚɩ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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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프랑스 가족 수당의 현황(2012년)
구분

소득제한

급여액

아동 연령

자녀수

영아를 위한 수당
출생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된 일시불

임신 후 7개월에 일시불

첫째아

기초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액

0~2세

첫째아

보육사 이용

근로활동에 따른 최소한

소득수준과 아동연령에

의 소득이 있어야 함

따라 차등

0~6세

첫째아

출생 후 6개월간 지급

첫째아

1

지원금

근로활동을 통해 연금보
육아휴직수당

2

험액을 지불했다는 증거
가 있어야 함

파트 타임 정도에 따라
차등

다자녀 가족 수당
자녀수에 따라 차등
가족 수당

소득제한 없음

16세 이상부터 인상된 급

둘째아

0~20세

이상

여 지급
막내연령 3세 이상(부양자
가족 보조금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액

녀로 남아 있는 기간 동

셋째아
이상

안 지급)
연금 보험금

일정소득수준 이하

연금 보험 개인 분담금
지급

막내연령 3세 이상(부양자
녀로 남아 있는 기간 동

셋째아
이상

안 지급)

한부모 가족 수당
부모 1명 혹은 2명이 번갈
가족 부양 수당

소득제한 없음

아 돌보는가에 따라 차등 부양자녀로 남아 있는 기
(부모 2명이 번갈아 돌보

간 동안 지급

첫째아

는 경우 더 높게 지급)
부양료 징수 지원

소득제한 없음

개인마다 차등

0~18세

첫째아

장애아 교육 수당

소득제한 없음

고정액

0~20세

첫째아

성인 장애자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액

부모 본인 연령 60세까지

취약 가족 수당

한부모 혹은 양부모에 따
자녀 간호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라 차등(한부모에게 더 높
게 지급)

개학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한 달에 22일, 총 3년간
310일 한도의 휴가
6~18세

첫째아
첫째아

ࠁਭࢎਊਗӘ$PNMéNFOUEFMJCSFDIPJYEVNPEFEFHBSEF ࠁਭߑधਬ۽ࢶఖਸਤೠࠁ
ઑӘ 
ਭইോࣻ$PNMéNFOUEFMJCSFDIPJYEsBDUJWJU সഝزਬ۽ࢶఖਸਤೠࠁઑӘ
ܐیझоࣻӘҊ  5PVUFTMFTQSFTUBUJPOT IUUQXXXDBGGS ীࢲҳ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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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௲ᜅ ᅕᮂ ᝅ┽ ᳑ᔍ đŝᨱᕽ ӹ┡ӽ ⥥௲ᜅ ~ᖙ ᩢᦥ᮹ ᵝᵲ ԏ e ࠺
ᦩ ᵝࡽ ᅕᮂ ႊᮡ ݅ᮭŝ z݅(əฝ ). ᱥℕ ᩢᦥ ᯱ֡᮹ Ğᬑ ᵝᵲ ԏ e ࠺ᦩ᮹ ᵝ
ࡽ ࠭ᅥᯱ۵ ᇡ༉(%), ᯙaࡽ ᅕᮂᔍ(%), ᖅᅕᮂ(%), ᳑ᇡ༉ ⪚ᮡ ⊽ᯙ(%), a
ᱶ ԕ ᅕᮂ ᕽእᜅ(%), ʑ┡(%)ᯙ äᮝಽ ӹ┡ԍ݅. ᳦ᯝᱽ ฿ჭᯕ ᇡᇡ ᩢᦥ ᯱ֡᮹ ᵝ
ᵲ ԏ e ࠺ᦩ ᵝࡽ ࠭ᅥᯱ۵ ᯙaࡽ ᅕᮂᔍ(%), ᇡ༉(%), ᖅᅕᮂ(%), ᳑ᇡ༉ ⪚
ᮡ ⊽ᯙ(%), aᱶ ԕ ᅕᮂ ᕽእᜅ(%), ʑ┡ (%)ಽ ӹ┡ԍ݅. ᱥၹᱢᮝಽ ᅕᦹᮥ ভ
“ᯙaࡽ ᅕᮂᔍ”ᨱ ᮹⦽ ᅕᮂᯕ ᇡ༉ᨱ ᮹⦽ Ḣᱲ ᧲ᮂ ݅ᮭᮝಽ ׳ᮡ እᵲᮥ ₉ḡ⦹Ł ᯩ
݅. ᖅ ᯕᬊᮡ ᱥℕ ᩢᦥ᮹ Ğᬑ %, ᳦ᯝᱽ ฿ჭᯕ ᇡᇡ᮹ Ğᬑ %ಽᕽ ᯕᬊ እᮉᯕ
ə݅ḡ ׳ḡ ᦫ݅.
<그림 1> 프랑스 영아(0~2세) 낮 시간 주된 보육 방식(2007)
전체 영아 자녀

종일제 맞벌이 부부 영아 자녀
인가된 보육사
18%

부모 직접 약육
27%

시설 보육
10%

인가된 보육사
37%
기타

조부모 혹은
친인척 4%

부모 직접 약육
63%

기타

가정 내 보육
서비스 2%

5%
가정 내 양육
서비스 4%

3%

시설 보육
18%

조부모 혹은
친인척 9%

%3&&4  &ORV UF .PEFTEFHBSEFFUE’BDDVFJMEFTKFVOFTFOGBOUTਃѾҗ
ܐ$/"' ~-’BDDVFJMEVKFVOFFOGBOUFO 

μታ౯ເཷ࿏༪ཋ࿐ၴྺဢჟඋဤჶਨ
⥥௲ᜅᨱᕽ a᳒ ᙹݚŝ ᅕᮂᔍ ᯕᬊᨱ  ⦽ݡእᬊ ḡᬱ ॒ ᯱ֡ ᧲ᮂᮥ ḡᬱ⦹۵ ⩥ɩ ɪ
ᩍᨱ  ⦽ݡᔍ⧎ᮡ ᔍ⫭ᅕᰆჶ(Code de la securité)ᨱ ࡹᨕ ᯩ݅. ⦽⠙ ᅕᮂ ᖅŝ }
ᯙ ᅕᮂᔍ ᬕᩢᨱ  ⦽ݡᔍ⧎ᮡ ᔍ⫭ᕽእᜅჶ(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ᨱ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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Ƚᱶ⦹Ł ᯩ݅.3)
ᔍ⫭ᅕᰆჶᮡ ⥥௲ᜅ ᔍ⫭ ᅕᰆᨱ  ⦽ݡᱥၹᱢᯙ ԕᬊᮥ ݅Ł ᯩ۵ ჶಚᯕ݅. ᔍ⫭ᅕᰆ
ჶᨱᕽ۵ ⥥௲ᜅ ᔍ⫭ ᅕᰆ᮹ ᵝ  ݡᩢᩎᯙ ḩᄲ, Łಚ, ɝಽᯱ ᔢ⧕, a᳒ᨱ  ⦽ݡჶᱢᯙ
ᔍ⧎ᮥ ⡍ť⦹ᩍ ݅Ł ᯩ݅. ᔍ⫭ᅕᰆჶᮡ ⥥௲ᜅ ᔍ⫭ ᅕᰆ᮹ ݅᧲⦽ ℕĥ(régime)ෝ ⧉
̹ ᦥᬑŁ ᯩᨕ ᯥɩ ɝಽᯱෝ ݡᔢᮝಽ ⦹۵ ᯝၹℕĥ(régime général)ᨱ ᱢᬊࡹ۵ Ƚᱶ
ᐱอ ᦥܩ እ ᯥɝಽᯱ ℕĥ əญŁ ʑ┡ Ḳ݉᮹ ℕĥᨱ ᱢᬊࡹ۵ Ƚᱶࠥ ⡍⧉⦹Ł ᯩ݅.
a᳒ ᙹݚŝ šಉ⦽ ᳑⧎ᮡ ᱽǭ(Livre )ᨱ ᙹಾࡹᨕ ᯩᮝ໑, ᩢᦥ ᯱ֡ ᅕᮂᮥ ᭥⧕ Łᬊ
⦹۵ ᅕᮂᔍ እᬊ ḡᬱᨱ  ⦽ݡᔍ⧎ᮡ ᱽǭ(Livre )ᨱ ӹ᪡ ᯩ݅.4)
a᳒ ᙹݚŝ šಉ⦽ Ƚᱶᮥ ݕŁ ᯩ۵ ᔍ⫭ᅕᰆჶ “ᱽǭ: a᳒ ᙹ ݚၰ ᮁᔍ⦽ ᙹ”ݚᮡ
a᳒ ᙹݚ᮹ ᱢᬊ ჵ᭥᪡ Ŗ☖ᱢᯙ Ƚᱶ ॒ a᳒ ᙹ ݚᱥၹᨱ Ùℱ ᱢᬊࡹ۵ ԕᬊŝ ⧉̹ a
᳒ ᇡ᧲ᮥ ᭥⦽ ᙹݚ, ᩢᦥ ᅕᮂᮥ ᭥⦽ ᙹݚ, ✚ᄥ⦽ ᙹ ॒ ݚbb᮹ ᮁ⩶ᄥ a᳒ ᙹݚᨱ ݡ
⦽ Ǎℕᱢᯙ ԕᬊᮥ ᇡ(Titre)ಽ Ǎᇥ⦹ᩍ ᱽ⦹Ł ᯩ݅.
“ᱽᇡ: ᱢᬊ ჵ᭥”ᨱᕽ۵ ᰆ: ᙹݚ᮹ ᳦ඹ, ᰆ: ᱢᬊ ჵ᭥, ᰆ: ᙹݚ᮹ Ƚ⊺ŝ ḡɪ ॒
ᱥℕᱢᯙ a᳒ ᙹݚᨱ ᱢᬊࡹ۵ ᯝၹᱢᯙ Ƚ⊺ᮥ ⦹Ł ᯩ݅.
“ᱽᇡ: a᳒ ᇡ᧲ᮥ ᭥⦽ ᙹ”ݚᨱᕽ۵ a᳒ ᇡ᧲ᮥ ༊ᱢᮝಽ ⦹Ł ᯩ۵ ᙹݚᯙ ᰆ: a
᳒ ᙹݚ, ᰆ: a᳒ ᅕ᳑ɩ, ᰆ: a᳒ ᇡ᧲ ᙹݚ, ᰆ: ⦽ᇡ༉ ᙹݚᨱ ⧕ࡹݚ۵ ᖙᇡᱢᯙ ᔍ
⧎ᮥ ⦹Ł ᯩ݅.
“ᱽᇡ: ᩢᦥ ᅕᮂᮥ ᭥⦽ ᙹ”ݚᨱᕽ۵ ᩢᦥ ᅕᮂŝ šಉ⦽ ԕᬊᮝಽᕽ ᰆ: ᩢᦥ ᅕᮂ ᙹ
 ݚšಉ Ƚᱶ, ᰆ: ݅ෙ ᙹݚŝ ᵲᅖ ḡɪŝ šಉ⦽ Ƚᱶ, ᰆ: ᨥษ᪡ ᦥ࠺ᨱ  ⦽ݡÕv á
ḥŝ šಉ⦽ Ƚᱶᨱ ⧕⦹ݚ۵ ჶ ᳑⧎ᮥ ᱽ⦹Ł ᯩ݅.
“ᱽᇡ: ✚ᄥ⦹í ⧁”ݚᙹ ࡽݚᮡ ✚ᄥ⦽ ᮁ⩶ᨱ ⧕⦹ݚ۵ a᳒ ᙹݚᯙ ᰆ: ᰆᧁᦥ Ʊᮂ
ᙹݚ, ᰆ: a᳒ ᵝÑ ᙹ ݚ- ᯕᔍ ᅕ᳑ɩ, ᵝÑ ⪹Ğ }ᖁᮥ ᭥⦽ ݡᇡɩ, ᰆ: }⦺ ᙹݚ, 
ᰆ: a᳒ e⪙ ᙹݚŝ šಉ⦽ Ǎℕᱢᯙ ჶᱢ ԕᬊᮥ ᱽ⦹Ł ᯩ݅.
“ᱽᇡ: Ŗ☖ᱢᯙ Ƚᱶ”ᨱᕽࠥ ᰆ: ʑⅩᱢᯙ ɪᩍ᮹ ⪶พ, ᰆ: ᙹ ݚᕽእᜅ, ᰆ: ݅᧲⦽

) ᬑญӹ᮹ ჶ ℕĥa ჶ-⧪ಚ-⧪Ƚ⊺ᮝಽ ᯕᨕᲙ ᯩ۵ äŝ ษ₍aḡಽ ⥥௲ᜅ᮹ ჶℕĥ۵ ᬑญӹ᮹
“ჶ”ᨱ ⧕⦹ݚ۵ ჶශᱢᯙ ᇡྙ(Partie législative)ŝ “⧪ಚ” ⪚ᮡ “⧪Ƚ⊺”ᨱ ⧕⦹ݚ۵ Ƚ⊺ᱢᯙ ᇡྙ(Partie
réglementaire)ᮝಽ Ǎᖒࡹᨕ ᯩ݅. ჶශᱢᯙ ᇡྙᨱ ⧕⦹ݚ۵ ᳑⧎ᮡ “Loi(ჶಚ)”ᯕ໑, Ƚ⊺ᱢᯙ ᇡᇥᨱ ⧕⦹ݚ۵
᳑⧎ᮡ “Décrets(⧪ಚ)”Ł ᇡෙ݅.
) ჶශᱢᯙ ᇡྙŝ Ƚ⊺ᱢᯙ ᇡྙᮡ ⦹᭥ ℕĥಽ ǭ(Livre)-ᇡ(Titre)-ᰆ(Chapitre)-ᱩ(Section)ᮝಽ ӹڹᨕᲙ ᯩ݅. Ǎ
ℕᱢᯙ ჶಚ ԕᬊᯙ ჶ ᳑⧎(Article)ᮡ ᰆ(Chapitre) ⪚ᮡ ᰆᮥ  ᖙᇥ⪵⧁ ⦥a ᯩ۵ Ğᬑ ᱩ(Section) ᦩᨱ 
ࡹ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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Ƚᱶ, ᰆ: ჭ⊺ᮝಽ a᳒ ᙹݚᨱ ᱢᬊࡹ۵ Ŗ☖ᱢᯙ Ƚᱶ ᔍ⧎ᮥ ᱽ⦹Ł ᯩ݅.
ᅕᮂᔍෝ Łᬊ⦹۵ ߑ ḡ⇽⦹۵ እᬊᮥ ḡᬱ⧕ ᵝ۵ äŝ šಉ⦽ ჶᱢᯙ Ƚᱶ ᔍ⧎ᮡ “ᱽ
ǭ: Łಚᯱ ᙹݚ, ᖒᯙ ᰆᧁᯱ ᙹݚ, ᔍ⫭ᵝÑᙹݚ, ᩢᦥ ᅕᮂᮥ ᭥⦽ ᅕᮂᔍ Łᬊᨱ ⦽ݡ
ḡᬱ, ≉᧞ ĥ⊖ᮥ ᭥⦽ ᵝÑᖅ᮹ ᯝᱢ ḡᬱ”ᨱ ⡍⧉ࡹᨕ ᯩ݅.
ᅕᮂᔍ ᯕᬊ እᬊᨱ  ⦽ݡḡᬱᮡ “ᱽᇡ: ᩢᦥ ᅕᮂᮥ ᭥⦽ ᅕᮂᔍ Łᬊᨱ  ⦽ݡḡᬱ”ᨱ
ᕽ Ǎℕᱢᮝಽ ࡹᨕ ᯩ݅. šಉࡽ ᖙᇡᱢᯙ ԕᬊᮝಽᕽ ᰆ: ᯙaࡽ ᅕᮂᔍ Łᬊᮥ ᭥⦽
a᳒ ḡᬱ, ᰆ: aᱶ ԕ ᅕᮂᮥ ᭥⦽ ᙹݚ, ᰆ: ᩢᦥ ᅕᮂᮥ ᭥⦽ ᅕᮂᔍ Łᬊ ḡᬱᨱ Ŗ☖
ᱢᮝಽ ᱢᬊࡹ۵ Ƚᱶᮝಽ Ǎᇥ⦹ᩍ ⧕ࡹݚ۵ ჶ ᳑⧎ᮥ ᱽ⦹Ł ᯩ݅.
<표 3> 프랑스 사회보장법의 가족수당 및 영아 보육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
권(Livre)

부(Titre)

1. 적용 범위

2. 가족 부양을
위한 수당

3. 영아 보육을
5. 가족 수당

위한 수당

장(Chapitre)
1. 수당의 종류

Article L511-1

2. 적용 범위

Article L512-1 ~ L512-6

3. 수당의 규칙과 지급

Article L513-1

1. 가족 수당

Article L521-1 ~ L521-3

2. 가족 보조금

Article L522-1 ~ L522-2

3. 가족 부양 수당

Article L523-1 ~ L523-3

4. 한부모 수당

Article L524-8

1. 영아보육수당 관련 일반 규정

Article L531-1 ~ L531-10

2. 다른 수당과의 중복 지급과 관
련한 규정
3. 엄마와 아동에 대한 건강 검진과

및 유사한

관련한 규정

수당

절(Section)

1. 장애아 교육 수당

Article L532-1 ~ L532-2
Article L533-1
Article L541-1 ~ L541-4
Section 1: 일반규정, 적용 범위
(Article L542-1 ~ L542-4)
Section 2: 급여 관련 일반 조건

4. 특별하게 할
당된 수당

2. 가족 주거 수당 - 이사 보조금,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부금

(Article L542-5 ~ L542-7)
Section 3: 임차인 관련 규정
(L542-7-1)
Section 6: 이사수당(L542-8)
Section 7: 주거 환경 개선을 위
한 대부금(L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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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Livre)

부(Titre)

Article L543-1 ~ L543-2

4. 가족 간호 수당

Article L544-1 ~ L544-9

1. 기초적인 급여 확립

Article L551-1

5. 공통적인

2. 수당 서비스

Article L552-1 ~ L552-6

규정

3. 다양한 규정

Article L553-1 ~ L553-5

4. 벌칙

Article L554-2 ~ L554-4

1. 부양비 채권 회수와 관련된 조항

Article L581-1 ~ L581-10

3. 다양한 규정

Article L583-1 ~ L583-4

4. 적용 규정

Article L584-1

당된 수당

및 유사한
수당

8. 부양비 채권
회수
8. 고령자 수당,
성인 장애자 수
당, 사회주거수당,
영아 보육을 위한
보육사 고용에 대
한 지원, 취약계층
을 위한 주거시설
의 일시적 지원

절(Section)

3. 개학 수당

4. 특별하게 할

5. 가족 수당

장(Chapitre)

1. 인가된 보육사 고용을 위한 가족
지원

Article L841-1 ~ ㅣ841-4

4. 영아 보육을
위한 보육사
고용에 대한

2. 가정 내 보육을 위한 수당

Article L842-1 ~ ㅣ842-4

지원
3. 영아 보육을 위한 보육사 고용 지
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Article L843-1 ~ ㅣ843-3

оࣻҙ۲ࢎ೦֙ਘੌഅਊغҊࢎחഥࠁߨ۸ղਊ
ܐیझҕҕߨ۸ࠁઁҕࢲ࠺झ -FTFSWJDFQVCMJDEFMBEJGGVTJPOEVESPJU IUUQXXXMFHJGSBODFHPVW
GS֙ਘߑޙ

⥥௲ᜅ᮹ ᔍ⫭ᕽእᜅჶᮡ a᳒ŝ ᦥ࠺ᮥ ⡍⧉⦹ᩍ יᯙ, ᰆᧁᯙ, ኩŅᯱ ॒ ≉᧞ ĥ⊖ᮥ
ݡᔢᮝಽ ḡᬱ⦹۵ ݅᧲⦽ ᔍ⫭ ᕽእᜅᨱ  ⦽ݡᱥၹᱢᯙ ᔍ⧎ᮥ ݅Ł ᯩ݅. ᯱ֡ ࠭ᅥŝ
šಉ⦽ ᔍ⫭ ᕽእᜅᐱอ ᦥܩ a᳒ ࠭ᅥ, əญŁ ᔍ⫭ ᇡ᳑ ₉ᬱᨱᕽ ≉᧞ ᦥ࠺ ၰ ᭥⨹ ℎ
ᗭ֥ᨱ  ⦽ݡᔍ⫭ ᕽእᜅ ḡᬱ ԕᬊࠥ ⡍ť⦹Ł ᯩ݅.
“ᱽǭ: ᯝၹᱢᯙ Ƚᱶ”ᨱᕽ۵ ᔍ⫭ ᕽእᜅ ᱥၹᨱ Ùℱ ᱢᬊࡹ۵ ᔍ⧎ᯙ “ᱽᇡ: ᯝၹᱢ
ᯙ ᬱ⊺, ᱽᇡ: ǭ⦽, ᱽᇡ: ᱩ₉, ᱽᇡ: ʑǍ”ᨱ  ⦽ݡԕᬊᮥ ᱽ⦹Ł ᯩ݅.
“ᱽǭ: ݅᧲⦽ ᮁ⩶᮹ ᔍ⫭ ᇡ᳑᪡ ᔍ⫭ ⪽࠺”ᨱᕽ۵ a᳒, ᦥ࠺, יᯙ, ᰆᧁᯙ, ኩŅᯱ
॒ᨱ  ⦽ݡᔍ⫭ ᕽእᜅ ḡᬱ ԕᬊᮥ ݕŁ ᯩ݅. “ᱽᇡ: a᳒”ᨱᕽ۵ ᰆ: a᳒ ⩲⫭, ᰆ:
a᳒ᨱ  ⦽ݡᔍ⫭ ᇡ᳑, ᰆ: a᳒ Ʊᮂ ၰ ᔢݕ, ᰆ: ᩢᦥ ᅕᮂ ᖅ, ᰆ: a᳒ᮥ ᭥⦽ ݅
᧲⦽ ᱶ₦ᮥ ⡍ť⦹Ł ᯩ݅. ᯕ ᵲ ᰆ(ᩢᦥ ᅕᮂ ᖅ)ᨱᕽ ᩢᦥ ᅕᮂ ᖅ ᬕᩢᨱ  ⦽ݡჶ
᳑⧎ᮥ ⦹Ł ᯩ݅.
⦽⠙, ᅕᮂᔍ ᬕᩢŝ šಉ⦽ ԕᬊᮡ ᔍ⫭ᕽእᜅჶ “ᱽǭ: ᔍ⫭ ⪽࠺ ᱥྙa”ᨱ ⡍⧉ࡹᨕ
ᯩ݅. ᔍ⫭ ⪽࠺ ᱥྙaᨱ۵ “ᱽᇡ: ᔍ⫭⪽࠺ ࠥᬑၙ, ᱽᇡ: ᅕᮂ ࠥᬑၙ᪡ a᳒ ࠥ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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ᱽᇡ: a᳒ Ʊᮂᯱ ၰ ᅕ᳑ᯱ, ℎᗭ֥ ᖅ Ʊᮂᔍ, ᔾ⪽ ᖅ Ḣᬱ, ᱽᇡ: Łಚᯱ᪡ ᰆᧁᯙ
✚ᄥ ᯱᬱ ᅪᔍᯱ, ᱽᇡ: ᔍ⫭ ࠺יᯱ ݉ℕ”॒ᨱ  ⦽ݡԕᬊᮥ ݕŁ ᯩ݅. ᯕ ᵲ ᅕᮂᔍ ᬕᩢ
ŝ šಉ⦽ ᇡᇥᯙ ᱽ༊ (ᅕᮂ ࠥᬑၙ᪡ a᳒ ࠥᬑၙ)᮹ ⦹᭥ ⧎༊ᨱᕽ۵ ᰆ: ᯝၹᱢᯙ Ƚ
⊺, ᰆ: ŖŖჶᯙᯕ Łᬊ⦹Ł ᯩ۵ ᅕᮂ ࠥᬑၙ᪡ a᳒ ࠥᬑၙ, ᰆ: ၝeჶᯙᯕ Łᬊ⦹Ł
ᯩ۵ ᅕᮂ ࠥᬑၙ᪡ a᳒ ࠥᬑၙ, ᰆ: ᅕᮂᔍ᮹ Ḳᮝಽ Ǎᇥ⦹ᩍ ᖙᇡᱢᯙ ჶᱢ Ƚᱶ ᔍ⧎
ᮥ ᱽ⦹Ł ᯩ݅. ᰆ(ၝeჶᯙᯕ Łᬊ⦹Ł ᯩ۵ ᅕᮂ ࠥᬑၙ᪡ a᳒ ࠥᬑၙ)ŝ šಉࡽ ᔍ
⧎ᨱᕽ۵ ᅕᮂᔍᨱí ᱢᬊࡹ۵ ĥ᧞, ᅕᙹ, ⮕a, ⢽⩥᮹ ǭญ ॒᮹ ԕᬊᮥ ᅕ݅ ᔢᖙ⦽ ᇡ
ᇥᮝಽ Ǎᇥ⦹ᩍ ᱽ⦹Ł ᯩ݅.
<표 4> 프랑스 사회서비스법의 보육 시설 및 개인 보육사 운영에 관한 조항
권(Livre)

부(Titre)

장(Chapitre)

절(Section)

1. 일반적인 규정

1. 일반적인 원칙

2. 가족 정책

Article L112-1 ~ L112-4

2. 다양한 유형의
사회 부조와
사회 활동

1. 가족

4. 영아 보육 시설

Article L214-1 ~ L214-7

1. 일반적인 규칙

Article L421-1 ~ L421-18

2. 공공법인이 고용하
고 있는 보육 도우
미과 가족 도우미

Article L422-1 ~ L422-8
1. 공통 규정
1-1. 적용 범위(Article L423-1 ~ L423-2)
1-2. 노동 계약(Article L423-3)
1-3. 보수, 수당, 용품(Article L423-4 ~ L423-5)

4. 사회 활동

2. 보육 도우미와

전문가

가족 도우미

1-4. 휴가(Article L423-6 ~ L423-7)
2. 민간법인에 대한 특별 규정
3. 민간법인이 고용하
고 있는 보육 도우
미와 가족 도우미

1-1. 근로 계약(Article L423-8 ~ L423-12)
1-2. 보수(L423-13)
1-3. 휴가(L423-14)
1-4. 표현의 권한 실행(Article L423-15 ~ L423-16)
3. 보육사
1-1. 공통 규정(Article L423-17 ~ L423-22)
1-2. 특별하게 고용된 보육 도우미에게만 적
용되는 규정 (Article L423-23 ~ L423-27)
1-3. 민간법인이 고용한 보육 도우미에게만

4. 보육사의 집

적용되는 규정(Article L423-28)
Article L424-1 ~ L424-7

оࣻҙ۲ࢎ೦֙ਘੌഅਊغҊࢎחഥࠁߨ۸ղਊ
ܐیझҕҕߨ۸ࠁઁҕࢲ࠺झ -FTFSWJDFQVCMJDEFMBEJGGVTJPOEVESPJU IUUQXXXMFHJGSBODF
HPVWGS֙ਘߑ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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νྮೞ౧ཷ࿏༪ཋ࿐ၴྺဢჟඋဤჶਨ
ᬑญӹ ᩢᮁᦥ ᧲ᮂ ḡᬱᮡ ᅕᮂ ᕽእᜅෝ ᵲᝍᮝಽ ↽ɝ ~ᖙ ᱥℕ ᩢᮁᦥෝ ݡᔢᮝ
ಽ ᅕ⠙ᱢᮝಽ ⪶ࡹݡᨩ݅. ⦹ḡอ ⩥ɩ ḡᬱᨱ ⧕⦹ݚ۵ ᙹ ݚḡᬱᮡ ᅕᮂ ᖅᮥ ᯕᬊ⦹ḡ
ᦫ۵ ᦥ࠺ᨱ  ⧕ݡḡᬱ⦹۵ ᧲ᮂ ᙹ ݚəญŁ ᯦᧲ ᦥ࠺ ᧲ᮂ ᙹݚ, ⦽ᇡ༉ a᳒ ᦥ࠺ ᧲ᮂ
እ, ᰆᧁ ᦥ࠺ ᙹ ᧞≉ ॒ ݚĥ⊖ᨱ ⦽ᱶࡹᨕ ᯩ۵ ᝅᱶᯕ݅. ᅕᮂ ᕽእᜅ۵ ~ᖙෝ ݡᔢᮝ
ಽ ᅕᮂ ᖅᨱᕽ ᱽŖࡹŁ ᯩᮝ໑, ᮁᦥƱᮂ ᕽእᜅ۵ ~ᖙෝ ݡᔢᮝಽ ᮁ⊹ᬱᨱᕽ ᯕ
ᨕḡŁ ᯩ݅. ᰍa ᅕᮂ ᕽእᜅಽᕽ ᳦ᯝᱽ ၰ eᱽ ᦥᯕ ࠭ᅥ ᕽእᜅෝ ḡᬱ⦹Ł ᯩ݅.
⥥௲ᜅ۵ ᔍ⫭ᅕᰆჶŝ ᔍ⫭ᕽእᜅჶᮥ ᵲᝍᮝಽ ᩢᮁᦥ ᧲ᮂ ḡᬱᨱ  ⦽ݡჶᱢᯙ Ƚᱶ
ᔍ⧎ᮥ ⦹Ł ᯩ۵ äᮥ ᦿᕽ Łₑ⦹ᩡ݅. ⥥௲ᜅ᮹ ᔍ⫭ᅕᰆჶŝ ᔍ⫭ᕽእᜅჶᨱᕽ۵
⧕ ݚჶಚ᮹ ɝᅙ ᬱ⊺ŝ ≉ḡ⦹ᨱ ᩢᮁᦥ ᧲ᮂ ḡᬱ ᯕᨱࠥ יᯙ, ᰆᧁᯙ, ≉᧞ ĥ⊖ ॒
ǎa ᔍ⫭ ᅕᰆᨱᕽ ⡍ť⦹Ł ᯩ۵ ݅᧲⦽ ḡᬱᨱ  ⦽ݡჶᱢᯙ Ƚᱶᮥ ⧉̹ ⦹Ł ᯩ݅
۵ ✚Ḷᯕ ᯩ݅.
ᬑญӹ᮹ “ᔍ⫭ᅕᰆʑᅙჶ”ᮡ “ᔍ⫭ᅕᰆᨱ š⦽ ǎၝ᮹ ǭญ᪡ ǎa ၰ ḡႊᯱ⊹݉ℕ
᮹ ₦ᯥᮥ ᱶ⦹Ł ᔍ⫭ᅕᰆᱶ₦᮹ ᙹพ·⇵ḥŝ šಉ ᱽࠥᨱ š⦽ ʑᅙᱢᯙ ᔍ⧎ᮥ Ƚᱶ”
⦹Ł ᯩ݅. a᳒·ᦥ࠺·יᯙ·ᰆᧁᯙ ॒ ᔍ⫭ᅕᰆ᮹ b ᩢᩎŝ šಉ⦽ Ǎℕᱢᯙ ᔍ⧎ᨱ
⧕ݡᕽ۵ }ᄥᱢᯙ ჶශᨱᕽ ݅Ł ᯩ݅. “ᔍ⫭ᕽእᜅ ᯕᬊ ၰ ᯕᬊǭ šญᨱ š⦽ ჶශ”
ᨱᕽࠥ “ᔍ⫭ᕽእᜅ ᯕᬊ ၰ ᯕᬊǭ šญᨱ ⦥⦽ ᔍ⧎ᮥ ᱶ⧉ᮝಽ៉ ᔍ⫭ᕽእᜅ᮹ ᯕᬊ
ᮥ ⪽ᖒ⪵⦹Ł ᯕᬊᯱ᮹ ᖁ┾ǭᮥ ᅕᰆ”⦹۵ ԕᬊอᮥ ݕŁ ᯩ݅. ᔍ⫭ᕽእᜅ b ᩢᩎᨱ ⧕
⦹ݚ۵ ᅕ݅ Ǎℕᱢᯙ ᔍ⧎ᨱ ⧕ݡᕽ۵ ⧕⦹ݚ۵ ჶශᨱᕽ ݅Ł ᯩ݅.
ᩢᮁᦥ ᧲ᮂ ḡᬱŝ šಉ⦹ᩍ ᖅ ᅕᮂ ᕽእᜅ᪡ ᧲ᮂ ᙹݚᨱ ⧕ݡᕽ۵ “ᩢᮁᦥ ᅕᮂ
ჶ”ᨱᕽ ⦹Ł ᯩ݅. }ᯙ ᅕᮂᔍ ᱽࠥᨱ ⧕⦹ݚ۵ ᦥᯕ ࠭ᅕၙ ᱽࠥᨱ ⧕ݡᕽ۵ “ᦥᯕ
࠭ᅥḡᬱჶ”ᨱᕽ ⧕ࡹݚ۵ ჶᱢᯙ Ƚᱶᮥ ᱽ⦹Ł ᯩ݅. ᙹ ݚᱽࠥᨱ ⧕ݡᕽࠥ }ᄥ ᙹݚ
ᨱ  ⧕ݡᕽಽ ݅ෙ ჶᯕ šಉ Ƚᱶᮥ aḡŁ ᯩ݅. “᯦᧲ᦥ࠺ ᧲ᮂᙹ”ݚᮡ “᯦᧲ ✚ಡჶ”ᨱ
ᕽ, “⦽ᇡ༉ a᳒ ᦥ࠺ ᧲ᮂእ”۵ “⦽ᇡ༉a᳒ḡᬱჶ”ᨱᕽ, əญŁ ᰆᧁᦥ࠺ᙹݚᮡ “ᰆᧁ
ᦥ࠺ᅖḡḡᬱჶ”ᨱᕽ ⧕ࡹݚ۵ Ƚᱶᮥ ᱽ⦹Ł ᯩ݅. ੱ⦽ ᮁᦥ Ʊᮂŝ šಉ⧕ᕽࠥ ⥥௲
ᜅ۵ ⦺ಚᱥ ᮁᦥ Ʊᮂŝ ⅩᵲŁ॒⦺Ʊ Ʊᮂŝ šಉ⦽ ԕᬊᮥ Ʊᮂჶ(Code de l’éducation)
ᨱᕽ ☖⧊ᱢᮝಽ ݅Ł ᯩ۵ ၹ໕ᨱ, ᬑญӹ۵ ᮁᦥ Ʊᮂᨱ ⧕ݡᕽ “ᮁᦥ Ʊᮂჶ”ᯕ Ƚ
ᱶ⦹Ł ᯩᨕ ⅩᵲŁ॒⦺Ʊ Ʊᮂᮥ Ƚᱶ⦹Ł ᯩ۵ “Ⅹᵲ॒Ʊᮂჶ”ŝ۵ ᄥࠥ᮹ ჶℕĥෝ a
ḡŁ ᯩ݅.
⥥௲ᜅᨱᕽ۵ ᩢᮁᦥ ᧲ᮂ ḡᬱŝ šಉ⦽ ᙹ ݚᱶ₦ŝ ᔍ⫭ ᕽእᜅ ḡᬱ ᱶ₦ॅᮥ ǎa 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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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ᅕᰆᯕ۵ ⓑ ✡᮹ ჶℕĥᨱᕽ ⅾťᱢᮝಽ ݅൙ᮝಽ៉ ᙹ ݚᱶ₦ŝ ᔍ⫭ ᕽእᜅ ᱶ₦
᮹ ʑᅙ ᬱ⊺⦹ᨱ ᱶ₦ॅᮥ ℕĥᱢᮝಽ ᬕᩢ⦹Ł ᯩ۵ ✚Ḷᮥ ᅕᯕŁ ᯩ݅. ၹ໕ᨱ ᬑญӹ
۵ ᩢᮁᦥ ᧲ᮂ ḡᬱ ᱶ₦ŝ šಉࡽ bb᮹ ᙹݚŝ ᔍ⫭ ᕽእᜅᨱ ⧕ࡹݚ۵ }ᄥᱢᯙ ჶ
ℕĥෝ aḱᮝಽ៉ ᱶ₦ᮥ ℕĥᱢᮝಽ ᬕᩢ⦹۵ ߑ ᱽ⦽ᱱᮥ ᅕᯕŁ ᯩ݅. bb᮹ ᕽእᜅ
᪡ ḡᬱ ᱶ₦ᯕ }ᄥᱢᯙ ჶಚ⦹ᨱᕽ ᬕᩢࡹ۵ Ğᬑ ᕽእᜅ ᱥݍℕĥ᮹ እ⬉ᮉᖒᮥ aᲙ
ᙹ ᯩᮥ ᐱอ ᦥܩ šಉࡽ ʑšᯕӹ ݉ℕ᮹ ᯕ⧕ šĥ ᩢ⨆ᨱ  ᙹ ࢁ⇽יᯩ݅۵ ྙᱽᱱࠥ
ᱽʑࢁ ᙹ ᯩ݅.
<표 5> 국내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과 관련 법률
구분
보육 서비스

수당

교육

정책

관련 법률

시설 보육 서비스

영유아보육법

재가 보육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법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유아교육

유아교육법

초중고등학교 교육

초중등교육법

ܐҴоߨ۸ࠁࣃఠ  IUUQXXXMBXHPLS֙ਘੌߑޙ

ξဢჟရ້ัဟ
ᅙŁᨱᕽ۵ ⡍ťᱢᯙ a᳒ᱶ₦ᮥ ⇵ḥ⧉ᮝಽ៉ ᱡ⇽ᔑ ᱶ₦᮹ ᬑᙹ ᔍಡಽ ᵝ༊ၼŁ ᯩ۵
⥥௲ᜅ ᩢᮁᦥ ᧲ᮂ ḡᬱ ᱶ₦᮹ ᵝ ԕᬊŝ ჶᱢᯙ ℕĥෝ Łₑ⦹ᩡ݅. ⥥௲ᜅ ᩢᮁᦥ ᧲
ᮂ ḡᬱ ᱶ₦ᯕ ᬑญӹᨱ ᵝ۵ ᔍᱱᮡ ᯕ్⦽ ᱶ₦ॅᯕ ⩥ɩḡᬱ, ᕽእᜅ ḡᬱ, e ḡ
ᬱ ₉ᬱᨱᕽ ᳑⪵í ⇵ḥࡹŁ ᯩᮝ໑, ᯱ֡ ᧲ᮂ ḡᬱᨱ  ⧕ݡᅕ݅ ׳ᮡ ⦥ෝ aḡŁ ᯩ
۵ ≉ᨦ ᇡ༉᪡ ≉᧞ ĥ⊖ aᱶᨱ  ⧕ݡᵲᱱᱢᯙ ḡᬱᯕ ᱽŖࡹŁ ᯩ۵ äᨱ ᯩ݅ ⦹ā݅. ⥥
௲ᜅ ǎa ᔍ⫭ ᅕᰆ ᱽࠥᨱᕽ aᰆ ⧖ᝍᱢᯙ ᧲ ݡჶಚᯕŁ ⧁ ᙹ ᯩ۵ ᔍ⫭ᅕᰆჶŝ ᔍ
⫭ᕽእᜅჶᨱᕽ ᩢᮁᦥ ᧲ᮂ ḡᬱŝ šಉࡽ Ƚᱶᮥ ᱽ⦹Ł ᯩᨕ ǎa ᔍ⫭ ᅕᰆ᮹ ✡ ᦩ
ᨱᕽ ᩢᮁᦥ ḡᬱ ᱶ₦ᯕ ℕĥᱢᮝಽ ᯕᨕḡŁ ᯩ݅۵ ✚Ḷᯕ ᯩ݅. ᯕ్⦽ ⥥௲ᜅ ᩢᮁᦥ
᧲ᮂ ḡᬱ ᱶ₦ŝ ჶᱢᯙ ℕĥa ᬑญӹᨱ ᵝ۵ ᔍᱱᮥ ᱽ⦹໕ ݅ᮭŝ z݅.
ℌṙ, ǎԕ ᩢᮁᦥ ᧲ᮂ ḡᬱ ᱶ₦ᮡ ⩥ᰍ᮹ ᅕᮂ ᕽእᜅ ᵲᝍ ḡᬱᨱᕽ ⩥ɩ ḡᬱŝ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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ḡᬱᮥ ᅕ݅ v⪵⧕ ⧁ äᯕ݅. ↽ɝ ॅᨕ ᖅ ᅕᮂ ᕽእᜅᨱ  ⦽ݡḡᬱᮡ ᅕ⠙ᱢᮝಽ ⪶
ࡹݡᨩᮝӹ ᯱ֡ෝ aḥ aᱶᨱ  ⦽ݡᅕ⠙ᱢᯙ ⩥ɩ ḡᬱŝ ⮕a ḡᬱ ᱶ₦ᮡ ᦥḢࠥ ≉᧞
⦽ ᔢ⫊ᯕ݅. ᯱ֡ ᧲ᮂ ḡᬱ ᱶ₦ᮡ ᅕᮂ ᕽእᜅ ᱽŖᐱอ ᦥܩ ⩥ɩ ḡᬱŝ ⮕a ḡᬱ
ᱶ₦ᯕ ᳑⪵í ᯕᨕᲙ ᅕ݅ ⓑ ᱶ₦ ⬉ŝᖒᮥ aᲙ ᙹ ᯩᮥ ᐱอ ᦥܩ ǎၝॅ᮹
ᱶ₦ ℕqࠥ ᩎ ᷾aࢁ ᙹ ᯩ݅. ᩩෝ ॅᨕ b aᱶᨱí ᯱ֡ෝ ᧲ᮂ⦹۵ ߑ ᗭࡹ۵ እ
ᬊ᮹ ᯝᱶ ᇡᇥᮥ ⩥ɩ ᙹݚᮝಽ ḡᬱ⦹Ł, ⇽ᔑ ⬥ ᯱ֡ ᧲ᮂᮥ ᭥⧕ ᮂᦥ ⮕Ḣŝ ┥ಆᱢᯙ
ɝྕeᮥ wࠥಾ ⦹໑, ᇡ༉a ᯱ֡ෝ Ḣᱲ ࠭ᅕḡ ༜⦹۵ Ğᬑ ᯱ֡ෝ ᅕᮂ ᖅᨱ โʙ
ᙹ ᯩࠥಾ ḡᬱ⧕ ⧁ äᯕ݅. ᯕ్⦽ ᳑⪵ಽᬕ ᱶ₦ ⇵ḥᮡ ǎa ᰍᱶᮥ ⬉ᮉᱢᮝಽ ᬕᩢ
⦹۵ ߑࠥ ʑᩍ⧁ äᮝಽ ❱݉ࡽ݅.
ࢹṙ, ᩢᮁᦥ ᧲ᮂ ḡᬱᯕ ǎa ᔍ⫭ ᅕᰆᨱᕽ ᵲ⦽ ⧖ᝍ ᩢᩎᮝಽ v᳑ࡹᨕ ⧁ äᯕ
݅. ֥ ᬵ ᔍ⫭ᅕᰆʑᅙჶᮥ }ᱶ⦹໕ᕽ ⇽ᔑŝ ᧲ᮂᮥ ᔍ⫭ᱢ ᭥⨹ᨱ ⡍⧉⦹ᩍ ᯱ֡
᧲ᮂᮥ ǎaa ᔍ⫭ ᅕᰆ ₉ᬱᨱᕽ ḡᬱ⧕ ⦹۵ ჶᱢᯙ ɝÑa ษಉࡹᨩ݅. ⦹ḡอ ǎԕᨱ
ᕽ۵ ᦥḢࠥ ᮁ ᅖḡ ᖁḥ ǎa᮹ ݡᇡᇥᯕ ḡᬱ⦹Ł ᯩ۵ ᅕ⠙ᱢᯙ ₉ᬱᨱᕽ᮹ ᦥ࠺ ᙹݚ
ŝ ᇡ༉ ᅕ⨹ᯕ ᯦ࠥࡹŁ ᯩḡ ᦫᦥ ᯱ֡ ᧲ᮂ ḡᬱ ᱶ₦ᯕ ǎa ᔍ⫭ ᅕᰆᨱᕽ ⧖ᝍᱢᯙ ᭥
⊹ෝ ₉ḡ⦹Ł ᯩ݅Ł ᅕʑᨱ۵ ᨕಅᬕ ⊂໕ᯕ ᯩ݅. ᬑญӹᨱᕽ ᝍb⦹í ᱽʑࢁ äᮝಽ
ᬑಅࡹŁ ᯩ۵ ᱡ⇽ᔑⰒŁಚ⪵ ྙᱽᨱ ݡ᮲⦹ᩍ ᯱ֡ ᧲ᮂᨱ  ⦽ݡǎaᱢᯙ ḡᬱᯕ Õv,
יᯙ, ᩑɩ ᱽࠥ᪡ ⧉̹ ǎa ᔍ⫭ ᅕᰆᨱᕽ ᵲ⦽ ᩢᩎᮝಽ ᯱญ ᰂᦥ ⧁ äᯕ݅.
ᖬṙ, ᩢᮁᦥ ᧲ᮂ ḡᬱŝ šಉ⦽ ჶಚᮥ ᅕ݅ ☖⧊ᱢᯕŁ ℕĥᱢᮝಽ ᬕᩢ⧁ ⦥a ᯩ
݅. ⩥ᰍ ᩢᮁᦥ ᧲ᮂ ḡᬱŝ šಉ⦽ ݅᧲⦽ ᱶ₦ॅᮥ ᕽಽ ݅ෙ ჶಚᨱᕽ ݅Ł ᯩᨕ ᯱ֡
᧲ᮂ ḡᬱᮥ ǎaᱢᯙ ḡ⨆ᖒ⦹ᨱᕽ ℕĥᱢᮝಽ ⇵ḥ⦹۵ ߑ Ùฝ࠭ಽ ᯲ᬊ⧁ ᬑಅa ᯩ݅.
ᯱ֡ ᧲ᮂ ḡᬱŝ šಉ⦽ ᱶ₦ॅᮥ ᕽಽ ݅ෙ ჶಚᨱᕽ ݅ Ğᬑ ᱶ₦ॅ eᨱ ᔢ∊ࡹ۵ ᇡ
ᇥᯕ ၽᔾ⧁ ᙹࠥ ᯩᮝ໑, ੱ ݅ෙ ⦽⠙ᮝಽ۵ ᱶ₦ॅ e᮹ ᵲᅖᖒ ྙᱽࠥ ʑࢁ ᙹࠥ ᯩ݅.
ǎa᮹ ᯱ֡ ᧲ᮂ ḡᬱ ᱶ₦ᮥ ℕĥᱢᯙ ჶᱢᯙ ✡ ⦹ᨱᕽ ᬕᩢ⧉ᮝಽ៉ ᱶ₦ŝ ǎa ᰍᱶ
ᬕᩢ᮹ ⬉ᮉᖒŝ ⬉ŝᖒᮥ ɚ ᙹ ⧁⪵ݡᯩᮥ äᮝಽ ʑ݅ࡽ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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