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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2013년 복지예산은 105조원으로 일반예산의 예산 증가율을 크게 넘

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아 OECD 국가 

중 하위수준의 행복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문에 대

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복지수요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보건사회 분야와 직․간접

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 연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보건사회전문가포럼은 학계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책세미나 5

회, 정책토론회 1회를 개최하였고,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민․관 협력 방

안 모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통일과 사회보장제도, 세대간 갈등,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사회․경제

의 변화와 복지, 기술의 변화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복지와 타 분야와의 융합·공동연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

었습니다. 민․관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은 복지분야의 민․관 협력양

상과 형태 변화, 민간자본의 사회화 및 민간의 능동적 참여동기와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민간의 사회보장 참여 확대 및 민간재원의 사회공헌 발

전방안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건사회전문가포럼을 통해 보건사회분야 전반에 관한 융합적 정책의 

제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한국형 사회보장제도 마련의 근

거자료를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변화를 대비한 복지

와 기술 융합의 함의를 모색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의 사회보장 

참여 확대 및 민간재원의 사회공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세미나, 정책토론회, 워크숍, 포럼의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논의

가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보건사회전문가포럼에 참여한 전문

가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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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2013년 복지예산은 105조원으로 일반예산의 예산 증가율을 크게 넘

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다.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적인 

저성장과 일자리 없는 성장이 예측되는 등 정책 집행의 체감도를 제고하

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연관이 있는 보건사회 분야는 국민

의 복지 체감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주거, 환경, 경제, 여성 등 여러 분야

와의 융·복합 연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고

서와 정책 대안에 반영함으로써 보건사회포럼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성 높은 정책 대안을 생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래 변화를 대비한 복지와 기술 융합의 함의를 모색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술과 사회․경제 변화에 따

른 향후 보건복지 정책 환경에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현안 

및 정책대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방향성 마

련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관련 기본연구사업과 포럼 주제와의 연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전문가를 포럼에 참여시킴으로써 기본 연구사업과의 긴밀한 공조

를 형성하며, 관련 전문가의 발전적 제언이 기초 및 정책보고서에 실질적

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자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운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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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구성 및 운영

1. 구성

2013년 보건사회전문가포럼은 보건사회 분야에 대하여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었으며, 정책세미나 5회, 정책토론회 1회를 개최하였고,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민․관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2. 운영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대하여 보건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

로 관련이 있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혜안을 모아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자 구성된 보건사회전문가포럼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중심축으로 기

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정책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가 풀에 의한 정책현안 논의

를 통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발전적 전략 마련의 함의 도출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보건사회 분야 전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과제화로 논의하지 못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제를 논

의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보건사회분야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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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융합적 정책 제안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하며, 한국

형 사회보장제도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국가 동반성장에 기여하

고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제고하고자 한다.

미래 변화를 대비한 복지와 기술 융합의 함의를 모색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술과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향후 보건

복지 정책 환경에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현안 및 정책대안

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방향성 마련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세미나

○ 다음의 분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를 통해 정보 및 지식

의 공유와 정책대안 모색

－ 통일 및 통일과정을 대비한 사회보장제도개편 및 소요재정추계

� 통일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개편 및 소요재정추계

� 통일 후 사회보장제도 운용과 정책 방향성 검토

－ 세대간 갈등요인분석 및 대응방안

� 사회보장제도의 세대간 전가에 따른 세대간 갈등 분석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검토

－ 10년 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모습(한국형 복지모델)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비전 제시

를 위한 복지철학 논의

� 복지지출과 국민부담, 사회복지와 중산층, 복지와 일자리 등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구조의 중장기적 정책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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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운용 계획

－ 기본주제의 연속적 운용

� 동일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월 1회 실시를 기본목표로 하고, 세가지 기본주제를 순환식

으로 운용

� 연구축적 수준, 시의성, 전문가확보 등을 고려하여 세부주제 

선정과 구체적인 일정조정

－ 기존 논의를 답습하기 보다는 최근 국내외 연구동향과 미래비

전제시에 적합한 내용으로 운용

〈표 1-1〉 주제 및 세부내용

기본주제 세부주제 내용

통일과 사회보장제도
통일 소요재정 - 사회보장제도 관련 통일 소요비용과 편익 추산

사회보장제도 개편 - 통일후 사회보장제도 운용과 정책 방향성

세대간 갈등

사회보장제도의

세대간 전가

- 제도별·관점별로 본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세대간 

전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 현세대와 미래세대 갈등 해소방안 모색

10년 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모습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

사회복지철학과

복지정책

-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복지이념 및 복지

레짐 검토

- 우리나라 전통복지철학에 대한 검토와 미래에 

대한 시사점

- 복지혼합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 경제와 양립하는 복지정책 설계의 모색

- 사회복지와 중산층

- 복지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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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토론회

○ 보건복지 분야의 과학기술 적용 사례, 향후 발전방향 그리고 문제

점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미래 변화를 

대비한 복지와 기술 융합의 함의를 모색하고 미래비전을 제시

－ 미래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로 미래

비전과 발전적 전략 마련을 위한 합의 도출

－ 기술과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향후 보건복지 정책 환경에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현안 및 정책대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방향성 마련의 토대

를 제공

－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적극적인 교

류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연구역량강화

○ 내용

－ 복지정책과 과학기술의 연계 및 융합을 위한 보건산업, 복지정

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행사를 구성하여 

각 부처별, 분야별, 영역별 논의의 칸막이 해소 및 통섭을 통한 

활용성 제고

－ 주제 선정 시 기존 연구과제와의 연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전

문가 참여 유도를 통한 정책대안 수렴과 발전적 제언이 연구과

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

－ 보건복지 분야의 과학기술 적용 사례 및 수요 파악을 통해 도

출한 복지와 기술 융합의 함의 분석

－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정책 환경의 영향을 파악하

고 선제적 대응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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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민ㆍ관협력

○ 민간의 사회보장 참여 확대 및 민간재원의 사회공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다분야 전문가 견해 수렴

－ 복지분야의 민․관 협력양상과 형태 변화, 민간자본의 사회화 

및 민간인의 능동적 참여동기와 만족도 등을 확인

○ 내용

－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최근 사회보장 개혁 및 변화와 민간 동

참, 사회공헌 등 새로이 부각되는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

과 내용분석을 하고 민간의 역할 및 보장 영역을 모색

－ 열린 포럼에서는 델피조사 및 전문가 워크숍에서 집약된 자료

를 개방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견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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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일과 사회보장제도

남북한주민들의 공영과 갈등 최소화를 위한 통일비용 지출1)

이상근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연구교수)

1. 서론

분단 이후 통일은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자 민족적 숙원으로 간

주되어 왔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 이후 막대한 자금을 동독지역에 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

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팽배하게 되었다. 흔히 수천

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에 이르는 한반도 통일비용 추정치들은 막대한 통

일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2) 

근년에는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나 통일편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함으

로써 이러한 흐름을 역전시키려는 노력이 정부와 정치권, 학계 일부에서 

기울여지고 있다.3) 그러나 기존의 통일비용 추정방식과 추정액이 타당한 

1) 이 발표문은 다음의 글을 보완한 것이다. 이상근, “남북한지역간 갈등 최소화와 공영을 

지향하는 통일비용 지출”, 『통일연구』 15권 2호 (2011), pp. 3-32.

2) 예컨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와 리서치앤리서치가 2011년 2월에 실시한 전국 경제인 

1,015명 대상의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또는 “전혀 필
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제인들 중 69.7%가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
는 점을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문상석, “한국 경제인의 통일관련 인식”, 「한국 

경제인의 통일인식과 통일준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한국무역협회 공동 세미나(2011
년 4월 13일), pp. 14-19.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세미나

<<2



12 2013년 보건사회전문가포럼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

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드러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다 보니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

회적 난제들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4)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면서 통일비용 등의 문제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통일로 인

해 실제로 닥쳐 올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오히려 해가 될 것

이다. 낙관론에 휩싸인 채 통일을 맞이하였던 독일의 정책적 실패는 지나

친 낙관론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통일의 필요

성을 일깨우려는 노력을 폄하할 이유는 없으나 이러한 노력이 통일로 인

해 촉발될 수 있는 문제들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통일에 따르는 이점만을 

강조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통일과 그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통일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밝히는 한편,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통일을 어떻게 남북한

지역이 함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기존의 통일비용 및 편익 관련 

연구들에서 제시된 여러 개념들을 재검토한 뒤, 통일비용 추정치들의 타

3) 대표적인 예로 통일연구원이 내놓은 다음의 연구물을 들 수 있다. 김규륜 외, 『통일비용·
편익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1).

4) 예컨대 일부 낙관론자들은 독일은 복지비용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통일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갔으나 남북한의 경우 복지수준이 낮아서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주장
을 펴곤 한다. 그러나 근래에 발표된 통일비용 추정치들 중 다수는 이미 한반도 현실에 
맞춘 복지비용 지출규모를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므로 이러한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또, 통일 이후 가능한 군사비 및 병력 감축 규모,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소재한 자산들의 
가치 등을 비현실적으로 산정하여 통일편익을 과장하는 경우도 있다.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Reunification Cost & Gains from Reunification in Korea)”, 국회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출보고서, 2007년 8월 31일. 정세현, “통일은 남는 장사다”, 2009년 
11월 9일, 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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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검토해 보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통일국가의 국가적 

통합성을 강화하고 남북한지역이 함께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

는 통일비용 지출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2.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의미

통일비용과 관련한 논의를 올바르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흔히 사용되

고 있는 통일비용, 통일편익(통일의 편익) 등의 용어를 개념적으로 분명

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김규륜 등에 따르면, 대다수 연구자들은 통일

비용을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통합국가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시

스템이 안정을 이루면서 정산 운영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보고 있다. 이 비용은 “만약 통일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므로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정의된다. 이들은 또한, 통

일비용은 통일 이후에 부담하게 되므로 통일 이전의 경제협력이나 대북

지원에 드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5) 이러한 통일비

용 정의가 다수 연구자들의 입장을 종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엄격하

게 따져보자면 문제가 없지 않다.6) 독일통일의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5) 김규륜 외. 『통일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14.

6) 통일비용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조동호는 “통일된 남북한지

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이라고 통
일비용을 정의한다.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민족통일연구원 편, 『분단비용
과 통일비용: 민족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97.6.5) 발표논문집』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60. 홍성국에 따르면, “통일이 실현된 이후 하나의 체
제와 국가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통일 이후 비용”이 통일비용이며 이 
비용은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 및 희생으로 구성된다. 김영윤 등은 통일비용을 “통일에 

따른 남북한 격차 해소 및 이질적 요소를 통합하는데 소용되는 체제통합비용”이라고 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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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통일 이후만이 아니라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비

용이 소용될 가능성이 크다.7) 그러므로 통일비용을 ‘통일이 달성되는 과

정 및 통일 이후에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에서 통일로 인하여 지출되는 경

제적, 비경제적 비용의 총합’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통일이 달성되는 과정이란 실제로 남북한간의 정치적 통합을 이

루어내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통일이 가시화하기 이전의 경협자금이나 대

북지원금 등은 통일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일이 점진적, 단계

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남북연합 구성 이후 통일국가 형성에 이르기까지 

소용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비용은 통일비용에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8) 물론 남북연합의 성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고 남북연합이 통일로 이어지지 못하고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

나 일단 이러한 연합체가 결성되었다는 것은 통일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

인 정치적 통합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통일이 달성되는 

과정’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엄격한 통일비용 개념을 실제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도 비경제적 비용을 계량화하기가 곤란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통일비용을 실제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실현되는 

과정 및 통일 이후에 통일로 인하여 남한지역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이

라는 협의의 통일비용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협의의 통일비용 개념

7)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비용의 정의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독
이 동독을 통합하면서 사용한 비용,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 구동독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사용된 비용, 동독 주둔 소련군 철수비용 및 철
수 후 거주할 소련내 주택건설 등을 지원한 비용, 서독이 통일을 승인받기 위하여 주변국
가들에게 제공한 비용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용 중 일부는 통일 이후가 

아니라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출된 것이 명확하다. 정용길, “통일독일의 통일비용과 
경제통합”, 『유럽연구』 26권 3호 (2008년 겨울), p. 11.

8) 김규륜 외, 『통일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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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려는 것이 단지 광의의 개념을 활용하는데 따르는 계산상의 난

점 때문만은 아니다. 통일비용에 관심을 가지는 주된 이유는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발생할 남한지역 차원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파악하고 그 축

소방안 등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협의의 통일비용 개념을 사용

하는 것이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보다 유용할 수 있다. 또, 통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흐를 때까지는 북한지역에서 추출할 수 있는 통일비용이 

미미할 것이며, 북한지역이 어느 정도의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지를 

추정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남한지역 사람들이 부담할 비

용만을 고려하는 것이 통일비용 추산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다.9)

한편, 분단비용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기회손실

(opportunity loss)의 관점에서 국가가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생겨나지 

않았을 일체의 경제적 부담”,10) “국가가 분단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체의 기회비용”,11)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남

북한이 부담하는 비용”12)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 통일편익은 ‘통일을 

이룸으로써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

의 총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13)

9)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pp. 60-61.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민들의 경제력
이 커지게 되면 통일비용의 일부를 이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협의의 통일비용 개념
은 정확한 통일비용의 정의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통일을 준비하는 현 단계에서는 이런 

협의의 개념을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10) 홍성국, 『평화경제론: 분단비용, 통일비용 그리고 평화비용』 (서울: 다해, 2006), pp. 
38-39.

11)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Reunification Cost & Gains from Reunification in 
Korea)”,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보고서, 2007년 8월 31일, p. 59.

12)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p. 85.

13) 여러 연구자들은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득(gains)의 총누적합”, “통일에 따라 예

상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 “통일을 이룸으로써 통일된 남한 및 북한 지역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이익” 등으로 정의하였다. 신창민, “통
일비용 및 통일편익”, p. 58; 김영윤,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본 독일통일”, 민족통일연

구원 편,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97.6.5) 발표논문집』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4; 김규륜 외. 『통일비용·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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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비용과 통일편익은 서로 연관된 개념이다. 대다수 연구자들은 분

단비용은 통일로 인하여 실현되는 통일편익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설명한

다. 다시 말해 통일편익은 기존에 소요되었던 비용이 없어지거나 축소되

는 비용절약분, 즉 제거된 분단비용과 통일로 인해 새로 창출되는 이익으

로 구성된다는 것이다.14) 반면, 조동호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으로 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편익이 분단비용이며, 실현되지 못한 편

익이 통일로 인하여 실현된 것이 통일편익이다”라고 규정하여 통일편익

은 분단비용과 내용상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15) 분단이 아닌 상태가 통일

이고 통일이 아닌 상태가 분단이라고 볼 때, 통일편익과 분단비용의 관계

에 대한 조동호의 설명이 타당하다. 다른 연구자들도 분단, 즉 통일이 아

닌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라고 분단비용을 정의하였으므로 통

일편익이란 분단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통일로 인해 실현되는 것일 뿐, 이

에 더하여 새로운 통일편익이 창출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더 크다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분단비용보다 통일편익이 더 

크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통일편익 역시 경제적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통

일비용과 마찬가지로 통일편익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남

한지역이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편익”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

의하는 것이 실질적 비용 산정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16)

통일편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통일비용을 통일편익을 차

연구의 새로운 접근』, p. 27.

14) 김영윤,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본 독일통일”, p. 4; 김영윤·이석·손기웅·조민·서재진·
최수영,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p. 8;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pp. 58-59.

15)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p. 68.

16) 통일편익의 경우 남북한 각각의 지역이 얻게 되는 편익으로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
점이 있기는 하다. 예컨대 경제적 편익 중에서도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른 이익 같은 것

은 어느 지역이 얼마나 큰 이득을 누리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나누어 파악하기가 어렵
다.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p. 64.



제2장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세미나 17

감하지 않은 총비용(total cost)과 편익을 차감한 순비용(net cost)으로 

나누어서 산정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통일비용에서 통일편익을 제외한 

순통일비용을 따져보지 않을 경우에는 총통일비용만을 강조하게 됨으로

써 실제의 통일비용을 과다하게 추정할 수 있고 통일에 따른 이득을 생각

하지 못하고 비용만을 강조하여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확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17) 대다수 연구자들은 순통일비용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클 것

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편익은 매우 장기간에 걸쳐 실현되는 

반면,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한정된 기간 동안 지출되는 것이므로 통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통일비용이 통일편익을 크게 초과하는 상태

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남한주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3. 기존의 통일비용 추산방식과 추산액

통일비용의 규모는 추정방법, 연구자가 채택하는 가정, 연구자들이 규

정한 통일비용의 정의 등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표 2-1〉

은 2000년 이후 발표된 한국 통일비용 추정치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제시된 수치만 보더라도 랜드연구소가 제시한 값 중 가장 

적은 수치인 500억 달러부터 피터 백(Peter Beck)이 주장하는 값 중 최

고치인 5조 달러까지 천차만별이다. 홍성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통일비

용 추정에 주로 동원된 추정방법들은 크게 소득격차해소법, 재정능력접

17) 예컨대, 조동호,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홍순직·최성근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

보다 크다: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추정과 시사점”, 『경제주평』 10-42 (2010. 10. 
28), p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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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법, 항목별 추정 합산법 세 가지 이다. 이 밖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 적

정성장율 접근법, 자본장비율 접근법 등의 경제모델에 의한 추정방법을 

사용한 바 있다.18)

이 중에서 한국의 통일비용을 추정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이 소득격차해소법이다. 이 방법은 남북한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중심으로 통일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소득격차해

소법이 가장 보편적인 한반도 통일비용 추산법이 된 것은 통독 당시와 그 

이후의 독일 통일비용 추정치가 대개 소득격차 해소법에 기반하고 있다

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독일의 통일관련 재정계획의 장기적 목표는 동독

지역 주민들이 서독지역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주들의 주민들과 비슷

한 생활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었다.19) 그러므로 독일에서의 통일비

용이란 동서독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동서독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의 괴리를 없애는데 사용되는 비용까지를 통칭하는 개

념이었다. 한국 통일비용 추산을 위한 초기 연구들은 통독 이후 독일의 

재정지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독일 통일비용 추산치를 한국의 현실에 맞

게 조정하여 한국의 통일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20)

소득격차 해소법을 채택한 연구자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남북한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줄여야 통일국가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인지에 대한 객

관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연구자들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자의적으

18) 홍성국, 『평화경제론: 분단비용, 통일비용 그리고 평화비용』 (서울: 다해, 2006), pp. 

223-237.

19) 이러한 목표는 독일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Grundgesetz)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었
다. 독일 기본법은 생활수준이 낮은 지역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활수준의 평등”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 통일연구팀, 
『독일의 통일·통합정책 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서울: 통일부, 2011), p. 435.

20) 동서독간 소득 차이 대 남북한간 소득차이, 동서독 인구비율 대 남북한 인구비율, 독일 
재정규모 대 한국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는 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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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man- 

Sachs

/2000

2000

/2005
각 10년

8,300억~2조 5,400억 

달러/ 1조 700억~3조 

5,500억 달러

북한 노동생산성을 남한

의 50-100%로

IMF

/2001
- 20년

통일 첫해 국세수입 

40%, 이후 20년간 국세

수입 20% (2001년 국

세 적용시 421조 원)

북한주민 생활수준을 남

한의 75%로, 상호체제

인정 연방제 통일

Frecaut

/2003
- 20년 이상 남한 GDP의 55-190%

남한 및 다른 기여국들

의 이전지출

Fitch

/2003
- 10-15년 240~600조 원 -

이영선

/2003
- 5-10년

급진통일: 1,827억(5년) 

~5,614억 달러(10년),

점진통일: 732억 달러

(10년)

CGE모델, 목표소득 시

나리오별, 북한경제가 

남한의 60% 수준에 이

르기까지 위기관리 및 

투자

로 소득격차 해소 목표를 설정하여 추산치를 발표해 왔다. 예컨대 어떤 

연구는 북한의 1인당 소득수준을 남한의 60% 정도까지 끌어올리는데 드

는 비용을 제시하여 통일비용 추산치가 상당히 커지는데 비해 어떤 연구

는 통일 당시 북한의 1인당 소득을 두 배로 올리는데 드는 비교적 적은 금

액을 통일비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득격차해소법을 적용한 연구들은 

또한 목표로 한 소득격차 해소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합리적 논거에 의해 

제시하지 못하고 대다수 연구자들이 자의적으로 통일비용 투입기간을 설

정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21)

〈표 2-1〉 연구자별 한반도 통일비용 추산

21) 홍성국은 통일비용이 생산요소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생산요 소들의 경우처

럼 한계투입효과(marginal input effect, 한계생산성)가 체증하다가 체감할 것이라고 
보고 통일비용의 한계투입효과가 제로가 되는 지점까지 통일비용을 투입한다는 가정 하
에 통일비용을 계산하고 이러한 통일비용의 규모를 고려하여 통일비용 지출기간을 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홍성국, 『평화경제론: 분단비용, 통일비용 그리고 평화비
용』,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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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2005
- 5년 GDP의 10%

독일식 흡수통일시 정부

지출, 5년 이상 지원 불가

윤순봉(SERI)

/2005
2015 10년 546조 원

북한 초기산업화 및 북

한주민 기초생활 지원액

Wolf & 

Akramov 

(Rand)

/2005

- 4-5년
500억~6,700억 달러

(2003년 달러 기준) 

북한 GDP를 남한의 

2-8%로 가정, 북한 

GDP를 2배로 올리기 

위한 투자액

신창민

/2007

2015

/2020

/2025

/2030

10년

총비용: 9,171억 달러 

/1조 604억 달러 /1조

2,379억 달러 /1조

4,138억 달러,

소모 비용: 2,209억 달

러 /2,568억 달러 

/3,104억 달러 /3,435

억 달러

북한 1인당 GDP를 남

한의 50%로, 소득조정

기간(10년) 동안 북한경

제를 분리해 관리

안예홍 외

(한국은행)

/2007

-

독일식: 

22-39년, 

특구식: 

13-22년

독일식 통합: 5,000

억~9,000억 달러, 

특구식 통합: 3,000

억~5,000억 달러

북한 1인당 GNI를 1만 

달러로 올리기 위한 재

정이전지출, 북한 전체

를 특수경제구역 지정, 

연간 지출규모를 2005

년 남한 GNI의 3%로 

가정

권구훈

(Goldman- 

Sachs)

/2009

- 13년
연간 남한 GDP의 1% 

이전지출

통일로 북한 성장잠재력 

현실화, 북한이 남한보

다 3%씩 빠르게 성장

Beck

/2010
- 30년 이상 2조~5조 달러

독일통일 비용 원용, 북

한주민 소득을 남한의 

80%로

서중해 외 

(KDI)

/2010 

2011

(급진통일)
각 30년

급진통일: 2조 1,400억 

달러, 점진통일: 3,220

억 달러

점진통일시 2040년 북

한 1인당 GDP 16,000 

달러

김유찬

/2010
2010 20년

1,548.3조~2,257.2조 원

(2010년 불변가격 기준)

기초생계비지원, 정부서

비스 등 항목별 추정 합산

현대경제연구원

/2010
2010

10년 1,570억 달러 투자비용만 추산, 10년 

내 3,000달러, 15년 내 

7,000달러, 18년 내 1

만 달러

15년 4,710억 달러

18년 7,065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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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발표년

통일시점 지출기간 추정비용 추정방법 및 전제조건

통일연구원 외

/2011

2020
통일 전후

각 10년
379.2조~1,261.1조 원

2030년 남한 GDP의 

20%

2030
통일 전후

각 20년, 10년
813조~2,836조 원

2040년 남한 GDP의 

36%

2040
통일 전후

각 30년, 10년
1,000.4조~3,277조 원

2050년 남한 GDP의 

40%

 자료: 홍성국 『평화경제론』, pp. 241-243; 양용석, “적정통일비용 산정에 관한 소고: 기존 사례연
구의 함의와 시사점 고찰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2008년 가을호 (통권 158호), pp. 
174-218; 양운철, “통일비용의 추정과 재원 조달방안”, 『세종정책연구』 2권 1호 (2006), pp. 

51-52; 『경향신문』 2010년 8월 17일자; 김규륜 외, 『통일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pp. 24-26 등을 참고하여 작성.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의 추정치들이 연구자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

이는 또 다른 이유는 통일의 방식에 따라 통일비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중해 박사 등에 의뢰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

고 개혁·개방 과정을 거쳐 통일에 이를 경우 30년간 연평균 100억달러

(약 11조8000억원)가량, 총 3,220억 달러의 통일비용이 필요한 반면에 

북한이 급변사태로 무너질 경우 30년간 연평균 약 720억달러(약 85조 

5,000억원), 총 2조 1,40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22) 통일 방식의 차

이에 따라 통일비용의 총액이 7배가량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다.

추정결과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통일시기, 통일비용 

지출기간, 통일 이후 북한지역 및 남한지역의 경제성장률, 자본투입의 효

과 등에 관한 상이한 가정에 바탕을 두고 비용을 추산하는데 있다. 예컨

대 통일 후 북한지역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해야 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계자본산출계수(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를 적용할 경우, 

22) 이진석, “北 급격붕괴때 통일비용은 30년간 2525兆 1인당 5180만원.” 『조선일보』 
(2010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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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계수를 어느 정도라고 가정하느냐에 따라 통일비용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한의 1970년대 평균치(2.72)를 적용하느냐 1980

년대 평균치(3.56)를 적용하느냐, 둘을 혼용하느냐, 다른 나라의 예를 고

려하여 한계자본산출계수를 정하느냐 등에 따라 목표로 하는 소득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투입 자본의 규모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통일비용은 통일의 시기, 방법, 통일 시점 및 이후의 남북한 경

제상황 등에 대한 상이한 가정에 따라 다양한 추산치가 나올 수밖에 없

다. 무엇보다도 통일비용의 지출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

하느냐에 따라 남한사람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되기도 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특정 연구자

나 연구팀이 추산한 구체적인 통일비용의 액수를 바탕으로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느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러한 추산치가 어떤 가정들에 기반하

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과연 그러한 가정들이 타당한 것인지를 가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통일비용의 지출을 통해 어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목표를 달성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비용 계산에 선행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발표

된 통일비용들은 대개 남북한간의 지나친 소득격차가 통일 이후 국가의 

통합성을 해치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개별 연구자들이 자의적으로 설정

한 남북한 소득격차 감소 목표에 근거하여 추산된 것이다. 통일에 대비하

기 위해 이런 추산치들을 활용하려 한다면, 과연 여러 연구자들이 설정한 

소득격차 감소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소득격차

가 줄어들기만 하면 국가통합이라는 과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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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비용 지출의 역설

한 나라 안에서 지역들간의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클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반해 지역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가정은 설득력이 있

다. 남한의 현대사도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의 혜택이 지역에 따라 편중

됨에 따른 지역갈등이 국민통합과 정치발전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소득격차 해소를 통일을 완성

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로 삼는다거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비

용을 중심으로 통일비용을 추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일비용을 많이 지출한 결과 오히려 북한지

역의 경제적 자생력이 약화되거나 남북한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깊어

지는 역설적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표 2-2〉 동서독 수렴 정도 지표들 : 서독가치 대비 동독가치 비율

(단위: %)

지표 1991 1995 2000 2007

거주인구 25 23 23 21

1인당 GDP 33 59 60 67

생산성: 개인당 실질 GDP 42 65 69 77

노동비용: 고용인당 보수 49 74 77 77

거주자당 투자 66 149 110 86

거주자당 설비투자 62 106 97 86

경제활동참여 96 92 88 88

실업 207 180 239 214

자료: Klaus-Heiner Röhl, “Strukturelle Konvergenz der ostdeutschen Wirtschaft,” Trends. 

1 (2009), p. 2. 한영빈, “전환기에 놓인 독일의 동서독지역격차 해소정책: 신고전학파적 수렴모
델의 비판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7집 3호, pp. 330-331에서 재인용.

대다수 연구자들이 소득격차 축소에 드는 비용 위주로 통일비용을 추

산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로서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일과 유

사한 소득 균등화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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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정한 기간 내에 남북한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크게 줄인다는 정책목

표는 한반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무리가 아닐 수 없다.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 직후인 1991년의 동독지역 1인당 GDP는 서독의 

1/3(33%)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이에 비해 한국은행이 추산한 2011년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GNI)은 남한 원으로 환산하면 133만 원가량으로 남한(2,492만원)의 

1/19 수준이다. 이러한 금액은 북한의 가격자료 등 기초자료의 입수가 

어려워 남한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추산한 것이다.24) 그러므

로 북한의 실제 1인당 소득은 한국은행 추산치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

인다. 요컨대 통일 후에 남북한의 소득을 균등화한다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북한지역이 최소한 19배나 잘 사는 남한지역을 경제적으로 따라

잡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표의 비현실성 때문에 많은 연구물

들은 북한지역의 1인당 소득 또는 생활수준을 남한지역의 40%~60% 정

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완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북한지역의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속도로 증

대되어야 한다. 이런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북한지역 외부로부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만 할 것이며 결국 대부분의 재원조달 부담은 남한지

역 주민들에게 지워질 것이다. 남한주민들로부터 그런 정도의 재원이 조

달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소득격차의 축소를 통해 국가의 통합이 어느 정도나 유지·강화될 수 있

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소득격차 축소에 

비교적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국가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것이 소득

23) 지역간 물가수준을 고려했을 때 1991년 구동독지역의 1인당 GDP가 서독의 42.9%정
도였다는 계산결과도 있다. 김영윤·양현모 편,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문답으로 알
아보는 독일 통일』 (서울: 통일부, 2009), p. 322.

24) 한국은행, “2011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공보 2012-7-8호 (2012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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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2〉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통일독일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1995

년 동독지역의 1인당 GDP를 서독지역의 59% 수준까지 끌어 올렸다. 이

후에도 독일정부의 소득 균등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2007년에는 동

독지역의 1인당 GDP가 서독지역의 67%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2010년

대에 들어서는 구동독지역의 1인당 소득과 생산성이 구서독지역의 80%

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소득격차 해소의 쌍두마차는 의도적인 고임

금(생산성 수준을 넘어서는 임금소득)과 각종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보전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이 소득격차의 축소라는 성과를 낳았

으나 많은 부작용도 나타났다. 예컨대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동독지역의 서독지역에 대비한 투자지로서의 매력

은 상실되어 갔다는 사실을 〈표 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서독지역에 대비한 거주자 1인당 투자액과 거주자 1인당 설비투자

액이 줄어든 것이 이러한 경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동독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00년대에 들어 서독지역

에 비해 더욱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여전히 서독지역의 2배가 넘는 상태

를 유지하였다는 점이다.25)

한반도의 경우에도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생계비 지원과 생산성 수준

을 넘어서는 고임금이 북한지역이 경제적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투자지로

서의 이점까지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통일비용 지출 계획

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생계비 지원의 규모와 방법은 파

급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북한의 공

25) Klaus-Heiner Röhl, “Strukturelle Konvergenz der ostdeutschen Wirtschaft,” 
Trends. 1 (2009), p. 2. 한영빈, “전환기에 놓인 독일의 동서독지역격차 해소정책: 신

고전학파적 수렴모델의 비판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7집 3호, pp. 
330-33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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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품은 저가의 중국상품에 비해서도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형편이다. 그

러나 통일로 인해 사적 소유가 인정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해지

고, 운송 수단이 확충되고, 각종 뇌물 제공 등에 따른 거래비용이 축소된

다면 북한주민들은 처음에는 중국산 제품보다도 더 값싼 제품을 생산함

으로써, 나중에는 중국산 제품들보다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해 냄으로

써 스스로 기업을 꾸리고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초

기의 낮은 소득수준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값

이 싼 북한산 제품을 소비한다면 북한산 제품의 판로도 확보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보조금 지급을 통해 생계비를 보전한다면 북한주민들은 가

격이 비싸지만 품질이 나은 중국산제품이나 남한산 제품을 소비하게 되

어 북한산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산업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을 적용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생계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

이 스스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보다 보조금에 기대어 생활하게 될 가

능성이 크다.26) 남한사람들에게는 실제 생계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

원금액일지라도 많은 북한지역 주민들에게는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보다 많은 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전역이 경

제활동을 포기한 채 자발적으로 실업상태를 선택한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위험이 있다.

저장비용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남아도는 남한산 쌀을 북한지역에 무

상으로 또는 매우 싼 값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남한산 또는 중국산 쌀을 북한주민들에게 대규모로 지원하는 것이 북한

26) 박석삼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통일비용을 추산한 바 있다. 박석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방향과 통일비

용” 미래전략연구원 발표자료 (2003); 삼성경제연구소, 『매력있는 한국: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pp. 2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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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농업을 황폐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지원된 식량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이므로 

식량지원은 극빈층과 탁아소, 양로원, 병원 등에 대한 무상공급과 학생들

에 대한 무상급식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에서 식량

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주민들에게까지 식량을 제공하여 식량 값을 폭락

시키면 결국 북한지역의 농업이 몰락하게 되고 그 결과 농민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의 협동농장 소유 토지는 결국 소속 농민들에게 분배되

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 대다수의 북한 농민들은 자영농으로서 농업생산

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북한의 농민들은 비료나 농기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경사가 심하고 토질이 나쁜 땅에서 ‘소

토지’를 경작하여 협동농장에서의 경작에 비해 단위면적당 3-4배의 식량

을 생산해 내고 있다.27)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대략 400만 톤 남짓한 것

으로 추산된다.28) 그러나 협동농장의 토지가 개인 단위 또는 가족 단위로 

분배되고, 비료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농기계와 연료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된다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10년 내에 50%이상 증

가할 가능성이 크다.29) 600만 톤가량의 곡물을 생산할 수 있다면 감자 

등 다른 작물의 생산량을 합해 북한지역은 식량을 자급할 수 있게 된다. 

식량 증산과 함께 오랫동안 적절한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했던 북한

27) “소토지 농사 금지 정책 유명무실”, 『오늘의북한소식』, 288호 (2009.07.21); “올해 소
토지농사로 살아남아” 『오늘의북한소식』, 243호 (2008.10.30).

28)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2009년 북한 곡물생산량은 정곡 기준으로 411만 톤이다. 임강택 

외,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29) 중국의 경우 농가별로 생산을 책임지게 하고, 수매가격 체계를 혁신하고, 식량 유통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결과 파종면적이 감소했음에도 식량생산량이 
1978년의 3억 480만 톤에서 1984년에는 4억 73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
안 34%나 증가한 것이다. 1952-1978년 사이의 연간 생산량 증가율은 2.5% 정도였다. 

이일영, “중국 경제개혁 20년: 궤적과 단면”, 『동향과 전망』 1997년 겨울호(통권 36
호), pp. 39-40.



28 2013년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주민들의 1인당 식량 소비량이 늘어나고 군량미 차출 등으로 애써 생산

한 식량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짐으로 인해 농민들의 소득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30) 소득이 증대한 농민들이 북한산 공산품을 보다 많

이 구매하게 된다면 북한지역의 상공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

한주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식량지원은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를 파괴하여 

북한 농민들을 실업상태로 몰아넣고 북한지역에서의 상공업 발전에도 지

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북한지역에 대한 재정 투입은 식량과 생필품 공급보다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의료시설 및 의약품 지원, 교육분야에의 투자 등에 집중되어야 한

다. 기차가 제 시간에 운행될 수 있게 하는 것,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것, 

도로가 제 구실을 하도록 보수하는 것, 전기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북한주민들이 값싸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남한과 유사한 수준

과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재원이 소비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다수 북한주민들의 생활비를 보조하려는 정책을 

펴게 되면 통일비용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된다. 이를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남한주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장기간 감내할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남한주민들이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다면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남한주민들과 북한주민들 

간에 갈등이 증폭될 위험이 있다. 통일비용을 지출하여 소득격차를 줄임

으로써 국가통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 오히려 통일비용 지출을 둘러싼 

남북한주민들 간의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30) FAO의 1일 최소권장량을 적용할 경우 북한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곡물은 연간 
460만 톤이다. 북한의 정상 배급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북한주민들은 연간 약 540만 
톤의 곡물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식량이 증산되어도 북한지역 내에서 대부분 소비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임강택 외, 『2010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1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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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 감소가 국가의 통합을 강화하는 관건이라면 통독 당시 서독

지역의 1/3수준에 불과하던 동독지역 주민들의 1인당 소득이 서독지역

의 4/5 정도로 향상된 오늘날 독일의 국가적 통합성은 매우 강화되고 양 

지역 주민들은 통일 당시보다 훨씬 더 화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독놈들’을 뜻하는 오씨(Ossi), ‘서독놈들’을 의미하는 베씨

(Wessi)라는 용어가 보여주듯 양독지역 간의 반목은 여전하다. 많은 서독

지역 주민들은 동독지역 사람들이 노동을 회피하고 서독지역 사람들이 

낸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반면 동독지역 

주민들은 서독지역 주민들이 구동독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폄하하고 

무시하는데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동독이 존재하던 시절의 삶에 대

해 향수를 느끼는 ‘오스탈지(Ostalgie)’ 경향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31) 

요컨대 동독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동독지역이 발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동독지역의 경제가 서독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소득격차 감소

에도 불구하고 양독지역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주된 요인들 중 하나이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소득격차 축소 자체만을 목표로 삼아 통일비용을 

지출할 경우 통일 이후 북한지역이 남한경제에 기생하게 될 위험성이 크

다. 그 결과 서독사람들이 동독사람들을 경멸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남

한주민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북한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상황에 대

한 반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북

한지역의 소득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여도 통일국가의 통합성과 정치적 

안정은 약화되고 말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지역의 1인당 소득이 남한지역의 절반 정도까지 

31) Daphne Berdahl, "(N)Ostalgie for the  present: Memory, longing, and East 
German things," Ethos, Vol. 64, No. 2 (1999), pp. 92-211; Dominic Boyer, 

"Ostalgie and the Politics of the Future in Eastern Germany," Public Culture, 
Vol. 18, No. 2 (2006), pp. 36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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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지 않으면 남북한지역이 하나의 국가로서 통합을 유지하는데 어려

움을 겪게 되리라는 가정에 대한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의 안

예홍·문성민(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식 통합의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북한지역을 남한지역과 분리해서 특구식으로 별도 관리하더라

도 북한지역의 GNI를 남한지역의 6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19-63년

이 걸린다고 한다. 이들은 동서독식으로 경제통합을 시도한다면 36-145

년이 소요되어야 이런 정도의 소득격차 감소를 달성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제시하였다. 또, 2010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급변사태로 인해 

갑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2040년까지 30년에 걸쳐 2조 1,400

억달러(약 2,525조원)에 달하는 통일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북한지역의 사회적 여건이나 북

한 주민들의 1인당 소득이 남한에 비해 지나치게 뒤떨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32)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지역 주민들은 19-60년, 

또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한지역과의 소득 격차를 충분히 줄이지 못

한 상태에서 통일한국의 국민으로 생활해야 하는 셈이다. 만약 소득격차

의 감소가 국가통합의 필수조건이라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의 

한 세대 내지 두 세대에 걸친 긴 기간 동안 심각한 소득 격차를 지닌 남북

한이 과연 국가적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격차 감소가 매우 오랜 시간의 노력을 요하는 과업이라면 소득격

차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남북한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

가적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 통일비

용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소득격차를 줄인다는 목

표만이 아니라 소득격차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통일국

32) 이진석, “북 급격붕괴때 통일비용은 30년간 2,525조 1인당 5,180만원.” 『조선일보』 
(2010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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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남북한 간의 소득격차가 빨리 줄어드는 것보다 오랫동안 상당한 수준으

로 소득격차가 유지되는 것이 통일 이후의 경제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징표가 될 수도 있다. 남한경제의 성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북

한지역에 쏟아 부어짐으로 인해 남한지역의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하고 

북한지역 경제만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이 남북한의 소득격차가 줄어드

는 가장 빠른 경로일 것이다. 반면에 통일로 인해 북한지역의 경제가 성

장하는 동시에 남한지역의 경제도 성장세를 유지하게 된다면 남북한 지

역 간의 경제적 격차는 세월이 가도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데 경제적 관점에서든 정치적 관점에서든 후자의 경우가 전자의 경우에 

비해 훨씬 바람직한 상황전개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통일로 

인해 남북한지역이 함께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남한출신자와 북한출신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어야 통일한국의 경제성장과 국가통합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바람직한 통일비용 지출 방향

심각한 소득격차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국가통합을 강화하

는 관건은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북한지역

의 경제를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북한지역이 경

제적으로 발전하더라도 이것이 남한의 일방적 지원의 결과일 경우에는 

남한주민들의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주민들이 통일국가의 동등한 국민으로서 자부

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주민들의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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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과 보조금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올리기 보다는 북한주민들의 생

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북한주민들 스스로가 경제활동

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통일비용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남한의 기업들이 진출하여 북한사람들을 고용할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 스스로가 상공업을 발전시켜나가고 북한지역 농민

들이 자영농으로서 농업생산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막대한 통일비용 투입을 주장하는 대다수 연구자들은 북한주민들의 가

치창출 능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여러 산업들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북한사람들의 생활도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러나 북한주민들 대다수는 남한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만 하는 굶주린 빈

민집단이 아니다. 북한주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경제활동

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북한주민들은 시장

화의 흐름을 이미 역전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확산시키는데 성공하였

다.33) 북한에서는 기업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사경제 활동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뇌물 

제공 등으로 인한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높다. 이러한 높은 거래비용 때문

에 북한주민들의 가치창출 능력이 제한되어 왔으나 통일로 인해 이런 장

애요인들이 제거될 경우 활발한 시장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북한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북한주민들은 갖추고 있다고 본다.

33) 북한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북한경제를 지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
가 2009년 말 화폐개혁 및 시장의 전면적 철폐 시도의 실패이다. 직장에서 배급을 제
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한 수익조차 얻을 수 없게 되자 노동자들은 굶주

림을 이유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지방당 간부들은 관할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
고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주민들은 농촌동원 등 중앙당이 지시
한 사업에도 응하지 않았다. 시장이 닫히자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부문도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중앙당은 결국 시장을 다시 묵인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
에 없었다. 『오늘의 북한소식』 2010년 6월 18일; 6월 28일;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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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중심의 경제활동을 통해 입증된 북한주민들의 생활력 이외에도 

북한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많다. 권구훈(Kwon 

2009)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인구구성이 비교적 젊고 인구성장률이 

남한의 두 배가량 된다. 그리고 북한의 거대한 병력규모가 축소될 경우 

중등교육을 받은 풍부한 젊은 인력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이다. 개성공단에서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의 젊은이들은 생산성 향상의 

잠재력과 노동윤리도 갖추고 있는 듯하다. 아시아의 전환경제들이 

1992-2008년 사이에 8.4%가 넘는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는 

점도 북한지역 성장의 전망을 밝게 한다.

무조건적 소득보전은 물론이고 통일정부가 대대적이고 급속한 북한지

역 개발을 추진하고 남한지역 기업들이 이른바 북한특수에 편승하여 무

분별한 투자를 하는 상황도 남북한지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흡수능력(absorption capacity)을 고려하

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거듭할 경우 북한지역을 발전시키는 효과는 낮은 

반면 재원의 낭비는 커질 것이다.34) 예컨대 북한지역에서 운용되는 자동

차가 매우 적은데도 다수의 도로를 신속하게 건설하거나 급속한 공업화

를 목표로 기업들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단건설에 열을 올

리는 식의 개발은 막대한 재원을 소요할 뿐 북한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도

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대규모 개발 보다는 북한 교통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철도의 기능을 신속히 회복한다거나 남한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부터 공단을 건설하는 식으로 북한의 현실과 남북한지역에의 

실질적 혜택을 고려한 냉철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상품을 생산하고 지역사회가 필

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돕는데 통일비용을 

34) 조동호,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서울: 통일교육원, 2011), pp.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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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창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경영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자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북한지역 주

민들이 스스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식의 통일비용 지출은 통독 이후의 동독지역과 같이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황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거대한 자

동차공장부터 조그마한 세탁소나 식당까지 업주는 남한출신자들로 채워

지고 북한출신자들은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식으로 사회가 양분되는 

상황을 북한지역에서나마 어느 정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랫동안 분리되어 다른 체제에서 살던 두 지역이 합쳐진 뒤 심각한 소

득격차를 경험하면서도 하나의 국가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국가가 예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믿음을 양 

지역 주민 모두가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두 지역 사람들이 상대

방을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설명을 되풀이하더라도 단

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이 통일편익을 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 이

후 남한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세금으로 가난한 북한사람들을 먹

여살리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지

역에 대한 지원이 북한사람들 스스로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

제를 발전시키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남한지역 사람들도 통일

이 단지 생활능력이 없는 북한지역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과업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열리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남한사람들 대다수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견뎌내고 북한지역 주민들을 같은 민족이자 같은 국민으

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지역 주민들도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북한지역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언제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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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람들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을을 가질 수 있다면 북한지역 주민들도 

남한지역과의 소득 격차에도 불구하고 통일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되어야만 북한주민들이 통일 

후의 동독지역 사람들처럼 남한주민들에게서 막대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들끼리만 살아가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

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통일 후 북한지역의 초기 공업 발전은 중국의 

개혁 초기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에

서는 남한 등의 자본이 투입되어 현대식 경공업과 광업, 중공업, 유통업 

등을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개혁 초기의 향진기업이나 소규

모 사기업과 같이 소도시와 농촌에 소재한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룬 오늘날의 중국에서는 향진기업

과 소규모 사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크지 않지만 중국 개혁 초기

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소규모 사기업과 향진기업의 성장에 힘입은 바 적

지 않았다.35) 이러한 소기업들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자본주의경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기

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

다. 통일비용 지출은 북한지역에 진출한 남한기업들이 고임금을 지불하

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북한주민들이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

도록 돕는 형태로 이루어질 때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35) 서석흥, “중국의 향진기업: 그 발전과 성과 및 과제.” 『중소연구』 20권 1호 (1996), pp. 

123-167; 전성흥, “중국의 농촌공업화와 향진사회의 변화.”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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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위기가 아닌 기회로서의 통일

현재와 같이 개별 연구자들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비용지출 기간, 임

의의 자본산출계수, 임의의 성장률 등을 가정한 뒤 자의적으로 정한 소득

격차 감소 수준에 맞추어 계산한 비용이 발표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통

일비용 추정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통일을 대비하는 데 얼

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어느 시점에서 통일이 이루어

질지, 어떤 방법으로 통일이 될지 등에 대해서 미리 확정할 수 있는 방법

은 없으므로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다양한 통일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불

가피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통일의 

방법이나 통일비용 지출의 목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정 정

도의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추산치를 제시

하기에 앞서 통일이 될 경우 어떤 경제적, 사회적 통합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어느 정도의 생산성 및 소득수준 차이 해소를 목표로 

삼아 통일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인지, 소득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긴 시간 

동안 국가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비용은 어

떤 식으로 얼마나 지출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합의 방식과 통일비용 지출의 목적에 대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통일의 방법과 통일비용 지출을 통해 이루려는 여러 목표에 

따라 통일비용의 규모가 결정적으로 좌우됨에도 경제적, 사회적 통합의 

방법과 비용지출을 통해 달성하려는 다양한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내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너무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직접 통일비용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

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전의 연구결과들보다 신뢰할 만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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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보, 방법에 입각한 추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또 하나의 추정치만 내놓으면서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의 부담을 

요구한다면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통일비

용 산출과 관련하여 결과만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 하에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통일비용을 산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연구 과정에 참여한 이들뿐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과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국민들이 이러한 추산이 과연 합

당한 가정과 추산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비용을 추산하는 이들이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일이 되면 무

능력한 북한주민들을 남한주민들의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가정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

고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가치창출 능력을 재평가하는 것을 바탕으로 통

일비용 지출의 목표와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장치와 기본적 인프라만 제공되면 왕성한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삶

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북한주민들이 지난 십 여 년 

동안의 사경제활동을 통해 입증해 보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남한의 

지원에만 기댄 북한주민들의 소득 향상은 통일국가의 기반을 확고히 하

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고려할 때 북한주민들이 동독지역 주민들보다 

더한 소외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비용의 지출

은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기업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북한주

민들 스스로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적이

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비용을 추산하는 전문가들은 소득격차 감소를 이루어낸다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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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리에서 벗어나 북한지역 주민들의 잠재된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

고, 남북한지역이 함께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남한출신자와 북한출신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통일한국의 경제성장과 국가통합

을 강화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일을 당면한 

위기나 부담만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자, 

정책결정자, 언론인, 경제인 등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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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복지: 체제․제도․동향

이철수 (신한대학교대학원 교수)

1. 서 론: 연구동향과 한계, 접근

통일코리아를 가상할 때, (남)북한 사회복지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이유를 열거하면, 먼저 사회복지

는 제도의 기능과 성격상 (남)북한이 기존에 유지했던 체제 이질성을 극

복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국가정책 기제의 하나이다. 다

음으로 남북한의 제도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남)북한 사회복지는 통일코

리아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필연적인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동렬에

서 통일코리아 정부의 범국가적․범민족적 차원의 공공정책에서도 복지정

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한 크기 때문이다.36)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회복지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북한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 이에 대한 접근과 연구가 실

로 지난한 작업이다. 이러한 원인은 첫째, 북한연구가 시작된 이래 동 분

야에 대한 연구의 지속성과 체계성이 일천하다. 예컨대 1990년대 초반 

독일통일의 영향을 시작으로 남북한 통합 연구의 한 축에 북한사회복지 

‘제도’가 존재했었다. 그리고 이 시기 대다수의 연구들은 남북한 사회복

지제도 비교와  통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

후 동 분야에 대한 연구는 장기간 정체되었고, 지금까지 ‘이벤트성 연구’

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둘째, 통시적인 것은 물론 국내외를 포함, 동 분야를 전공한 전문 연구

36) 때문에 (남)북한 사회복지 연구는 미래를 가상한 현재 진행형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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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층’이 타 분야에 극소수이다. 이는 ‘사회복지학’ 혹은 ‘북한학’ 전문 

연구인력을 포함하여 동 분야에 대해 자칭․타칭으로 ‘얇은 층’의 전공자들

이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원인은 북한학과 사회복지학에서 

북한사회복지가 차지하는 학문적 위치를 반증한다.

특히 ‘북한사회복지’라는 연구주제는 반드시 ‘북한학’과 ‘사회복지학’

을 동시에 학습한 인력만이 균형적인 접근과 해석이 가능하다. 예컨대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할지라도 사회주의체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을 선결해야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학’을 전공했다할지라도 사회복

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사회복지’에 대한 접근과 연구

는 학문적 혼합과 배합, 관찰자의 지적수준과 인식, 분석대상에 대한 지

식과 정보, 접근방법과 관점, 거시-미시분야별 연구경험에 대한 일정한 

훈련, 정보수집력과 분석력 등이 요구된다.

셋째, 북한사회복지 분야의 정보부족은 물론이거니와 문헌연구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실태연구의 과학적 근거와 자료-데이터베이스화-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북한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

한 행태이다. 그러나 북한사회복지연구를 더욱 심도있게 접근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북한사회복지의 각 제도별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실태부분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실태연구를 시도한  사례가 부족하며 이를 시도할 접근경

로 또한 비교적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와 동렬에서 북한사회복지에 대한 실체적 접근, 즉 이른바 ‘미

시연구’를 시도한 연구가 빈번하지 않다. 북한사회복지에서 ‘미시연구’란 

각 제도별 수급자(A)와 제도별 급여(An)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것을 의미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복지의 제도별․급여별 지속성과 변화에 대

한 관찰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급여 지급기준과 급여산식에 대한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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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외에 동 분야에 대한 북한 원

자료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개된 적이 전무하다.37)

다섯째,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북한사회복지에 대한 연구가 다소 정태

적이고, 외연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이른바 북한사회복지 ‘제도중심’의 

‘단발성 문헌연구’에만 치중하고 있다. 결국 이는 상술한 연구동향과 한

계가 파생한 북한사회복지 연구의 현주소를 반증한다.

한편 상술한 사항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 하나는 북한연구의 학문적 

‘관심’(무게), 다른 하나는 연구 대상의 ‘접근(방식과 방법)’에 기인한 연

구행태이다. 이에 북한사회복지 연구는 학문적 관심을 중심으로 할 때 북

한연구의 ‘주변부’에 해당되고, 연구 대상의 접근관점으로 볼 때 접근경

로가 극히 미비하다고 하겠다.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북한사회복지

에 대한 연구 경향은 한마디로 중복적이고, 파편화되어있고, 문헌연구 중

심의 ‘모자이크 작업’ 행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복

지 연구는 여타 북한연구의 역사성에 비해 일정한 양․질적 발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부문이라 하겠다.

반면 북한사회복지라는 연구대상은 크게 두 가지의 접근방법을 통해 

그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북한사회복지의 이념, 역사, 체

제, 제도, 실태라는 거시-구조적인 스펙트럼인데, 이러한 접근방법은 연

구대상의 ‘숲’에 해당된다. 2차적으로는 북한의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가 

표방한 급여종류, 급여수준, 급여의 지속성과 변화, 전달체계와 제도별 

운영실태 등의 미시-행위적인 스펙트럼인데, 이러한 접근방법은 연구대

37) 북한이 1946년 12월 19일 재정한 ‘사회보험법’과 북한사회복지와 관련한 북한의 일부 

원자료가 1990년 국내에 공개되었다. 하지만 새터민의 증언에 의하면 더 구체적이고 
방대한 북한의 각종 복지급여와 급여산식을 수록한 ‘노동성 사회보험규정집’이 있다고 
한다. 이에 동 문헌이 북한사회복지 연구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은 핵심중의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 문헌이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 문헌을 배
제한 분석이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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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나무’에 해당된다. 또한 실제수급자가 지급받는 다양한 복지급여는 

‘열매’에 해당되고, 급여를 전달하는 행정체계는 ‘줄기’에 해당된다. 이에 

현재까지 양자의 연구를 병행하여 북한사회복지를 체계화한 연구는 극소

수이고 특히 이는 각고의 노력이 장기간 필요한 난제중의 난제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탐색대상인 북한사회복지를 놓고, 북한사

회복지 ‘체제’, 북한사회복지 ‘제도’, 김정일시대 북한사회복지 ‘동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북한 사회복지를 거시-구조

적인 차원에서 접근, 동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북한사회복지의 

‘얼개’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사회복지연구의 초기단

계의 이해를 주요한 목적으로 설정하여 서술하였다.38)

아울러 본 연구는 북한사회복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놓고 분석했다

기보다는 필자의 경험과 추론에 입각한 또 하나의 모자이크 작업이고, 이

는 ‘정확성’보다는 ‘개연성’에 무게중심의 축을 맞춘 연구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서술순서는 먼저 북한사회복지의 체제에 대한 논의를 사회복

지시스템,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 사회복지 발달과정, 사회복지 제

도와 체제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39)

다음으로 북한 사회복지제도를 의․식․주 배급제, 국가사회보험과 국가

사회보장, 의료보장제도의 속성, 그리고 복지급여의 한계와 이중성을 중

38) 과거와 현재를 떠나 북한사회복지에 대한 연구와 논쟁은 무한하다. 예컨대 김정일시대의 
7․1조치로 인한 북한사회복지에 대한 변화만 탐색해도 다양한 쟁점이 있다. 또 북한사회

복지의 이념, 복지분배의 메커니즘, 사회복지 제도․급여의 구조․기능․성격, 북한사회복지
의 현실, 경제특구의 복지시스템, 국영기업과 외국기업의 복지프로그램, 최근 북한의 긴
급구호와 보건의료 실태, 7․1조치 이후 현재까지의 배급제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연구

대상에 따른 방대한 논증을 요구한다. 참고로 북한사회복지의 이념․제도․현실에 대해서는 
이철수의 2003연구를 7․1조치 전후와 김정일시대 북한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이철수의 
2004연구를 북한사회복지법제와 경제특구의 복지조항 변천에 대해서는 이철수의 2005

연구를 보건의료법제와 북한장애인에 대해서는 2006연구를 참조.

39)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은 거시-구조적 수준에서 각 사회복지 제도의 

상호 비교한 결과를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은 복지제도의 질
적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대상의 확대경향 즉, 양적 팽창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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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김정일시대의 북한사회복지의 동향

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로 약칭) 직후의 의․식․주 배급제의 

수준과 성격,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의 변화와 문제, 개성공업지

구(이하 개성공단으로 약칭)의 복지체제, 보건의료 현실을 중심으로 탐색

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북한사회복지에 대한 실체적 접근, 즉 ‘북한사회복지 

현실’에 대한 논의는 다소 배제하고자 한다. 특히 이에 대한 논의는 이론

적 체계와 무장이 전제된 가운데 제도별 급여종류와 대상별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객관적으로 장기간 농축된 정보와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북한사회복지 현실에 대한 연구는 북한사회복지 체제 자체가 

단순히 붕괴냐, 마비냐, 후퇴냐 하는 ‘감성적 논의’가 아니라 어떠한 복지

급여가 어떻게 되었느냐하는 다양한 ‘급여중심의 최소단위’에 대한 검증

과 분석을 의미한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자료의 부족

과 지면관계상 생략하고자 한다.

2. 북한사회복지체제40): 거시-구조적 차원

  가. 사회복지시스템: 제도와 책임

특정국가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

하다. 그러나 복지분배에 관한 책임소재와 그에 따른 각 제도별 위치를 

탐색, 이를 토대로 일정한 구획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큰 틀의 사회

40)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북한사회복지 체제에 대한 거시ㅡ구조적 수준의 구획과 정의는, 북

한사회복지의 초기단계의 이해와 탐색이지만,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내
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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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스템을 이해하는 수단이자 도구가 된다.

이를 판단근거로 접근하면, 자본주의국가의 복지시스템인 ‘3층 체제’

와는 달리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은 ‘2층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2층 사회복지체제’를 설명하면, 먼저 1층의 구성요소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제도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사회부조

의 기능을 하는 의․식․주배급제(rationing system), 무상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사회보훈이 있다.

다음으로 국가소유의 국영기업이 책임지는 고용, 임금, 장려금 등의 노

동(기회)으로 인한 물질적 소득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은 대

다수 기업이 국가소유임에 따라 자본주의에서 2층에 해당하는 기업(또는 

시장)책임부문이 사실상 국가책임 하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의 사회

복지시스템은 자본주의체제에서 구분․분리되어 있는 국가책임영역과 기

업책임영역이 사실상 통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이것이 자본주의 복지체

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북한 역시 여타 과거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

회복지를 추진하는 이른바 ‘국가사회복지체제(national social welfare 

system)’라 하겠다.

한편 북한과 같은 국가사회복지체제의 장점은 국가가 전반적인 사회복

지제도를 주도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자국민들의 생활상의 보호

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전적으로 국가책임 하에 복지정책을 시행, ‘요

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복지제도들을 통해 선도․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사회복지체제는 사회적․물질적 누락계층의 발생을 억제하고 복지분

배에 대한 국가책임과 운영주체가 명확하다.

반면 국가사회복지체제의 단점은 국가의 복지분배 내지는 복지공급(제

공) 능력이 장기간 저하되거나 상실할 경우 1층인 국가책임 영역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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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그것도 연쇄적으로-된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즉 국가사회복지

체제의 구조상 1층 영역에 집중된 다양한 복지제도는 상관관계를 가지며 

연쇄반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또한 복지분배물의 급여수준이 낮거나 장기간 정체되어 있을 경우도 

문제가 있다. 즉 복지분배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반영 정도와 국가가 지속

적으로 복지분배물에 대한 양․질적 발전을 꾀하지 못했을 때도 다양한 문

제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국가사회복지체제의 한계이자 

야누스적인 이중성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사회복지체제는 최상과 최악

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는 결국 상위범주인 경제수준에 따른 

분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족이 책임지는 영역인데, 바로 여기에서 북한의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공식․비공식적 소득의 분화와 차등이 

발생한다. 즉 이 부문은 복지분배에 관한 국가의 보장과 보호 이외의 별

도의 수입(공․사적 연결망)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발생하는 

유․무형 소득이 북한주민의 개인과 가족의 신분과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주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북한의 사회복

지체제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게 분포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결국 ‘2층 체제’인 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에서 크게 1차적으로는, 1층

은 국가의 능력에 따른 분배, 2층은 개인․가족의 능력에 따른 분배로 구분

된다. 또한 2차적으로는, 이러한 메커니즘속에 각 개인(가족)을 적용․대입

하면, 사회적 지위와 신분, 직업, 사업장의 수준, 임금수준, 노동능력(수

준), 근로기간 등에 따라 재차 구분된다 하겠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사회복

지시스템은 ‘제도적 평등’(형식적 평등)속에 ‘실질적 불평등’이 공존하고 

있는 체제이다. 참고로 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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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북한의 사회복지시스템 : 2층 체제

주: 2002년 7월 1일 시행한 7․1조치 이후 ‘탈사회주의화’ 경향이 있음. 이에 대한 내용은 후반부 참조.

  나. 사회복지 ‘제도’별 수준

특정국가의 사회복지시스템과 더불어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을 탐

색하는 것은 사회복지체제를 여과하는 또 하나의 스펙트럼이다. 왜냐하

면 제도별 복지분배의 책임주체를 규명하는 작업만큼 복지급여의 수준 

또한 사회복지 체제의 성격을 규정짓는 판단근거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앞서 논증한 사회복지시스템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접근이다. 즉 사

회복지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다소 ‘평면적’이라면 제도별 복지수준을 통

한 접근은 ‘다면적’이다.

이에 북한사회복지체제를 제도별 복지수준을 판단기준으로 분석하면, 

먼저 북한주민들의 제1차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부조(공적부조)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제도는 의․식․주배급제이다. 특히 의․식․주배급제

의 경우 공급대상마다 각기 다른 지급기준이 있는데, 이는 북한이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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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급대상별 분배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의․식․주배급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부조이지만, ‘이 정도면’ (최저․적정)생계 유

지41)가 가능하다고 보는 북한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한편 특정대상별로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북한은 아동복지

서비스인 탁아사업과 여성복지서비스인 산전산후휴가를 제외하고는 이

렇다 할 제도나 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선천적 장애인에 대한 재활

이나 특수교육 역시 전무하다. 단지 최근 북한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 2003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5호로 공

포한 ‘장애자보호법’이 있다. 역설적으로 이는 북한이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관심 정도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동 법령이 존

재하고, 명시한 내용이 구체적이라 할지라도 이를 실천할 북한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는 곧 레토릭(rhetoric)4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2차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이 있는데, 의․식․주

배급제가 다소 노동유무를 떠나 현물만 제공하는 급여라면 사회보험은 

노동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했거나, 노동기간을 완수한 가운데에 현금과 

현물을 동시에 받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이는 수급자가 사회적 위험, 은

퇴한 노후,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지급받는 복지급여이다.

따라서 수급자의 입장에서 현금과 현물, 즉 돈과 식량을 동시에 지급받

기 때문에 이는 통상 정상적인 노동생활로 인해 획득하는 물질적 수입과 

41) 배급제를 ‘최저생계 유지수준’이라 판단하는 근거는 배급제의 공급기준에 의거한 것인
데, 이는 물론 북한이 인식하는 배급수준이다. 따라서 이를 달리 표현하면 북한이 생각
하는 ‘적정생계 유지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후술한 제도별 복지수준 전체가 

북한의 기준에서 해당 사회복지제도를 기준으로 한 수급자의 위험에 대한 ‘적정생계 유
지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유무에 따른 배급수준만을 놓고 
볼 때, 여타제도와 급여수준과 조건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최저생계 유지수준이라는 

판단과 표현도 가능하다.

42) 이는 비단 북한장애인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사회복지 ‘현실’을 놓고 판단할 

때, 이미 대내외적으로 알려졌다시피 북한사회복지 ‘제도’가 명시한 내용을 지킬 수 없거
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1990년대부터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누적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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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 다음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때에 지급되는 복지급여 

수준은 ‘이 정도면’ 수급자가 수급기간동안에 기본(적정)적인 생활이 가

능하다고 판단되는 북한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훈인데, 이는 수급자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우 즉 

국가공로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자 혜택이다. 한편 북한은 여타 사

회복지제도와 달리 사회보훈이 높은 급여를 보장하는데, 이러한 원인은 

국가적 공훈을 강조하는 체제 특성과 복지급여 산식 때문이다.

즉 북한주민 개인(수급자)을 놓고 복지급여 산식을 적용할 경우 노동기

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노동기간 동안의 공훈수준이다. 예컨대 은퇴한 

노동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사회복지급여 = 노동기

간(임금) + 공훈수준이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사회복지제도가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사회보훈이 각각 

독립된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때문에 사회보훈이 수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복지혜택의 플러스 알파(+

α)의 기능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나 판단을 가능하게 하자면, 수급자가 인식하는 복

지혜택의 적정수준이 긍정적이거나 그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만 가능하

다. 즉 북한의 복지제도 통합운영은 여타 복지제도보다 높은 수준을 제공

하는 사회보훈이 최상의 급여를 보장한다. 이로 인해 이른바 ‘공훈을 위

한 노동’을 강제하는 이중성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복지제도 통합운영은 다층화된 제도를 단층적으로 

통합․적용함에 따라 역기능과 순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한 한 가

운데에 바로 국가 사회적 공훈을 강조하는 사회보훈이 자리잡고 있다. 때

문에 북한사회복지는 각각의 ‘복지제도’에 따른 각각의 ‘복지급여’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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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 체제가 아님에 따라 양자에 대해 동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사회복지제도 4가지를 놓고 볼 때, 급여수준의 서열은 통상 

사회보훈 > 사회보험 > 사회부조․사회복지서비스 순이 된다. 한편 이는 사

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과 거의 동일하다, 즉 북한만이 이러한 사회

복지 체제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공훈을 강조한 과거 사회주의 체

제에서 공통적으로 내재된 메커니즘이라 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

이 자본주의 복지체제와 다른 이질성중의 하나이다. 참고로 북한의 사회

복지 제도별 복지수준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

주: 1) 개인의 사회복지급여 = 사회보훈(공훈수준) + 사회보험(노동기간과 임금)
     2) 급여수준 = 사회보훈 > 사회보험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 탁아사업 ․ 여성:산전산후휴가

     4) 보건의료제도는 제외

  다. 사회복지 발달과정: 적용대상의 확대 경향

사회복지 발달과정 즉, 어떤 직종과 계층이 우선적으로 복지분배의 적

용대상이 되었는가는 사회복지시스템과 사회복지 제도별 수준보다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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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통시적으로 접근한 사회복지 적용대상에 대한 

탐색은 북한이 ‘복지혜택 대상을 어떻게 적용해왔는가’에 대한 함의가 나

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에서 표방한 적

용대상의 변동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기제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제도의 

적용대상의 확대 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관한 해당 체제의 성

격을 통시적으로 규정하는 판단근거이다.

이에 각 제도별로 적용대상의 확대 경향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북한

의 경우 크게 보편주의적인 경향과 선별주의적인 경향이 동시에 나타난 

시기와 보편주의적인 경향만이 나타난  시기가 존재한다. 첫째, 일정부문 

보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는 제도로는 사회보훈, 사회복지서비스, 의․식․

주배급제이다. 사회보훈의 경우 특정한 공훈에 의거하고, 그 수준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느냐 혹은 그렇지 않으냐를 판단한다.

이에 역설적으로 전 인민의 국가적 공훈을 강조하는 북한체제의 성격

상 사회보훈의 판정에 대한 차별과 차등, 부정은 존재하지만, 미약하리라 

판단된다. 다시 말해 사회보훈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해 볼 때, 공훈의 기

회에 대한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판정의 차별은 제도의 취지를 반할 수준

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과 탁아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에도 

요구호상태에 의거한 적용대상에 대한 차별은 미약하리라 판단된다. 아

울러 위의 세 가지 사회복지제도의 수급조건은 비교적 단순하고 엄격하

지도 않다. 즉 사회보훈은 일정한 공훈을 획득하고, 탁아와 여성 사회복

지서비스는 요구호상태에 이르면 가급적 지급되는 급여이자 분배메커니

즘이다. 참고로 사회복지제도별 적용대상 발달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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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사회복지제도별 적용대상 발달과정

사회복지제도 최초 도입 시기 확대 시기 적용 대상

․ 사회보훈 1949 ․1953․1956
제대군인

영예군인

․ 사회복지서비스

  : 탁아․여성/장애인
1948/2003 ․ 서비스 해당 요구호자

․ 사회부조: 의․식․주배급제 1946 ․ 전 인민

․ 사회보험 1946
1970년대 초반

/1986

가입자

(노동자․사무원/군인/농민)

주: 노동성 사회보험규정집을 제외한 판단임

둘째, 일정부문 선별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시기의 제도로는 사회보험

이 있다. 그러나 1986년을 기점으로 판단할 때, 사회보험이 선별주의적

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 아니다. 즉 1986년 이후를 

중심으로 하면 보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1986년 이전을 기

준으로 할 때는 선별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적용대상

의 시기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이 무엇보다도 노동자와 사무원을 사회보험 우선 

적용대상자에 포함시켜 약 40년간 운영해왔고, 1986년에 이르러서야 협

동농민을 포함시켰으며, 군인연금의 경우 1970년대 초반에 도입했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사회보험 적용대상에 대한 직종별 가입 시기와 

제도도입에 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예컨대 노후를 보장하는 노령연금43)

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자와 사무원은 1946년, 군인은 1970년

43) 북한의 (공적)연금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특수직역인 군인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 대한 노령연금이다. 또한 북한은 일부 외국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국가이다. 따라 서 연금가입자(피고용인)와 고용자의 관계

는 노동자(사무원, 협동농민, 군인)와 국가와의 관계가 된다. 따라서 북한의 연금체제는 
사적연금이 존재하지 않는 공적연금체제이다. 이는 현행 남한의 특수직역 연금대상자(공
무원, 군인)와 같은 ‘법적관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 즉, 북한에서 공적연금체계만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본의 국가소유에 의거한 분배관계, 임금과 노동관계, 고용인(국가)과 
피고용인(노동자) 관계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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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반, 협동농민은 1986년에 적용대상에 각각 포함되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처럼 적용대상에 대한 직종별 차별을 한 이유인

데, 이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 노동자와 사무원을 우선시

하는 정치체제이자 이에 따른 노동정책(정치행위)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

라서 이는 북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일정부문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큰데, 이는 적용대상에 대한 이른바 ‘차별 기간’이 존재해왔음을 반증하

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에 대한 판정은 보편주의적인 성

향-제도적으로-을 확고히 나타내고 있지만, 적용대상의 확대 경향을 추

적해보면 일정기간 선별성과 보편성이 공존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겠다.

한편 노동자와 사무원을 복지혜택 적용대상 우선순위에 선정하는 사회

주의국가에 대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리는 경향-사회주의식 보편주의-

도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인구의 분포 즉, 제도 도입 당시 노동자와 사무

원의 노동인구 분포에 의거해서 판단해야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동인

구대비 사회보험 가입자의 분포는 복지혜택 적용대상의 양적비율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보험 도입 당시 노동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북한

을 포함,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자와 사무원의 노동인구 분포가 약 

12-15%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북한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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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북한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 공적연금 최고치 추정

주: 1) 군인연금은 새터민 증언에 추정, 정식명칭은 “제대군인 생활보장비”
     2) 무상치료제와 의․식․주배급제는 초기부터 대체적으로 보편주의에 의거
     3) 사회보훈의 국가공로자연금은 정권초기부터 시작

  라. 사회복지 제도․체제 전개과정

(1) 사회복지제도의 포괄성･혜택수준･종류･재분배성･적절성 측면

북한 사회복지제도 전개과정에 대한 준거 틀은 복지제도의 도입･확대･

강화･퇴행 등의 시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들’이다. 예컨대 이는 단순한 복지

법령의 제정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도의 적용대상과 복지

급여의 종류․수준․조건 등 그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첫째, 복지 혜택의 포괄성 즉, 적용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86년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논증한 것과 같이 협

동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이때야 비로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적용대상에 대한 구분은 1986년을 전후로 구분된다 하겠다. 그렇지

만 1986년 전까지 북한이 복지혜택의 적용대상에 대한 노력을 시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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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은 아니다.

1986년 전까지 북한은 노동인구의 비율에서 노동자와 사무원이 차지

하는 부문이 사회보험 가입자와 동일함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는 노동자

와 사무원의 비율과 해마다 감소되는 협동농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사

회보험 가입자를 증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노동정책

(노동자 우대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에 북한이 스스로 복지제도의 적

용대상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모순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1985년에 제정하여 1986년

에 시행한 「협동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에 대하여」 이후이

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복지혜택의 적용대상은 크게 1986년을 전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협동농민은 1985년 전까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지, 무상치료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협동농민은 약 40년 동안 절반 수준의 인민복지의 

혜택을 받았다 하겠다.

둘째, 복지혜택의 수준, 다시 말해 복지급여 수준의 발달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제외하고는 1946년 사

회보험법을 제정한 이래로 이렇다 할 복지급여의 확대를 꾀하지 않았다

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본 법령을 제정한 이래 괄목할 만큼 복지급여 종

류나 수준의 확대를 시도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 일부만 개정된 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차례 부분적으로 

연금수준(급여수준)을 향상시킨 조치가 존재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조

치가 명백히 급여수준의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대다수 북한의 복지급여는 훈․포장에 대한 급여 계상을 제외할 경

우 임금에 따른 정률급여 지급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이는 표준임금의 인

상수준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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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인상한 여러 차례의 임금인상 시기44)가 복지급여의 확대와 직결된

다. 결국 임금에 따른 정율 지급방식 때문에 사회보훈을 계상하지 않은 

급여수준은 상위범주인 임금인상률에 따라 하위범주인 복지급여가 결정

된다 하겠다.

셋째, 복지혜택의 종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의 견해가 가능한

데 하나는 1946년 사회보험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를 ‘정체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복지의 치명적인 결함이 바로 여기에 있

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인 대다수 복지급여가 본 법령에 기인함에 따라 

현재까지 이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국가차

원의 보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1978년을 기준으로 복지혜택의 종류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에 제정된 사회주의노동법에 의해 6개월 전후

로 적용되는 국가사회보험제와 국가사회보장제가 제도적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혜택의 종류에 관한 견해는 구체적인 실천규정을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 사회보험법 제정 이래 지금까지 정체기라고 할 수 

있는 반면 큰 틀의 복지혜택의 적용원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1978년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하겠다. 한편 1995년에 4월 6일 공포한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보험법」의 경우 노동자의 의무가입이 아니라 가입자와 국가

간의 임의계약에 따른다. 때문에 동 법령이 급여종류의 발전을 꾀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자유가입임에 따라 그 효과가 미진하리라 판단된다.

44) 참고로 2002년 7․1조치 이전까지 북한의 임금(생활비) 인상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가․

협동단체기관․기업소들의 노동자․기술자․사무원들의 기본임금을 1958년 1월 1일부터 평
균 10% 인상한다.”(노동자․기술자․사무원들의 임금인상에 관하여, 1957.12.31 내각결정 

제 128호), “1959년 1월 1일부터 국가․사회․협동단체기관․기업소들의 노동자․기술자․사무
원들과 군무원․내무원들의 임금(1958년 3/4분기 실적에 의한 평균임금)을 평균 40% 인
상한다.”(노동자․기술자․사무원들의 임금을 평균 31.5% 올릴 것에 대하여, 1979.8.31 

내각결정 제70호), 「주민복지향상대책」(1992.2.13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1992년 3월 
1일부터 생활비를 43.4%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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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제도적인 

부문과 현실적인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제도적인 부문의 경우 1958년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에 북한은 개인기업소와 사유재산

이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재산에 대한 국가소유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후 북한의 모든 영역에 대한 분배는 국가책임 하에 이루어졌고, 이

러한 견지에서 이때부터 복지분배의 효율성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현실적인 부문의 경우 제도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북한의 계층별 

차별과 그에 따른 차등분배에 대한 문제로 요약된다. 특히 이에 관한 계

층별 복지급여나 각종 혜택은 소위 국가공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반

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계급과 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 급여의 차별

은 복지혜택의 재분배 기능을 상쇄하게 만든다. 또한 이러한 차별이 현실

적인 급여의 수급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원인

은 상술한 바와 같이 복지제도의 통합운영과 급여수준에 있어 압도적 우

위를 점유하고 사회보훈 때문이다.

다섯째, 복지 혜택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 이는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왜냐하면 계층별로 지급되는 복지급여가 현

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가공로자와 일반인들이 급여의 경

우 현금은 물론 현물까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 수급자들이 받는 

급여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아 남한의 공적부조 수준이라 하겠지만, 국가

공로자의 경우 현저히 높은 급여로 인해 이와 다른 견해가 가능하기 때문

이다.45) 따라서 역설적으로 북한의 복지 혜택의 적절성은 국가공로자에

게 한해서만 적당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러

한 이유로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수준은 남한의 공적부조 수준과 내용면

에서 근친한 형태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45) 이는 수급자 개인이 지급받는 급여수준에 대한 논의와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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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체제의 변동과정

사회복지체제의 변동과정의 판단근거는 ‘복지현실’이 아니라 ‘복지제

도’에 기인한다. 이에 큰 틀의 함의를 살펴보면 ① 제1단계: 체제형성기

(1945-1960), ② 제2단계: 체제분화기(1961-1985), ③ 제3단계: 체제

유지․발전기(1986-1990), ④ 제4단계: 체제마비기(1991-2002), ⑤제5

단계: 체제변화․마비공존기(2003년 이후)로 요약된다.

첫 번째인 체제형성기(1945-1960)의 경우 무엇보다 크게는 반제반봉

건민주주의혁명(1946.2-1947.2)→사회주의혁명(1947.2-1958.8)의 과

도기 시기이고, 작게는 사회보험법의 제정과 시행,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의 도입, 전 재산의 국유화로 인해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떠나 북한이 일

정부문-초보적인 수준이지만-사회복지체제에 대한 체계를 도입․형성하

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인 체제분화기(1961-1985)의 경우 크게는 사회주의 공업화 추

진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 따른 노동의 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한 시기이

고, 작게는 어린이보육교양법(1976.4.29), 사회주의노동법(1978.4.18), 

인민보건법(1980.4.3), 협동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1985.10.4) 등의 법령을 제정하여 부분별 복지체제의 수립을 확고히 하

고자 했던 시기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가 북한 사회복지의 양적․질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제도의 질적인 분화 다시 말해, 대상별로 세분화된 법

령을 제정하여 기존에 북한이 천명한 이른바 ‘인민복지’에 대한 실천의지

를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배경 하에 북한의 사회복지체제 

자체가 정권수립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했음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전했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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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인 체제유지․발전기(1986-1990)의 경우 이를 발전기라고 

보는 것은 1986년에 이르러서야 전 노동인구에 대한 국가사회복지체제

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를 유지기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990년까지 대내적으로는 경제난이 본격화되기 이전이고, 대외적으로는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기 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가 북한으로

서는 자신들의 복지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에 안팎으로 가장 유리한 환경

이었다.

네 번째 단계인 체제마비기(1991-2002)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1997년을 전후로 한 배

급제와 무상치료제의 붕괴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북한의 사회복지

체제를 붕괴로 빠뜨린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자연재해 등으

로 인해 북한 스스로의 표현처럼 고난의 행군을 했던 시기이다.

다섯 번째 단계인 체제변화․마비공존기(2003년 이후)의 경우 크게는 

2002년 7․1조치의 시행, 작게는 지엽적이지만 2002년 신의주특구의 의

료보험제도입 명시, 2003년 개성공단과 2004년 금강산관광특구의 복지

체제 등 북한이 자신들의 복지체제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는 실질

적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북한이 붕괴된 복지체제의 복구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복지체제 자체에 대한 변화-그것이 복지의 축소나 확대인가를 떠나-를 

시도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식량난과 긴급구호체계

인 보건의료의 후진성, 7․1조치의 성과 미흡 등으로 인해 여전히 경제난

을 타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북한사회복지의 체제변화와 마비

가 공존하는 시기이다.

결국 북한사회복지 체제의 변동과정은 각종 복지제도의 구분에 따라 

그 과정과 평가를  달리하고, 그에 따른 논쟁 또한 동일한 무게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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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고 하겠지만, 큰 틀의 함의는 위와 같이 취합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참고로 북한의 사회복지 체제 변동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

4〕와 같다.

〔그림 2-4〕 북한사회복지 체제 변동과정

주: 신의주특구는 미시행되었지만 포함

또한 현실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기존의 북한사회복지 제도와 다

른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지역별 제도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지역별 제도적 특성

경제조치 해당지역 법령 제정 해당 지역 대표적인 제도적 특성

․ 7․1조치 2002 ․ 전 지역 * 〈표 2-9〉 참조

․ 개성공업지구 2003 ․ 개성공단

․ 사회보험 재정부담 (기업15%)

․ 최저임금제 도입

․ 남한의 의료(산업재해)지원

․ 금강산관광지구 2004 ․ 금강산관광지구 ․ 위와 거의 동일 

주: 1) 나진․선봉무역지대의 사회보험 재정부담(합영회사7% 종업원1%) 제외
     2) 2002년 신의주경제특구 의료보험제 도입은 미시행관계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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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사회복지제도: 제도별 속성과 한계

  가. 의․식․주 배급제

의․식․주 배급제에 대해 북한은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도 국가가 전적으

로 책임지고 돌봐주고 있다46)고 하여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볼 데 대한 책임을 다하

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식․의․주 생활상의 요구에 맞게 소비품의 생산과 분

배, 공급과 소비 등을 모두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발전시켜나

가야47)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의․식․주에 대한 국가책임과 나아가 배

급제의 기능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주 배급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내재적 속성이 있

다. 첫째, 의․식․주 배급제-사회주의체제에서 다른 배급제 역시 마찬가지

겠지만-는 국가의 능력에 예속된다. 다시 말해 이는 의․식․주에 따라 분배

되는 분배물들은 국가의 공급과 분배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상은 전적으로 의․식․주 배급제가 국가 책임 하에 실시하고, 또

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인 생산물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식․주배급제에 의해 분배되는 각각의 내용물들이 국

가의 공급능력에 예속됨에 따라 국가의 공급능력의 고저가 분배물의 양․

질적 수준에 직결된다.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의․식․주 배급제의 

속성이다.48)

46) 주정희,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2), p.195-96.

47) 정혁남, “주민 수요에 기초한 인민소비품의 생산과 공급”,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
과사전종합출판사, 1989년 2호), p.30.

48) 이철수, 『북한사회복지: 반복지의 북한』, (서울: 청목, 2003),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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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식․주 배급제는 인민욕구의 차단현상을 야기한다. 다시 말해 

이는 북한이 자신들이 표현과 같이 인민들의 생활상의 요구에 맞게 배급

제를 유지․발전시켜왔는가에 대한 반문이다. 또한 이는 의․식․주 배급제의 

경우 인민들의 욕구 반영은 차지하더라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의․식․주 배

급제의 질․양적 향상을 꾀해 왔는가하는 문제이다.

이는 의․식․주 배급제의 실태에 대한 것으로 식량공급의 경우 북한은 

1946년 이후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49) 이에 

북한의 의․식․주 배급제는 인민들의 욕구와 분배에 대한 참여, 그리고 분

배물50)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었고, 역설적으로 이는 북한의 의․식․

주 배급제가 강력한 국가통제 하에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북한의 의․식․주 배급제의 속성 때문에 북한이 원활한 의․식․주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이는 곧바로 1차적인 인민가계의 생활(사회)안전망

의 붕괴로 직결되고, 이러한 붕괴는 가족과 사회의 균열로 이어져 연쇄반

응을 일으키게 되고, 종국에는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

다.51) 결국 의․식․주 배급제는 제도자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

49) 참고로 북한의 식량배급의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상/시기 1946.2.27 1946.10.19 1946.12.26 1948.11.1

900(특급)

중노동자 600 750
수량 미곡:잡곡

900(광부․철도기관사)
700 420:280

경노동자 500 600 600 360:240 800
사무원 400 525 500 300:200 700

노동자와 사무원 가족 300 450 300 180:120

    자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식량대책에 관한 결정서」, 북한관계사료집Ⅴ 315; 「등급별전표제 식량배

급제도 실시에 관한 건」, 북한관계사료집Ⅴ 351; 「식양배급에 관한 건」, 북한관계사료집Ⅴ360.

50) 이철수(2003a), 앞의 책:134.

51) 반면 배급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현상은 첫째, 노동생산능률의 성장을 자극하

는 화폐임금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둘째, 배급제에 내포되어 있는 평균주의적 요소가 
노동에 의한 분배의 경제법칙과 충돌하고, 셋째, 배급제는 노동자들의 소득 실현에 
있어서 원하는 사용가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하며, 넷째, 배급제와 관련된 동

일 상품에 대한 2중 가격의 존재가 각종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김연철, “북한의 배
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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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의 능력과 공급되는 분배물의 양․질적 수준과 공급품에 대한 소비

자의 욕구 내지는 의사 반영도가 핵심이라 하겠다. 참고로 의․식․주 배급

제의 제도적․내재적 속성을 요약하면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의 ･ 식 ･ 주 배급제

구    분 제도적․내재적 속성

․ 공급주체 ․ 국가

․ 소비주체 ․ 전 국민(식량은 농민 제외)

․ 특    성 ․ 공급자와 소비자의 피드백(FEEDBACK) 다소 부재

․ 장    점
․ 가계생활보호 기능

․ 사회적 누락계층과 절대적 빈곤층 발생 억제

․ 단    점
․ 공급주체의 일원화로 인한 국가의 공급능력 마비시 대안 다소 부재

․ 노동능력과 근로동기 저하

․ 기    능 ․ 생활보장과 최저 생계유지

․ 내    용 ․ 의･식･주의 공급과 공공 생필품 저가 공급 및 보조

․ 정    책 ․ 국가에 의한 공급과 저가정책 유지

자료: 이철수, 『북한사회복지의 변화와 전망: 탈사회주의의 전주곡』, (서울: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

구소, 2004), p.53.

  나.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북한의 협의의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① 국가사회보험과 ② 국가사회보

장으로 구분된다. 먼저 국가사회보험은 “국가가…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

장해주는 제도.…현직일군들 중에서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은 근로

자들에게 적용하는 사회보장과 구별된다.…자기소득의 1%를 국가에 납

부하였을 때에만 적용된다.”52)

52)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연구소, 1985),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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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가사회보장은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래 동안’(6개월 이

상)잃은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

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적용대상은 항일혁명투사들과 군인, 경

비대, 사회안전원,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 기

타 무의무탁한 사람들이다.…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이다.”53)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국가사회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은 현직 

노동자이고, 급여 지급 기간은 6개월 미만이다. 또한 재정부담은 소득의 

1%를 납부해야만 복지급여를 제공받는다. 반면 국가사회보장의 경우 적

용대상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고, 급여지급 기간이 제한되

지는 않지만, 급여대상과 상태, 수급원인에 따라 일시적이거나, 회복일까

지 혹은 사망할 때까지 보장받는다. 또 재정부담은 국가사회보험과 달리 

전액 국가부담이다.

이렇게 볼 때 양 제도의 구분기준은 무엇보다도 수급자의 위험 정도에 

따른 치료기간이 6개월 미만이냐 혹은 6개월 이상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복지급여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국가사회보험은 

6개월 미만의 일시적인 노동능력상실자를 보호하는 산업재해보상제도가 

해당된다. 이에 국가사회보험에 의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단기급여

(short-term-benefit)라 하겠다.54) 반면 국가사회보장은 노동자 본인이

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기급여

(long-term-benefit)에 해당되는 모든 복지급여라 하겠다.

그리고 국가사회보험의 수급자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동시에 제공

받는 반면 국가사회보험의 수급자는 현물만 지급받는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의 무상치료제는 이와 달리 

53) 이철수(2003a), 앞의 책:205.

54) 이철수(2003a), 앞의 책: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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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무상치료제가 제공하는 의료급여의 

경우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모두 수급자의 요구호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무상치료제는 양 제도의 수급자가 의료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 제공되는 모든 의료급여이고,55) 이러한 맥락에서 무상치료제는 국

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의 제도적 틀 안에서 작동하는 보건의료부문

의 복지급여라 하겠다.56)

한편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의 모든 급여의 계상은 노동기간과 

평균임금, 그리고 사회보훈에 의거한 훈․포장 횟수에 따라 수급자마다 다

르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급여계상에 국가

공헌도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북한의 복지행위 때문에 적어

도 국가사회보험은 가입자에 대한 강제적 노동유인책으로 작용하고, 무상

치료제와 국가사회보장도 역시 이와 동일한 성격가지고 있다 하겠다.57)

특히 대다수 북한의 노동자들은 국가사회보험에 의한 노령연금 이외에 

자신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수입경로가 차단되어 있다. 즉 수급자가 별도

로 노후보장을 충족시킬 급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급여

의 확대방법으로 훈․포장을 수여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동기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생존방식이

라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적극적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58) 결국 바로 이러한 점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노

동을 강제하는 법적장치로 작용된다고 판단된다.

55) 위의 책:88-89.

56)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첫째,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에서 명시한 현금과 현물 
급여의 수준이 수급자의 안전한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있느냐 하는 것과 둘째, 북한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회적 누락계층이나, 빈곤층의 발생을 억제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
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복지분배의 수준을 통한 북한 사회복지의 질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57) 이철수(2003a), 앞의 책:254.

58) 위의 책: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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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적 누락계층도 발생하는데, 국가사회보험에 의한 노령연금은 

노동기간(남자-20년, 여자15년)을 완수하지 못한 가입자들은 일체의 현

금급여가 없고, 현물급여만 있다.59) 이 경우 수급자들은 현물급여로만 노

후를 보장받게 된다. 때문에 가입자들은 보다 높은 급여와 수급조건인 노

동기간을 채우기 위한 비자발적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60)

또한 산업재해보상의 경우 1-2년 이하의 노동기간을 완수한 노동자에게

만 지급된다.61) 이 경우 노동기간이 1-2년 이하인 노동자는 현금과 현물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의료급여만 지급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복지현실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노동자 중 사회복지제도

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누락계층은 상당수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복지 행위는 노동자 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의무적인 노동을 완수해야만 현금과 현물급여의 수급자격이 있음

에 따라 ‘강제적 노동기여에 의한 보상’이라 하겠다. 이는 치명적인 결함

으로 사회주의가 표방한 국가책임의 인민복지가 실제로는 인민의 노동의

무 완수 유무에 결정되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62)고 하겠다.

  다. 의료보장제도: 무상치료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한마디로 국가보건서비스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system: NHS)할 수 있는데, 이는 1948년 전후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의 이념을 가장 극명하게 반영한 사회보장제도로 위험결

함과 분산의 사회화를 통한 포괄적 의료서비스의 무상제공뿐 아니라 의

59) 위의 책:188.

60) 위의 책:252.

61) 위의 책:209.

62) 위의 책: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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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의 국공립화, 재원의 일반조세화, 의료인의 공공인력화 등에 기초

한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의료보장제도이다.63) 따라서 북한의 보건

의료제도는 단일성을 지닌 ‘국영의료보장체제’가 ‘국가사회보장형태’로 

나타나있다고 하겠다.64) 때문에 이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의료보

장체제이고, 역설적으로 이는 민영의료보장체제의 부재를 의미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북한 보건의료제도의 원칙을 살펴보면 ① 전체 주민의 

보편적 수혜원칙, ② 보건의료서비스의 포괄성, ③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국

가책임 원칙, ④ 전체 주민의 전반적 무상치료 원칙, ⑤ 예방의학사업 원칙, 

⑥ 보건사업의 인민대중 동원65) 등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무상치료제로 대표되고, 무상치료제가 보장하는 급여는 〈표 2-6〉과 같다.

〈표 2-6〉 무상치료의 급여종류와 수준 : 인민보건법 제10조

급 여 종 류 급 여 수 준

① 환자약품

․무상공급

② 진단, 실험 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등

③ 근로자 요양의료 봉사

④ 해산방조

⑤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등 예방 의료 봉사

⑥ 왕복 여비
․국가

․협동단체부담

반면 이러한 무상치료제 하에서 제공되는 의료급여의 수준은 가장 판

단하기 어려운 부문인데, 북한의 경우 이미 외부에 알려진 것과 같이 의

63) John Carrier & Kendall Iran, 『Health and the National Health Service』, 
(London: The Athlone Press, 1998), p.35-45.

64) 이철수(2003a), 앞의 책:146.

65) 승창호, 『인민보건사업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p.3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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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시설과 의약품이 열악하여, 의료보장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고, 의료 

인력의 전문성도 낮기66) 때문이다.

한편 무상치료제는 북한이 스스로 인민보건향상에 주력하고 있음을 선

전하여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과 당의 업적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다. 하

지만 이를 실시․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원, 시설, 인력자원 등이 

필요하고, 이는 상위수준인 북한경제력67)에 따라 제차 결정되는 문제이

다. 특히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 이후 무상치료제의 원활한 작동여부-

현재와 과거를 떠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다시 말해 북한의 무상치

료제는 제도 자체의 도입과 선언만가지고 북한이 추구하는 무상의 치료

를 통해 인민의 건강보호가 완수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상치료를 시행․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 의료시설의 완비, ② 의료기술의 향상, ③ 의약품의 공

급, ④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 ⑤ 의료전달체계 유지 등을 반드시 지속시

켜야만 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국가의 능력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데, 왜

냐하면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사적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국영의료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배급제와 같은 속성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다. 참고로 지금까지 논증한 북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체계를 정리하면 각각 다음 〈표 2-7〉과 같다.

66) 정기원 외, 『남북한의 인구․보건․사회보장 비교』,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p.73.

67) 변종화 외, 『남북한 보건의료제도 비교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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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북한사회복지 제도적 체계

구 분 소득보장제도 사회(공적)부조 의료보장제도

대표

법령
사회보험법･사회주의 노동법 ․ 인민보건법

제도 국가사회보험제 국가사회보장제 ․ 의･식･주 배급제
국영의료제도

무상치료제

사회적

위험

․ 질병, 부상, 폐질, 노동재해

․ 임신･출산, 사망 등

․ 빈곤예방

․ 생활보장

․ 각종 건강보호

․ 노동재해,

분야별 

제도

① 연금제도

② 산업재해보상제도
․ 의･식･주 배급제 ․ 무상치료제

적용

대상
․ 전 노동인구

․ 전 인민 

(농민식량제외)
․ 전 인민

급여

종류

① 노령연금

② 노동능력상실연금(폐질연금): 

직무관련유무

․ 공급품목과 동일 ․ 각종 의료급여

급여

수준

① 현금급여, 현물급여

② 현금급여와 식량보조
․ 공급대상 구분 ․ 치료수준 동일

급여

조건

① 노동기간, 훈포장 횟수, 

유가족수, 부상정도

② 노동기간과 직무관련 여부

․ 저가의 현금구입 ․ 없음

급여

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공급기간 동일 ․ 치료기간동일

재정

부담
․ 가입자 보험료 & 국가예산

․ 저가정책

* 7․1조치 후 상승
․ 국가예산

담당

기관
․ 노동성, 사회보험처, 동사무소 등

․ 급여와 지급대상

마다 분류
․ 보건성 등

주: 1) 원문자에 따라 서술 동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제외.
     2) 사회복지서비스인 탁아･여성복시서비스 제외
자료: 이철수(2003a), 상게서 pp.155에서 수정․보완.



72 2013년 보건사회전문가포럼

  라. 복지급여의 한계와 이중성

(1) 급여수준의 비현실성

북한인민이 보는 북한의 복지제도는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의

문에 대한 해답은 제도의 운영원리보다는 복지급여의 수준에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각종 혜택을 수급

하는 북한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급여수준이야말로 그들이 체감하는 복지

제도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68)

예컨대 북한의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통상 1일 300g의 현물급여와 

7․1조치 이전을 기준으로 매달 15-30원정도(최저수급대상자 기준)의 현

금급여를 지급받는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급여로 안락한 노후가 보장되

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결단코 이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저가 정책이 유지되었던 7․1조치 이전시기에 대해 현금급여에 대한 평

가를 차지하더라도 현물급여인 1일 300g의 식량으로는 ‘식의 문제’를 원

만히 해결할 수 없다.69) 더욱이 연로한 은퇴노동자의 경우 나이와 체력을 

감안하여 근로기간 내에 지급되던 식량배급 기준과 거의동일한 양을 지

급해야만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노령연금 수급자의 1일 300g의 식량은 북한의 취학전후 아동에

게 지급되는 양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북한은 이를 은퇴 노동자에게도 적

용하고 있다.70) 그리고 이는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시설

68) 또한 인민이 체감하는 복지제도는 급여의 효율성 못지않게 전달체계의 신속성, 즉 수급

용이성도 구성요소가 된다.

69) 한편 북한 인민들은 식량배급의 부족분을 과거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을 통해 구입하는데, 
이 경우 현금과 현물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70) 이는 노동강도에 따른 체력소모 중심의 식량배급 기준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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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1일 560g(백미 456g과 정맥 114g)보다 낮은 수

준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북한인민이 체감하는 인민복지 제도는 그 수

준의 열악함으로 인해 기능의 악화, 나아가 신뢰의 상실에 직면해 있는 것

이다.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정권수립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복지혜

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법적 실천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겠다.

(2) 플러스 알파(+α)의 함정

상술한 급여수준 못지않은 북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결함은 내재적 요

인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는 앞서 상술한 4가지 사

회복지 제도에 대한 통합․운영에 기인한 결과 때문이다. 즉 북한의 모든 

복지급여는 수급자의 노동과 재정기여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공훈과 포상

이 급여수준에 첨가된 형태로 지급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북한인민이 

체감하게 되는 복지제도의 신뢰와 기능을 감쇄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

이 된다.

예컨대 노령연금의 경우 ① 김일성훈장,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수급

자에게는 생활비의 100%에 해당되는 현금급여와 1일 700g의 현물급여

가 지급된다. ② 노력영웅(훈장), 전투영웅의 포상을 받은 수급자는 생활

비의 70-80%정도의 현금급여와 1일 600g의 현물급여가 지급된다. ③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수급자는 생활비의 60-70%정도의 현금급여와 1일 

600g의 현물급여가 지급된다. ④ 국기훈장 2급과 공로메달을 3개 받은 

수급자는 생활비의 50-60%정도의 현금급여와 1일 600g의 현물급여가 

지급된다.71) ⑤ 국기훈장 3급과 공로메달 6개를 받은 수급자는 생활비의 

40-50%정도의 현금급여와 1일 600g의 현물급여가 지급된다. ⑥ 공훈메

71) 이철수(2003a), 앞의 책: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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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생활비의 30-40%정도의 현금급여와 1일 400g

의 현물급여가 지급된다.72) 그리고 상술한 경우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국

가공로자 연금 대상자라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사회복지 제도의 결함은 상술한 바와 같이 모든 복지급여

의 계상에 국가 공훈(사회보훈)이 합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급

여 지급기준은 모든 복지급여에 계상됨에 따라 복지이념과 제도의 순수

성과 효율성을 상쇄시키게 된다. 결국 이러한 지급기준의 ‘변칙성’ 때문

에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기간 내에 되도록 많은 공훈을 받고자 노력하고, 

이는 안락한 소득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이에 공훈과 비공훈

에 따른 급여종류와 수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 2-8〉과 같다.

〈표 2-8〉 공훈에 따른 급여종류와 수준

공적연금 순위별 포상종류 수 급 내 역

국가

공로자

연금

․ 김일성훈장, 공화국영웅
․ 현금급여 : 임금 100% 보장

․ 현물급여 : 1일 700g

․ 노력훈장(영웅), 전투영웅
․ 현금급여 : 임금 70-80% 보장

․ 현물급여 : 1일 600g

․ 국기훈장 1급
․ 현금급여 : 임금 60-70% 보장

․ 현물급여 : 1일 600g

․ 국기훈장 2급, 메달 3개
․ 현금급여 : 임금 50-60% 보장

․ 현물급여 : 1일 600g

․ 국기훈장 3급, 메달 6개
․ 현금급여 : 임금 40-50% 보장

․ 현물급여 : 1일 600g

․ 공훈메달
․ 현금급여 : 임금 30-40% 보장

․ 현물급여 : 1일 400g

노령

연금

․ 공훈이 없는 연금수급자

  (노동기간 완수 자)

․ 현금급여 : 임금 20-30% 보장

․ 현물급여 : 1일 300g

․ 노동기간 미달 수급자 ․ 현물급여 : 1일 300g

주: 1) 새터민증언, 임금의 비율은 추정치.
     2) 보충미 100g은 모든 현물급여 계상에서 제외

자료: 이철수(2004), 상게서 pp.96.

72) 위의 책: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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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북한인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제도란 ‘노동에 대한 낮은 수준

의 보상, 공훈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상’으로 인식으로 치환된다. 그리고 

공훈에 대한 과다한 급여계상이 종국에는 급여수준의 격차를 유도함에 

따라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역시 수급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층화된 

형태를 가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북한인민이 인식하는 북한

의 복지제도 역시 그들이 지급받는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4. 김정일시대 북한 사회복지 동향

  가. 북한사회복지 체제 동학: 2002년 이후

최근 북한 사회복지체제를 변화하게 한 대표적인 촉발요인-징후-으로

는 ① 2002년 7월 7․1조치, ② 2003년 9월 개성공업지구, ③ 2004년 5

월 금강산관광지구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것을 선택한 배경은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때문에 이는 일종의 경제조치로서 북한의 자구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제조치들의 궁극

적인 목적과 초점은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사하는 바는, 북한이 채택한 경제조치들 중에

서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을 띈 채, 이른바 사회복지의 ‘제도적･내용적 변

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는 각 경제조치들이 

표방한 내용과 법적규정(그리고 미미하지만 발생한 현상)에 나타나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북한사회복지 체제의 변화는 경제와 복지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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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에서 파생된 파편내지는 산물이라 하겠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러

한 경제조치들이 야기한 변화의 내용과 이를 통해 발생했거나 혹은 향후 

고착화될 북한 사회복지 체제의 동학에 대한 규명작업이다. 이러한 논증

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북한사회복지 체제 동학 : 2002년 이후

   북한

   사회복지

     변화

 * 전략적 기제(지역)

  ․ 7․1조치

  ․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지구

경제현실
 ․ 국가전략

 ․ 경제전략

자료: 이철수, "개성공업지구의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연구: 기존 경제특구 복지조항과의 비교를 중

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213.

  나. 의․식․주 배급제: 수준과 성격변화

의․식․주 배급제와 관련, 구체적인 급여종류와 수준을 7․1조치 전후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식량의 경우 7․1조치 이전

에 주식은 쌀 1kg당 52전, 잡곡 30전을 보조했다.73) 또한 1000-1200 

세대마다 배치된 배급소에서 15일 단위로 월 2회 배급하는 반면 부식은 

73) 1992년 ‘주민복지향상시책’에 의거한 곡물 수매가 1킬로그램 당 쌀 22전, 옥수수 28전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노용환․연하청,「북한의 주민 생활보장정책 평가」,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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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구입한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부족이 시작된 1973년부터 전쟁비

축미라는 명목으로 기준 배급량에서 12%를 공제해오다가, 1987년부터

는 애국미라는 명분에 따라 추가로 10%를 공제하여 전체적으로 22%를 

감량하여 배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5년 수해이후 지속된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부족이 심화되어 감량배급마저 시행할 수 없어 1996년부터 

지역별, 기관·기업소별로 식량을 자력으로 조달한 적도 있다.74)

식량배급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광부 용광로 작업자, 철강 주조

자와 다른 중공업 노동자, 심해 해군 잠수자, 대양어부의 경우 1일 900g, 

② 휴전선에 근무하는 군인의 경우 1일 850g, ③ 조종사, 해군, 연락부서 

담당자와 특수부대 장교의 경우 1일 800g, ④ 모든 군 장교, 모든 중공업 

노동자, 전체 경공업 노동자, 기술자, 엔지니어, 정부공무원, 교사, 교수, 

당 간부, 대학생의 경우 1일 700g, ⑤ 고등학생, 55세 이상 남성 61세 이

상의 남성,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장애자, 1일 400g, ⑥ 취학전 학생(나

이별로 차등) 1일 200-300g의 식량을 배급하였다.75) 따라서 식량배급

량은 계급구조 보다는 직업별 노동 소모량에 따라 배급량을 달리한다.76)

때문에 식량배급은 과거 북한의 표준임금과 마찬가지로 노동부문별 체

력소모에 따라 우선․배급하고 있다. 또 이러한 분배기준을 중심축으로 하

여, 여기에 비노동층의 연령과 직종을 대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7․1

조치 직후에는 쌀 1kg에 43원으로 약 538배 인상되어 가격이 대폭 상승

하였다.77)

74) http://kangwonbuk.street.co.kr.<2002년 5월 검색> 바로 이러한 현상이 국가 배급제
의 한계를 반증하는 사례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적어도 의․식․주 배급제의 제도적 취지에 

상응할만한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 북한 스스로 본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발전이 전제되
어야만 한다. 예컨대 지속적인 공급의 양․질적 증대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 이러한 이
유로 인해 북한이 의․식․주 배급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

75) 헬렌 루이즈 헌터, 남성욱 역, 『CIA보고서』, (서울: 한송, 2002), p.202.

76) 이철수(2003a), 앞의 책:138.

77) 박석삼,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서울: 한국은행. 200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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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물론 7․1조치가 임금상승도 동반하였지만, 북한의 식량

배급은 과거와는 달리 공적부조의 기능을 상쇄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

된다.78) 왜냐하면 생계유지의 전략적 차원에서 판단해보면 식량가격의 

상승이 임금인상의 기능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즉 수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식량뿐만 아니라-의․식․주배급제에 대한 최적의 전략이란 임금은 상승

시키는 반면 공급물품은 기존과 같은 저가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복의 경우 7․1조치 이전에는 무료 혹은 염가로 제공되지만 

대상에 따라 지급기준을 달리했다. 예컨대 노동자는 1년에 1-2벌 작업복

을 무상으로 지급받고, 학생은 1년에 2벌 염가로 지급된다.79) 반면 기사

와 교원은 3-4년에 한번 양복 1벌이 염가 지급되고, 시·군지역의 당 비

서, 시·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2급 이상의 기업소 당부비서·지배인·기

사장급은 2년에 1회, 양복 1벌을 반액 공급된다. 이에 의류 공급은 분배

대상에 따른 근무의복을 공급기준의 중심축으로 하고, 필요한 생활의복

의 경우 염가공급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80)

반면 7․1조치 직후에는 의류뿐만 아니라 소비재 가격을 대폭 인상되어 

속옷의 경우 100배 인상81) 생활용품의 경우 20-14배 인상82)하였다. 이 

또한 식량배급과 동일한 맥락으로 그 동안 유지한 무상공급과 저가 공급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83)

마지막으로 주택의 경우 7․1조치와 무관하게 아파트와 2-3세대용 연

립주택 형태로 거주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각각 달리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특호 주택의 경우 단독 고급 주택으로 당·정 부

78) 이철수(2003a), 앞의 책:139.

79)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 2003), p.151.

80) http://nk.joins.com.<2002년 7월 검색>

81) 매일경제, 2002/07/25.

82) 중앙일보, 2002/07/24.

83) 이철수(2003a), 앞의 책: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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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급 이상 고급간부와 군 장성이 거주한다. 4호 주택의 경우 신형 고급 

아파트로 중앙당 과장, 정무원 국장, 공훈 예술인, 대학교수, 기업소 책임

자들이 거주한다. 3호 주택의 경우 중류 단독 주택 및 신형 아파트로 중앙

기관의 지도원이나 도급기관의 부부장 이상 또는 기업소 부장 및 학교 교

장 등이 거주한다. 2호 주택의 경우 일반아파트로서 도급기관의 지도원

과 시·군의 과장급 및 기업소의 과장급, 그리고 학교 교원과 천리마작업

반 반장 등이 거주한다. 1호 주택의 경우 집단공영주택과 농촌문화주택 

및 구옥 등이 해당되며 일반 노동자와 사무원 협동농장원 농촌지역 주민 

등이 거주한다.84)

때문에 주택공급은 식량과 달리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적용된다 하겠다. 

반면 주택 임대료의 경우 7․1조치 이전에는 월 생활비의 0.3%를85) 부담

했고, 협동 농장원의 경우 무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해 주었다. 그러나 7․1

조치 직후에는 평양지역을 기준으로 1㎡당 월 2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특히 겨울의 난방비를 계상해 볼 때, 통상 월20원을 부담해야한다.86) 

따라서 이 또한 식량공급과 의류공급과 동일한 맥락에서 저가 보조 정

책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87) 이에 따라 7․1조치 직후의 배급제는 대

폭 상향조정된 식량가격을 비롯한 소비재․공급물품의 현실화가 과거와 같

이 배급제를 통한 공적부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미진하리라 판단된

다. 지금까지 논증한 의․식․주배급제를 7․1조치 직후로 정리하면 다음 〈표 

2-9〉과 같다.

84) http://nk.joins.com.<2002년 7월 검색>

85) 주정희, 앞의 책:232.

86) 연합뉴스, 2002/07/22.

87) 이철수(2003a), 앞의 책: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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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의 ･ 식 ･ 주 배급제 : 7 ･ 1조치 전후

구 분 보 장 내 용(7･1조치 이전) 보 장 내 용(7･1조치 직후)

식량

․주식 15일 단위로 배급, 부식 수시로 구입

․정부보조에 의한 식량 배급제 

  (1킬로그램당 쌀 52전, 잡곡 30전 보조)

․기타 부식 등의 가격보조

․일반노동자의 경우 540-547g 주식 배급

․2중 곡가제로 주․부식물에 대한 저가격정책

․쌀 1kg당 0.08원, 옥수수 1kg당 0.07원

․쌀 1kg당 8전에서 43원 

 (538배 인상)

․옥수수 1kg당 33원

 (471배 인상)

․탈북자 증언: 작년 1월부터 1kg당 10전

에서 15원으로

․식품류 40-50배 인상

․안경 등 비식료품은 30배

의복

․무료 혹은 염가제공

․노동자: 1년 1-2벌 작업복 무상지급

․학생: 1년 2벌 염가지급

․기사, 교원: 3-4년에 1벌 양복염가지급

․기업소, 공장, 당의 상급: 2년 1벌 양복지 

     한벌 반액 제공

․털모자, 면장갑, 셔츠, 스타킹, 모직천 등은 

자유구매품으로 개인이 구입

․의류 공급 가격의 현실화

 (소비재)

․의류 속옷 100배 인상

․생활용품 20-14배 인상

․생활용품 10배 인상

․남자양복은 90원에서 6,750원으로 75배

주택

․주택(국가소유) 무료 배급, 혼인후

 행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차례대로 공급.

․일반노동자의 경우 방1-2개, 부엌1개의 집

단 공영주택에 거주

․일반사무원․노동자 임대료 보조

․협동농장원 무상 이용

․주택사용료 저렴(수입의 0.03%)

․ 주택 사용료 인상

 (1㎡ 당 월2원)

․겨울 난방비 20원

주: 2003년 11월 현재

자료: 이철수(2003a), 상게서 pp.137.

  다.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변화와 문제

(1) 국가사회보험

2001년 12월 북한은 “현실적 조건에 맞게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 

정․휴양제, 영예군인우대제 등 사회적 시책들을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88) 이렇게 볼 때 북한사회복지의 변화는 7․1조치 이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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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예고된 것이라 하겠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기존에 북한이 고

수한 사회복지체제와 상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김정일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노동능

력을 잃은 사람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들에게 근심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89)라는 과거의 

입장과 전적으로 상반된다.

이러한 맥락과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7․1조치가 세부적인 경제

조치들도 구성되어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복지체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에 의

한 복지급여의 종류는 현금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되는데, 7․1조치로 인

한 양자의 급여부문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사회보험의 경우 정률급여원칙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의 인상과 

가입자의 보험료를 증가시키게 되었다. 즉 임금에 따른 1% 재정부담과 

임금에 따른 정률급여원칙이 7․1조치에 따라 발동되어 수급자는 과거에 

비해 높은 재정부담과 복지급여를 자연히 지급받게 된다.

때문에 7․1조치에 따라 모든 노동자는 본인의 인상된 급여만큼 재정적

인 기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현금급여가 역시 상승된다. 그리고 이

러한 현상은 국가사회보험에 명시한 전반적인 복지급여의 상승을 의미하

지만 이는 임금인상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임금의 차등지급으로 인해 향후 수급

할 현금급여 역시 각 노동자의 수입에 따라 개별화․차등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산재에 해당되는 6개월 미만의 일시적 노동능력상실연금의 경우 통

88) 민주조선, 2001/12/04.

89)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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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입자의 산재발생시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때문에 노동능력상실연금의 경우 수급자별 현금급여가 보다 더 차등화 

될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는 갖는데, 그 이유는 과거 표준임금에 따른 

현금급여의 경우 가입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현금급

여가 노동자의 확고한 급여수준의 격차를 유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7․1

조치 이후 발생할 산재노동자의 현금급여는 개인의 노동능력에 따른 보

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와 같은 보편적인 현금급여의 적용기준이 퇴

색해 졌다.

아울러 대폭 향상된 임금인상액이 산재에 의한 일시적(6개월 미만) 노

동능력상실연금의 급여수준에 계상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북한은 제도적으로 명시한 “노동능력상실연금을 기존과 같이 유지된

다”90)고 함에 따라 7․1조치 직후 지급되는 급여수준이 이에 따라 상승되

었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일시적 노동능력상실연금은 급여의 계상이 수급자의 노

동기간이 1-2년임에 따라 2003년 7월 l일 직후 발생한 수급자에 대한 현

금급여의 상승과 이에 따른 재정부문의 추가부담-국가부담-현상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7월 1일 사이

에 발생하는 일시적 노동능력상실자의 경우 다소 과도기적인 현금급여를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상술한 바와 같이 현금급

여의 지급기준이 산재발생시 평균임금(최근 1-2년)에 따라 계상하기 때

문이다.

반면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재정부담은 과거와 같이 여전히 1%를 고수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이러한 원인은 다양하게 지적될 수도 있

90) 조선신보, 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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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임금인상만큼 가입자의 재정부담을 증가할 경우 사회주의의 우월한 

사회제도에 대한 인민적 기여를 강화하게 하여 체제이념을 역행하게 되

는 국가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과거와 

같이 1%의 재정부담을 고수함에 따라 향후 인민복지 시책에 대한 북한식 

개혁을 시도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

된다.

한편 식량지급으로 대표되는 일시적 노동능력상실연금의 현물급여의 

경우 과거 노동기간에 따른 무상공급원칙이 후퇴하였다. 즉 7․1조치의 임

금인상과 동시에 상승된 식량가격의 현실화로 인해 국가사회보험에 의한 

현물급여는 노동자 본인의 능력에 따른 유․무상 혼합배급제도로 전환되었

다. 따라서 이는 7․1조치 직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현물급여조건의 변

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북한이 기존의 무상 내지는 저가의 현물급여정책

을 후퇴․ 포기하고자 하는 징후였다.

때문에 국가사회보험에 의한 현금급여는 임금인상 만큼 상승한 반면 

현물급여는 수급자에게 높은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하겠다. 또한 현금급여

의 경우 차등 지급되는 각 노동자의 임금에 따라 향후 차등적인 복지급여

로 고착될 것이고, 이에 따라 노동자 개인의 능력에 따른 복지급여체제로 

재편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물급여 역시 노동자 개인

의 노동수입에 따라 분배물이 결정된다 하겠다. 때문에 이는 사회주의의 

국가사회복지체제의 변화의 포착이자 징후였다.

(2) 국가사회보장

국가사회보장의 경우 가입자의 재정부담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지급되는 국가사회보험과 달리 현물급여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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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7․1조치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노동능력상실자와 

노령연금의 가입기간을 완수하지 못한 일부 노동자의 경우 현물급여인 

식량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7․1조치 직후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① 7․1조치 이전부터 국가

사회보장에 의해 현물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한 문제-소급적용의 

문제-와 ② 향후 발생할 6개월 이상 장기적인 노동능력상실자와 노령연

금 수급 미자격자에 대한 현물급여의 지급유무와 수준문제이다. 이는 7․1

조치를 통해 북한이 이러한 수급자에 대해 무상의 현물급여를 포기할 것

인가, 아니면 유지할 것인가 하는 국가정책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역설적으로 이는 북한이 7․1조치가 미칠 파장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7․1조치 이전에 이미 국가사회보장 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자의 경

우 본 조치에 의한 유상의 식량공급에 적용되지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수급자의 경우 북한체제 내에서 별도의 물질

적 수입을 확보할 공․사적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수급자

들에게 현물급여를 7․1조치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사회적 누락계

층-절대적 빈곤층-이 발생함에 따라 북한으로서는 사회․정치적인 부담으

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소

득보장제도를 제정, 새로이 적용하지 않는 한 기존과 같은 무상의 현물급

여가 지속되었으리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로서 향후 발생할 장기적

인 노동능력상실자와 노령연금 수급 미자격자에 대한 현물급여의 지급여

부와 수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장기적인 노동능력상실자의 경우 7․1

조치 이후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었음에 따라 현물급여가 과거와 같이 무

상으로 공급되지는 않고 유․무상혼합 체제로 전환되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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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수급자의 경우 노동능력상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또

한 언제 발생 하였는가-7․1조치 이전인가 이후인가-에 따라 다소 수급자

사이에 차등적인 복지급여가 존재하리라 판단된다.

예컨대 수급자의 재해가 국가의 공무에 기인한다면 공훈에 대한 보상

으로 과거와 같은 무상의 현물급여가 지급될 것이다. 이와 달리 공무가 

아닌 재해인 경우 최소한의 현물급여만 지급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수급

자가 장기간 노동을 통한 물질적인 축적91)을 이루지 못할 경우 이러한 수

급자에게 유상의 현물급여를 수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에 따라 이 경우

에도 과거와 같은 무상의 현물급여를 지급할 것이다. 참고로 7․1조치로 

인한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0〉과 같다.

〈표 2-10〉 7 ･ 1조치로 인한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구 분 국가사회보험 국가사회보장

내용

변화

․ 임금인상으로 인한 재정기여 상승

․ 차등임금에 의한 가입자의 

재정기여 차이 발생

․ 수급자별 현금급여의 차이 발생

․ 현물가격의 인상

․ 무상의 현물급여 후퇴․포기

문제

․ 일시적 노동능력상실자에 대한 

현금급여의 소급적용 여부

․ 산재노동자의 수급자격에 따른 

 현금급여의 마찰

․ 각종 복지급여의 현금급여 

소급적용 문제

․ 현재 수급중인 장기 산재노동자 

현물급여 지급 여부

․ 노동기간 미완수자의 노령연금 

현물급여 지급 여부

․ 기존의 노령자에 대한 

현물급여 지급 여부

․ 기존의 국가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무상의 현물급여 지급 여부

전망

․ 가입자별 현금급여의 차등지급

․ 무상의 현물급여 후퇴

․ 수급권에 대한 가입자의 부담 증가

․ 현물급여의 유상지급

․ 사회적 누락계층 억제 기능 후퇴

자료: 이철수(2004), 상게서  pp.84.

91) 여기에서 노동기간은 7․1조치 이후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물질적 축적기회는 
대폭 향상된 임금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한 7․1조치 전후를 기준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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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개성공단의 복지체제: 탈사회주의화?

(1) 사회보험제도의 지역적․제도적 양분

개성공단의 경우 월 임금의 15%를 사회보험료92)로 공단 노동자93)가 

부담하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개성공단 15% vs 기타지역 

1%로 지역적․제도적 양분되었다. 특히 사회보험료율만이 아니라 실제 지

급받을 임금과 이에 따라 납입할 양자의 현금수준을 중심으로 재차 살펴

보면 이는 더욱 큰 재정부담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94)

아울러 개성공단의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높은 재정부담은 공단 내

의 각종 복지제도의 재정에 가입자 상당부문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과거 김일성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국가가 노동자, 농

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여 

준다는데 있습니다”95)라는 것과는 상반되는 원리이자 현상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개성공단 노동자의 경우 과거와 달리 복지재정에 인

민적 기여가 확고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개성공단의 사회복지체제

는 북한의 복지체제가 변동하여 국가책임의 사회주의 복지체제보다는 개

인(기업)책임의 자본주의 복지체제를 지향한다고 하겠다.

또한 재정부담의 차이만을 놓고 볼 때, 개성공단의 복지체제는 전체 사

92) 한편 사회보험를 연체할 경우 제47조 “…납부기일이 지난날부터 매일 0.05%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는 미납액의 15%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회보험법과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93) 2006년 8월 3일 현재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는 8004명이다. http://www.unityinfo.co.kr.<2006년 8월 검색>

9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성공단의 경우 남한은 자본, 북한은 노동력을 부담함에 따라 

임금지급 주체는 남한기업이다. 또한 실제 북한이 개성공단노동자들에게 월 50$을 지급
하고 있는가도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사회보험 재정부담을 놓고 볼 때 
사회보험제도가 양분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95)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2),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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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복지체제내의 지역적인 자본주의 복지체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복지체제는 개성공단으로 인해 사실상 지역적․제도적으로 사

회주의 복지체제와 자본주의 복지체제로 양분되었다 하겠다.

한편 개성공단 노동자는 증가한 사회보험료 부담이외에도 별도의 사회

문화시책금을 납부하는데, 북한은 현재까지 이러한 사회문화시책금의 납

부비율이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문

화시책금의 용도가 무료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사회보장 등 인민의 

공공복리에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을 개성

공단 노동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또 하나의 ‘탈사

회주의화’ 현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개성공단에서는 과거 전적으로 국가예산 하에 집행되었던 각종 

사회문화시책기금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직접적인 기여하는 형태로 변화

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수입에서 사회보

험료와 사회문화시책비를 동시에 부담하는 이중적인 재정기여를 하게 된

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하는 것이다. 이는 첫째, 재

정부담 즉,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남한기업이 부담함에 따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에 대한 압박이 과거와 달리 낮다. 둘째, 북한의 입

장에서 가능한 복지부문의 재정을 남한기업에 전가하는 것이 일거양득-

재정부담 회피와 사회보험제도 개선-의 효과가 있다. 셋째, 이와 동렬에

서 남한기업을 자본주의식 복지마인드로 설득, 회유하는 것이 남과 북 모

두에게 유리하다. 즉 남한기업의 경우 근로자복지에 대한 자본주의식 마

인드가 일정부문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의 재정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낮다. 넷째, 북한의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남한의 기업이 상주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과도한 국가부담에 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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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복지체제를 유지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다섯째, 노동자의 사회보

험료 부담에 대한 증액이 북측 노동자 임금을 상승시키고 이는 곧 북한의 

재정수입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 자본주의 복지급여 도입

개성공단의 경우 현재 북한에 존재하지 않은 복지급여와 제도를 명문

화였는데, 이는 ① 퇴직보조금, ② 생활보조금, ③ 최저임금으로 요약된

다. 먼저 퇴직보조금의 경우 제19조 “기업의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

업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준다. 보조금의 계산은 3개월 평균

월로임에 일한 해수를 적용하여 한다”라고 한다.

이는 현행 남한의 특수직역 연금제도의 퇴직수당 자격기준과 동일하

다. 하지만 급여의 성격은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의 비자

발적 실업에 대한 보상이다. 따라서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에 대해 

향후 발생할 실업상태를 인정하여 여기에 대응한 복지급여를 신설한 것

이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생활보조금의 경우 제29조 “기업96)은 자기의 책임으로 또는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데 대하여 종업원에게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의 

60%이상에 해당한 생활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생활보조금을 주는 기간

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생활보조금에는 사회보험료, 도시경영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노동자가 무노동 상태에 빠져 노

96) 또한 북한은 개성공단내의 기업에게 자체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의 운영을 허용하였는데, 이
는 노동규정 제35조 “기업은 실정에 맞게 종업원의 자녀를 위한 탁아소, 유치원을 꾸리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는 기존의 국가책임 하의 육아보육서비스를 기
업에게 전가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또한 탈사회주의화 현상의 하나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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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입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생계

급여 내지는 실직급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 복지제도의 구

성요소중의 하나이다. 반면 본 조항은 생활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에 임금의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기업에 사회보

험료와 도시경영세를 부과하지 않음에 따라 임금과 생활보조금이 동시에 

지급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경우 제25조 “…종업원 월 최저로임97)은 전년

도 종업원 월 최저로임의 5%를 초과하여 높일 수 없다…”고 명시하여 최

저임금의 상한선에 대한 규정을 밝혔다. 역설적으로 이는 매년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이 전년도 임금의 5%이하 내에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와 관련 제26조에서 “종업원의 월로임은 종업원 월 최저로임보다 낮

게 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월 최저임금 50$을 법적으로 강조․

보장한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의 명시와 매년 임금상승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은 한편으로는 노동자 보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요소를 도입한 것이라 판단된다. 때문에 이러한 논증을 

토대로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와 관련, 최근 제도적으로 가장 확고한 자본

주의 색채가 나타나는 곳은 개성공단이라 하겠다. 참고로 개성공단의 사

회복지제도 동향을 기존의 경제특구법과 비교 정리하면 다음 〈표 2-11〉

과 같다.

97) 이외에도 별도의 야간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이 있고 이에 대한 가급금조항(제30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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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개성공단의 사회복지제도 동향

법  적  근  거 주  요  내  용 기존 경제특구법(제도)과 비교

․ 개성공업지구노동

  규정
․ 사회보험 재정부담 증가

․ 1%기여에서 15%기여로 인상

* 기존의 사회보험은 월임금의 1%기여

지    역 ․ 사회문화시책금
․ 국가부담에서 노동자부담

* 기존의 재정부담 주체 변화

․ 개성공단
․ 퇴직보조금

․ 생활보조금

․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 17조 수정․계승

․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 28조 수정․계승

* 기존의 사회복지급여 부재

대   상
․ 최저임금제

(임금인상 보장)

․ 신설 조항

* 기존의 사회복지급여 부재

․ 공단 노동자와 부양

가족

․ 기업복지프로그램

 (보육과 문화후생기금)

․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 42조 수정․계승

․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 34조 수정․계승

* 기존의 재정부담․운영주체 변화

주: 1) 밑줄 친 내용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의 비교

     2) 금강산관광지구의 경우 개성공단과 법적내용이 거의 동일
자료: 이철수(2005), 앞의 책: 224. 

이에 김정일시대의 사회복지 ‘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7․1조치로 인해 기존의 사회복지체제 성격이 상당부문 변했다는 것

이다. 이는 7․1조치가 야기한 의․식․주 배급제와 국가사회보험, 국가사회

보장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7․1조치는 기존의 사회주의 복지체제를 

‘탈사회주의화’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고착될 경우 기존의 ‘수령․국가책임에서 개인․가족․기업책임으로’ 북한의 

사회복지체제가 재편되리라 판단된다.

둘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 자본주의적인 복지요소를 도입하

고자 했고, 이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양 지역은 재

정부담의 주체로 볼 때, 남한이 복지책임의 주체가 된다. 이 때문에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한 축에 남한이 자리잡게 되었고, 이는 지엽적이지만 남

한의 지원을 통한 ‘북한의 지역적 복지공간’에 남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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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와 같이 북한이 복지체제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 전략이 ‘직

접경로’가 아닌 ‘간접경로’를 통한 개선과 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즉 북한

이 새로운 복지법령을 제정, 기존의 국가책임의 축소를 공식적으로 명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기제’들을 활용하

고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7․1조치를 통한 체제의 전반적인 개혁과 개

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를 통한 부분적(지역적) 개혁이 해당된다.

넷째, 이러한 북한의 복지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회복지 ‘현

실’은 호전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북한경제의 성장과 인과관계를 갖고 있

는데, 2006년 지금 현재 북한은 여전히 ‘먹는 문제’를 외부에 의지하고 있

다. 이에 김정일시대 북한 사회복지 현실은 한마디로 ‘등대를 찾고 있는 

태풍속의 배’와 같다고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향후 북한사회복지에 대

한 논의의 초점은 북한경제 회생과 남북경협 수준을 주목해야할 것이다.

이에 지속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김정일시대 북한 사회복

지체제의 지속성은 김일성시대와 다른 일정한 변화와 그로 인한 차별성

을 갖고 있지만, 법적인 부문의 변화를 달리하지는 않는다는 것과 빈곤문

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과 현실이다. 반면 변화는 전반적으로 복지급여

의 성격과 기능, 수준에서 기존과 다른 행태를 나타내고 있고, 복지체제

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 의료보장‘현실’: ‘의료빈곤’의 긴급구호체제

지금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체제는 ‘의료빈곤’의 긴급구호체제라 명명

해도 무방하다. 북한의 무상치료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내부균열이 발

생하였다. 이러한 균열은 처음에는 부분적 마비로, 부분적 마비는 경제

난, 식량난, 외화난, 전력난이라는 여타 내부요인과 인과관계를 형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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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악화시켰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어 결국 전국적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졌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은 극소수의 지도층을 제

외한 절대 다수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의료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당시 북한은 의료보장을 수행할 국가적 능력

을 상실하였다. 또한 이때 북한은 식량난까지 겹쳐 '식의 문제'로 인한 주

민들의 영양상태,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육, 노인들의 영양보충 또한 

위기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이때는 산모의 임신·출산 전후의 건강문제, 

저체중 영아, 유아의 발육부진, 아동의 성장장애, 노인과 청소년의 영양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다.

1990년대 보건의료체제 붕괴이후 열악해진 북한 보건의료의 실태에 

대해 2001년 5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5차 아동보호 아·태 각료급회의에

서 당시 북한대표였던 최수헌 외무성 부상은 1993년 대비 1999년의 지

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평균수명은 73.2세에서 66.8세로 6.4세 감소

했고,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14명에서 22.5명으로 8.4명 증가하였

고,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27명에서 48명으로 21명 증가

하였다고 했다.98)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2004년의 경우 북한의 병원에 환자가 대폭 감소

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약품부족으로 병원의 치료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이 때문에 입원치료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입원환자

의 경우 가족들이 식량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장기적인 입원 자체가 불가

능했다.99) 결국 김정일시대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은 고난의 행군 시기

와 크게 변화한 것이 없으며, 외부로부터의 지원으로 인해 작동하는 '보

98) http://www.sejong.org.<2006년 8월 검색>

99)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서울: 정토출판, 2006),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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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료긴급구호·지원체제'이다.

이에 최근 북한 보건의료 현실을 살펴보면 영아사망률의 경우 세계보

건기구(WHO)보고서에 의하면 출생 영아 천명당 1995-96년 18.6명, 

1999-02년 23.5명이다. 또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보고서에 따르면 

출생 영아 천명당 2002년 21명, 2004년 45명으로 조사됐다. 또 5세 미

만 유아사망률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보고서에 의하면 출생 유아 

천명당 1993년 27명, 1995-96년 39.3명, 1999-2002년 48.8명이고,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보고서에 따르면 출생 유아 천명당 2002년 

32명, 2004년 58명으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모성사망비율

의 경우 출생 10만명당 1995-96년 105명, 1999년-02년 103명으로 거

의 변화가 없었다.100)

한편 이러한 열악한 북한 보건의료의 현실과 달리 김정일시대의 보건

의료 ‘제도’의 특징과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1980년에 제

정하여 북한 보건의료의 실천지침이라 할 수 있는 '인민보건법'이 1999

년 수정되었다. 기존의 법령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의미하는 바는 

큰데, 북한이 김정일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의료제도의 상징성을 가진 인

민보건법을 수정한 것은 김정일과 김일성의 인민보건에 대한 관심과 은

혜를 등치시키고자 하는 전략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

체제하에서 인민보건법을 부분적으로 교정함으로써 인민보건에 관한한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에게 등치된 존재가 된다.

둘째, 보건의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중위생, 검역, 전염, 의

약품관리, 수의방역, 식료품과 관련한 법령 10여개가 1996-1998년 사

이에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는 사스파동과 구제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

응에 북한이 동참하겠다는 대내외적인 의지의 소산이다.

100) http://www.who.int. & http://www.unfpa.org.<2006년 8월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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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김정일시대의 북한 보건의료는 김일성시대처럼 외부세계와 단절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긴밀한 보조를 같이 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중국과 국경이 인접한 북한 역시 사스파동과 구제역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세칙 수준의 구체적인 후속법령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셋째, 2003년에 '마약관리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1949년에 

제정한 '마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지 근 54년 만에 대폭 수정한 것이다. 

이 또한 북한이 국제범죄로 지목되는 마약에 대한 국가차원의 법적 대응

을 의미한다.

넷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에 남한의 보건인력들이 개성공단근

로자과 금강산관광객들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

다는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 노동자들은 남한 보건인력들의 

진료를 받는다. 또한 만약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복

일까지 남한지역의 병원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다양

한 해석이 가능하나 일단 북한이 개성공단노동자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을 남한에 전가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와 같은 김정일시대의 북한보건의료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

다. 먼저 제도적 측면으로 김정일시대 북한 보건의료가 법적인 정비를 통

해 국제사회와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음

으로 이러한 법적인 노력과 수고에 반해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은 여전히 

'의료빈곤' 상태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개성과 금강산이라는 특

정지역에 한해 남한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지속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김정일시대 북한 보건의료

체제의 지속성은 더욱 악화된 보건의료 현실이며, 변화는 일정한 수준의 

제도적 정비와 특정지역에 한해 남한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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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북한사회복지 연구는 통일코리아를 대비할 때 대단히 중요한 연구과제

이다. 왜냐하면 소위 ‘북한․통일연구’분야에 있어 (남)북한 사회복지는 그 

구성요소가 현실에서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크게는 민족의 생존, 작게는 

개인․가족의 물질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동 분

야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할 경우 다양한 정책적 문제가 발생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대응방안 또한 불합리한 선택을 할 개연성이 농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에서 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

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동 분야의 연구는 현재 진행중인 대북지원과 

향후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통일코리아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판단근거로 천착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사회복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연구동향과 한계, 

접근을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북한사회복지체제․제도, 김정일시대 북한

사회복지의 동향에 대해 논증하였다. 이러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북한사회복지 ‘실태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김정일시대의 북한사회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사회복지 ‘실태’를 배제한 연구란 ‘연목구

어식 연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더욱 심도있는 논의는 다양한 북한사회

복지 제도별 급여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행위자(수급자)별 사례연구

(case by case)도 시도해야한다. 또한 김정일시대의 경우 향후 북한사회

복지의 변동 정도에 따라 본 연구가 논증하고 설명한 내용들이 변화할 개

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술한 지적들은 향후 북한사회복지 연구의 

핵심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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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사회

복지는 사회주의 분배체제를 김일성시대부터 고수, 국가사회복지체제의 

셋업(set-up)을 외형적으로 유지하였다. 둘째, 복지분배의 구조상, 국가

사회복지체제에 의한 국가책임의 분배와 공급은 ‘국가의 분배능력’에 연

쇄적으로 반응한다. 셋째, 국가사회복지복지체제는 김정일시대에 이르러 

다소 ‘탈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띄게 되었지만, 경제조치라는 간접적인 경

로를 통해 형성하였다. 넷째, 이러한 김정일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

제난이후 와해된 북한사회복지 ‘체제’와 ‘현실’은 여전히 마비되어있고 

빈곤한 상태이다. 다섯째, 때문에 북한사회복지의 회복과 북한식 복지개

혁은 북한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섯째, 이러한 상관관계로 

인해 남북경협과 대북 지원은 직․간접적으로 북한사회복지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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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대간 갈등

국민연금의 확장된 세대간회계 분석

최기홍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국민연금 등의 수급권 사회복지 제도의101) 확대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

려 미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기존의 재정평가에 대한 변화를 초래

하였다. 현재와 과거의 통계에 기초하는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등의 기

존 재정지표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수급권 프로그램들의 미래 재정

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대안으로 Auerbach, Gokhale, and 

Kotlikoff (1991,1992)는 재정전망에 기초한 세대 간 회계

(generational accounting)를 제시하였다. 이는 재정건전성 즉, 지속가

능성(sustainability) 및 세대 간 형평성의 평가에 장점을 가진다.

이후 Auerbach et al.(1999)의 “Generational accounting around 

the world”, Raffelhüschen(1999)의 “Generational accounting in 

Europe” 등 구미 선진 국가들에 대한 세대간회계들이 작성되었고 미국 의

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등은 세대 간 회계를 중

요한 분석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미래

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고 정부의 불가피한 지출 또는 서비스의 편익이나 보

험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세대 간 회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Auerbach and Chun(2006), 전영준 외(2003, 2004, 

101) 일정 요건을 전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 제도들을 수급권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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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는 정부재정, 공적연금, 건강보험의 세대 간 귀착

(generational incidence)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기영(2012)은 국민

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과 세대 간 회계를 결합한 분석

에서 우리나라의 세대 간 이전이 사적이전을 고려하면 후세대에 일방적

으로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아님을 보였다. 나성린․신현송(2000)은 국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세대간회계로 해석하였고, 윤석명(2002), 전영준

(2003)은 공적연금의 세대 간 회계를 작성하였다.

최근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에 따른 중장기 재정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여 공

적연금을 포함한 주요 재정분야의 장기적인 종합전망을 추진 중이다. 국

회예산정책처(박종규 외, 2012)에 의하면 인구고령화는 사회보장비용의 

전반적 상승을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래의 전반적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독자

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에는 세대 간 회계에 관건이 되는 재정전망 모형이 

이미 재정계산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그 방법론을 국

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정책의 평가에 응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

다. 연구의 범위는 표준적 세대 간 회계 방법론을 검토하여 시범적인 국

민연금의 세대 간 회계를 작성해 보는 것으로 잡았다. 먼저, 세대간회계

의 핵심이지만 기존 문헌들에서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은 미래세대 세대

계정(generational account)의 산식을 유도하고 그 의미와 내포된 가정

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가용한 2008 재정계산의 연금수리 재정

전망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의 세대 간 회계를 작성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론과 향후 과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저부담‧고급여 사

회보장연금의 경우는 세대간회계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새로운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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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지 못함을 Lexis 개념도를102) 동원한 미래세대 세대계정의 도출과 

그 해석을 통하여 확인 하였다(e.g. Raffelhüschen, 1998). 그러므로 국

민연금에 대해서는 표준적 세대간회계보다 가입자의 과거 이력(history) 

데이터를 연결하여 보완한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확장

된 세대 간 회계는 세대별 수급부담구조의 측정이 가능하며 미국의 

Moffit(1984) 등 학계, 사회보장청(SSA)의 Leimer 등 연구자들의 1970

년대부터 2007년에 이르는 일련의 연구들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국민연금의 정책 변화가 세대 간 재분배 또는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금수리(actuarial) 재정전망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며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안한다.

원고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Ⅱ장은 세대간회계의 표준적 방법론을 소개

한다. 세대계정의 정의를 소개하고 특히 미래세대 세대계정의 산식을 유도

하고 내포된 가정들에 대해 검토한다. 다음 Ⅲ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장기재

정전망 결과를 이용하여 국민연금만의 현재세대의 세대계정을 작성하고 

과거 보험료 납부와 연금급여 수급에 대한 이력(history) 데이터를 보완하

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세대별 수급부담 구조를 제시하고 그 응용가능성

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요약과 향후 연구방향을 밝힌다.

2. 세대간회계의 방법론

세대간회계는 세대(generation) 또는 동일한 성과 출생연도의 연령집

단(cohort)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이다. 회계의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개

별 연령집단들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연령집단 

102) 독일의 인구경제학자 Wilhelm Lexis가 개발한 이차원 상에 cohort별로 시간에 걸친 
사건들을 나타내는 그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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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또는 그 대표개인이 기준년도 이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기여하는 

조세 및 사회보험의 부담에서 사회보장, 교육 등의 혜택을 차감한 순부담

(net burden)의 현재가치를 세대계정(generational accounts)이라고 

하며 이들 세대계정의 모임 또는 세대계정을 표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세대간회계라고 한다.

  가. 세대계정의 정의

세대별 순부담(부담-혜택)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는 세대계정은 세대의 

전체 또는 대표개인에 대해 정의된다. Auerbach, Gokhale, and 

Kotlikoff(A-G-K)의 기호체계를 따라서 세대의 전체 세대계정은  , 

그 대표개인의 세대계정은  로 표기한다. 여기서 하첨자 는 회계의 

기준년도이며, 는 세대의 출생연도, 는 개인의 최대수명이다.

세대간회계의 기준연도 를 중심으로 현재세대는 

    ⋯ 로  개의 유한 세대로 구성되었으나 미래

세대는       ⋯∞의 무한 세대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무한 

세대로 구성된 미래세대는 기준연도 직후 세대     세대에 의하여 

나타내는 것이 세대간회계의 표준이다. 그러므로 세대간회계는 현재세대 

  개와 미래세대 1개로 구성된다.

이를 Lexis 개념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굵은 45도 사선은 현재세

대의 생애를 나타내며 기준시점  이전의 생애, 즉 점선 부분은 제외된다. 

가는 45도 사선들은 미래세대들로서 그들은 기준연도 0세 신생세대

(newborn)와 같이 전 생애가 포함된다. 특기할 것은 현재세대는 신생세

대 하나만 전생애가 포함되지만 미래세대는 모두 전생애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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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Lexis diagram에 의한 세대구분의 개념도

   

시간

나이

0세



 

  , 즉 미래세대의 경우는 년도부터 사망하는   년도까지 순

부담의 현가이다. 그러나 ≤ , 즉 현재세대의 경우는 기준시점 년도부

터 사망하는 연도까지 순부담의 현가이다. 다시 강조하면 현재세대

의 경우 남은 생애기간의 순부담만을 고려한다. 이제 현재와 미래의 전체 

세대계정들을 다음과 같이 기호로 정의한다.

  












  

 

  i f ≤ 


  

 

  i f   

                         … (1)

: 년 출생세대 개인이 년에 평균적으로 납부한 순부담

: 년도 출생세대 가운데 년에 생존한 인구수

   
    



 


: 년도의 값을 년도 가치로 전환하는 할인인자

는 년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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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대표개인의 세대계정은 전체 세대계정 을 해당 인구규모 

 또는 로 나눈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분모에서 현재세대

와 미래세대의 인구규모에 차이나는 것은 미래세대는 출생년도가 기준연

도보다 크기 때문이다.

 













 
i f ≤ 



 
i f   

                                      … (2)

  나. 세대계정의 추계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와 같이 정의된 세대계정들을 추계하는 표준적 방법은 현재세대들의 

경우 그 대표개인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거래, 즉 수입(이전지출, 연

금급여 등)과 지출(조세,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생애 프로파일을 적용하

여 순부담을 추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구규모를 적용하여 전체 세대계

정을 추계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

하였지만 전국민연금으로 완성된 1999년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 제도가 

초기 단계에 불과해 수급의 생애 프로파일이 아직 변동, 즉 전이

(transition)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본연구는 생애프로파일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재정계산에

서 사용되는 국민연금의 연금수리 재정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세대 

세대계정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국민연금의 세대간회계는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을 평가하는 법적인 재정계산제도의 전망과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다.

한편, 세대간회계의 표준적 방법에 의하면 미래세대의 전체 세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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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서 추계된 현재세대의 세대계정, 다음과 같은 정부의 장기예산제약

식, 그리고 후술될 가정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추계된다.


    



   
    

∞

  
  

  

∞

    ,                   … (3)

위식의 좌변은 앞서 추계된 현재세대 전체 세대계정, 미지수에 해당하

는 미래세대 전체 세대계정, 그리고 정부 순자산의 현가이며 우변은 미래 

정부지출의 현가이다. 정부지출은 연령별로 순부담의 구별이 어려운 국

방, 정부행정 등 지출로서 별도로 추계 또는 가정된다. 그러므로 미래세

대 전체 세대계정은 잔차(residual)로 결정된다.

경제는 장기적으로 동태적으로 효율적(dynamically efficient, 

   )이며 정부지출의 증가율은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 GDP의 증

가율,    보다 작기 때문에 미래 정부지출의 현가는 일반적으로 유한

하다. 그러므로 현재세대 순부담, 정부 순자산, 그리고 미래 정부 지출의 

현가가 유한하므로 미래세대 전체 세대계정의 현가는 유한하다. (여기서 

 : 기술진보율 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 인구증가율, : 이자율)

Gokhale(2008, pp.630-633)은 미래세대 대표개인의 세대계정을 아

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식에서 분자는 미래세대 전체의 세대계정의 

 시점의 값이다. 한편, 분모는 전체 미래세대의 인구규모가 되어야 하

는데 그 형태는 실제 인구라기보다는 미래 인구의 경제적 가치로 해석된

다. Gokhale은 이를 부담능력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그 의미를 소개한

다.103)

103) 원래 Gokhale의 식에는 좌변을 


로 적고 있다. 위의 식은 본고에서의 도출결과

에 따라 기준시점이 t+1인 경우의 미래세대 세대계정으로 해석하였다.



134 2013년 보건사회전문가포럼

     



    

∞

 

  
   

  
    

∞

 

                             … (4)

그러나 그 유도과정은 Gokhale을 비롯해 문헌에서 찾기 어렵다. 

Raffelhüschen and Risa (1997)은 기술진보가 없는 2 기간 생애 모형

에서 미래세대의 세대계정을 유도하고 있다. 본연구는 그러한 기존 문헌

들을 참고하여 Gokhale의 위의 식을 유도하고 그에 내포된 가정들을 찾

아보고자 한다.

전체 세대계정의 기준년도를 바꾸고 전체 세대계정과 대표 개인 세대

계정의 관계를 적용104)하면 다음 항등식이 성립한다.


    

∞

  
    

∞

  


                                      … (5)

기준연도 이후       ⋯에 출생한 연령집단들의 출생연도 

를 현가의 기준시점으로 하는 대표개인의 세대계정  는 다음 개념

도와 같다.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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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Lexis diagram에 의한 미래세대의 일인당 세대계정

  

시간

나이

0세



    ‧ ‧ ‧ 

기준연도 이후는 균제상태라는 가정 하에 성립하는 

      
      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구

성된다.


    

∞

        
    

∞

    
  

    

         … (6)

위의 식을     에 대해 풀면 앞서 Gokhale이 제시한 식이 유도

되며 기준연도 t로 맞추기 위해             를 대입하

면 다음과 같다. 이 식은 t 시점의 현가이므로 현재세대 가운데 0세 즉, 신

생 세대의 세대계정과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 다음에서 분모의 형태는 기

준시점 신생 세대의 인구규모에 향후 노동생산성과 인구증가율을 반영한 

값을 기준연도 가치로 환산한 미래세대 인적자원의 부존량

(endowment)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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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

위의 식의 분자는 장기예산제약식에서 잔차로 결정되는 유한한 값을 

가지는 미래세대의 전체 세대계정이다. 그 유한성은 경제의 장기적 동태

적효율성에 기인한다. 분모도 무한급수의 합이므로 그 값이 유한하려면 

인구증가율 , 생산성증가율   그리고 이자율  간에 어떤 제약이 필요

하다. 그 조건은 [ ]안의 값이 1보다 작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다. 즉, 

동태적 효율성의 조건에 의해 미래세대 대표개인의 세대계정이 닫힌 형

태로 유한하게 결정된다.

 

  
  ⇔                                   … (8)

현재세대 최저연령 신생세대(newborn)의 세대계정과 미래세대의 세

대계정의 대소 관계는 세대간회계의 결과를 집약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세대간회계의 세대간불균형(generational imbalance)은 다음과 같이 

차이 또는 증가율로 정의될 수 있다.

           또는 
 

    
                          … (9)

이 지표가 양수이면 현재의 제도가 유지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

며 “sustainability gap” 또는 세대간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Gokhale(2008)은 위의 지표 대신 생애순부담률(Lifetime Net Tax Rate)

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Raffelhüschen(1998)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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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사회보험 연금은 현재 세대 신생

세대의 세대계정이 음인 경우가 많다. 그 때는 위의 식에서 미래세대의 순

부담은 정상적인 경우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계산 없

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3. 장기재정전망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회계와 그 확장

일반적인 세대간회계의 추계 방법은 평균적 개인의 정부 또는 공공기

관과의 거래, 즉 수입(보조금, 연금급여 등)과 지출(조세, 연금보험료 등)

의 연령별 평균 즉, 생애 프로파일에 인구규모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도입

된 이후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들까지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이 된 이후 아직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못해서 연금 급여와 보험료의 

생애 프로파일이 변하고 있어 이러한 표준적 방법의 적용이 어렵다.

본연구는 2008년 2차 재정계산의 연금수리 전망모형(actuarial pro-

jection model)에 의한 재정전망 결과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의 세대간회

계를 시범적으로 작성한다. 먼저 1988년 이후 국민연금 제도의 변천과 재

정추계‧․운영개선 위원회(2008.11)에 기술된 재정전망의 주요 가정과 결

과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세대별 연금보험료의 부담과 노령,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 연금수급을 세대계정의 정의에 따라 소개한다.

그 다음은 연금수리 전망모형을 사용하여 2008년 기준 표준적인 국민

연금의 세대간회계를 작성한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1988년 이후 수급부

담 실적을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를 연결하여 확장한 세대계정들로부터 

국민연금으로 부터의 세대별 수익성지표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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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민연금 수급부담 제도의 변천과 2008년 장기재정전망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제도 도입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표와 같이 1988년 3%에서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1998년 현

재의 9%에 도달하였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95년 3%에

서 10년에 걸쳐 2005년 현재의 9%로 점진적으로 인상되었다.

기 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1988.01 ~ 1992.12 3% -

1993.01 ~ 1995.06 6% -

1995.07 ~ 1997.12 6% 3%

1998.01 ~ 2000.06 9% 3%

2000.07 ~ 2001.06 9% 4%

2001.07 ~ 2002.06 9% 5%

2002.07 ~ 2003.06 9% 6%

2003.07 ~ 2004.06 9% 7%

2004.07 ~ 2005.06 9% 8%

2005.07 ~ 9% 9%

〈표 2-12〉 연금 보험료율의 변천

자료: �국민연금통계�, 국민연금공단 각 년도

1998년 연금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의하면 2014년부터는 1세 

연장된 61세에, 2019년부터는 2세 연장된 62세에, 2024년부터는 3세 

연장된 63세, 2029년부터는 4세 연장된 64세에, 그리고 2034년부터는 

5세 연장된 65세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2008년 

55세에 도달한 1953년 연령집단은 2008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2008년 18세의 1990년 연령집단은 60세부터 조기노령 연금

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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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연령 대상 세대의 출생년도 수급개시 연도

61세 ’53, ’54, ’55, ’56, 2014, 2015, 2016, 2017

62세 ’57, ’58, ’59, ’60, 2019, 2020, 2021, 2022

63세 ’61, ’62, ’63, ’64, 2024, 2025, 2026, 2027

64세 ’65, ’66, ’67, ’68, 2029, 2030, 2031, 2032

65세 ’69, ’70, ’71, … 2034, 2035, 2036, …

〈표 2-13〉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주: 2013년, 2018년, 2023년, 2028년, 2033년은 수급연령이 각각 1세~5세씩 증가하는 첫해이므
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60세도달) 수급권자가 발생하지 않음.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며 

더 세부적으로 노령연금은 다시 완전, 감액, 조기, 재직, 특례로 구성된

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연금급여는 모두 다음과 같은 급여산식 기본연금

액(Basic Pension Amount; BPA)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음은 기본연금

액 산식의 변천을 나타내고 있다. 기본연금액 산식에서 A는 가입자 전체

의 평균소득, B는 가입자의 평균 생애소득이다. B값의 산정에는 과거 소

득이력(income history) 자료가 필요하며 연금급여 액의 결정 시점에 

과거의 소득은 모두 A값에 의하여 재평가된다. 기본연금액의 산식에서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계수는 1998년 및 2007년 연금법 개정에 의해 매

년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

적용기간 기본연금액 산식 축약 산식

1988-1998

1999-2007

2008

…

2028

2.4(A+0.75B)× [1+0.05(n-20)]

1.8(A+B)× [1+0.05(n-20)]

1.5(A+B)× [1+0.05(n-20)]

선형보간

1.2(A+B)× [1+0.05(n-20)]

0.12n(A+0.75B)

0.09n(A+B)

0.075n(A+B)

선형보간

0.06n(A+B)

〈표 2-14〉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 산식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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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재정전망은 다음 표와 같이 5년 전 2003년 재정전망에 비해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기대수명의 통계청 인구전망이 재정에 대한 부

담을 주었지만 2007년 연금제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이 더 

크게 작용하여 기금의 소진연도는 2003년 재정전망에 비해 13년이 늦추

어진 2060년으로 나타났다.

2005 2010 2020
2025 

(2030)
2030 (2050) 이후

합계출산율 1.08 1.15 1.20 1.25 1.28

기대수명 78.6 79.6 81.5 83.1 86.0 

남자 75.1 76.1 78.0 79.8 82.9 

여자 81.9 82.9 84.7 86.3 88.9 

〈표 2-15〉 인구변수 가정

(단위 : 명, 세)

주: ( )안은 기대수명에 대한 가정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전망 결과』, 2006,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는 임금상승률과 이자율이다. 특히 미래세

대 대표개인의 세대계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임금상승률과 

이자율 간에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의 표와 같이 2020년 이

후는 임금상승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다음과 같이 

2021년 이후 실질 이자율을 2.9%로 수정하였다105).

105) 임금상승률의 변화는 순부담 자체가 변하지만 이자율의 변화는 할인율에만 영향을 미

친다. 이자율이 재정전망에 비해 상승하여 반환일시금의 금액이 상승하지만 전체 재정
전망에서 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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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10

2011
～2020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8

실질경제성장률 4.8 4.1 2.8 1.7 1.2 0.9 0.7

실질임금상승률 3.7 3.6 3.3 2.9 2.6 2.5 2.5

실질금리(원래) 4.2 3.6 2.9 2.4 2.2 2.0 1.8

실질금리(수정) 4.2 3.6 2.9 2.9 2.9 2.9 2.9

물가상승률1) 3.0 2.7/2.4 2.0

〈표 2-16〉 경제변수 가정

(단위 : %)

주: 1) 2.7/2.4는 각각 2011～2015년/2016～2020년 값임, �2008년 재정계산보고서�

나. 현재세대 세대계정의 추계

2008년 국민연금 재정전망은 18-95 연령범위와 2008-2100년 기간

을 전망한다. 표준적인 세대간회계의 신생(newborn) 연령집단은 기준시

점의 0세이지만 본고는 2008년 당시 국민연금의 법적 가입연령인 18세, 

즉 1990년 연령집단을 신생세대로 하였다. 표준적 세대간회계에서는 기

준시점의 0-95세를 현재세대로 하고 0세를 신생세대로 한다. 그것은 신

생세대의 조건은 전체 생애가 대상이 되는 특수성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의 경우에도 그렇게 정의하면 1-18세 세대들이 모두 전체 생애를 포함하

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세대간회계와 국민연금 재정전망간의 관계를 보기위해 현재세대의 세

대계정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식에서 는 세대간회계의 기준연도이며 

는 연령집단의 출생연도를 나타낸다. 현재세대 의 세대계정은 그 대표

개인의 연도 순부담 을 추계하고 그것에 연령집단의 규모 와 이

자율에 의한 할인인자  를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                                       … (10)



142 2013년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성별, 연령집단별로 추계되는 재정전망으로부터  연령집단의 연금보험

료와 연금급여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그 차이 즉, 세대전체의 순부담 

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세대계정은 장기재정전망 모

형의 추계결과를 연금보험료, 연금급여를 연령집단별로 출력하여 구할 수 

있다. 다음의 개념도는 출력결과를 나타내는데 78×78 정방행렬이다. 78개

의 행에는 2008년도 18-95세, 즉, 1913-1990년 세대들의 추계결과가 각

각 놓인다. 2085년은 1990년출생 인구집단이 95세에 도달하는 해이다106).

먼저 가입자는 2008년 당시 18-59세 범위의 사람들이며 2008년 18

세, 즉 1990년생 연령집단의 경우 59세가 되는 2049년까지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잔여 기여연수는 1년씩 감

소한다. 마지막 59세 즉, 1949년생은 1년간 보험료를 기여하고 수급자

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연금보험료는 다음 〔그림 2-8〕과 같이 45도 선분 

위의 음영 부분에서 발생한다.

〔그림 2-8〕 연금보험료의 범위

2049

18

59

95

2008 2085

45°

106) 실제로 개별 항목의 출력결과들은 개념도와 같은 형태로 Excel 파일에 쓰고 그로부터 
세대간회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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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는 노령, 유족, 장애,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또한 노령연

금은 완전, 감액, 조기, 재직, 특례로 구성된다. 다음 노령연금의 범위에

서 1988년 제도의 도입으로 2008년에는 82세(1926년생) 수급자가 가장 

고령이다. 〔그림 2-9〕에서 점선은 수급연령 조정이 없으면 55세가 되는 

2055년부터 조기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했을 것임을 나타낸다. 1998년 결

정된 재정안정화 방안에 의하면 2014년부터는 1세 연장된 61세에, 

2024년부터는 2세 연장된 63세, 2024년부터는 3세 연장된 63세에, 

2029년부터는 4세 연장된 64세에, 그리고 2034년부터는 5세 연장된 65

세에 처음으로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한다.

〔그림 2-9〕 노령연금(완전, 감액, 조기, 재직, 특례)의 범위

18

95

2008 2085

55

82

수급연령조정

45°

다음 두 개의 그림(〔그림 2-10〕, 〔그림 2-11〕)에서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은 사건의 발생이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자신

이 받는 장애연금은 노령연금과 비슷하게 2008년 당시 80세의 수급자가 

존재하지만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수급하므로 95세에 달하는 상당한 고령

자들에서 유족연금의 수급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숫자는 극히 미미

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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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유족연금의 범위

18

59

95

2008 2085

〔그림 2-11〕 장애연금의 추계범위

18

80

95

2008 2085

반환일시금은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 장애, 이민 등으로 발생하

지만 주로 법정 수급개시연령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다음 〔그림 2-12〕

에서 2055년은 연금수급연령이 65세 이므로 2008년 18세인 신규가입

자가 65세에 도달하였지만 기여연수의 부족으로 연금 대신 일시금을 수

급하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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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반환일시금의 범위

2055

18

60

95

2008 2085

아래 표는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2008년 재정전망 결과를 연령집단별

로 재정리하여 얻은 성별, 연령별 78×2=156개 세대별 수급과 부담의 현

금흐름으로부터 작성된 국민연금의 세대간회계이다. 현가를 위한 할인율

은 장기적 임금과 이자율의 관계를 고려해 수정된 이자율이다. 표에 의하

면 2008년 신생세대를 포함한 모든 현재세대에 대해 음의 순재정부담, 

즉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대간회계의 “zero sum” 원칙에 

의하면 미래세대의 세대계정을 별도로 추계하지 않고도 국민연금 제도는 

세대간에 공평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아래 표에서 1990년생, 즉 2008년 18세는 신생세대로 현재세대 가운

데 유일하게 전생애가 관계되므로 그 값은 특별히 굵게 구분하였다. 

1990년생들은 세대계정 즉 생애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차이는 남자

는 -17.8백만원 여자는 –34.8백만원으로 모두 국민연금으로부터 혜택을 

본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래세대의 세대계정에 대한 별도의 추계 

없이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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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령

세대계정
(A-B)

연금보험료
(A)

연금급여
(B=1+2+

3+4)

(1) (2) (3) (4)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장애연금

남자

18(1990) -17.8 55.2 -73.0 -70.5 -0.3 -0.6 -1.6 

20(1988) -19.5 55.9 -75.4 -72.8 -0.4 -0.5 -1.7 

25(1983) -20.4 49.8 -70.2 -67.5 -0.3 -0.7 -1.7 

30(1978) -27.8 45.2 -73.1 -70.2 -0.4 -0.7 -1.8 

35(1973) -33.5 34.4 -67.9 -64.6 -0.4 -1.1 -1.8 

40(1968) -43.9 26.3 -70.3 -66.4 -0.4 -1.6 -1.9 

45(1963) -43.8 17.7 -61.5 -56.8 -0.3 -2.7 -1.7 

50(1958) -43.6 10.5 -54.1 -49.8 -0.3 -2.7 -1.3 

55(1953) -37.7 4.9 -42.6 -37.4 -0.3 -3.9 -1.0 

60(1948) -44.0 0.0 -44.0 -42.2 -0.2 -0.9 -0.7 

65(1943) -20.6 0.0 -20.6 -19.9 -0.3 0.0 -0.4 

70(1938) -7.5 0.0 -7.5 -7.0 -0.4 0.0 -0.1 

75(1933) -2.7 0.0 -2.6 -2.3 -0.3 0.0 0.0 

80(1928) -0.3 0.0 -0.2 0.0 -0.2 0.0 0.0 

85(1923) -0.2 0.0 -0.2 0.0 -0.2 0.0 0.0 

90(1918) 0.0 0.0 0.0 0.0 0.0 0.0 0.0 

95(1913) 0.0 0.0 0.0 0.0 0.0 0.0 0.0 

여자

18(1990) -34.8 22.8 -57.5 -38.6 -18.2 -0.3 -0.4 

20(1988) -36.0 22.2 -58.2 -38.0 -19.3 -0.4 -0.5 

25(1983) -37.6 18.0 -55.8 -36.9 -17.9 -0.5 -0.5 

30(1978) -43.3 14.3 -57.6 -36.9 -19.4 -0.8 -0.5 

35(1973) -39.3 10.1 -49.4 -29.1 -18.4 -1.4 -0.5 

40(1968) -35.0 7.6 -42.6 -22.6 -18.0 -1.6 -0.4 

45(1963) -27.6 5.2 -32.8 -13.7 -16.4 -2.3 -0.4 

50(1958) -21.6 3.2 -24.7 -10.6 -11.5 -2.3 -0.3 

55(1953) -17.5 1.5 -18.9 -7.0 -9.4 -2.3 -0.2 

60(1948) -18.1 0.0 -18.0 -10.1 -7.2 -0.6 -0.1 

65(1943) -11.0 0.0 -11.0 -5.3 -5.6 0.0 -0.1 

70(1938) -4.6 0.0 -4.6 -2.0 -2.6 0.0 0.0 

75(1933) -1.4 0.0 -1.4 -0.7 -0.7 0.0 0.0 

80(1928) -0.2 0.0 -0.2 0.0 -0.2 0.0 0.0 

85(1923) -0.1 0.0 -0.1 0.0 -0.1 0.0 0.0 

90(1918) 0.0 0.0 0.0 0.0 0.0 0.0 0.0 

95(1913) 0.0 0.0 0.0 0.0 0.0 0.0 0.0

〈표 2-17〉 국민연금의 세대간회계 : 2008재정계산 기준안 추계  

(단위: 2008년 현가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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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는 세부적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장애연금으로 

구성되며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보장성 급여로서 신생 연령집단을 기준

으로 전체 급여의 14.7%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의 값이 큰 것은 전업주부 

여자들이 수급하는 유족연금은 전액이 ‘-’ 순부담으로 잡힌다는 점과 남

편과의 연령차에 대한 가정(3세)과 평균수명이 더 긴 것에 기인한다. 신생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여성의 유족연금은 전체 급여의 31.7%에 달한다.

  다. 세대간회계의 확장: 국민연금의 세대별 수급부담 구조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은 수급부담 구조를 요약하는 수익비(B/C 

ratio)나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과 같은 수익성 지표의 세

대별 차이에 의한다. 기존의 세대별 수급부담 구조분석은 가상의 소득수

준을 가지는 세대별 대표개인을 상정하여 보험료와 노령연금액의 현금흐

름을 발생시킨 다음 그에 대한 수익비 또는 내부수익률을 세대간에 비교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노령연금 외에도 다양한 확률로 가입자의 사망에 

의한 유족연금, 장애에 의한 장애연금, 기여연수의 부족 또는 국외이주 

등에 의한 반환일시금이 발생하므로 이들 통상적인 대표가입자에 대한 

수익성 분석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연금수리 재정전망 모형은 국민연금에 가입 이후 개

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해당 확률 또는 기초율에 의해 

발생시키는 모의실험으로 추계가 이루어진다. 세대별로 집계된 결과는 

실제 가입자들의 현금흐름과 유사한 수급부담 구조를 가진다. 다만 재정

전망은 추계의 기준시점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렇게 추계된 신생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계정은 기준시점 이전의 수급부담 실적이 누락

되어 생애 수급부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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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늦은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에는 가입

자들의 보험료 기여와 연금의 수급에 대한 기록들이 모두 전산자료로 존

재한다. 그들을 1988∼2007년까지 세대별로 분석하고 집계하여 2008

년 이후의 재정전망 결과와 연결하면 모든 현재세대들에 대한 수익성 분

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의 Lexis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

3〕에서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우측의 45도 실선은 추계된 순부담을 의미

하고 좌측의 45도 점선은 과거 실적통계에 의한 순부담을 각각 의미한다. 

그 둘을 연결하면 모든 현재세대들에 대해 생애 순부담이 완성된다.

〔그림 2-13〕 Lexis 개념도에 의한 세대간회계를 확장한 수급부담 구조분석

시간

기준년도 

기준년도   이전:

통계실적

기준년도  이후:

재정전망

이렇게 결정된 생애 현금흐름은 급여에 노령연금 외에도 유족연금, 반

환일시금, 장애연금이  포함되어 기존의 수익성 분석들에 비해 현실성을 

가진다. 국민연금의 1988년 1월 이후 2007년 12월까지의 아래의 〈표 

2-18〉과 같은 월별 전산자료에 대한 전수 분석으로 성별, 연령집단별로 

2008년 기준 성별, 연령집단별 수급부담 자료를 추출하였다. 한 개인이 

수급자와 가입자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된 개인이 4천만 건을 

상회하는 방대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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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자료 건수(명)

보험료 납부 31,942,809

노령연금 수급 2,561,823 

장애연금 수급 114,129 

유족연금 수급 483,184

반환일시금 수급 8,743,127

〈표 2-18〉 2008년 현재세대의 1988-2007 기간의 가입 및 수입 이력 건수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부록의 2010연말 기준 월별 이력자료 layout 참조

연간 보험료 납부액은 개별 가입자의 월별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월의 

가입종별 보험료율을 곱하고 그것들을 연도별로 더하여 연간 보험료 수

입을 산출하였다. 급여지출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연금 월액

을 연도별로 더하여 연간 급여액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시금은 해

당 월의 지급금액을 연도별로 더하여 연간 급여액을 산출하였다.

다음은 2008년 이후 세대별 재정전망결과에 2007년 이전 세대별 수급

부담 자료를 연결하여 구한 수급부담구조 분석결과이다. 가입자의 수익성

을 나타내는 수익비와 내부수익률은 초기세대들에 대한 낮은 보험료, 높은 

소득대체율, 특례제도 등의 소멸과 1998년 이후 재정안정화 조치들로 지속

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40대 이상이었던 1948

년 이전 세대들은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 그러나 이들 초기 세대들은 국민

연금 가입률이 낮아서 연령집단 전체로 보면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는 작다.

이러한 분석은 미국의 Moffit(1984) 등 학계, 사회보장청(SSA)의 

Leimer 등 연구자들의 1970년대부터 2007년에 이르는 일련의 연구들

에 해당한다. 특히 Leimer(1994,2007)는 OASDI의 재정전망모형과 연

결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기금소진에 따른 보험료인상과 급여삭감이 세

대별 내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107) 이들은 연

107) 2012 신탁위원회 연차보고서는 기금이 소진되면 의회가 (1) 계리적수지차(actua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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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혁 관련 Aaron(2011), Geanakoplos et al.(1998,1999) 등 많은 

문헌들에서 인용되고 있다.

　 과거(2007 이전) 장래(2008 이후) 수익성 지표

세 대　 보험료 급  여 보험료 급  여 수익비 IRR(%)

남자

18(1990) 0.0 0.0 55,823.3 90,410.8 1.62 5.9

20(1988) 9.1 30.4 56,220.1 91,685.2 1.63 5.9

25(1983) 403.6 18.6 49,610.6 81,594.8 1.63 6.1

30(1978) 3,974.9 68.3 44,897.5 81,521.5 1.67 6.4

35(1973) 9,115.5 335.8 34,067.8 72,986.1 1.70 6.8

40(1968) 17,317.0 917.6 26,065.4 73,007.4 1.70 7.2

45(1963) 18,266.6 1,471.9 17,602.6 62,350.1 1.78 8.1

50(1958) 19,341.2 1,925.3 10,480.6 54,174.4 1.88 9.1

55(1953) 19,003.2 2,032.4 4,874.9 42,315.1 1.86 10.2

60(1948) 15,707.1 2,436.6  0.0 43,724.6 2.94 15.2

65(1943) 10,364.4 8,621.0 0.0 20,429.0 2.80 17.0

70(1938) 5,687.6 12,918.9 0.0 7,464.5 3.58 27.2

75(1933) 1,974.2 6,413.5  0.0 2,641.9 4.59 35.3

80(1928) 148.6 757.3 0.0 275.0 6.95 42.9

여자

18(1990) 0.0 0.0 23,032.3 72,282.6 3.14 7.7

20(1988) 15.3 28.1 22,286.7 71,525.4 3.21 7.9

25(1983) 1,150.5 18.1 18,013.5 65,506.1 3.42 8.3

30(1978) 5,142.5 107.4 14,222.8 64,965.0 3.36 8.6

35(1973) 5,063.0 832.0 9,955.9 53,608.6 3.62 9.5

40(1968) 3,438.5 1,513.6 7,494.6 44,900.7 4.25 11.8

45(1963) 2,499.4 697.5 5,198.5 33,728.5 4.47 13.1

50(1958) 2,837.4 623.2 3,152.2 25,030.5 4.28 14.2

55(1953) 3,022.3 879.6 1,496.2 18,953.2 4.39 17.3

60(1948) 2,490.1 1,246.0  0.0 18,005.6 7.73 27.2

65(1943) 1,647.3 2,873.6 0.0 10,909.8 8.37 33.5

70(1938) 771.6 3,170.5 0.0 4,600.1 10.07 48.7

75(1933) 240.4 1,466.7  0.0 1,414.2 11.99 58.8

80(1928) 4.7 164.1 0.0 178.3 72.26 86.4

〈표 2-19〉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평균적 수급부담 구조

 (단위: 천원)

주: 1) 할인율은 2008년 장기재정전망의 이자율 가정을 수정한 값임

     2) 통계실적은 국민연금의 이력데이터, 장기재정전망은 2008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전산처리

deficit) 만큼 즉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2) 연금급여를 낮추거나 (3) 다른 재원을 준
비하거나 (4) 이들을 조합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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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향후과제

본고의 목적은 국민연금의 세대간회계를 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이용하

여 시범적으로 작성하고 국민연금의 재정분석에 대한 응용 가능성을 탐

색하는 것이다. 먼저 세대간회계는 현재세대의 세대계정은 미래의 재정

전망으로부터 추계하고 미래세대의 세대계정은 장기 예산제약식으로부

터 간접적으로 추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방법론으로 요약

된다. 방법론의 핵심이지만 기존 문헌들에서 찾기 힘든 미래세대 세대계

정을 유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세대간회계는 거시경제의 동태적효율성, 

균제상태의 가정에 기초함을 확인하였다.

2008년 재정계산의 재정전망으로부터 현재세대의 세대계정을 추계한 결과 

현재세대 모든 연령집단에 대해 음(-)이므로 모두가 혜택을 받다. 이는 

Raffelhüschen(1998)에 의하면 미래세대 세대계정의 추계 없이 현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표준적 세대간회계 대신 

국민연금공단의 1988-2007년 기간의 과거 전산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세대 

세대계정에 연결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세대간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는 미국 사회보장청(SSA)의 대표적 세대간수급부담(money`s worth 

across cohorts) 분석기법에 해당하며 재정전망 모형과 결합하면 

Leimer(1994,2007)의 재정 시뮬레이션 모형에 해당한다. Leimer(2007)

는 2100년 연령집단까지 분석을 위하여 전망기간을 200년 이상으로 확장

하였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과거와 미래 양방향으로 확장된 재정추계 

시뮬레이션 모형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기한다. 확장된 세대간회계 모형

에는 기존 세대간회계의 미래세대 세대계정이 유의미하게 도입될 수 있

으므로 이론적으로 자연스럽고 유용한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분석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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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0년말 기준 이력자료 layout

⧠ 이력자료는 기본항목과 월별항목으로 구성

(단, 일시금은 월별항목 없음)

 ○ 가입이력자료

항목
기본항목

순번 주민번호 사망여부 사망날짜 보험료납부기간

column 11 14 1 8 3

월별항목(1988.01~2010.12)

기준소득월액 가입상태 가입종별 수납상태
반환일시금
수급여부

수급사유 구분자

10 1 1 1 1(Y,N) 2 !

 ○ 노령연금 이력자료

항목

기본항목

순번
주민
번호

가입
기간

지급개시
연월

최초
B값

최종기준
소득월액

배우자
수

자녀수 부모수
사망
여부

사망
날짜

column 10 14 3 6 15 10 2 2 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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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항목(1988.01~2010.12)

가입
상태

가입
종별

기준
소득월액

수급
상태

급여
세부종류

중복
급여

소멸
사유

정지
사유

연금
월액

구분자

1 1 10 1 2 2 2 2 9 !

 ○ 장애연금 이력자료

항목

기본항목

순번
주민
번호

가입
기간

초진일
지급
개시
연월

지급
결정
년월

최초
이체
연월

최초 
B값

최종
기준
소득
월액

배우자수 자녀수

column 10 14 3 6 6 6 6 15 10 2 2

월별항목(1988.01~2010.12)

부모수
사망
여부

사망
날짜

가입
상태

가입
종별

기준
소득
월액

수급
상태

급여
세부
종류

중복
급여

소멸
사유

정지
사유

연금
월액

구분자

2 1 8 1 1 10 1 2 2 2 2 9 !

 ○ 유족연금 이력자료

항목

기본항목

가입자

순번
수급자

순번

사망자

주민
번호

가입
기간

지급
사유

최종
가입종별



최종기준
소득월액



수급
자

주민
번호

사망자
의

유족
관계

지급
개시
년월

최초 
B값

배우
자수

column 10 10 14 3 2 1 10 14 2 6 15 2

     주: 1) ‘최종가입종별’은 사망자의 최종가입종별을 말함.   

2) ‘최종기준소득월액’은 사망자의 최종기준소득월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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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항목(1988.01~2010.12)

배우자
수

자녀
수

부모
수

수급자
가입
상태

수급자
가입종

별

수급자
기준
소득
월액

수급
상태

급여
세부
종류

중복
급여

소멸
사유

정지
사유

연금
월액

구분자

2 2 2 1 1 10 1 2 2 2 2 9 !

 ○ 일시금 이력자료

항목

기본항목

가입자

순번
수급자

순번

가입자

주민
번호

가입
기간

최종
가입
종별

최종
기준
소득
월액

수급자

주민
번호

사유
발생
일자

초진일
지급
사유

이체
연월

지급
금액

종류

column 11 11 14 3 1 10 14 2 6 15 2 2 2

     주: 종류 : 반환일시금=41, 사망일시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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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전통 속의 복지요소와 한국적 복지의 방향108)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사회경제센터 센터장)

1. 서론

  가. 연구 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 복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주장과 

방안이 나오고 있다. 전면적인 복지 확대에서부터 점진적 복지확대까지, 

스웨덴식 복지모델에서 한국식 복지모델까지, 수많은 제도와 ‘모델’이 등

장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관심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문

제가 선거전의 쟁점으로 전면에 부상하면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복지확대나 증세에 반대하는 집단도 있지만 무상복지 시리즈, 생애맞춤

형 복지 등 여야,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복지 확대와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역설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 모델은 무엇인가? 에 대

한 논의는 적다.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는 최근의 

일은 아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서구선진복지국가에서 복지국가위기론

이 대두되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복지병을 유발할 수 있다

는 우려 때문에 80년대 후반에 한국형 복지모형론이 등장하였다. 한국형 

108) 본 글은 김희연 외(2012). 『한국적 복지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주제에 맞게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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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모형은 국가개입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며 

요보호자 자신의 자조와 재활을 강조하며 자원봉사의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이었다. 국민복지기획단(1995)109)에서 상정하고 있는 한국형 복지

모형의 기본 이념은 국가보다는 공동체적 결속을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국형 복지모델은 시대적 흐름이나 국민적 소망과 맞지 않

다. 서구의 경우 ‘복지국가’가 하나의 규범으로 정착되었고, 이러한 복지국

가가 추구하는 보편적 특성, 즉 국민최저수준의 보장, 사회적 시민권, 평등, 

연대성 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면서 공동체적 결속을 강조하는 한국형 

복지모델로는 질적, 양적으로 우월한 국가복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복지국가가 우리나라에 맞는 것인가? 가장 손쉬운 논의

는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세 유형 중 한 유형을 따라가는 것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 유형 중 어떤 것에도 포함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다. 다른 나라에 비해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월등히 낮아 함께 범주

화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에 포함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가복지를 확대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복지욕구에 대한 국가역할을 무한

정 증대시킬 수 없다. 경제상황이 이를 어렵게 하고, 얼마큼 확대해야 하

는지 그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복지를 

확대하되, 국민기대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를 찾아야 한다.

결국 우리의 전통이나 문화 등에서 복지적 자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앞서 한국형 복지모형에서 복지기제로 추진했던 우리의 전통적 자산인 

공동체적 결속은 국가역할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제가 될 수도 있

다. 차이점은 한국형 복지모형은 공동체적 결속을 국가복지를 대체하는 

109) 국민복지기획단(1995).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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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상정하였으나, 본 연구자는 이를 국가복지확대를 기본으로 하면

서 이를 보완하는 기제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복지에 대한 욕구 분출의 

문제를 국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우리 전

통과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복지요소를 찾아 보완할 수 있는 한국적 복지

의 방향을 정립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복지모델 혹은 복

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한국의 복지 상황을 진단한다.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알아야 하

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전통이나 문화에 내재된 복지적 요소를 분석한다. 현재 복지

수준에 대한 분석은 변화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과 구체적인 내용분

석을 통해 보완해야할 수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이나 문화 

속의 복지요소가 바로 부족한 국가복지 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된

다. 따라서 계, 향약, 두레, 연줄 등의 전통이나 유교문화에 포함된 복지

적 요소를 찾고, 이를 공식적인 복지제도로의 전환 가능성을 탐색한다.

세 번째로, 한국적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방향은 

복지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을 이념형

(ideal type)으로 상정하고 현재 우리 복지수준과 이념형 수준간의 차이

를 점검하고,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 조세 부담 및 재정지출 수준을 정리

해보고, 국가 복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의 복지 전통

을 되살려 복지자원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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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복지의 진단

  가. 한국 복지의 현실

(1) 복지 재정 지출의 지속적 증가

복지에 대한 사회･정치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복지재정 지출도 급속

히 확대되어 2004년 44.1조원에서 2012년 92조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약 2배 증가하였다. 또한 동기간 동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총 재정규모

는 연평균 6.1% 증가하였지만, 복지재정에 대한 투자는 연평균 8.0%로 

확대되어 복지에의 재정투자가 다른 부문에 비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증가추세에 따라 2012년 총 재정지출 대비 복지재정 비중은 

28.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같이 복지재정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 노동, 노인, 보건의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증가율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상기 분야는 전체 증가율인 6%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증

가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 예산으로 포함된 것 중에는 일반 국민

들의 복지와는 무관한 내용들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보건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

(34.2%)을 차지하는 것이 공적연금이다. 이 중 1/3 정도는 국민연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으

로 지출된다. 특히, 일반국민들이 낸 세금이 사립학교를 포함한 사학연금

에 지출된다고 한다면 이 비용이 일반국민들을 위한 복지재원이라고 이

해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일반 국민과 관련성이 적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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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보훈(4조원)이 있다. 노인･청소년분야의 예산이 4조원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일반 국민과 관련성이 적은 보훈 예산은 상당히 큰 규모라

고 할 수 있다.

〔그림 2-14〕 정부총지출 중 보건복지분야 재정 추이(2004~2012)

(단위 : 조원, %, 기준 : 본예산) 

주: 복지분야 총지출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여성, 노인, 노동, 보훈, 
주택, 보건의료, 건강보험 등을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2년 업무계획�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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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2012년 분야별 보건복지 예산

부문 예산(안)
증감

(전년대비) 증가율

사회

복지

1. 기초생활보장 79,095 3,855 5.1

2. 취약계층 지원 13,886 459 3.4

3. 공적연금 314,080 32,247 11.4

4. 보육･가족･여성 30,072 1,313 4.6

5. 노인･청소년 40,093 1,333 3.4

6. 노동* 127,900 1,720 1.4

7. 보훈 40,636 1,899 4.9

8. 주택 189,829 9,293 5.1

9. 사회복지일반 5,908 452 8.3

보건

10. 보건의료 15,626 28 0.2

11. 건강보험 60,108 3,006 5.3

12. 식품의약안전 2,398 99 4.3

총지출 919,629 55,703 6.4

(단위 : 억원, %) 

주: 복지분야 총지출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여성, 노인, 노동, 보훈, 

주택, 보건의료, 건강보험 등을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1). �2012년 업무계획� 재구성

다음으로, 복지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

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7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GDP대비 공

공사회지출 비중이 평균 19.2%인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7.6%에 불과

하다. 이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복지에서 민간부문

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지

출 비중은 총재정지출과 비교하여 12.4%로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낮

을 뿐만 아니라 스웨덴 41.6%, 일본 34.9%와 비교하면 1/3 수준에 머물

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방비 8.5%, 경제개발비 22%로 독일, 스웨

덴 등이 국방비 2~3%, 경제개발비 5~8%를 지출하는 것에 비해 지출비

중이 3~4배 더 높다. 이는 분단국가로서 국방비와 신흥발전국으로서 경

제개발비 부담이 큰 영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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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2007)

(단위 : %) 

자료: OECD(2011). Social Expenditure.

〔그림 2-16〕 OECD 국가의 분야별 재정 지출 비중(2009)

(단위 : %) 

자료: OECD(2011). 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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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낮은 공공 복지재정지출과 미흡한 사회안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재정지출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인 4대 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연인원 2,600만 명이고 이 중 

중복인원을 빼면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110) 또한 소득이 최저생계

비 이하이지만 부양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도 10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양의

무자(자녀)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85%’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의 56%에 불과111)하여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조항을 대상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후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효(孝) 사상에 근거하여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개인

의 빈곤상태에 따른 국가지원의무보다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

해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도 급여수준이 낮아서 사회보장의 역할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율이 64.5%로 OECD 주요국의 77~90%에 비해서 낮으며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도 42.1%로 그리스(95.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1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따르면, 보험 6개월 이상 체납자 
310만 명,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487만 명, 고용보험 사각지대 815만 명, 산재보험 

미적용 근로자 1,000만 명 등 약 2,600만명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111) 2011년 기준으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85%는 2,66,914원(보건복지부 자료)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4,719,368원(통계청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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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OECD 각국의 공적연금 보장율 비교(2007)

(단위 : %)

자료: OECD(2009). Pension at a Glance.

〔그림 2-18〕 OECD 각국의 건강보장율 비교(2007)

(단위 : %)

자료: OECD(2009). Health at a Glance.

(3) 정치권의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연평균 8~10%의 고도성장을 이뤄

냈고, 가족 중 누군가 아프거나 직장을 잃으면 서로 도와 문제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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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가족 간 유대도 탄탄했다. 이렇게 성장일로를 달려온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두 차례 쇼크를 

경험하면서 실업자가 늘고, 퇴직자는 영세자영업자로 전락하거나, 시장

개방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격차는 커지고, 비정규직 증가로 고

용불안은 심각해지고 있다.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고용율은 23.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상대빈곤율 및 5분위 

소득배율은 다음 〔그림 2-1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최고점에 달

한 후 2000년 감소하였다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분배구조는 더 악

화되고 있다.

〔그림 2-19〕 한국의 상대빈곤율과 소득격차 추이(1990년~2008년)

(단위 : %)

주: 1990년~2005년은 도시 2인이상 가처분소득기준, 2006년~2011년 전체가구 가처분소득기준임.

자료: 통계청. 각년도 소득분배지표자료

이와 같이 ‘불안사회’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복지의 문제는 과거와 같이 

저소득층에게만 한정된 것 아니라 누구나 사회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0년 6.2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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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을 계기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12년 4월 11일 18대 총선에서도 복지관련 공약이 가장 

큰 이슈였으며,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도 핵심 공약 중 하나

가 바로 복지 분야이다.

정치권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떤 복지가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초 무상급식을 

계기로 복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일 때는 주로 선별적 vs 보편적, 사민주

의 vs 자유주의 등 서구 모델에 기반한 논의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국 

사회의 발전단계와 특성에 기반하기보다는 특정한 서구 복지의 유형, 예

를 들면 2000년대 초반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지향점 혹은 이념형(ideal 

type)으로 두는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Esping-Andersen 등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의 복지유형

을 국가의 특성, 가족의 역할, 재원 출처 등에 따라 사회민주주의, 보수주

의, 자유주의 등 다양한 복지 국가 스펙트럼으로 구분하였다. 복지논쟁에

서 이념형으로 거론되는 것은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유형이지만, 우리

나라와 비교하면 많은 점에서 다르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보수주의 유형

에 더 가깝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유형을 이념형으로 정하고 이를 일방

적으로 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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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비고

가족의 역할

시장의 역할

국가의 역할

연대의 양식

연대의 근거

탈상품화 정도

전형적인 국가

주변적

중심적

주변적

개인주의적

시장

매우 낮음

미국

중심적

주변적

보조적(subsidiary)

친족중심･조합주의･국가주의

가족

높음(가구주의 경우)

독일, 이탈리아

주변적

주변적

중심적

보편주의적

국가

매우 높음

스웨덴

에스핑 

엔더슨

(1999: 

85)112)

사회보장지출

민간보험비중

사회보장재원

사회보장제도

낮음

높음

일반조세

공공부조

높음

낮음

사회보험료

사회보험

높음

낮음

일반조세

공공서비스

조영훈

(2002: 

258)113)

〈표 2-21〉 에스핑 엔더슨이 구분한 세 가지 복지 체제의 특성

복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수록 이제는 복지정책(공약)이 현재의 우리

의 사회정치적 상황, 현재 복지의 수준, 그리고 조달 가능한 재원 여부 등 

우리나라가 갖는 복지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

었다. 서구의 복지 모델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전통과 상황 속에서 발전하

였고, 각 국가의 사회･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발전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조세부담의 수준, 국가의 역할, 급

여의 수준과 방식, 전달체계의 특성 등 한국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를 토대로 한국적 복지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

다. 이러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복지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비용 

부담 및 복지급여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복지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112) Esping-Andersen, G.(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113) 조영훈(2002). “유교주의,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한국복
지국가성격논쟁 I�, 인간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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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국 복지의 특징

(1) 선진국 수준의 외형적인 복지제도

우리나라는 현대복지의 핵심인 4대 보험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

고 장애인연금까지 갖추고 있어 제도적으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4대 보험의 가입범위는 전국

민114)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미 보편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산업화과정에서 정치･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생활보호제도 등 기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1960년대에 19개의 복

지입법이 이루어졌고, 1986~87년 정치적 위기 속에서 최저임금법, 국민

연금법 도입 및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의료보험법 개정 등이 이루

어졌다.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공공복

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복지 대상자 및 급여수준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활 사업에 

참여하면 기초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복지는 못사는 사람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

식하게 하였다.

114) 적용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한 시기는 1988년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1998년에는 실업

자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고용보험을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이후 
산재보험 2000년, 국민연금 2003년에 적용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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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

사

회

보

험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후생연금

․공제조합연금1)

․공적연금(OASDI)

․철도직원, 舊연방공

무원, 주 및 지방공

무원, 퇴역군인

․기초연금

 ( s t a t e 

pension)

․최저보증연금

(GP)

․소득비례연금

(IP)

건강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건강보험

․선원보험

․공제조합2)

 (단기급여)

․국민건강보험

․고령자의료보장

 (Medicare)

․국민건강서

비스 (NHS)

․국민의료보험

 (산재보험 

포함)

고용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보험
․구직자수당

․소득지원(IS)

․실업보험

 (기초보험)

산재 ․산재보험
․노동자재해

 보상보험법
․산재보험 ․산재보험

․소득손실보전

 (병가급여

수급권)

기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수의료

(후기고령자의료)

공적

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활보조

․ 모 부 자 가 정 지 원

(TANF)

․빈곤노인장애인지

원(SSI)

․저소득의료보험

 (Medicaid)

․생계급여

․주택급여,

아동급여 등

․사회부조

․주택수당

〈표 2-22〉 주요국의 사회보장

주: 1) 연금보험 관련 공제조합: 사립학교직원, 농립어업단체, 국가공무원, 공공기업체직원 공제조
합 등.

     2) 건강보험 관련 공제조합: 사립학교직원, 국가공무원, 시･정･촌 직원 공제조합. 
자료: 국민연금홈페이지(http://www.nps.or.kr/) ; SWEDEN.SE(http://www.sweden.se); 김

영민(2010).“경제위기에 대응한 최근미국실업보험제도의 확대”, �국제노동브리프�, 2010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이만우(2010).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조세연구원(2011). “주요국의 재정동향”, �KIPF재정동향�, 제2권 
제3호(통권 제7호); 임완섭(2011). “영국의 복지개혁 : 일하는 복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영국･스웨덴･미국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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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특성 중 하나는 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외 직능별 연금체계가 발달되어 있고, 수급자가 보

험료를 납부하는 방식 외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과 같이 조세를 

통한 급여 방식이 혼재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같이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외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외형적으로

는 유사한 점이 많지만, 대상자 포괄범위, 급여수준, 재원조달 방식은 차

이가 있고 그 수준도 낮다. 수준이 낮은 이유는 국가복지 확대를 위한 조

세부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복지의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에 대

해서는 상당수가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경기복지재단(2012)의 복

지의식조사에 따르면, 누진세에 대해서는 86.7%가 찬성하지만 자신의 

세금 증납에 대해서는 46.3%만이 찬성하고 있어 ‘복지의식의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세금 부담에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서비스 불신’이 

약 44%로 나타났으며, 세금부담 증가만큼 복지 혜택이 증대하지 않을 것

이라는 인식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0〕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의사

자료: 경기복지재단(2012).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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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추가세금부담에 반대하는 이유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2).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눔프’ 현상”,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통권 제483호.

복지의 핵심적 재원은 조세이지만, 한국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은 OECD 평균에 비해 각각 7%p, 10%p가 낮다. 우리나라의 2009년 기

준 GDP 대비 국가재정비중은 33.1%로 OECD 평균 45.7%(2010년)에 

비해 낮아115) 국가복지확대를 위한 자원 확보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OECD평균

조세부담률 19.3 19.5 17.3 27.1 23.1 29.8 28.9 25.8

국민부담률 25.1 26.1 28.1 43.2 37.0 43.3 35.7 34.8

〈표 2-23〉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나라별 비교(2010)

(단위 : %)

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115) 기획재정부(2011). �국가경쟁력 보고서�



제2장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세미나 175

(2) 낮은 국가복지를 강한 민간복지가 보완

2007년 현재 GDP 대비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비율은 10.2%로 OECD 

평균인 21.7%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민간비중이 높다. 사회

지출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2.6%)은 전체 지출의 25.5%로 OECD평

균(2.5%) 11.5%의 2배가 넘으며 미국(39.1%), 캐나다(23.9%)와 같은 자

유주의 유형의 나라와 유사한 수준이다. 예를 들면, 노령연금과 보건서비

스 지출에서 민간 비중이 각각 37.0%, 42%로 OECD 평균 21.3%, 

28.1%를 크게 상회하여 개인과 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2〕 OECD 주요국 GDP 대비 노령 연금 지출 비율(2007)

자료: OECD(2011).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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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OECD 주요국 GDP 대비 보건지출 비율(2009)

자료: OECD(2011). FactBook.

복지에 대한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을 보기 위해 GDP 대비 민간

보험료와 사회보장비의 책정 및 두 항목의 비율 산정을 통해 시장의존도

를 파악하였다. 다음 〈표 2-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 대비 사회보장

비와 민간보험 비중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의존도가 121.84%

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시장의존도와 비

교하면 약 4배, 미국과 일본보다는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복지공

급에 있어서 국가보다 민간부문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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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민간보험료/GDP(A) 사회보장비/GDP(B) 시장의존도(A)/(B)

미국 8.81 16.20 54.40

일본 9.96 18.70 53.25

독일 7.62 25.16 30.28

이탈리아 7.48 24.86 30.09

한국 9.22 7.57 121.84

〈표 2-24〉 OECD 주요국의 시장의존도 비교(2007)

(단위 : %)

자료: OECD(2007). Social Expenditure ; OECD(2007). Gross domestic product ; 보험개발
원(2007).�보험통계연감�.

GDP 대비 총공공사회지출과 순사회지출(net social expenditure) 

비교를 통해서도 민간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다. 순사회지출은 복지급여

에 대한 세금과 복지관련 조세지출, 강제성을 보이는 민간복지지출과 자

발적 민간복지출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총공공사회지출에 비해 이 비율

이 높을수록 민간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 〈표 2-2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순사회지출 비중이 총공공사회지출

보다 커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민간비중이 큰 나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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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공공사회지출(A)(GDP 대비 %) 순사회지출(B)(GDP 대비 %) B/A

덴마크 31.9 25.7 80.6

프랑스 33.8 33.6 99.4

독일 29.9 30.2 101.0

이태리 28.8 26.6 92.4

일본 20.1 22.8 113.4

한국 7.8 10.7 137.2

스웨덴 34.6 29.3 84.7

영국 24.3 29.5 121.4

미국 17.1 27.2 159.1

〈표 2-25〉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총공공사회지출과 순사회지출 비교

(단위 : %)

자료: 최영준(2011). “한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치의 발전”. 『아세아연구』, 54(2):7-43, OECD SOCS 
http://stats.oecd.org/I ndex.aspx?datasetcode=SOCX_AGG(검색일: 2011.5.4)

(3) 중앙집권적 복지 체계

우리나라 복지행정은 헌법 제34조116) 및 제117조117)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관한 영역, 기능, 권한 배분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 복지는 단일 조직으로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할 수 없기

에 정부조직법 및 관계부처의 직제에 의하여 다양한 조직에 의해서 집행

되고 있다.

116)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
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

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7)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

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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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후 정치, 경제, 사회의 변동과 함께 수많은 

변천의 역사를 거듭하여 왔는데, 복지행정을 소관하는 부서도 사회부에

서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그리고 다시 보건복지부로 

상황이나 정책적 초점에 따라 그 명칭이 바뀌어왔다. 또한 복지사업을 포

괄하는 부서도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재

정부, 행정안정부 등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별로 사업을 분장하게 한데서 기인한다. 이렇

게 다양한 부처에서 복지제도 내지 사업을 소관함으로써 정책 간에 정합

성이 결여됨은 물론 전국을 통일적으로 포괄하는 제도를 확립하지 못하

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또한 복지사업을 소관하는 기관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있다.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및 복지관련법에 의한 중앙과 지방의 복지행

정조직 및 그 소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복지의 큰 영역인 사

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전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조

직은 중앙정부이다. 공공부조는 대상자선정기준이나 급여수준은 중앙정

부가 결정하고, 급여를 제공하고,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는 지방

정부(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체계이다. 사회서비스도 마찬가지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복지대상별 서비스의 내용과 급여 수준은 중앙정부가 정하

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시도나 시군구와 같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같이 중앙정부는 급여자격, 급여액, 재원, 세부적인 전달체계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구체화(집행)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직

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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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근거법 소관부처 연관단체 및 성격

사회

보장
사회보장일반 사회보장기본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

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

의위원회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

금법

교육과학기술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

위원회

군인연금 군인연금법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각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중앙)

사회복지위원회(시･도)

노인복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각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위원회(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시･

군･구)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각 시도 및 

시군구

상동

사회서비스

일반

사회사회서비스 이

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각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지원단

(시･도)

〈표 2-26〉 복지제도 및 소관 부처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현실과 만나는 지점이 바로 지역임

에도 지방정부의 이해는 복지이슈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예를 들면, 

0~2세 무상보육정책을 2011년 12월 31일에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결

정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정부의 재정 상

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전 보육비용 지원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른바 “서초구 보육 재원 고갈”이라는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낸 사업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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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적 사업으로 확산하면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서 지방정

부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업내용임에도 이중의 재원을 투자하는 비효율을 

발생시키기도 했다.118)

성과가 큰 지방의 독자사업은 별도중앙사업으로 만들지 말고 사업의 

기본 방향만 중앙정부가 정하여 지방정부에 전달하면, 지역의 특성에 맞

게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재정 및 인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지

역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관료주의적 태도와 함께 중앙정

부가 여전히 복지정책의 수립, 재원의 배분 등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앙정부 집중적 복지체계 속에서는 다양화된 개

별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

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실현하는데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지 현실과 특성을 진단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에 기반한 우리나라 복지 방향은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서구 복지국가의 앞선 제도와 여러 방법을 현대에 맞게 새롭게 도입

하고 배우는 수준에서 방향을 정립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정치체제(중앙-

지방 역할 분담), 경제 수준, 고령화 수준, 전통적인 민간시스템(공동체 

역할) 등이 다르므로 선진국 모델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다. 우리 문화

와 전통, 사회 여건에 맞게 새로운 형태의 방향을 확립하여야 한다. 사회

복지는 하나의 제도이고, 각 나라의 사회･경제･문화적인 전통에 근거해

서 만들어지므로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우리나라에 가장 잘 맞는 방

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회제도나 체제가 역사적으로 

118) 예를 들면, 경기도가 2005년부터 추진한 아동을 위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사업인 
"WE START"사업이 성과를 거두자 이를 중앙정부는 희망스타트(참여정부), 드림스타
트(MB정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전국 사업으로 확산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We 

Start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재원을 
대응 투자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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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화된 사회구조와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전통문화에 

근거한 복지체제와 방향을 정립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하에서는 한국적 복지 방향을 찾기 위해 우리 전통문화 속에서의 복

지적 요소를 찾아(3절) 현대적 의미의 복지로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

하고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4절).

3. 전통 속에서 복지요소 찾기 

  가. 우리 고유의 복지 전통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일방적인 서구 받아들이기로 인해 상호부조집단

이나 가족 간 연줄망과 같은 공동체적 결속 양식은 전근대의 유산으로 간

주되고 있다. 복지적 요소를 갖는 전통(향약, 두레, 계와 같은 공동체적 

결속체)이나 문화(유교문화 속의 효, 가족주의문화 등)는 거의 사라지고 

희미하게 남아 있기에 우리 고유의 복지 특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형태는 사라졌지만 사회적 연대나 호혜(reciprocity)

와 같은 감정이나 사고는 여전히 존재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동창회, 

생협, 마을만들기 사업 등)되어 남아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서구 

학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유교주의적 복지국가(Jones, 1993), 

동아시아 복지국가(Goodman & Peng, 1996) 등으로 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원시 농경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부장적 대가족제를 유지하면서 농업사회의 전통적인 인습을 탈피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회적인 상황아래서는 군주의 시혜나 가장을 중

심으로 한 가족들의 상호책임 등의 정도가 복지의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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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므로 서구사회의 사회복지제도나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사업의 

질서 있는 발전단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여 일관성 있게 논한다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적 특성, 예를 들면 상호부조, 

호혜 등의 성격을 가진 전통적인 활동이나 문화 등을 위주로 복지적 요소

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인 복지요소들이 근대

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기술하고 복지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국 복지의 발전 방향으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

하다.

  나. 유교, 연(緣)복지, 그리고 국가복지

(1) 전통적 사회에서의 연복지

한국사회가 현대화･서구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역사적 토대나 문

화의 심층에는 유교가 자리하고 있고,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유병용 외, 2002). 사회복지가 산업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에 

대한 대책으로 발생했으나 전통사회에서의 사회적 위험은 산업사회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

은 ‘천재지변’으로, 이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었

다. 따라서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재해구호사업이 가장 중요한 복지제도

였으며, 그 형태 또한 간헐적･부분적･일시적인 형태일 수밖에 없었다(유

병용 외, 2002)119).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비를 제도화하기 보

다는 가족, 이웃,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합심하여 상호부조하

는 관습을 내부자끼리 제도화한 것(이명희, 2001: 268)이 훨씬 더 효율

119) 유병용･신광영･김현철(2002). 『유교와 복지』. 서울 : 백산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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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었다. 상호부조와 호혜는 유교의 실천윤리이다. 이런 점에서 유교는 

복지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유교문화권과 같이 효

(孝)문화가 강한 사회의 경우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은 특별한 관계가 없

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진재문, 1999; 손병돈, 1999). 즉 사적 부양

이 자식의 도리로서 이루어질 경우, 공적 부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

에 무관하게 사적 부양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유교적 전통이 

있는 사회에서는 고(高)수준의 조세 부담 혹은 정부 지출을 반드시 필요

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심창학, 2004: 59).

유교사상의 핵심은 상호의존적 공동체적 삶이다. 한국과 같은 집단주

의 문화 혹은 관계주의 문화에서의 대인교류는 연고에 의해서 성립되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교류관계가 특징이다.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연

결되는 비공식적 결속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사회구성원들이 그 결속

을 통해 복지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는 점이다. 즉, 낙후된 국가복

지를 비공식적 결속이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도움을 주는 중요한 주체는 가족, 친척, 이웃 등 혈연, 지연의 연(緣)망으

로 관계하고 있는 주위사람들이다.120)

향촌구성원의 상호행위를 관찰해보면 시장원리인 교환보다는 상호의

존의 ‘도덕성’, ‘호혜성’, ‘재분배’ 등이 통합되어 나타난다. 조선 사회에

서 한 개인은 타 개인의 보호에 의존해 있고, 친족･이웃사회와 연으로 보

호되고 있었으며, 이 보호망을 끊임없이 형성하는 물질적 행위로서 호혜

행위와 재분배행위가 존재한다. 조선 사회에서 사회질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유지되기 보다는 인위적인 윤리로서의 호혜성의 원칙에 의해 

강제된다. 호혜는 한 집단의 구성원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에게 행동하는 

120) 유교와 연복지에 대한 논의는 이명희(2001). “유교사회의 연복지문화에 관한 미시적 
고찰”의 내용을 발췌･정리함(pp. 2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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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그대로 제3 또는 제4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수평적 위치에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인 효율성보다는 도덕적인 규범을 따르

는 행위를 설명할 때 유효한 개념이다. 호혜가 규범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상호의존적 유대의 유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유교에 내재된 복지적 특성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중

요시하는 연(緣)이며, 이러한 연의 기저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

과 동등하다는 평등지향적 사고, 법적 강제 보다는 신뢰를 통한 구성원 

간의 부조, 자율적 규범에 의한 상호보완적 배려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낙후된 국가복지와 연복지의 지속121)

혈연, 지연, 학연, 업연 등과 같은 비공식적 결속은 국가와 시장이라는 

사회질서가 공동체적 질서를 해체시키면서 근대화를 이룩한 서구사회의 

관점에서는 전근대적 유산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유교적 연복지의 전통이 1960년대의 개발 연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을 비롯하여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

(學緣), 업연(業緣) 등과 같은 폐쇄적 연줄망으로 엮어진 귀속적 공동체에 

의해 제공되는 각종 급여를 통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이른바 연복

지(緣福祉 ; relation-based welfare)의 전통이 최근까지 유지되었다. 이

러한 사회문화로 인해 국가복지의 수준은 낮았고,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

도 매우 적었다. 연복지의 사례를 들어보자. 65세 이상 노인가구주의 소득 

중 가족 간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서구 여러 나라와 비교해보았다.

121) 홍경준(2012).“닫힌 공동체로부터 열린 공동체로: 한국 복지체제 전환의 과제”경기개발
연구원 내부발표자료를 발췌･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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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2-27〉은 사회보험 기여금과 소득세 등의 비경상지출을 제외

하기 이전의 총소득액(gross income)에서 다양한 소득원이 차지하는 비

중을 국제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 가족 간 이전소득은 배우자, 부모, 자

녀, 친인척 등이 제공한 정기적인 사적 보조금과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제

공되는 양육비 등의 합을 말하는 것으로 연복지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항목이다. 한편, 공적 이전소득은 국가복지의 크기를 나타

내며, 1차 소득과 기업연금은 시장부문에 대한 의존성 정도를 측정한다

고 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의 총소득액 중 

가족 간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크다는 점이

다. 최하계층인 1분위 계층은 총소득의 28.15%를 1차 소득을 통해, 

27.61%를 사회보장 이전소득을 통해 획득하는데 비해, 총소득의 절반 가

까이 되는 44.24%를 가족 간 이전소득을 통해 충당했다. 총소득 중에서 가

족 간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간계층인 5분위 계층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성은 최상계층인 10분위 

계층에 가면 상당히 줄어들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다.



제2장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세미나 187

국가(년도) 1차소득2) 기업연금3) 가족간이전소득4) 공적이전소득5)

한국(2000)

1분위6) 28.15 0.00 44.24 27.61

5분위 41.72 2.12 45.96 10.20

10분위 75.09 11.74 10.11 3.06

미국(2000)

1분위 13.21 4.75 1.35 80.69

5분위 19.94 15.77 0.20 64.09

10분위 66.45 17.06 0.27 16.22

이태리(2000)

1분위 8.40 4.95 1.15 85.50

5분위 7.18 8.45 0.00 84.38

10분위 46.49 17.61 0.20 35.70

독일(2000)

1분위 6.25 2.37 1.14 90.24

5분위 7.45 5.69 0.72 86.13

10분위 41.37 29.16 0.19 29.27

영국(1999)

1분위 5.12 1.57 0.14 93.16

5분위 5.64 14.08 0.20 80.09

10분위 37.53 41.10 0.63 20.74

스웨덴(2000)

1분위 1.81 1.93 0.00 96.27

5분위 3.87 10.62 0.00 85.51

10분위 36.22 18.73 0.00 45.06

〈표 2-27〉 노인가구1)의 10분위 계층별 소득구성

주: 1) 노인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말함.

     2) 1차소득은 각종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합을 말함.
     3) 기업연금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연금(퇴직금 포함)과 공무원 등에게 제공되는 직역연금의 합을 말함.
     4) 가족간 이전소득은 배우자, 부모, 자녀, 친인척 등이 제공한 사적 보조금과 양육비 등의 합을 말함.

     5) 공적 이전소득은 공적 연금 등의 사회보험과 아동수당 등의 사회수당 및 공공부조급여의 합
을 말함. 소득원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의는 통계청(2000)의 가구소비실태조사 및 LIS의 
내부자료(http://www.lisproject.org/techdoc/summary.pdf)를 참조할 것. 

     6) 전체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의 크기에 따라 10분위로 구분한 후, 최하계층인 1분
위와 중간계층인 5분위, 최상계층인 10분위를 각각 나타냄.

자료: 통계청,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

또 다른 예를 통해 연복지가 특정계층에 한정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에서 민간보험은 다음 〔그림 2-2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속하게 성장하여 2010년 현재 국민 1인당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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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약액이 3,629만 9천원으로 국민소득의 161.9% 수준에 달하는 정도이

다. 이렇게 민간보험이 급속하게 성장한 이유는 사회보험으로의 성격보다는 

저축의 의미로 받아들여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국가도 이

를 장려했기 때문이다.122)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학연이나 

혈연, 지연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민간보험 가입자의 

95.5%는 학연, 혈연 혹은 지연관계에 있는 모집인을 통해 가입하여, 공동체

적 인연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잘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123)

〔그림 2-24〕 생명보험의 국민 1인당 보육계약액 및 국민소득 대비 보육계약액 비중

(단위 : 천원, %)

주: 인구수=국민총소득/1인당국민총소득.

자료: 보험통계포털서비스 –보유계약액(http://www.insis.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
민총소득(http://ecos.bok.  or.kr).

사실 혈연이나 지연에 기초한 공동체는 국가가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맡기 전까지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복지의 

핵심적 제공주체였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서구에서 국가가 사

122) 1995년 도입된 개인연금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부는 연간 72만원 및 
연금 수령액을 소득 공제해줌

123) 최봉영(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I) : 일반이론의 구성�,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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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의 핵심적 제공주체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근대화, 산업화의 과

정에서 이러한 공동체가 쇠퇴하고,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복지제공 주체

의 공백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구사회에서 이러한 공동체는 근대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약화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동체는 지방분권적 세력

과 결합되어 있었고, 그것과 대립하는 근대 국가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해체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

본주의적 시장질서가 파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국가의 개입을 요구

하는 행위자들의 정치적 동원, 혹은 관료들의 노력은 새로운 복지제공

의 주체, 즉 근대 민족 국가가 조직하는 사회복지의 발전으로 귀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가족과 촌락을 중심

으로 형성된 공동체는 중앙집권적 권력과 대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

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도 그것은 서구사회와 같은 완전한 해체로 귀

결되지는 않고, 공적인 제도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효율성과 유용성 때

문에 오늘날에도 지속될 수 있었다124).

(3) 국가복지의 성장과 연복지의 쇠퇴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세계화는 한국에 외환위기라는 충격을 통해 

전면화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국가복지의 발전은 ‘복지국가의 태동’을 말

할 만큼 인상적이었다(송호근･홍경준, 2006). 국제통화기금(IMF)이 부과

한 이행 조건은 고용의 질적 하락과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하였고, 고용

124) 그렇다면, 이러한 연줄망이 왜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성원들의 삶에 여전히 지배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는가? 원저자인 홍경준은 연줄망을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이기 보다는 

연줄망이 가지는 도구적 유용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
절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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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적 하락은 사회보험의 제도적 건실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제

도의 사각지대를 넓혔다. 또한 소득분배의 악화는 개발연대 시기에 창출되

었던 중산층의 분해와 빈곤계층의 급격한 확대를 초래했다. 그러나 부실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이에 대한 대응수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실직

자와 빈곤계층의 급격한 증가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되었

고, 이는 자연스럽게 복지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사례를 들어보자. 다음 〔그림 2-25〕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가구를 

경상소득 기준으로 상위계층과 중위계층, 그리고 하위계층으로 구분하고,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경상소득에서 가족 간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

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시계열로 살펴본 결과이다. 여

기에서도 가족 간 이전소득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연복지의 크기를 측정하

는 대리변수이며, 공적 이전소득은 국가복지의 크기를 측정하는 대리변수

이다. 먼저 전체 가구를 시계열로 살펴본 그림을 보자(〔그림 2-25〕).

〔그림 2-25〕 계층별 가족 간 이전 및 가족 이전의 변화 추이 : 전체가구

주: 1) 경상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를 하위계층, 중위소득의 150% 이상 가구를 상
위계층으로 구분함

     2) 1인가구는 제외함.

자료: 가계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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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경상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하위계층의 경우 1990년

에 공적이전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였다. 공적 이

전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까지는 

2~3% 안팎을 차지했으나, 1999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그 비중이 커진다. 

2000년에는 공적 이전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가 되

더니, 2003년에는 15%를 넘어선다. 그리고 2011년에는 공적 이전소득

이 가구 경상소득의 30% 수준이 되었다. 가족 간 이전소득은 어떠한가? 

1990년의 경우 하위계층의 경상소득에서 가족 간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를 약간 넘는데, 공적 이전소득의 7.8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

준이었다. 하위계층의 경상소득 중에서 가족 간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

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주목해야 할 것은 2008년 이후에는 하위계층의 경상소득에서 

가족 간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보

다 낮아진다는 점이다. 즉, 1990년부터 2011년 사이에 하위계층의 경상

소득에서 가족 간 이전소득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

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된 결과, 2008년 이후에는 가족 간 이전소득의 

비중보다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가구의 경상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상위계층의 경우는 어떠

한가? 상위계층의 경우 1990년에 공적 이전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1% 미만이었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

하는 비중이 1%를 넘어서게 되며, 2007년 이후에는 2%를 넘어서고 

2010년이 되면 3%에 근접하게 된다. 한편, 1990년에 상위계층의 경상

소득에서 가족 간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공적 이전소득의 4.5배에 달했다. 상위계층에서 가족 간 이전소득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3% 대로 감소하였고, 2011년의 경우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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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로 줄어들었다. 상위계층의 경우도 1990년부터 2011년 사이에 경

상소득에서 가족 간 이전소득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공적 이전소득의 비

중은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 〔그림 2-26〕는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구의 경상소득 중에서 가족 간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

이 차지하는 비중을 시계열로 살펴본 결과이다. 가구의 경상소득이 중위소

득의 50% 미만인 하위계층 노인가구의 경우 1990년에 공적이전소득이 경

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였다. 공적 이전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에는 약 4.5%, 1997년에는 약 7.3%로 증가하는데, 

2000년 이후에는 증가의 폭이 상당히 커진다. 2000년에 가구 경상소득의 

약 14%를 차지하는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2003년에는 24.4%, 2008년

에는 30%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40%를 넘어서게 된다.

〔그림 2-26〕 계층별 가족 간 이전 및 가족 이전의 변화 추이 : 노인가구

주: 1) 경상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를 하위계층, 중위소득의 150% 이상 가구를 상
위계층으로 구분함

     2) 1인가구는 제외함.

자료: 가계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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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가족 간 이전소득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1990년

대에 가구 경상소득의 50%를 넘었던 가족 간 이전소득의 비중은 2000년

에는 45%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그로부터 2년 후인 2002년에는 다시 

38%로 줄었으며, 2009년 이후에는 20%대로 더 줄어들었다. 하위계층 

전체가구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하위계층 노인가구의 경우에도 

2008년 이후에는 경상소득에서 가족 간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

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아진다. 가구의 경상소득이 중위소

득의 150% 이상인 상위계층 노인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적 이전소득

의 비중 변화는 증감의 폭이 큰 편이지만, 추세적으로는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10%에 미치지 못하는 공적 이전소

득의 비중은 2000년 이후에는 10%를 넘어서게 되고, 2010년에는 19% 

정도에 달한다. 반면에 가족 간 이전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1990년대는 평균적으로 10%를 초과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이 되면 3%대로 줄어든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전체가구와 노인가구 모두에서 

경상소득 중 가족 간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

면,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하위계층 전체가구, 상위계층 노인가구, 그리고 하위계층 노인

가구 모두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상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족 간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커졌다는 점은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연복지가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연복지의 쇠퇴가 곧 우리사회에서 연복지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기 해소과정에서 가족 간, 친족 간의 소득이전

이 감소하였을 뿐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공식적 

유대의 유지는 최근 자발적 영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인의 자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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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대신 인간관계 속에서 화목, 책임, 역할을 중시하고 상호 호혜적 의

무관계를 중시한 유교적 연복지의 전통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 공동체적 결속과 복지

(1) 계와 복지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요구들을 조정하는 제도적 기제들은 서구의 그것

과는 많은 차이를 가진다.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혈연이나 학연, 지연, 업연(業緣) 등에 기반한 공동체적 결속이 복지요구

를 조정하는 제도적 기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김상균･홍경준, 

1997). 상호 호혜와 사회적 연대 등의 효과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복지

에 대한 국가책임을 이슈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했으며, 정치영역이

나 국가영역에서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공공복지의 제도화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홍경준, 1997).

혈연이나 지연 등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공동체적 결속이 향

약과 계이다. 조선시대의 구빈사업이 행정･제도적인 내용보다 촌락단위

의 자주적 구빈사업 형태로 관행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향약과 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우선 계(契)는 성원들 간의 경제적인 이익도모 외에 회의, 친목, 노동경

합, 조합, 종교적 의례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주민

들 간에 조직되었다. 계는 본질적으로 마을(村) 집단의 일반적 형태로서 

대소의 모임에서 호칭된 것으로 촌락공동체=제사공동체=생활공동체에 

일관한 공동체의 범칭(凡稱)으로 쓰였다. 이는 계를 자연발생적인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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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거나 호포계나 군포계 등 납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이해되기도 한다(곽효문, 2001: 167).125) 계의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하는데, 1938년 조사에 따르면 명칭이 다른 것만 해도 

480종류나 존재했었다는 보고도 있다. 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보면, 

i)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삶의 과정 속에는 경제적 생활안

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관혼상제의 비용, 

중앙정부로부터의 수탈 등이 그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시의 독

립된 경제 단위였던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과중하였을 것이

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 살거나 같은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자주 접촉하게 

되고 서로 친숙한 관례를 유지하던 일군의 사람들이 계조직을 만들어 이

들 위험을 집단적 대응방식으로 해결해 나간 것이다. 계의 기금갹출(또는 

계 구성원의 출장)과 급여의 관계는 보험의 원리인 보상의 원칙에 기초하

여 시행되었다.

ii) 강제저축의 성격이 있다. 유교적 생활방식이 민간부문의 깊숙이 침

투되었기에 관혼상제의 의례를 중요시하는 풍조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부모의 사망시 치러야 하는 장례와 자식의 혼례는 많은 지출이 일시적으

로 요구되는 일륜대사들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계를 조직

하여 정기적으로 일정량의 금곡을 납부하고 이들 행사 때가 되면 약정된 

금곡(金穀)을 한 몫에 찾도록 하였다. 개입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의 준비

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저축의 성격이 강한 비용갹출 방법인 것이다.

iii) 소득재분배의 성격을 가진다. 계의 조직과 운영에서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현상은 찾기 어려우나 소득의 수평적 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는 계 구성원은 다른 계 구성원들로부터 갹출한 금곡으로 

125) 계의 사회보장적 성격은 곽효문(2001). “조선조 계의 사회복지적 성격”의 내용을 발
췌･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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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경

제적으로 어려운 때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계의 급여로 

해결하고 이것을 오랜 기간 동안에 분할 상환하였으므로 계 구성원 단위

의 소득을 시간적으로 재분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계의 상부상조적인 기능은 조선 중엽 이후 유림에 의해 시행을 

보게 된 도덕적 자치결사였던 향약과 결합한 향약계에서 그 전형적인 모

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삶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

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같은 마을 구성원들 모

두가 소외되지 않고 생존이 보호되는 대동계(大同契)도 대표적인 복지결

사체이다. 자생적이고 비강제적인 성격으로 일반 민중이 참여했던 특징 

때문에 계는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계는 옛날부터 전해 오는 상부상조의 민간 협동 단체로 과거에는 다양한 목적의 계가 존재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모임으로 인식되

고 있음. 계는 계주와 계원으로 이루어지며, 계주는 계를 관리하는 우두머리, 계원들은 나

머지 사람들을 말하고, 날짜를 정해서 각 계원이 일정 금액을 한 계좌에 넣게 하고, 계원들

로부토 모은 곗돈을 순번을 정해 한 사람에게 주는 방식임. ‘계’는 오늘날에도 값비싼 명품

을 마련하기 위한 반지계, 친목도모를 위한 형제계, 귀족계까지 그 종류는 날이 갈수록 다

양해지고 있음. 쉽게 큰돈을 만들 수 있고, 세금을 떼지 않으며, 사회적인 교류를 폭 넓게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성행하고 있고,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음

〈표 2-28〉 오늘날의 계

자료: 다음 국어사전(http://alldic.daum.net) ; http://blog.daum.net/mojjustice.

(2) 향약활동과 복지

조선시대의 향약은 당시의 사회실정에 맞게 재편성하여 백성에게 유교

의 가르침을 생활화시켜 사회기강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향약

의 4대 실천강목(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을 보면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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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기강확립만이 아니라 인보구제(隣保救濟)의 목적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김신열, 2009).

향악강목
사회기능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생산･분배･소비 × × × ×

사회화 ○ ○ ○ ×

사회통제 × ○ × ×

사회참여 ○ × ○ ○

상호부조 × × × ○

〈표 2-29〉 향약의 4대 강목과 지역사회 주요 기능

자료: 김신열(2009:81)

향약의 환난상휼은 질병, 빈곤, 상례와 기타의 환난 등을 당했을 때 서

로 돕는 것이므로 이것은 현실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적 안정과 관련

이 있다. 이 규약에 내재된 복지적 특성을 보면,126) 

i) 경제적 연대성으로 경제적 공동운명체 의식을 뜻하는 것으로 우선 

사회보험재정의 수입면을 보면 모르는 누구를 위해서 세금이나 보험금을 

낸다는 생각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낸다고 생각이 들 때 납부대상자들의 

사회보험재정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므로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했다. 또한 재정의 지출면에서도 가입자의 소비억제 노력이 그의 보

험요율의 저하에 기여한다고 느낄 때 절약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동기

를 부여하였다.

ii) 향약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획일화를 막고 개별화가 가능하다. 향약

의 구성원이 느끼는 욕구에 밀착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126) 향약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곽효문(2003). “조선조 향약의 복지행정기능과 의의”의 내
용을 발췌･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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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허위신청, 과다신청에 의한 사회보험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다. 이웃의 생활정도는 이웃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혜자격판정이나 보호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이웃의 의견이 가장 잘 반

영되는 운영방식이다.

이와 같이 향약은 국가의 사회보장체계가 점차 불안정하게 됨에 따라 

하나의 지역공동체 안에 거주하는 지역민끼리의 도움(community 

care)을 주고받음이 크게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혹자는 새마을운동이 성

공할 수 있었던 것은 향약, 계와 같은 상호부조 및 자치적 마을운영의 전

통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향약

과 계는 연(緣)에 기초한 공동체적 결사체이지만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결사체의 형성과정이 자생적이냐 인위

적이냐이며 그에 따른 성격도 강제성 유무로 달라진다.

구분
속성

계 향약

계 층

이 념

형성과정

활 동

성 격

의 의

농민층이 위주로 됨

전통적 상부상조

자생적

음성적

비강제성

사회적 관행으로

양반층이 위주로 됨

유교적 도덕성에 귀인 된 권선징악, 미풍양속

인위적

적극적･양성적

규약에서 조합자체로(강제성)

지방자치적 성격으로 발달되어 제도로 형성

〈표 2-30〉 향약과 계의 비교

자료: 성규탁(1990).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그러나 전통적인 공동체적 결사체의 모습은 현재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적 결사체는 수적으로 제한된 사람들과 빈번한 

접촉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귀속적으로 동질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망

이기 때문에 통합성이 매우 높으나 집단 간 경계가 명확한 체계이므로 외

부사람으로부터 지원이나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는 드물다(Wel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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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최경구･김선업, 1998). 닫힌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열

린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결사체 규모는 

크지 않은 반면 내부결속도 즉, 밀도가 높다. 이는 결사체에 속해 있는 사

람들은 의식이나 행동 모두에서 동질적일 가능성이 높다. 높은 밀도는 또

한 관계의 중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중복으로 인해 사회적으

로 유용한 자원이나 정보를 얻을 기회가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

를 가진다(홍경준, 2000a: 270). 향약이나 계 등은 특정 지역을 근거로 하

여 형성되었기에 평균 이사율이 20%를 넘는 현재 이웃들끼리의 결사체를 

형성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개별적 생활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아파트라는 

주거형태도 이러한 결사체를 형성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동체적 결속은 전통사회의 그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

되거나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한국 복지체제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가정하여도 무방할 것이

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한국적 복지의 특성을 공동체적 결속 등 전통과 

문화 속에서 찾고 이의 제도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라. 가족공동체와 복지

조선시대의 가족공동체는 생산의 단위임과 동시에 복지의 단위이며, 

제도적 규범의 실천주체였고, 때로는 정치적 행위자이기도 했다. 한편, 

농업경제에 기반한 삶이었기에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은 촌락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었고, 촌락공동체 내에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성이나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 엘리트의 주도에 의해 여러 조직들 예를 들면 계, 두레, 품앗

이, 향약 등이 만들어졌고(김필동, 1992), 이들 조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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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핵가족화 경향 속에서 가족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은 복지의 중요한 공급자로서 기능과 인식이 남아 있다. 앞서 우리나

라 복지의 특성 중 하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 사각지대도 광범

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었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노인이 103만 명에 이

른다는 것이었다. 이때 부양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가족의 노인에 대한 생

계부양의무 즉, 노인에 대한 가족의 복지적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독

특한 제도127)이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시스템도 가족에 의

한 부모 부양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부양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효’사상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 어버이날 :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

로효친의 행사를 해오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변경하였다. 

이 날에는 전국에서 ‘효자･효부상’과 상금, 산업시찰의 특전을 주

기도 한다. 또한,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양로시설과 경로당 등을 

방문 민속놀이 및 국악행사, 노인백일장･주부백일장을 개최하여 

노인을 위로하고 어른 공경에 관한 사상을 앙양한다. 

②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년 제정

③ 효문화진흥원 :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국가적인 효행 장려와 지원 및 세대 간 통합 역할

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으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표 2-31〉 현재 우리 사회의 효 장려 사례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홈페이지(http://encykorea.aks.ac.kr).

127) 외국의 경우 대부분 사적 부양의 의무를 강제하는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이 없음. 스웨덴의 
경우 1978년까지 법률상으로 자녀의 부양의무에 대한 조항이 존재했으나, 실제적으로 

1956년 이래로 부모부양에 대한 비용은 자녀가 아닌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일본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있으나 수급자 선정 요건이 아닌 단
순 순위결정시에만 고려하고 있음.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그리스는 부양에 대한 가족의 권

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확대가족까지 부양의무를 확장하고 있음(국회입법조
사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안보고서 113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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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족에 의한 복지공급은 어느 정도일까? 에스핑 엔더슨의 분

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비율이 높고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 가족의 복지공급 부담이 큰 사회이다. 이에 반해 국

가에 의한 가족복지서비스나 가정봉사서비스 제공 비율은 매우 낮아 가

족주의의 특성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국가

가족의 복지공급부담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자녀와
동거하는노인(%)
(1980년대중반)

여성의 주당 
가사노동시간
(1985-90)

가족복지
서비스지출1)

(GDP%)(2007)

공공보육
아동(%)2)

(1980년대)

가정봉사
서비스받는
노인(%)
(1990)

스웨덴 5 34.2 3.35 29 16

독일 14 35.0 1.83 3 2

미국 15 31.9 0.66 1 4

이탈리아 39 45.4 1.40 5 1

일본 65 33.1 0.79 - 1

한국3) 33.4(2010) 31.03(2010) 0.50 20.3(2011) 0.34)

〈표 2-32〉 가족주의의 강도

주: 1) OECD(2007). Public expenditure on family by type of expenditure, in % GDP.
     2) 한국을 제외한 국가는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비율, 한국은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비율임.

     3) 한국 자료는 가족의 복지공급부담은 통계청(2011). �사회조사�,공공보육아동은 보건복지부
(2011). �보육통계�.

     4) 한국 자료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이용노인비율로 계산.

자료: 남찬섭(2002).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I�, 인간
과 복지, 재구성.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제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가족에 의한 복지는 국가

복지가 확대된 현재에도 여전히 복지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향후 복지가 국가에 의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역할

이 서구와 같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에서 가족주의

는 한국적 복지의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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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적 복지 발전 방향

  가. 한국적 복지 발전을 위한 기본 인식

외환위기 이후 지난 십오 년간 복지는 확대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복지체제의 발전전략이 진지하게 모색된 적은 거의 없다. 관련하여 

몇 개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

는 눈부신 기적을 가져다 준 개발국가형 복지체제128)로의 회귀이다. 절

대빈곤의 나락에서 허우적대다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11위의 무역대

국으로 발전하고 정치민주화의 수준도 이제는 어디 내놔도 크게 손색이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개나 된다는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우리를 가능케 한 기반이 바로 

그러한 전략에 따라 마련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의 업적이 

미래의 영광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과거의 상황과 달리 국가복지가 

확대되고 있고, 복지에 대한 여망을 정치화하려는 노력도 거세지고 있어

서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를 복원하려는 시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영미식 경제사회 발전전략이라는 시나

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전략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 15년

간 우리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그 결과는 중

산층의 붕괴와 근로빈곤층 규모의 증가와 같은 ‘위기의 생활화’였다.

세 번째의 시나리오는 서구의 복지국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서구 복

지국가는 Esping-Anderson의 기준에 따라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

주주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바람직한 모형으로 북구 모형

128)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의 특징은 복지의 탈정치화, 국가복지의 미발전, 핵심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업복지, 연복지와 같은 비공식적 부문의 발전 등이다.



제2장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세미나 203

인 사회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유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

직한가? Yang(2012)은 다음 〔그림 2-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 대

비 사회지출과 GDP 대비 가족 및 고용급여 비중을 기준으로 OECD 국

가들을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범주화할 

수 있는 없을 정도로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다.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이다.129) 그러나 가장 근거리에 있다고 해서 이

들 나라들의 궤적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림 2-27〕 GDP 대비 사회지출과 가족 및 고용급여 비중

주: 1) 수평적선 :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수직적선 : GDP 대비 가족과 고용지출

     2) 가족과 고용소비=적극적 노동시장급여+근로현금급여+사회서비스지출
     3) 근로현금급여=총현금소비-(연금+유족현금급여)
     4) 사회서비스 지출= 총사회지출-보건지출

자료: OECD SOCX 2009130); Castles(2008)131); Yang(2012) 재인용

129) Yang(2012)은 더 구체적으로 보수주의체제에 속하는 이탈리아(자영업 비중이 높고, 
가족 중심적)와 자유주의체제인 미국(민간영역의 발달)과 일본(복지제도의 role 

model)의 혼합형이라고 주장한다.

130) OECD, http://stats.oecd.org/WBOS/index.aspx(2009)

131) Francis Castles(2008). “What Welfare States Do: A Disaggregated Expenditure 
Approach,” Journal of Social Policy, 38(1): 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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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 이후 한국의 국가복지는 상당히 확장되었지만, 이러한 정

책들이 정교한 복지국가 발전전략에 따라 마련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으로 인해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반응적 조치들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전히 소득보장 제도의 빈곤 완화 효과는 미흡하며, 사

각지대는 광범위하게 남겨져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고용

을 창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사회서비스 역시 지난 몇 년간 크

게 확대되었지만,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거나 임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봉책으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장점(자

원)을 살리고, 상황을 가장 잘 맞는 정교한 발전전략에 기초한 국가복지

의 확대는 한국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나. 한국적 복지의 발전 방향

(1) 국민 합의를 통한 국가복지의 확대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보장확대의 필요성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이에 따라 

복지지출의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지출은 관성적으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재정을 확대하

기 위한 국민의 조세부담에 대한 거부감은 크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은 어떠한가? 다

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을 단순 비교하기 보다는 각 나라의 국민

소득수준이나 고령화수준이 유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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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1

인당 GDP 가 2만불일 때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5.6%에 불과

하였지만 자유주의국가인 미국은 13%로 약 2배 더 많다.

국가

1인당 GDP 
1만5천$

1인당 GDP
2만$

노인인구비중 
10.3%

노인인구비중 
11.3%

도달
연도

1인당 
GDP

공공
복지
지출

도달
연도

1인당 
GDP

공공
복지
지출

도달
연도

1인당 
GDP

공공
복지
지출

도달
연도

1인당 
GDP

공공
복지
지출

미국 1983 14,965 14 1988 20,651 13 - - - 1980 12,153 13.1

일본 1988 15,843 11.5 1991 20,024 11.6 1985 12,934 17.9 1988 15,843 11.5

한국 1997 15,205 3.8 2003 20,181 5.6 2008 27,658 2.61) 2011 - -

OECD

평균
1989 15,466 17.8 1996 20,547 20 - - - 13,496 17.9

〈표 2-33〉 유사한 경제규모 및 노령화 수준에서 복지지출 비교

(단위 : %) 

주: 2007년 기준임.
자료: OECD(2011). Social Expenditure; 남찬섭(2011). “한국은 이미 복지국가다?”. 『복지동향』 

2011. 3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공공복지지출 수준이 낮으므로 복지체제의 발전

을 위해서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해야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늘린다면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하는가? 복지지출확

대를 위해서는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

나 이는 앞서 우리나라 복지의 특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저항

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공공사회복지지출 확대의 현실 가능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안종범 외

(2010)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이내로 하여 이를 재정건전성 기준

으로 하고 재정건전성 범주 하에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을 조합

(matrix)하여 적정 복지지출 수준을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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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부담-저복지 중부담-중복지 고부담-고복지

조세부담률 25 30 35

국민부담률 35 40 45

복지지출 14.7 18.5 22.4

〈표 2-34〉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 

(단위 : %)

자료: 안종범･안상훈･전승훈(2010).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에 관한 연구”. 『사회복장연구』. 
제26권 제4호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은 저부담-저복지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복지수요의 충족을 위해 고부담-고복지로 급격하게 옮겨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무조건 조세부담률 수준과 국민부

담률 수준을 높여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무

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방비나 경제개발비의 감축에 한계가 있고 

증세에 대한 거부 정서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복지지출의 확대는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복지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일정수준까지는 

확대하되 기업의 기부, 자발적 영역의 복지 활동 등 비국가영역을 확대･

발전시켜 복지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두 번째 방향)이 필요하다.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복지의 확대는 어느 수준까지 확대하여야 

하는가? 적정한 복지수준(national welfare standard)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정하되, 1차적인 목표 기준은 OECD 평균을 지향한다. OECD 평균

값을 보면 각 지표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유주의 유형의 복

지국가보다는 높다. 즉, 1차적 목표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1차적인 목표에 도달한다면 2단계는 좀 더 발전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그림 2-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저부담-저복지 수준에서 공적

연금소득대체율, 건강보장율, 돌봄지원율을 OECD 평균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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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나, 돌봄지원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무상보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복지확대를 통해 다른 영역에서도 OECD 평균보다 높은 복지 수준

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림 2-28〕 현재 저부담-저복지 수준

자료: OECD(2009). Pension at a Glance ; OECD(2009). Health at a Glance; 김용하 외
(2011).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희연(2012). 『한국적 

복지모델 구축 방향』.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그림 2-29〕은 1차적 목표인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 국가가 부

담해야하는 복지수준이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경우 OECD 평균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OECD가 권고하는 수준을 

2차적인 목표로 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국가부담)의 정도를 보

여주고 있다.

국가복지는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수준까지를 목표로 했을 때 현재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수준의 복지 발전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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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국가복지 확대 후 수준

자료: OECD(2009). Pension at a Glance ; OECD(2009). Health at a Glance; 김용하 외

(2011).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희연(2012). 『한국적 
복지모델 구축 방향』.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2) 시장과 국가, 그리고 새로운 영역의 확대 :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열린 

공동체

한국은 서구 복지국가와 많이 다른 위치에 처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따라가기는 어렵다. 우리가 가진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복지국가의 발

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호부조나 호혜와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의 현대적 의미로의 재생과 이의 확대이다. 윌

렌스키와 르보(Wilensky and Lebeaux, 1965)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

는 복지의 핵심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낯선 타인(stranger)에 대한 관심

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부

상조 역시 중요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복지는 그것만으로는 부

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복지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

보다 국가 역할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새로운 복지체

제는 국가의 위계적 권위에 기초한 재분배라는 생활 조직화 방식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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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호혜라는 생활 조직화 방식을 내장할 수 있어

야 한다. 아무리 21세기의 사회가 개인주의를 요구하더라도 지구촌 전체

가 모두 원자화할 수는 없다. 각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그 이해관

계의 충돌을 조정해 줄 수 있고, 무한경쟁이 불러올 수 있는 우승열패의 

비정한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열린 공동체와 그에 기초한 호혜라

는 생활 조직화 방식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열린 공동체와 그에 기초

한 호혜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사회

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연복지를 복원하는 방법은 가능할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복지는 제한된 사람들 간의 접촉만이 가능하므로 집

단 간 경계가 명확하고, 구성원 간 동질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등의 닫힌 공동체의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열린 공동체와 그에 기반한 호혜의 발전 가능성은 다른 

맥락에서 찾아져야 하는데, 제3섹터(3rd sector)132)는 그런 맥락에서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섹터는 시장과 국가, 그리고 공동

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로부터 이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이 생기게 된다. 시장이 갖는 도구

적 합리성과 사회적 경제 혹은 제3섹터가 중시하는 사회적 연대성의 가

치는 상당히 자주 부딪힌다. 또한 국가가 중시하는 보편적-획일적 가치는 

제3섹터의 선별적-특수적 가치와 대립되기도 한다. 공동체외의 관계에서

132) 제3섹터는 비정부 조직(NGO), 비영리 조직(NPO) 등으로도 표현된다. 그러나 비정부 
조직은 개념상 시장의 다양한 영리 조직을 배제할 수 없으며,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창출, 분배하는 조직, 즉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3섹터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제3섹터는 ‘사회 구성원 또는 공공
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으로 이윤배분의 사회성과 운영의 민주성이 보
장되며, 생산의 최종 목적이 잉여 창출이 아닌 생산 또는 교환, 분배, 소비와 같은 살

림살이로써의 경제활동을 본원으로 하는 호혜성과 나눔의 재분배 원리로 움직이는 경
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제3섹터는 사회적경제와 동의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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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이다. 호혜적 방식의 사회복지를 조직화하거나, 연대성을 함

양한다는 측면에서 제3섹터와 공동체는 대단히 유사한 특성과 가치를 공

유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닫힌 공동체는 오히려 제3섹터의 발전을 저해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린 공동체로의 재생

이 필요하다.

〔그림 2-30〕 제3섹터와 복지삼각형

자료: 홍경준(2012).“닫힌 공동체로부터 열린 공동체로: 한국 복지체제 전환의 과제”. 경기개발연구
원 내부발표자료 

열린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계약의 산물로 

탄생하며, 거기에서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낯선 타

인에 대한 관심이다. 열린 공동체에 기초한 복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동

정(sympathy)이 아닌 공감(empathy)을 가져온다. 공감은 동정과 달리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다. 동정이 수동적인 시

혜나 적선이라면, 공감은 적극적인 참여이자 공생이다. 이런 점에서 열린

공동체, 즉 제3섹터의 확대를 통해 한국적 복지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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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적인 복지요소의 복지자원화

앞서 우리나라 복지의 특성을 논의하면서 전통적인 복지의 요소로 유

교 속의 효 문화와 공동체적 결속, 그리고 가족 등을 제시하였다. 전통적

인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고,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복지자

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다음 〔그림 2-3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통계청의 사회조사자료에 따르면, 유교적인 효 사상에 근거한 부

모부양이라는 전통적 의식이 전체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1〕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전체)

자료: 경기도 보도자료(2012.5.23)“부모 부양은 가족, 정부 사회 모두의 책임”, 통계청(2008, 
2010)). �사회조사�.

다만, 〔그림 2-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의 경우 

약화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 전체적인 응답결과와 차이점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보면 전통적인 모습은 많이 축소되기는 하였지

만,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맞게 바꾸어서 그 의미

와 원리를 좇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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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65세 이상)

자료: 경기도 보도자료(2012.5.23.) “부모 부양은 가족, 정부 사회 모두의 책임”, 통계청(2008, 
2010)). �사회조사�.

  (가) 가족주의문화를 복지시스템의 요소로 전환 : 신대가족주의

최근 핵가족화 속에서도 육아문제를 해결을 위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

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즉, 육아, 노인돌봄 등의 복지수

요를 가족주의 문화를 현대에 맞게 진화시킨 신(新)대가족주의로 해소하

고 있다. 신대가족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육아, 가사 등 일부 가족의 기능

을 함께하는 가족을 말하며, 과거 대가족이 성별분업에 입각한 부모 세대 

위주의 수직적 대가족이었다면 현재는 성평등한 부부 중심의 수평적 가

족을 의미한다.

신대가족은 육아와 가사 등 적절한 활동을 통해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

고, 고령층의 고독, 자녀의 정서적 안정 등 스트레스 완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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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회사원 A씨는 최근 시집살이를 자청했다. 올해 유치원

에 들어가는 아이를 아침저녁으로 돌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 사례 2 : B씨는 다섯 살 딸을 둔 직장인이다. B씨는 4자매

의 막내로, 친정부모와 언니 두 명도 분당 정자동에 산다. 

큰언니의 아들 둘은 일곱 살과 네 살, 둘째언니의 딸은 여

섯 살이다. 미국 유학 중인 셋째언니를 제외한 친정 식구들

이 한동네에서 신대가족 네트워크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 사례 3 : 남편과 맞벌이하는 C씨는 남편, 세 살 아들, 시어

머니와 시외할아버지까지 5명이 한집에 산다. 결혼과 함께 분가했던 C씨는 아이를 가지면

서부터 시어머니, 시외할아버지와 합치기로 했다. 이후 거동이 불편한 시 외할아버지 부양

과 육아 문제가 해결됐다

〈표 2-35〉 신대가족의 사례

자료: “新대가족 장･단점…'아이 정서 안정' OK '무조건 의존' NO”, 세계일보(2006.12.31.).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주의는 육아나 부모 부양을 위한 신

대가족주의라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탄생시켰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

택공급의 변화가 주택시장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술한 통계청(2010)의 사

회조사에 따르면, 가족의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은 약화되었으나 2010년 현

재 자녀와 부모 모두 30% 정도는 1차적인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인식하

고 있으며, 부모부양 시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39.2%), 사생활(19.3%), 

주택구조(16.9%), 부모와 자식 간 갈등(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

생활과 주택구조 등을 고려하여 가족이지만 각 세대 간 부부의 사생활 보장

이 가능한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의 변화를 

시장이 뒷받침하면서 신대가족주의 생활방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통에 대한 시장에서의 즉각적인 반응과 같이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

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호주에서 시행 중인 조부모의 육아･가사에 대

한 기여를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장모 수당’을 도입하여 자녀양육을 가족

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우기 보다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부양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보다 더 확대하는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부모부양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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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한지붕 두가족 ‘세대 분리형 아파트’

주: 세대 분리형 아파트(two in one)는 부모 자식 세대가 한 집에 거주하면서도 별도의 아파트처럼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출구 분리 등의 설계를 통해 세대 간 동거로 인해 갈등
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

자료: GS건설. “GS건설이 개발한 2세대 분리형 신평면도”.

  (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현대화하여 복지공동체로 재탄생

우리나라는 향약이나 계와 같은 전통적으로 공동체적인 결속체를 통해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이동이 잦고, 이웃 간 결속력이 

약화된 오늘날에는 이러한 공동체적 결속체와는 다른 형태, 다른 유인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결속체는 친목도모 활동부터 나눔과 기부활동, 공동

보육, 사회적 경제의 형성 등 지역공동체에서 생산되는 복지형태는 다양

하다. 과거 촌락(村落)과 같은 오늘날의 아파트는 지리적 근접성과 동질적 

집단, 인터넷 등을 통한 소통 등으로 더 긴밀한 나눔 공동체로 재탄생되

고 있는 것이다.

다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에서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효과적인 민간주도 사회복지 전달시스템으로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정부 주도로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사회

적 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기존의 일자리 정책이나 지역복지정책과 연계한다면, 생산적인 복지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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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이 때 중앙정부는 이러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육아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노인돌봄을 위해 요양시설을 설치하기 보

다는 다양한 공동체에서 육아나 노인돌봄 등 상호부조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공식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정

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아파트거주 주부들의 나눔공동체 파크리오맘1)

송파구 잠실시영 재건축 아파트 파크리오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친목

카페 ‘파크리오맘(cafe. naver.com/parkriomom)’은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따스한‘엄마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활동하는 

특별한 주부 커뮤니티다.

▶성미산 마을의 보육공동체2)

성미산 마을은 한국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1994)을 시작으

로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성미산학교 등 보육과 교육이 주축을 이루

고 있다. 성미산 지역공동체의 교육, 경제, 복지, 환경, 문화, 자치, 

협력 등에서 3,500여명의 주민들이 작은 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홍성군 상호부조공동체 홍동마을3)

홍등마을은 관광자원도 없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임에도 한국 최초의 

유기농 마을이며 친환경, 생태유기농업을 위한 교육과 연구는 물론 

신협과 생협 등의 협동조합, 지역생산물을 가공, 유통하는 사회적 경

제체제를 형성하는 한편, 장애인과 어르신의 돌봄, 건강한 노후공동

체, 어린이집 등 복지영역에의 공동체 활동도 진행 중이다

〈표 2-36〉 지역공동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복지형태

자료: 1) “우리 동호회 好好 주부 친목카페 ‘파크리오맘’”, 중앙일보(2011.11.22.).
        2) 또바기어린이집(http://cafe.naver.com/ddobagis).
        3) 홍동마을 홈페이지(http://hongseongcb.net).

이 같은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공동체 내에서 더 다양한 

복지자원이 교환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공동체, 느슨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내부성원과 

외부성원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전통적인 공동체는 현대사회에 맞게 개방

성과 다양성에 바탕을 둔 열린 공동체로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16 2013년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2011) 및 시행(2012)된바, 이러한 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자리나 주거, 보건과 의료, 보육과 교육 등의 영

역에 대한 공동체(제3섹터)를 조직하여 국가복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자

원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 〔그림 2-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

가복지를 통해 OECD평균에 도달하고, 〔그림 2-35〕과 같이 공동체자원

을 통해 OECD 평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34〕 OECD 평균까지 국가복지 확대

자료: OECD(2009). Pension at a Glance ; OECD(2009). Health at a Glance; 김용하 외
(2011).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희연(2012). 『한국적 

복지모델 구축 방향』.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그림 2-35〕 공동체자원을 활용한 복지수준

자료: OECD(2009). Pension at a Glance ; OECD(2009). Health at a Glance; 김용하 외
(2011).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희연(2012). 『한국적 

복지모델 구축 방향』.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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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 확대를 통해 국가의 부담을 중간정도로 설정하고도 현재적 

의미의 공동체 등의 복지자원을 활용하면 “중부담-고복지” 의 복지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방정부와의 적정 역할 분담

우리나라 복지의 특성 중 하나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복지라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수립하지만, 이러한 복지정책이 현실과 만나는 지

점이 바로 지역임에도 복지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미미했다. 이는 

서구 복지국가에서 지방정부가 복지에서의 역할이 큰 것과 대조적이다.

2011년 현재 사회복지분야 사무는 국가와 지방이 65% : 35%의 비율

로 지방의 역할은 작지만, 복지가 갖는 특성 중 하나가 지역밀착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현재보다는 커져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의 0~5세 무상보육 정책을 통해 보육에 대한 획일적인 비용지원보다

는 공동보육을 실시하는 공동체에게는 다른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역상

황에 맞게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2-36〕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중

자료: 김필두 외(2011). �2011년 법령상 사무총조사타당성 검토 및 서비스제공방안�, 한국지방행
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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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는 우리나라의 전통을 복지자원화하고자 한다면 지역공동체

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하고 지역사회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육성하

고, 활용할 것인가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지방정부이고, 이런 

점에서 복지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역할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전국

적 통일성이 필요한 영역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역밀착적이고 생활

중심적인 사업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금이나 의료

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개별적 욕구 충족을 위한 

대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에 해당되는 사회서비스는 지

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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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복지한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과제133)

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미래 한국의 복지전략

  가. 복지이슈의 질적 변화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이후 촉발된 우리사회의 복지논쟁은, 이제 

2012년의 두 차례 선거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의 전반적인 국가발전전략도 기존의 성장 

중심에서 복지 중심 혹은 복지와 성장의 균형을 향해서 대폭 수정될 것이

라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이슈”는 양적 팽창 이외에, 그 질적인 측

면에서도 변화했다. 이는 두 가지 현상에서 알 수 있는데, 첫째, 기존의 

전통적인 ‘oo을 위한 지원금 증가’ 나 ‘oo을 위한 혜택’과 같은 특정한 계

층의 복지를 벗어나서, “국민의 복지”, “차세대 복지” 등 전국민의 복지와 

미래세대의 복지까지 확장되었다. 둘째, 기존의 복지논의가 주로 연금제

도의 개선 및 신규 수립과 같은 제도개선의 틀 안에서 진행되었다면, 이

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령사회 대비, 보육 및 교육의 질 향상, 건강

권 강화, 주거환경개선 등의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이슈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최근 복지담론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금

이나 혜택증대 등과 같은 지엽적 복지제도 개선에서 벗어나, 국민모두의 

안정된 삶의 기반 구축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 복지의 향상은 단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금 증액뿐만 아니라, 국

133) 발표자료는 2012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공공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과 과제」(서지영 외, 2012) 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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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모두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에 대한 정부의 공적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민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적용되었

던 정책방향과 전략에 대한 성찰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지난 

수 십년 간 ‘더 많은 생산’, ‘더 빠른 성장’ 을 지향해 온 국정의 방향과 철

학에 대한 성찰적 제고와 더불어, 성장의 결과가 국민복지 향상으로 이어

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 문화, 과학기

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해졌다.

  나. 미래한국의 복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중심에는 복지와 경제성장의 연계라는 문제가 지

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연계라는 화두는 김대중 정부

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적 복지(workfare)라는 개념으로 등장했다. 이 개

념 하에서 복지의 수혜대상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국

한된다. 복지확대는 국가재정부담 규모라는 좁은 틀에서 저울질 되는 이

러한 정책기조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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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7〉 시기별 주요 국가정책과 복지전략

정부
사회경제적 배경 국가

주요 정책
복지전략

세계 국내

1980~

1997년

◦미국의 

실업 

증가 및 

경제 

위기

-권위주의 정권

- 국가주도 산업화

- 1987년 체제의 

성립

- 중 화 학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고도화

- 전반적인 복지전략의 부재

- ‘구호’ 또는 ‘시혜’적 차원의 빈

곤계층 지원  

김대중

정부

◦제3의 길 

- 미국: 

Hamilton

Project

- 유럽: 

Lisbon 

Strategy

- 외환위기

-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 민주주의 공고화

- 경제개방정책

- 6T육성정책

◦생산적 복지

- ‘제3의 길’에의 영향

- 경제개방과 노동유연성 확대

- 4대 보험제도 및 공공부조 도입 

등 사회보호체계 강화

노무현

정부

- 신자유주

의 확산

-저출산

- 고령화

-집값 상승

- 비전2030

- 새로마지플랜

- 동반성장론

-균형발전

◦참여복지(초기)

-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

◦사회투자국가(중기 이후)

-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투자

- 경제성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추구

이명박

정부

- 세계 금융

위기

- 양극화 심화

- 고령화 심화

- 기후변화

-녹색성장

-휴먼뉴딜

◦능동적 복지 (집권 당시)

-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적극적 복지 전

략을 제시하였으나, 투자 부족 

및 추진전략이 부재

- 복지예산 증가 미미

그러나 최근 복지논의에서는 전통적으로 제기되었던 생계보장 및 사회

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생애 전 주기별 균형적 제공과 미래 위험에 대한 

예방적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134)

한국 복지국가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134) 각 정당 복지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복지지출 확대뿐만 아니라, 보건/교육/보육/주거 

등과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복지과제 및 어린이/청장년/고령자 등 인간의 
생애전주기에 걸친 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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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추

구해야 할 복지국가의 모습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갖추는 것이다.

우선, 생애주기적으로 누구나 경험하며, 누구나 갖는 기본적이고도 보

편적 욕구(universal needs)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오늘날 출산, 육아, 교육, 보건, 노동의 문

제는 한 개인의 성실성에 기대어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

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서비스가 더욱 필요해 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

적 욕구에 대한 정책적 응답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수한 욕구(또는 

범주적 생활보장)를 등한시 하는 형태로 제시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결과적 재분배를 넘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적 복지로 전환되

어야 한다. 결과적 재분배, 다시 말해 소득의 재분배가 아니라, 기회평등

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다. 앞서 언급한 생애주기적인 복지서비스 또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퉁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시행되

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회평등,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 사회

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극복하고, 사회적 기회평등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

이다(참조: 양재진, 2008).

셋째, 복합적 복지위협 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글로벌

화, 기후변화, 인구구조변화 등 사회변화의 메가트렌드가 점차 국민의 일

상생활의 변화로 구체화되어 가는 가운데, 국민의 복지를 위협하는 요인

들은 점차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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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국민의 복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사회 변화

인구구조

기술변화

글로벌경제

환경/에너지

여성/고령 인력
경제활동참여 욕구
증대

부양비용 증가
부양 세대와 피부양
세대 간 갈등 증대

유연근로제도 수요
증대

보육과 노동의 병행에
대한 수요 증대

근로 공간의 변화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개발

기술 융합의 확산

지능적 환경 기술

소셜 네트워킹

신종전염병 및
식품안전 수요
증대

기후변화 적응
재난방지 수요
증대

온실가스
증가 대응

국제공조 지원협
력 필요성 증대

화석연료
고갈 대응

중소기업 경쟁력 불안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요구 증대

기초/원천연구를 통한
기술혁신 요구증대

지식중심 산업구조 변
화로 인한 전통산업경
쟁력 저하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
술사업화 촉진

� 고용 불안전성 증대

� 소득/교육/지역간 건강불평등 심화
� 소득/교육/지역간 안전격차 심화

� 소득/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2);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한국생산성본부(2011)를 참고하여 재구성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응은 복지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복

지를 위협하는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까

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권 보장이라는 복지

적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제도의 합리적 설계도 필요하지

만, 의료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강화, 국민이 스스로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새로운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조

기 발견 및 대응방안에 대한 지식축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들이 함

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말이다.

복지한국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적용

되었던 정책방향과 전략에 대한 성찰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지

난 수십 년간 ‘더 많은 생산’, ‘더 빠른 성장’ 을 지향해 온 국정의 방향과 

철학에 대한 성찰적 제고와 더불어, 성장의 결과가 국민복지 향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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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 문화, 과학기

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해 졌다.

국민의 복지향상은 국지적 복지제도의 개선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립에 있어 

추구해야 할 목표로 인식되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이 복지

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미래 복지한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방향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생활환경개선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

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

출, 고령사회 대비, 보육 및 교육의 질 향상, 건강권 강화, 주거환경개선 

등의 과제가 향후 복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더 많은 생산’, ‘더 빠른 성장’을 지향해 온 국정의 방향과 철학에 

대한 성찰적 제고와 더불어, 성장의 결과가 국민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효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는 타 영역의 복지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복지수요와 복지비용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이다. 과학기

술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해답이 될 것이다. 요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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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인력의 노동을 경감시키고,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는 피

봇(Pibot)과 같은 로봇은 그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로봇이 수발현장에 투

입되면서, 수발에 소요되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정부의 

지원이 단지 연구개발의 투자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앞서 복지국

가체제와 연구개발과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에서 드러났듯이 연구개발 그 

자체에 대한 투자가 그 나라의 복지수준 향상에 자동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는 달리 말해, 복지를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의 성과가 실질적 복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출되어야 하며, 성

과의 확산 경로 또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과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더불어 복지

서비스의 보다 효율적인 수행 및 전달에도 연구도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복잡한 복지위협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해야 

한다.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무엇보

다 필요하다. 고령화, 기후변화, 글로벌화 등 전지구적 변화는 한 국가, 

한 지역의 사회문제 발전양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경제위기

가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정, 고령자의 빈곤, 청년 실업, 건강불평등 등과 

같은 복지의 위협요인들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Global-Local 

위험요인의 상호작용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모든 분야에서의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과학기

술분야에서는 자연, 공학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근거를 도출하고, 이에 기

반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실패의 위험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해야 한

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세대 복지뿐만 아니라, 후세대의 복지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성장중심의 국가발전과정에서 빚어진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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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고도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은 경제성장정책의 수단으

로 인식되어져 왔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이 과학기술의 최대 목표가 되었으며, 첨단산업육성에 주력해 왔다. 그러

나 이 과정에서 환경의 파괴,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은 도외시 되

어 왔다. 최근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복지를 통해 즉각적인 경제적 성장효과를 얻

는데 집중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복지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살펴 본 복지국가전략과 서구 복지 선진국의 복지전략, 그리고 과

학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맡아야 할 역할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복지

와 과학기술이 이루어내야 할 과제는 사회통합과 사회재생산 기반의 구

축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궁극적 지향점은 지속가능한 사회이다.

〔그림 2-38〕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지향점

복지와성장

선순환

현재와미래

위험 대응
사회통합

수요

지향

순환

피드백

환경

(E)

건강

(H)

안전

(S)

배제

지양

기회

확대

• 실질적 복지효과 창출을 위

한 수요지향적 혁신체계 확립

• 복지효과 검증기반구축

• 복지효과 관점에서의 사업기

획과 평가

• 산업,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건강과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 글로벌 변화에 대응

• 환경규제의 심화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

• 장기에 걸쳐 발현되는 건강과 환경의 위해

요인에 대한 대응

• 후세대 복지의 선제적 보장

•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지양하고, 독립적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 모든 계층, 모든 연령의 국민의

교육/건강/노동의 기회확대

지속가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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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미래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 ｢비전 2030｣ 이후, 과학

기술분야에서도 ‘삶의 질’, ‘공공복지안전’, ‘따뜻한 과학’ 등 성장일변도

의 과학기술 개발을 반성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였다. 이후 “사회문

제해결” 또는 “삶의 질 향상” 등을 표방한 정책과 사업들은 점차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기

존의 성장중심 과학기술정책에서 벗어나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에도 

정책적 역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의 복

지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국민복지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살

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2-38〉 미래 한국사회 해결과제 및 복지전략

미래 한국 해결과제 국정추진 방향 복지전략

○ 경제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결

 - 고령사회 대비

 - 노동시장 유연 안전성 확보

 - 자녀 양육 취업 여성 지원

○ 지속가능사회

○ 미래위험 선제대응

○ 복지-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

○ 국민 안전과 건강, 안정적 

고용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

대 및 서비스 質 향상

복지향상을 위해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분야는 철저히 복지의 관점에

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복지서비스를 통해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아니라, 국민의 생애 전주기에 

걸친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는 관점을 견지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연구개발

해야 할 영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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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주기

주요
활동

과학기술적 이슈

생애주기별 국민전체

어린이 보육

․ 모자보건

․ 건강한 급식

․ 안전한 보육시설

․ 보육인력의 노동부담 저감
<건강>

․ 건강위해 식품요소 관리

․ 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서비

스 강화

․ 건강한 생태계 조성

․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안전>

․ 대유행 전염병 대응

․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 

대응

․ 교통안전

<교육>

․ 교육 접근성 강화

청소년 교육

․ 건강한 급식

․ 교육시설의 건강위해요인 저감 및 관리 

(신체적, 정신적)

․ 안전사고 저감 및 관리

․ 교육의 기회확대

청년

교육/

직장/

구직

․ 대학 및 연구실의 건강위해요인 저감 및 관리

․ 안전사고 저감 및 관리

․ 교육의 기회 확대

장년
직장/

구직

․ 작업장(회사, 공장 등)의 건강 위해요인 저감

․ 안전사고 저감 및 관리

․ 재교육의 기회 확대

노년

직장/

구직/

은퇴

․ 고령자에게 적합한 작업장환경 조성

․ 재교육의 기회확대

〈표 2-39〉 전국민 생애주기 복지향상을 위한 주요 과학기술적 이슈

3.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황

지난 2006년 미래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한 ｢비전 2030｣ 이후, 과학

기술분야에서도 ‘삶의 질’, ‘공공복지안전’, ‘따뜻한 과학’ 등 성장일변도

의 과학기술 개발을 반성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와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들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복

지향상에 대한 기대가 증대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복지’분야 연구개발 투

자 증가 또한 예상된다. 기존의 성장중심 과학기술정책에서 벗어나 복지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에도 정책적 역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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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까지 복지관련 연구개발 사업들은 정책의 방향과 목표, 전략

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시의적 요구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치중한 경향

이 있다고 보인다. 기존 한국 국가전략의 지향점이 주로 ‘권리’와 ‘보상’이

라는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 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온 까닭에,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가발전전략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는 과학기술

정책 분야도 이러한 경향을 답습해왔다. 지금까지 우리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성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는 경제적 성장을 중심

으로 한 ‘보상’의 원칙에 경도되어 왔던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최근 들어 

삶의 질에 관한 개념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책의 지향점은 기

존의 성장 중심 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 for Society)’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그

러한 사업추진에 있어 뚜렷한 전략과 목표가 불분명해 보인다.

다음에서는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에서 ‘복지’는 어떤 방식으

로 이해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 상위 국가정책차원에서의 분석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기술분야별로 살펴볼 때, 환경분야의 경우, 환경

공공분야, 고부가가치 환경기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

성이 강조되었다. 생명･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주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약개발 및 첨단 의료기술 개발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며, 농

림수산･식품 분야는 구제역과 같은 동물전염병에 대한 긴급 현안에 대응

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자원 분야는 고비

용 에너지 시대를 맞아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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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향성은 2011년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에

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국가연구개발 모니터링 분석자료에 의하면, 사

회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분야는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국가인프라 구축, 안보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 

인력양성,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으로 나눌 수 있다(홍사균 외, 2011). 경

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 중에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건강한 삶’ 분야의 

연구에 총 8,724억 원(4,839개 과제)이 투자되었다.

연구개발 사업 투자현황을 세부 분류 수준에서 보면, ‘산업의 지속적 

발전’ 관련 연구가 3조 8,784억 원(13,392개 과제) 로 가장 많다. 앞서 

국민복지와 가장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는 분야인 ‘삶의 질 향상’ 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8,724억 

원/ 4,839개 과제)가 이루어졌다. 그 외, ‘이동의 편리성: 교통 및 물

류’(3,218억 원)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거, 고

령화 대비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는 각 416억 원(주거)과 156억원

(고령화)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부처차원의 R&D 정책･계획으로 국가과학기술지도 NTRM(2002),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7.12),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대책

(2007.8), 국가기술 어젠다(2011)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2년 수립된 국가과학기술지도에서 수립된 비전은 궁극적으로는 복

지지향하는 바와 일맥상통할 수 있겠지만, 명시적으로 이러한 지향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 후 2006년 최초의 정부 종합대책으로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2006.8)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복지국가 

실현을 과학기술로 뒷받침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이다. 이에 성장과 삶의 

질을 함께 중시하는 방향의 연구 개발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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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사업명 내용 연구비

교육

과학

기술부

공공복지 

안전연구사업

- 고령화 및 신체적 장애를 극

복하고, 자연 및 인위재해로

부터 공공 안전을 보장하여 

삶의 질 선진화 목적 

- 2010년에서 2014년, 총 

5년

- 총사업비 800억원 투입예정

- 2011년 총 11개 과제, 

108억원 투입

지식

경제부

국민편익증진

(QoLT)기술개발 사업

- QoLT기술(Quality of Life 

Technology)은 사회적 약

자를 비롯한 국민의 사회문

제해결 생활 여건 개선 등에 

활용되는 기술,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 목적

- 2010년에서 2013년, 

총4년

- 2010년 총 10개 과제, 

90억원 투입

〈표 2-40〉 공공복지와 관련된 부처별 주요 사업

대두되었다.

2007년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10대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점 추진요소를 정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차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중점 과학기

술 개발 분야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과학기술에서 복지와 

연결점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011

년 수립된 국가과학기술 어젠다와 제 3차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도 

확인된다. 삶의 질 향상의 문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지는데, 국

민만족 6대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사회적 수요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과

학기술개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의 심화, 고령화 사회 등 사회변화로 야기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하여 최상위 

정책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나. 부처별 사업 차원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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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사업명 내용 연구비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원천 기술개발사업

- 고령화 시대 대비 바이오 의

료기기분야의 산업 핵심·원

천기술 개발

- 2008년 시작 계속 사업

- 총사업비: 과제당 

20~30억원, 5~7년 지원

농림수산

식품부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 

사업

-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의 진

단·예방·방역 및 확산방지 

기술개발

- 2008년에서 2015년, 

총8년

- 총사업비 1791억원

환경부

환경조사연구

- 환경보건, 생활환경, 교통환

경 등 국민들 생활환경 여건 

다각도 조사, 주요 정책이나 

방안 수립 기초 마련

- 2010년 227억원, 

2011년 226억원 투입

생활공감

환경보건 사업

- 아토피 등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로 생기는 인체 및 생태

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미

래 환경보건 기반 기술 확보

- 2012~2021년까지, 총10년

- 총 사업비 1,792억 원 

소요예정, 2012년 

30억원

소방

방재청

자연재해저감

기술개발

- 자연재해 분야 피해저감 기

술 및 시스템 개발

- 2003년 사업 시작, 

2011년까지 296억원 

투입

안전관리

기술개발

- 인적재난 분야 피해저감 기

술 및 시스템 개발

- 2003년 사업 시작, 

2011년까지 182억원 

투입

보건

복지부

감염병위기대응

기술개발

-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신변동 감영병의 확산 등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 

- 2010,2011년 150억원 

투입, 2012년 140억원 

투입

인수공통전염병

인체감염대응

기술개발

- 조류인플류엔자등 인수공통

전염병에 국가적 대응

- 2010년  총 29개 과제, 

36억 원, 2011년 37억 

원 투입

노인·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개발

-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적급여품목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가의 

재활보조기구를 대체하기 

위한 핵심부품 및 제품개발

- 2010, 2011년 24억원 

투입

질병극복 

중개연구

- 인구 고령화 및 환경, 

생활습관의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주요질병의 

사회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연구 지원

- 2012년 475억원 투입

정신질환

 중개연구

- 2012년 신규 사업, 

20억원 투입

희귀질환

 중개연구

- 2012년 신규 사업, 

40억원 투입

저출산대응 기술개발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막대한 의료비 증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복지대응

- 2012년 신규 사업, 

15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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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사업명 내용 연구비

농진청

농업생명자원연구

- GMO 안전성 관련 

국가정책지원 기반 확보, 

GMO 작물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및 체계 구축

- 2002년 사업 시작, 

2011년까지 988억원 

투입

농업환경연구

- 생태양식 변화 규명 및 

모니터링, 산사태 방지를 

위한 토양 특성기반연구, 

기상 재해 빈발 취약성 지도 

작성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농경지 유실/매몰 

제어 및 예방기술개발

- 2007년 사업 시작, 

2011년까지 432억원 

투입

재난형 가축질병 

사전예방 및 보존체계 

구축

- 질병 예방 기술 및 가축 

저항력 강화 기술개발
- 신규사업 기획 중

식약청 안전성 관리기반연구

- 인체 유해가능 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연구 및 첨단 

분석기술을 활용한 안전성 

예측·평가 기술

- 1999년 사업시작, 

2011년까지 1,340억원

기상청

기후변화감시 예측 및 

국가정책

지원 강화

- 국가 기후변화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과학기초 정보 

생산 및 지원

- 2009년에서 2010년까지 

108억원 투입

지진감시기술개발사업
- 국내 지진기술개발 인프라 

강화

- 2009년부터 시작, 연간 

34억원

수치예보 기반의 

장단기 홍수·가뭄 

예측 기법 개발

- 재해성 기상(집중호우, 폭설) 

등에 대한 단·중기 예보능력 

향상 제고

- 2005년 시작, 

2010년까지 95억원 투입

 자료: 각 부처 연구개발 예산 및 표준연, 2012, "공공복지안전 중장기발전전략 기획연구"를 참조

(1) 건강분야 분석 (분야별 분석)

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력해야 할 분야는 아래 

네 가지이다.

- 국민건강관리 기반구축

- 의료접근성 확대

- 난치․희귀질환의 극복․대유행 위험질병의 예방

- 장애인 및 고령자의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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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는 건강검진, 건강생활 실천, 영양개선 등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의료보장서비스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포괄하고 있으며, 관련

된 조사도 시행 중이다(예. 국민영양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

된 건강불평등 관련 연구들을 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국민건강관리의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울시 건강불평등 심포지엄 

자료, 2012). 이와 같은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정부는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을 수립한 바 있다. 이는 가

장 최근에 수립된 정부의 건강관리 계획으로서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의 포괄적인 개념인 

신체, 정신, 사회적, 영적 건강개념을 추구하며, 건강증진의 정의에서 중

시하는 각 구성원의 적극적인 자기건강관리 참여와 기본권으로서 평등하

게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

는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의 제고, 포괄적 건강의 정의와, 건강

증진의 기본이념인 스스로 건강 관리이념 및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개념을 

적용하여, 국민 모두가 활기찬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사회의 구축을 지향

한다”고 밝히고 있다(복지부, 2010).

HP의 비전은 WHO의 건강증진에 대한 시각을 적극 반영하여, “온 국

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입각하여 우리

의 ｢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의 목표에 “건강형평성”이 추가되었다. HP 

2020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사업 분야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직접 겨

냥하는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과제와 이들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수

단과 사업체계에 관한 과제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건강관리사업 과제는 

다시 건강 결정요인에 근거하여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 예방 중심의 상병 

관리, 안전 환경 보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등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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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을 살펴보면, 명목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이라 할지

라도 그 세부 내용측면에서는 민간 의료서비스 시장과 관련된 질병의 치

료나 기술개발 등 경제성장위주의 불균형적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가) 건강관리 및 증진135)

건강증진(보건)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실질적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검

증이나 건강위해요인 등에 대한 근거창출 연구는 전체 연구의 약 7% 이

며, 정책사업 개발 및 개선, 제도개선 또는 홍보 등에 관련된 연구가 전체 

연구과제의 약 60% 이상을 차지한다.

건강증진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2004년부터 2011년 수행된 과제 

수는 총 425개이며, 8년간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약 18,498.7백만원에 

불과하다.

 

  (나) 질병 진단 및 치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 사업예산은 2011년 약 5,399백만원이다. 보

건복지부 R&D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치료법 개발과 병인규명 등 질병의 진단/치료 및 제약, 

의료산업육성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2012년 1,712억 원).

135) 건강증진재단에서 2004-2011년 사이 지원한 연구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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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

사업명 2012년 예산(단위: 억원)

질병극복 중개연구 475

정신질환 중개연구 20

감염병 위기대응기술개발 140

저출산대응 기술개발 15

희귀질환 중개연구 40

  □ 교육과학기술부

건강관련 연구는 대부분 바이오, 의료기술 분야 신생기술 발굴 및 창조

적 핵심원천기술 개발 (맞춤의료를 위한 진단/치료, 뇌과학 원천기술, 신

약후보물질 개발연구 등)과 관련이 있고, 인프라 확충의 경우, 제약산업

의 탈추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집중되어 있다(유전체 분석을 

위한 고급 데이터 생산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표 2-42〉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 (단위 : 백만원)

2010년 2011년

원천기술

개발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119,295 127,723

 - 차세대바이오분야

 - 신약개발분야

 - 첨단의료기반기술분야

 - 바이오인프라분야

 - 바이오신약장기사업

 - 신약개발지원센터사업

30,110

18,385

20,245

8,150

12,000

30,405

33,110

26,385

21,245

8,340

12,000

26,643

대형

국책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105,200 71,600

 - 바이오의료 분야 38,750 미정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15,000 50,000

 - 바이오의료 분야 5,500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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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애인 재활 및 일상생활 지원기기 개발

□ 보건 복지부 노인 장애인 보조기구 개발사업

노인 장애인 보조기구 개발 사업은 보건 의료 기술 개발 사업에 포함되

는 사업으로 2010년 예산이 24억26백만원, 2011년 예산이 24억 81백

만원에 달한다. 

〈표 2-43〉 보건복지부 재활보조기기 연구개발 사업

(단위 : 백만원)

과제명 정부 지원금

저가 대중보급형 디지털 보청기 생산 공정 기술 개발 400

다리절단장애인의 절단부와 의지를 연결하는 다기능 소켓시스템 개발 300

고령자 및 장애인용 전동식 기립보조의자의 개발 400

보행자의 보행속도에 맞추어 이동하는 속도 감응형 전동식 보행차 개발 280

수동휠체어 이동능력향상을 위한 보조동력장치 개발 400

전동휠체어용 표준 리튬폴리머전지 팩 및 관련 부품 개발 400

전동형 실내이동 및 승강의자 겸용 장치 개발 400

전동휠체어용 장수명, 고안전성 리퓸이차전지 시스템 개발 396

3축 가속센서를 이용한 자립보행 재활보보기기의 개발 130

급성 및 퇴행성 십자인대 손상 재활용 고탄성 섬유강화 복합재료 무릎보조기

의 개발
100

저전력 이어셋 기능을 겸비한 보급형 무선보청기 개발 383

One-Way 클러치 제어방식의 대퇴의지 개발 360

기능성 On-Stop & One-Device 유니버설디자인 척추보조기 개발 383

심폐기능 허약자를 위한 재활운동보조 장치의 개발 380

호흡장애인의 이동능력 확보를 위한 휴대 겸용 산소공급기 개발 400

□ 교육과학기술부 「공공복지안전 연구개발 사업」

공공복지안전사업은 공공복지안전 분야의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고령화 및 신체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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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극복하고, 자연 및 인위재해로부터 공공 안전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주도의기초․원천기술개발

사업이다. 총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총 사업비 800억원 

투입 예정이며, 추진과제당 1년에 12-14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되며, 

2010년 7월에서 2011년 6월까지 1년간 50억 1백만원이 투입된다.

사업명 연구 목표

고령자/장애인의 동작의도 감지에 기반한 

부하보조 매니플레이션 기술 개발

근력이 약화된 고령자/장애인의 관절운동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잔존감각 인지․측정․전달 

및 인체 착용방식 기능지원 기술 개발

인체부착형 진단시스템을 위한 신호측정/처

리모듈 및 시스템화 기술 개발

고령근로자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심혈관계 질환을 진단․예방하기 위한 ‘최소 

침습 인체 부착형 진단 시스템’ 개발

노인성 만성염증 면역질환에서 T림프구조

절을 통한 질환예방 및 조절기술 개발

고령층 면역력 약화 및 조절 부전에 따른 

암, 감염, 자가면역 질환 극복 기술 개발

고령층의 염증성 T세포 연구를 통한 항상성 

조절 연구

고령층 면역력 약화 및 조절 부전에 따른 

암, 감염, 자가면역 질환 극복 기술 개발

인공망막 원형개발과 생체평가 기법 개발

시각장애자에게 시각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

록 하는 시각신경-컴퓨터 접속 원천기술 및 

초경량 신호전송 기술 개발

피드백 기반의 신경자극 시스템 개발

신경계 장애인의 저하된 운동기능 복원을 위

하여 체내에서 신경신호를 직접 감지하고 신

경을 제어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

무구속 뇌 활동도 시스템을 이용한 의지파

악 및 의사소통 기술 개발

언어 및 운동기능이 마비된 중증 장애인이 

정상인과 함께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면부의 재생신호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기술 개발

〈표 2-44〉 교육과학기술부 재활보조기기 연구개발 사업

  □ 지식경제부 「국민편익증진사업」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밀접하게 활용과 관련된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제품화 및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 지식

경제부 R&D 예산·기금 29,912억원 가운데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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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LT)사업의 2011년 예산은 90억 원으로 약 0.3%의 비중을 차지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4년 동안 지원 예정이다.

사업명
연구기간 및 

연구비
연구 목표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

를 위한 복지자동차 개발

2010~2013년

 총 34억 원

국내 장애인 실정에 맞는 복지 자동차 기술의 

체계적인 구현

중증장애인용 QoLT기반 

휠체어 결합형 하지 운동/

재활훈련 시스템 개발

2010~2013년

총 21억 원

C5에서 L2까지 정도의 척수손상 장애인 및 뇌

졸중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용 신개념 휠체어 결

합형 하지 운동/재활훈련 시스템 개발

지체 부자유성 맞춤형 헬

스 운동 시스템 개발

2010~2013년

총 12억 원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휘트니스 운동 보조 시스

템 개발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유

니버설 SW인프라 개발 및 

적용 단말 상품화

2010~2013년

총 24억 원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과 이를 통한 외부환경 

및 장애인 기기의 제어를 쉽게 할 수있는 유니

버설 소프트웨어 인프라와 스마트 게이트웨이

의 개발 및 모바일 단말의 상품화

지체장애인을 위한 음성 

워드프로세서 및 음성 컴

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2010~2013년

총 44.5억 원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 대상 낭독체 

대용량 연속어 음성 인식기술 개발/ 음성으로 

컴퓨터 조작이 가능한 음성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음성으로 문서 작성 및 편집이 가능한 음

성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 개발

시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

한 음성합성기 및 ACC소

프트웨어개발

2010~2013년

총 30억 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품질 음성합성 기술을 개발

발성 장애인을 위한 개인 

맞춤형 내장형 명령어 인

식기 개발

2010~2013년

총 22.5억 원

발성 장애인 개인 맞춤형 내장형 음성 제어 보

조기구용 소프트웨어 개발/내장형 다음색 음성

합성기를 개발/일상생활에 필요한 단어나 문장

들을 아이콘과 심벌 같은 형태로 만들어, 키보

드나 마우스 입력을 최소화하여 문장을 쉽게 생

성하고, 음성합성기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AAC소프트웨어를 개발

투과형 HMD를 이용한 청

각장애인용 개인형 자막 

시스템 개발

(2011년 선정)

2011년

3.88 억 원

투과형(See-Through방식) 안경형 HMD 

(Head Mounting Display) 개발 /장시간(1시

간 이상) 사용에도 불편함이 없는 어지러움 방

지 기술개발/ 장시간(1시간 이상) 사용에도 불

편함이 없는 어지러움 방지 기술

〈표 2-45〉 지식경제부 재활보조기기 연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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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의료 접근성 확대

□ 국가건강정보 포털136)

국민들에게 검증된 양질의 건강·의료 정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011년에 국가건강정보 포털 서비스를 시

작하고 있다. '검증된 정보, 알기 쉬운 정보, 통합적 정보'의 제공을 핵심 

가치로 한다. 질병, 의료기관, 의약품 정보 등 복수의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연계하였으며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식

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U-Health

원격의료시스템은 의료인이 IT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의 질

병에 대한 예방·진단·재활·요양과 건강에 대한 관리 및 증진 등의 보건의

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및 

새로운 의료서비스 수요 확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목적을 두

고 있다. 향후 IT기술이 더욱 발달할수록 개인생활과 보건의료분야 전반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 환경부 : 생활 공감 환경보건 개발사업

생활 공감 환경보건 개발사업의 목적은 아토피 등 다양한 환경보건 문

제로 생기는 인체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미래 환경보건 기반기

술 확보에 있다.

2012년에서 2021년까지 진행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792억 원 소요

136) http://health.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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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며(국고:1,639억 원, 민간: 153억 원) 2012년 예산은 총 30억 원

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기술개발

 o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생활환경 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저감하기 위한 기술개발

 - 해당 분야: 빛공해, 석면, 실내환경 등 유해인자 관리 및 저감기술

환경성 질환 대응기

술개발

 o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악화 환경유해인자 관리․저감 기술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기술개발

 - 해당 분야: 기타 환경성 질환 유발 유해인자 대응기술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기술개발

 o 유해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저감하기 

위한 기술개발

 - 해당 분야: 화학물질 직접 노출 대응기술, 유해중금속 위해관리기술

〈표 2-46〉 환경부 생활 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

위 사업은 환경 유해요인 및 환경 관련 질환 등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

식을 통해 환경요인에 의한 질환 발생을 예방하여, 인체 건강 및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국내의 환경보건 분야 R&D 투자가 주요 선진국 대비 64.7% 수

준에 머무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KEITI, 2011).

이러한 투자가 일차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환경산업의 확대이다. 환

경을 위한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전형적인 복지와 성장

의 연계 구상이라고 하겠다. 복지-경제성장의 효과적 측면에서는 아직 사

업 초기이므로 성과에 대해 언급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이러

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 복지효과에 대한 측정지표

이며, 또 이러한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검증연구기반이다. 환경부의 기

술개발사업들에 대한 복지-경제성장의 효과에 대해 선뜻 낙관하기 어려

운 것은 이러한 지표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STEPI 환경분야 전문가 회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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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방향

  가. 문제

(1) 과학기술정책 상위 비전과 하위의 정책사업과의 내용적 연계 취약

과학기술정책 상의 비전 및 목표와 추진사업 내용 상의 연계가 취약하

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정책은 이미 국민복지와 

미래사회 위험에의 대응을 과학기술의 기여해야 할 사회적 목표로 제시

하고 있으나, 부처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은 이러한 목표

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정책목표에 반

영된 장기적 전망과 단기적 세부 사업을 연계시켜줄 수 있는 추진전략이 

부재한 점 또한 큰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 개발단계의 지원에 치중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개발”에 치중하여 공급과 수요 간 괴리

가 우려된다. “개발”이 원래의 목적(국민복지증진)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요지향적 혁신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수요지

향적 혁신체계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

지향적 혁신체계는 수요의 지속적 분석,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전략수립,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요의 지속적 피드백, 연구성과의 수요기반 검증, 전

략 및 정책에의 피드백을 구성요소로 한다. 그러나 현재, 국민복지와 관

련된 연구개발사업 및 정책사업은 수요지향적 혁신체계로 설계되지 못한 

채, 개발단계의 투자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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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패러다임 속에서 복지 추구

복지와 성장의 연계의 관점에서 복지를 목적으로 한 정책 및 사업을 살

펴보면, 복지를 ‘성장패러다임’속에서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부분 기술 및 제품개발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복지분야 투자를 통한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증진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의 경우, 대부분 치료 및 진단분야 연구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최근 “예방적”연구가 강화되고 있으나, 이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

진 동기로 한 신약개발과 같은 “개발연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이다. 신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추진의 경우,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시장으로 한정짓기 때문에, 복지의 중요한 과제인 사회불평등의 

해소(보건복지부의 경우, 건강불평등) 효과가 적다고 할 수 있겠다.

(4) 기술확산 및 검증 시스템 취약

또한 기술확산 및 검증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복지향

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교육

과학기술부의 경우, 소위 ‘공공복지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공공복지안

전사업” 외에 일반 및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등의 

사업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복지안전사업을 별도로 시행하는 경

우, 보다 명확히 복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가져야 한다. 정

부가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이 적용되는 시스템 내의 구성요소들 간에 정보/지식과 자원

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Johnson, 2002; Edquist et. 

al.,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내용에는 기술확산 및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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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매커니즘 설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공급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복지수

요와의 괴리가 우려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연구개발 및 생산에 집중

되어 있으며, 연구개발 수행자 및 생산자는 사용자 수요와의 상응성을 따

져보기 보다는 우선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개발의 성과가 실질적인 사용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데

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미미한 연구개발 투자

또한 연구개발 투자비에 있어서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건강증진분야와 안전기반구축 분야로 나누어 2005년~2010년 평균 연

구개발투자비를 산출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장애분야의 경우,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는 65,315백만 원이며, 평균 

연구개발투자비가 국가 총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2%이다. 고

령/고령자분야의 경우,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는 77,717백만 원이며, 평

균 연구개발투자비가 국가 총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2%이다. 

보건분야의 경우,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는 11,508백만 원이며, 평균 연

구개발투자비가 국가 총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이다. 작업

장 안전분야의 경우,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는 6,389백만 원이며, 평균 연

구개발투자비가 국가 총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이다. 국가

재난 감염병의 경우, 동물성 감염병과 인수공통 감염병/인간감염병을 위

주로 살펴보았다. 동물성 감염병의 경우,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는 

117,674백만 원이며, 평균 연구개발투자비가 국가 총 연구비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0.211%이다. 인수공통전염병 및 인간 감염병을 포함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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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는 339,708백만 원이며, 평균 연구개발투자비

가 국가 총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08%이다.

분야

연구비

건강증진 안전기반

장애
고령/
고령자

보건
작업장
안전

(산업/교육시설)
재난안전

국가재난 
감염병

연구비

(백만 원)
65,315 77,117 11,508 6,389 별도

A: 117,674

B: 339,708

국가 총 연구비 

대비 비중
0.12% 0.14% 0.02% 0.01% 별도

A: 0.211%

B: 0.608%

〈표 2-47〉 주요 공공복지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투자

주: 1) 산업안전분야 연구개발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연구원에서 산재기금을 투

입하여 수행함.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연구개발투자금액은 대체로 연평균 20억 내외임
     2) 고령에서 항노화 연구, 신약개발 연구 등과 같은 일반적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은 제외
     3) 대유행전염병의 경우, 2010년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2005~2009년 연구비를 활용함

재난･재해의 경우, 2011년 193,282백만 원이며, 2012년은 216,531

백만 원이다. 2012년도 예산의 증가는 연구개발 투자비용이 증가한 측면

도 있지만, 2012년부터 연구개발 사업 분류 상 감염병 연구가 재난재해

분야에 포함된 요인도 있다.

(6)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유를 위한 기반 취약

정부의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청․장년층의 주된 활동공간

인 직장, 학교(대학교 포함)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배려가 취약하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보건의료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상업화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증진(보건)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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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는 특정 질병에 대한 예

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민의 기본적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기반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인력, 정책 및 전략수립 전문

가, 서비스 제공 기관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매우 취약하다.

복지국가의 정책은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보편적이

고도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기본적으로 마련

해야 한다. 특수계층이 겪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은 특별하거

나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의 조건과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이 두 가지 측

면이 모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이고도 근본적인 인간 생활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청･장년의 주된 활동 공간인 직장(회사, 작업장, 

공사현장, 농사현장 등)의 노동환경과 청소년의 교육 환경에 대한 건강과 

안전의 보장은 연구개발 사업 및 정책에서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대신, 주요 정책적 타깃그룹은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137)’에 집중되

어 있다. 예를 들어 교과부의 공공복지안전사업, 지경부의 국민편익증진

사업 등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부 부처들의 과학기술정책 사업들은 

아직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원조라는 매우 협소한 “복지” 개념만

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또한 장애인 및 사회

적 취약계층을 별도의 특별한 계층으로 분리하고 있는 인식이 바탕에 깔

려 있다. 장애인, 장애를 가진 고령자, 저소득 계층의 편의와 안전, 건강

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에 있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독립적 생활과 사

회통합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발시

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에 그치고 있어 “연구

개발투자” 그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137) 사회적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약자, 여성, 장애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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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장년층의 주된 활동공간인 직장, 학교에서의 건강과 안전이 취약

직장 내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연구개발은 거의 제도개선이나 정책개

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다 효과적으로 건강위해요인과 안전위해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취약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 배경에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

어지지 못한 채, 공급 위주의 정책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이나 교육/실험실에서의 안전보

건의 경우, 사고실태파악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2008년 조사결과 산

재보험 보고건수는 전체 안전사고의 2%에 불과하다. 나머지 98%는 일반 

의료보험 사고로 처리되어 산재사고 인지 그 여부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

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어떤 종류의 사고가 어떤 작업장에서 어떤 조

건에서 많이 발생하는지를 알기는 더욱 어렵다. 현황파악이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조사자료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서도 찾

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과 관련된 조사자료는 다양한 기관 및 

다양한 연구자로부터 생성되고 있으나, 이들 간 연계가 어려워 현황분석

에 많은 제약이 있다. 정부 산하기관이 조사한 자료라 할지라도 정보 접

근성은 매우 취약하다.

(8) 미래위험에 대한 선대응 복지취약

인구구조의 변화, 건강불평등의 심화, 기후변화로 인한 알려지지 않은 

위험의 증가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나, 후대응적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분야의 경우,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후대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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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재난형 질병연구의 경우

에, 한 해에 질병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그 질병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시기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식이다.

건강분야의 경우, 의료서비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는 분야에 대한 연

구개발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전체의 건강기반을 다지는 

일에는 소홀하다.

선대응적 복지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글로벌 협력이다. 

전지구적 위험은 당장에는 그 영향력이 피부에 닿지 않으나, 미래 후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다.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글로벌 협력

은 주로 환경, 식품, 건강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나노종합계획에서 보듯이 EHS 

관리 주관국가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실질적 노력은 

매우 저조하다.

  나. 개선방향

다음 세대가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더 수준 높은 복지를 향유

하며, 보다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과학기술은 방향의 전환

과 방식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실질적 복지효과” 창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 가운데 사업 시행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역할을 경제성장의 수단에 한정 지을 것이 아

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것으로 확장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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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고 할 수 있겠다. 지난 2007년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이 발표

된 이래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안전하

고 건강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그저 말로써만 아니라, 

정책과제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학기술정책의 관심대상에서 비껴나 있는 것은 국민의 새로운 요구(삶

의 질 향상)에 대응하는 방식에 관한 논의이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에

서 삶의 질 향상의 문제가 단지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의 차원에서 계획,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2) 부처 간 협력 강화

“복지향상” 은 노동, 건강, 교육, 안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

제들을이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국가적 과제이다. 보다 큰 정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제의 복잡성을 직면하여 유연한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이

동성 향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 부처의 정책사업으로는 역부

족이다. 휠체어와 같은 기기의 개발뿐만 아니라, 교통체계 및 주거생활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환경, 주거, 교육, 운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배적으로 통용되

는 관행과 그에 익숙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복지분야에서의 정책이 갖는 태생적 복잡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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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기반의 정책수립

국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환경 및 작업환경, 질병 

및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관

리해야 한다. 복지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란 바로 이러한 요인들의 

발굴과 관리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책사업이 어떤 효

과를 가지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이러한 노력은 기초연구를 통한 요인분

석 및 기전규명, 효과에 대한 실증,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음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으로 나타난다.

앞서 주요 복지분야 연구개발시스템 상에서 살펴 본 결과는 이러한 근

거를 창출해 내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준

다. “실질적 복지효과”는 바로 이러한 근거기반의 정책수립에서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4) 개방적 혁신환경 조성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복지수요의 성

격과 규모에 적합한 기술확산 채널의 설계 및 복지효과분석의 결과를 연

구개발에 피드백 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복지향상

을 위해 도출된 연구개발 성과가 자동적으로 복지효과창출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산업육성기술개발의 목적에 부응하고자 하던 연구개발 방식에

서 벗어나 다음 세대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연구개발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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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이는 

단순히 무엇을 개발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과학기

술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지, 연구개발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

인지, 연구개발의 성과는 어떻게 확산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복잡한 문제 

등 기존의 관행과 제도들이 함께 얽혀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 사회를 지

향하는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

소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시스템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5) 연구개발 투자비용 증대 및 연구개발 분야 확대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의 범위와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응은 복지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복

지를 위협하는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

정성과 같은 복지과제들이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

나 작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면, 일자리의 질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복지는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정

책의 지향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최근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복지를 통해 즉각

적인 경제적 성장효과를 얻는데 집중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복지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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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경제의 변화와 복지

제2절 기술의 변화와 보건･의료





미래 변화를 대비한 복지와 기술 융합의 함의를 모색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미래사회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보건복지 분야의 과학기술 

적용 사례, 향후 발전방향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주제발

표 및 토론을 수행하였다.

미래사회컨퍼런스는 미래비전과 발전적 전략 마련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미래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

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과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향후 보건복지 정책환경

에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현안 및 정책대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방향성 마련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또한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정보와 지식의 공유 및 연구역량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복지정책과 과학기술의 연계 및 융합을 위한 보건산업, 복지정책,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행사를 구성하여 각 부처별, 분야별, 

영역별 논의의 칸막이 해소 및 통섭을 통한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주제 선정시 기존 연구과제와의 연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 유

도를 통한 정책대안 수렴과 발전적 제언이 연구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분야의 과학기술 적용 사례 및 수요 파악을 통해 도출한 복지

와 기술 융합의 함의를 분석하고,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정책

환경의 영향을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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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경제의 변화와 복지
 

유동적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와 복지의 과제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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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복지: 미래사회 경제변화와 스마트 복지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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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술의 변화와 보건･의료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산의 과제

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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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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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민･관협력

제1절 개괄

제2절 추진경과

제3절 소결





제1절 개괄

1. 배경 및 목적

⧠ 지속적인 복지의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은 실정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으로서 한정된 정

부 복지예산의 보완책으로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민․관협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최근 개혁의 동향을 이해하고, 복지분야

의 민․관 협력양상과 형태 변화, 민간자본의 사회화 및 민간의 능

동적 참여동기와 만족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의 사회보장 참여 확대 및 민간재원의 사회공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다분야 전문가 견해를 수렴할 필요가 있음.

⧠ 보건사회 분야의 민․관협력 및 사회공헌 관련 정책분야의 종합적이

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발전적 전략 마련의 함의 도출

○ 사회보장 발전과 민․관협력, 민간자원의 사회공헌 등 전통적인 정

부 주도형 복지사업 이외의 민간이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발전시

켜야 하는 민간참여 동향과 규모

－ 사회보장 및 자원봉사 등 민간인이 능동적으로 사회환원하는 

민간복지자원의 규모, 수혜범위, 이슈 등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민･관협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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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 보건사회 분야의 민․관협력 및 사회공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토론 및 의견조사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전문가 견

해를 반영하여 논의

○ 전문가 워크숍

－ 최근 사회보장 개혁 및 변화와 민간 동참, 사회공헌 등 새로이 

부각되는 이슈를 모아서 전문가 워크숍을 2회 실시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내용분석을 하고 민간의 복지기금으로 지원되어

야 하는 보장 영역을 모색

－ 기업의 사회공헌 및 민간나눔자원에 대한 현황, 지원 영역 등

에 대한 자료수집 결과를 공유, 논의

○ 열린 포럼

－ 델피조사 및 전문가 워크숍에서 집약된 민간의 사회보장 동참

에 관하여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포럼 이외 관계자들의 견해

를 반영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결과를 집약하여 보고

－ 정부의 복지자원의 한계성과 민간나눔자원의 총량, 기능

� 민간나눔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 기업의 사회공헌 지원제도 및 실례 등의 발표 및 논의 등을 

실시하고, 각 발표된 자료들을 취합

－ 네트워킹 구성

⧠ 구체적인 논의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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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논의 과제

－ 사회보장 발전과 최근 개혁의 추세

－ 사회보장 발전과 정부 기능 변천

－ 사회보장 발전과 민간 및 기업의 동참

－ 사회보장 발전과 민간의 사회재원 구축

－ 미래형 민간 및 기업의 사회보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 네트워크 구성

－ 기존 정부의 복지정책 중심으로 지원되었던 복지 영역 이외의 

민간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후원하는 네트워킹을 구축함으로써 

포괄적 범위의 자료 수집

－ 보건사회전문가 포럼의 열린 전문가 네트워크 등 정부출연연

구기관과 학계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다양한 네트워크 활

용하여 다양한 전문가 풀로 민간나눔정책현안을 논의하고 발

표 및 논의 자료를 취합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였음

� 사회보장 제도 및 정책 전문가, 관계자

� 소득보장제도 및 정책 전문가, 관계자

�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및 정책 전문가, 관계자

� 민간단체 및 기업의 사회공헌 관계자, 전문가

� 기 타

○ 민간나눔복지 및 공헌 실례 파악

－ 민간나눔을 연구하는 정책 전문가, 학계, 연구자 등 관계자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는 기업 담당자 및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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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진경과

1. 운영위원회

⧠ 개요

○ 기간 :  정기 (월 1회) 및 수시

○ 주제 :  연구진행에 대한 운영논의 및 워크숍, 포럼 개최 논의

⧠ 운영위원회 (I)

○ 주제 : 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연구진행 논의

○ 일시 및 장소 : 7월 10일, 달개비

○ 주요논의 : 정부 복지예산 규모와 제한성

⧠ 운영위원회 (II) 

○ 주제 : 민관협력방안과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워크숍 진행 논의

○ 일시 및 장소 : 7월 23일, 반포6

○ 주요논의 : 워크숍을 2회 개최하여 기업의 민간복지실현 실태, 영

역에 대하여 관련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로 함

⧠ 운영위원회 (III)

○ 주제 : 기업의 민간나눔재원 개발 및 기업의 역할에 대한 포럼 논의

○ 일시 및 장소 : 9월 27일, 공동모금회 세미나 1실

○ 주요논의 : 포럼을 2분야로 개최하여 정부복지예산의 제한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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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파악하고 기업의 민간나눔으로 복지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이 

가능한지 그 실례와 사례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

화를 지원하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체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2. 워크숍 

⧠ 개요

○ 주요 논의: 사회보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복지자원의 한계성에 

대한 현황파악과 복지사각지대 혹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지원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민간복지재원과 지원상황을 확인하는 워크

숍을 실시하고 관련자료 논의

○ 결과물 : 자료 수집 및 포럼 계획

○ 참석자 : 운영위원회참여 기업 및 발표자, 기타 관계자

⧠ 워크숍(I)

○ 주제 : 복지자원의 현황과 민간복지자원으로서의 기업의 사회공헌

○ 일시 및 장소 : 9월27일, 강남대학교, 공동모금회

○ 주요 논의

－ 21세기 이후 복지제도 및 복지환경의 변화와 민간복지자원의 

출현 필요성을 논의

� 민간복지자원으로서 기업의 참여, 즉 CSR사업의 복지기여

와 공헌에 대한 개념, 추세 등을 분석

� 지속적 민·관복지협력방안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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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복지자원의 기금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 역할 사례 파악

� 정부 복지제도의 사각영역의 사례로서 근로자 복지요구사

례 파악

－ 민간복지자원으로서의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기금구성과 모금

을 이해하고 기금의 사회공헌활동 기여 및 배분을 이해하기 위

하여 공동모금회와 같은 사회공헌기금의 공동모금과 중간관

리자 기관의 역할을 논의함

－ 복지환경의 급변화와 복지요구 다양화 추세 하에서 정부의 사

회보장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 지대인 산업장 근

로자 복지의 사례에 대하여 논의함

⧠ 워크숍(II)

○ 주제 : 기업의 민간복지자원으로서의 CSR 사업 유형, 추세 및 정

책 방안

○ 일시 및 장소 : 10월 25일, 공동모금회

○ 주요 논의

－ 민간복지자원 구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하여 개념 및 추세, 지원 영역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내용 검토

－ 기업의 사회공헌 실태 및 운영에 대한 현황자료를 검토하고 기

업사회공헌 중 우수사례를 포럼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하여 민

간복지자원으로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기로 함.

－ 기업의 사회공헌 추세 및 지원영역을 파악하고 민관협력 복지

제도 발전을 위한 민간복지자원의 지원추세를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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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럼

⧠  개요

○ 기간 : 11월 27일

－ 포럼 진행 : 14:00~18:00

－ 포스터 전 진행 : 9:00 ~ 18:00

○ 장소 : 공동모금회

○ 주제 : 사회보장 발전과 민간나눔자원

⧠ 포 럼 (I)

○ 주제 : 복지자원의 현황과 기업의 역할

○ 일시 : 11월 27일, 14:00~18:00

○ 발표주제

－ 세션 1 : 복지자원의 현황과 추세진단

� 발표 1 : 민간나눔 자원총량 추계 (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 교수 )

� 발표 2 : 2014년도 보건복지예산의 재원배분계획과 민간나

눔 자원 ( 박인화, 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원)

� 발표 3 : 기업의 사회공헌 조세현황과 정책 (손원익, 한국조

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세션 2 : 기업사회공헌 패러다임의 변화

� 발표 1 : Collective Impact: 사회투자 성과를 향한 기업-

지역사회 협력모델 ( 양후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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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책임연구원)

� 발표 2 : 기업사례-지역사회 자생력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사업 ( 삼성중공업 사례발표 )

� 발표 3 :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의 현황과 추세 ( 이용우, 이

소원 전국경제인 연합회 사회본부 )

○ 주요 논의

－ 2014년도 복지예산규모 및 정부의 복지재원의 용도를 파악하

여 부족한 공적 복지자원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보완적 기능의 

민관협력이 가능한 민간복지자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정

책의 현황과 개발방안 논의

－ 실질적 민간나눔재원의 총량 및 기업측 민간나눔 참여의사 등

을 논의

－ 국책연구기관, 학계, 나눔 연구자 등 나눔 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하여 민관협력방안 제시

⧠ 포 럼 ( II )

○ 주제 : 사회보장 발전과 기업의 CSR 추세

○ 일시 : 11월 27일 9:00 ~ 18:00

○ 내용 : 기업의 사회공헌실태와 지역의 자활Impact 사례나눔   

○ 참여기업 : 21개 기업의 사회공헌팀

○ 주요 논의

－ 정부의 복지제도로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의 복지요구를 민간기

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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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복지사업의 보완적 기능 중 지역사회 자활역량 강화를 보

인 7개 기업의 사례를 소개

－ 복지재단 및 시설,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와의 상담, 안내 등 관

련 사업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민간복지자원을 활성화하여 

민관협력 복지실현 가능성 논의

제3절 소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요구 및 특정지원요구를 지닌 

집단의 공동문제 해결 등은 민간복지재원으로 지원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14년도 복지예산,700억원으로 금년보다 8.7%증가하고, 정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지만, 그 복지예산의 52.3%가 사회

보험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복지사업 지원예산은 크지 않음.138)

○ 한국의 ‘작은 정부’ 개념의 민주주의 추진정책 하에서는 복지예산

을 확대하기 보다는, 기업 혹은 산업시장에 생산성 향상 지원정책

으로 생산을 유도하고 그 생산의 일부를 나눔으로 실현하는 간접

적 복지자원 마련정책이 타당함.

－ 실제 한국의 민간복지자원 규모는 종교적 기부를 제외하고, 민

간 및 기업의 복지자원규모가 2011년도 약 8조5,220억원 정

도로 추정되어, 정부예산의 수급자 지원규모와 유사할 정도로 

간과할 수 없는 규모의 민간복지 자원이 실질적으로 복지사업

138) 박인화(2013), 2014년도 보건복지예산의 재원배분계획과 민간나눔자원, 복지자원의 
현황과 기업의 역할포럼 발표, (2013.11.27., 공동모금회 대강당),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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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고 있음.

⧠ 민간 영역의 복지사업이 급팽창하고, 민간복지자원이 정부 복지예

산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직접 복지사업 영역을 지원함으로서 민관

협력의 복지사업 발전을 위하여 동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정부의 복지지원 기능을 최소 안전망 보장에 두고, 이웃의 취약성

과 고통은 국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최근의 사회보장 발전

추세로 볼 수 있음.

○  즉, 낙후된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공동체 발전을 공유하는 능

동적이고 자발적인 사회보장 지원체계가 급형성 및 발전양상을 

보임.

－  예를 들면, 지역복지공동체, 복지마을, 사회적 기업 및 조합 

등 구성원들끼리 자체적인 자립과 자활을 이루는 지역사회주

민이 직접 참여하는 복지지원체계가 발전되고 있음.

○ 지역주민과 비영리민간단체는 구성원의 공동적 복리를 추구하며 

소속 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지원과 기부금 등 민간복지자원을 마

련하고, 개인과 기업도 민간복지자원을 각 기부금 조성된 것을 정

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혹은 NGO 및 NPO 등의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통하여 자체 복지사업과 복지기금 모음 및 배분 등으로 민간

복지재원 마련과 직영사업 등이 증가하고 있음.

－ 민간복지재원을 사용하여 취약한 사회계층의 발전을 민간의 

힘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추세가 한국의 IMF 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인과 기업은 정부에 조세형식으로 복지지원하기보다는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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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를 통하여 후원금형식으로 복지지원하고 오히려 감세의 득

을 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

○ 개인의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지급은 1999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급증하여서 2011년도 7.09조원에 이르고, 기업은 4.07조원으로

서 총 기부금 11.16조원 중 각 63.5% 및 36.5%를 이루어서 개인

의 기부금액이 민간나눔자원의 약 2/3를 구성하는 주류를 이루

었음139).

－ 개인 기부자 중에서도 근로소득자는 2011년 5.18조원 기부금

을 조성하여서 총 기부금의 46.4%를 이루는 절대적 비중을 이

루고140), 기업의 기부금은 4.07조원으로서 총 기부금의 

36.5%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높은 구성율을 보임.

○ 기업의 기부금은 사회공헌사업을 포함하는데, 2008년도 이후는 

각 기업마다 공익부서를 설치하여 직영사업으로 전환하여서 자체

적으로 사용하여 그 지원 용도도 제한하고 있음.

－ 기업 기부금은 종교기부를 제외하고 매출상위 1000대 이상 

기업의 기부금액은 2012년 총2.664조원에 이루고 그 중 상위 

200대 기업에서 2.2조원으로 80% 이상을 구성하여 대부분을 

이루었음.

－ 그러나 대기업은 사회공헌 재단 조성금과 자체적이 사회공헌

사업 재원을 포함한 비용이고, 전년 대비 200~600대 기업의 

기부금은 감소함에 반하여 오히려 600대 이하 기업에서 기부

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141).

139) 손원익(2013),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조세정책, 복지자원의 현황과 기업의 역할포럼 
발표, (2013.11.27., 공동모금회 대강당), pp.51∼61.

140) 국세청(2011) 국세통계연보 : 손원익(2013) p.54 재인용.



328 2013년 보건사회전문가포럼

⧠ 민간기업 기부금의 80% 이상을 구성하는 사회공헌 사업은 주로 정부

가 실현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체 지원형식으로 

지원하여서 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실현하고 있음.

○ 기업의 사회공헌은 저소득 취약계층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그 지

역사회의 총량적 자활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위주로 지원

－ 기업의 사회공헌 사례로서는 

� 웰빙공원 조성 및 희망누리사업 등으로 취약계층의 자활자

립을 지원하고, 그 혜택을 그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가 공동

으로 공유하는 형식

� 방과후 아동교실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꿈을 상담하여 정립

하게 하고 그 꿈을 실현하기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 등을 구

체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그 꿈을 달성하여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지원 복지사업 등

� 자원봉사활동도 단순 봉사활동보다는 전문적 기술을 활용

하는 건강, 문화, 아트, 전기전자제품 및 자전거 수리 등 실

용화 혜택을 나누는 방식

� 낙후된 취약공동체 지원사업의 예를 들면, 취약한 지역의 방

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 혹은 다문화 가족, 원거

리 농어촌 지역이나 섬마을의 노인과 어린이 등 이들의 공통

적인 취약성으로 발생하는 복지요구를 그 소속 공동체 역량

을 강화하여 그 구성원들끼리 자립과 자활을 추구하고, 그 

141) 강철희(2013),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복지자원의 현황과 기업의 역할포럼 발표, 
(2013.11.27., 공동모금회 대강당),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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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효과를 공유하는 형식의 지원양상이 주를 이루었음.

⧠취약계층의 복지요구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개인과 기업, 그리고 비영

리민간단체에서 직접 혹은 모금 전문 기관 등을 통하여 해결하기 때

문에 복지요구 영역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보건복

지부 중심의 보건복지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및 문화, 교통, 주택, 예

체능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여 졌으므로 지원영역에 

대하여 융합적 전문가들이 공동참여하는 융합적 복지지원 관리체계

가 개발되어야 할 것임. 

⧠ 민간의 복지재원을 사용하더라도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의 지원방

침과 기준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존 소득보장 및 의

료보장, 사회서비스 지원체계와의 운영체계가 보완적으로 관리되도

록 연구가 필요

○ 즉,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요구 사정과 각 요구별 서비스 

배정을 사례관리로 체계화하고, 그 사례관리지원 자원 중 민간자

원 중 보완이 가능한 자원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체계 내에서 그 

정보가 공유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의 사회서비스 지

원체계 상 수혜자에게 추가적 민간복지재원을 필요로 하는 경

우 그 조달이 가능한 민간재원의 정보체계를 공유함으로서 사

회서비스 제공효과도 증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민간재원 

중 정부의 사회서비스 체계와 공유가 가능한 재원에 대한 정보

를 동유하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임.

⧠ 지역 공동체 발전과 자체 지원요구가 강한 현실적 추세를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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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지리구분에 의한 지역사회 개념보다는 복지요구 공동체 개

념의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와 지원체계 개발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

어야 할 것임.

○ 대표적으로 다문화 가족과 탈북 주민의 비율이 급증하는 반면 국

내 생산연령계층 인구 급감현상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 지원체계 

내에서 이들을 포함시키는 경우 조세부담이 더 가중화되더라도 

이들의 각 상이한 복지지원요구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지원의 기

준은 민관협력으로 공유될 수 있는 정보체계와 표준화된 요구사

정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인구의 다양한 구조를 반영하여 지원요구 기준개발 및 그

에 따른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융복합적 전

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민간복지자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구조 하에서 운영체계를 공유하여야 하

고, 공동운영체계 하에서 민간 기부자의 요구 실현 및 만족도 향상

을 위한 피드백 연구도 필요

○ 예를 들어, 의료보장을 위한 건강보험과 건강보호제도 하에서도 

긴급지원 및 재난적 구호 등을 위하여 민간복지재원을 공유할 때 

민간복지재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및 보호 체계에 균등한 기준으

로 적용됨.

○ 그러나 민간복지재원이 정부사업을 보완하더라도 정부의 공공기

금과 같은 성격으로 운영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급 및 대상자 선

정의 기준은 공유하더라도 민간복지재원 기부자 혹은 출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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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권한과 권리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한국형 사회보장제도 발전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소액의 다수 개인

이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가 개발되고 권장되어야 하겠음.

○ 이미 정부의 복지예산이 105조로서 구미 주요 선진국가에서와 

유사한 조세구조를 갖추게 되었고, 민간자원 기금도 개인 기부비

율이 63.5%를 구성함으로서 선진제국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으나 

여전히 기부의 격차가 현저하여 국민 다수가 동참하도록 유도하

기 위한 인센티브적 제도 개발이 필요함. 

⧠ 관·민 공동참여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례 및 사회공헌 

사업의 실례를 기부 영역별로 세부 연구과제가 필요하고, 다학제간 

전문가의 발전적 제언을 공유하고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지속적 연

구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겠음.

⧠ 민간복지자원으로 세금신고된 규모를 분석한 결과, IMF 경제위기 

이후 민간기부가 증가하여 기업기부에 못지않지만, 개개인 참여도

가 극히 편중되어서 국제기부통계지수(World Giving Index)로 세

계36위에 속할 정도로 보편화되지 못하였고, 기업 기부는 2008년 

이후 자사출연재단 설립과 직접사업으로 운영되는 현상이 급확산되

어서 개인기부 및 종교기부, 공익기부펀드, 기부금 운영의 안정적 

관리와 사용정보에 대한 개방, 공익신탁 등 기부인프라구축제도의 

발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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