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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2)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3)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4) 고액의 치료비
5)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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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딸의 표준양육비 : 1,402,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40,000원
      (자녀 나이 6~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42,000원(= 1,402,000원 + 1,140,000원)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42,000원

1.  표준양육비 결정

2.  양육비 총액 확정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 / (180만 원+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25,200원(= 2,542,000원 × 60%)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소득 450만 원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1,140,000

1,402,000

아들의 표준양육비

딸의 표준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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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 ․공표한 이래 

2014. 5. 30.과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

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개정된 지 4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동안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 ․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20년부터 기존 비상설 양육비위원회를 서울가

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산하 ‘양육비산정기준연구분과’로 상설화하여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을 연구해왔고, 공청회 등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적정하고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하고 2022. 3.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한다는 

기존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은 유지하였습니다. 여기에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였고,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양육비 

가중 및 감산 요소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적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쟁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 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앞으로도 사회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좀 더 나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해설서를 통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보다 쉽고 폭넓게 활용됨으로써 

내실 있고 적정한 양육비가 산정되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미성년 자녀

들의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 12.

서울가정법원장 김 인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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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1)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양육하

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2),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

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

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양육비 산정기준의 근거와 필요성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를 비롯하여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당

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

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민법은 위와 같이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에 참작해야 할 요소를 예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실심 법원은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양육비 

액수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양육비 액수에 관한 재량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이나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기 전에

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양육비 청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도 

적정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현실에 맞는 적

정한 양육비 액수를 정하고 나아가 양육비 산정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2012. 2. 1. 법률 제11291호로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제17조의3(자녀양

육비 이행지원)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2014. 3. 24. 법률 제12532호로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1)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4조). 이 해설서에 기재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이다.
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므2068(본소), 2010므2075(반소) 판결 참고.



- 2 -

관한 법률이 제5조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것과 함께 제6조에서 여성

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두어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마련되었다. 



- 3 -

Ⅱ.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제정 및 개정 경과

1.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실무상 일관되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서울가정법원은 2007년경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모임’을 발족하여 객관

적인 통계에 근거한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이 발간한 ‘2006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토대로 2007. 

11. 30. 아래와 같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였다. 

[표 1]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연령
소득

199만 원 

이하

200~

299만원

300~

399만원

400~

499만원

500만 원 

이상

0~2세

기본

양육비
429,000 545,000 629,000 837,000 1,204,000

자녀

개별비용
213,000 268,000 300,000 407,000 546,000

3~5세

기본

양육비
510,000 647,000 748,000 994,000 1,429,000

자녀

개별비용
308,000 387,000 437,000 588,000 789,000

6~11세

기본

양육비
537,000 682,000 785,000 1,047,000 1,505,000

자녀

개별비용
339,000 426,000 476,000 647,000 868,000

12~14세

기본

양육비
590,000 750,000 870,000 1,151,000 1,655,000

자녀

개별비용
386,000 485,000 543,000 737,000 989,000

15~17세

기본

양육비
681,000 866,000 998,000 1,329,000 1,911,000

자녀

개별비용
471,000 592,000 666,000 899,000 1,206,000

18~20세

기본

양육비
832,000 1,057,000 1,222,000 1,622,000 2,332,000

자녀

개별비용
596,000 749,000 838,000 1,138,000 1,5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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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실무적인 검토가 미흡하

여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못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되었다.

 

2.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가. 제정 경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2. 1. 4. 제1기 양육비위원회를 발족하여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이 조사한 2009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2. 5. 30. 아래와 같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무적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 구간을 600~699만 원, 7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하였고, 거주지역(도시 및 농어촌)과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표 2] 2012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도시 월평균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 합산 소득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45.2

(18.0~52.5)
59.8

(52.6~66.3)
72.8

(66.4~81.8)
90.8

(81.9~95.9)
101.1

(96.0~105.1)
109.1

(105.2~110.0)
110.9

(110.1~∞)

3~5세
48.2

(21.3~56.9)
65.6

(57.0~75.9)
86.2

(76.0~94.3)
102.4

(94.4~106.8)
111.2

(106.9~116.5)
121.8

(116.6~135.2)
148.6

(135.3~∞)

6~11세
47.2

(16.5~57.6)
68.0

(57.7~77.1)
86.2

(77.2~92.7)
99.2

(92.8~109.0)
118.8

(109.1~124.7)
130.6

(124.8~139.9)
149.3

(140.0~∞)

12~14세
49.9

(28.1~62.0)
74.2

(62.1~81.0)
87.8

(81.1~98.0)
108.5

(98.1~118.1)
127.7

(118.2~136.7)
145.8

(136.8~158.1)
170.5

(158.2~∞)

15~17세
57.6

(30.7~69.0)
80.4

(69.1~90.3)
100.3

(90.4~111.1)
121.9

(111.2~134.0)
146.1

(134.1~157.6)
169.2

(157.7~181.4)
193.6

(181.5~∞)

18~20세
86.3

(28.2~94.7)
103.2

(94.8~114.1)
125.0

(114.2~133.9)
142.9

(134.0~151.8)
160.7

(151.9~179.0)
197.3

(179.1~197.5)
197.8

(197.6~∞)

※ 양육자녀 1인 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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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2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농어촌 월평균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 합산 소득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38.5

(15.3~44.7)
51.0

(44.8~56.5)
62.1

(56.6~69.7)
77.4

(69.8~81.8)
86.2

(81.9~89.6)
93.1

(89.7~93.8)
94.6

(93.9~∞)

3~5세
41.2

(18.2~48.5)
55.9

(48.6~64.7)
73.5

(64.8~80.4)
87.3

(80.5~ 91.0)
94.8

(91.1~99.3)
103.9

(99.4~115.3)
126.8

(115.4~∞)

6~11세
40.3

(14.1~49.1)
58.0

(49.2~65.7)
73.5

(65.8~79.1)
84.7

(79.2~93.0)
101.4

(93.1~106.4)
111.4

(106.5~119.4)
127.4

(119.5~∞)

12~14세
42.5

(23.9~52.8)
63.2

(52.9~69.0)
74.9

(69.1~83.7)
92.6

(83.8~100.7)
108.9

(100.8~116.6)
124.3

(116.7~134.9)
145.5

(140.0~∞)

15~17세
49.2

(26.2~58.9)
68.6

(59.0~77.0)
85.5

(77.1~94.7)
104.0

(94.8~114.3)
124.6

(114.4~134.4)
144.3

(134.5~154.7)
165.1

(154.8~∞)

18~20세
73.6

(24.0~80.8)
88.0

(80.9~97.3)
106.6

(97.4~114.2)
121.9

(114.3~129.4)
137.0

(129.5~152.6)
168.3

(152.7~168.5)
168.7

(168.6~∞)

※ 양육자녀 1인 가구 기준

나. 의의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09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정확한 통계수치에 근거하여 자녀의 연령과 부모 합산 소득에 따른 

양육비를 산정하였고,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산출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3) 또

한 도시와 농어촌의 산정기준표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하려고 하였

고, 최저양육비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3) 2009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양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출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육자녀가 1명인 가구를 기

준으로 산정기준표를 작성하되, 양육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이들의 표준양육비 평균에 1.8을, 
양육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이들의 표준양육비 평균에 2.2를 곱하여 총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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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가. 개정 경과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후 그 활용실태와 

적용 성과를 살펴보고, 2012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새로운 

양육비 통계자료를 반영하는 한편, 양육비 산정의 가산, 감산 요소를 구체화하여 보

다 적정하고 현실성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2014. 3. 10. 제2기 양육비

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14. 5. 30. 아래와 같이 개정

된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다. 

[표 4] 2014년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나.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특징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쌍방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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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맞는 적정한 액수의 양육비 산정이 가능해졌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이 2명의 양육자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자녀가 2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산출하였고, 도시와 농어촌을 통합한 전

국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나의 산정기준표를 작성하였으며, 자녀 수와 거주지

역은 양육비 산정의 가산, 감산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4.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가. 개정 경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가 2015년에 실시되면서 새로 조사된 양육비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기존 양육비 

액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이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제기되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16. 12. 23. 제3기 양육비위원회4)를 발족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제3기 양육비위원회는 2016. 12. 23.부터 2017. 6. 29.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을 논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성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가구 고소득 구간을 세분화

하고 자녀 나이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7년 양

육비산정기준표(안)를 마련하였다. 

제3기 양육비위원회는 내부 의견 수렴절차를 마친 후 2017. 10. 20. 위 산정기준표

(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위 설문조사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4) 내부위원은 법원 측 인사 12명으로, 외부위원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구원, 양육비이행관리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인사 6명으로 각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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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17. 11. 17. 아래와 같이 개정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최종 확정하여 공

표하였다. 

[표 5]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나.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특징

1)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의 조정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가구의 소득 구간 중 고소득 부분을 보다 세분

화하였다.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최고 소득 구간을 700만 원 이상으로 설정

하였으나, 합의부의 경우 가구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사건이 많고, 700만 원 이상

인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

하여, 가구 소득 700만 원 이상인 구간을 700 ~ 799만 원, 800 ~ 899만 원, 900만 원 

이상으로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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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의 나이 구간 조정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민법상 성년에 이르기 전인 19세 미만까지의 양

육비만 표시하였다.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자녀의 나이 구간을 15세 이상 

18세 미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분류하여 각 구간의 양육비를 표시하였으나, 

18세 이상 21세 미만 구간을 없애고 18세 이상 19세 미만 부분을 15세 이상 18세 미

만 구간에 통합하여 15세 이상 19세 미만 구간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민법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3) 최저양육비 개념의 유지 및 산출방식의 변경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도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마찬가지로 최저양

육비의 개념을 유지하였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최저보장수준의 개

념이 도입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하던 종전의 방식을 변

경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기초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하였다.

4) 양육비의 증가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출된 2017년 양

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의 영향으로 3세 이상 6세 미만의 구간에서는 

다른 구간에 비하여 양육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5.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가. 논의의 배경

1) 새로운 기초 통계자료 및 변화된 사회적 요구 반영 필요성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표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통계자료가 발

표․축적되었고,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의 변화

된 사회경제적인 사정들을 반영한 새로운 양육비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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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맞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 의식 제고와 적극적인 권리 행사, 그리고 이에 대한 언론의 조명 등으로 인하

여 양육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전보다 높아졌다.

2)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의 상설화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20년 기존에 비상설 위원회로 발족되었던 양육비 위원회

를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산하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로 상설화하

여 상시적으로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신설된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는 2020. 6. 법원 내부 커뮤니티인 

‘가사소년재판부커뮤니티’에 소속된 전국 가사사건 담당 법관들을 대상으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부모 합산 소

득 구간 중 900만 원 이상 구간 및 자녀 나이 구간을 세분화할 필요성 유무, ② 자

녀 수 및 거주지역에 따른 별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필요성 유무에 대한 각 설문

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그 밖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정비용이 아닌 백분율로 표

시하자는 의견, 양육친의 양육에 대한 육체노동, 정신노동의 가치를 고려하여 비양

육친의 분담 비율을 가산하자는 등의 추가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3) 여성가족부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020년)’ 발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위와 같이 수렴된 법관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및 ‘2019년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를 토

대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020년)’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여성가족부

는 2020. 12. 이를 책자로 발행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위 연구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통계방법, 즉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소비자 조사 방법’과 ‘2019년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를 기초로 한 ‘두당비용 

접근법’에 따른 자녀양육비 추정치를 계산한 산정기준표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이 900만 원 이상인 구간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추가하였다. 그 밖에 

자녀 나이 구간 역시 6~8세, 9~11세 구간 추가, 양육 자녀 수 및 자녀 거주지역에 

따른 각 양육비 통계, 부모 합산 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5)을 제시하였다.

5) 소비자 조사 방법 통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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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작업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위원회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작

성에 착수하여 2021. 3. 30., 2021. 4. 27., 2021. 10. 6.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

의 및 이메일을 통해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 작성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

련 연구(2020년)‘의 반영 및 활용방법, 기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개선해야 할 부

분 등 산정기준 개정에 필요한 여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후 서울가정법원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한 후 2021. 11. 5.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6)를 개최하였

고, 위 공청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7)

① 소득만을 양육비의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양육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재산을 양육비 산정에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② 소득 없는 양육자의 양육비 감면과 관련하여 자녀의 나이에 따른 기준이 마련

되면 좋을 것 같다(특히 단독 양육자로 지정받은 부모 일방이 영유아인 자녀를 양육

하느라 소득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④ 심판 또는 조정과정에서 양육비의 산출과정을 더 명시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도록 하여 당사자들의 양육비 결정 금액에 대한 수용도를 높

일 필요가 있다.

⑤ 양육비 심판 또는 판결에서 장래 양육비의 차등 지급 결정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⑥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동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이 되면 이혼하는 부부들

6)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개최된 위 공청회에서는, 서울가정법원 서형주 부장판사가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안 설명’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호중 박사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필요성 

및 의의’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하였고, 수원가정법원 박은진 판사가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 토론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노현선 부장이 ‘2021년 양육비 산

정기준표 공청회 토론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복미영 상담위원이 ‘상담을 통해 본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활용과 논의 사항’이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을 하였다.
7)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관하여는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향후 연구분과위원

회에서 연구 주제로 삼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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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⑦ 최근 소득의 변동이 있었으나 과거의 소득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인 변동인 

것이 명백할 경우 과거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⑧ 민법상 성년이지만 거액의 등록금이나 학원비가 들어가는 대학생 또는 미취업

자녀의 부양료 또는 생활비와 관련하여 이혼 부부간에 협의가 될 필요가 있다.

⑨ 재판상 이혼의 경우 과거 양육비가 대폭 감액되어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

거 양육비 청구도 장래 양육비 청구와 다를 바 없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법원

이 세심하게 과거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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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 6]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 6-1]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비율)8)

8) [표6]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각 평균양육비를 분자로 하고, 해당 구간의 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분모로 하여 계산함. 다만 0~199만 원은 150만 원을 분모로 하고, 1,200만 원 이상은 1,300
만 원을 분모로 하였음.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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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부모가 합의에 따라 그와 같은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양육비를 결정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도 

이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 중 필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2. 표준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

가.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및 2019년 가계동향

조사(분기자료)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이므로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 및 교육비, 의료비, 여가활동비 등 다양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양육비는 부모가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자녀 양육을 위한 국가적․사회

적 지원, 직장에서의 지원 등이 부모에게 제공되어 부모가 지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다 합리적인 표준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를 목표로 한 양육비 지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표준양육비 산정을 목표로 한 별도의 조사가 실시

되지 않은 관계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0년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9) 및 통계청이 실시한 ‘2019년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10)를 재분석하여 실제 

가구 소비 지출 중 자녀에게 소비되는 지출 규모(자녀 개인이 소비하는 비용뿐 아니

9) 위 조사대상 중 미성년 자녀 또는 18-20세 자녀 중 비취업상태인 미혼자녀가 있는 9,656가구(자
녀 수 17,224명)를 표본으로 하였다. 

10) 위 조사대상 중 미성년 자녀 또는 18-20세 자녀 중 비취업상태인 미혼자녀가 있는 5,113가구를 

표본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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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구 구성원으로서 공동으로 소비하는 비용도 포함11))를 추산하였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양육비는 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자녀 1인

에 대한 전국 월평균 양육비(양육자녀 2인인 4인 가족 기준)이다.

나. 2020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

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1, 2기 양육비위원회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인 최저생

계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하는 최저양육

비12)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

표13)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뜻하는 최저보장수준의 개념이 도입되고, 이에 따

라 2015. 7.경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

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급여의 종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최

저보장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제3기 양육비위원회는 최저양육비의 개념은 유지하되, 그 산정방식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

고, 이번 양육비위원회도 이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11)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자녀개인의 양육비 항목별(미취학아동 기관

이용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의복, 분유, 장난감 등의 기타 비용 등) 지출액의 합에, 
가구 총 지출액에서 자녀개인별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체 가구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1인당 

공동지출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자녀양육비를 산정하였고, 2019년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는 

지출항목을 성인지출항목, 자녀지출항목, 공통지출항목을 구분한 후 성인지출항목은 제외하고 

자녀지출항목은 자녀 수로, 공통지출항목은 가구원 수로 나눈 뒤 합산하여 자녀 1인당 지출비용

을 산정하였다.
12) 제1기 양육비위원회에서는 최저생계비에 성인균등화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저양육비를 

산출하였고, 제2기 양육비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1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표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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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산출된 2020년도 생계급여 수급

자 선정 및 지급기준14)상 2인 이상의 가구에서 가구원이 1인씩 증가할 때마다 급여

가 263,579원씩 증가되는 점에 착안하여, 최저소득 구간에서 가장 양육비가 낮은 나

이 구간의 최저양육비를 264,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나이 구간별 평균상승률

을 고려하여 각 나이 구간의 최저양육비를 산정하였다.

3.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달라진 사항

가.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의 조정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부모 합산 소득 구간 중 최고 소득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최고 소득 구간을 9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합의부 사건의 경우 가구 소득이 9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다수 있고, 

9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가구 소득 900만 원 이상인 구간을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하였다.

나. 자녀의 나이 구간 조정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을 6세 이상 8세 이하, 9세 

이상 11세 이하로 세분화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사교육비, 돌봄

비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이 있

는 양육비를 산출하기 위함이다. 

14)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에 따르면, 2020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한다. 가구원수에 따른 2020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와 같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지급기준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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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표의 추가

각 가구 소득 구간에서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비율로 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15)

라. 양육비의 증가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어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하였다.

마. 가산․감산 요소의 수정

가산․감산 요소 중 고액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요건

을 삭제하고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예를 추가하였다. 

가산․감산 요소 중 고액의 교육비와 관련하여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이

외에도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의 교육비’도 

가산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4.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가. 가구의 소득 구간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분류하

였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

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포함한다.

15) 2020년 가사소년재판부커뮤니티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를 백

분율로 표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어 양육비 비율표를 추가하였다. 다만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 및 여러 가산․감산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부모 합산 소

득에 위 양육비 비율표의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은 지양하

여야 한다. 위 양육비 비율표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의 경향성을 확인하는 

정도의 자료로만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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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표준양육비뿐 아니라, 각 소득 

구간의 표준양육비의 구간평균값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양육비 구간도 함께 기재되

어 있다. 따라서 소득 구간의 표준양육비를 일률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부모 합산 

소득의 액수에 따라 양육비 구간 내의 적절한 금액을 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다. 

한편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16)

나. 자녀의 나이 구간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구간을 분류하였는데, 대체로 미

취학(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령과 

유사하다. 이는 각 학교의 학령에 따라 지출되는 교육비 등이 다름에 근거한 것이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자녀 나이 구간을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예를 들어 2세 마지막 날까지

는 ‘0~2세’ 구간을, 3세가 시작되는 날부터는 ‘3~5세’ 구간을 적용한다.

다. 양육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녀 1인당 양육비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통계자료상 표본 가구 중 양육자녀가 2인인 가구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58%17)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양육자녀 2인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산정하고, 양육자녀의 수에 따른 가감산 계수를 추가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양육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위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1

인인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양육비에 가산계수 1.065(2017년 1.201),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계수 0.783(2017년 0.776)을 각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출할 수 있다. 

16) 자세한 내용은  ‘Ⅳ. 2. 마.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 참고

17) 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표본 가구 중 양육자녀가 1인인 가구 비율이 29.1%, 양육자녀가 2인이 

가구 비율이 58%, 양육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비율이 12.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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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저양육비

최저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서 각 자녀 나이 구간에 따른 부모 합산 소득 199만 원 미만의 양육비 구간에서 최

하한으로 표시된 금액이다. 따라서 부모가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위 최저양

육비를 기초로 최소한으로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가산․감산 요소의 확정

표준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① 부모의 재산

상황, ②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③ 자녀 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④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⑤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교습비 등)가 

드는 경우(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⑥ 부모의 일방이 개인회생절차에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요소들을 고

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각 가산․감산 요소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방법에 관하여는 아래 5.항에서 자세

히 살피기로 한다. 

5. 가산․감산 요소

가. 재산상황

자녀의 양육비를 정함에 있어 부모의 재산상황은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요소이

다. 부모의 재산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양육비가 불합리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이를 가산․감산 요소로 보아 양육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 자녀 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통계자료 표본의 절반을 넘는 가구가 양육자녀 2인

인 점을 고려하여 양육자녀 2인 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삼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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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자녀의 수가 이와 달라지는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산정시 가

산 또는 감산 절차가 필요하다. 

양육자녀 수별 평균 양육비 차이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

상 표준양육비를 1로 보았을 때, 양육자녀가 1인인 경우는 1.065, 3인 이상인 경우는 

0.783의 비율을 각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출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자녀의 거주지역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인지 농어촌인

지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산정기준표로 작성하여 공표하되, 자녀의 거주지역이라는 

개별 요소를 양육비의 가산․감산 요소로 적시하였다. 

지역별 평균 양육비 차이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

양육비를 1로 보았을 때,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인 경우는 1.079, 농어촌인 경우는 

0.835의 비율을 적용하여 양육비를 일응 산출할 수 있는데, 거주지역을 도시와 농어

촌으로 단순화한 위 가감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자녀의 

거주지역의 물가 등 경제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드러난다면, 이를 기초로 

양육비를 가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양육비 심리를 통하여 자녀에게 중증 질환 또는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고액

의 치료비가 소요됨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양육비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마.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통상적인 교육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교

육비를 지출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양육비의 가산을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 전에 통상적인 교육비를 초과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기

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양육비 가산 요소로 삼을 수 있다. 이혼을 하면서 양육자

로 지정받은 부모 일방이 비양육친의 동의 없이 고액의 교육비, 예컨대 외국 유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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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체능 등 특기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거나 지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교육이 

자녀의 적성과 재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양육비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바.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비양육자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

를 양육비 산정시 감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

에 의하여 산정한 양육비가 비양육자의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여 이를 그대로 회생

채권으로 삼을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회생절차 전체가 폐지된다

면, 이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양육자에게 불이익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사정을 양육비 산정의 감산 요소로 삼을 것인지 여부는 회생계획안의 내

용, 비양육자의 재산 및 채무 현황,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회생절차가 종료된 시기부터는 앞서와 같이 감산된 부분을 전보하기 위하

여 회생절차 중 양육비를 감산한 사정을 양육비 가산 요소로 참작할 수 있을 것이

다.18)

사. 기타

그 외에도 다양한 가산․감산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요소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8)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비양육자가 회생절차 중일 때 조정시점부터 회생기간까지는 기준보다 감

액, 그 후는 기준보다 증액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성립한 사례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xx. xx. xx.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매월 5일에 지급한다. 
가. 20xx. xx. xx.부터 20xx. xx. xx.(회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 사건본인 1인당 20만 원(합계 

40만 원), 
나. 20xx. xx. xx. 이후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합

계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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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양육비 산정기준표 사용법

1. 양육비 산정절차 흐름도

    

표준양육비 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 나이, 부모 합산 소득의 교차점) 


양육비 총액 확정

(표준양육비에 개별 사정에 의한 가산, 감산요소를 적용)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비율)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2. 양육비 산정 방법

가. 표준양육비 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각 자녀에 상응하는 나이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 소

득 구간(가로축)의 교차점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이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

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 자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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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정

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순수입 총액으로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

출한다.

예를 들어 양육자녀 2인 중 1인의 나이가 7세이며, 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세전), 비양육자의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세전), 임대수입이 월 100만 원(세전)

인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에서 6~8세 구간을, 가로축에서 400~499만 원 

구간(=15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을 적용하여 자녀 나이 구간과 부모 합산 소

득 구간의 교차점인 105,000~121,600원의 범위에서 표준양육비를 정한다.

 

[표 7]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한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양육비 구간과 구간 평균값이 제시되어 있다. 양육비 구

간 평균값을 표준양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일률적으로 구간 평균값을 

사용하기보다는 부모 합산 소득의 액수에 따라 양육비 구간 내의 적절한 금액을 표

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구간의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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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보다 당해 구간의 최하한값 또

는 최상한값을 표준양육비로 정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다.

나. 양육비 총액 확정

위와 같이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정하여진 표준양육비에 앞서 본 ① 

부모의 재산상황, ② 거주지역, ③ 자녀 수, ④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⑤ 고액

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⑥ 비양육자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예: 개인회생 절차중) 등 

여러 가지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양

육비 총액을 확정한다.19) 

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앞에서 든 예시에서는 

양육자의 소득이 월 150만 원, 비양육자의 소득이 월 300만 원(근로소득 월 200만 원, 

임대수입 월 100만 원)이었으므로, 그 분담비율은 양육자 1/3, 비양육자 2/3이 된다. 

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위 나.항 기재 방법으로 확정한 양육비 총액에 다항 기재 방법으로 정한 양육비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비양육자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최종적으로 산정한다.

마.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

우에는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부모 일방이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장애, 중병, 자녀 

19) 가산․감산 요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Ⅲ. 5. 가산․감산 요소’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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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①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

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마저 없는 경우라면 양육비의 면제를 고려해 볼 수 

있고, ② 자녀를 양육하느라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현재 자녀를 양육 중

이지 않거나 이혼 후 비양육친이 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현

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최저 양육비(나이 구

간 내 부모 합산 소득 199만 원 이하 구간의 하한)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20)

3. 예시 

<사례 1>

 ○ 가족관계 : 원고, 피고, 만 16세 딸 1인, 만 8세 아들 1인

 ○ 소득(세전) : 1) 원고는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

                2) 피고는 월 180만 원의 근로소득, 상속재산으로부터 

월 20만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

 ○ 양육자 : 원고 

 ○ 딸은 매월 40만 원의 치료비가 드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음 

가. 표준양육비 결정

- 부모 합산 소득 : 150만 원 + 180만 원 + 20만 원 = 350만 원    

- 딸의 표준양육비 : 1,227,000원

자녀나이 15~18세, 부모 합산 소득 300~399만 원의 교차점인 1,093,000 ~ 

1,314,000원 구간에 해당, 부모 합산 소득이 350만 원으로 해당 소득 구간 중간에 해

당하므로 구간 평균값인 1,227,000원으로 결정 

20) 예를 들어 자녀의 나이가 7세이고 부모 일방이 최저 양육비의 1/2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가 부

담할 양육비의 하한은 136,000원(= 6~8세 나이 구간 중 양육비 하한인 272,000원 × 1/2)이 되고, 
상대방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는 확정된 양육비 총액에서 위 최저양육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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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표준양육비 : 98.8만 원

자녀나이 9~11세, 부모 합산 소득 300~399만 원의 교차점인 886,000 ~ 1,075,000원 

구간에 해당, 구간 평균값인 988,000원으로 결정

- 자녀들의 표준양육비 총액 : 

1,227,000원 + 988,000원 = 2,215,000원

나.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요소로 딸의 치료비 40만 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딸의 표준

양육비 중 보건의료비 항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 양

육비 총액은 2,615,000원 이하에서 결정될 것이다.

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각자의 소득비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의 양육

비 분담비율은 150/350, 피고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200/350이다.

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 2,615,000원 × 200/350 ≒ 1,494,000원 이하

피고의 양육비 지급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494,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으로 법관 재량으로 정한다.

<사례 2>

 ○ 가족관계 : 원고, 피고, 만 10세 딸 1인

 ○ 소득 : 1)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하였고, 이혼을 

결정하고 구직활동 중

           2) 피고는 월 평균 200만 원의 세전소득

 ○ 양육자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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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준양육비 결정 

- 부모 합산 소득 : 200만 원

- 표준양육비 : 725,000원 

자녀나이 9~11세, 부모 합산 소득 200~299만 원의 교차점인 725,000 ~ 885,000원 

구간에 해당, 부모 합산 소득이 200만 원으로 해당 소득 구간 중 최소액이므로 구간

의 최저값인 725,000원으로 결정 

나. 양육비 총액 확정

자녀가 1인이라는 가산요소를 고려하여 725,000원 이상에서 양육비가 정하여질 

것이다. 앞서 가산요소 항목에서 보았듯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녀가 1인인 경우에

는 자녀 2인 기준인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를 1로 보았을 때 1.065의 비율

로 양육비가 증가하므로, 위 표준양육비에서 약 6.5% 가산한 772,000원 가량에서 양

육비가 확정될 것이다.

다.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한편 양육자인 원고가 정당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

고는 자녀의 최저양육비 281,000만 원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

한다.

라.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따라서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31,000원{= 772,000원 

- (281,000원 × 1/2)} 가량의 금액에서 법관이 재량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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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한계와 적용상 유의사항

1.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한계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

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 이상 또는 이하의 양육

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고, 양육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분할하는 대신 비

양육자의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소액의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

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양육비의 액수가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현저

하게 낮아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양육비 기

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양육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21)

2. 적용상 유의사항 

가. 과거 양육비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

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

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는 물

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

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등 참조), 당사자가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

우 등에 있어서는 양육비 산정기준이 과거 양육비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21) 민법 제837조 제3항은 협의상 이혼 중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

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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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육비 판결, 심판이 이미 있었던 경우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의 적용시점 이전에 판결 또는 심판 등에서 인정된 양육

비가, 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양육비보다 적거나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 변

경이 전혀 없다면 양육비 변경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법원이 당사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결정한 양육비가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한 양육비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변경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 나이 구간에 따른 양육비 산정 여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나이 구간별로 표준양육비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양육비

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도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를 달리 정하는 것이 논리

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현실화되지 아니한 장래의 비용으로서, 

물가상승이나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의 수입 및 경제 상황의 변화 등으로 액수를 확

정하기 어려운 점, 당사자의 의사가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점, 가정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

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점22) 등을 고려하여 보

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나이 구간별로 양육비에 차등을 둘 것을 구하지 아니함에

도 판결을 선고할 때 장래의 양육비의 차등 지급을 미리 정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22) 민법 제837조 제5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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