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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경 배   (前)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 사회복지의 
균형정책 방향

균형주의 복지정책 방향

1) 진보와 보수의 균형적 통합은 공동체발전의 원동력임. 총체적 자원균형 조건하에서 기

초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는 보편적이고, 나눔돌봄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사례관리는 선

별적이 되어야 함.

2) 복지사각지대인 고령-빈곤-장애의 취약계층에게 나눔돌봄의 온기가 전달되도록 복지

전달행정의 전달혁신은 비용절감의 효율성과 사회통합의 요체가 됨.

3) 전달체계의 혁신은 최일선의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접근성이 중요하며, 이웃의 따뜻

한 돌봄의 민간자원이 공공자원에 연계되는 협동체계가 필수적이고, 시민의 정서적 안

정과 욕구 충족이 이루어 질 수 가 있음.  

4) 저출산-고령화와 재정고갈-국가부채는 현세대의 횡포이며 대재앙의 시작이다. 취약복

지(빈곤, 실업, 자살)-채무누적(공공재정)은 시스팀파괴의 대재앙의 시작.

5) 고령인력자원화와 기능활용, 사회서비스의 인적자본화(교육, 보육, 보건), 자활인프라의 

확대(사회적기업, 케어창업, 고령창업)로 고용창출형 복지경제가 최선.

6) 사회보험의 재정적자, 사회서비스의 전달장애, 소득보장의 중복, 의료보장의 비효율, 보

건복지의 연계, 프로그램의 난립으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화가 진행중.

7) 미국(신자유주의)과 유럽(사민주의)의 재정위기는 정치적 선심경쟁에 의해서 확대 누적

된 복지채무에 의해서 재정균형이 깨져서 균형성의 회복력이 상실한 것이며 우리는 균

형주의(자원균형)를 벗어난 국가위기 고리를 방지해야 함.

균형안정장치(FAS)1(총자원균형)-시스팀효율(제도점검)-고복지효율 

1. 균형안정장치(FAS: Fiscal Automatic Stabilizer): Chung, Kyungba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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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의 균형적정책의 필요성

1. 균형성 파괴 : 시스템 파괴(국가, 조직, 생태)

균형은 상반된 방향의 인력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균형적 접근은 주어진 자원의 최

적배분으로 효율성이 달성되고 항상성(균형성)과 회복력이 복원되어 지속가능성이 유지되

는 생태적접근 방법이다. 환경변화에 반응하여 상호작용하고 생체순환의 자동조절기능이 

사회현상과 생태현상을 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생체순환은 구성체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성하여 조직기관들에게 전달하고, 하위 조

직이 모여서 상위기관들을 형성하며 상호작용을 통하여 에너지를 최적배분하며 자동

조절 한다. 이런 생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연계순환 하여 균형수준(항상성, 

Homeostasis)을 이룬다. 인간에게 체온, 맥박, 호흡, 혈당, 혈압 등의 항상성으로 나타나

며, 자연의 균형은 기온, 습도, 대기, 오존 등의 항상성으로 지표로 측정된다.2

균형적 접근은 생체순환이 자동조절기능에 의한 에너지의 최적배분으로 효율성을 달성하

는 과정과 조직 구성원들 간에 경쟁과 협동의 상호작용(Interconnectivity)을 통하여 최적

수준을 확보한다. 공동체 사회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진화와 혁신을 지속하는 동

적 균형의 과정을 공통의 인자인 에너지(ATP=E)를 통하여 생체-인간-사회- 자연의 균

형관계로 과학적 실증(Scientific Positivism)3 의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중복 칸막이 등에 의해서 전달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조절의 균형 시

스템이 고장을 일으켜 복지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은 많은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

다.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통합 운영 되더라도 행복수준은 물질적인 만족만으로 충족

2. All homeostatic control mechanisms have at least three interdependent components for the 
variable being regulated: The receptor is the sensing component that monitors and responds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When the receptor senses a stimulus, it sends information to a control 
center, the component that sets the range at which a variable is maintained. The control center 
determines an appropriate response to the stimulus. In most homeostatic mechanisms the control 
center is the brain. The control center then sends signals to an effector which can be muscles, 
organs or other structures that receive signals from the contro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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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것은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지 않는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공동체의 

귀속감에 의해서 안정성을 보여 온 정서적 균형이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인간행태의 생존기초에 관한 욕구를 다루는 중요한 분야이지만 자원균형

과 인간생태의 총체성(Holism)을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인 접근법만으로는 제도적인 위기

를 맞게 된다(경제위기, 금융위기, 복지병 등). 균형적 접근은 자연과 인간의 총체적 자원

의 균형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근간으로 두고 사회복지정책의 부분적인 프로그램이 전체

의 균형에 모순되지 않도록 정합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인간욕구의 

물질과 정서의 총체성, 사회구조적 기능분석, 공동체의 생태적 조화, 그리고 자연생태계와

의 공존을 총체적으로 살피는 전일성(Holism)이 이론모형의 완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

준이 된다.

2. 균형적 효율과 지속가능성4

균형적 접근은 사회복지가 자원균형, 생태균형, 생존균형, 생성균형을 통해서 지속가능

성을 유지하게 한다. 과소복지인 경우에 기초보장의 안전망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고, 반대로 과잉복지인 경우에는 과잉부채에 의한 자원균형의 

자동조절기능이 타격을 받아서 지속불가능 하게 된다.

① 항상성(지속성) - (지속가능, 기초보장, 재정안정, 정서안정)

 -자원균형 : 총체자원 보존, 재정균형

 -생존균형 : 생태균형, 생명유지 기초보장

 -생성균형 : 노동과 생존수단 교환의 균형유지

② 회복력(자동조절성) : 최적배분, 효율성 - (전달체계, 자활사업, 빈곤탈출)

 -자원의 최적배분 : 효율성

3. Mass–energy equivalence, Albert Einstein ,1905, E = mc²  
where ‘E’ is energy, ‘m’ is mass, and ‘c’ is the speed of light in a vacuum. The formula is 
dimensionally consistent and does not depend on any specific system of measurement units. 
In many systems of natural units, the speed (scalar) of light is set equal to 1, and the formula 
becoming the identity E=m and ATP=E=m, where ATP=Adenosine triphosphate.

4. “균형적접근” 내용의 인용 : 정경배,“균형적복지국가”, 2002, 한국복지경제연구원.

  <관련내용>균형적복지경제, 지속균형, 적정균형, 정서균형, 가정같은 사회, 모듬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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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균형 : 제약조건 하의 최적효율

③ 통합성(총체성) : 공동체: (상호의존성) - (서비스통합성, 나눔공동체)

 -총체자원 공동보존(총체성) : 너와 나는 같은 뿌리(天人地 同根同體)

 -공존성 : (상부상조) = 모듬나눔(=공동나눔) + 모듬돌봄(=통합서비스)

공통의 접근성: “균형적접근”(지속가능성, 생태인간공존, 자원균형, 정서균형)

3. 복지국가의 균형요건

복지국가 유형의 공통된 특징은 ①총체자원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에 충실하지 못 하고, 

②효율성과 평등성의 최적조합을 향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③경제와 복지의 적정배

분의 시스템이 취약하여 금융위기, 국가부채, 실업증가, 자살증가 등의 위험을 겪고 있다.

복지국가의 유형으로써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성의 이념이 기초가 되어 공동체 중심의 이

론이 개발되고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 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한

편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기초로 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 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인주의와 개인인권의 신장에 기여 하여왔다. 

그러나 공동체의 평등성 치중은 근로동기의 저하와 재정부담의 과중을 초래 하였으며, 신

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의 길에서 양 체재

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의 궁극적인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서 2000년대 이

후 유럽과 미국의 재정금융 위기를 발생 시키게 되었다. 한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

등성과 효율성의 균형적복지경제 모형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표는 기든스의 제3

의길에 제시된 변수를 추출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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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균형주의 통합체재 (Giddens, "The Third Way", 1998)

균형주의 복지경제의 특징적인 요소들은 외생적인 위험요소에 대응하여 회복력을 작동함

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진화 발전을 지속하고, 총체자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되

어, 생성된 소득(가치)은 생존우선순위로 분배되고, 정서적 행복수준이 충족된 상태를 지

향하게 된다.

① 생태균형 : (지속가능), 생태균형(생태/자원) - 지속혁신, 발전 동력 

② 자원균형 : (총체자원), 재정균형, 자원고갈 - 신재생자원, 고령자원화

③ 소득창출 : (최적효율), 고용수준, 기술수준 - 발전동력 장치의 선도

④ 배분균형 : (적정배분), 기초보장(식, 의, 주, 교) - 자아생성 능력배양

⑤ 정서균형 : (행복안정), 자살률, 가정같은 사회(돌봄나눔) - 자기실현, 평화안정

⑥ 공존균형 : (사회통합), 공공책임, 재생기회 - 민주기회

사민주의 
Social Democracy 

(Equality)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Efficiency)

제3의 길 
The Third Way 
(Egalitarian)

균형주의 
Balanced System 

(Sustainable)

1. 지속가능성
(자원고갈)

• 자원고갈 심각
(성장의 제약)

• 자원고갈 우려 1. 자원균형   
(자연자원, 재정자원)

2. 성장정책
(총수요관리)

• 성장중심 정책
(공급경제)

• 사회투자국가  
Social Investment State

2. 적정균형    
*(지속가능성장)

3. 분배정책
(분배평등성)

• 빈부양극화  
Income Polariz

• 평등성목표(p.66)  
Equality 

3. 분배균형   
(기본보장+성과보상)

4. 복지국가
(조합주의)

• 소극적 복지  
(소극적 보장) 

• 적극적 복지
Positive Welfare

4. 적정균형(통합효율)*
Generative=자아실현

5. 고용수준
(완전고용정책)

• 고용유연성   
(해고신축성)

• 적극적 고용정책  
(훈련, 구직정보)

5. 고용균형(인력자본)    
(인력 기능망)

6. 정서균형(안정)
(시설보호중심)

• 시설보호 
(정서파괴)

• 가족중시  
(민주적 가정)

6. 정서균형(가정같은)   
나눔돌봄=정서충족 

7. 세계화( - )
Globalism

• 세계화선진국이익  
-근린빈곤화

• 세계다원주의  
Cosmopolitan Pluralism  

7. 세계공존=(세계안전망)   
(빈곤, 재해, 개발)

8. 생태/환경
(낮음)

• 환경보호   
(소극적)

• 환경문제 제기  
(강조)

8. 생태균형   
(균형적 순환=보존) 

9. 거대정부
(정부/시민사회)

• 최소정부  
(시민사회자주성)

• 적극적 시민사회  
(적극적 정부)

9. 복지전달행정 혁신   
(전달행정 효율)

10. 혼합경제
Mixed Economy

• 시장경제
(Market Fundamentalism)

• 신혼합경제  
New Mixed Eco

10. 혼합경제   
(경쟁/개입)

11. 집단개념
Collectivism

• 개인주의
Individualism

• 공동체 중시
Communalism

11. 공존질서   
(공동체공존)

◇평등분배(재정위기) ◇시장경쟁(빈부격차) ◇중도복지(금융위기) ◇ 균형주의(통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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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균형성의 판별

• 복지지출의 균형성 계산

복지지출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조건적 기대치(Conditional 

Expectation)를 산출하여 특정한 시점에서 개방체재가 제반 변수(인구, 소득, 부담, 고령, 

빈곤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예측치와 실적치의 차이로 판단하기로 한다. 

복지지출의 균형성 계산

① 조건적 기대치(Conditional Expectation) : 제반 조건(인구, 소득, 부담, 고령, 빈곤 등)에 따른 

기댓값 계산: <복지비율> W=Wel/Gov

② 복지재정비율(We) = C + α인구 + β소득 + γ고령 + δ빈곤 + ε실업 + θ국민부담 +  μ취약

지원  

 <방식> OECD 30개국의 인구, 소득, 부담, 고령, 빈곤 수준에 따른 복지재정(W)의 회귀계

수에 각국별로 해당 독립변수를 대입시켜서 계산된 추정치(We)를 가지고 차이를 산출 

{Gap=(W-We)}

③ 적정추정: 실적치와 예측치 차이의 최소화: minimize {Gap=(W-We)}

OECD 30개국의 상호교류는 문화와 가치관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

어서 복지수준도 각국의 평균수준의 예측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잠제적인 적정수준이

라고 추정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균형수준은 복지지출의 실적치(W)와 예측치(We)의 차이{Gap=W-We}의 최소화로 나타 

낼 수가 있다. 그러나 적정추정은 Gap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국가부채수준과 행복수준(자

살률)이 OECD 평균보다 나쁜 최저의 행복수준과 최고의 자살률을 가진 한국의 경우는 전

달장애 때문에 복지지출의 효과가 제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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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복지지출의 균형수준

 * 자료 : Kess, 송문섭(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2010.

5. 균형적 조정정책 방향<확대필요-지속가능-조절정책>

① 복지재정 지출의 확대 분야 : 보편성, 공존성, 투자성 - 확대정책

② 복지재정 지출의 지속 분야 : 지속성, 적정성, 효율성 - 현상유지

③ 복지재정 지출의 조정 분야 : 자활성, 고령자원, 기초보장 - 단계별 조정 필요

원  칙 구 체 정 책

1) 확대정책 ① 보편성

② 공존성

③ 투자성

① 사각지대(통합관리) 

② 취약계층(배제의 최소), 기초보장

③ 일자리(사회적 투자)

2) 지속정책 ① 지속성

② 적정성

③ 효율성

① 생태균형, 자원균형, 재정균형

② 보수/진보의 가치, 조건부기대치

③ 전달체계(통합효율) 

3) 조절정책 ① 자활혁신

② 고령자원

③ 기초보장

① 자활조건(기능교육)

② 고령기능(재능기부), 고령자원화

③ 생존필수(소득, 의료, 주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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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속균형 정책지표: 생존 우선순위

복지자원이 부족하여 지속가능지표의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이 결정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때 정치적인 약속들이 난무할지라도 균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 되는 것

이 효율성을 높이는 최적배분이 된다. 자원균형과 생태균형, 재정균형이 중심이 되는 지

속가능성이 체재의 존속을 결정하므로 최우선순위가 되며, 다음이 생존수단인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부가가치 생산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고용수준을 포함하는 생성균형이 분배균형

보다 앞서게 된다. 왜냐하면 분배해줄 소득을 생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상복지 제안이 사회통합을 가져 올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다음 표에서 판단 을 얻을 수

가 있을 것이다.

<표 2> 균형수준의 지표<시스팀 지속성 판별>

 * 가중치 예시: 생존지속성 판별을 위한 가정.

자원균형, 생태균형, 생존균형을 무시한 정책은 균형을 파괴하고 경제의 자생력을 파괴

하는 무책임한 타락수준이 될 것이다.

균형성 파괴(시스팀 효율화 = 균형회복)

- 복지의 타락(부실복지-전달장애-부채증가)⇨ 전달효율

- 시민의 타락(사익우선-부정부패-무질서)⇨ 법치효율

- 정치의 타락(국익실종-권력남용-부패결탁)⇨ 국익존중

- 경제의 타락(독점폭리-투기심리-공존무시)⇨ 합리질서

- 정서의 타락(가계부채-자살증가-행복감소)⇨ 정서안정

우선지표
(weights)

①지속가능 
(320)

②소득수준 
(160)

③분배형평
(80)

④행복안정 
(40)

⑤민주기회 
(20)

⑥사회통합 
(10)

균형수준⇨ 지속균형 생존균형 분배균형 정서균형 기회균형 공존균형

구성요인

•자원균형 •성장수준 •기초보장 •모듬봉사 •참여기회 •공공책임

•생태균형 •효율수준 •모듬나눔 •자아실현 •권력분점 •공존원리

•재정균형 •고용수준 •형평수준 •재생기회 •표현자유 •공정원칙

•지속혁신 •기술수준 •공평배분 •정서안정 •다수결정 •공평배려

타락수준⇨ *균형파괴 *소득독점 *질서파괴 *정서파괴 *자유방종 *갈등심화

 (퇴행잠식)  (생존위협)  (안정파괴)  (행복파괴)  (의무포기)  (분규빈발)

⇦    (1차적 생존지표) (2차적 안정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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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복지의 균형적 개혁 방향

복지전달체계의 장애 : 전달망은 효율적(정보통합-신속정확)인 변화대응

① 행정과잉: 정부의 중복업무-과다보고 요청 때문에 지자체는 업무수행 곤난

② 자원분산: 남발된 프로그램에 예산이 분산되어 수요자에게는 미미한 전달

③ 놀고먹기: 업무의 칸막로 외부 소통이 어렵고 담당자는 무용한 업무 추진

 등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의 문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원화 

문제, 정서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 취약계층-취약지역 문제 등 균형성 파괴에서 나타나

는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균형적 개혁방안을 분야별로 제시 하고

자 한다. 사회복지의 공급 중심의 지금까지 정책방향을 수요자의 욕구와 정서적인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이 시도 되어야 할 것이다.

균형주의 개혁방향:<항상성 평형회복>
(전달효율 - 적정산출 - 성과평가 )

      분   야 병리진단(과제) 평형처방(정책)

1.생존균형(공동체지속) ⇨<생체순환 개념> *평형회복(항상성)

  ①생존보장 -사각지대 ①기초보장(총규모 관리)

  ②생태균형 -생태다양성 파괴 ②생태공존

  ③지속가능 평가 -과잉점유, 과잉소비 ③적정성 평가

  ④사회갈등 -공동체 생존경쟁 ④협동공존 의 처방,조정

2.자원균형(고령자원화) ⇨총자원균형 <자원효율>: 최적배분

  ①자원균형 -자원고갈 ①총체자원/대체계획

  ②재정균형 -국가부채 ②재정안정 단계설정

  ③적정평가 -자원낭비 ③적정성 산출

  ④고령자원화 -고령 재능기부, 기능사장 ④고령인력 뱅크

3.정서균형(가정같은) ⇨정서 파괴 <정서평형>:모듬돌봄

  ①삶의질 위기 -자살,스트레스 ①멘토링봉사

  ②가족보호 -가족해체 ②위기상담

  ③노인정서 -노인소외 ③노인봉사, 고령재가치유

  ④아동,청소년 -빈곤의 대물림 ④재능지도 멘토링

  ⑤장애인 취업 -장애차별 ⑤기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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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인류 보편적 과제는 주어진 자원을 균형성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자원균

형)와 자연생태와 인간이 공존하는 문제(생태균형), 그리고 인간끼리도 생존수단이 빈약한 

약자와 공존하는 문제(생존균형) 등이 지속가능성의 주요과제(지속균형)이다. 후자인 생

존균형은 인간 공존을 위하여 모든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기초보장을 완성 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꿈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의 제도적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국

민부담 능력이 기초보장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상태 이다.

 ① 기초소득보장 : 국민연금의 1/3 미가입 자영자, 고용보험의 58.8%

 ② 기초의료보장 : 건강보험의 25%가 보험료 미납 사각지대

 ③ 기초주거보장 : 전국 주택의 초과공급의 조정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필요

 ④ 기초교육보장 : 산학협동의 창의성교육, 전문기능교육, 재적응 평생교육이 필요

 ⑤ 기초서비스보장 : 사회복지시설의 중복으로 농어촌은 서비스 사각지대  

      분   야 병리진단(과제) 평형처방(정책)

4.전달체계(전달효율) ⇨전달신경망 순환장애 <통합효율>수요자 중심

  ①기관별 -기관별 개별사업 ①성질별 통합조정

  ②부서별 -부서별 칸막이 ②대상별 통합조정

  ③법률별,프로그램별 -동종이법, 사업별 칸막이 ③규정통합, 모듬돌봄

* ④자원봉사, 나눔 -산발적, 중복낭비 ④네트워크 형성, 재능기부

5.사각지대(취약계층) ⇨기초보장 사각지대 <통합조정=>복지+보건+정서

  ①빈곤, 장애, 정서 -빈곤의 악순환 ①통합대책(자활자립)

  ②자기실현 -시간자원 낭비 ②고령, 장애 자원화

  ③노인(고령자원화) -자원낭비 ③고령인력 자원화(독립정서)

  ④여성/가족/청소년 -가족해체 ④종합대책(기능투자)

  ⑤자활기능 -자활프로그램 산발적 ⑤기능교육, 창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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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초보장의 사각지대(통합조정기구)

 ① 기초소득보장 : 국민연금의 1/3 미가입 자영자, 고용보험의 58.8%

 ② 기초의료보장 : 건강보험의 25%가 보험료 미납 사각지대

 ③ 기초주거보장 : 전국 주택의 초과공급의 조정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필요

 ④ 기초교육보장 : 산학협동의 창의성교육, 전문기능교육, 재적응 평생교육이 필요

 ⑤ 기초서비스보장 : 사회복지시설의 중복으로 농어촌은 서비스 사각지대  

<사각지대>: 자료: 기획재정부, 2009.10

- 국민연금 제외-1/3 미수급자(지역가입자 500만명(총 870만)이 납부예외)

- 건강보험 제외-25%가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배제

- 고용보험 제외 -58.8% 사각지대(총취업자 2274 중 1336명이 미납)

 -내용(자영자556만, 무급가족 종사자123만, 임시일용직 657만)

- 산재보험 제외-56.3% 미가입

-  공공부조 탈락(사각지대)-수급탈락 총 410만(부양의무기준 103만), 자산기준 240 만, 

차상위 70만 <2009. 10. 기획재정부>

부   문 기 본 방 향 정 책 과 제 사각지대

기초 소득보장
•근로능력 없는 자 사회 안전망축
•근로능력이 있는 자 취업, 창업

• 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보장
• 사업능력자 창업지원 

• 국민연금:1/3 미가입
• 생보 410만 탈락

기초 의료보장
•공공보건의료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보호의 강화

• 포괄적인 보험급여
• 적정수준의 의료보호

• 25% 미납자

기초 주거보장
•노인의 주거 사회적 지원 실시
•노인을 위한 주거기준 설정

• 공공주택, 노인공공주택 
• 주택개량지원

• 공공주택(민간한계)

기초 교육보장
• 평생교육으로 취업능력 향상 건강

한 여가생활 향유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교육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 평생교육 보편화

기초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 전문화된 시설보호
• 취약지역,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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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 전달행정의 병리현상(전달체계의 파킨슨 법칙)5

영국의 경영학자 파킨슨은 영국의 식민지는 감소하는데 식민지 공무원 수는 증가하는 현

상을 풍자하여 파킨슨 법칙을 만들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관료조직

의 속성 때문에 실제 업무량과 관계없이 불필요한 일자리가 생기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진다는 이론으로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가 확대되었지만 전달장애를 일으키고 균형의 효율성을 감소시

키는 요인은 복지국가의 확대로 복지프로그램의 분화에 따른 담당인력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가하며, 그에 맞추어서 조직이 확대된다. 점차로 업무의 고유성이 강조

되고 관련 부서와 경쟁하고 협조를 꺼리면서 독립적 특성을 강조하는 행정조직은 비대해

지지만 중복혼선과 예산 낭비는 커져만 간다.6

• 복지사업별 칸막이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지난 10년간 약 4배 증가하였고, 복지사업은 9개 부처에 총 249

개에 이르는 등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처간·사업간 중복으

로 인한 복지 서비스의 비효율이 증가하여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상태이다(칸막이 

현상). 복잡한 허술한 전달체계와 복지예산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중복수혜가 발생한 반

면, 정작 필요한 계층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생 하고 부정수급 등

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5. Parkinson's Law (The Economist in 1955:)

He explains this growth by two forces: (1) "An official wants to multiply subordinates, not rivals" 
and (2) "Officials make work for each other." He notes in particular that the total of those 
employed inside a bureaucracy rose by 5-7% per year "irrespective of any variation in the amount 
of work (if any) to be done."

6.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공룡화 현상> : 1)부하배증 :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에 관계없이 증가, 2)
업무배증 : 이를 관리하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 진다. 3)칸막이 법칙 : 관련부처, 관련부서 간의 
비협조, 독립성 강조, 4)개혁환원 법칙 : MB초기, 여성부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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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역유형별 시설 현황

 * 자료 : 보건복지부, 2009.

 -  특정지역집중 : 대도시인 강서구 시설수(131개소)는 농어촌인 고성군의 시설수(32개

소)의 4배(강서구가 고성군에 비해 인구는 10.8배, 지역넓이는 12.%)

 - 노원구는 기능 중복 : 종합사회복지관(8), 노인복지관(1), 장애인복지관(1)

• 도시지역 집중, 농어촌 취약(보건복지부, 2009)

- 대도시(48.3%), 중소도시(33.7%), 농어촌(17.9%) 순으로 사회복지시설 분포

- 농어촌 : 종합사회복지관 없는 시군구(71개)

- 복지시설의 중복, 부실: 유사기능 중복(사업별, 부처별 개별법률 난립)

- 아동청소년 대상(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상담소)

-  중복수혜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수급자의 적응행동(소득축소, 재산은익, 세

대분리, 근로기피, 과잉의료, 자식명의, 타인의탁)

- 통제불능(재가서비스 중복)

- 재가서비스 중복 : 통제불능(아래 표와 같이 2~3개 기관이 중복 됨)

• 공급자 중심의 단절체계

가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은 학교, 동사무소, 교육청, 건강가정센터, 보건소, 사회복지

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난립하여 있고, 노인 관련 복지사업은 동사무소, 노인정, 노인복지

관, 경로당, 사회복지관, 보건소 등에 분산되어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규모가 미미하고 효

과가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업무와 시설은 법령과 부처가 상이한 조직, 재정, 프로그램, 규제, 

정책, 인력 때문에 중복 난립하고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이면서 수요자

대상 총계 종합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노숙인
자활

대상자
정신

질환자

대도시 6,257(48%) 275 436 1,626 551 1,936 1,004 109 100 228

(강서구) 131 10 12 14 10 36 37 1 3 8

중소도시 4,360(34%) 106 235 1,149 526 1,442 659 27 69 147

(충주시) 66 1 3 23 4 18 13 - 1 3

농어촌 2,326(18%) 27 88 523 348 940 233 14 73 80

(고성군) 32 0 1 8 3 13 4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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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혜택이 제약 되고 항상 들리는 목소리는 재정부족, 전문요원부족, 사각지대 등의 결과

가 발생하고 있다.

 ① 접근성(accessability) : 접근 용이성

 ② 접수(intake) :서비스 대상 파악

 ③ 사정(assesment) : 수요자 욕구와 가능자원의 점검

 ④ 목표설정(goal seting) : 구체적으로 장단기 목표 세움

 ⑤ 계획(Planning) : 욕구와 자원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⑥ 연결(linking clients) : 수요자와 서비수제공자의 연결

 ⑦ 점검(monitoring) : 효과적인지 여부를 재사정

 ⑧ 평가(evaluation) : 목표달성 정도의 평가

   * 사례관리 과정: Hepworth, Rooney, and Larsen, 1997(이성규 P. 69)

3.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사각지대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하여 총 가입자가 1,706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2010말 현

재 적립기금은 약 310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전망을 보면 초기에 

보험료 수입이 연금급여 지출보다 큼에 따라 기금이 축적되지만 점차 지출이 증가함에 따

라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기금의 최대는 2043년에 2,465조원

으로 최고 수준에 이르고, 2044년에는 수지적자가 발생이 예상된다. 2007년의 연금법 개

정으로 재정구조가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재정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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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민연금재정수지 전망 
(단위 : 십억원, %) 

 *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재정계산, 2008.

국민연금 재정불안의 근본요인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현행 저부담-고급여 구

조의 제도적 문제점과 다른 요인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때문에 부담세대는 급격히 

감소하고, 수급세대는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국민연금의 약 

1/3인 지역가입자 500만명(총 870만중)이 납부예외자로 미수급 상태인 사각지대에 놓이

게 된다는 것이다.

4. 생애주기 건강증진형 재정안정화 방안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국민의료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국민건강

보험 재정은 심각한 적자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책으로 국민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사업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고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05년
불변가격)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08 248,133 41,374 23,808 17,566 6,792 6,373 34,582 31.4 9.00 228,854

2010 325,294 50,851 27,629 23,222 10,328 9,852 40,523 27.6 9.00 282,798

2015 575,098 75,710 39,147 36,562 17,623 17,283 58,087 29.3 9.00 437,613

2020 923,985 109,949 53,421 56,528 31,818 31,364 78,131 26.6 9.00 624,472

2025 1,304,447 135,363 69,007 66,356 55,202 54,614 80,161 22.2 9.00 798,498

2030 1,738,946 176,064 87,150 88,913 86,287 85,525 89,777 19.1 9.00 964,123

2035 2,131,048 204,311 105,365 98,946 129,556 128,588 74,755 15.9 9.00 1,070,136

2040 2,413,567 240,844 127,764 113,080 198,670 197,440 42,174 11.9 9.00 1,097,752

2043 2,464,507 252,055 140,901 111,154 244,861 243,454 7,194 10.0 9.00 1,056,269

2044 2,459,151 257,173 145,974 111,198 262,529 261,057 -5,356 9.4 9.00 1,033,307

2045 2,440,482 262,100 151,441 110,659 280,770 279,230 -18,669 8.8 9.00 1,005,355

2050 2,110,154 278,988 181,417 97,571 377,879 375,952 -98,891 5.8 9.00 787,331

2055 1,286,378 265,034 205,048 59,986 475,969 473,567 -210,935 3.1 9.00 434,721

2060 -214,225 231,684 231,684 0 596,793 593,799 -365,108 0.3 9.00 -65,571

2065 - 266,860 266,860 0 725,918 722,188 -459,058 - 9.00 -

2070 - 308,703 308,703 0 843,119 838,471 -534,416 - 9.00 -

2075 - 356,299 356,299 0 963,934 958,141 -607,635 - 9.00 -

2078 - 387,432 387,432 0 1,044,438 1,037,827 -657,006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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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된 노인의료비 절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는 건강지표에 의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노인의

료비 절감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과 복지간병에 의한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틀을 

건강증진형 재원조달 방식인 다층-다원화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로 국민의료비 절감하기 위하여 건강지표에 의한 생애주기별 건

강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보험료와 연계한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 한다.

 -  고액의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고액의료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재정 파

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부담의 상한을 설정한다.

 -  경증 질환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을 확대 한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먼저 건강을 평가할 수 있는 건강지수를 개발하고, 건

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국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사업이 전 국민에게 생활

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생애주기별로 사전 예방과 건강증진에 의한 ‘평생건강관

리’를 통하여 질병과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의료비를 줄이고,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의료보장 재정운영의 틀 개편의 기본방향은 먼저 의료보장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과 개인

적 책임의 균형을 확보하고, 규제와 시장원리를 조화시키는 것이며, 공공과 민간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지향하고, 보장의 다층화와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기초적인 

의료위험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건강증진프로

그램이 의료보장의 체계에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개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의 균형, 규제와 시장의 

원리 조화, 그리고 재원의 다원화를 통하여 의료보장 시스템의 다층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의료보장 다층체계의 틀을 구성하여 1층에서는 가벼운 경질환에 따른 소액진료비를 자기 

책임 하에서 담당하고, 2층에서는 간단한 입원 및 고액 외래를 위하여 현재와 같이 사회보

험 제도를 유지하고, 고액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3층에서 조세를 통하여 

재원을 충당한다.  

이때 일반재정으로 충당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의료보장의 다층체계와 병행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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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예방접종, 영양, 운동, 스트레스, 흡연, 음주, 마약 등에 대한 사전적 관리를 통하여 궁

극적으로 국민의료비의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도입은 장기

적으로 질환 발생률이 감소하여 의료비를 절감시키게 된다.

• 생애주기 건강증진사업의 경제적 효과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국민의료비 증가율을 고려한 향후의 총 개인 보건의료비는 2000년

에 28.9조원에서 2005년 49.6조원로 증가하고 다시 2008년에는 66.7조원에 도달 하였다.

또한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으로 우리 경제가 부담하는 손실소득액은 약 23조 8896천

억원(1999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손실소득액은 기대수명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벌어들일 수 있는 평생소득 중 조기사망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손실액 산정에 있어서의 가정은 17세 이전과 70세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과 연평균 3%의 임금 상승률 가정하여 계산된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산정함에 있어 건강생활 실천으로 조기사망의 40~70%, 급성 및 만성질환의 1/3~2/3 정

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미국 보건성, 1990)를 고려하면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기

대효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기대할 수 있다.

• 건강지수 도입방안(청소년 교육)

건강지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지수를 개발하는 주요한 변수로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비만, 담배 등을 감

안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건강지수 = 혈당(70) + 콜레스테롤(240) + 혈압(80/110) + 비만(18.5/25BMI) + 금연

 

건강지수 도입절차로 청소년기 건강증진에 대한 노력의 중요성을 채득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도입방안은 충분한 홍보를 위하여 유예기간을 거

쳐 적용하고, 현재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정기건강 검진결과를 지표로 

활용한다. 예컨대 건강측정변수 5개 중 3개가 기준 이하일 때 보험료의 3%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건강증진 노력의 관리(건강지수 도입)와 일생주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증진의 경제적 효과로 연간 150조원(의료비, 인건비, 생산손실)의 비용 절감효과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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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수가 있다. 

건강지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첫째, 건강지표개선으로 청소년들의 성인병 관련 만

성질환을 예방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둘째, 건강증진사업과 사회보험의 연계를 통하여 

정부정책 효율성 증대하며, 셋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생활화(영양, 음주, 흡연 등의 실천

으로 건전한 생활패턴) 정착에 의한 사회규범준수와 윤리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5. 고령인력의 자원화: 기능적 자활 

고령인구가 34.4%가 되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44,337천명으로 감소하

고, 생산연령인구가 2000년에 71.7%에서 2050년에는 55.1%로 감소할 전망이다(김태헌, 

2004). 이와 같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면 생산인구의 감소와 소비수요의 격감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성장률은 둔화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전체인구의 세 사람 중 한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2000년에 10

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1.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형편이다. 노인부양비율이 62.5%가 되는 초 고령사회가 되면 노인의료비의 부담이 급증하

여 국민부담율이 급증할 전망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정년퇴직 이후 건강하고 오래 사는 노인(healthy active elderly)이 

증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 노후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노년생활의 가족 및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생산적 노

인복지를 위한 창업 및 자활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자의 사회적 경험, 특성 등을 감안

한 「고령인력뱅크」를 고용인력통합망에 연계하여 설치·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등과의 연

계망을 통해 노인의 창업, 취업알선, 자활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기조발제> 복지논쟁과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29

<표 6> 고령사회의 국민부담 증가

 * 자료: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참고자료, 2009.

• 고용인력통합망에 의한 노동력 향상

인력개발은 노동력의 자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직업훈련, 현장훈련, 계속교육, 평생교육

을 통하여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자질의 노

동력으로 재상품화하는 것이다. 교육·훈련과 노동시장과의 밀접한 정보공유와 연계 하에

서 노동시장 수요에 맞춘 맞춤훈련 등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노동인력과 일자리를 원활히 연결해주기 위하여 

고용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고용주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임금 보조제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유도하고 있다. 정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사회적 일

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즉, 정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영역이면서도 사회에 꼭 필요하고 상당한 편익을 주는 일자리들을 많이 개발하여 노

동경쟁력이 약간 떨어지는 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봉사서비

스, 간병사업, 청소, 환경사업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틈새시장을 개발하여 협동조합 방식으

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도 일자리 창출의 한 방법이다.

• 고령인력의 활용을 위한 고령인력뱅크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소규모 창업에 대한 경영정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창업관련 상담 

및 지원자가 거의 중년계층이고 고령자대상의 창업지원정책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2000 2050

총인구 47,008천명 44,337천명

생산연령인구 33,700천명 (71.7%) 24,420천명 (55.1%)

노령인구(65세 이상) 3,385천명 (7.2%) 15,252천명 (34.4%)

유년인구(14세 이하) 9,919천명 (21.1%) 4,650천명 (10.5%)

노령부양비 10.1 62.5

Y-Old (65-74) 2,300천명  6,530천명

O-Old (75 이상) 1,000천명 8,700천명

국민연금(필요보험료) 9.0%(+83조) 24.98%(-500조)

기초보장 부담 2조3300억 부담 급증

사회복지지출 7조원/생산인구 복지지출/생산인구:(5배 증가)

국민부담율 23% 40%

국민의료비증가 소득증가에 따른 증가 노인의료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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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다. 고령자 인력뱅크는 먼저 사장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데이터를 정년·명예·

조기퇴직근로자의 근무유형, 근무기간, 숙련도,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으로 정리하여 최

상의 정보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지원기구,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사회복지

(노인복지)단체, 민간창업시민단체, 대기업 및 정부기관의 OB단체 등, 자활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연계한다.

둘째, 고령인력뱅크는 대상자 대한 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한다. 즉 필요에 따라 취업 또

는 창업을 원할 경우 개인의 특성과 자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한 직종을 선정,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들의 경륜 등의 장점을 살리고, 청·장

년세대의 노동시장이 겹치지 않는 ‘고령자 창업시장’을 집중 개발, 육성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교육기능으로서의 교육은 퇴직 전 교육과 퇴직 후 교육으로 분리하여 현재 퇴

직의 시기가 과거와 같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 후의 사회적응과 적절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전 교육을 활성화하

고, 기업에서는 퇴직을 앞둔 대상자들로 하여금 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창업지원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시·도에 창업지원단을 설치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 정비와 각 시·도의 

노인복지기금에서 고령창업지원기금을 확보하여 50대 이후 정년·조기퇴직 가장 및 고령

계층을 위하여 장기저리 융자 및 창업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대상자의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고령자창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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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용인력 통합망 구성도

 

6. 고령인력 자원화 정책방향

사회적 총체자원(근로기능+물적자원+시간자원)을 투입하여 가치를 증식하고 교환을 통

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이루며 필요한 요소를 획득하여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초

고령사회에 도달하면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축적된 물

적자원(재산)이 충분한 건강한 고령자라 해도 자기의 여유시간을 다시 복지자원 풀에 환원

(사회봉사, 재능기부)하여야 사회는 균형을 유지 할 수가 있다. 봉사한 자원은 자기가 필요

한 복지자원과 교환하여 사용하며, 봉사여력이 없는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다.

- 기능형 : 재능기부(전문가 집단의 고급기능)

- 복지형 : 복지자원을 교환하여 사용하고, 여유분을 이웃에게 나눔

- 의존형 : 복지자원이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

고령인력의 복지자원은 나눔봉사를 통하여 가치증식이 수배(數倍)로 증식되고, 고령사회

의 자원배분을 효율화함으로써 복지자원 총 공급이 복지자원 총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가

능한 복지자원의 균형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된다.

고용인력정보

고령인력뱅크

고령자원봉사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

사회봉사단체

구직자

등록

정보

고용안정
취업정보센터

평생교육기능
개발

사회봉사
지원센터

실업극복
NGO운동

모듬돌봄
모듬나눔

재능기부/기능향상 기능활용 조직화방안

구인

업체 

정보

•고용인력통합망

•고령인력뱅크 운영

•창업 인큐베이터

고용인력통합망
(운영위원회)



한국 복지정책의 쟁점과 방향32

• 고령사회의 고령자원 추정

고령사회(2050년)에는 1,500만명의 고령인구와 저 출산 때문에 경제침체와 재정위기가 

예상된다. 이는 초기노령자(55~75세) 1,000만명과 후기노령자(75세 이상)  500만명을 포

함하여 고령인력의 잠제적,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고령인력의 경제적 가치 : 2050년에 1,500만명의 노동가치(잠제성장)는 약 144조원

 □ 고령인력의 사회적일자리를 창출 : 약 66조원

 □ 후기노령(75세 이상 : 500만명)의 자조형 생활도구 

<그림 3> 고령인력의 잠제적, 경제적 가치

• 고령인력의 경제적 가치 :2050년에 1500만명의 고령인력의 노동가치(잠제성장)는 

약 144조원 (=1500만 x 노동가능 2/3 x 임금(300, 200, 100, 50만원 x 12월 ) =

   1000만명 x 0.1 x 전 문 직 300만원 x 12월 = 36조

   1000만명 x 0.2 x 기 능 직 200만원 x 12월 = 48조

   1000만명 x 0.3 x 관리감시 100만원 x 12월 = 36조

   1000만명 x 0.4 x 단순노무  50만원 x 12월 = 24조             합계 144조

 

• 고령인력의 경직성 : 고령인력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수용성이 약화 되므로 조기에 기능훈

련을 통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약 66조원 (=1500만 x 노동가능 2/3 x 임금(300, 200, 100, 50만원 x 12월 ) =

   1000만명 x 0.1 x 관리감시 100만원 x 12월 = 12조

   1000만명 x 0.9 x 단순노무 50만원 x 12월 =  54조             합계 66조

• 후기노령(75이상 : 500만명)의 자조형 생활도구

 와상노인 출현율=7.3% (69세 이하-0.4%, 70~79세-1.3%, 80세 이상-5.6%)

와상노인 일상생활 동작(이동, 식사, 목욕, 배설) : 자기 1/4, 조력 1/4, 불능 2/4  

    - 일상생활(ADL) : 300만명-수발자원봉사(마일리지 제공)

    - 도구보조생활(IADL) : 200만명-이동, 식사, 목욕, 배설 의 수발 도움

    - 와상노인-500만명 x 7.3% = 36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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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인력의 사회봉사와 재능기부

 □ 사회봉사 = 지정봉사(지정시간 3) + 선택봉사(자기선택 2) + 재능기부(가중치)

         봉사점수의 가중치 : 희생정도에 따른 차별 보상

 □ 재능기부(Pro Bono) : 고급기능(의사, 변호사, 교수, 전문가)의 전문기능단

         전문기능단(직역별 봉사, 기능 교육반, 마일리지봉사)

 - 봉사시간적립-보험료로 지급

 - 봉사점수 : 무료형(기본비용: 점심+교통비), 자기선택형, 지정봉사

 - 대체점수(택시, 식권, 상품, 비행기표, 옷가지, 등)

 - 실직자 : 간호 훈련, 개호훈련, 간병훈련

 - 젊은 봉사자 : 입학, 취업

 - 정서봉사 : 강사, 레크리에이션, 운동, 보조

• 고령인력자원 활용 : 자원봉사카드 시간적립(자활사업+자원봉사)

 □ 고령인력뱅크의 목적 : 복지예산 증가해도 굶주린 노인·아동이 상존

① 여유노동력의 적극적 활용으로 서비스 생산 확대하여 성장 기반구축

② 사회통합의 기초로 상부상조에 의한 사회연대성과 향상

③ 복지총자원의 연결망에 의한 지역사회 One stop 효율화와 긴급구호

④ 젊은이 자원봉사가 일자리창출에 연계 기반 형성

  - 중소기업도우미 : 전산개발, 상담, 운반, 포장을 통한 접근 

  - 사회적일자리부여 : 관리직, 기획, 훈련강사, 전산

  - 기능훈련의 기초 데이터

⑤ 고령화사회의 고령인력관리

  - 고령인력뱅크의 노동인력통합망 연계로 상호 보완성 증대

  -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시·군·구)를 통한 연계

  -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재능 봉사    

 □ 자원봉사카드의 사용(비축점수)

  - 사회적서비스 우선권(병원의 건강진단, 호스피스, 케어, 식권 등) 

  - 공공시설이용(버스, 교통, 공공시설): 우대이용권은 참여자에게 제공

  - 사회지도자 선발(공익위원, 지자체의원, 지자체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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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입학 가산 점수: 사회적일자리 우선부여, 입학 시 미국식 가산점

7. 사회복지정책의 정서균형 대책(한국전통 “가정같은 사회”)

  (정신과로, 스트레스, 행복증진, 가족해체, 노숙방지, 자살예방)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건전한 유지·안녕과 가족의 자조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보

호가 필요한 개인은 공동체적 연대 하에서 가정과 같은 보호를 제공하는 ‘가정같은 사회’의 

정서복지를 통하여 따듯한 사회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균형적 복지는 가족구성원에게 물질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노

동력의 재생산 및 가족구성원의 보호 등 건실한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기능과 사회통

합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정의 안정과 안녕은 사회안정의 기

초이며, 사회생산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복지대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가정같은 사회’라는 용어는 ①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고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여 가정

을 유지·지원하는 ‘가정의 사회화’와 함께, ② 가정의 해체로 가족의 기능을 사회가 대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정의 역할을 사회가 대신해주는 ‘사회의 가정화’ ③ 더욱 적극

적으로 사회의 부모이며 자녀인 노인부양과 아동복지는 물질 뿐만 아니라 돌봄의 애정이 

제공되는 정서적 복지7가 필요하다. 

정서복지란 국가와 지역사회가 가정의 정서적 유대와 안정보호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

록,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가족의 기능을 보완·지지함으로써 ‘사랑’, ‘애정’, ‘보살핌’ 등 가족

구성원 간에 특별히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정서적 유대감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이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근하고 안락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정같은 사회’(Homelike Society)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사회의 노인복

7. 정서적 복지 : 정서적으로 따뜻한 사회 운동

   <개념>: 따뜻한 인간적 보살핌, 감성적 유대감에 의해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누림

   < 정책>: 노인의 정서(자녀의 돌봄, 가족, 친구, 이웃과 나눔), 아동의 정서(아동정서 보호), 여성의 정서(가족
의 형성,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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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물질적인 충족 못지않게 정서적인 안정이 주요 한 것이다.

• 복지국가유형과 가족정책

전통적 가족모형에서는 가족의무 강화에 초점을 두고, 사회민주주의 복지모형에서는 가

족기능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며 사회적으로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

을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형 복지모형에서는 가족-지역사회-국가의 공동책임 하

에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수요자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가정같은 사회’는 스웨덴과 같이 가족의 기능을 사회가 전적으로 대체하는 사회민주주주

의 가족모형과도 구별되는 국가와 가정의 파트너십 모형으로 가족해체 발생 이전에 가족

유지·지원을 통하여 예방하고, 해체된 가족에 대해서는 사회가 가정과 같은 따뜻하고 포

근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정서적 복지를 충족시킨다.

• 정서복지 정책방향(공동체 귀속감 상부상조)

자살 충동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외로움과 고독, 학교성적과 진학문

제, 직장문제 등 제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기인한다. 저성장 경제구조, 급속한 인구 고령

화, 고용 불안정, 과열 학업경쟁 등의 환경은 향후 국민 정신건강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지

속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우울증 조기진단과 조기치료에 초점을 맞춘 자살예방 전략

으로 급증하는 자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 정서복지(가정같은 사회) 정책방향

1) 정서복지 과제 : 행복수준, 가족해체, 자살예방, 스트레스, 갈등심리

2) 서비스정책방향 : 지역사회 모듬돌봄센터(돌봄상담)-공동체 귀속감 상부상조

 ①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업무(공공부조, 자활사업, 봉사안내)

 ② 가정관련 상담(변호사, 상담사, 자원봉사): 가족위기

 ③ 개인심리 갈등상담: 스트레스(재능기부 의사의 도움) 

 ④ 자활취업, 창업안내

 ⑤ 보건복지통합서비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960년대 이후 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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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의 기조를 바꾸면서 정신병상수를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지역을 늘리는데 집중하

고 있다. 10년 간 OECD 국가의 정신병상수 증가율을 조사하였을 때 아일랜드는 1천명 당 

병상증가율이 -1.43, 오스트리아는 -1.30, 영국은 -0.72를 기록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0.49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08, 재인용)

이처럼 만성질환자의 치료서비스 향상과 지역사회 복귀 촉진, 인권 증진이라는 전통적인 

정신건강 영역의 과제 외에도 자살, 각종 중독, 경쟁적 교육 환경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의 정신건강 악화, 고용 불안정과 경쟁적 환경으로 인한 직장 스트레스 증가 등 새로운 정

신건강 영역의 문제들이 부각되고 이 같은 영역의 문제들은 정신보건에 국한된 전통적인 

접근방식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고 관련 분야와 융합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가 구축되어

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을 비롯하여 정신건강의 주요 소비자들이 갖는 욕구

는 빈곤,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 소외, 고독, 차별, 사회적응문제 등 다양한 복지와 보건서

비스, 그리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유대감과 귀속감에 정서적 균형을 이루게 하는 <공동체 

귀속감과 상부상조>방식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개인의 사회복지 

수요를 다음과 같이 통합적으로 처방한다.

먼저 수요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생태적인 요인을 파악하여 문제를 진단한다. 전달체계 

상의 애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복지공급을 연계 시켜서 통합적인 처방을 수행한

다. 이때에 수요자의 정서적안정을 중심으로 평형 상태의 회복을 노력 하여야 하고 자존감

(self-relience)을 높혀서 궁극적인 행복감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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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통합돌봄
(평형회복 : 항상성)

8. 지역복지의료 통합안전망 기능

(1) 고령취약지역의 실태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 중 독거노인의 비

중이 커지고 의료비 증가를 가중 시키며 의료급여를 비롯한 건강보험의 재정에 압박요인

과  정 생 태 처 방 (평형회복력)

1)수요자욕구 (특징):독거노인-빈곤-거동-자녀-건강-주거지역

-생태특성: 배우자사별-빈곤-거동불편

-행정실태: 기초생보, 분산 프로그램

수요자 특징

-자원실태

-행정실태

2)전달체계파악 (기관): 동회-면사무소-복지관-노인정-보건소

-형식적 지원

-재가복지 비용

파편적 자원파악

-공급상태

-비용과다

3)생태여건분석 (요인):개인요인-가족-자녀-친지-이웃-직장

-생태관계 고립

-건강악화, 거동불편(지방병원 접근성 곤난)

요인분석 단계

-균형상태(고립)

-생태특징

4)문제점진단 (균형파괴):무가족-건강악화-거동불편-고립

-(산간, 낙도): 벽지마을복지관 공동생활

-(중소도시): 종합사회복지관

진단단계

-균형파괴정도 파악

-재가중심 서비스

-공동체 참여

5)처방계획서 (담당자): 목표-자원-단계-참여기관

-계획일정(상담-전달체계 통합)

-회복단계 설정

-방문진료, 재가복지 원함

평형처방단계

-전달체계 통합

-진도평가

-의료접근성

6)평형복원력 - 6개월후 마을 복지관 공동생활(통합서비스)

- 지역복지의료통합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항상성회복 단계

-통합서비스

-공동체정서

7)자립도평가 -(노인공동체): 마을회관, 사회적기업 형성

-(노인봉사): 공동체 유급 봉사

-(재능기부): 자원봉사, 청소년 멘토

평가단계

-재능기부,봉사

-자활참여

8) 후속조치: 통합서비스의 지속적 지원, 평가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



한국 복지정책의 쟁점과 방향38

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료 종합계획 등 부단한 노력을 쏟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경우에 인구 감소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게 되고 폐업이 속출하여 

병의원이 없는 무의촌 형태의 의료취약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연계되고, 공공의료 자원의 경영 효율을 높이는 의료 전달체계의 개선을 포함한 보

건의료정책의 조합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난제로 대두. 

 고령취약지역의 정책연결 고리

   주: 1) 상급종합병원 가산률 30% 2) 지역센터 = 지역복지의료센터 혹은 기초진료 가능한 보건진료기관

저소득 취약계층은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을 포함한 유병률이 높고 건강생활 을 유지할 생

활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보건의료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용률이 지극히 낮거나, 만성질

환에 입원할 시에는 장기 입원으로 병상을 점유하여 의료급여의 재정을 악화 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생활환경과 자활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연계되어

야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문제-원인 종  합  대  책 평가-관리

①인구고령→의원폐업 ①방문진료(병원버스) ①민간의원 참여-지원

②교통오지→응급의료 ②병원차도선(+병원버스),현지진료 ②주민자활

③민간협력→공공성 ③민간공공협력, 공공의료참여확대 ③환자평가, 주민평가

④고령독거→영양부실 ④영양보조(반찬이약), 복지+의료 ④복지보건 통합관리

⑤만성질환→장기입원 ⑤재가급여-방문치료-구룹홈자활 ⑤급여재정

⑥복지난립→행정증가 ⑥종합복지관, 상조자활 ⑥주민평가, 복지통합

⑦의료급여→재정악화 ⑦재가보호-(방문치료)-비용효율 ⑦비용절감

⑧전달체계→인접의료 ⑧인접지역 접근허용(취약지구) ⑧주민편의성

⑨전달체계→중소병원 ⑨개방병원, 전문병원 ⑨전달체계 회복

⑩지방의료원(180개) ⑩대학병원 경영위탁-종합의료원 ⑩우수인력 기술전수,

⑪보건진료,지소(3190) ⑪지역복지의료센터+병원버스 ⑪고령환자 편의

⑫보건행정→업무과중 ⑫표준화, 정보화 ⑫행정간소, 중간관리

* 정책고리(지역센터-방문진료-고령부조-지역의료원(거점기능)-정보관리-상급의료)
   1차안전망(기초진료): 지역센터, 보건기관, 의원
   2차안전망(병상진료): 지방의료원, 병원, 전문병원
   3차안전망(고난도 진료): 종합의료원,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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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복지의료센터의 통합 신설

• 의료취약지역의 발생요인

방대한 복지예산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편성 보급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역에서 사각

지대가 존재하고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서 산업화 초기세

대는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여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령독거 세대가 증가하

고 있으며 이들 저소득 빈곤층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대부분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장기입원 하거나 요양이 필요하여서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적 증가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자살률의 증가는 경제대국을 지향하는 한국사회의 깊은 상처를 

대변해 주고 있다. 젊은 세대는 산업화의 양지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고 농어촌 지역은 출

산율 저하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여 병의원들의 폐업이 속출하게 되어 의료취약지역의 

문제가 대두된다.

• 보건복지정책의 비효율화 과정

정부지원이 증가해서 복지와 보건의 프로그램이 팽창하면 인원이 증가하고 행정이 증가

하며 조직은 커지지만, 서민의 보건의료는 취약하고, 복지는 부실하다. 매년 사회복지 예

산은 천문학적 규모로 투입되고 있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수없이 개발되어 있지만 실제

로 손길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프로그램 수가 많은 것만큼 업

무량이 증가하고,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하며, 인원이 많으면 조직이 비대해져 

가는 소위 파킨슨법칙이 작용하여 재정을 소모시키지만 복지 수혜자는 혜택이 적은 현상

이 우리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 프로그램

을 통합연계하고 지역복지진료센터(종합복지기능+보건진료업무)를 중심으로 자활공동체

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역복지진료센터의 기초안전망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관련 시설의 큰 규모인 것 들을 보면 전국에 종합사회복지관(408

개), 여성복지관(124개), 노인복지관(211개), 경로당(56,480개), 마을마다 노인회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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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보건지소(1,282개소), 보건진료소(1,908개소)가 있다. 이들을 종합복지기구로 통합, 

연계, 협력 체계로 하여서 자활자조 공동체의 특징으로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기구의 

주요 기능은 노인, 장애, 아동의 주간보호, 영양보호, 상부상조의 자활자조 활동,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생애건강 활동을 하게 하는 현재 보건소의 

기능과 만성질환의 재활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복지의료센터로 통합 신설하여 1차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의 상부성

지역복지진료센터는 “영양치료 자활보호”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먹이고, 치료하고, 자활

봉사의 돌보미를 마을복지관에서 스스로 해결한다. 이와 같은 상부상조의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고 자활사업을 개발하여 소득 증대를 시도한다. 물론 노인, 장애

인 등 돌보미 예산은 자활봉사의 경우에 참여자의 소득으로 전환하여 자활을 돕도록 한다

(혹은 자원봉사 품앗이 점수제도로 발전).

- 조직 : 종합복지관의 기능과 보건소의 업무를 통합 구성

- 대상 : 고령, 취약층, 영양, 복지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

- 자활 : 노인돌보미, 장애돌보미, 공공보육, 다문화센터

- 지역보건복지위원회 : 지역보건복지계획의 수립

-  지역복지의료계획 거점 : 지방의료원은 관할구역내의 지역보건계획과 지역사회복지계

획의 연계기능을 하여 최일선의 지역복지의료센터와 연계

9. 사회복지재정의 장기대책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50년에 GDP의 20.8%를 OECD평균을 상회하게 되는데, 공적

연금의 지출전망을 보면 2050년에 국민연금 적자규모가 100조원에 이르고, 공적연금 전

체는 GDP의 10.2%에 이르게 된다. 의료비용의 전망: 2050년경 에는 한국의 국민의료비 

수준이 200조원으로 GDP의 6.5%에 이를 전망임.(박형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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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보장체계의 정비

- 소득보장 다층체계(1층: 공공부조, 기초연금, 2층: 소득비례연금, 3층: 개인연금)

-  공적연금의 단일체계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의 기초연금 부분

은 공통으로 통일하고, 소득비례 이상은 개인의 책임으로 함.

(2) 의료보장의 개선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①1차와 3차로 대분류가 합리적, 2차 병원은 시설수준에 따라서 거점병원, 요양병원으로 

구분

②응급의료체계의 정비: 지역별 지방의료원 중심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③공공의료는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협력체계로 질적 개선, 지역보건의료 지휘

의료보장재정은;

①의료비 절감: 만성질환의 1차의원 지도체계, 3차병원 본인부담 증가

②의료급여 재정: 만성질환의 재가치료 권장, 순회 진료로 상담 처방 공급

③건강보험료 부과 합리화: 직장가입자의 재산부과, 고소득자의 지역편입,

   부양가족범위에서 부모관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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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참고 1> 항목별 공공사회지출 전망비교
(단위: GDP 대비, %)

   박형수 등,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2009

<참고 2〉 GDP전망 2009~2050 (base year=2009년)

1.
노령

2.
유족

3.
근로능력

4.
보건

5.
가족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7.
실업

8.
주거

9.
기타

합계

Canada 3.7 0.4 0.9 6.8 1.0 0.3 0.6 0.4 2.2 16.5

France 10.9 1.8 1.9 7.8 3.0 0.9 1.7 0.8 0.4 29.2

Germany 11.2 0.4 1.9 7.7 2.2 1.0 1.7 0.6 0.2 26.7

Italy 11.6 2.5 1.7 6.8 1.3 0.6 0.5 0.0 0.0 25.0

Japan 8.6 1.3 0.7 6.3 0.8 0.3 0.3 (a) 0.3 18.6

UK 6.1 0.2 2.4 7.0 3.2 0.5 0.3 1.4 0.2 21.3

USA 5.3 0.8 1.3 7.0 0.6 0.1 0.3 (a) 0.6 15.9

G-7평균 8.2 1.1 1.5 7.1 1.7 0.5 0.8 0.6 0.6 21.9

OECD 평균 7.0 0.7 2.3 6.2 2.0 0.6 1.0 0.4 0.7 20.5

Korea(2005) 1.5 0.2 0.6 3.2 0.3 0.1 0.2 (a) 0.7 6.9

Korea(2030) 5.6 0.8 5.1 0.5 0.4 0.4 - 1.0 14.4

Korea(2050) 10.2 1.3 6.5 0.4 0.4 0.4 - 1.2 20.8

year GDP(십억원)  GDP 성장률 year GDP(십억원)  GDP 성장률 

2009 1,063,059 2030 2,238,734 0.0290 

2010 1,112,598 0.0466 2031 2,273,659 0.0156 

2011 1,159,549 0.0422 2032 2,309,128 0.0156 

2012 1,208,482 0.0422 2033 2,345,150 0.0156 

2013 1,259,480 0.0422 2034 2,381,734 0.0156 

2014 1,312,630 0.0422 2035 2,418,890 0.0156 

2015 1,368,023 0.0422 2036 2,456,624 0.0156 

2016 1,425,754 0.0422 2037 2,494,948 0.0156 

2017 1,485,921 0.0422 2038 2,533,869 0.0156 

2018 1,548,627 0.0422 2039 2,573,397 0.0156 

2019 1,613,979 0.0422 2040 2,613,542 0.0156 

2020 1,682,088 0.0422 2041 2,637,848 0.0093 

2021 1,730,869 0.0290 2042 2,662,380 0.0093 

2022 1,781,064 0.0290 2043 2,687,140 0.0093 

2023 1,832,715 0.0290 2044 2,712,131 0.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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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GDP전망은 박형수, 류덕형, 조세연구원(2006)이 추정한 GDP성장률에 따라 2009년을 base year로 하
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식 박사의 “100세시대 대비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정책과제”, 2011,, P. 14에서 인
용

〈참고 3〉 GDP 대비 국민의료비 

   ※ OECD평균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2003년 8.8% → 2008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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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국민의료비(조원) 8.1 16.3 28.9 41.3 49.6 61.8 66.7

GDP(조원) 191.4 409.7 603.2 767.1 865.2 975.0 1,026.5

GDP 대비 
국민 의료비 비중(%)

4.2 4.0 4.8 5.4 5.7 6.3 6.5

year GDP(십억원)  GDP 성장률 year GDP(십억원)  GDP 성장률 

2024 1,885,864 0.0290 2045 2,737,353 0.0093 

2025 1,940,554 0.0290 2046 2,762,811 0.0093 

2026 1,996,830 0.0290 2047 2,788,505 0.0093 

2027 2,054,738 0.0290 2048 2,814,438 0.0093 

2028 2,114,325 0.0290 2049 2,840,612 0.0093 

2029 2,175,641 0.0290 2050 2,867,030 0.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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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의 균형정책 방향(요약)

1. 총체자원 균형적 안정장치의 부실:  균형주의의 정책방향

1) 진보와 보수의 균형적 통합은 공동체발전의 원동력임. 총체적 자원균형 조건하에서 기

초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는 보편적이고, 나눔돌봄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사례관리는 선별

적이 되어야 함.

2) 복지사각지대인 고령-빈곤-장애의 취약계층에게 나눔돌봄의 온기가 전달되도록 복지

전달행정의 전달혁신은 비용절감의 효율성과 사회통합의 요체가 됨.

3) 전달체계의 혁신은 최일선의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접근성이 중요하며, 이웃의 따뜻

한 돌봄의 민간자원이 공공자원에 연계되는 협동체계가 필수적이고, 시민의 정서적 안

정과 욕구 충족이 이루어 질 수 가 있음.  

4) 저출산-고령화와 재정고갈-국가부채는 현세대의 횡포이며 대재앙의 시작이다. 취약복

지(빈곤, 실업, 자살)-채무누적(공공재정)은 시스팀파괴의 대재앙의 시작.

5) 고령인력자원화와 기능활용, 사회서비스의 인적자본화(교육, 보육, 보건), 자활인프라

의 확대(사회적기업, 케어창업, 고령창업)로 고용창출형 복지경제가 최선.

6) 사회보험의 재정적자, 사회서비스의 전달장애, 소득보장의 중복, 의료보장의 비효율, 

보건복지의 연계, 프로그램의 난립으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화가 진행중.

7) 미국(신자유주의)과 유럽(사민주의)의 재정위기는 정치적 선심경쟁에 의해서 확대 누적

된 복지채무에 의해서 재정균형이 깨져서 균형성의 회복력이 상실한 것이며 우리는 균

형주의(자원균형)를 벗어난 국가위기 고리를 방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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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안정장치(FAS)8(총자원균형)-시스팀효율(제도점검)-고복지효율 

2.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심화와 사회갈등

사회복지예산 규모가 86조원 이지만 전달장애 현상으로 효과는 반감.

1)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 (기획재정부, 2009.10)

- 국민연금 제외-1/3 미수급자(지역가입자 500만명(총 870만)이 납부예외)

- 건강보험 제외-25%가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배제

- 고용보험 제외 -58.8% 사각지대(총취업자 2274 중 1336명이 미납)

 -내용(자영자556만, 무급가족 종사자123만, 임시일용직 657만)

- 산재보험 제외-56.3% 미가입

-  공공부조 탈락(사각지대)-수급탈락 총 410만(부양의무기준 103만), 자산기준 240 

만, 차상위 70만 <2009. 10. 기획재정부>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병리현상

- 복지예산은 지난 10년간 약 4배 증가하였고, 복지사업은 9개 부처에 총 249개에 이르

는 등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 이 과정에서 부처간·사업간 중복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의 비효율이 증가하여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상태임.

- 대도시(48.3%), 중소도시(33.7%), 농어촌(17.9%) 순으로 사회복지시설 분포하  고, 

농어촌 : 종합사회복지관 없는 시군구(71개)임.

3) 현재의 제도가 2050년에는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GDP의 21%로 OECD중 최악

  -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사각지대

  - 의료보장의 폭증

  - 고용관련 및 기타 복지지출

8. 균형안정장치(FAS: Fiscal Automatic Stabilizer): Chung, Kyungba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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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균형적 개선대책

1) 통합복지서비스 관리망

- 공공전달체계로써 행정기관, 건강공단, 연금공단, 보건소

- 민간전달체계로써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종교단체

-  최 일선 동, 리 단위의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연계 네트워크: 마을회관, 노인정,     복

지관 등의 공동생활

- 지역복지보건센터의 통합운영

2) 소득보장체계의 정비

- 소득보장 다층체계(1층: 공공부조, 기초연금, 2층: 소득비례연금, 3층: 개인연금)

-  공적연금의 단일체계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의 기초연금 부분

은 공통으로 통일하고, 소득비례 이상은 개인의 책임으로 정비

3) 의료보장의 개선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① 1차와 3차로 대분류가 합리적, 2차 병원은 시설수준에 따라서 거점병원, 요양병원으로 

구분

② 응급의료체계의 정비: 지역별 지방의료원 중심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③ 공공의료는 지방의료원의 대학병원 협력체계로 질적 개선, 지역보건의료 지휘

의료보장재정은;

① 의료비 절감: 만성질환의 1차의원 지도체계, 3차병원 본인부담 증가

② 의료급여 재정: 만성질환의 재가치료 권장, 순회 진료로 상담 처방 공급

③ 건강보험료 부과 합리화: 직장가입자의 재산부과, 고소득자의 지역편입,

    부양가족범위에서 부모관계에 한정

4) 의료취약지역의 해소

-  취약현황: 응급병상 전무, 산부인과 시설부재, 병의원 부재, 병상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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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간지역: 강원 고성, 양양, 경북 울진, 영양, 산청, 청송, 전남 보성, 고흥

- 도서지역: 전남 신안 1004개 도서, 경남, 충남의 도서 지역

<해결> 마을 순회버스, 차도 병원선 공급

4. 생애주기 건강증진형 재정안정화 방안(건강지수 도입: 청소년 교육)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는 건강지표에 의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또한 건

강보험의 틀을 건강증진형 재원조달 방식인 다층-다원화된 체계로 전환.

건강지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지수를 개발하는 주요한 변수로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비만, 담배 등을 감

안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건강지수 = 혈당(70) + 콜레스테롤(240) + 혈압(80/110) + 비만(18.5/25BMI) + 금연

 

건강지수 도입절차로 청소년기 건강증진에 대한 노력의 중요성을 채득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도입방안은 충분한 홍보를 위하여 유예기간을 거

쳐 적용하고, 현재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정기건강 검진결과를 지표로 

활용.

5. 사회복지정책의 정서균형 대책(한국전통 “가정같은 사회”)

   (정신과로, 스트레스, 행복증진, 가족해체, 노숙방지, 자살예방)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건전한 유지·안녕과 가족의 자조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보

호가 필요한 개인은 공동체적 연대 하에서 가정과 같은 보호를 제공하는 ‘가정같은 사회’의 

정서복지를 통하여 따듯한 사회를 이룩.

균형적 복지는 가족구성원에게 물질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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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의 재생산 및 가족구성원의 보호 등 건실한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기능과 사회통

합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정의 안정과 안녕은 사회안정의 기

초이며, 사회생산력의 원동력임.

‘가정같은 사회’라는 용어는 ①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고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여 가정

을 유지·지원하는 ‘가정의 사회화’와 함께, ② 가정의 해체로 가족의 기능을 사회가 대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정의 역할을 사회가 대신해주는 ‘사회의 가정화’ ③ 더욱 적극

적으로 사회의 부모이며 자녀인 노인부양과 아동복지는 물질 뿐만 아니라 돌봄의 애정이 

제공되는 정서적 복지가 필요함. 

6. 고령인력 자원화 정책방향

고령인구가 34.4%가 되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44,337천명으로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가 2000년에 71.7%에서 2050년에는 55.1%로 감소할 전망

사회적 총체자원(근로기능+물적자원+시간자원)을 투입하여 가치를 증식하고 교환을 통

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이루며 필요한 요소를 획득하여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초

고령사회에 도달하면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축적된 물

적자원(재산)이 충분한 건강한 고령자라 해도 자기의 여유시간을 다시 복지자원 풀에 환원

(사회봉사, 재능기부)하여야 사회는 균형을 유지. 

- 기능형 : 재능기부(전문가 집단의 고급기능)

- 복지형 : 복지자원을 교환하여 사용하고, 여유분을 이웃에게 나눔

- 의존형 : 복지자원이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

고령인력의 복지자원은 나눔봉사를 통하여 가치증식이 수배(數倍)로 증식되고, 고령사회

의 자원배분을 효율화함으로써 복지자원 총 공급이 복지자원 총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가

능한 복지자원의 균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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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인력의 사회봉사와 재능기부

□ 사회봉사 = 지정봉사(지정시간 3) + 선택봉사(자기선택 2) + 재능기부(가중치)

             * 봉사점수의 가중치 : 희생정도에 따른 차별 보상

□ 재능기부(Pro Bono) : 고급기능(의사, 변호사, 교수, 전문가)의 전문기능단

             * 전문기능단(직역별 봉사, 기능 교육반, 마일리지봉사)

□ 봉사시간적립-보험료로 지급

 - 봉사점수 : 무료형(기본비용: 점심+교통비), 자기선택형, 지정봉사

 - 대체점수(택시, 식권, 상품, 비행기표, 옷가지, 등)

 - 실직자 : 간호 훈련, 개호훈련, 간병훈련

 - 젊은 봉사자 : 입학, 취업

 - 정서봉사 : 강사, 레크리에이션, 운동, 보조

  - 고령인력뱅크의 노동인력통합망 연계로 상호 보완성 증대

  -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시·군·구)를 통한 연계

  -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재능 봉사    

2) 자원봉사카드의 사용(비축점수)

  - 사회적서비스 우선권(병원의 건강진단, 호스피스, 케어, 식권 등) 

  - 공공시설이용(버스, 교통, 공공시설): 우대이용권은 참여자에게 제공

  - 사회지도자 선발(공익위원, 지자체의원, 지자체 공직)

  - 취업·입학 가산 점수: 사회적일자리 우선부여, 입학 시 미국식 가산점

7. 지역복지의료 통합안전망 기능

 

1) 지역복지의료취약

방대한 복지예산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편성 보급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사각

지대가 존재하고 취약계층이 증가.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서 산업화 초기세대는 연금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여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령독거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

며 이들 저소득 빈곤층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대부분 만성질환

을 앓고 있어서 장기입원 하거나 요양이 필요하여서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적 증가요인

으로 작용.

2) 지역복지진료센터의 기초안전망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관련 시설의 큰 규모인 것 들을 보면 전국에 종합사회복지관

(408개), 여성복지관(124개), 노인복지관(211개), 경로당(56,480개), 마을마다 노인회

관, 노인교실, 보건지소(1,282개소), 보건진료소(1,908개소)가 있음. 이들을 종합복지

기구로 통합, 연계, 협력 체계로 하여서 자활자조 공동체의 특징으로 발전 시켜야 할 것

임. 주요 기능은 노인, 장애, 아동의 주간보호, 영양보호, 상부상조의 자활자조 활동,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생애건강 활동을 하게 하는 현재 보

건소의 기능과 만성질환의 재활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복지의료센터로 통합 신설하여 1

차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의 상부성

지역복지진료센터는 “영양치료 자활보호”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먹이고, 치료하고, 

자활봉사의 돌보미를 마을복지관에서 스스로 해결. 이와 같은 상부상조의 공동체는 서

로 협력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고 자활사업을 개발하여 소득 증대를 시도한다. 물론 노

인, 장애인 등 돌보미 예산은 자활봉사의 경우에 참여자의 소득으로 전환하여 자활을 

돕도록 해야 함.(혹은 자원봉사 품앗이 점수제도로 발전).

- 조직 : 종합복지관의 기능과 보건소의 업무를 통합 구성

- 대상 : 고령, 취약층, 영양, 복지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

- 자활 : 노인돌보미, 장애돌보미, 공공보육, 다문화센터

- 지역보건복지위원회 : 지역보건복지계획의 수립

-  지역복지의료계획 거점 : 지방의료원은 관할구역내의 지역보건계획과 지역사회복

지계획의 연계기능을 하여 최일선의 지역복지의료센터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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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복지국가 
수립의 과제

 -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 -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이한 것은 학계와 일부 시민단체

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복지국가 담론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제는 복지국가 담론

이 진보개혁진형은 물론 보수진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야권의 유력한 정치

인들이 복지국가 담론을 자신들의 정치적 아이콘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보수진영의 한 

유력한 정치인도 복지국가를 대선 담론의 핵심적 상징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1. 다시 말하면 최근의 복지국가론은 진보, 보수를 망라하고 정치세력의 핵심 담론

으로 부각됨으로써 내년 총선가 대선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

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최근의 복지국가 논의가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른바 한국 복지

국가의 성격과 경로를 규정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보편주의 universalism 와 선

택주의 selectivism 논쟁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복지급여의 수준과 재원조달에 관한 쟁점

이다. 이 논쟁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이른바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

1. 유력 정치인중 복지국가를 전면화 시킨 인물들은 정동영(‘역동적’ 복지국가), 천정배(‘정의로운' 복지국가), 노
회찬(’삼박자‘ 복지국가)를 들 수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박근혜가 복지국가를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
려져 있지 않다. 박근혜가 복지국가를 언급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창곤(2010, 208-2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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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제 정치세력들은 동일한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만 사회복지를 누구에게 '할당'할 것인가라는 전통적 쟁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복지급여의 수준과 재원조달의 방식에서도 각 정치세력이 지향하는 복지국

가의 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무상급식을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모든 아

동에게 시행해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입장을 고수한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이를 ‘공짜점심’, 

‘재벌급식’으로 격하시키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를 위해 저소득층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과 복지수준 및 재원조달 

논쟁은 향후 한국이 어떤 복지정책을 구조화하고 어떤 복지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인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자는 보편주의적 복지정책(복지국가)가 한국 사회의 당면

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정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기존의 복지국가 제창자들과 문제의식과 일치한다. 하지만 “보편주의는 만병통치약

이 아니다”(Anneli and Sipilan 2009:22)는 논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편주의 전략 

자체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베버리지보고서의 제안을 

정책화하면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달성한 영국 복지국가체제에서 보편주의가 갖는 한계

점을 꿰뚫어 본 티트머스는 보편주의 원리위에 선별주의가 결합되는 방식이 더 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더 공평하고 의미 있는 분배의 

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파하였다(Titmuss 1968). 동시에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한

국사회의 대안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전략이 아닌 한국 사회가 

당면한 경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가 담겨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

서 이 글에서는 보편주의적 시각에서 한국 복지정책의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2.

Ⅱ. 한국의 복지국가 단계와 보편주의의 의미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포괄적인 사회복지관련 서비스가 전체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2. 이 글의 상당부분은 필자의 글(2011a, 2011b)에 의존하였으며 과제와 쟁점 부분을 대폭 수정한 글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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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국가체제로 편의상 정의한다면 이런 체제를 갖춘 나라는 우리가 흔히 복지국가로 부

르는 서구의 국가들과 아시아의 일본 정도 밖에 없다. 그만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는 상당

한 수준의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달성하여 부를 축적하지 않은 한 도달하기 어려운 체제이

다. 가령 산업화 수준이 충분치 않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보편주의적 복

지국가는 정치적 구호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

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도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실현가능한 대안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복지국가의 발전 단계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그리고 간혹 일본의 경우도)은 놀라운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복지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서구적인 의미의 시민권적 복지국가의 수립이 어렵다는 사

회복지에서의 ‘동아시아 예외주의’ East Asian exceptionalism 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

으며(Peng and Wong 2010) 한국 역시 이러한 동아시아의 ‘복지 예외주의’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복지의 급속한 팽창은 이러한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계

기가 되었다. 국내 학계에서 한국의 복지국가화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정

부의 복지개혁이 이루어진 2000년대 초반이다.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을 놓고 ‘한국복지

국가성격논쟁’이 벌어진바 있는데(김연명 편 2002) 이 논쟁에서는 에스핑-안데르센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론을 기반으로 영미형의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가능성과 유럽대륙형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가능성 등에 대한 견해가 피력되었다. 그러나 이 논쟁의 허점 중의 

하나는 한국이 복지국가 단계로 진입했는지에 대한 엄격한 진단 없이 한국 복지국가의 성

격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정작 한국이 복지국가 단계로 진입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외국 학

자들의 논의에서 촉발되었다. 

한국이 복지국가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논의한 학자는 미쉬라 라메쉬로서 

그는 2003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현재 우리가 한국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추

세대로라면,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아도 인구고령화와 복지프로그램의 성숙

으로 끊임없이 팽창하게 될 ‘초기적 형태’의 복지국가 an embroynic welfare state 이다” 

(Ramesh 2003, 88) 라는 진단을 제시하였다. 뒤이어 일본의 동아시아 사회복지 전문가인 

다케가와 쇼고교수가 김대중정부 이후 전세계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급속한 복

지팽창이 이루어지는 한국의 사례에 주목하면서,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이 영국과 일본에서 복지국가를 형성시킨 1945년 영국노동당정부, 그리고 1973

년의 일본의 ‘복지원년’의 개혁과 버금가는 개혁이며 이때부터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본격



한국 복지정책의 쟁점과 방향56

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武川正吾 2005, 286)3. 2000년대 중반 

들어와 국내에서도 유사한 진단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송호근과 홍경준은 1990년대 중

후반 이후 한국이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복지국가 초기단계에 진입했다 (송호근·홍경준 

2006: 108) 진단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런 주장들이 섣부른 진단이라는 생각도 나타났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

은 서구의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시민권적 개념의 보편적 복지가 없고 사회복지가 경제

성장에 종속적인 측면을 강하게 띄는 ‘생산주의적 복지체제’ productivist welfare regime 

로 규정한 한 이안 할리데이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 개혁은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졌으나 이것이 동아시아의 생산주의적 복지체제를 벗어나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

환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Holliday 2005)고 주장하여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성립에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김연명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제도의 발전이 생

산주의적 복지체제를 넘어설 만큼 성장했으며 더 이상 한국은 아시아의 특수성을 강조하

는 생산주의 복지체제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Kim, 2008).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안 할리데이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생산주의 복지체제 개념을 만든 한 연구자가 

한국의 경우는 생산주의적 복지체제의 특징과 전통적인 서구의 복지국가적 요소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혼합형으로 규정지음으로써 부분적으로 한국의 복지국가 형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Wilding 2008).

이처럼 한국의 복지국가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들

어올수록 한국이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

을 얻어가고 있다. 어떤 국가를 복지국가로 판정하는 합의된 지표는 없으나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사회복지비 지출의 규모, 그리고 국민최저생활 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제

도의 존재는 이러한 주장이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매우 급속한 사회복지비의 팽창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 GDP 대비 4.74%이었던 복

지비 지출율이 2008년에 GDP 대비 8.3%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4 (고경환 2010) 이러

한 추세를 감안하면 2010년에는 GDP 1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비 

3. 이 외에도 크리스토퍼 피어슨같은 학자들도 후발산업국가의 산업화와 복지국가 발전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복
지국가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Christopher Pierson 2004, 232).

4. 비법정복지비용인 자발적 민간복지비용을 포함할 경우는 2008년 기준으로 총사회복지비 지출은 GDP대비 
10.95%이다. 한국의 경우는 특히 복지비 팽창속도가 빨라 최근 5년간 10.8%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였는데 이 비
율은 OECD 국가중 아일앤드(14.3%)와 멕시코(13.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고경환 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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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율이 GDP의 10%에 근접하는 경우 평균 GDP의 25% 수준을 복지비로 지출하는 서구

의 성숙한 복지국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4대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

법, 그리고 의료보호법을 통해 의료, 교육, 생계, 주거 등의 생활의 필수적인 영역에서 ‘국

민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물론 아직도 사회복지의 혜

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급여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은 현실이

지만 최저생활의 영위가 완전히 개인과 시장의 책임에 맡겨져 있지 않고 상당부분 국가의 

개입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복지제도는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그 다음 질문은 한국이 어떤 형태의 복

지국가 경로를 밟을 것인가? 하는 점이며 여기서 보편주의 논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진자본주의의 복지국가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한 에스핑-안데르센의 유형론은 많은 문

제제기와 다양한 반론들이 제기되지만(Arts and Gelissen 2010) 각각의 복지체제를 지배

하는 원리를 비교적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교복지국가 연구의 가장 보편

적인 틀로 사용되고 있다.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체제 유형중 사민주의유형과 보수주의

유형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복지제도의 보편주의를 달성한 모형5이며 영미형인 자유주의

모형은 여러 복지제도에서 저소득층에 초점을 둔 공공복지의 선택주의 원리가 강한 모형

이다(Esping-Andersen 1990). 한국의 사회복지는 전국민에게 포괄적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주의적 원리가 지배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복지제도에서 

저소득층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표적화’ targeting 혹은 선택주의 원리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보편주의 원리의 관철은 단순히 복지자원을 더 많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한국의 복지국가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가라

는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모습과 연결되는 것이다. 만약 보편주의 논쟁의 정치적 결과로서 

한국의 공공복지제도가 좀 더 많은 대상과 좀 더 많은 국민들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전된

다면 그만큼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의 경로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보편주의가 확

5. 보수주의모형과 사민주의모형은 보편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보수주의모형이 직종별로 분리된 
사회복지제도를 기반으로 전국민을 사회보장의 틀로 포괄하는 반면 사민주의모형은 대부분의 국민을 하나의 제
도에 포괄함으로써 보편주의를 달성하는 모형이다. 에스핑 안데르센은 이런 이유로 보수주의모형은 보편주의 
이지만 사회복지의 ‘계층화 효과’ startification effect 가 나타나나 사민주의모형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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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면 될수록 보수주의적 혹은 사민주의적 유형과의 ‘친화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의 보편주의 논쟁은 단순하게 누구에게 복지를 제공할 것인

가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미래모습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사회의 미래와 관련되어 보편주의 논쟁의 갖는 의미를 염두에 두

면서 보편주의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Ⅲ.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계: 보편주의안의 선별주의

보편주의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논쟁적인 용어이다. (Anneli 

and Sipilan 2009)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

다. 즉, “보편주의란 사회복지 급여가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

리이다. 선별주의란 급여는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때 개인

의 욕구는 주로 소득조사에 의해 판별된다.” (Gilbert & Terrell 2006, 160-161). 다시 말

하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보편주의는 사회적 급여에서 개인의 소득, 재산의 수준과 무관

하게 해당 급여의 지급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할당원리이며 선별주의는 주로 소득수준

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할당원리를 의미한다. 한국의 무상급식 논란

에서 사용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논쟁과정에

서 특히 선택주의는 저소득층을 차별하는 불공정한 원리로 더 나아가 폐지되어야할 원리

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두 용어를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표 1>과 같이 각각의 입장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사회복지학의 전통적인 쟁점이 형성된다.  전통적으로 보편주의를 지

지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사회통합을 미덕으로 주장해왔고, 선별주의는 과다한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수혜자에게 낙인감 형성시킨다고 비판해 왔다. 반면 선택주의를 주

장하는 입장에서는 보편주의가 가져오는 자원낭비 현상과 복지 수혜자의 도덕적인 해이를 

비난해 왔고, 선별주의가 욕구가 더 큰 빈곤층에게 더 큰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효율적 수

단임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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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에 대한 찬반 논리

   자료: Blackemore (1998:62)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논의는 사실 모든 사회정책 영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

도와 영역에 따라 그리고 개별 국가의 복지발전단계에 따라서 논의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

다. 가령 외형적으로는 보편주의적 모습을 갖춘 한국의 사회보험은 <표 1>의 일반적인 찬

반논리가 적용되기 어렵고, 또 사회보험을 모두 해체하고 저소득층에게만 자원을 집중하

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사회보

험의 경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는 점에서, 즉 보편주의적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처럼 자산조사를 통해 선택적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보편주의

적 급여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론적 논의만 있을 뿐 아직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사례는 없다

6. 한국에서 보편주의의 논란이 나타나는 부분은 저소득층에게 자원이 집중되어 왔던 무상

급식과 보육서비스같은 일부 사회서비스영역 그리고 해당 계층 전체에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같은 현금수당인데 쟁점은 첫째, 어느 계층에게까지 자원을 할당할 것

인가의 문제이며(즉 부자도 포함시킬 것인가?), 그리고 대상계층을 확대할 경우 급여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할 것인가 아니면 정액의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실 무

선별적 급여 selective benefits 보편적 급여 universal benefits

찬성의견

-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소득지원과 급여를 제공 - 통합적: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높은 수급율(예, 부모)

- 효율적: 저소득가구와 개인에게 더욱 많은 돈을 지급함 - 효율적: 관료주의 및 행정비용의 최소화

-  복지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공공지출을 줄이거나 억제함 - 시민권과 사회통합의식을 증진

반대의견

- 자산조사는 복잡한 절차와 신청서식을 포함: 수급률
이 낮을 가능성과 높은 행정비용

- 공평성의 결여: 부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얻고 ‘세금
환수’ claw-back taxes 를 회피할 수 있음

- 자산조사는 사회적 체면손상과 낙인을 포함: 수급률
이 낮을 가능성

- 복지의존성과 과도한 국가의존을 만들어냄

- 모든 급여가 소득과 연계되면(자산조사) 소득이 늘어
날 경우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므로 근로의욕을 저해함
(소위 빈곤의 덫)

- 낭비적: 소득이 올라가도 보편적 급여를 계속해서 받음

6. 공공부조같은 선별주의적 복지급여를 보편주의로 바꾸는 방식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basic 
income 아이디어와 연결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은 정액의 현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측면에서 보편주
의의 전형적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선별적 공공부조를 폐지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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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식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대상계층의 전국민적 확대 문제이었으나 집권당인 한나라

당에서 최근 ‘70% 복지’를 들고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후자가 앞으로 보편주의 복지제도에

서 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 쟁점들을 아동보육지원구조의 예로 들어 논의

해 보기로 하자.

<그림 1>은 0세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소득계층별로 어느 정도의 국가지원을 받

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0세 아동 1인을 한달동안 맡길 경우 표준적으로 계산된 비용은 

2010년 기준으로 월 73만원이다. 이중 35만원은 보육교사 인건비(국공립시설), 혹은 기본

보육료(민간보육시설) 형태로 국가에서 직접 보육시설에 지급하기 때문에 아동을 맡기는 

부모는 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육시설에 지급해야 하는데, 소득계층별로 국고

지원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소득수준이 하위 50% 이하에 속한 가구의 경우 73만원에서 

시설에게 직접 지원되는 국가지원금 35만원을 제외한 38만 3천원이 전자바우처로 학부모

에게 직접 지급되고 소득수준이 50%-60% 사이는 약 23만원이 지급되며 60%-70%의 계

층에게는 약 12만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50% 이하계층 중 0세아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완전무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상보육을 받고 있으며 소득 50%-70% 계층은 

일부분만 부담하기 때문에 부분적 무상보육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득수준 상위 

30%만 본인이 보육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0세에서 2세까지의 아동이 보

육시설에 맡겨질 경우 민간이건 국공립이건 인건비 보조 혹은 기본보육료 형태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 30% 이상의 중상위 층의 경우도 보육료지원의 혜택을 받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소득계층별 아동보육료 지원 개념도 (0세아 기준, 2010)

아동 1인당 
보육비용

(733,000원)

차등보육료
정부지원

1층(100% 지원)
(383,000원)

153,200원

268,100원
383,000원

차등보육료 
본인부담

4층

2층(60% 지원)
229,800원 3층(30% 지원)

114,900원

정부지원시설 :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민간보육시설 : 기본보육료(정부지원금) 350,000원 지원

대상
(영유아가구)

1층 2층 3층 4층

소득하위 50% 이하 소득하위 60%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소득하위 7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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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자원할당 원리는 다른 복지제도에서도 나타난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도 지급대상이 전체 노인의 70%인데 70%

를 선정하는 기준은 소득, 자산액을 평가하여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소득순위 70% 이하

의 노인들에게 소득액에 따라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월평균 2만원에서 9만원정도의 기초노

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7. 이처럼 자산조사를 하되 저소득층을 가려내려는 목적보다는 부

자들을 가려내는 ‘역’자산조사의 원리는 다른 영역의 원리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가령 

아동수당이 시작될 경우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 때문에 ‘부자’들을 제외시키고 가구소득 기

준에 따라 수당액을 차등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할당원리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8. 이처

럼 이미 중요한 복지제도에서 정착된 부자들을 제외시키는 자원할당 원리가 다른 영역으

로 확대된다면 여기서 두 가지 논란이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저소

득층과 중산층에게만 자원이 할당되는 것을 보편주의 원리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선택

주의 원리로 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보편주의적 할당 원리가 적용될 때 소득수준에 따

라 급여액을 차등지급하는 원리를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즉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급여의 정당성 문제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제도를 놓고 자원할당 원리를 분석하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상당

히 이념형적인 분류이며 두 유형 사이에는 다양한 유형의 복지할당 원리가 있으며 여러 가

지 자원할당 원리가 하나의 제도에 중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Gilbert & Terrell 2006, 

191). 가령 영국의 신노동당 집권기에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핵심 프로그램인 학교교육이

나 NHS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되, 아동이 있는 가족이나 

저소득연금생활자 즉, 욕구가 더 많은 빈곤층에게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는 재원을 제공하

는 방식이 존재했는데, 이처럼 보편주의의 바탕위에 선택주의적 원리가 결합된 자원할당

방식을 일부 학자들은 “선택적 보편주의”9 selective universalism 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Hills, 2004, 211). 욕구가 큰 집단에게 더 많은 자원을 분배하는 원리는 사회적 소수자에

7.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석재은·김교성 (2009)의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8. 논란이 되는 무상급식의 경우는 좀 다른 할당 원리가 대립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과 취약지역(농
어촌 및 산간지역)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전형적인 자산조사에 선별주의적 할당 원리를 고집하고 야권 및 시민단
체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안전한 학교급식안전한 
학교급식을위한 국민운동본부 2010). 전자의 방안이 확대되면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할당원리가 적용될 가능성
이 높은 반면, 후자의 원리가 관철되면 전형적인 보편주의적 원리가 관철되게 된다. 

9.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지만 가장 욕구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이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이 원리
는 고든 브라운 당시 재무성 장관에 의해 ‘진보적 보편주의’ progressive universalism 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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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원과 기회의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긍정적 차별’ positive discrimination의 원리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계층에게 적용되는 보편주의 복지제도에서도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

액방식과 개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비례방식 등 다양한 급여형태가 

있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를 지배한 보편주의의 원리는 고용상태

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급여가 지급되는 정액급여를 의미했다. 정액급여

는 산업사회 초창기에 존재했던 노동자들간의 그리고 노동자와 자영자간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창된 것이며 복지국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베버리지보고서

에서 제시한 보편주의의 원리, 즉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인구에게 정액기여-정액급여 

형태를 제공한다는 원리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Baldwin 1990,116-127).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모형에서도 처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자원을 지급하는 

정액급여 형태가 지배적 유형이었으나 60년대 이후 소득비례급여제가 확대되면서 정액방

식과 소득비례방식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보편주의로 진화되었다(Baldwin 1990, 134-

157: 미야모토 2003,171-189). 

 6·2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논란을 계기로 ‘보편주의적 무상급식 = 인권’, ‘선별주의적 무

상급식 = 차별’라는 등식이 굳어졌다. 저소득층만을 가려내어 이들에게 자원을 집중시키

는 선별주의적 원리가 지배하는 제도에서는 이러한 등식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선별주

의가 반드시 자산조사를 근거로 저소득층의 차별을 만들어내는 협소한 의미의 자원할당 

원리만으로 이해되서는 안된다. 복지제도의 발전정도와 성숙도 그리고 인구의 포괄범위에 

따라 선별주의는 매우 다른 양식으로 보편주의와 결합할 수 있으며 무상급식 등 일부 제도

10를 제외한 한국의 상당수의 복지제도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편주의는 

선이자 당연히 추구해야할 이상이고, 선별주의는 악이자 궁극적으로 척결해야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윤홍식 2010, 95)는 지적은 타당한 것이다. 즉, 욕구에 따라 

자원이 차등적으로 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주의가 보편주의를 보완하는 방식은 공

평한 자원분배 원리가 될 수 있다. 아넬리와 시필란이 지적했듯이 “보편주의의 강점은 행

정의 효과성, 저소득층에 대한 무조건적 보장, 사회통합의 증진, 그리고 경제적 효과성과 

10. 사실 무상급식의 경우도 한국 전체가 선별주의 원리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 지역에 따라 전체 학생들에게 
보편주의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가 있다(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2010) 
자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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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보편주의는 명백한 한

계가 있으며 ‘특수주의’ particularism 와 ‘선택주의’와 함께 존재해야 생존할 수 있다. 없

어져야 할 것은 잔여주의11 residualism 이다”(Anneli and Sipilan 2009:22). 지금까지 

보편주의는 동일한 자원을 동일한 대상에게 분배하는 단순한 원리가 아니며 보편주의 내

에서도 자원배분의 크기가 다른 다양한 유형의 급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공평한 

복지의 할당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선택주의적 원리가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 대

해서 논의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넓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한

국 사회에서 갖는 거시적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Ⅳ. 대안체제로서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  

보편주의의 논의가 복지국가체제와 연결될 때는 단순히 복지자원의 할당 원리를 넘어서

는 보다 거시적인 체제의 맥락과 연결된다. 특히 한국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론이 일종의 대안체제를 염두에 둔 담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왜 보편주의적 복

지국가가 신자유주의체제같은 다른 체제에 비해 한국사회가 직면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더 설득력있는 전략인가에 대한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물론 보편주의 복

지국가가 국민의 보편적 사회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다른 어떤 체제보다 월등하다는 논거

는 많이 제시되고 있다(가령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의 하나로서 복지를 제공하는 것).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론이 경제사회체제의 대안패러다

임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구조와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가 좀 더 확보되

어야 하는데 이 장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리를 중심으로 설정해 보

기로 한다.  

첫째, 개방경제의 적응체제로서의 보편주의 복지국가. 카첸쉬타인은 북유럽의 소규모 경

제에서 보편주의적 복지제도가 발달한 이유를 개방경제의 특성이라는 시각으로 분석한 적

11. 여기서 잔여주의란 자원배준의 기제로서 시장과 가족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국가가 일시적으로 개입해 들어
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잔여주의와 대비되는 용어는 보편주의가 아니라 사회복지제도가 항시적으로 존재하여 
자원배분을 담당하는 상태, 즉 제도주의이다.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구분은 Wilensky and Lebuex (1966)의 
고전적 정의와 동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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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즉, 유럽의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의 소규모 경제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 수출지

향적인 개방경제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고 세계경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국

가가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산업간 이전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의 노동시장정책이나 실업기간 중의 소득을 충실히 보장해주

는 강력하고 보편주의적인 복지체제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12(Katzenstein, 1985). 이 논리

를 반대로 이해하면 경제개방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사회안전망이 잘 작동되지 않으면 구조

조정이 어려워지고 갈수록 글로벌화되는 세계경제에의 적응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개방경제하에서는 ‘유연안정성’ flexicurity 이 확보가 중요하며 유연안정성은 

충실한 사회복지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 총 

GDP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근접하는 나라로 소규모 개방경제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하지

만 세계경제에의 결합정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 최고수준에 올라서 있다. 2008년 한국

의 무역의존도는 수출 43.4%, 수입 38.8%로 G20 국가중 각각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수

출 11.4%, 수입 10.8%로 G20 국가 중 무역의존도가 각각 17위와 18위를 기록한 일본(IMF, 

2010)과 매우 대비된다. 이처럼 세계최고수준의 경제개방도를 갖고 있는 한국은 세계경제

의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적응해야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안정화 구조의 확립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노동시장 내부자

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극심하지만(윤은규 외 2007) 노동시장 내

부자와 외부자의 삶의 조건의 차이는 더욱 크다.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했을 

경우 주거, 교육, 노후, 보육 등의 사회적 위험을 전체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에

서는 유연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민에게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

공하는 보편주의 복지체제는 일부의 계층에게만 사회적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선별주의 체

제보다 유연안정성 확보에 유리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보편주의적 복지체제는 갈수록 세계

경제에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세계경제의 흐름에 민감하게 적응해야 가야 하는 개방도가 높

은 한국경제의 원활한 작동에 매우 유리한 복지체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의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복지지출의 크기가 경제성장과 고

용구조 등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은 시장주의자와 복지주의자간에 수많은 논란이 이루

12. 물론 카첸쉬타인의 논리가 이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그는 소규모 경제에서 개방경제라는 특성과 보편적 
복지국가를 단순히 연결시킨 것은 아니며 정치체제로서의 조합주의적 정책결정과정의 역할, 즉 정치체제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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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영역이다(Mares 2010).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수출주도의 대기업과 내수기반의 중

소기업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이것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많은 진단이 

제기되었다 (윤은규 외 2007). 특히 대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되면서 고용없는 성장

이 현실화되고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이 모든 정

권에서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부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의 확대가 내수 촉진을 통

해 경제와 선순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고용창출기제로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논리가 최근

에 급격히 확산되었다. 복지의 확대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전통적인 논리는 케

인즈주의에 이론적 근거를 둔 복지지출 확대가 유효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이었다. 이 논

리는 참여정부에서는 복지비를 늘리는 재정확대정책이 직접적으로 수요를 확대시켜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경제부처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재정경제부 소

득세제과 2005: 84)13. 사회복지가 경제에 순기능을 한다는 다른 논리는 최근의 OECD 와 

유럽 등에서 제기된 사회투자이론에 근거를 둔 것으로  사회정책이 지식기반경제하에서 

노동력의 질과 노동력 공급량을 높여줌으로써 좋은 경제적 성과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다14. “좋은 경제적 성과는 좋은 사회정책에 달려있다” (Dobrowolsky and Jenson 2005, 

203)는 명제가 이를 간결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확대가 수요의 창출, 

노동력의 질과 양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복지의 대

상자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보편주의적 복지체제는 제한적인 복지할당원리보다 경제에 

순기능을 미치는데 있어서 유리하다. 특히 복지비 지출의 최종 수요처가 국민들의 일상적

인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 상품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상품이나 자영업의 수

요 촉진 그리고 중소기업의 고용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15. 따라서 보편주의

적 복지체제의 확립은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는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기

반의 확보와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전략과 결합될 수 있다.

 셋째, 불평등 완화 기제로서의 보편주의 복지국가. 코르피와 팔메는 선진복지국

가의 복지할당원리와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재분배의 역설’ paradox of 

13. 참여정부 시절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라는 이 보고서에는 최근에 시행되는 감세
정책보다 복지확대를 통한 재정확대정책이 경제활성화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14. 사회투자론에서 사회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연명 편(2009), 양재진 외(2008)가 
참조된다. 

15. 사회복지비 지출이 종국적으로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적 개연성은 충분하
다. 하지만 복지비지출이 기업별,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최종수요를 얼마나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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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stribution 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바 있다 (Korpi and Palme 1998). 그들의 분석에 의

하면 자산조사에 기반한 선별적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보편주의보

다 분배효과가 뛰어나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보편주의프로그램이 발달한 복

지국가일수록 그렇치 않은 복지국가보다 평등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그들은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급여가 많을수록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킬 가능성

은 낮다‘라는 재분배의 역설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보편주의가 확립된 국가일수록 누

진적 조세체계 등이 발달하여 전체적으로 분배 개선을 가져오는 효과가 크고 선별주의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재분배 기능이 약한 사보험 등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외

환위기 이후 급속한 소득의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절대빈곤가구가 ’96년 3.1%에서 ‘06

년 11.6%로 증가했으며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빈곤가구도 같은 기간에 9.0%에서 

16.7%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이현주 외 2006, 61). 2009년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

기 이후 그리고 200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1980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였다(김두

용 2010,119-110). 이처럼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산조사에 기반한 선별적 분배

정책은 ’재분배의 역설‘의 명제에 의하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갖을 수밖

에 없다. 급속히 악화되는 소득분배의 개선이 향후 한국의 미래체제의 중요한 과제라면 소

득분배개선 효과가 큰 보편주의적 복지원리를 수립하는 것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

하고 보편주의적 복지국가패러다임이 대안체제 전략으로서의 유효성도 갖게 될 것이다.

Ⅴ 보편주의와 한국 복지정책의 과제 

앞장에서는 논의한 것처럼 보편주의 복지국가론은 한국의 대안체제 전략과도 매우 밀접

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이며 북유럽의 경험에서 보

듯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논의를 통해 역사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Baldwin 1990: Esping-Andersen 1990). 특히 연대의 기반이 약하고 시장경제의 위주

의 이념적 지향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수립은 상당한 시간을 요

하는 장기간의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보편주의 복지국가 수립

에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보다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경제, 사회적 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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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사회에

서 보편주의 복지국가 수립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노동시장구조와 조세부담과 구

조, 사회복지공급자, 시장복지와의 관계 그리고 복지수준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1. 노동시장구조와 복지사각지대 문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약점중의 하나는 1차 노동시장의 불공평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노동계에서는 이를 ‘노동없는 복지국가’의 위험성을 표현하고 있

다. 서구에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가 성립될 수 있었던 토대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나 노동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1차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소득불균형을 조세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완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1차 노동시장에서 오는 불평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동정책, 산업정책이 복지정책, 조세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한국은 노동시

장에서의 정규직과 비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차별과 소득불균형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

고 있으며 이것은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하는데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표 2>

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어느 정도의 차별을 받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비

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8% 수준에 불과하며 사회보험과 퇴직금 등의 각종 근로조건에

서도 정규직에 대해 너무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오로지 건강보험만 비정규직의 실질가입율

이 93.0%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김연명, 2010; 김유선, 2009). 

<표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자료: 김유선(2009)에서 재구성

   비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괄호안의 비율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실질적용율을 의미함. 이 개념은 비정규
직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등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을 의미함. 

임금격차
(만원)

근로조건 적용율(%)

국민연
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주5일제

임금노동자 185 64.7 67.1 58.9 61.5 61.0 43.3 57.0 49.8 

정규직    255
98.0 
(98.7) 

98.5
(100.0) 

82.4 99.2 97.6 73.2 92.6 68.3 

비정규직  120
33.8 
(45.6) 

37.9 
(93.0) 

37.0 26.4 27.0 15.5 24.0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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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극심한 상태에서는 보편주의적 복지제도가 결코 성립될 

수 없고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실현도 어렵다. 특히 노동시장의 불평등에서 나타나는 비

정규직의 배제 등의 문제는 그 규모가 워낙 커 국가재정으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 비정

규직의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각종 노동정책이나 노동입법 등이 제대로 갖추어

져야 1차 소득분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그것으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복지제도에서 떠

맡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일차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를 복지제도를 통해 막

는데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복지정책은 노동시장정책과의 유기적 연관

성을 강화해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체제로 전진할 수 있다. 

2. 복지재원의 확대 문제: 조세구조 개편

보편주의적 복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조세수입과 복지비지출 

면에서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미 1990년에 스웨덴의 

조세수입 규모는 GDP 대비 52.7%로 세계 1위이었으며, 덴마크는 46.5%(2위), 핀란드는 

43.5%(3위), 그리고 노르웨이가 41.0%(7위)를 나타냈다. 공공사회복지비 지출에서도 스

웨덴은 GDP 대비 30.5%(1위), 덴마크는 25.5%, (2위), 핀란드 24.5%(5위), 그리고 노르

웨이가 22.6%(8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Kautto 2010, 594)16.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보편

주의 복지국가는 조세수입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려운 체제라는 것이다. <표 

3>은 2007년을 기준으로 주요국가의 조세부담율과 사회보험 기여율을 합친 국민부담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1990년에 비해 조세부담율과 사회보장 기여금이 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국민부담율의 규모가 작은 국가로 남아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쟁점은 이 정도의 국민부담 규모를 갖고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구축할 수 있는냐 하는 것

이다. 해답은 간단해 보인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국민부담을 더 늘릴만한 여유가 있고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동의를 얻어가며 보편적 복지국가의 

재원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16. 같은 자료에 의하면 1990년 당시 한국의 조세수입 규모는 GDP 대비 18.9%, 공공복지비 지출은 3.0% 수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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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GDP대비 국민부담율의 현황 (2007) 

   자료: OECD(2009)에서 재구성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친복지진영에게 어떻게 복지재원의 총량을 늘릴 것인가는 

이 제안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전통적인 해법으로 정부예산의 효율화, 탈세방지, 각종 조세감면의 축소 등을 통한 복지재

원 확보가 제시되어 왔고(정세은 2010), ‘건강보험 하나로’운동 같은 시민운동에서는 ‘자발

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복지재원을 충당해 나가는 방안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은 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진보신당의 제

안이다. 진보신당이 제안한 내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에 15-30%를 가

산하여 총 15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방에 사회복지교부세(30%), 교육복지교부금

(20%) 등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50%를 중앙정부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조승수 

2010). 사회복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진보신당은 소득세의 경우 상위 10%에게만 복지

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도 납부세액 10억 이상만 부담시켜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걷는 방식

이며 지출도 복지목적에만 한정시키는 일종의 목적세의 형태로 사회복지세를 운영하는 것

이었다. 

부유층에게 목적세 형식의 세금을 부과하여 보편적 복지제도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이 제

안은 친복지진영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7. 보편주의 복지제도 

수립을 위해 조세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그 방식에서는 생각 볼 문제가 남

아있다. 부유층에서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의 복지에 충당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선별주의

적 복지체제의 원리이다. 이런 원리는 재원의 부담자(납세자)와 복지의 수혜자(세금의 수

혜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자의 입장에서는 조세저항의 가능성이 있고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낙인감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에 많은 자

스웨덴 이태리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OECD평균

조세부담률 (a) 35.7 30.4 22.9 29.5 21.7 18.0 21.0 26.7

사회보장기여금(b) 12.6 13.0 13.2 6.6 6.6 10.3 5.5 9.1

국민부담률 (a+b) 48.3 43.5 36.2 36.1 28.3 28.3 26.5 35.8

17. 이 제안에 대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전체 국민들이 아니라 상위소득자의 일부에게만 그 부담이 국한된
다는 측면에서 사회정의와 형평성의 제고에 기여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홍보위원회. 
2010.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한다: 조승수의원의 사회복지세 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 ‘사회복지부유세’를 제안한 정동영의원의 경우도 소득최상위 0.1%에 세금을 부과하여 연간 10조원을 마련하
고 이를 아동수당이나 노인연금 확대 등 보편적 복지의 확장에 사용하자고 유사한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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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할당하는 복지체제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는 재원을 부유층으로 하고 세금의 용처를 

복지영역으로 한정시키는 목적세 방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18. 북유럽의 보편주

의 복지국가에서 자원배분을 지배하는 는 중요한 원리중의 하나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부담자와 복지제도의 수혜자를 일치시키는 전략이다. 즉 내가 낸 세금이 각종 복지제도를 

통해 나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든 것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자원배분의 주요 메커니즘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부담율의 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즉, 보편주의 복지체제는 재원

의 부담자와 제도의 수혜를 일치시키는 정치적 전략이나 선별주의 복지원리는 재원의 부

담자와 재원의 수혜자가 분리됨으로써 복지비 부담의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

서 본다면 목적세방식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

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사회복지 공급구조의 개편: 공공복지공급자의 강화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윤추

구적 행위가 강한 사회복지공급자 welfare provider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함으로 해서 필

요 이상으로 복지재원이 과대하게 소비될 가능성이다.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로 불리는 대

부분의 나라에서 의료기관, 노인요양기관, 그리고 아동보육기관 등의 복지공급자는 공공

기관이거나 아니면 종교단체 등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

우는 대부분의 보건의료, 사회복지 공급자들이 강력한 이윤추구 동기를 갖는 민간기관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49,602개소 중 8.5%

만이 공공의료기관이며 나머지 91.5%는 영리성을 강하게 띄는 민간의료기관이다(보건복

지부 2006). 최근에 급팽창을 하는 노인요양시설같은 경우는 절대다수가 영리추구를 하는 

민간기관이다. 보육시설의 경우도 국공립시설의 경우는 6%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사회복지공급자의 구조가 압도적으로 민간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에서 보편주의 제

도의 확대는 공공에 의한 가격통제기능(예, 보육료 상한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아

니면 가격을 왜곡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필요 이상의 재

원이 소비되어 한국 복지국가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18. 재원의 용처를 복지로 한정할 경우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복지재원이 할당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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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위의 사회복지공급구조를 공공부문 우위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해 보인다. 하지만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너무 적은 공공부

문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폐해를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상의료’, ‘무

상교육’같은 상징적 구호를 논외로 할 경우 주어진 정치적 여건에서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은 

한국의 진보적 시민단체나 관련 운동단체에서 제시하듯이 ‘공공의료 30% 확보’, ‘공공보육

시설 30% 확보’정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인데 이 정도마저도 현실정치에서는 실현하

기가 쉽지 않다. 가령 노무현정부에서 내걸은 공공의료 30% 확보는 구호로 끝나버렸으며, 

가장 많은 예산이 팽창된 육아관련예산도 민간위주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를 바꾸지 못했

다.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수립은 사회복지공급체계 전반에서 최소한의 공공부분의 비중을 

확보해야 장기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재원이 확보된다

면 우선적으로 공공복지시설을 확충에 지울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 시장을 통한 복지공급의 합리화 

한국은 이미 시장을 통한 복지공급의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비대한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복지의 확대 및 국가복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환경을 정비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장을 통한 복지공급구조를 합리화시킬 것인지

도 국가복지의 확대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국가복지 확대론’은 의미 있고 추구해야 할 전략

이나 한국처럼 이미 시장에 의한 복지공급구조가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제한적

인 의미를 갖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와 연금을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공공

부문에 속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중첩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민간보험은 경제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규모를 갖고 있다. <표 4>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친 우리나라의 수입

보험료 규모가 2006년을 기준으로 세계 7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의 GDP 대

비 규모로는 세계 4위에 올라있다. 즉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민간보험시장이 대단히 발달

한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공급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는 전략이 매우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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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한국 민간보험시장의 규모와 국제 순위

   자료: 보험개발원(2007:686-687)

시장공급기능을 없애는 것이 대안이 아닌 이상 이미 존재하는 시장공급부문이 효율적 자

원배분의 메커니즘이 되도록 공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즉 시장부문

에 존재하는 복지공급자들을 경쟁과 선택의 원리에 충실하도록 사회적 규제를 통해 합리

적 시장의 조건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규제’는 비합리적 시장의 불확실성과 낭비를 줄이고 

시장에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중요한 국가개입 형태 중의 하나이다 (Barr,200472-

73). 국가복지의 ‘획기적’ 확대가 어렵고 시장공급자가 복지공급의 다수파를 이루는 상황에

서 시장공급자의 복지공급이 효율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유일하게 ‘규제’만을 통해서 가

능할 것이다. 합리적 규제가 없다면 사회보장의 다층체계의 구축이나 경쟁과 선택을 통해 

나타나는 복지자원의 효율적 분배는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의 복지국가 담론은 이미 존재

하는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하다. 시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제

대로 된 경쟁과 선택의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면 ‘복지 목적’ welfare ends 을 이루는데 도

움을 줄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열린 자세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친국가복

지 입장에서도 시장에 대한 무관심 혹은 백안시보다는 ‘시장의 복지화’ welfarization of 

the markets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김연명,2008). 

5. 복지급여의 수준문제 

최근 보편주의 논쟁과 관련되어 논란이 되었던 또 하나의 쟁점은 국가복지를 통해 제공

되는 복지수준의 문제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의 기틀을 잡는다 하더라도 복지급여의 수준을 최저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우 높

은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경제발전 수준, 재원부담의 규모, 시장복지와의 갈등 문제 등 여

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가령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의 확대는 최근의 논란에

서 보듯이 민간의료보험과의 영역충돌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보편주의적 복지제도

를 갖춘다 하더라도 베버리지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복지급여의 수준을 통상 ‘국민복지최

1990 1997 2000 2006

수입보험료 규모(순위) 11 9 7 7

수입보험료/GDP (순위) 1 2 3 4

국민1인당 지출 보험료(순위) 18 18 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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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 national minimum 의 개념으로 하여 최저선만을 제공할 수 있고 북유럽과 같은 매

우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를 제공할 수도 있다(변재관 외, 1999). 따라서 복지급여의 수준

에 따라서 똑 같은 보편주의적 형태라도 그 사회적 함의는 매우 다를 수 있다. 현재의 한국

의 복지발전 수준에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 공유할수 있는 수준은 주거, 의료, 소득보장, 사

회서비스 등에서 ‘최저선’을 확보하는 것일 것이다. 즉 복지영역별로 우리 사회가 제공할수 

있는 최저선을 설정하고 여기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재원을 투

자하는 것이다. 최저선의 제공은 기본적인 사회권의 제공, 공통체의 낙오자에 대한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념적 논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선을 튼튼히 

한 후에 사회문제의 우선순위와 복지재정의 상태에 따라 ‘적성선’으로 각 영역별 복지급여

를 상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최근의 복지국가 담론은 한국 사회의 질적 성숙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

만 보편주의 복지국가 담론은 사회체제의 재편 문제이지 단순한 복지 확대의 문제가 아니

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조세구조의 개편의 통한 복지재원 확대, 비용효

율적인 사회복지공급구조의 구축, 그리고 노동시장 및 금융시장의 개편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좋은 복지국가가 구축되고 복지국가 가져오는 경제,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발

휘될 수 있다. 이런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지국가 담론은 또 하나의 정치적 구

호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치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운영에 

필요로 되는 재원의 부담자와 수혜자를 일치시키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재원의 부

담자와 수혜자기 분리되는 구조에서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수립되기도 어렵고 수립된다 

하더라도 이를 지탱할 수 있는 정치적 지지기반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막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에 진입하여 복지국가 담론이 터져 나오고 있는 한국에게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수립은 매우 험난하고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복지국가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 중에는 상대적으로 좋은 복지국가와 나쁜 복지국가가 있을 수 

있다. 복지비 지출이 많아도 그것이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권리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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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지 않고,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약하며, 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

은 복지국가라고 볼 수 없다. 소위 남부 유럽형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페인, 포르투칼, 이태

리, 그리스 등의 복지체제는 이런 점에서 상당한 비판의 소지가 있다. 복지국가로의 전진

을 계속하되 효율적이고, 성장친화적이며, 젠더친화적인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적인 것은 좋은 복지국가 담론을 정책화시키고 정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

는 정치적 리더쉽이다. 이런 리더쉽이 없으면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는 진보의 ‘일장춘몽’으

로 끝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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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성 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

1. 서론

□ 한국사회가 복지제도를 발전시켜 오는 동안 학계, 정계 및 사회복지계에서 한국형 복지

제도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음

□ 2011년 현재 정치적으로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면서 각 정당들에서는 복지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재시하거나 학계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정당과 정권에 바람직한 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토론해 왔음

□ 2010년 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된 이후 사회복지가 정치계의 중요한 

아젠다로 각광을 받으면서 등장하였고 2011년의 9개월 동안 언론에서 다루어진 복지관

련 보도는 과거 10년 동안의 보도보다도 훨씬 많을 정도로 복지는 이제 한국사회의 가

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음

□ 따라서 2011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복지 또는 복지정책(“사회복

지”,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간단히 “복지”, 

“복지정책”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이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의 가장 중요한 몇 가

지의 정책제안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9개월 동안 복지 모형, 보편적 대 선별적 복지 논쟁, 그리스와 이태리의 재정위기 

및 선진국의 재정위기와 복지지출이 연계된 문제, 최근 한국의 몇 년간 사회복지 예산

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의 확대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



한국 복지정책의 쟁점과 방향82

한 논란도 정치계는 물론 학계의 주요 논의 주제로 부상하고 있음 

□ 본 발표는 복지모형에 대한 학문적 연구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9개월간 우리사

회에서 전개되어 온 복지에 대한 논의와 논쟁을 바탕으로 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향

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정책의 방향을 중장기적 방향에서 제시해 보고자 함

□ 발표와 논의 편의를 위해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함  

□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는 실로 다양하여 통상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정의는 없지만 복지

국가의 핵심적인 요소를 감안한 Briggs(2006)의 정의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함

□ Briggs의 정의에 의하면 복지국가는 조직화된 권력의 힘으로 시장의 영향을 수정하여 

노동가치나 재산에 관계없이 시민 개인이나 가족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고(최

저 생활의 보장), 시민 개인이나 가족이 사회적 위험에 스스로 대처하게 하여 경제적 

불안정의 폭을 좁히도록 해주며(사회보험 제도의 시행), 신분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모

든 시민에게 어떤 합의된 범위의 사회 서비스를 최선의 기준으로 제공해 주는(일정 사

회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국가를 의미함(Briggs, 2006)

□ 이러한 복지국가의 정의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복지정책과 제도는 복지국가의 외형적 

요소는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복지국가의 초기단계

에 있다고 할 수 있음 

2. 한국 복지정책의 평가

1) 복지정책 이념과 목표 

(1) 복지정책 이념

□ 복지정책 이념은 주로 정치적 이념 틀인 좌-우 즉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에 이르는 연

속선의 틀과 연계하여 논의되고 있음. 마르크시즘이나 사회주의 이념에서는 본질적으

로 분배의 평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일반적

으로 복지정책은 자본주의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적 이념인 사회민주주의와 자유

주의 및 그 중간인 제3의 길로 구분할 수 있음(Baldock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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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복지정책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거나 자유주의 이념에 근

접해 있다고 할 수 있음. 한국의 복지정책이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보면 한국

의 복지국가 이념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라 할 수 있음

□ 복지정책의 가치관은 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나 평등 추구는 대상과 급여의 보편주의로 

의식하여 평등에 근거한 복지 급여확대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음  

  • 복지급여 대상은 보편적인 대상보다는 선별적 대상이 더 많음

  • 복지제도도 국가사회의 다른 제도와 동등한 중요성으로 취급되는 제도적 의미의

(institutional) 복지제도라기 보다는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잔여적 의미의(residual) 복지제도로 인정되고 있음

  • 복지 급여 수급자에 대한 공급자의 태도는 수급권자로 인정하기 보다는 시혜적(온정

적) 차원의 수급자로 보는 입장이 우세함  

(2) 복지정책의 목표

□ 현행의 전반적 복지정책 목표는 인간다운 생활(일반적으로 최저생활) 보장의 목표(수

단적 목표)를 통하여 복지사회를 실현(궁극적 목표)하는 것임(현행 사회보장 기본법 

제2조)

□ 복지사회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상당히 이상적 목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

책에서는 수단적 목표를 제1차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인간다운 생활에 합당한 최저

생활보장이라는 수단적 목표 달성은 최저생계비 보장에 더하여 사회적, 심리적 및 문

화적 욕구도 최저한으로 충족하는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최저생계비 수준 확보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 이외의 욕구는 사회 서비스의 제한적 급

여로 거의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정도임

2) 복지와 경제발전의 관계

□ 선성장-후분배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 상당한 정도 복지와 경제의 동반성장과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체계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복지 확대로 인한 과대한 지출이 성장의 장

애요인이 될 것을 경계하는 정치적 및 행정적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복지

와 경제발전의 실질적 동반적 관계와 선순환적 관계 위에 복지정책이 계획 되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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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3) 복지정책의 범위(다른 제도와의 관계)

□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은 전통적 복지 대상과 급여(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대상

으로 하는 소득보장, 의료 보장)에 거의 한정되고 있음. 복지정책 관련 프로그램 292개

가 13개 행정부처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표 1> 참조)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 관

할 정책 위주로 전개되고 있음. 

<표 1> 복지사업 현황 : 복지부(보건복지부) 등 13개 중앙부처가 292개 사업 추진 

   자료: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2011).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 위 <표 1>에서 제시한 복지관련 정책 외도 복지정책은 고용, 교육, 주거 및 산업(사회적 

기업, 실버산업 등)과 연계되는 측면이 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포함되는 경우는 많지 못함

□ 복지정책 프로그램의 정부부처 내의 산재, 복지정책 범위에 대한 좁은 인식 및 이에 따

른 행정부서간의 협조 및 통합조정 기능의 미약성으로 인해 복지 정책 프로그램 시행

부서명 복지급여·서비스(개수) 주요 사업 내용

복지부 156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등

여성부 36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

보훈처 28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재해보상금 등

고용부 23 장애인창업융자사업, 장애인취업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교과부 10 유아학비지원,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등

국토부 10 국민임대주택공급,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등

지경부 10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등

농림부 7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등

문화부 6 여행 바우처 등

행안부 2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등

산림청 2 산림 서비스 증진 등

방통위 1 장애인 방송제작 지원

소방청 1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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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효율성 문제: 복지 인력 및 서비스 비용의 비효율성(누수, 중복, 부정 등)  

  • 프로그램의 효과성 문제: 취업, 교육, 주택 정책의 연계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비

효과성

□ 특히 복지정책의 노동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노동을 통한 복지는 현재와 같은 정책 

수립과 수행의 틀로서는 달성되기 어려움

  • 근로능력 있는 복지 대상자 자립을 위한 대책이 노동시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노

동시장에서의 주변부 대상, 정부와 민간기업의 시혜적 대상, 근로동기 유발 미약)

  • 복지와 노동연계에서 저임금-단순노동 위주의 서비스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 

상존으로 인한 근본적 빈곤대책이 되지 못하고 단기적, 단편적 및 소극적 대책이 되

고 있음

4) 복지정책의 환경변화 

□ 기존의 한국사회 복지정책의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관련 법률체계와 이에 근거한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좁은 의미의 복지정책의 틀 속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기존의 복지정책 기본 틀은 산업사회의 진전과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 지식경제사

회의 진전, 경제적 여건의 상시적 불안정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응하는 체계가 되어 있지 

못함

□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    

  • 저출산 관련 현상과 남녀평등의식 신장: 일-가정생활 양립 요청

  • 인구고령화 관련 현상: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개인, 가족 및 사회적 부양 부담의 

증가와 허약 가족원 보호 문제 

  • 가족형태의 다양화: 편부모 가정, 독거노인 증가, 허약한 가족원 증가

  • 저수준과 직업 기술: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문제와 연계된 직업기술의 낮은 수준 

  • 노동시장 불안정: 비정규직의 증가와 차별 

  • 불충분한 사회보장 급여 및 급여 사각지대의 상존: 연금급여의 축소 및 연금 및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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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 프로그램의 급여의 사각지대 인구 상존

  • 경제적 불안의 상습화

5) 복지정책 계획의 시간성(단기/중기/장기)

□ 복지정책(좁은 의미 및 넓은 의미)을 총괄하는 기능이 미약함으로 인해 다양한 정책 발

전 및 중장기 계획이 상호 시간상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 전체의 정책 계획과의 상관성

이 미약한 경우도 많음

  •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 각각 및 특별 서비스 분야별 중/장기 계획(특히 5개년 계획)

의 난립과 국가 전체의 복지정책 계획(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과의 시기, 정책 내용 

및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관련성 미흡

6) 민간 비영리 및 영리 부문(시장)과의 관계 

□ 정부와 민간 비영리 부문과의 복지 정책에서의 역할관계가 불확실하고 파트너로서의 

협력적 관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어 때로는 민간부문이 정부 정책에 종속되고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특히 민간의 모금활동에서)

□ 민간 비영리 부문이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도덕적 해이문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미흡한 상태임

□ 민간시장의 복지참여가 미약한 수준임. 민간시장 참여로 볼 수 있는 일부 사회 서비스

(노인장기요양 및 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효과는 대단히 미흡함

□ 복지급여에서 민간시장의 참여가 상호 신뢰적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 공급자

와 서비스 질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향후의 긍정적 발전의 기대가 미약함 

 7) 복지 정책 프로그램의 대상 및 구조

(1) 문제/욕구별 대상 정책

① 소득보장

㉮ 빈곤문제 및 양극화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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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문제의 전반적 대책이 단편적, 단기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근로능력 있는 계층에 대한 빈곤대책은 근로 연계의 효과가 미약함(자립을 위한 

기술훈련의 부족과 이에 따른 저임금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에서 경쟁력 미약, 근

로동기 유인의 부족, 특히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범위 협소 및 대상 제한 등

으로 탈빈곤의 실제적 어려움). 빈곤대책의 근로연계 효과 미약으로 양극화가 더

욱 심화되고 있음   

□ 빈곤문제를 단순히 절대적 빈곤개념으로만 보는 경향으로 상대적 빈곤 개념에 

의한 빈곤문제 해결에 등한함으로써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한국사회의 상대적 빈곤율: 인구전체 15.0%: 2008년 현재)은 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수준임(<표 2> 참조); 아동 빈곤율: 10.3%,  노인빈곤율: 45.1 

      OECD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가구 비율  

<표 2> 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률

   자료: OECD(2010). Society at a Glance.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7가지가 한 묶음으로 제공되고 있어 기초생

국가 빈곤율(%) 자료연도 국가 빈곤율(%) 자료연도

체코 5.4 2007 폴랜드 10.1 2007

덴마크 6.1 2007 뉴질랜드 11.0 2008

헝가리 6.4 2007 OECD평균 11.1

아이슬랜드 6.5 2007 영국 11.3 2007

슬로바키아 6.7 2007 캐나다 11.4 2007

오스트리아 7.2 2007 이태리 11.4 2008

네델란드 7.2 2008 그리스 12.6 2004

룩셈버그 7.2 2007 포르투갈 13.6 2007

프랑스 7.2 2008 스페인 13.7 2007

스로베니아 7.8 2007 에스토니아 13.9 2007

노르웨이 7.8 2008 오스트랄리아 14.6 2008

핀란드 7.9 2007 한국 15.0 2008

스웨덴 8.4 2008 일본 15.7 2006

스위스 8.7 2004 터키 17.0 2007

독일 8.9 2008 미국 17.3 2008

벨지움 9.2 2007 칠레 18.9 2006

아일랜드 9.8 2007 멕시코 2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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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수급자에 비해 차상위계층의 실질 소득이 낮고 차상위계층의 다양한 기본적 

욕구(의료, 주거, 교육 등)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노후 소득보장 

□ 공적 연금(국민연금)

  • 지속 가능성 해결을 위한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2028년 40% 수준으로 낮춤)으

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미약해짐

  • 3층보장체계(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국

민의 의식 부족과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의 사회보장 기능의 취약성이 강

제 가입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계속 제기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을 위한 연금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이 공적연금제

도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의 보완적 대책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비기여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노인의 개인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되고 있으나 그 지급액이 낮아 실질적 소득보장 기능이 미약함

㉰ 고용증진과 노동시장 문제 

□ 빈곤 문제 대책을 위한 고용 증진은 근로유인책 부족, 직업훈련 부족, 직업기술     

저조 등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거의 없음

□ 고용구조면에서 비정규직 비율(2011 현재 33.8%), 자영업자 비율(2007년 현재 

31.8%, OECD 통계)이 높아 전반적으로 고용불안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기업의 평균 정년이 57세로 조기정년 연령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 및 노

후생활 불안감이 크고,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 태도는 호의적이지 못하며 임금 

피크제 등의 시행에 의한 정년연장도 저조한 실태임

② 의료보장 

□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짧은 시간동안에 한국사회에 정착한 것은 성공적인 사례로 외

국에 소개되고 있으나 제도의 기본 틀을 구비한 면에서의 성공은 인정할 수 있어도 

진료체계 문제, 의료 서비스 남용, 공급자 측의 비용유발 진료지불제도, 낮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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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국가 지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음(신영석, 2010)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이었으나 보험요율

이 낮게 책정되고 급여자격이 제한되고 따라서 대상이 6% 이하로 제한되고, 요양보

호사 훈련과 서비스 질 문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향후 계속적 제도 개선

이 필요한 상태임

□ 의료보장 공공부조(의료급여제도)는 소득보장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에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차상위계층은 실제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 급여

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③ 주거보장

□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은 공급에만 치우쳐 있고 공급결과의 영향은 거의 고려하지 못

하고 있음  

□ 가계소비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은 개인과 가정의 소득보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 불구하고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되지못한 상태에서 

빈곤과 양극화를 초래하는데 일조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택관련비용(전월세)은 가구 평균 총지출의 10.8% 차지(2008년 4/4

분기)(통계청, 2011)

  • 가게담보대출의 37.5%가 주거마련 목적(통계청, 2010)

④ 사회 서비스

□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s)는 비물질적이고 비정형적인 인지적, 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급여를 말하며 기능면에서는 생활상의 당면문제 해결(치료요

법, 상담, 신변보호, 재활, 보육과 돌봄, 등), 사회화와 발달(교육 및 훈련, 문화, 예

술 활동 참여 등), 권익옹호, 각종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접근촉진의 기능을 하는 것

을 말함

□ 복지정책에서 현금의 급여보다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의지, 용기와 희망을 부여할 

수 있는 상담 등의 프로그램과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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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으로 감안해 보면 사회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더욱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Giddens, 2006)

□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프로그램에서 보편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대상 면에서 

제한이 많아 전반적으로는 선별적 서비스가 우위인 상태임

□ 사회 서비스를 종류를 증가시키고, 바우처 제도로 최저생계비 150%선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그 효과

는 미미한 상태에 있음

(2) 정책 프로그램의 구조

① 급여 대상 및 자격

□ 급여대상에서 전반적으로 보편주의를 지향해 왔으나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보편주

의와 선별주의적 지향에 차이가 있음

㉮ 소득보장 

• 사회보험: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중심으로 보편주의를 지향해 왔음

• 사회보험의 보편주의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

득/저임금층(특히 비정규직)이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 많음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비가입율 53.1%, 고용보험 비가입율 47.9%(자료: 고용

노동부, 2011년 9월)

• 비기여제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노

인소득의 하위 70%까지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노인에 지급하는 보편적 

급여로서의 의미는 약한 편임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제도를 중심

으로 선별적 제도로 확대되어 왔음

• 공공부조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관련 수급조건이 엄격화, 급여 패키지화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또한 긴급복지제도의 경우도 수급조건 엄격화로 사각지대

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보장

•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기초생활보장대상자 포함)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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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편주의를 지향해왔으며,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는 그 범위가 좁은 편임(비정

규직의 경우 건강보험 비가입율은 4.5% 정도).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가입의 보편성은 확보되었으나 수급조건이 한정되어 수급 가능 대상자(노인인구

의 12-15%)의 50% 이하에게 제공되고 있음

• 공공부조: 의료급여의 대상이 확대되어왔으나 의료급여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으

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있음

㉰ 주거보장

• 저소득층에 대한 시설보호 및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국민을 위한 주거보장은  

사실상 한국의 복지정책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보장은 극히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임

㉱ 사회 서비스 

•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서비스로서 주로 선별적 제공되고 있

으며 이용시설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 서비스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선별적 서비

스가 대부분임

• 일반적으로 생활시설 이용 서비스는 선별적이고 지역사회 이용시설 서비스는 보

편적인 경우가 많음

• 일부 서비스는 가구소득 70% 이하 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바우처 서비스

로 제공되고 있음

② 급여의 종류 및 수준

□ 복지급여가 복지국가의 기본적 정책과 정책 프로그램 급여구조를 갖추고는 있으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급여는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임

□ 복지 급여의 종류에서는 주거보장과 관련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편이고 그 외는 

전통적 복지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소득보장, 의료보장 및 사회 서비스 보장 영역에

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편임.

□ 소득보장 부문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대체율이 40%로 하향조정된 것은 실제로 

노후 소득보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퇴직연금 가입(2011

년 7월 현재 전체상용근로자의 32.3% 가입)과 개인연금에 보완으로 노후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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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구체적 급여의 종류는 문제/욕구 영역별로 보면 다양하게 발전해 오고 있으나 선진

국에 비하면 제한적이라 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도 높은 편이 되지 못함

□ 많은 경우 복지 급여가 단편적 단기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프로그램간의 연계성과 욕구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 공공

부문 복지 급여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례관리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명박 정부 

때는 사례관리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나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

로 된 사례관리가 되고 있지 못함 

③ 전달체계

□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법에 따른 다양한 시행부처(위 <표 1> 참조)로 인한 급여의 통

합성과 연계성이 부족.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부처간 복지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 업무가 형식적인 정도에 그치고 있어 

부처간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제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는 대단히 어

려움

□ 같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보건과 복지의 통합성이 부족함. 1990년대 중반에 시범 

실시한 보건복지사무소가 실패한 주요원인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 인력과 보건인력

의 협조 부족과 갈등이라 생각됨)

□ 전달체계 인력의 전문성이 낮고 또한 전문적 서비스(특히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기에 너무나 사례 수가 많고(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 직렬공무원] 1인이 기

초생활수급자만 담당하더라도 1인당 사례 수는 150명 정도가 됨) 과중한 사례수와 

관련된 다른 복지업무 수행 등으로 사회복지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많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소진상태에 빠져 있음(사회복지 

사례관리 등의 전문업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행하고 행정업무는 주로 행정

직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음)

□ 현재(2010년 6월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22,461명이지만 그 중 54%

는 일반행정직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업무 전문성 발휘가 어려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임(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직렬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함)(<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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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황
단위 : 명

   자료 :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2011).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 현재의 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복지업무가 노동(취업), 사회적 기업, 

교육, 주택 등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은 더욱 어려운 상태가 될 것임 

□ 현재 민간분야의 복지사업에도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수준 격차가 크며 이는 근본적으로 전문가 교

육훈련제도와 자격증발급제도의 문제점과도 결부되어 있음

□ 민간사회복지 사업 공급기관 기관장의 경영능력, 전문적 지식 부족 및 사명감 부족

도 복지 급여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현재와 같은 복지 전달체계 하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복지(현 정부가 추진 중)를 제

대로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됨

④ 재정

□ 한국사회의 보건복지관련 예산은 9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00

년대부터는 그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표 4> 참조)

구분 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3,464)

소계 읍(214) 면(1,192) 동(2,058)

계 22,461 1,535 10,609 10,317 877 3,255 6,185

사회복지직렬 10,335 296 4,440 5,599 510 1,613 3,476

행정직 등 12,126 1,239 6,169 4,718 367 1,642 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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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도별 보건복지부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출처: 통계청(2010)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2011).

   주: 2005년 이후 지방이양 예산 제외.

□ 한국사회는 2000년대부터 복지재정 지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OECD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임(2007년 현재 한국의 대비 GDP 비

중 7.5%, OECD 평균 19.3%)(<그림 1> 참조).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들보다도 사회복지비 비율이 상당히 낮고 또한 경제 관련분야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많은 정부지출을 하고 있음. 2008년 현재 OECD 국가의 

분야별 정부지출 통계에 의하면 한국(21.8%)은 아일랜드(33.8%)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에 지출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OECD, 2011)

□ 2005년 중앙정부는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분권교부세제도 신

설하였으나 국고보조 사업이 증가할수록 지방정부가 매칭으로 복지비용을 분담해

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복지비용 지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지방비 분담률이 

37.5%에 이름(이재원, 2011) 

□ 한국사회의 국민부담률은 2007년 현재 26.5%로 OECD 평균 35.8%에 크게 밑돌고 

있음(<표 5> 참조). 그러나 민주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속하는 미국과 일본 등에 비

하면 국민부담율은 약간 낮은 정도이고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 모형인 프랑

스, 독일 이탈리아에 비하여는 크게 낮은 편임.

연도
 정부예산
(일반회계)

A

보건복지부
(일반예산)

B

B/A
(%)

연도 
정부예산
(일반회계)

A

보건복지부
(일반예산)

B 

B/A
(%)

1990 27,455.7 1,151.8 4.20 2001 99,180.1 7,458.1 7.52

1991 31,382.3 1,462.9 4.66 2002 109,629.8 7,749.5 7.07

1992 33,501.7 1,546.2 4.62 2003 118,132.3 8,502.2 7.20

1993 38,050.0 1,655.2 4.35 2004 120,139.4 9,232.2 7.68

1994 43,250.0 1,771.9 4.10 2005 135,525.6 8,648.0 6.38

1995 51,881.1 1,983.9 3.82 2006 144,807.6 9,706.3 6.70

1996 58,822.8 2,370.7 4.03 2007 156,517.7 11,529.2 7.37

1997 67,578.6 2,851.2 4.22 2008 174,985.2 15,555.6 8.89

1998 75,582.9 3,112.7 4.12 2009 196,871.3 19,270.6 9.79

1999 83,685.1 4,161.1 4.97 2010 201,283.5 22,489.4 11.17

2000 88,736.3 5,310.0 5.98 2011 209,930.3 20,736.8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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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 국가의 대 GDP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그림은 기획재정부(2010) 국가경쟁력 보고서(p.195)에
서 인용

<표 5> 한국과 OECD국가의 국민부담율(조세부담율+사회보장부담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2009),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제인용

3. 한국 복지정책 방향 

1) 복지정책의 이념과 목표

(1) 복지정책의 이념

□ 향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정책 이념은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중간인 <제3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OECD

조세부담률 21.0 21.7 18.0 27.4 22.9 30.4 29.5 26.7

사회보장부담률 5.5 6.6 10.3 16.1 13.3 13.1 6.6 9.1

국민부담률 26.5 28.3 28.3 43.5 36.2 43.5 36.1 35.8

•  우리나라의 2007년 사회
복지지출 비중(GDP 대비)
은 7.5%로 OECD 중 29
위

•  OECD 국가 중에서 프랑
스가 가장 높은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보였으며 스
웨덴, 오스트리아 등이 그 
뒤를 이음

•  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중
을 기록한 국가는 멕시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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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에 가까우면서 약간은 사회민주의의적인 성격을 띤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함(<표 6> 참조)

□ 사회민주주의 및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역사적 공과와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하면서 우

리사회에서 아직도 분배 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우세한 정치권 및 행정부서의 

분위기를 벗어나 이제는 좀더 확연하게 분배와 성장의 동반적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도 전반적으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산층이 오히려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고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조선일보, 2011)을 향후 한국사

회의 복지이념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한국 복지정책 이념은 중도 좌로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표 6> 기존 서구 복지모형과 한국형 복지모형의 특성 비교

   자료: Powell(2003), p. 103, table II. 10.1 참조

복지국가
차원

모형
사회민주주의 제3의길 자유주의 

한국
(사회투자 복지국가)

기본 성격  권리 권리와 책임 책임 권리와 책임 

가치
평등

시장실패
공평과 효율성
시장/국가 실패

효율성
국가 실패

평등/공평/효율성
시장/국가 실패

정책 목표 결과의 평등 최소의 기회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과
기회구조 공평  

정

책

수

단

급여조건 권리 조건부 책임 권리와 조건부

공급주체 국가 민간/시장 시장/민간 국가/민간/시장

재정주체 국가 국가/민간 민간/국가 국가/민간

조세부담/
급여 정도

고부담/고급여
사회투자 개념의 

실용조세
저부담/저급여

사회투자 개념의 
실용조세

급여종류 고현금/고서비스 고서비스/저현금 저서비스/저현금 고서비스/저현금

급여제공 원칙 보편 
보편 서비스와 보편/

선별 현금
선별

보편 서비스와 보편/
선별 현금 

복지-노동 
연계 일자리 

임금
고임금 최저임금/세금감면 저임금

최저인금 이상/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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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 이념과 관련한 복지국가 모형분류는 경험적 사실을 사후적으로 분석한 현상 

기술적 분류가 거의 대부분이고 복지정책의 이념과 관련하여 그러한 복지국가 모형을 

한 국가의 복지정책모형으로 선정하거나 벤치마킹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특히 한 국가가 어떤 특정의 복지정책 이념을 형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복지정책을 수

립하고 시행하는 데는 그 나라 각각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

려한다면 추상적으로 일반화한 모형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약하다 할 수 

있음. 즉 어떤 복지국가 모형은 어떤 이념적 지향을 미리 처방해주는 것(prescription)

이 되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할 복지정책 이념과 관련한 복지국가 모

형을 기존의 복지국가 모형 중 어디에 가까운가를 말해 본다면 그래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3의 길> 모형에 가깝지만 약간은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을 띤 것이라 할 수 있

을 것임

□ 신흥복지 국가 모형은 기존의 복지국가 모형에 맞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3-5가지 모형에 추가하여 남미국가형, 동아시아형 및 동유럽과 러시아형의 추가적 모

형이 제기되고 있음(Castles, et al., 2010)

(2) 복지정책의 목표

□ 한국사회는 국민소득 2만불 수준을 넘는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문화적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 복지정책에서 추구하던 최저생

활보장을 포함한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수단적 목표를 설정하여 복지제도를 발전시

켜 나가야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한국 복지국가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새로운 사회적 

위험 포함)에 대처하여 인간다운 최저생활이 가능한 (1) 인간다운 최저생활이 가능한 사

회적 및 경제적 자립 보장, (2) 사회참여 보장 및 (3) 자아실현 보장(수단적 목표)을 통하

여 사회통합과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궁극적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복지와 경제발전관의 관계

□ 한국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은 복지가 더 이상 경제성장의 결과로 가능한 것(선선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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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이 아니라 복지를 통해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동시에 경제성장의 결과로 복지도 

발전하는 일련의 논리적 연계 즉 복지와 성장의 상호적 선순환적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복지제도는 사회의 경제제도를 포함한 다른 여타제도와 동등한 제도적 복지제

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야 할 것임

□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적 관계의 틀 속에서 소비적이고 유지적인 소극적 복지에서 벗

어나 생산적 복지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적극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Midgley와 Sherraden[2000]의 사회개발이론과 Giddens[1998]의 사회투자국가론 

참조) 

3) 복지정책의 범위(다른 제도와의 관계)

□ 복지정책은 전통적 복지 대상과 급여가 복지부 외 12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점을 고려

하고 복지정책에 고용, 교육, 주거, 산업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념을 넓히고 밀접하

게 연계하여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임

  • 빈곤문제 해결정책은 노동시장과의 적극적 연계 속에서 계획/실천되어야 할 것임

  • 주거정책은 빈곤층은 물론 국민 대다수의 가계와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주요한 한 부분이 되어야함

  • 교육은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불평등 축소 수단이 되고 인적자원 창출의 핵심이고 특

히 지식경제 기반 확대에 따른 문제해결의 중요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사

회투자로 보는 시각>이 바람직함(Busemeyer & Nikolai, 2010)

  • 인적자원의 개발과 중년기 이후의 인력의 재교육과 훈련의 측면에서도 교육은 대단히 

중요함(Esping-Andersen, 2006).  

  • 전통적 복지 급여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활용되고(특히 의료부분) 시장과 연계한 

산업의 발전(고령친화산업 등)도 크게 기대될 수 있음 

4) 복지정책의 환경 변화 

□ 현재의 사회보장기본법을 포함한 복지관련 법과 정책 내용에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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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것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의 복지정책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

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5) 복지정책의 계획의 시간성(단기/중기/장기) 

□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한 제반 복지관련법들에서 세워진 다양한 중장기계획 특히 

5개년 계획들을 가능하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의 

틀 속에 재조정하거나 일치시키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함 

6) 민간 비영리 및 시장과의 관계

□ 정부와 민간비영리 부문간의 복지정책 수행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부와 민간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기업의 사회적 공헌 역할을 촉진하고 민간자원 모금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 서비스에서 시장 참여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급자와의 자연적 경쟁이 가

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7) 복지 정책 프로그램의 대상 및 구조

(1) 문제/욕구별 대상 정책 방향 

① 소득보장

㉮ 빈곤 문제 및 양극화 해결 정책

□ 빈곤 대책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임

□ 빈곤 대책을 위한 복지비용 투자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투자로 생각해야 할 것임 

□ 아동과 청소년은 내일의 생산적 근거가 되므로 이들에 대한 빈곤대책이 시급하

고 가족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시행되어야 함(Esping-Anderse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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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 대책은 기회의 부족이나 부재보다는 기회 구조의 역기능성 문제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시키고 희망을 갖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구조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Mead, 2006)  

□ 근로 능력자에 대한 빈곤대책

  • 반드시 근로와 연계되어야 하고, 저임금 근로와 단순한 훈련과 취업기회 제공

은 기회 구조의 역기능 문제가 될 수 있음

  • 근로 인센티브를 증진시키는 방향의 근로장려세제 개선 필요(영국의 복지급여 

통합체계화(universal credit) 개혁 참조)

       Uunversal credit: 복지지출이 빈곤탈출효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빈

곤층을 계속 묶어두고 있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 개혁조치로 영국의 노동연금

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중심으로 복지개혁을 위한 각종 복

지급여와 근로장려를 단일체계로 통합하는 universal credit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2011년 2월에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음(영국정부 노동연금부 홈페이

지, 2011; 임완섭, 2011)

□ 빈곤을 절대적 빈곤과 더불어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상대적  빈

곤률(<그림 2>에서 

제시된 상대적 빈곤

률 통계는 앞에서 제

시한 OECD 국가 통

계보다 낮게 나타나

고 있음), 이와 관련

한 소득5분위 비율 

및 지니계수도 지난 

10년간 계속 증가하

여 양극화 현상에 크

게 기여하고 있음(<

그림 2>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공공부조) 정책  
<그림 2> 지난 10년간 한국의 소득격차 관련 주요 지표  

   자료: 조선일보 2011. 8. 24, p. A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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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의 급여가 한 묶음으로 주어지는 급여방법 개선 필요: 생계급여와 다른 급

여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급여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개별적 욕구에 

따른 보다 적절한 급여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자립과 근로연계 프로그램의 체계의 재검토하여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과 근로장려세

제의 인센티브를 높여야 할 것임  

㉯ 노후소득 보장 정책 

□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 연금제도의 소득 대체율을 오

히려 상향조정할 필요 있음(연금보험료 인상 필요). 지속 가능성은 세대간 형평

성을 강화하는 논리가 강하지만 세대간 의존성 논리로도 지속 가능성을 상당한 

정도 확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오히려 높이고 

연금보험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소득 보

장 보완수단으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수급대상을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한정하고 연금 액수는 점진적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후소득 3층 보장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므로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으로의 전환과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노후소득 보장정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중년기 이후부터의 인

력 재교육/훈련 정책을 통해 중년기 이후 인생을 재설계하고 직업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이 같은 재교육/훈련은 은퇴이

후의 새로운 직업활동을 통한 소득보장, 연급 수급의 연장 및 건강증진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임

② 의료보장 정책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재정적자와 재정적자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재정적자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 의료 서비스 남용 제

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국가지원액 인상, 지료체계 개선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

임(WHO, 2011[조선일보 보도, 2011]; 신영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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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선적으로 급여대상 요양 등급 확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

면서 서비스 질 개선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케어매니지먼트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

으로 나가야 할 것임

□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연계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여 의료적 빈곤선

을 별도로 선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③ 주거보장 정책

□ 주거보장은 국민의 소득보장, 일상생활의 편의와 심리사회적 안정에도 큰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주요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Fahey & Norris, 

2010), 주거정책은 주택공급의 결과에서 평등과 공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되

어야 할 것임 

□ 주택 공급의 원칙이 1가구 1주택 소유가 아니라 "1가구 1주택 거주"의 원칙 하에 이

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은 임대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부문 공급도 소형 임대

주택 공급과 분양주택 공급을 적절하게 조화하여 공급하여야 할 것임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구조적 배려가 이루어진 주택도 일정량 공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공공 임대주택 주택 공급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출산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와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④ 사회 서비스 정책

□ 사회 서비스는 사회복지에서의 전통적 대인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의 범

위를 넘어 건강증진, 교육, 고용, 문화, 예술 부문까지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비물질적 인지적, 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선진국일수록 현금 급여 보다는 사회 서비스 급여가 보편적 급여로 크게 확대되고 

있음

□ 현재 소득계층의 제한 없이 복지관과 건강가족센터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는 더욱 다양하게 제공되고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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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단위에서 보건과 복지 서비스 통합 전달이 이루어지게 하여 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담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 같은 통합 서비스는 특히 노인

과 장애인을 위해서는 더욱 필요한 정책이 될 것임. 영국의 2009년 국가보호체계

(National Care Services)를 통한 사회 서비스 개혁을 시도한 예를 참고할 필요 있

음(김은정, 2010).

□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한국에서

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불리고 있음)도 인구집단에 적합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확대 

되어야 할 것임

  • 아동/여성/가족 사회 서비스:  보육,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일-가정 양립

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이 선진국에서도 상대적으로는 노인에 대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동과 여성과 가족 부분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정책

을 지향하고 있음(Bradshow & Finch, 2010). 한국의 경우도 이점에 유의하여 이 

부문 공공지출이 선진국에 비해 더욱 낮으므로 이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할 

것임. 특히 아동보육 서비스 보편화와 아동빈곤 대책은 미래사회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장애인 사회 서비스: 지역사회에서 일반인들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화 원칙(normalization)에 근거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통합교육, 사회적 

적응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시설 방문 중심 서비스와 더불어 장애인 

가정을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임

  • 노인 사회 서비스: 노인의 사회적 참여(자원봉사 포함)와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건강한 노후의 새로운 활

동과 역할을 정립하는 “신노년문화”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프로그램의 구조별 정책 방향 

① 급여 대상

□ 급여 대상은 전반적으로 보편주의 지향으로 확대되어야 하나 가입의 사각지대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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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복지급여의 보편주의 지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역사상 그러한 복지국가는 없

었음. 다만 어떤 욕구나 문제를 사회가 집단적으로 해결해 줄 것인가 따라 보편주의

에는 정도가 있을 따름임. 전체적 복지 급여에서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와 보완적 관

계이고 선별주의는 가능하면 대상을 긍정적으로 차별하는 면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

람직함(Titmus, 2006)

㉮ 소득보장

  •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근

로 하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초노령연금은 그 프로그램의 성격상 보편적 프로그램이 되기 어렵고 급여의 소

득보장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은 노인의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향후 국민연금체계 속의 기초연금으로 통합하여 보편성을 확보하

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존비속) 재산조건 완화를 통

해 수급조건을 완하고, 생계급여와 같이 묶여 있는 다른 6가지 급여를 분리하여 

수급조건을 완화하고 수급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빈곤 

예방기능을 강화를 위해 수급조건을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함(이선우, 2011)

㉯ 의료보장

  •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비정규직 비가입률 4.5%)도 보험료 지원으로 

해소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격도 적어도 요양등급 4-5

등급까지 조속히(적어도 2-3년 이내)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임

㉰ 주거보장

  • 주거보장은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가구 1주택 거주”의 원칙으로 보편적으로 확대

되어야 할 것임

㉱ 사회 서비스

  • 향후 서비스는 현금 급여보다는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과 소득보장의 원동력을      



105<주제발표 2>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

키워주는 사회투자의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② 급여의 종류 및 수준

□ 공적 연금에서 국민연금의 경우는 40%로 저하된 소득대체율을 보다 상향조정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일부의 주장대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경우도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대체율

은 전반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전반적으로 현금급여보다는 사회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지는 경제적 혜택보다는 심리적인 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급여와 더

불어 심리적 급여인 사회 서비스 급여도 할 것임(예; 상담이 경제적 지원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음)(Giddens, 2006) 

□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급여가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빈곤 대책과 관련된 고용보장, 교육훈련, 주거보장 급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 Giddens(2006)은 현금 위주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교육, 전문적 서비

스 형태의 급여 즉 적극적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적

극적 복지를 주장하고 복지국가는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가 되어

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적극적 복지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

조하고 있음

  • 적극적 복지는 베버리지가 영국의 사회보장 재구축에서 5 가지 부정적 요소(five 

giants in the road of reconstruction)로 지적한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바꿀 수

가 있다는 것임: 결핍(want)에서 자율(autonomy)로, 질병(disease)에서 적극

적 건강(active health)으로, 무지(ignorance)에서 교육(education)으로, 불결

(squalor)에서 안녕(well-being)으로, 나태(idleness)에서 주도(initiative)로

  • 저임금 일자리로 빈곤문제 해결은 어려움. 저임금은 근로 유인성을 저하시켜복지 

의존성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함(Murray, 2006). 체계적 평생직업훈련 제도를 통

해 노동시장에서 경제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빈곤문제 해결을 지향해야 할 

것임

□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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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아동과 노인 및 가족에 대한 다양

한 사회 서비스들이 계획되어 있음)

  •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가족 형태(독거노인, 편부모가족, 조손가족) 증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③ 전달체계

□ 한국의 복지정책 급여 전달체계는 중앙행정부서와 지방행정부서를 크게 개혁해야 

할 것임

□ 중앙 행정부의 복지관련 법률 및 사업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개혁

  • 사회보장위원회 및 사무국 신설: 현재 다양한 복지관련 법률과 이에 따른 292개 

복지관련 사업과 이를 집행하는 중앙행정부서가 13개 부처로 통합조정하는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총리실 내에 사회보장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필요)

  • 부처간 사회복지조사위원회 설립(한국형 베버리지 조사위원회 구성): 사회보장위

원회에서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하여 복지관련 법률 및 13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292개 사업의 집행 효율성, 중복/유사성 및 수급조건 사상성 등을 검토

하여 복지법률체계를 재조정하도록 함

  • 영국의 1941년 정부부처간위윈회 설치배경을 참고할 필요 있음: 1941년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축하기 위해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부부처간 위원회(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가 구성되었을 때 그 위원회는 먼저 정부부처간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에 근거한 건의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었음(Beverage, 1942).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292개의 사

회복지관련 프로그램이 정부의 13개 부처에 산재해 있음으로 인한 문제점을 조사

하여 재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제도와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률을 시행

하고 있는 관련부처간위원회를구성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을 상위 모법으로 하고 사

회보장(사회복지)관련 하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법률과의 관계를 재정립시

키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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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관련 법률체계의 재정렬: 현재 복지관련 독립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

하여 거의 100개 정도 되지만 이들 법률간 관계가 불분명하여 상위법과 하위법을 

구분하기 어렵고 또한 어떤 규정은 상위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 하위법에 규정되

어 있는 등 혼란스러운 체계로 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이 크게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헌법-사회보장기본법-사회복지관련 개별법으로 재정렬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지관련 최상위법으로 인정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먼저 개정한 후에 이에 맞게 

하위법률들을 정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 법률

안이 2011년 1월 박근혜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음)

□ 지방행정에서의 복지전달체계 개혁

  •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중심의 복지 전달체

계를 시·군·구청장 직속의 보다 독립적인 보건복지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사무소 

형태로 개편 운영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도록 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선: 통합관리망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와 공공기관의 정

보 연계, 복지와 고용의 연계 체계 강화 필요(강혜규, 2010)

  • 사례관리 체계 강화: 대부분의 경우 계약직 사회복지사(공무원이 아님)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는 사례관리업무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사례 관

리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관리 사례수를 획기적으로 1인당 50명 이하로 낮출 필요

가 있음

  • 평생 맞춤복지 체계 구축: 특히 취약계층에 속하는 공공부조 대상자와 사회 서비

스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아동시절부터 또는 복지급여 수급 시부터 평생 동

안 관리하며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이외 일반 국민들도 

사회 서비스 수급자나 이용자가 되는 경우 가능하면 서비스 수급 시부터 사례관리

가 필요한 경우 평생 동안 관리하도록 함

  • 지역사회단위(시군구) 복지 서비스 민관협조체계 강화: 서비스 지리정보 시스템과 

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하여 복지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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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정

□ 서구 복지국가 프로그램이 경기침체, 세계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

고 크게 축소되거나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국가의 가장 핵심적 원

칙인 보편적 급여 지향은 계속적으로 강화 또는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Pierson, 2010).

□ 복지재정 확보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사회적 합의 및 프로그램 효과성을 동시에 고

려하여야 할 것임.

□ 2005년 이후 67개 복지사업 지방정부 이양 이후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이 크게 증가

하여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참여의 중장기적 사

회복지 발전계획과 재정확보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법률로 규정하여야 함) 장기

적 재정소요를 산출하고 이 틀 속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업을 5년 단위로 수립하

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지재정 확보가 증세 없이 가능한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증세로 제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지사업과 그 재정이 확대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축소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복지 급여의 확대 및 보편성 확대에 무엇보다도 반드시 재정건전성(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심리적 이유(새로운 이득보다는 상실에 민감함), 정치인의 약

속에 대한 불신(복지축소와 세금삭감을 주장했으나 세금삭감은 안하고 복지만 축소

할 가능성), 복지축소에 대한 대중의 집단행동, 정치인들의 과거 약속 존중, 기존복

지관련 이해관계자(수급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반대(특히 복지제도 자체

에 의한 자생적 유지 지지기반 생성으로)(Levy, 2010; Giddens, 2006)

□ 복지 프로그램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세대간 형평성과 증세의 정치적 영향

만을 고려하여 강조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보건복지부문 정책 프로그램만으로 한정해 본다면 현행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한국의 보건복지 재정지출은 2010년 최고 추정치는 GDP의 10.9%, 

2010년 15.3%, 2020년 20.6%가 될 것으로 예상됨(최성은, 2011). 그러나 복지 프

로그램이 계속 추가/확대될 것이므로 복지지출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20년 예상 수준은 현재의 OECD 평균수준 정도이므로 복지예산 증가가 

한국사회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다만 향후 얼마나 보편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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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임

□ 복지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재정 분담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지재원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복지전달체계(중앙 및 지방 정부)의 개혁에 따른 재정 효율성 증진

     (2) 정부의 세출 구조 조정, 예산 및 기금의 구조 조정, 예산 운용 효율성 증진  

     (3)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및 축소를 통한 재원 확충 

     (4) 사회보장 부담율 점진적 인상

     (5) 민간 자원의 동원(민간과의 역할분담에 의해 사회 서비스 확대에 사용)

          2009년 한국의 민간기부액: 9조 6109억원

     (6)  부모보험 신설: 출산 후 휴가 기간 및 육아 기간 중 아동의 질병이나 보호자 질병

에 의한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상실을 위한 보충해주는 보험으로 재원은 고용주 부

담함

    (7) 사회복지(사회보장)세 신설(목적세)

    (8) 새로운 세원개발 및 조세(최성은, 2011)

        ▷ 소득세의 누진성 강화

        ▷ 자본소득세 부과(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파생금융상품 과세)

        ▷ 부과가치세 면세 범위 축소

        ▷ 탄소세 신설

        ▷ 담배, 청량음료, 도박 등 외부 불경제 품목에 대한 과세강화

        ▷ 사행산업 관련세 강화

        ▷ 건강위해 식품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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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복지정책 모형 요약 

□이상에서 제시한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을 간략이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 <그림 3>과 같음   

<그림 3> 한국 복지정책 방향 요약  

노동

교육

산업

사회투자

(궁극적 목표)

(수단적 목표)

사회통합의 복지사회

사회적 
경제적

자립보장

사회참여
보장

자아실현
보장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보장

(3층보장)
공적연금

퇴직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
(노동면제)

+
중년기이상
재교육강화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1가구1주택거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장애인, 노인 
전용주거공급

새로운 사회적 
위험대응

서비스 확대

아동보육 강화

노인 사회참여/
건강증진 활동 

강화

장애인 통함

대상 • 보편주의 지향 + 선별주의(긍정적 차별)

서비스 종류
• 새로운 위험에 대한 서비스 증대
• 교육/훈련과 연계한 서비스의 다양화

전달체계
• 중앙정부 부처간 복지관련 서비스 통합조정(사회보장위원회)
• 지방정부 전달체계 독립/개편(사례관리 및 맞춤 서비스 강화)
• 지방정부 복지전달체계 독립/개편(사례관리 강화 및 평생 맞춤복지 서비스)

재정

•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 기존제도 정비로 인한 효율성 증진(전달체계개혁, 세출구조조정 등)
• 사회보장 부담률 점진적 인상
• 민간자원 동원
• 사회복지세 신설
• 증세(새로운 세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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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인간적 존엄

성과 평등과 자유라는 기본 가치를 구현하는 복지제도를 발전시켜 오는 동안 1940년

대부터 복지국가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복지국가가  어떤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를 말하는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Briggs(2006)의 정의로 미루어 보

면 한국은 복지국가의 기본골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복지국가 초기단계에 있

다고 할 수 있음

□ 엄격히 말해서 한 국가의 복지제도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복

지국가가 선진국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진국 복지국가의 모형을 분류하고 때로는 후

발 국가들이 복지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함.

□ 복지국가 분류는 사후적 분류이지 이념이나 가치에 의해 처방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

고 그 분류자체도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따라가야 할 모형은 정확히 

없음

□ 한국사회가 추구하여야 복지국가 모형을 기존의 모형에서 찾는다면 사회민주주의 모형

과 자유주의 모형의 중간이라 할 수 있는 제3의 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이 모형은 상

당히 처방적 모형이라 할 수 있고 한국사회의 역사적 발전 배경과 사회문화적 배경에도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함. 특히 제3의 길에서는 복지를 소비와 소모로 보는 시각에서 벗

어나 사회투자라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하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현대 한국사회가 산업화 추진 이후 복지정책은 선성장-후분배의 사고 틀 속에서 상당

히 벗어나 성장과 동반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적 성격을 감안한 복지에 

대한 투자를 사회투자로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향후 복지가 사회투자로 인식되면 성장과 분배의 동반적 성장과 선순환적 상호인과관

계가 더욱 확실해 질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여기에 제시한 한국형 복지정책의 방향은 

복지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 왔던 빈곤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훨씬 효과적으

로 해결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자립보장과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

적으로 사회적 통합의 복지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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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복지논쟁과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복지 화두, 복지 논쟁

최근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화두이다. 복지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내년 양

대 선거를 앞두고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보수, 진보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복지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여야 정파에 따라 복지를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복지가 발달할 때나 복지를 개혁할 때마다 치열한 논쟁을 해온 역사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당연하

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념과 정파에 따라 복지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당

연한 일이고 논쟁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과정에서 복지를 보는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이 문제다.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혹세무민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념적 논쟁에 치우쳐 극단적으로 편싸움하는 것도 문제이다. 복지는 동네북이 아니다. 복

지는 복지로서 중심이 있다. 21세기 선진복지국가를 내다보면서 복지의 중심에 서서 우리

나라에 맞는 복지정책을 바로 세우고 바로 밀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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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의 개념과 본질

 복지논쟁에서 복지의 개념 자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복지를 두고 혹자는  흑

(黑)이라 하고, 혹자는 백(白)이라고 말하고 있다. 원래 복지(福祉)라는 말은 인간이 안녕하

게 사는 상태 또는 잘 사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복지는 인간 사랑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사랑

은 이 인간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사랑을 실천하여 나눔 공동체

를 만드는 것이 복지의 본질적 목표이다. 이와 같은 복지의 본질은 이념이 다르다고 달라

질 수 없고 정파가 다르다고 달라질 수 없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어떠한 나라이든 어떠한 

정당이든 이러한 인간 사랑과 나눔공동체를 외면한 경우는 없다. 그래서 A 정당은 복지를 

하고 B 정당은 복지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이분법 논리는 정치적 다툼에 불과할 뿐이다.

현대국가의 복지정책은 이러한 인간 사랑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발달해왔으며, 근세이후 

인간존엄성 사상과 권리사상이 발달하면서 복지는 단순한 수동적 시혜로서 받는 것이 아

니라 국민의 권리로 까지 발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는 연민의 정으로 시혜하는 것이라

든지 공짜로 얻어먹는 것이라든지 하는 해석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그러한 논리는 복지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3. 복지정책의 이념적 유형과 형태

인간 사랑의 본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복지라는 말은 현실사회에서는 국민개개인의 욕

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국가 사회적 노력이나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 정책적 의미로 쓰이

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社會福祉)라고 표현할 때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의미의 복지정

책은 국가의 책임 범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복지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사회계층구조

의 형태에 관한 문제도 제기한다. 국가의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목표는 더불어 사

는 나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며, 사회계층구조의 형태로 말하면 중산층 중심의 원형사회

를 만드는 것이다. 음양오행론의 아이디어를 빌려보면 우주만물은 그 형상이 원형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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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다. 인간사회의 구조도 원형이 가장 이상적 형태이다. 원형사회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극단적 차이가 아니라 사회계층구조상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복지정책의 이념적 성격은 다르게 

발달해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개인의 자유사상과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

칙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복지정책을 발전시켜왔

다. 자유주의유형의 국가들이다. 반면에 평등사상과 공동소유제를 바탕으로 국가계획경제

를 추진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전면적 국가개입에 의한 복지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사회주

의유형의 국가들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중간에 복지주의유형의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다. 

복지주의유형의 국가는 자유와 평등사상의 조화를 추구하며 국가가 개입하여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나라마다 국가개입의 정도나 복지정책의 형태는 다르게 발달하

고 있다.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유형은 보수, 사회주의 유형은 진보, 복지주의 유형은 중도

로 분류할 수 있다. 중도의 복지주의유형은 자유주의, 사회주의 유형의 어느 쪽에 가까우

냐에 따라 다시 좌우파로 분류할 수 있다. 

복지정책의 구체적 형태는 이념적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해 왔다. 복지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국가개입의 정도, 복지의 대상과 범위, 복지의 내용과 보호의 범위, 복지와 보

장의 수준, 복지에 대한 재정책임과 비용부담의 정도, 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의 전달체계 등

이 각기 다르게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복지의 정책과제에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지고 

개입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국민

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나서는 형태로 구분된다. 시장경제의 원칙으로 개인이 책임지는 것

을 강조하고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가 잔여

적 복지이고,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제도적으로 국민의 욕구를 해결하는 형태가 제도

적 복지이다.

복지의 대상 면에서는 모든 국민을 구분하지 않고 대상으로 삼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도 

있고, 자산조사에 의하여 꼭 필요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선별하여 급여의 대상으

로 하는 선별적 복지의 형태도 있다. 보편적 복지는 흔히 사회보험제도처럼 사회안전망으

로 모든 국민이 생활상의 위험에 처하게 될 때 필요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형태를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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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는 공공부조제도처럼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여 구체적인 복

지급여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복지의 내용과 보장의 범위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 욕구로서 의료, 소득, 주거, 사

회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특히 건강의료 문제와 경제생활상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경

우가 보통이다. 복지의 수준은 적정수준과 최저수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다. 적

정수준은 보다나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고, 최저수

준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에 한정하는 것이다.

복지 재정 면에서는 재정에 대한 책임이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개인

이 책임지는 형태와 국가가 재정으로 책임지는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대별된다. 개인이 책

임지는 형태는 사회보험방식의 보험료 부담, 급여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등의 형태로 나

타난다. 국가가 재정으로 모두 책임지는 경우도 있다. 무상복지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한

다. 복지재정에서 또 쟁점이 되는 것은 일정한 시점에서 복지에 소용되는 재정을 그 나라

가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시적 관점의 문제도 있다. 

복지의 전달체계도 쟁점의 하나이다. 사회복지의 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국민에게 전달

하는 조직적 관계와 관련된 인력이 곧 전달체계의 문제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전

달할 수 있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구조와 인력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으로서 흔

히 효율성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4. 한국의 사회복지발전모델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1)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모델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자유이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와 사회

정의에 바탕을 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경쟁, 

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책임, 사유재산의 축적과 사용 등을 사회체제의 기본으로 하면

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나눔 공동체를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정부 수립 후 지난 60여 년간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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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지난 30여 년간 선진복지국가에서 발달한 복지정책의 제도와 

틀을 도입하여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 보편주의 형태의 사회복지제도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5대 사회보험제도를 완성

하였다. 선별주의 형태의 사회복지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의 공공부조제

도를 발전시켜왔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형태의 제도와 프로그램도 크게 발전시켜 왔다. 30 여년의 짧은 

시간에  발달한 것이라 아직 그 내실은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틀 면에서는 선진복지국가에

서 만들어진 제도를 거의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드는 사회복

지지출도 이제 GDP의 1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아직 선진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는 훨

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10년 정도면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

는 전문 인력도 지난 30여 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선진복지국가

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까지 발달한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자유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적절히 개입하여 

국민의 인간다운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고 중산층이 두터운 원형

사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념적으로 분류하면 복지주의국가로서 다음

과 같은 특징의 중도우파 형 복지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자유이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평등이념과의 조화로 사회연대성을 추구한다.

○시장경제의 원칙하에 개인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가 적절히 개입한다.

○ 복지의 대상 면에서 보편적 복지 원칙에 따른 사회안전망과 선별적 복지 원칙에 따른 

공공부조를 가미한다.

○ 복지의 내용과 수준면에서 적정수준의 복지를 지향하면서 최저생활보장 원칙을 강조

한다.

○ 복지재정책임 면에서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하여는 개인책임을 강조하여 사회보험

의 보험료부담, 급여이용 시의 본인부담을 지우고, 부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국민에 

대하여는 국가재정으로 적절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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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세기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과 과제

지난 20세기 후반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들어서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민의 생

활수준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사회복지 면에서도 선진복지국가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발달단계에서 21세기 초에는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빈부격차 등 양극화문제도 커져가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 가족의 변화 등으로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속가

능한 사회복지를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중산층중심의 선진복지국가를 만드

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20세기 후반에 발전시켜온 복지제도의 틀을 마무리하고 기존 

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복지수

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념적 측면에서는 중도우파 형 복지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형태

가 대한민국의 사회체제에 맞고 전 세계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도우파 형 

복지정책의 구체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  복지의 대상 면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형태를 상호보완적으로 혼합한다. 

전체국민을 보편적 대상으로 하여 생활상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완성하고, 구체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 대하여 선별적 원칙하에 보호와 복지급여를 

제공한다. 보편적 복지를 모든 국민에게 평등이념에 따라 꼭 같은 복지혜택을 균등하

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와 같은 복지정책은 우리나라로서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보편적’이라는 용어는 생활상의 위험에 처하게 

될 때 국민 누구나 보호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뜻이지 구체적 복지혜택을 보편적으

로 나누어준다는 뜻은 아니다.  

○  복지의 내용과 보장의 범위는 모든 국민의 생활상 위험으로서 의료, 소득, 주거  등의 

기본적 수요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도록 한다. 복지의 수준은 보편

적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급여의 원칙을 지켜나가

고, 선별적 공공부조제도에서는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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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의 재정책임 면에서는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개인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되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

다. 무상복지라고 해서 개인이 책임져야할 문제까지 모두 국가가 재정으로 책임지고 

도와주는 복지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무상의료와 같은 무상복지는 

재정소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21세기 고령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할 때 이들 노인에 대하여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감당하

기 어려울 것이다. 

○  복지의 전달체계 면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만들어진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에 따른 

급여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일선전달체계의 보완이 시급하다. 지역사

회수준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민간 사회복지조직과 인력 

자원을 활용하며 민관협력체계를 만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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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토론 
요지

한국 복지정책의 쟁점과 방향

 ● 김용하  _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기조정책토론

2

김용하

• 성균관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휴직중)

• 現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

• 現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 現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 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저서> 희망복지 포트폴리오

(2010, 이미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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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복지정책 토론 
요지

1. 사회보장, 기초보장의 범위

□ 「함께 사는 사회」를 지속가능하도록 구현 

• 이러한 사회는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차별과 불평등

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경제 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

• 인구 고령화·저성장 등 경제사회적 변동요인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적 사회 인프라를 구축 

• 빈곤·실업·질병·재해·장애·노령·사망 등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

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

〔그림 1〕 국민복지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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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보장의 수준

□ 생애주기적 종합적 복지 

•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평생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평생관리체계 구축

• 평생에 걸쳐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인력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시스템 정비 

• 자유롭고 탄력적인 고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일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제

고 

•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 및 보건 인프라가 구축되고 질병 및 재해 발생시 

최소한 경제적인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최저보장과 적정보장의 2층체계 

•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1차적 보장 개념인 최저보장 수준과 2차적 보장 개념인 

적정보장 수준을 이원화하여 다층적인 보장 시스템 구축

• 1층적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전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2층적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집단과 직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

3. 대상의 범위

□ 보편적 복지·선별적 복지 구분

• 선별적·선별적 복지개념에서 벗어나 맞춤형 종합적 복지체계를 구축 

•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사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공공부조제

도를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적 제도로 재정립 

• 복지서비스는 보편과 선별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형평과 효율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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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적·치료적 복지제도에서 빈곤예방적 복지제도로 발전

□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 첫째, 빈곤·실업·질병·재해·장애·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완성하여 사회통합을 달성

• 둘째, 생애주기적으로 평생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노동·보건·복지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

• 셋째, 사회보장 시스템이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복지가 고용창출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립 

• 넷째, 「제도간 연계」, 「정보화」, 「경쟁과 책임경영」 시스템의 도입으로 수요자중심의 통

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 제도의 효율성 극대화 

• 다섯째, 사회보장 시스템이 약화되는 가족기능을 강화시킬 있도록 정부-국민, 노동

자-사용자, 중앙-지방 간에 신뢰와 협력체계 구축

4. 복지재정과 책임

□ 가계·기업·사회·국가의 공조 

• 복지에는 부담이 항상 동반함을 인식하면서, 적정부담의 증가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지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영역을 확보

•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은 가계와 기업,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평하게 분담하여 복지공

조체계를 구축 

• 중앙과 지방간에 난립된 비용부담 구조와 정부의 비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비

용효과적으로 재정립

• 복지가 개인의 자발성과 가족의 역할을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창의와 능력을 발

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가정의 가족부양부담 경감을 통하여 가정이 경제적 문제로 파탄되거나 불행해지지 않

도록 지원하는 복지역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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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달체계의 문제, 사각지대, 효율성

□ 관리 및 제도 효율성 극대화

• 사회적 위험에 따라 제도를 재정립하여 중복과 누락을 최소화  

•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의 틀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統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간 연계체계」와 One-stop-service 체계 구축

• 노동, 보건, 복지의 제도·정책·조직을 통합적인(integrated) 시각에서 체계화하고, 서

비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수요자의 노동, 보건,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향상하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

• 분립적인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하여 비용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그림 2〕 복지의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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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철  _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기조정책토론

3

조성철

• 現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現 국무총리실 중앙사회보장위
원회 위원

•  現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
복지위원회 위원장

•  現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경남지역협의회 위원

•  <저서> 2008 사회복지시설종사
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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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서비스전달인력 위상 변화와 
역할 강화

Ⅰ. 서언

• 우리나라는 공공부조 제도 등 주요 복지제도의 도입과 확대 등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틀을 마련했다. 특히 한국의 4대보험 완비 소요기간은 

32년으로서, 미국(63년), 프랑스(60년), 독일(105년)에 비해 현저히 빨리 정착된 바 있

다. 반면, 국민의 복지혜택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복지사각지대 상존 

및 전달체계 비효율성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 또한 복지전달체계 및 서비스도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장수요에 맞는 대응미흡 및 국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1.

• 작금의 대한민국 화두는 단연 사회복지요, 그에 대한 논쟁도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사

회복지발달사에 있어 복지선진국들 역시 복지개혁 때마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는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여야·보혁 간 이념적 

지향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정파에 따라 접근방식도 다른 것이 현 시

점이다.

1.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2011.7.13,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 당정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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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 정책기조 발표의 목적은 두 가지에 있다. 첫째는,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논쟁이 이념적 논쟁에 치우쳐 왜곡되거나, 극단적 편향으로 치

달아 전소되거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불붙은 복지논쟁에 ‘건강한 토론’이라는 기름을 붓고 ‘바람직한 대안’을 부채

질하는 데에 있다. 특히, ‘2011년 9월 30일 대한민국’이라는 시계력에 맞춰 올바른 토

론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양질의 기름이요, ‘당장 사회복지계가 합심해야 할 목표달성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알맞은 강도의 부채질이다.

• 제12주년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국가의 중요 현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

회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사회복지 관련 중요 단체와 공동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한 만큼, 오늘 토론회가 기존 문제를 나열하는데 그치는 토론이 아니라 ‘선택과 집

중’을 통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목표달성 과제를 명확히 내놓는 토론이 되길 바라며 기

조정책을 발표한다.

Ⅱ. 쟁점현황과 과제선정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과제라고 할 때, 그에 따

른 구체적 정책 형태는 넓은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국가개입 수준에 따라

 - 국민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형태

    ※ 개인 노력 불가시 국가 개입

 - 국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형태

2. 대상자 범위에 따라

 - 자산조사에 의해 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급여대상으로 하는 형태

 - 모든 국민을 차별 없이 급여대상으로 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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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적 범위에 따라

 -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에 한정하는 형태

 - 보다 나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형태

4. 재정책임 수준에 따라

 -  사회보험방식의 보험료 부담, 급여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 등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

는 형태

 - 무상복지 등 국가재정으로 해결하는 형태

5. 서비스전달체계(수행인력) 영역에 따라

 - 사회복지관 등 시설을 통해 대상자에 서비스 전달하는 형태(민간)

 -  복지부 등 13개 중앙부처가 292개 복지급여·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행정기

관 등을 통해 전달하는 형태(공공)

• 이상 다섯 가지 중 구분 중 본 발표에서는 서비스전달체계 영역에 있어 수행인력에 대

한 정책과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Ⅲ. 복지서비스 수행인력에 대한 정책방향

1.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급히 환원해야 한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7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사회

복지담당공무원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7천명 충원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현재보다 2배수준(1.6명→3.0명)으로 증원 배치될 예정이다. 인

력확충과 더불어, 사회복지직렬의 상위직 보임기회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진 관리자(읍면동장)의 전진 배치와 복지현장성 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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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등 57개 사회복지

계 단체는 이런 기대의 뜻을 한데모아 중앙일간지(중앙일보)와 전문지(복지연합신문, 

더불어사는사회) 등을 통해 환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우려도 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늘리면서 3년 한시적으로 서울은 임금의 

50%를, 지방은 70%를 지원2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간 문제시 됐던 지자체의 사회

복지지출 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답습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인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에 대

응하는 지방비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표1] 참조). 더욱이, 일부 기초

자치단체는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지난해 12월 대전 동구청의 

재정난이 실례)을 걱정하고 있고, 지역언론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이 결국 ‘조삼모

사’일 수 있음을 보도3, 4하고 있다.

[표1] 중앙 및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07년～’11년)
(단위: 조원)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런 우려는, 2005년 참여정부가 사회복지사업(예산)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때부터 사

회복지계 등 다수가 반발해 온 문제와 다르지 않다. 지자체의 복지시설 확충 기피, 복

2. 정부, 2014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7000명 채용..자치구 “인건비 어쩌나…” 한숨, <대전일보>, 2011.8.16,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66092>

3. [홍철칼럼-지방도 잘 살 수 있다(34)] 지방재정 바닥내는 복지분권, <매일신문>, 2010.12.21, <http://
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1279&yy=2010>

4. 공무원 월급 못 줄 뻔한 대전시 동구청, 급한 불 껐다, <아시아경제>, 2010.12.1. 18:38, <http://www.
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20116391309549>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일반회계(복지부) 11.3 15.9 19.3 19.2 20.5 16.1%

국고보조금(복지부)
7.8

(73.6%)
11.7

(69.6%)
13.9

(69.5%)
13.7

(68.8%)
14.7

(68.7%)
17.2%

대응 지방비
2.8

(26.4%)
5.1

(30.4%)
6.1

(30.5%)
6.2

(31.2%)
6.7

(31.3%)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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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기주의 발생, 지자체간 복지격차 및 복지수준 축소 우려 등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음은 사회복지계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다. 감사원도 2008년 국고보조체제로의 환원 또는 분권교부

세 증액을 권고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2009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국고보조

사업 환원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5. 더 늦기 전에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정부의 정책결단이 필요하다.

2.  새롭게 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12년 1월 1일)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목적에 맞게 개정해 제정 취지를 훼

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올 3월 30일, ‘사회복지공제회 설립’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 공포됐다.

   ※  주요 조항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 강화에 국가와 지자체 노력 의무화(1

조, 3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3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조사(3조) 등

• 이 법률은 그 내용 이외에도 제정 자체가 주는 의미가 크다. 일선 사회복지현장 차원에

서는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근거 법 제정’을 위한 다년간의 합심 노력6으로 이룬 쾌거라

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법안 심의 자

체가 처음 있는 일이어서 큰 의미가 있었고, 특히 구상찬, 신상진, 이주영(이상 한나라

당), 백원우(민주당), 곽정숙(민주노동당) 등 다섯 의원이 제출한 총 여섯 개 법안을 병

합 심의해 그 대안을 가결했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즉, 각 당의 정치적 스펙트럼

과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는 여

야·보혁이 따로 없었고, 당파도 초월했음을 이 법률 통과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했다7.

5. “꽃동네 어떡해”…사회복지 지방이양 ‘타격’, <뉴시스>, 2011.8.23. 11:28:25,<http://www.newsis.com/
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0823_0009045432>

6. 2010년 1월 ‘사회복지사공제회 추진위원회’ 출범 및 활동, 2010년 7월부터 2차례 지지서명운동(총 3만3천여
명 완료), 2010년 9월 공제회 법안 정기국회 의결 촉구를 위한 직능단체 공동합의

7. 사회복지사 처우, 국가 보장 시대 오나, <소셜 워커>, 2011년 1월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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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률 1조와 3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

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표2] 참조). 하지만, 이명박 정

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8’ 예산이 어떻게 반영

될 지는 법률 시행(2012년 1월 1일)을 석 달 앞둔 지금도 오리무중이다.

[표2] 민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대한 국가부담 원칙 명시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

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 향상에 이바지하

기 위한 ‘사회복지공제회’ 운영 역시 국가부담 원칙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법

률 3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

로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 7조의 ‘재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정부 또는 지

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명시한 점은 모순이다. 주지하다시피 설립준비금 10

억원으로 현재 출범을 준비 중이긴 하지만, 2012년 운영비는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사회복지공제회 회원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경기도가 30억원을 지원했고,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정부가 1천억원

을 지원한 바 있다.

8. 2008년 10월 국무총리실이 정리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기초안전망 
구현’ 과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강화,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급
여체계 개선안 마련·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추진시한도 ‘2008년 하반기’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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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민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대한 국가부담 원칙 명시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

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하

략)

제4조(사회복지공제회) ①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하략)

제7조(재원) ①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

다.

  1. 회원이 납입하는 공제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Ⅳ. 결언

•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과제’는 국정감사의 단골 질문이기도 하다. 이는 국회 

역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실례다.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절대적 요소는 정책의제의 형성과 정부의 의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올 3월, 법률을 제정한 만큼 이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 법률 추진 당시 보건복지부는 예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사회복

지사업의 지방이양 문제가 처우개선 추진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근본 원인이 지방분권

과 복지부의 예산 집행권한 부재에 기인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  ‘09.11.26에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

나 법적 근거 마련의 형태 및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예산 수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표명”했었고, ’09.9.10에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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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사회복지 시설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한 상황에서 개

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했었다.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 인력은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다. 사회복지사업은 국가

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과 처우는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그간 법적 근

거가 없어서 정부가 주도하지 못한 것이 한계였다면, 이제는 신설 법률을 제정한 만큼 

예산집행 과제 수행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건 정부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무를 국고보조사

업으로 환원하는 정책결단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제정한 법률을 목적

에 맞게 손봄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법률 제1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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