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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지난 30년 동안 지속

적으로 변모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제위기를 계기로 사회보장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면

히 들여다보고 발전방향을 다시 수립할 수 있었다. 경제위기 전후로는 빈

곤층의 보호에 중점을 둔 반면 2000년 이후부터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위험에 한 정책적 안마련에 복지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

졌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이와 같이 경제위기 또는 사회위험을 

계기로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복지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개별 제도가 분절적이고 독립적으로 발전되어 가족 보다는 개인, 생

애주기보다는 개별 위험에 한 책마련에 중점이 주어진 결과로 해석

될 수 있다.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것은 사회보험제도 특히 국민연

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수급자수가 적다는 것도 원인이지만 특정 역

에 치우치고 개인별로 접근하는 단절적 제도로 발전되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 GDP 비 10%수준인 사회복지지출수준은 2060년에는 29%수

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DP 비 30%수준에 근접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단순히 복지에 그치지 않고 경제와의 선순환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검토해 

보아야만 한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와의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데 있다.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은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의 개념정립과 정책방향수립



을 위한 구체적 안모색을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 

소중한 원고를 집필해 주신 서상목 인제  석좌교수, 이규식 연세  명예

교수, 이재열 서울  사회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 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 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한양 학교 경제금융 학 교수, 

안상훈 서울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준 연세 학교 사회학과 교수

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원내 신 석 박사, 이삼식 박사, 남상호 박사, 이윤경 박사께 감

사드린다.   

본 연구를 계기로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이 보다 선

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한다.    

2014년 0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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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basic study for the Korean Creative Welfare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has made steady progress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in the last 30 years. The economic 

crises of 1997 and 2007 provided chances for the Korean gov-

ernment and citizens to evaluate whether their welfare system 

serves to protect the populations it is supposed to protect. In 

times of economic crises, policy priority was given to combat-

ing unemployment and poverty. Since 2000, policy priority was 

shifted to engaging in issues of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It is fair to say that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

tem has been developed as a set of segmented programs rather 

than a harmonized and unified system. 

  Even with the newly introduced welfare programs and con-

tinued growth in welfare coverage, many surveys reveal that 

Koreans do not rate social security high enough to justify wel-

fare spending. One reason behind the low rating on social se-

curity system is that the system focuses not so much on the 

family as on individual recipients. Also, the system lacks a 

life-time perspective in reaching those in need. To make mat-

ters worse, the National Pension is still on its way to maturity, 

and many older Koreans are not in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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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expenditure as a share of GDP is around 10 

percent and it will grow to reach 29% by 2060. As social welfare 

expenditure will increase dramatically for the next 30 years, 

how to make it interact well with the economy will be an im-

portant policy task. President Park’s welfare policy is to ensure 

that welfare benefits are felt and in line with the economy. This 

report identifies and explores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welfare principles and seeks policy options to realize them. We 

thank many authors who took part in this project, and hope 

that this publication will serve as a guiding light in the path of 

President Park’s welfare policy.

Byong Ho Tchoe

President of KIHASA    



요 약 <<

1.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향후 과제

⧠ 각 정부별 복지정책의 변천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

○ 박정희 정부의 복지정책: 1960∼70년

－ 1960∼70년 는 성장을 통한 전 국민의 빈곤탈피가 목적이었음.

－ 1961년에 극빈층을 위한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었고, 열악하

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극심하여 1963

년 산재보험제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음.

－ 국가발전을 이끌어가는 공무원 집단의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

해주기 위해 1961년 공무원연금이 시행되었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들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해 군인연금도 함께 

도입되었음.

－ 교육자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1975년에 사학연금이 도입됨.

－ 1977년에는 의료보험이 도입됨.

－ 행정적으로 집행이 손쉬운 집단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 우

선적으로 복지제도를 도입.

○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복지정책: 1980∼92년

－ 1981년에서 1987년은 복지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

한 시기로 건강보험제도가 확 되었음.

－ 국민연금 도입기반이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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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제도의 확 로 인하여 특히 1980년  초반 일반정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급격하게 성장함.

○ 김 삼 정부: 1993∼97년

－ 경제성장의 과실이 배분되고(‘trickle down effect'), 각종 사

회복지 정책적 응으로 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되었음.

－ 소득분배지수와 빈곤율이 개선되었음.

－ 호황기를 지나면서 상 적 빈곤율은 증가하 음.

－ 1995년 30인 이상의 사업체를 상으로 고용보험제도가 도

입됨으로써 우리나라 4  사회보험제도의 틀이 완성되었음.

－ 1998년 농어촌지역으로 국민연금제도가 확  적용됨.

－ 최저생계비의 100%를 보장하 고, 의료보장급여수준을 확

하 음.

○ 김 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 공공근로사업, 실업급여의 확 , 직업훈련/ 부제도를 확립하

음.

－ 한시적으로 생활보호 상자를 확 하 음.

－ 1999년 4월 전 국민연금제도 시행함.

－ 2000년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함.

－ 2000년 7월 의료보험조합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함.

－ 2000년 7월 산재보험을 1인 이상 전사업장 확 함.

○ 노무현 정부의 참여 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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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에 해 의료급여 적용을 확 되었음.

－ 자활급여의 차상위계층에 한 지원 확  및 내실화 됨.

－ 장애인에 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이 확 되었음.

－ 국민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함.

○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 2009년 근로장려세제(EITC)를 시행함.

－ 든든학자금과 맞춤형국가장학금 등의 교육투자를 확 함.

－ 5  서민생활비 부담을 경감함.

－ 의료서비스의 규제를 완화함.

－ 기초노령연금 지급 상을 확 함.

－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함.

○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

－ 맞춤형 고용·복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선순환을 

지향함.

－ 보편적 복지정책을 수용함.

－ 기초연금 도입, 고용·복지 연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맞춤형 

급여, 보육에 한 국가책임 확충, 4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 적극적인 복지 보편성 확 를 추진함.

⧠ 역  정부별 복지지출 추세는 1차 복지 확 기와 2차 복지 확 기

로 나눌 수 있음.

○ 1차 복지 확 기

－ 1979~1984: 본격적인 복지제도의 형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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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비중이 5%수준에서 10% 이상으로 급증함.

－ 1981~1987: 복지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 일반정부 복지지출

비중은 10.7%~13.0% 수준을 기록함.

○ 2차 복지 확 기

－ 노무현 정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한 논의가 본격화, 복

지의 보편성이 촉발됨.

－ 2003~2007: 일반정부 복지지출 비중이 18.4%에서 25.2%까

지 증가함.

－ 2014년 현재 복지지출 예산: 국가 총지출의 1/3 수준에 이름.

○ GDP 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2030년 17.9%, 2060년에는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

○ 1999~2009년까지의 SOCX 증가율: 연평균 11.7%, 2020년 이

후 점진적으로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

○ 인구고령화의 직접적인 향을 받는 사회보험분야지출이 급격하

게 증가: 2060년에는 전체 SOCX의 80.2% 차지

○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으로 ‘보건’과 ‘노령’ 역의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 음.

○ 세전소득 기준 중산층의 인구비중: 1990년 73.7%에서 2012년 

65.5%로 8.2%p 감소함.

○ 1990년 세전소득 지니계수 비 정부의 조세·재정지원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200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9년 이

후 다소 정체되었음.

⧠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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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청년, 여성, 중·고령 근로자 및 노인에 

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LMP)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빈곤층 및 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복지레짐 설계가 필요함.

○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복지수준을 단계별로 제시하면서, 부담과 

급여에 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요구됨.

○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뒷받침되는 우리

나라의 복지체계를 다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세 간 및 세 내 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함.

2. 국민생활실태와 사회보장

⧠ 한국복지패널 조사 상가구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음의 항목에 따라 

분석해 볼 수 있음.

○ 가구특성

－ 전체가구를 살펴보면 보통가구가 72.7%로 나타났고, 1인 단

독가구가 25.3%로 나타났음.

－ 성별분포는 저소득층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56.3%로 남성

(43.7%)보다 높았고, 일반가구에서는 그와 반 로 남성이 

51.2%로 여성(48.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 별 분포는 저소득층에서는 70 (20.7%)가 가장 높았

고, 60 (15.9%), 20세 미만(15.0%), 50 (14.4%), 40

(11.0%)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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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지출

－ 임금소득의 전체평균은 2,809만원으로 나타났고, 저소득가구

는 360만원, 일반가구는 3,769만원으로 나타남.

－ 전체가구의 평균 사회보험 수혜는 192만원, 비가구원 보조는 

3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38만원, 기타 정부보조금

은 평균 103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험의 경우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2.5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기타소득도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타 정부보조금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가구에 한 가계지출의 평균값은 338만원이었으며, 저

소득가구는 127만원을, 일반가구는 420만원을 지출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

－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의 91.3%의 가구원이 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가

구: 71.8%, 일반가구: 95.5%)

－ 경제활동 참여상태 조사 결과,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임시직 임

금근로자는 일반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저소득가구(9.0%)가 일반가구

(5.3%)보다 높게 나타남.

○ 자산 및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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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가구의 경우 총자산의 평균값은 2억 7,541만원이고, 저소

득가구가 9,944만원, 일반가구가 3억 4,443만원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규모는 3,983만원인데, 저소득가구에

서는 1,597만원, 일반가구에서는 4,918만원으로 나타남.

○ 주거

－ 저소득가구의 주택 유형: 일반 단독주택(29.3%)가 가장 많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반아파트, 다세 주택 순으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의 주거 점유형태: 자가(41.4%)가 가장 높고 보증

부 월세(18.8%), 전세(17.6%)의 순서로 나타남.

○ 건강 및 의료

－ 주관적 건강상태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중 '건강하지 않다'

고 응답한 사람이 33.3%로 나타남.

－ 전체가구원 중에서 40%가 질병을 앓고 있었고, 저소득가구에

서는 65.5%, 일반가구에서는 34.9%가 질병을 앓고 있었음.

－ 저소득가구에서는 우울증이 일반가구에 비해 상 적으로 높

게 나타남.

－ 입원횟수, 입원일수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원이 일반가구 가구

원 보다 더 빈번하고 오래 입원한다고 나타남.

○ 빈곤

－ 경상소득의 경우 균등화된 중위값의 50%에 미달하는 인구비

율인 상 빈곤율은 16.4%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처분소득의 

상 빈곤율은 15.5%로 나타났음.

－ 가계지출의 상 빈곤율은 12.6%로 나타나, 경상소득이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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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소득 보다는 빈곤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에 한 사회보장실태는 다음과 같음.

○ 공적연금 가입현황

－ 전체가구 중에서 40.9%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6.7%가 수급을 하고 있었으며, '비해당'이 52.2%으로 나타남.

－ 일반가구의 가입비율은 45.0%로 나타났고 저소득가구의 가입

비율은 19.9%로 나타났음.

－ 반면, 수급비율은 저소득가구에서 12.1%로 일반가구의 5.6%

보다 더 높게 나타남.

○ 건강보험 가입현황

－ 전체가구의 중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93.3%이고 미가입자가 

6.7%인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의 건강보험 가입률(77.7%)이 일반가구의 가입률

(99.49%)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 가입현황

－ 전체가구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3.5%, 미 가입률은 10.6%로 

나타났음.

－ 저소득가구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7%에 불과하여 일반가구

의 가입률(27.0%)과의 격차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의 구성원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

자리에 많이 종사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산재보험 가입현황

－ 전체가구의 경우, 가입(24.6%)이 미 가입(11.9%)보다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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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높았음.

－ 저소득가구의 경우 미 가입(11.0%)이 가입(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가구일수록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

는 것을 의미.

3. 의료의 이념적 갈등 해소와 발전적 과제

⧠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의료민 화

문제’와 ‘공공의료문제’가 있는데 건강보험 의료의 이념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정부의 새로운 의료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음.

⧠ 의료민 화 문제와 공공의료 문제가 쟁점이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의료의 이념적 성격 규명의 결여

－ 의료를 실증적 접근에 의할 경우 의료는 사적재화가 디지만 규

범적 접근을 할 공공재로 간주됨.

－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의료는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필요도를 토 로 제공해야할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라는 규범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  산업화 국가들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고는 부분 국가에

서 의료를 기본권으로 간주하여 정부가 전 국민의 의료를 보장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법적 뒷받침을 받아 제공하는 공공재(규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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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건강보험제도란 의료에 한 규범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이해

가 있었다면 공공의료를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았을 것임.

○ 공공의료에 한 개념 부재

－ 건강보험급여에서 포괄성 원칙과 최소수준 원칙을 지키지 않

아 보장성이 낮아 건강보험이 제 로의 하지 못함에 따라 건강

보험의료와 별개의 ‘공공의료’론이 등장하 음.

－ 건강보험제도에서 전 국민 강제 가입은 헌법적 사항이기 때문

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한다고 건강보험제

도가 변질될 수 없음.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공급자를 보호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

구하고 건강보험의료의 성격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제를 하면 ‘의료민 화’가 된다는 선동이 난무하고 있음.

－ 전 국민이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제도에서 일부 병

원이 리병원이 되어도 건강보험제도는 붕괴될 수 없고 나라 

전체의 의료체계가 민 화 될 수 없음.

⧠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과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료에 관한 명확한 개념 확립

－ 건강보험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도입된 공공재

라는 의료의 이념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자들이 건강보험에

서의 탈퇴는 헌법적 사항이므로 불가하다는 것을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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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는 공공병원의 의료만이 아니라 민간병원이라도 건

강보험 의료를 제공하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이해

시켜야 함.

○ 건강보험급여구조의 개혁

－ ‘공공의료’나 ‘의료민 화’ 론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건강

보험의 급여에서 비급여가 많아 의료기관의 리적인 행태가 

가능하 기 때문임.

－ 건강보험 급여구조를 포괄성과 최소수준원칙을 지키도록 개

혁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최소수준의 의료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진료

비 전액을 지불하는 별도의 의료를 허용해야 함 → 이를 허용

하는 방안이 리병원, 즉 민 의료의 도입을 의미함.

○ 건강형평성 제고

－ 우리나라는 의료 이용은 과다하고 의료이용에서 소득 계층간 

형평성은 거의 완전한 상태이지만 건강형평성은 문제가 있음.

－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습

관화 하는 것에 정부가 앞장서고 의료이용을 줄이도록 유도하

는 정책이 필요함.

○ 보험진료비의 합리적 관리

－ 우리나라는 외래의료 이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입

원은 세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세계

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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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함.

－ 의료 수요의 관리 외에도 통합의료나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공

급체계의 개혁, 의약품 및 신 의료기술의 적절한 관리 등의 다

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의료의 새로운 거버넌스 검토

－ 협의의 거버넌스는 조직체계 등으로 협치 등으로 정의되었으

며, 광의의 거버넌스는 협 (協營)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지금까지 우리는 협의적 거버넌스만 생각하 기 때문에 의료

와 관련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 음.

－ 새로운 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이익단체, 시민단체, 일반

기업, 근로자 조직 등이 협력할 수 있는 협  구조의 확립이 필

요함.

4. 인구 및 가구의 변화와 전망

⧠ 총인구는 1960년 2,501만 명이었으나 반세기가 지난 2012년에는 

두 배인 5,000만 명으로 증가하 음.

⧠ 최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추계되었음.

⧠ 이후 총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는 4,396만 명에 이를 

전망임.

⧠ 현 사회에서 돌봄(보육) 상과 학령인구(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 유소년인구는 장기간 출산율 감소에 따라 1972년 1,386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 720만 명으로 그리고 

2060년에 447만 명으로 추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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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가능인구는 노동력의 주 공급원으로서 1960년 1,370만 명에

서 2014년에 3,68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음.

○ 증가세는 베이비붐세  등 고출산시기에 태어난 인구들이 생산가

능 연령층에 계속 진입했으며,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생산가능인

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의 향으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

는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고, 이후 급

격하게 감소하여 2020년에 3,656만 명, 2060년 2,187만 명까

지 감소할 전망임.

－ 206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3년 생산가능인구의 

59.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인구는 고출산 시기에 태어난 인구가 계속해서 노년층으로 진

입한데다가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데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

음.

○ 1960년에 노인인구는 73만 명에 불과하 으나 2010년에는 545

만 명으로 약 7.5배에 달함.

－ 노인인구는 2013년에 614만 명으로 600만 명 에 진입하

으며, 2017년에는 700만 명  그리고 2020년에는 800만 명

로 진입할 것으로 보임.

－ 베이비붐 세  등 고출산 시기에 태어난 인구가 2020년부터 

노년층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노인인구는 보다 급격하게 증가

하여 2049년에는 1,800만 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이며,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1,762만 명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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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구 비중은 1960년 2.9%에서 2012년에 12% 로 진입

하 으며, 2018년에는 14%(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

령사회), 2060년에 40.1%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노년부양비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에 따라 최근에 올수

록 높아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피부양 노인인구의 규모

는 1960년 약 5명에서 2000년 약 10명으로 그리고 2010년에는 약 

15명으로 증가하 음.

○ 2017년부터는 노년부양비가 유소년부양비를 추월하는 역전 현

상이 발생할 전망

－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57.2명, 2060년에는 80.6

명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가구증가율의 경우, 1~2인 가구의 증가가 주도하고 있음.

○ 5인 이상 가구는 이미 1990~1995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

냈으며, 4인 가구는 2000~200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3인 가구도 장기적으로 2030~2035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

타낼 전망임.

○ 1~2인 가구는 인구 감소가 시작하는 2030~2035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1~2인 가구 중 노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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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의 질 비교를 통해 본 한국형 복지모델: 
    독일, 스웨덴 복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본인가?

⧠ 복지지출을 본격적으로 늘려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북유럽 및 남

유럽의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음.

⧠ 유사한 수준의 복지지출이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체제효율성을 극

화 하는데 기여한 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는 위기를 초래하

는데 이에 한 원인을 사회의 질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음.

○ 사회의 질이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공동체 내에서 자신

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다음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 짐.

－ 자원(resource):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적, 환경적 자원 등에 

접근가능한가를 보여주는 경제적 안전성

－ 연 감(solidarity): 그 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회적 

응집성

－ 접근과 참여(access and participation): 사람들이 일상생활

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접근가능한

가를 보여주는 사회적 포용성

－ 역능화(enabling): 개인의 역량과 능력발휘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얼마나 북돋워지는가를 보여주는 사회적 역능성

○ 그러나 유럽 학자들의 사회의 질에 한 접근은 지나친 이론지향

성으로 인해 중첩이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질에 한 개념이 지

나치게 유럽 편향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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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된 사회의 질 모형에는 복지를 통한 보호, 사회적 응집성, 

교육 및 일자리를 통한 회복탄력성 제고, 정치적 역능성이 네 

가지 구성요소로 포함됨.

⧠ 수정된 사회의 질 모형으로 OECD 국가의 사회의 질을 비교하 음.

○ 분석 결과, OECD 국가들 중 사회의 질이 가장 우수한 나라는 덴

마크로 나타났고 기타 북유럽 국가들(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최

상위권에 포진되었음.

○ 독일이 14위를 기록하 고 이탈리아 22위, 그리스가 26위를 기

록한 반면 한국은 28위에 머물렀음.

－ 하위 역별로 보면, 교육과 일자리제공 능력은 18위로 그나

마 양호하나, 사회적 응집성 23위, 복지역량이나 시민정치참

여에서 29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제도역량은 28위, 시민

사회역량은 27위로 나타남.

○ 한국과 스웨덴의 각 항목에 한 격차는 최  60점까지 벌어졌고 

독일과는 회복탄력성에서는 거의 격차가 나지 않았으나 나머지 

항목에 해서는 약 25~30점의 격차가 존재함.

○ 반면 이탈리아 및 그리스는 한국과 여러 특성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임.

⧠ 한국형 복지모형의 모색

○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전략은 독일이나 스웨덴의 조정경제에 못

지않은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한 국가주도의 산업화, 관치경제의 

소산이었음.

○ 단, 결정적인 차이는 다양한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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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협력을 통한 협치의 발전이라는 거버넌스 모델이 아닌, 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조직화 다는 점임.

○ 만약, 한국의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의 상태를 유

지할 경우 조만간 외의존형 조정경제권 국가들의 범위를 벗어

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 한 내부조정의 효율성

과 제도 업그레이드를 통해 국가 전체의 유연성과 시스템의 복

원역량을 극 화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복지 투자, 투명하

고 효율적이며 정교한 복지전달체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요구됨.

－ 이런 측면에서 스웨덴과 독일은 좋은 사례이며 독일이 우리나

라의 현실적인 벤치마킹 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단, 현재의 상황에서 복지지출을 증 시키면 그리스, 이탈리

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념해야 함.

6. 복지국가레짐 비교를 통해 본 한국복지국가의 현재

⧠ 현재 한국은 복지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으

나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미래 모

습을 그려낼 것인지에 하여 복지레짐별 비교분석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음.

⧠ 한국형 복지국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형을 구성

하 음.

○ OECD의 서구 복지국가를 사민주의복지국가(스웨덴, 덴마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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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웨이, 핀란드), 보수주의복지국가(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자유주의복지국가(미국, 국, 캐나다, 호주), 남부유럽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로 구분하 음.

○ 비교준거점을 기준으로 6  부문(사회보장, 복지프로그램구성, 

고용·노동시장, 재정, 거버넌스, 지속가능성)의 14개 항목(탈상

품화, 계층화, 탈가족의존화, 근로활성화, 고용성과, 임금불평등, 

노동시장경직성, 국민부담, 국가채무, 정부의 질, 계급연 성, 복

지국가만족도, 인구재생산, 국가경쟁력)과 이를 계량적으로 나타

낼 19개 지표를 활용하여 레짐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복지국가레짐과 국가간 비교를 위한 종합지수의 작성을 위해 ‘최

-최소 방법’으로 변수간의 표준화를 실행함.

⧠ 부문별 비교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사민주의 복지레짐이 사회보장, 사회투자, 고용·노동시장, 거버

넌스,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함.

○ 반면, 남부유럽복지레짐은 사회보장 부문을 제외(3위)하고 부

분의 항목에서 최하위인 4위, 5위를 기록하 음.

○ 한국은 재정부문에서 1위를 한 것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과 고용·

노동시장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최하위인 5위, 지속가능성(4위), 

사회투자(3위)를 기록하 음.

－ 저부담·저복지 국가의 모습을 보이는 측면에서는 자유주의 복

지국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나, 고용과 노동시장의 특성, 거

버넌스의 낙후성, 미래 지속가능성의 결여 등은 남부유럽복지

국가와 유사한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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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의 특성을 종합하여 유형화 하고, 한국복지국가와의 유사

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함.

○ 군집분석은 종합 지수 작성에 활용된 19개 하위 변수를 표준화한 

뒤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함.

○ 군집분석 결과,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호주, 국, 미국], [이탈리

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와 같이 동일 그룹을 형성하 음.

○ 한국은 이상치로서 어떤 군집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나, 레

짐차원에서는 남부유럽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복지레짐 차원에서는 남부유럽국가와 가장 유사한 궤적을 그

리며 발전하고 있고,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과 그리스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사회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레짐별로 분류하 을 때 남부유럽과 가장 유사한 형태

로 도출되었음.

○ 남부유럽복지국가레짐과 이들 국가들은 사회복지적 성과가 그리 

높지 못한 국가들임.

○ 만약, 현 상태에서 단순히 몸집만 키운다면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

래는 남부유럽복지국가레짐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임.

－ 후발 복지국가로써의 이점을 살려 나아가야할 목표와 방향 정

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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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장-고용-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웰페어노믹스

⧠ 현재 한국은 낮아지는 성장잠재력, 양극화 심화, 높아지는 사회적 스트

레스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의 질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 성장 동력을 살리면서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이를 웰페어노믹스라고 규정함.

○ 웰페어노믹스란 기존의 복지국가 자본주의 모델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의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여 이들 모델의 한

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자본주의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임.

○ 효율과 형평의 조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를 통해 경제와 

복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웰페어노믹스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모

델의 수정을 시도함.

○ 첫째, 정부의 역할을 한국 고유의 정부주도 시장경제에 자유시장

경제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일자리 창출

과 사회복지 부문에서 정부의 국가전략 수립 및 집행기능을 강화

할 것을 강조함.

－ 이를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획재정부

의 정책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둘째,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이 증가하는 시 를 맞아 공유가치창

출 경 전통을 새롭게 확립하고 이를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기업

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해야 함.

－ 이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능을 기업의 이익을 변

하는 종래의 역할에서 공유가치창출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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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고하는 역할로 전환하고, 정부의 기업정책도 기존의 규

제중심에서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셋째,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공생발전의 생태

계를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형태를 기존의 직접적 지원방식을 간접

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간지원조직 체계를 강화해야 함.

⧠ 또한 웰페어노믹스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서구식 복지

국가 모델의 수정을 시도하여, ‘경제적 복지’의 방식으로 지속가능

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임.

○ 첫째,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자리 복지기

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 복지행정과 고용행정을 통합·운 하고, 맞춤형 통

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복지-고용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함.

○ 둘째, 사회혁신이 사회복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

으로 경쟁과 기업가정신의 고양을 통한 혁신복지 생태계를 형성

해야 함.

－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한 정부지원의 기준을 인건비 보

조에서 사회적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금

융시장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함.

○ 셋째, 다양한 경 기법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하여 복지경 의 

전통을 확고히 확립해야 함.

－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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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기관에 한 정부 지원의 기

준도 시설규모나 수용인원보다는 사회적 성과를 기준으로 하

는 새로운 관행이 정착되어야 함.

⧠ 웰페어노믹스가 제시하는 ‘복지적 경제’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모

델에 한 안이 될 수 있고, ‘경제적 복지’는 서구 복지국가 모델

에 한 안이 될 수 있음.

○ 경제운용과 기업경 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각과 

복지시책의 추진과정에서 경제·경 적 시각의 적용은 정책현안

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축소시키는 

촉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함.

8. 중앙-지방-민간의 복지 역할정립과 균형적 발전

⧠ 복지지출에서의 비용은 사회적으로 동원되지만 편익은 사적으로 전

유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구조적으로 재정위기 요인이 상존하는 

문제가 있음.

○ 전통적인 복지정책 방식은 국민경제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잉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힘든 제도가 많음.

－ 더욱이 공급자 중심 방식에서 창출되는 정부실패의 비효율성

이 발생하면 재정압박은 더 심각해 질 수 있음.

－ 주인- 리인 이론이 지배적인 이기적인 경제주체들로 사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안정적인 사회자본의 유지가 어려움.

⧠ 최근의 정부혁신 기조에서는 분권이 중요하지만 사회정책에서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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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정 축소와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역할 감축을 우려하고 있음.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의 실시 주

체 및 단위로서 시·군·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분명히 명시하 고, 

그 결과 종전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복지 수행체계가 지방중심으

로 전환하는 계기가 조성됨.

○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새로운 복지전달제도를 만들었으

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고, 2000년  중반부터는 

사회복지지출에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정부간 재정 갈등이 

표면화되었음.

－ 사회복지재정의 운용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간에 적절한 재정

분담과 재정수단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가재정자

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선택과 경쟁, 그리고 인센티브에 의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 하는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예: 바우처 제도의 도입, 민간위탁, 성과계약 등)

○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사회적 목적과 공익지향성 때문에 

리추구의 시장경제보다는 사회적 경제를 지향함. 즉, 사회적 경

제는 비 이윤 추구적인 경제이고 공익을 추구하는 공적인 경제가 

될 수 있는 것임.

⧠ 창조복지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 민간의 복지역할을 재정립할 필요

가 있음.

○ 경제적 잉여와 윤리적인 관료체제는 근 복지국가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었으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신 사회정책체계를 설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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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잉여의 부족, 사회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의 양극화 심화, 정부실패와 국가관료체계에 

한 불신 때문에 신 사회정책체계가 필요함.

○ 신 사회정책체계는 다음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함.

－ 첫째, 지방중심의 도시사회기본계획체계를 구축·운용해야 함.

－ 둘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결합되는 사회경제 정책체계를 

설계해야 함.

－ 셋째, 경제와 사회정책의 처방 수단의 조합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지역시민사회에서는 스스로 책임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투자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재생산 역에서의 ‘탈제도화’ 노력이 필요함.

－ 다섯째, 지역사회정책에서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 등 윤리기

반이 전제되어야 함.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관계에 한 재정립이 필요함.

－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보다는 

자주재원이나 일반재원의 비중을 높여야 함.

－ 세입과 세출 분권의 균형 관점이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

통교부세와 복지보조금 정책의 연계가 중요함.

○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의 운 체계가 설계되어야 함.

－ 가족과 지역사회의 기능을 체하는 사회서비스들은 전통적

인 사회복지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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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기능의 관점, 미시적인 사업관리의 관점에서도 지방재정

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이는 사회서비스가 지역단위로 다양하

게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임.

－ 정책수단 역시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조합으로 

설계해야함.

9. 사회복지지출과 재원조달구성을 통해서 본 사회복지레짐

⧠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관

찰되는 사회복지 레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실과 부합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복지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복지레짐별 사회복지 지출 규모와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지출 규모가 1990년 초 GDP의 3%의 수

준에서 시작하여 외환위기 이후 5~6%로, 2000년  후반에 9%

이상으로 증가하 음.

○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1990년  중반에 복지지출 규모가 정점

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하여 현재 GDP의 25%~30% 수준을 보

이고 있음.

○ 독일은 25~27% 사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리스와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2000년  중반 복지지출 규모가 점

차 증가하여 1990년  중반과 비교하여 평균 5%p가 증가하 음.

○ 요약하면, 사민주의국가(스웨덴, 핀란드)는 1990년 중반 강한 

조정이 관찰되고, 보수조합주의국가(독일)는 안정적인 움직임이 

관찰되었으며, 남유럽국가(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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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지출이 낮은 단계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복지재정의 확 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증

시키되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지나

치게 빠른 복지확 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함.

－ 복지재정의 확 는 사회보험료 증 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가장 성장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적자를 통해서 복지

재정을 확 한 경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유럽 국가들에서 재정적자를 통한 복지확 가 가장 강하게 관

찰되었고, 북구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1990년  중반까지 재정적

자를 통한 복지확 가 관찰되었으나 1990년  후반 재정지출 축

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바로잡음.

⧠ 복지레짐별로 복지지출규모와 구성에 있어서 차이점들이 관찰되었음.

○ 사회민주주의 레짐: 복지지출을 가장 높게 가지고 있으며, 다른 

레짐에 비하여 사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이는 더 높은 고용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계되어 있음.

○ 보수조합주의 레짐: 사회민주주의 레짐보다는 소폭 작은 사회복

지지출을 보이고 있으며, 연금중심의 사회복지지출이 이루어지

고 있음.

○ 남유럽 레짐: 복지지출이 선진국 평균이하에서 평균이상으로 증

하 으며, 복지지출의 구성은 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태

를 띄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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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럽 국가에서 보수조합주의보다 더 높은 연금비중이 관찰되

는데, 연금의 재정건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통

해 연금제도가 각종 직군으로 확 되는 불건전한 양상을 보임.

⧠ 복지레짐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음.

○ 첫째, 사회복지지출을 우리 여건에 부합하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너무 빠르지 않게 증가시켜 나가야 함.

○ 둘째,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 적극적 노동시장 등 주요 

사회복지지출 분야간의 배분에 있어서 균형 잡히고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형태로 발전시켜나가야 함.

－ 사회복지지출 주요 분야 간의 배분은 북구국가와 독일의 중간

정도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셋째, 복지확 에 있어서 재정적자를 통한 복지확 는 반드시 지

양하여야 하며, 사회보장기여금의 적절한 증 가 중요함.

－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의 증 를 통해서 사회복지지출

의 재원을 마련해야 함.

○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재원 분담에 있어서 우리나

라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 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앙정부가 복지재정에 있어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함.

10. ‘맞춤형 고용복지’의 비전과 전략

⧠ 한국은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공존하고 있으

며, 생애과정의 제도화와 탈정형화 과정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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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복지국가를 시작하는 현재의 상황은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종언했고 글로벌 경제위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복지재

정의 확장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서구 선진국의 경험과는 다른 방

식의 복지국가 재편 및 개혁을 위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생활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형 복지국가가 추

구하는 최우선의 추진전략은 ‘맞춤형 고용·복지’라고 할 수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면 개인의 소득이 증가할 뿐만 아

니라 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을 줄일 수 있음.

○ 고용 증가는 세수 확 로 이어져 이를 재원으로 기본적인 소득 보

장,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필수적 사회서비스의 확 가 가능

해지고, 이를 통해 성장과 고용 그리고 분배 혹은 복지의 선순환 

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 .

⧠ 다양화된 생애과정에 응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정책이 아니라, 보

다 유연한 맞춤형 정책의 마련이 필수적임.

○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란 태아기, ·유야기, 아동기, 청소

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생애주기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욕구들에 한 맞춤형 생활보장을 의미함.

○ 가구특성별 맞춤형 고용·복지란 소득계층별 맞춤형 생활보장을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욕구에 해서는 보편주의를 

지향하되, 동일한 재정여건 하에서는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우

선적으로 제공하는 긍정적 선별주의 전략을 병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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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역별 맞춤형 고용·복지란 소득보장을 통한 경제적 생활보

장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고용, 건강,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

한 생활 역에서의 다양한 욕구에 응하는 맞춤형의 사회서비스

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함.

⧠ 맞춤형 고용·복지의 정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안적 갈등상황

을 중심으로 4가지의 우선순위 원칙을 설정하 음.

○ 급여균형성: 현금 형태의 복지프로그램 보다 활성화 전략의 기조 

하에 고용친화성이 높은 ‘사회서비스’형태의 프로그램을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함.

○ 민관협치성: 풀뿌리 시민사회를 진흥시키고, 공동체의 새로운 자

생력을 키우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상분별성: 보편주의를 지향하되 재정적 상황, 즉 현실적 예산제

약을 고려하여 ‘긍정적 선별주의’ 전략을 위주로 한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함.

○ 부담공정성: 부담공정성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 세  간 부담의 공정성: 차세 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적 선택을 의미함.

－ 계층 간 부담의 공정성: 한 세  내에서도 함께 내고 함께 받는 

복지를 지향하되, 누진적 기여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합리적인 선에서 부담을 더 지는 방식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해

야 함을 의미함.

⧠ 맞춤형 고용·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와 전달체계를 

갖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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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생활보장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

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분별

적 적용과 균형의 확보를 통해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구조를 

의미함.

○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맞춤형 고용·복지의 급여와 

서비스가 정부로부터 수혜자에게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

계를 구축해야 함.

－ 융합적 사회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함.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비용을 고려한 전달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11. 21세기형 보건의료체계 모색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으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 됨에 따라 비용 또한 급등하고 있음.

○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비용 절감 방안뿐만 아니라 의료

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함.

－ 재정안정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 공급자의 저항과 제한적 효과 등의 문제

점이 있음.

－ 현행 체계는 단 시간 내에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 측면

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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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의 건강 수준을 고양하면서 지속가능한 21세기형, 한

국형 의료체계의 모색이 필요함.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환경은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 첫째,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보건의료체계에 절 적인 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의 부양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

용할 것임.

○ 둘째, 향후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 잠재 성장률 저하 

및 재정여건이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수요는 폭증할 것이나 이를 뒷

받침 할 경제는 불투명하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중장기 의료체계개편이 필요함.

○ 셋째, 생활습관의 서구화, 고령화 등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병의 증가가 예상됨.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만성 질환 관련 진료비는 연평균 약 

15.7%씩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넷째, 건강보험 보장성 학 에 한 국민적 욕구 또한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됨.

－ 보장성 강화 정책의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진

료 역의 확 는 건강보험 보장률 증 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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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건강보험 보험료 수준 등 재원 확보

의 어려움도 보장성 확 를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다섯째, 보건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전망.

－ 향후 보건산업은 질병치료 중심에서 일생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됨.

－ 질병의 사전 예측 및 예방, 맞춤치료를 위하여 신 의료기술의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u-health, 원격진료 등)

－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 로 인한 의료 국제화의 가속화가 

예상됨.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함

○ 의료공급체계 측면

－ 의료 기관이 점점 형화되면서 서울 등 도시에 분포하여 지

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음.

－ 고가의료장비의 증가, 정부에 의한 의료서비스 가격 결정으로 

인해 초과공급, 공급부족의 발생, 전문의 수급 불균형 등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

○ 의료전달체계 측면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전달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한 제한은 거의 없음.

－ 이로 인해, 최근 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진료비 지불제도 측면

－ 그동안 높은 자기 부담률, 제한적인 보험급여 등 소비자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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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의료 사용 및 지출 억제기제를 주로 활용해왔으나 효과

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과도하게 제공됨으로써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이어짐.

－ 현 지불제도가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이어서 보험자의 지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동시에 공급자에게는 지나친 수가통

제, 소비자에게는 과다치료와 같은 불편을 초래함.

○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

－ 현행 행위별 수가제한에서 위와 같은 보장성 확 는 건강보험 

재정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옴.

－ 전체 재정의 83.3%를 충당하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인상에 

한계가 있음.

○ 기타 측면

－ 의료 소비자의 주권에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소비자 중

심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보건의료산업의 성장 동력 극 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 도입, 

원격진료 활성화, 해외환자 유치 등이 필요함.

－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한 평가와 정보가 필요함.

⧠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만족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의

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건강보험공단의 단일보험자체계에서 공급 Network의 다각화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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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CCO(Coordinated Care Organization)방식을 우

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

－ 급여 범위도 CCO 종류에 따라 다각화

－ 진료비 지불방식은 가입자당 정액으로 설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의 CCO를 평가하여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에 해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급

○ CCO 형태의 공급네트워크 기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의료 공급량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동조절 될 것으로 기 됨.

－ 의료이용체계가 합리화 될 것으로 예상됨.

－ CCO 체계가 확립되면 관리운 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12.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한국사회는 1983년 이래 30년 동안 저출산현상을 겪고 있으며, 

1998년 이래 15년 동안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음.

⧠ 저출산현상으로 인하여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하게 감

소하는 반면, 베이비붐 세  등 상 적으로 다출산했던 세 가 노년

기에 진입하고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인구는 급속하게 

고령화될 것으로 보임.

○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경제적으로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재정수지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을 야기하고, 사회학적으로는 사

회보장 지출 부담 증가, 교육인프라 구조조정, 세  간 갈등 심화 

등을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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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의 저출산의 원인을 주로 만혼화, 자녀양육비 부담, 일-가

정 양립 곤란, 인공인신중절이나 후천성불임 등 보건의료적인 문제, 

다양한가족에 한 수용성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만혼화와 결혼문화

－ 초혼연령은 남성의 경우 1990년 27.8세에서 2012년 32.1세로 

그리고 여성의 경우 동 기간 24.8세에서 29.4세로 높아졌음.

－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90년 22.1%에서 2010년 

69.3%로 그리고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동 기간 5.3%에

서 29.1%로 높아졌음.

－ 미혼인구가 30세 이상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이

유로는 미혼남성의 경우 고용·소득불안정, 결혼비용부담, 결

혼적령기 인식차이, 결혼제도 거부감, 마땅한 사람 없어서 등

을 들 수 있음.

－ 고비용적이고 가부장적인 결혼문화로 인하여 젊은 층은 점차

적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기피하고 있음.

○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 법률혼에 기반한 가족 이외의 가족들은 사회문화적으로 냉

와 차별을 받고 있음.

－ 법률혼외적인 가족에 의한 임신은 정상적인 출산으로 이어지

지 못하고 인공임신중절로 귀결되는 경우가 발생함.

－ 전통적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선택적 인공임신중절로 일부 

임신이 소모되고 있음.

○ 자녀양육과 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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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실시된 부분 조사에서 자녀를 희망하는 만큼 낳지 못

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 부담

으로 나타남.

－ 자녀를 많이 둘 경우 비례적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더 본질적으로는 자녀 가치가 증가하면서 자녀 1인당 소요되

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수 추가에 따른 전체 

양육비가 더 큰 부담이 됨으로써 원래 희망과 달리 자녀수를 

축소할 수 밖에 없게됨.

○ 출산과 고용문화 및 가족문화

－ 한국의 고용문화 내지 직장문화는 여전히 출산과 육아를 포함

한 가족생활에 친화적이지 못함.

－ 가족 비친화적인 직장문화로 인하여 취업여성들은 결혼 또는 

출산을 연기하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됨.

⧠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고비용적이고 가부장적이며 형식을 중시하는 결혼문화를 바꿀 필

요가 있음.

○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다양한 가족들에 

한 사회문화적인 냉 와 인식 및 제도적인 차별은 타파되어야 함.

○ 자녀양육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마 출산율의 실

질적이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 하긴 어려울 수 있음.

○ 일-가정 양립적인 고용문화와 가족문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함.

⧠ 2000년  이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고령화 정책’이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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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변화에 

해 적극적으로 응하기 위한 것이었음.

⧠ 노후보장정책은 인간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 건강, 교육, 

여가문화 정책 등으로서 연금제도로 표되는 노후소득보장정책, 

건강보험 등의 노후건강보장정책,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논의된 노

인교육정책, 노년기 여가문화 정책, 고용정책 등을 의미함.

⧠ 향후 노후보장정책은 과거 노년기를 고용에서 벗어나 점차 휴식을 

취하는 시기로 바라보는 관점의 퇴직모형과는 달리 노년기를 계속

적인 삶의 연속선상에서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도록 하는 역동적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고용부문 정책

－ EU에서는 고령자의 고용 증진 책으로 50세 이상 고령 근로

자의 고용환경 개선, 점진적 은퇴 선택, 시간제 또는 유연 근로

시간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 노후보장정책으로서의 고용정책은 고령자의 고용률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전 생애에 걸쳐 삶과 일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되도록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됨.

○ 소득부문 정책

－ 노후 소득보장정책은 노후의 안정적 소득수준 보장과 향후 평

균수명 증가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한 균형점의 모색이 요구됨.

－ 노인의 빈곤해소를 비롯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후소득원 구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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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공적인 측

면 뿐 아니라 사적인 보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체계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함.

○ 건강부문 정책

－ 건강한 노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예방적 관점에서의 건강검진의 강화, 지역사회 단위의 건강증

진 사업 확  등에 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함.

－ 건강증진 확  정책으로서 운동, 양, 스트레스 조절, 금연 및 

절주 실천의 사회적 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 사회, 시민단체, 

사업장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사회 참여 및 세 간 결속 강화 정책

－ EU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방지를 위해 모임장소, 활동과 이동

서비스와 같은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포괄 증진을 위한 지역사

회 서비스 개발, 정보의 제공, 교통 접근성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음.

－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세 간 결속 강화를 위한 정책은 앞서 살

펴본 고령고용정책,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정책과 비교할 때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나 지원 뿐 아니라 문화적 차원의 변화가 

요구됨.

－ 정책적으로 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 제시와 지원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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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에 한 관심과 기 가 높아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그 제도적 기반, 실제 운용에 

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사회와 논자마다 차이

가 존재함.

⧠ 사회적 경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음.

○ 첫째, 시장과 공공부문에서 만족되지 못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 역으로 규정함.

○ 둘째, 규범적 접근으로서 이윤이 아닌 구성원들의 복리 혹은 사회

적 의를 위한 경제로서, 독립성과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과 

운 이 강조됨.

○ 셋째, 사회경제적 조절메커니즘 접근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국가 

혹은 시장과 엄격하고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원의 동원과 원칙의 적용에 의해 규정됨.

⧠ 사회적 경제 두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시장경제의 변화: 시장경제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의 증가와 개인화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위협은 복지의 수요에 

변화를 가져왔음.

－ 기존의 복지정책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다양한 복지수요가 등장

했을 뿐 아니라 복지의 절 적 수요 자체도 증가하게 되었음.

○ 복지국가의 변화: 복지국가의 균형재정, 고용확 , 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이루기 어려운 위기를 맞으면서, 이에 한 해결책으로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이에서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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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안적 해결책으로

서 사회적 경제에 한 관심이 증 됨.

○ 시민사회와 의식의 변화: 직접적인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와 동

떨어진 것이라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

회운동에 참여하는 인지적 동원이 나타남.

－ 공동체적 이해를 넘어서서 공공의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려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에 한 참여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었음.

⧠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와 

역할을 점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임.

○ 한국의 사회적 기업육성법에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

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을 정부-기업-제3섹터와의 협력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공공부조형: 빈곤탈피를 위해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들을 위한 

일종의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공지원에 의존함.

－ 지역사회 친화형: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시장친화형: 기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익적 목적과 자선

을 위해 환원하는 형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에 

가까움.

⧠ 사회적 경제의 주체적 역량 강화, 조직간 연 활성화와 함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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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지원 금융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사회적 금융은 기존의 금융체제에서 벗어나 있고 외부 보조금에

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의 자금조달 요구에 

부응하고자 제공되는 일련의 금융자원의 흐름들, 다양한 경제적 

활동들에 제공되는 일련의 자금 흐름들로 정의됨.

⧠ 사회적 자본은 시민적 참여와 신뢰를 통한 협동, 차별과 배제의 극

복이라는 맥락에서 그 의의가 부각되어 왔음.

○ 사회적 자본은 과거에 인간관계 형성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의 결

과물로서 현재의 생산수단이 된다는 의미에서 축적된 인간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교환 폭의 제약, 생산성의 제약, 개인 후생의 제약을 완

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은 서로 강화하고 서로 기반이 되는 선

순환적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한국 사회가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절 적으로 필요함.

○ 사회적 기업의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정

적이고 지속가능한 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체제의 

확립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고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프라로서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중요함.

* 주요용어: 창조복지, 재정지출, 복지레짐, 웰페어노믹스, 맞춤형 복지, 의료

체계,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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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2013년 12월 31일 국회는 정부안보다 0.6조원 증액한 106.4조원을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으로 확정하 다. 6·70년  고도 압축성장기를 

지나 1980년  말 정치민주화를 거치면서 촉발된 성장과 분배의 논쟁을 

넘어, 급속한 복지제도의 성장과 함께 연이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빚어

진 보편적복지에 한 격한 쟁론을 뒤로하고 사상 처음으로 국가 복지예

산 100조원 시 에 돌입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4  국정기조는 경제부

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이다. 국정기조에서 보듯이 

국민행복을 경제발전과 함께 중요시 하고 있다. 즉, 서민생활 안정과 삶

의 질 개선, 일자리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 주요 정책사업에 역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박근혜정부는 ‘맞춤형 고용·복지’를 추진전략으로 국민행복과 국가발

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효율적 

복지제도의 완성과 제도적 강건성 유지를 위한  합리적 복지정책의 설계

와 정책운 의 규범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이 같은 사정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발전과정에 한 포괄적 검토와 이에 기초한 정책방향 설정

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2절에서 역  정부별 복지정책의 변천과정을 살

펴보겠다.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와 장기전망에 

한 결과를 검토한다. 제4절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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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진단하고,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적과제를 제5절에 제

시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한다. 

제2절 역대 정부의 복지이념과 정책의 변천과정

서구 선진국에서 복지제도의 도입이나 확장은 지난 세기의 불황(독일 

1840년  및 1860년 ), 금세기 1920-30년 의 공황, 제2차 전 이

후, 1960-70년 의 불황기 등에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 다.1) 우리나라

의 경우 1970년  후반, 1980년  후반, 1990년  중반 호황이 지나는 

시기에 각종 복지제도의 신규도입 및 확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2)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구조적 변환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각종 사회경제적 위험에 한 정책적 응과정에서 급속한 복지제도의 

성장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 역  정부별 복지정책은 시기별로 성장 주도기의 잔여적 복

지 도입기, 김 중정부 이후의 복지 확 기 그리고 참여정부 이후의 복지

와 성장의 균형적 발전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도발전과정을 보면, 성

장주도기에는 사회보험의 도입이 우선시 되는 시기로 변되며, 복지 확

기는 최저생활의 보장 강화와 사회서비스제도 도입을 통한 복지급여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현상이 복지 확

1) Flora and Alber(1981)에 의하면 19세기 말 마지막 20년을 근 복지국가의 도약단계로 
보고, 이 시기의 사회복지관련 공공지출 및 사회보험 등 제도혁신의 관계를 보았다. 20세
기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2차 전 말까지 GNP에 한 공공지출(사회보험과 공적부조가 
주로)의 비율은 선진 3개 국가에서 3배 증가하 다. 그리고 정부예산 중 사회지출의 비율
은 독일에서 약 30%에서 62%까지 상승하 고, 국에서 약 20%에서 47%까지 상승하

다. 스웨덴에서는 20세기 초부터 1960년까지 약 30%에서 53%까지 상승하 다. 이러
한 완만한 증가는 전쟁기간 동안에는 축소되고 불황기에는 크게 신장하는 모양을 보 다. 

2) 1960년  중후반, 1980년  초반, 1990년 의 초반의 불황시기에는 경제적 투자지원 
증 로 인해 복지제도의 도입 및 확 와 재정지출은 위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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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 고, 특히 저출산정책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가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명박정부는 복지의 보편성에 한 

논쟁이 심화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박근혜정부는 복지의 보편성을 수용

하여 보수와 진보정부간 복지정책의 차별성이 옅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복지확 와 일자리창출(고용률 70% 목표)을 동

시에 추진하면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정책기조를 추진하

고 있다. 이하에서는 <표 1-1>에 정리된 각 정부 주요 복지정책의 도입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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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별 3, 4 공화국 5 공화국 6 공화국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1960~1980) (1981~1987) (1988~1992) (1993~1997) (1998~2002) (2003~2007) (2008~2012) (2013~2017)

정책기조 생산적 복지 참여 복지 능동적 복지 맞춤형 고용·복지

사회보험

산재보험
(1964)

고용보험
(1995)

산재/고용보험적용확
(2000~05)

건강보험
(1977)

건보 확 전국민건강
보험(1989)

의약분업(2000)

건보통합
(조직 2000, 
재정 2003)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

의료보장성 
강화(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치
매특별등급 신설  

공무원연금
(1960), 
군인연금
(’63 분리)

사학연금
(1975)

국민연금
(1988)

국민연금 확 전국민 국민연금 
기반구축(1999)

｢국민연금법｣ 
개정(급여인하등, 
2007)

｢공무원연금법｣개
정(2009)

공공부조

국가보훈

생활보호제도
(1962)

국가보훈
(1962)

의료보호제도
(1977)

생보 상자 
직업훈련
(1981) 

세민종합 책
(1982)

사회복지전문요
원배치
(1987)

저소득층 상 
구임 주택 

공급(1989)

경로연금(1998)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2000)

｢기초노령연금법｣(2
007)

차상위계층 지원 
(의료급여, 자활, 
2004)

장애수당확
(2005)

기초노령연금
(2008)

장애인연금
(2010) 

기초연금(2014)

기초보장  
맞춤형급여체계
(2014)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2013)

사회

서비스

가족계획사업
(1962)

심신장애자

노인복지 
기반마련
(1981)

장애인복지 책위
원회구성
(1989)

공중보건, 
건강증진정책 
확 (1995)

장애인복지5개년
계획(1998)

보육 확 (2004)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응(2005)

5세아누리과정, 
0~2세아 무상보육
(2012)

무상보육·
무상교육 실현과 
내실화(2013~)

<표 1-1> 역대 정부별 주요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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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호 책 
발표(1978)

재가노인복지
사업(1987)

장애인등록제도
(1988)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1995)

퇴직연금제도 
도입(1995)

사회서비스일자리
(200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6)

적극적노동시장정
책 확
(ALMP, 2008)

보편적 주거복지

경력단절여성 지원, 
양성평등
확산 등

교육비 지원 

든든학자금 출
(ICL, 2010)

맞춤형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2012)

든든학자금 
출이자 인하

반값등록금지원
확 (2013)   

조세지출
근로장려세제
(EITC, 2009)

근로장려세제 확

참고

사항 

｢군사원호법｣
(1950,
’61폐지)

｢국가유공자및
월남귀순자특별
법｣
(1962, ‘84 
폐지)

｢의료보험법｣
(1963)

｢국민복지연금
법｣(1973)

｢노인복지법｣
(1981)

｢심신장애자복
지법｣
(1981)

｢국가유공자
예우등에관한
법률｣ 시행
(1985)

｢국민연금법｣
전부개정
(1986)

장애인복지법
(1989)

장애인고용촉진법
률(1990)

｢삶의 질 세계화 
국민복지 기본 
구상｣발표(1995)

｢고용보험법｣
(1993)

｢근로자퇵직급여보
장법｣(1995)

｢지역보건법｣
(1995)

｢국민건강증진법｣
(1995)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 시행(1996)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제시(1999)  

외환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기본틀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

｢국민건강보험법｣
(1999)

｢건보재정건전화특별
법｣(2002~’06)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2004.2)

｢비전 2030｣ 
발표(2006)

일부 복지사업 
지방이양(2005)

｢저출산고령사회기
본법｣(2005)

｢사회적기업육성법｣
(2006)

｢노인장기요양
보험법｣(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2007)

｢휴먼뉴딜｣ 
발표(미래기획위원
회)

완전노령연금수급
자 발생(2008)

에너지복지 
기반확   

｢보훈보상 상자
지원에관한법률｣ 
시행(2012)

｢협동조합기본법｣
(2012)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 시행, 
2013)

｢기초연금법안｣ 
제출(2013)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개정 
법률안(2013)

｢장애인연금법｣ 
개정법률안
(2013) 

자료: 각 정부별 정책자료, 법령정보, 한국경제 60년사: 사회복지·보건(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및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2013) 등을 토 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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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 주도기 

  
먼저 박정희 정부를 시작으로 김 삼 정부까지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

는 정부로 구분된다. 성장을 통한 고용 그리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분

배를 추구하 다. 다만 근로무능력자에 한 생활보호중심의 소극적 복

지정책이 추진된 시기이다. 한편, 동 시기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이 완성된 시기로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를 출발점으로 하여 1963년 

군인연금 분리와 1975년 사립학교교원연금 도입 그리고 1977년 건강보

험제도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가. 박정희 정부의 복지정책: 1960∼70년대3)

박정희 정부 시 인 1960∼70년 는 성장을 통한 전 국민의 빈곤탈피

가 목적이었다. 경제성장으로 노동수요가 노동공급을 초과함으로써 꾸준

히 일자리가 창출되어 성장이 복지 고, 일자리가 복지인 시 다. 극빈

층의 빈곤 구제 차원의 복지정책이 중심이었다.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열악한 환경과 착취는 노동과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졌고 복지 정책의 

역으로 접근되지는 못했다. 

노동의 초과수요로 도시에 유입된 농촌인구의 주거, 의료, 빈곤 등의 

문제가 등장하 다. 아울러 농촌인구의 빈곤도 문제 다.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토지에 한 투기로 지가 및 주택가격이 급등하 다. 10%를 

넘는 물가상승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고 상 적 빈곤과 박탈감이 팽배

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 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이 

시작되었다. 빈곤퇴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군사정부는 각종 복지 관련

3) 최병호, 보건복지부문의 정책과제, 사회정책학회 학술 회 연제집, 2003. 2. 14. 한상
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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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 다. 1961년에 극빈층을 위한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었고,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극심하여 1963년 

산재보험제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발전을 이끌어가

는 공무원 집단의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해 1961년 공무원연금

이 시행되었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들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해 

군인연금도 함께 도입되었다(1963년 분리). 가장 급하다고 생각되는 복

지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교육자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

해 1975년에 사학연금이 도입되었다. 1977년에는 의료보험이 도입되었

다. 먹고 사는 문제 다음으로 질병 책에 눈을 뜬 것이다. 초기에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을 위주로 의료보험을 도입하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상을 늘려나갔다. 1977년에 빈곤층에 해 의료보호

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1979년에는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 다. 행정적으로 집행이 손쉬운 집단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 우선적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하 다. 

나.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복지정책: 1980∼92년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국가경 전략을 이어 받았다. 국

제수지 흑자는 지속되었고, 고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되었다. 인구구조적

으로 풍부한 생산인구가 시장에 계속 투입되었음에도 노동공급은 부족하

다. 싱가포르, 홍콩, 만과 함께 동아시아의 4룡으로서 세계무 에 두

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후진국 경제에서 벗어나 중진국 권으로 진입하

여 국민소득수준이 증 하 고, 시장 개방의 확 로 삶의 질적 수준이 높

아졌다. 그러나 상 적으로 계층간 분배 갈등이 생성되기 시작하 다.4) 

4) 일인당 국민소득 $2000-3000으로 향상되어 미국의 복지확장기인 1960년  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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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부인 만큼 안보차원에서 복지확 의 필요성이 증 되었다. 부동

산 및 증권의 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 다. 상 적 빈곤감이 사

회에 깊이 만연되기 시작했다. 내 집 마련 꿈의 좌절, 부의 분배격차 확  

등에 따라 서민들이 저축 보다는 소비에 몰입하려는 부정적인 행태를 노

정하기 시작했다. 성장에서 상 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빈곤감 혹은 상

적 박탈감이 나타났고, 노동자 파업은 물론 이익단체의 시민운동 등 각종 

사회문제를 초래하 다. 성장 진행단계에서 허쉬만의 터널효과도 발생하

다.5) 

특히, 1981년에서 1987년은 복지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로 건강보험제도가 확 되었고, 국민연금 도입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국민연금법 전부개정, 1986), 국방과 경제사업 비중이 축소되었고, 교육

세가 신설되었다(1982).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확 로 인하여 특히 1980

년  초반 일반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급격하게 성

장하 다. 동 기간 일반정부 복지지출비중은 10.7%~13.0% 수준을 기록

하여 타 분야 지출비중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그림 1-1〕.     

정치민주화와 함께 1988년 10인 이상 사업체의 피용자를 상으로 국

민연금이 본격 시행되었고 그 상을 꾸준히 확 하여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체의 피용자로 적용 상이 확 되었다. 한편 건강보험제도는 

1988년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이어서 이듬해에는 도시지역의

료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제도시행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완

성되었다. 이 같은 복지제도 확 로 인하여 정부의 복지지출비중은 꾸준

한 성장을 기록하여 1992년 15.1%에 이르렀다. 

$3000  (1962년 $3029)이나 일본의 복지원년이라고 일컫는 1970년  초반(1972년 
$2843)의 수준과 경상가격으로 비슷함. 

5) 경제발전초기에 성장의 과실이 일정 시기가 지난 뒤 자신에게 돌아오리라는 기 가 성장 
뒤에도 실현되지 않을 때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는 현상을 의미함(정창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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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영삼 정부: 1993∼97년 

1993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시기는 우리나라 경제·복지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오랜 군사정부 시절을 종식하고 문

민정부가 탄생하 다.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세계화를 추진하 다. 1990년  초반 3저 호황과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UN안전보장이사회와 OECD가입(1995)을 계기로 우리나라 복지수준과 

정책에 한 국제비교 등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다. 성장과 복지를 균형 있게 접근하려고 노력한 시기 으며, 기존 

복지제도의 내실화에 꾸준히 힘쓴 시기 다.6) 

경제성장의 과실이 배분되고(‘trickle down effect’), 각종 사회복지 

정책적 응으로 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되었다. 소득분배지수와 빈곤율이 

개선되었다. 산업별 직종별 임금격차는 축소되고 빈곤문제도 크게 개선

되었다.7) 그러나 호황기를 지나면서 상 적 빈곤율은 증가되었다. 1995

년 30인 이상의 사업체를 상으로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우리나

라 4  사회보험제도의 틀이 완성되었고, 1998년 농어촌지역으로 국민

연금제도가 확  적용되었다. 최저생계비의 100%를 보장하 고, 의료보

장급여수준을 확 하 다. 김 삼 정부 때에 선진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골격은 부분 갖추어졌다고 봐야 한다.  한편, 이 기간 동안 SOC투자, 

농어촌구조개선 등 경제사업 투자가 크게 확 됨에 따라 정부의 복지지

출 비중은 14.9%~15.9% 수준으로 다소 부침이 있었다. 

6) 1993년 지니계수는 0.3097(시부 0.3063, 군부 0.3101)이어서 이웃 국가 일본, 만은 
물론 OECD의 국가 중에서도 낮은 위치 

7) 생활보호 상자의 인구비율은 94년 4.3%, 97년 3.1%로 감소되어 있고 정부의 실질적 
급여 상이 되는 생계보호의 상은 1997년 국민의 0.8%에 불과; 1991년 최저생계비 
추정치를 기준한 도시의 절 빈곤율도 급격히 감소하여 1967년 83.0%에서 1995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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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 확대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복지확 기를 주도하는 정부로 구분된다. 

가. 김대중정부의 생산적 복지 개념과 추진방향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로 량실업이 발생하고 빈곤층이 양

산되자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의 틀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응하기 어

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 중정부는 친 복지적인 진보적 이념을 

지향했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유행한 제3

의 길이 국내의 진보 진 에 큰 향을 미쳤다. 그 가운데에서 ‘생산적 복

지’가 탄생했다(이혜경, 2002). 생산적 복지는 시장경제와 사회적 평등을 

조화시키는 균형점이며, 복지 지출이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적 투자

로써 사회적 생산성을 극 화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생산적 복지와 유사

한 의미로 발전된 용어를 찾는다면 ‘노동연계적 복지(workfare)’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그리고 ‘노동을 위한 복

지(welfare to(for) work)’ 등을 들 수 있다(조 훈, 2000). 

생산적 복지는 경제와 복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복지 지출

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복지로 투자되는 선순환을 

의미한다.8) 기존의 사회복지가 시혜적 혜택이었다면 생산적 복지는 인간

개발과 직업교육을 통하여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활을 돕고 생산성이 

높아지게 하는 생산기여적 복지이다. ‘생산’의 의미는 복지제도 자체의 

8) 정경배(2000)는 한국적인 중용의 정서와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반 하여 국가역할과 
개인책임의 조화를 이뤄내고, 이와 함께 시민사회를 재조명하여 참여민주주의의 활력을 
부여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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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상진(2006)은 모순적일 수

도 있는 가치를 조화시켜 그 힘으로 양극 립 신 더불어 사는 활력 있

는 사회를 건설하고, 그 동안 한국사회를 짓눌러왔던 좌우 이념 립과 지

역갈등을 넘어 타협을 통해 ‘공존의 사회’를 건설하는 한국식 제3의 길

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국에서 현실정치를 방향 지우는 이념으로 자

리 잡은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된 것이다. 1970년  중반 이후 복지에 한 합의가 붕괴되고 사회주의

가 몰락하면서, 이를 초래한 경제, 사회, 기술적 변화를 탐구하여 새로워

진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이념적, 실천적 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구식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시도라는 의미에서 제3의 

길이라 규정하고 있다. 제3의 길의 목표는 범세계화(globalization), 개

인주의(individualism), 좌파와 우파(left and right), 정치적 행위체

(political agency), 생태적 문제(ecological problems) 등에 하여 

검토하며, 시 의 중요한 변화들 속에서 시민들 각자가 올바른 길을 개척

하도록 돕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그 개념적 모호성 때문에 복지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

았다. ‘생산적’인 것과 ‘복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해 많은 논

란이 있었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2002)에 의한 최종적인 정리를 보면, 

‘일을 통한 복지가 생산적 복지의 철학적 기초이다. 소극적으로 복지 

상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

여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역, 정부와 민간

의 협력체계를 주축으로 사회연 에 기초한 참여형 복지체계이다.’ ‘시장

에서의 공정분배에 바탕을 두고 성장과 복지의 상호보완적인 균형을 추

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길이다.’등이다. 이러한 개념 

정리를 보면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고, 생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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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개념이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로 승계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정부의 출범 초부터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경제위기의 

극복에 주력하 고,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역  어느 정부보다도 복지 확 정

책을 추진하 다(김연명, 2001). 김 중정부 출범 전 1997년에 일반회계 

정부예산이 6조원이었으나 2002년에 12조원을 상회하여 2배 이상 확

되었다. 예산외 복지지출을 합산한 총지출은 1997년 10조원에서 2002

년 25조원을 상회하 다. OECD 기준 복지지출이 1997년 6.5% 이었으

나 2002년 현재 10% 수준에 달하 다. 

생산적 복지는 크게 3단계로 추진되었다(삶의질향상기획단, 2002). 1

단계는 경제위기 하에서 실업 책에 주력하 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이고 응급한 보호 책을 수립하 다.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

업, 실업급여의 확 , 직업훈련 및 부제도를 들 수 있다. 한시적으로 생

활보호 상자를 확 하 다. 1998년 10월에는 고용보험을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 하 다. 2단계로 복지제도화를 추진하 다. 1999년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함께 ‘생산적 복지’

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설정하 고, 1999년 4월에 전 국민연금제도를 시

행하 다. 2000년 10월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 고, 2000년 7월

에는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고 의약분업을 시행하 다. 2000년 7월에는 

산재보험을 1인 이상 전사업장에 확 함으로써 전 국민 사회보험의 틀을 

거의 갖추었다. 3단계는 2001년부터 내실화와 정착에 노력한 단계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던 생활보호를 국가

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자리 매김을 하 을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 

근로유인 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를 한 차원 높

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능력개발을 통한 자립과 연계된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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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 다. 이러한 근로연계복지(workfare)

는 1960년  미국의 근로유인사업(Work Incentive Program)에서 처

음 제도화되어, 오늘날 부분의 OECD 국가들은 실업부조에서 근로연

계의 하나인 구직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학화된 자산조사(means 

test) 방식을 도입하 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가구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공공근로, 실업급여 확 , 한시적 생활보호 등 공공부조적 사업을 확

하 다가, 1999년 전 국민연금,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험통

합, 의약분업 등을 시행하 다. 

나. 생산적 복지의 성과9) 

생산적 복지는 복지혜택의 적용 상을 확 하여 복지 사각지 를 크게 

해소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사회보험을 전 국민 사회보험제도로 구축하

여 서민과 중산층에 한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 다. 생활보호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면 개편하여 

저소득층에 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공고화하 다. 노인에 한 

노령수당제도를 도입하 고, 장애인 범주를 확 하 다. 무상보육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 다. 2002년부터 전국의 저소득층 만 5세 유아로 확

하 다. 

빈곤층에 한 생활보호를 과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 상자에게

는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 있는 

9) 최병호, 보건복지부문의 정책과제, 사회정책학회 학술 회 연제집, 2003. 2. 14. 한상
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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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도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으로 변경하 다. 1991년에 생활보호

상 노인에게 도입된 노령수당을 1998년에 경노연금으로 개칭하여 저소

득 노인으로 상을 확 하 다. 급여수준을 월 3만5천원∼5만원에서 

2002년에 4만5천원∼5만원으로 인상하 다. 건강보험의 급여일수 제한

을 폐지하 다. 국민연금에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 고, 자동물가연동장

치를 도입하 고, 가족연금을 인상하 다. 실업급여를 인상하고 급여기

간도 연장하 다. 산전후 휴가를 90일로 연장하 고, 육아휴직제도를 도

입하 다. 중학 의무교육도 실시하 다. 최저임금제도를 2000년 11월부

터 모든 사업장에 확 하 다. 

복지제도의 확충에 따라 복지재정도 확 되었다. OECD 기준 복지지

출은 1997년 29조원으로 GDP 비 6.5%에서 2002년 50조원 상회하

여 GDP 비 10%를 상회하 다. 건강보험 지역보험재정의 50%를 국고

로 지원하 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는 많은 과제를 안고 노무현정부로 넘겨졌다. 생산

적 복지의 이상은 높았으나 아직 미완성의 개혁으로 남았다. 경제적 부담

능력, 시간적 제약, 예산상 제약,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제약요인들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전히 복지사각지 는 남게 되었다.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의 44%인 450만 명이 납부예외자로 남았다. 5인 미만 

세사업장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려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생각

만큼 쉽게 추진되지 못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세사업장 근로자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임시, 일용, 시간제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직 근로자의 급증으로 야기된 문제이다. 

적정급여와 적정부담 문제가 두되었다. 급여 혜택에 상응하는 부담

에 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교육이나 주거, 보건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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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했다. 사교육비와 

아파트 가격의 급등과 같은 높은 생활비용 문제는 중산층과 서민의 생계

를 위협하 지만 복지제도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과제 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부 혹은 전무식 급여로 인한 상실감은 컸다. 기

초보장 상자로 선정되어야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급여가 제공되었

기 때문에 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의 박탈감은 큰 문제로 두되

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세운 근로능력자에 한 자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workfare)의 기전은 제 로 작동하지 못했다. 자

자소득을 제 로 파악할 수 없어서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가 방 하게 존

재하게 되었고, 소득의 하향신고 문제도 불거졌다. 국세청을 비롯한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 자소득파악위원회를 운 하 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건강보험은 직장과 지역이 통합되었지만 보험료의 산정은 

여전히 이원화되어 양 집단 간의 형평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가게 되었다. 

복지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이 확 되어야 했지만 한계에 봉착했다. 빠

른 복지지출 속도를 부담이 따라가기 어려워지면서 사회보험료 납부에 

저항하게 되었고, 국고가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의약분업으로 인하

여 건강보험 재정에 심 한 위기를 초래하 는데, 그 위기는 국민의 보험

료 부담과 국고의 투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의 위기가 오

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정책실패로 비판받았다. 

김 중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에 소득불평등이 악화됨으로써 생산적 복

지가 꿈꾸던 이상이 퇴색되었다. 생산적 복지가 지향하던 일자리 창출도 

구조적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중장년과 고

령층의 일자리 복귀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연공서열형 고용구조와 임금

구조는 기업의 인건비 구조를 경직화시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고용 창

출을 어렵게 하 다. 과거와 같은 성장과 고용의 패턴이 더 이상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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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되면서 새로운 고용이 크게 창출되지 않게 됨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이 심각한 문제로 두되었다. 청년층이 비정규 근로자화 되면서 미

래에 해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결혼과 출산에 향을 미치게 되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고용정보망과 직업능력개발과 훈련이 현실적으로 활

성화 되지는 못했다. 

김 중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복지 확충을 추진하면서 부분적으로 많은 

제도들을 개선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본질적 문제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하 다. 사회보장의 전체 틀을 다시 짜느냐, 아니면 현재 벌여놓은 

사업을 차분히 마무리 하느냐에 한 논란이 집권 후반기에 고민되었다. 

생산적 복지에 해 처음에는 어떤 성격의 복지냐에 한 이념적 논쟁이 

활발하 으나, 후반기에 갈수록 재원조달의 가능성과 재분배 효과의 실

효성과 같은 실천적인 문제에 해 고민이 깊어졌다. 

생산적 복지에 해 이념적으로 동의하는 집단이 적었으며, 시민단체

와 노동단체 등이 주도적 세력이었다. 집권 기간 내내 복지주의적 입장과 

시장주의적 입장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생산적 복지에 해 집권정

당 내에서 조차 이념적으로 견고하지 못했고 미시적․시혜적 복지로 생각

하는 경향이 있었다. 재정경제부와 예산처 등 경제부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고, 복지관계 장관회의나 삶의질향상기획단 등의 역할도 

지속력이 없었다. 김 중정부의 집권기간이 복지정책에서 획기적인 전기

를 맞는 절호의 환경을 조성하 으나,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다는 평

가를 받았다. 굵직하고 중요한 제도들이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 제도의 

불완전성과 불안정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사회복지를 국민적인 담

론으로 형성하지 못했다는 진보진 의 스스로의 평가도 있었다. 특히 언

론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 미흡하 다.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하에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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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도입되고 실행되었으나, 많은 복지 전문가들은 독자적인 한국형 복

지모형이 나올 단계라는 지적을 했다. 정보․통신 혁명(제4의 물결)으로 신

빈곤이 출현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처하기 어렵고 노동․재정․
사회 부문이 협동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진 에서는 사회복지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한 연후에 내실

을 다지는 방향에 무게를 두었다.10) 생산적 복지는 경제학자들을 설득하

는 논리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 다. 복지제도를 확 하는 데에 

실태를 파악하는 통계적 역량이 부족하 고 복지에 한 행태도 단기간

에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 다. 예를 들어, 실업 책 예산

의 60%가 부적격자에 갔다는 감사원의 조사가 알려지면 사회예산이 삭

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 다. 복지정책에 한 정부의 기획, 집

행, 평가 간에 일관성과 연계가 없었다는 경험을 하 다. 기획은 청와  

정책기획, 복지수석, 경제수석, 당, 통령정책자문위원회 등이 각각 정

보를 수집하고 기획함으로써 소위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반성을 하

다. 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의 행태를 바꾸는 데에 여전히 실패하 음을 자

인하 다. 정책에 한 평가능력이 극히 부족하 고 피드백 시스템이 구

축되지 못하 다.

다.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 2003∼07년 

노무현정부는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 고, 국가복지 강화를 국정

의 중심에 두어 ‘참여복지’라는 화두를 제시하 다. 참여복지는 생산적 

10) 일부 진보적 학자들은 한국의 국가건설(nation building) 과정이 서구국가들과는 다른 
상황(일제-전란-생존을 위한 경쟁) 이기 때문에 사회의식과 복지 마인드가 극히 부족하
므로 여론주도층이 앞장서서 의도적으로 복지부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소
득 비 복지지출 비중을 확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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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기조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

다.11) 노무현 당선자는 복지․문화에 한 지출을 낭비로 보는 사회 일각

의 인식에 해 우려를 표시하고, 복지․문화에 한 국가투자가 경제성장

으로 이어진다는 이론 개발을 주문하 으며, 생활체육 활성화가 건강보

험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 다.12) 참여복지는 ‘복지의 

보편성’, ‘복지에 한 국가의 책임강화’, ‘복지정책과정에 한 국민의 

참여강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참여복지를 추진할 것을 공표하 다. 

참여복지의 핵심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

는 더불어 잘사는 시 다. 일면 박근혜정부의 공약과 유사하다. 기본적

인 생활보장수준을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수준으로 제고하고자 했다. 복

지지출 규모를 GDP 비 10%에서 13.5%로 확충하는 수량적인 목표까

지 제시했다. 복지전달체계는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를 확  강화하여 

사회복지의 기반을 완성할 것을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차상

위계층으로 확 할 것을 제안했다. 고령화시 에 비한 노인복지종합

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령 직속 ‘고령사회 책특별위원회’를 구성 「고령

사회 책기본법」, 「장기요양보호에관한특별법」, 「노인복지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을 제․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노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 임

금피크제를 통해 실질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고, 2007년까

지 50만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경로연금의 상과 급여수준 

11) 참여복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국민이 주체로서 참여하는 복지이며, 복지정
책과정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결정과정을 개편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넓히고, 시․군․구 단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복지발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만들고 지역 내 복지정책방향
을 결정하고 지역 내 의료, 복지, 자원봉사 등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복지로 전환해 나갈 것
을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의 복지 기조와 유사하다. 

12) 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인수위,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주제 국정토론회, 
2003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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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를 제시했다. 이 밖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깊이 인식하여 통령 

직속의 “고령사회 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을 운 하 다. 저출산에 비

하여 중산서민층에 보육비용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고령화에 비하여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 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운 하 고, 양 위

원회를 통합하여 집권 마지막 해인 2007년에 통령 자문 양극화․민생

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양극화·민생 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

한 위원회로써 복지관련 부처들의 한계를 노정한 결과 다. 이러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사회적 차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이 

원활하지 못했다. 

참여복지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

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상자를 다소 확 하 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

준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확 하 다. 차상위계층에 해 

의료급여 적용을 확 하 다.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2종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인하(15%→10%)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 다.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2003년 145만 명에서 2006년 183만 명으로 증가했다. 자

활급여의 차상위계층에 한 지원을 확 하고 내실화를 추진하 다. 차

상위계층 20만9천명(복지부 1만6천명, 교육부 12만4천명, 농림부 6만9

천명)에게 교육급여를 제공하 다. 장애인에 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확 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 다. 

국민연금의 장기지속성 확보를 위해 2007년 7월 국민연금 수준을 

60%에서 50%로 인하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획기적인 개혁

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기존 노인계층의 생계보장을 위해 2008년에 기

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일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

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는 조치를 취했다. 복지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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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적으로 접근한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

나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지원사업, 사회적 일자

리 사업, 창업지원제도 등 탈 빈곤 정책들의 실효성이 미흡하 다. 이러

한 제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소득격차 등 양극화 현상이 지

속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집권 마지막 해인 2007년 4월에 통과시킨 것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써 획기적인 조치 다. 노인장기요양을 사회보험으

로 도입한 국가로서 네덜란드, 독일, 일본에 이은 큰 성과로 기록될 만하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요양시설을 꾸준히 성공적으로 확

충해 나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2007년 4월에 제정한 것은 기념할 만

하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시설 설치율은 1998년에 47.4%에 불과하 으

나, 2003년 75.8%, 2006년에 79.1%까지 확 되었다. 중증장애인에 

한 활동보조인 제도를 2007년에 새로 도입하 다. 아동복지법을 2004년 

1월에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운 비에 

한 국고지원을 실시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 목표달성을 위해 역 정부 중 가장 큰 노력을 기울

다. 보장률 80%를 공약에서 공언하 다가 인수위원회에서 70%로 조

정하 다. 2003년 52%인 보장률을 2007년 70%로 끌어 올릴 목표를 제

시하 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율은 64%에 머물렀다. 다만, 암환자에 

한 보장률은 71%를 달성한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이는 암 등 중

증질환자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했던 데에 기인했다. 건강보

험 출범 이래로 최초로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단계적인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보장성을 강화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 

하 고,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이 미흡하여 민간 복지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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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사회 활동도 미약했다. 보건복지사업의 연계와 통합을 위한 통합콜

센터를 설치(129, ’05.11)하고 2006년부터 보건복지 관련 전화를 단계적

으로 통합 추진하 으나, 그 실효성은 미흡했다. 지방 공공서비스 전달체

계를 읍․면․동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통합 지원되는 체계로 개편하려 

하 고, 시․군․구 단위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복지 협의구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 (2006.7)하 으나 실제로 잘 작동하지는 

않았다. 사회보험의 징수관리를 일원화하는 작업은 성과를 거두었다. 

참여정부의 후반기에 독특한 복지패러다임을 전개하 다. ‘사회투자국

가론’이다. 복지를 사회투자로 인식하고 사회투자가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 2.0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사회서비스 투자와 

건강투자 두 가지를 강조하 다. 사회서비스 확충은 일자리를 확충한다. 

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4  바

우처 사업을 2007년에 추진하 다. 국가적 건강투자 전략은 2007년에 

시작하 으나 그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채 정권이 교체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책과 유사하 다. 건강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2002년에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그리고 2005년 12월에 

발표한「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밑바탕이 될 수 있었으나 실질적인 

투자에는 이르지 못했다. 

저출산고령화에 응하기 위해 2006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

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여 추진하 다. 먼저 출산력을 제고하고 가정

과 직장의 양립 환경을 조성하 다. 0~4세아 차등 보육․교육비 지원 상 

및 지원 비율을 확 하 고, 5세 아동 무상보육․교육비 지원을 확 하 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기준을 2006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 하 다. 육아지원예산은 2002년 

2,461억원에 비해 2006년 1조574억원으로 약 4배 증가하 다. 육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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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GDP 비 비율도 2002년 0.118%에서 2006년 0.396%로 증가하

다. 저소득층 상 보육료 지원은 2003년까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

으나 2004년 이후 점차 그 상과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 다. 기초노령

연금법을 2007년 4월에 제정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 다. 2008

년 1월부터 시행하 다. 2003년 노인인구의 15%에 해 3~5만원을 지급

하던 수준에서 2008년 노인인구의 60%에게 월 8만4천원을 지급하 다. 

공적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7년 4월에 도입하 다. 

장애연금제도 도입을 약속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현재 10% 수준에 불

과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확 하여 국가중앙병원(국립의료원)―지

역거점병원(지방 국립 병원, 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이용의 지역간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상황 시에 의료부문의 정부 처 능력을 확보하려

던 계획은 무산되었다.13) 

3. 복지와 성장의 조화기  

참여정부의 뒤를 이어 들어선 이명박정부와 현 박근혜정부는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과 정책적 실현을 추구하는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이명박정부의 능동적 복지정책: 2008~12년

이명박정부는 10년 만에 보수정부로 회귀하 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

의 복지정책으로 개편되리라 예상하 다. 그러나 복지의 불가역성 때문

13) 최병호, 보건복지부문의 정책과제, 사회정책학회 학술 회 연제집, 2003. 2. 14. 한상
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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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변화는 없었고, 복지 확 의 기조는 그 로 유지하 다. 이로써 참

여정부에서 도입된 제도가 정착 내지 본격화되던 시기라 할 수 있다(김원

섭·남윤철, 2011). 다만, 복지문제에 한 인식은 진보 정부의 복지정책

과는 차별화되었다. 서민의 생활고를 덜어주는 실용적인 복지를 강조하

다. 예를 들면, 서민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다음 다섯 가지 정책 안들

을 제시하 다. ① 7% 성장으로 일자리 60만개 창출 및 청년실업율 절반

으로, ② 서민 세부담 경감, ③ 서민생활비 30% 인하 추진, ④ 서민 주거

문제의 안정, ⑤ 세자 업자와 재래시장의 활성화 등이다. 이명박정부 

시기 복지정책은 2009년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 든든장학금(ICL)과 

맞춤형국가장학금 등의 교육투자 확 와 일하는 사람에 한 지원 강화

에 초점을 두었다. 표적인 복지 공약으로 ‘생애 희망 디딤돌 7  프로젝

트’를 제시했다. 디딤돌이란 기회의 사다리란 의미와 위기에 한 사회안

전망이란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출산, 자녀교육, 일자리, 중년, 노후생

활 각각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디딤돌 복지’개념을 

도입하여 정책 상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를 포함하 다. 이

는 박근혜정부의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와 유사하다. 가난의 물림을 막

아보자는 취지 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개선하여 

자활과 맞춤의 저소득층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 다. 

이명박정부가 지향한 ‘능동적 복지’는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

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로 정의하 다(보건복지부, 2008). 정의에

서 보듯이 ‘능동적’의 의미가 분명히 와 닿지는 않았다. 

표적인 복지공약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5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

이다. 서민생활과 접한 유류비, 통신요금, 통행요금, 전기요금, 사교육

비 등 서민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었다. 복지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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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보다는 서민과 세자 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복지를 강조하

다. 보수정부답게 의료서비스의 규제 완화( 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

료보험 활성화,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및 업규제 정비 등)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타겟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의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추

진하 다.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한 복지프로그램은 계속 확 되었다. 보육료 지원 

상이 2007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가구까지 차등 지원하던 것

을 2012년 까지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한 전가구로 지원을 확 하 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상을 190만 명(70세 이상 노인의 60%)에서 2009년 

363만 명(65세 이상 노인의 70%) 까지 확 하 다. 보건의료산업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보건의료기술 개발의 기반을 구

축하고 의료와 관광․문화가 결합된 해외환자 유치 등을 통해 보건의료산

업 강국으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 다. 세계적 수준의 신약․첨단의료기

기 개발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 다. 

가난의 물림 방지 및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저소득 아동에게 통합서

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 다.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

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에 시행하 다. 

복지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분절적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맞

춤형 통합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는 역  정부에

서 추진하려 하 으나 부분 기 에 미치지 못했다. 민간·공공간 정보공

유 미흡으로 복지서비스 중복 및 누락 문제가 발생하는데, 복지급여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계획도 실현되지 

못하 다.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로 129 콜센터 기능을 통해 전화 한 통으로 One-Stop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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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계획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 책으로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

을 수립하 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 제

공 등 단계적 액션플랜을 수립하 다. 의학적 기준 외에 근로능력과 복지

욕구를 고려한 장애판정체계 개편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맞춤

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와 새로운 등록판정서비스 

도입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 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에 해 장애연금이 

도입되었다. 65세 미만 장애인에 한 장기요양보장서비스 제공을 검토

하 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가 복지정책 청사진으로 내건 ‘능동적 복지’는 친기업적 경

제정책과 실용 외교 등 굵직한 정책들에 가려져 상 적으로 주목받지 못

하 다. 시장경제 시스템이 복지분야에 접목될 경우 시장과 만난 복지정

책이 어떤 형태를 띨 지에 해서도 기 와 우려가 교차하 다. 겉모양새

만 보면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과 비슷하 다. 기존의 획일적 배급형 복

지에서 시장친화적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을 의도하 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로서 일방적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통합형 복지를 의미하 고 경제성장

을 통한 복지분야 지원을 의도하 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 

복지수요가 줄어든다는 논리도 동원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경제회복이 

더디어 지면서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2006년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수

급자 발생 등 사회보험제도 성숙에 따른 사회보험 지출이 본격화됨과 동

시에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보험지출 급증이 두드러졌다. 이 같은 사회보

험 급여지출 급증으로 2011년 일반정부 복지지출비중은 총지출의 

25.4%에 이르렀고, 의무지출 증가에 한 우려와 함께 보편적 복지에 

한 신중론이 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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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근혜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에 따른 국민행복의 새 시대

맞춤형 고용·복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선순환을 지향하

는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에서 논쟁의 상이 되었던 보편적 복지정책

을 수용하여 보수정부의 친복지정책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초연금 도입, 고용·복지연계, 맞춤형 급여, 보육

에 한 국가책임 확충, 4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 적극적인 복지 보편

성 확 가 추진됨에 따라 복지예산 100조원시 (’14년 국가 총지출 

355.8조원의 29.9%인 106.4조원)로 진입하 다.  

제3절 역대 정부별 복지지출 추세와 장기전망

복지지출 수준을 일반정부지출에 비하여 가늠해 보면, 박정희 정부

에서 전두환 정부까지를 제1차 복지지출 확장기, 외환위기 이후를 제2차 

복지지출 확장기로 평가할 수 있다.

 

1. 1차 복지 확대기

1970년에서 1978년까지는 생활보호제도(1962)와 국가보훈(1962) 

등 전통적 복지중심, 가족계획사업 정책시행으로 복지지출 비중은 5%내

외에 머물렀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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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부지출의 분야별 비중 변화: 1970~2013년

주: 1. 국민계정통계(SNA)에 따른 일반정부지출 비 비중.
 2. 10  기능별 지출중 해당분야 기준(단, 복지는 보건과 사회보호의 합). 
 3. 2003년 경제업무 비중이 급증한 것은 동년부터 공적자금 원금과 이자지출이 정부재정에 

반 (2006년까지)된데 따름 
자료: 통계청(http://kosis.kr 검색일: 2014. 1. 15)

이후 1979년부터 1987년은 복지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로 건강보험제도가 확 되었고, 국민연금 도입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국민연금법 전부개정, 1986), 국방과 경제사업 비중이 축소되었고, 교육

세가 신설되었다(1982).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확 로 인하여 특히 1980

년  초반 일반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급격하게 성

장하 다. 동 기간 일반정부 복지지출비중은 10.7%~13.0% 수준을 기록

하여 타 분야 지출비중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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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복지 확대기

1980년  말과 1990년  초반 사회경제적 급변속에서 다소간의 부침

을 겪으면서도 복지지출비중은 꾸준히 성장하 고, IMF외환위기 이후부

터 사회보험제도의 완성과 더불어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사회서

비스사업을 중심으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제2차 복지 확 가 진행되었

다. 특히 노무현정부 시기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한 논의가 본격화

됨으로써 복지의 보편성이 촉발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차상위계층 지원 등 복지사각지 에 한 접근과 지방분권을 위한 일부 

복지사업 지방이양(2005)이 실시되었다.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2004),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2007)도 이 시기에 이루어

짐에 따라 일반정부 복지지출 비중은 2003년 18.4%에서 2007년 25.2%

까지 급격하게 증가하 다. 노무현정부에서 도입된 복지제도가 본격적으

로 시행되고 연이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보장지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복지지출 예산은 국가 총지출의 1/3 수준에 이른다. 

3. 복지지출의 장기전망 

2013년 현재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은 GDP 비 9.8%

(잠정)로 이는 2009년 OECD 평균인 22.1%의 43.3%수준에 머물러있

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제도의 성숙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화 관련 복지지출의 자연증가로 GDP 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은 2030년 17.9%로 확 되고 2060년에는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2〕).14)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10년간 SOCX 증가율은 

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 2013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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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11.7%로 OECD 평균의 1.8배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

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완전히 성숙되어 안정화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15)

우리나라 고령화수준은 2025년경에 현재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지

만, 공공사회복지지출수준은 GDP 비 13% 정도로서 현재 OECD 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인 22%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수준은 40%에 이를 전망이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은 현재의 스웨덴(28.6%)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2〕). 

〔그림 1-2〕 연도별 고령화율 및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 1990-2060년 OECD 및 한국

전
전

전
전

전

노
노

노
전

전

김
김

김
전

전

김
김

김
전

전

노
노

노
전

전

이
이

이
전

전

이
박

박
전

전

0
10

20
30

40(%)

1985 1995 2005 2015 2025 2035 2045 2055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 공공공공공공공공 공공 , 고고고고 공공

, OECD공공공공공공공공 , OECD고고고고

이
전

박
전

전

주: 2013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OECD stat.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 내부자료. 

15) 11.2%(’13~’20)→8.8%(’20~’30)→6.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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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GDP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연평균증가율 추세: 1990-20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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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3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OECD stat.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 내부자료. 

〔그림 1-3〕은 OECD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가 공식적으로 발표

된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실적치와 2013년 실시한 보사연 사회보

장재정추계센터의 복지지출 추계치를 연계하여 GDP 성장률과 SOCX 

증가율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는 SOCX 지출의 증가율이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GDP성

장률에 수렴하는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분야별 SOCX 추계결과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의 직접적인 향을 받

는 사회보험분야 지출이 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여 2060년에는 전체 

SOCX의 80.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4〕). 



제1장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향후 과제 77

〔그림 1-4〕 사회보험 지출비중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추계센터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심의자료 8면의 그림 재인용.  

〔그림 1-5〕의 SOCX 9  정책기능별 구성을 보면,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으로 ‘보건’과 ‘노령’ 역의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13년 

GDP 6.5%에서 ’60년 24.7%), ‘유족’, ‘근로무능력’, ‘실업’, ‘주거’ 역

의 지출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족’과 ‘적극적노동시

장(ALMP)’지출구성비는 오히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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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9대 정책기능별 SOCX 구성비

제4절 역대정부의 소득분배 추이

1. 중산층 규모와 소득분배 추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지난 60여 년 동안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급속도로 성장해 왔다. 특히 지출규모로 측정되

는 외형적 성장추세는 우리사회가 본격적인 저성장·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  국가 총지출의 5% 수

준이었던 복지지출이 2014년 현재 29.9%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복지

지출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부의 지출부담

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산층규모(중위소득 50~150%미만 인

구비중)는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외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산층이 감소한다는 

것은 곧 건전한 세원의 축소를 의미하기에 이러한 사정은 초고령사회로

의 진입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중장기 국가재정건전성에 한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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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를 낳고 있다. 

먼저 〔그림 1-6〕 상단의 중산층의 변화를 보면, 세전소득(시장소득16))

을 기준으로 중산층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990년 73.7%에서 2012년 

65.5%로 8.2%p 감소하 다. 한편, 같은 기간에 저소득층 비중(상 빈곤

율)은 반 로 6.6%p 상승하 다. 세후소득(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도 동

일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동기간 중산층비중은 6.3%p 감소한 반면

에 저소득층비중은 5%p 증가하 다. 

〔그림 1-6〕 역대정부의 중산층 비중과 상대빈곤율: 1990~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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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도시 2인 이상 가구균등화 소득
자료: 통계청(http://kosis.kr/gen_etl 검색일 2014. 2. 3)  

16) 시장소득(세전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합계이며, 
가처분소득(세후소득)은 시장소득과 순조세(공적이전소득-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합
계로 모두 가구균등화 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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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바로 중산층이 소득과 소비 그리

고 저축활동의 요체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건전한 경제활동계층

이라는 점이다. 결국, 중산층 복원은 경제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경제

기제의 구동을 위한 시발점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정부정책과 중산층 규모의 변화관계를 살펴보자. 

위의 [그림 1-6]을 보면,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된 중산층 비중과 세

후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산층 비중의 격차가 2005년 이후 확 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상 빈곤율 격차에도 나타나는데, 세전소득과 세후소

득의 차이가 순조세(공적이전소득-총조세부담(조세+사회보장기여금))로

부터 기인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세

전·세후소득기준 중산층비중 격차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산층비중이 역

 최저수준을 기록한 2009년 이후에는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저소득층의 감소 및 중산층의 점진적 회복세와 함

께 나타나는 양상으로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데, 〔그림 1-7〕의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와 이를 세전소득지니

계수의 비율로써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추이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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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연도별 소득재분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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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분배 효과는 (시장소득지니계수-가처분소득지니계수)/시장소득지니계수 (%) 임.
자료: 통계청(http://kosis.kr/gen_etl 검색일 2014. 2. 3)  

1990년 세전소득 지니계수 비 정부의 조세·재정지원에 따른 소득재

분배 효과는 특히 200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9년 이후 다소 정

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사회보장관련 조세지출 추이를 보자(<표 

1-2>). 2008년 결산기준 총국세수입의 12.2%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던 

사회보장관련 국세감면 규모는 2009년 이후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2012년에는 총국세수입의 9.5%수준까지 하락하 다.17) 여기서 특히 

2008년 사회보장관련 조세지출의 급증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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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¹ 국세수입[A] 국세감면 사회보장관련 국세감면[B] B/A 조세누진도²

2002 104.0 14.7 4.4 4.2 0.2118
2003 114.7 17.5 4.9 4.3 0.2117
2004 117.8 18.3 5.3 4.5 0.2144
2005 127.5 20.0 6.3 4.9 0.2289
2006 138.0 21.3 6.8 4.9 0.2298

위기와 고유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근로자 유가

환급금 지급(’08년 1조 9,699억원, ’09년 1,315억원 )과 저출산 지원으

로 2008년 신설된 다자녀추가공제 및 출생입양자 추가공제의 향이 크

다. 하지만 일몰 종료된 근로자 유가환급금지급 효과를 제어하더라도 

2009년 이후 사회보장관련 조세지출 비중의 하락세는 여전히 확인된다. 

이 기간은 실제 조세체계에 있어 이전 정부에 비해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2009년부터 노무현정부에서 도입된 EITC의 지급이 이루어졌

으며(’09년 2,249억원) 2009년과 2010년에는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에 따라 과표구간 8,800만 원 이하에서 일련의 세율인하가 단행되었다. 

이후 2012년에는 최상위 고소득층 세부담 인상을 요구하여 과세표준 3

억원 초과에 한 38% 최고소득세율 구간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세제

변화의 효과는 <표 1-2>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측정한 조세

(소득세)누진도 추이에서 보다 명료하게 나타난다. 2008년까지 지속적으

로 강화되던 세부담의 누진성이 2010년 이후 다소 하락하다가 2012년 

다시 상승하고 있다. 

<표 1-2> 연도별 국세수입 및 사회보장관련 국세감면 규모

(단위: 조원, %)

17) 2009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에 따라 재정통계 작성기준이 변경되어 2008년 
전후의 사회보장관련 조세지출 규모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4년
도 조세지출예산서의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한 각 감면항목을 기준으로 2003
년~2014년까지 총 55종의 사회보장 관련 국세감면 항목을 선정하여 사회보장 조세지
출 국세감면 규모를 파악하 다(참고 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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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¹ 국세수입[A] 국세감면 사회보장관련 국세감면[B] B/A 조세누진도²

2007 161.5 23.0 8.1 5.0 0.2374
2008 167.3 28.8 12.2 7.3 0.2478
2009 164.5 31.1 10.9 6.7 0.2864
2010 177.7 30.0 10.7 6.0 0.2794
2011 192.4 29.6 9.3 4.8 0.2794
2012 203.0 33.4 9.5 4.7 0.2853
2013 210.4 33.6 11.4 5.4 -
2014 216.5 33.2 11.8 5.4 -

주: 1. 2013~2014년도 국세수입은 국회확정예산 기준, 국세감면규모와 사회보장관련 국세감면규
모는 ’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임

     2. 2002~2012 가계동향조사 소득자료에 기초하여 연도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인별 개인소득
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산출을  통해 세부담 측정, 가구균등화 소득,  도시 2인 가구 이상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결산보고서」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보고)서」 각 연도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누진성이 클수록 세전·세후소득의 불평등지수간

의 차이가 커지는 즉,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다시 이 

기간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규모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0년 각각 다소 

회복세와 감소세를 보이던 비중이 조세누진성이 완화되던 2010년과 

2011년 사이 정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전·후라는 특수한 상황

과 겹치기는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충분히 중산층 

70% 회복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과제 실현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것이야 말로 성장과 고용 그리고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적 틀을 만들

어 내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한편, 위 〔그림 1-7〕 상단의 소득불평등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는 해도 절 적인 

소득분배는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18) 이와 관련하여 성장과 소득분배 그리고 고용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18) 일부에서는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정책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
고 평가하기도 한다. 실제로 2010년 기준 OECD 26개국 평균 세전·세후 소득불평등지
수 격차는 0.17로 조세 및 재정지출로 약 36%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
로 확인되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소득재분배효과(8.3%) 보다 4배 이상 큰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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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분배와 성장·고용

〔그림 1-8〕 상단의 지난 20년간의 고용-성장 그리고 소득분배 추이를 

보면 고용과 성장이 정의관계를 갖는 반면 소득불평등과는 부(-)의 관계

가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다 면 하게 살펴

봐야 할 부분은 고용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림 1-9]의 지난 40년간 

성장률과 고용률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전·후 경제성장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고용률이 후행지표임을 감안해서 보면, 성장이 고용을 

견인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2000년  후반으로 올수록 고용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90년  중반까지 평

균 57% 수준의 고용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성장률은 평균 9%에 이

른다. 반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고용률은 59%에 이르고 있으

나 실질성장률은 90년  초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에 머무르고 있

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나라의 세전소득불평등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2010년 OECD평균 세전소득지니계수는 0.47인데, 
우리나라는 0.32이다. 단, 이 수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도시근로자 2인 이상 가구에 

한 세전소득 지니계수이며, OECD 통계는 우리나라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를 각각 
0.34와 0.31로 보고하고 있다.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정부정책에 한 평가를 위해서는 
절 적인 소득재분배 정책효과의 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배상태의 변화까지 고려
하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고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별도의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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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고용-성장-소득불평등: 199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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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http://www.kosis.kr 검색일 201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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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실질경제성장률과 고용률 추이: 197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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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http://www.kosis.kr 검색일 2014. 1. 15).

이러한 추세는 2000년  중반 이후 근래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고용시장의 양극화에서 찾을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2003년 

카드사태와 2009년 경제위기 등 일련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시장

의 분절화와 이중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소비능력이 큰 중상위 고소득층에서의 소비동기가 위축되고, 내수기업 

전체의 이익률이 하락함과 동시에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고소득-고부

가가치 일자리의 수는 정체하거나 축소되고 있다. 반면, 높은 청년실업률

과 인구고령화로 저임금 노동공급 잠재력이 증폭되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저임금-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빈곤층이 확 되고 있다. 그리

고 이 같은 양상은 보건·복지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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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0〕의 업종별 취업자 비중에서 보듯이, 타 업종과 달리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율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5

년 이후에는 비중확 의 폭이 커지고 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관련분야 

수요증가와 국가 재정일자리 사업의 확 에 크게 기인한다. 

〔그림 1-10〕 업종별 취업자 비중: 199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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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http://www.kosis.kr 검색일 2014. 1. 15).

여기서 문제는 이 같은 보건복지서비스 주도의 고용증가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OECD국가의 경우 산업의 총산출과 

부가가치 증가와 유사한 수준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 경우는 부가가치 증가보다 더 빨리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 사회복지부

문의 높은 취업계수는 이 업종의 일자리가 생산성이 낮은 저숙련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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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사실은 실제 이 부문 평균

임금이 전 산업 평균의 60%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

다(<표 1-3>).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 바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취업난으로 한계근로

자 예비군이 상당수 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동수요가 가장 큰 동 산

업에서의 생산성 확보야말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고용의 

질 저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생산성 개선이 없을 경우 이 산

업으로 흡수된 노동력은 단순-저임금 근로빈곤층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 

〈표 1-3〉 산업별 근로일수 및 평균임금 추이

(단위: 일, 원, %)

2008 2009 2010 2011 2002 평균증감률

근로일수

(일)

비농전산업 20.8 20.8 20.8 21.0 20.8 -

제조업 22 21.4 21.6 21.6 21.6 -0.5

보건및사회복지 21.4 21.4 21.4 21.4 21.6 0.2

보건업 21.5 21.5 21.5 21.8 21.9 0.5

사회복지서비스 21.3 21.3 21.2 20.7 20.9 -0.5

임금총액

(원)

비농전산업
2,568,838 2,636,260 2,816,188 2,843,545 2,995,471 3.9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조업
2,677,585 2,736,593 2,985,136 3,034,053 3,220,594 4.7

(104.2) (103.8) (106.0) (106.7) (107.5)

보건및사회복지
2,437,331 2,533,130 2,593,574 2,490,498 2,608,498 1.7

(94.9) (96.1) (92.1) (87.6) (87.1)

보건업
2,777,758 2,906,724 3,004,353 2,935,681 3,029,135 2.2

(108.1) (110.3) (106.7) (103.2) (101.1)

사회복지서비스
1,635,526 1,667,932 1,739,596 1,577,011 1,740,830 1.6

(63.7) (63.3) (61.8) (55.5) (58.1)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구 사업체임금근로시간) 2008년 이후, 근로실태부문(전체근
로자).

비록 불평등수준이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고용시

장의 불안한 모습과 위태로운 성장의 결과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상

황에서 잘 엿볼 수 있다. 최근 한국갤럽이 조사한 한국인의 경제체감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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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1990 1995 2000 2005 2008 2010 2012

전체(%) 17.4 16.7 25.9 26.2 27.0 26.3 23.5 

1분위(%) 31.2 36.6 53.5 58.9 58.4 55.1 53.2 

2분위(%) 15.8 14.1 27.6 30.8 34.1 30.7 27.6 

3분위(%) 13.4 13.6 20.9 19.6 19.1 20.7 18.1 

4분위(%) 12.3 10.6 16.0 12.4 15.2 15.4 12.1 

5분위(%) 14.1 8.4 11.5 9.4 8.1 9.5 6.5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윳돈이 생긴다면 빚부터 갚겠다는 응답이 40

에서 40%에 이르고 있으며, 주관적인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빚청산에 

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다.19) 이 같은 사실은 <표 1-4>의 소득분위별 

적자가구 비율로도 확인되는데, 1990년과 비교했을 때 4/5분위를 제외

한 전 계층에서 적자가구가 크게 증가하 다. 특히 최빈층인 1분위와 차

상위계층이자 하위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2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증가세

가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증가세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적자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08년까지 점차 확 되고 있었던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은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소비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생계형 적자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4> 소득분위별 적자가구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http://www.kosis.kr 검색일 2014. 1. 15).

2000년도 물가수준을 기준으로 지출항목별 물가지수 증가율을 살펴보

면, 2013년 현재 전 항목의 물가수준은 2000년 비 47.3% 올랐는데 식

료품(80.3%), 주택(53.5%) 교육(64.9%) 등 필수재적 성격의 재화와 서비

19) 한국갤럽 (2013), 한국인의 경제체감지수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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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격은 평균이상으로 상승하 다.20)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비중이 높은 

식료품의 경우 평균물가상승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

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교육의 경우 유치원 및 초등교육비가 58.9%, 

기타교육과 고등교육이 각각 63.1%와  72.9%로 나타난 반면, 중등교육

은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들 필수

재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저소득층의 실질임금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

하는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고용구조의 취약성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빈익빈 구조가 유지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

이다. 따라서 고용시장의 안정화와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이이야 말로 진

정한 복지이자 건강한 경제성장의 밑그림일 것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

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임금 산업구조 고착화 가능성이 큰 보건복지산

업의 생산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원론적으로 어떤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서비스

를 높은 가격에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세

금과 사회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국민의 세부담을 최 한 억제할 수밖에 없는 관리구조상 생산

성 개선이 단히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 산업

의 폭발적인 성장가능성과 고용창출력을 고려해보면 고용의 질 개선과 

성장 그리고 소득증가를 통한 복지확 라는 선순환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소비능력이 큰 고소득층에 한 노후의료서비

스 육성과 같이 고부가가치 창출분야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복지부담 인상에 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 통계청(http://www.kosis.kr 검색일 201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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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과제

복지정책은 국가정책의 큰 틀 속에서 작동한다. 특히 경제정책과 접

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 속에서 복지의 역할

을 되돌아 봐야 하고, 미래의 한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복지의 역할을 구

상해야 한다. 경제와 복지의 관계를 조망하면서 진단과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해방 이후 우리 경제는 농림어업 중심에서 경공업으로, 경공업에

서 중화학공업으로, 다시 건설, 자동차, 조선, 전자, 반도체 산업으로 이

행하 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확 되어 나갔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산업구조도 적절하게 변화를 거듭하는 데에 성공하 다. 수출 주도의 성

장전략을 취하면서 초기에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체 산업에 역

점을 두다가 서서히 수입시장을 개방하면서 수출을 늘려나갔다. 이 과정

에서 정부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

하는 전략을 구사하 다. 낮은 정책금리를 보장해주었고 세제 혜택과 함

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까지 정부가 나섰다. 기업

이 성장을 주도해 나갔고, 기업은 재벌로 발전하 다. 두 차례의 유류

파동과 외환위기와 같은 외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국내 기

업이 곤경에 빠질 때 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게 지원하 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는 안이한 

기 에 젖어 있었다. 금융은 기업에 한 자금 지원을 위한 통로 역할

을 했다. 외환위기 때에는 정부가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금융을 지배했다. 반면에 중

소기업 및 세사업장 들은 기업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감수해야 했다. 

높은 사채금리를 감수해야 했다. 정부와 기업, 금융이 경제를 이끌어간 

삼두마차 다. 기업에 한 정부의 금융지원, 공적자금 지원은 곧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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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외환위기 때에 금융에 한 공적자금 

지원도 국민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국민의 부담으로 

기업과 금융이 성장하고 유지된 것이다. 기업과 금융은 국민에 해 

빚을 지고 있다.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

고 세금을 내어 재분배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보다는 외

경쟁력 제고를 통해 무역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국가경제가 외부의 위

기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하고 투자를 통해 일자리와 성장을 이끌어나가

는 것이다. 

둘째, 경제발전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는 늘 해외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연동되어 왔다. 외환보유고가 적을 때에 밖으로부터의 위기에 

취약해졌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때에 단기외채의 급증과 외환보유고

가 거의 바닥이 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국제수지 적자에 안이하게 처

한 결과 이었다. 외환보유고는 곧 경제안보의 바로미터가 되었다. 외환보

유고, 국제수지 흑자, 재정건전성 유지 세 가지가 경제안보를 구성하는 

삼각다리 이었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십 년 전 외환위기로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큰 위기 없이 넘어갔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에 비하는 국방안보에 못지않게 경제안보가 중요했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보는 늘 뒷전에 려나 있었다. 국방안보, 

경제안보와 더불어 사회안보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국민통합이 와해된

다. 국민통합이 무너지면 경제와 국방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사회안보

가 밑바탕이 되어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사람 사이의 불신도 완

화된다. 안에서 깨지는 쪽박은 바깥에서 샐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 내부

의 단합이 중요하다. 양극화와 실업, 소외와 같은 사회정신적 병리현상을 

치유해야 한다. 

셋째, 한국경제의 발전은 풍부한 생산인구의 투입과 높은 저축률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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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자본 투입, 그리고 높은 교육열에 의한 인적자본의 공급과 같은 양

적 투입에 의해 경이로운 성장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

라뿐만 아니라 한자문화권에 속한 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 4개

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다만, 4개국의 인구 및 지정학적인 여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경제발전의 과정은 달랐고, 산업구조와 금융, 정부의 

역할은 달랐다. 양적 투입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요소생산성이 향상되어

야 할 필요성에 처했다.21) 인구구조의 변화로 과거처럼 노동력이 풍부하

게 공급되는 시 는 지나가고 있고, 저축률도 하락하 다. 고등교육 진학

률은 급격히 신장되었으나 고등교육에 맞는 실력과 생산성을 갖추지 못

하고 있다. 한국 학의 경쟁력이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

에게 리고 있다. 더불어 학은 기업이 원하는 지식과 기술력을 공급하

지 못하고 있다. 저축률이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은 높은 생

활비용 때문이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3  생활비용을 느라 저축

의 여력이 없다. 이 때문에 노후준비도 못하고 있다. 자녀의 고등교육 비

용과 결혼비용, 신혼주택 마련비용으로 고령자의 노후준비의 부실은 물론 

빚을 져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넷째, 한국은 정부가 지원해왔던 재벌기업에 성장을 의존해왔고 금융

은 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다. 거  공기업과 기반산업(민 화되었더라도)

21) 빠른 압축성장과 산업구조변화는 빠른 자본축적에 기인했다. 투자율이 1950년 에 10%
에서 1970년  중반에 30∼40%를 유지했고 1991년에 최고 40%를 기록했다. 그 이

후에 하락 추세에 있다. Krugman(1994)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이 생산성 향상 보
다는 자본축적에 주로 기인했음을 지적하고 수확체감의 법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성장
이 둔화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의 주장은 Young(1992, 1993, 1995)이 발표한 일련의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요인을 분해해보면 총요소생산성이 성장에 기여한 부분 
보다 자본축적이 기여한 부분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절 수준에 있어서는 선진
국 보다 높았다. Kim(2002)의 가설에 의하면, 산업화 초기에 기술진보는 유형의 물적
자본의 확충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 단계를 지나면 무형의 지식자본에 의존하는 방향으
로 바뀐다(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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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 통제 하에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하면 아직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하다. 기술력 정도만 선진국과 등하다. 일부 기술은 앞서고 

뒤떨어진 기술도 많다. 제약, 생명, 바이오, 금융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 

선진국과 모든 부문에서 무차별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시기에 진입했

다.22) 각종 규제와 적 적인 노동운동이 걸림돌이다. 세계시장 속에서 경

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세계를 선도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접근해야 한다. 그래

야 국민통합도 가능하다. 북한 주민도 남한을 동경하게 될 것이다. 복지

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비효율적인 전달체계(행

정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제도는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하고 

낭비는 덜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경제의 양성화, 조세행정의 투

명성(소득파악) 등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의 활력을 생각하면,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 층에게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신뢰의 자

본, 고령근로자의 안정, 은퇴 후 소득원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도입시

기가 늦어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시 는 아직 요원하기 때문이다. 일

자리가 부족하면 소득지원 등 사회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 곧 복지재정 

확 가 필요하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계층이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는 생애주기 맞춤형 고용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고용률 

22)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무역을 통해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제무역을 통해 
외국 자본재를 수입하 고, 선진기술을 도입하 고,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기술진보가 촉
진되었다. 수출을 통해 학습(learning by exporting) 하 다. 거 한 세계시장을 상
로 해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근래에는 세계경제가 개방화되는 추세를 따
라갈 수밖에 없었다.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로 다자간 시장개방 협상이 진전되었고, 
1995년 GATT가 WTO로 발전하 다. 우리의 수출산업이 선진국의 주력 업종과 맞붙
어 경쟁하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 금융, 노동, 공공 4  부문에서 
국제 표준을 따르기 위한 개혁이 진행되었고, 근래에는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
축하고 있다.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 인도, EU와 FTA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외의
존도(GDP 비 무역 비중)는 1998년 79.3%에서 2008년 92.3%까지 증가했다(한국경
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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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달성을 가시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중산층이 두터운 안정된 사

회와 경제적 활력으로 다시 경제성장의 광이 재현되는 시 를 추구한

다. 노무현정부 시기 하락했던 고용률이 이명박정부 때에 회복되는 추세

에 있다. 하지만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고용률 증 와 함

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 여성, 중·고령 근로자 및 노인에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에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고령 근로자의 정년연장, 정년 후 재고용이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조치

들이 노사 합의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되어야 한다. 은퇴 노인들은 스스

로의 열정으로 저임금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기회만 주어지면 일을 하

려 한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루어지면 노인 일

자리는 잘 창출될 것이다. 여성은 30 에 결혼으로 인한 경력의 단절이 

문제가 된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가 가능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보육시설이 갖춰져야 하고, 초등

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확산되고 정착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노

동의 공급 여력은 있는데 시장에서 노동수요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관

건이다. 보건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많은데, 보육과 돌봄, 장

기요양, 간병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은 부분 정부의 재정투입(조세와 사

회보험료)으로 이루어지므로 재원의 확충이 일자리 확 와 생산성 개선

의 관건이 된다. 의료, 관광, 교육 부문에서 규제 완화가 질 좋은 일자리

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 한다.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이고 가계부채도 줄

어드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육에 한 투자, 학 장학금 지

원, 의료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제도의 치매특별등급 포함 등은 교육비

와 의료비를 경감시켜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

할 것이다. 노인에 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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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고비용의 결혼 문화를 개선하고 신혼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해

소해 준다면 중·노년층의 노후준비도 충실해 질 것이다. 결국 고용률과 

고용의 질이 제고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상 빈곤수준이 하락한다

면 중산층이 튼튼한 안정된 사회로 이행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계층간

에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사회통합이 원활해져 다시 경제성장을 위해 

전 국민이 합심하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곤층은 존재할 것이다. 근로능력이 없고 병약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받은 

벼랑 끝의 계층에 해 국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에 의해 맞춤식의 보호

가 필요하다.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가 문명화된 선진사회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복지레짐의 설계가 필요하

다. 역  정부의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

되고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

부의 일부 예산사업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시급히 시행되면서 장기적

인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우리나라

가 지향하는 복지정책의 청사진을 국정과제를 통해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즉,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복지수준을 단계별로 제시하면서, 부

담과 급여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요구된다. 사회보험

을 중심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뒷받침되는 우리나라의 복지체계

를 어떻게 다원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한 논의, 그리고 세 간 및 세

내 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합의도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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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09년 이후) 세목 내역

사회복지일반 소득세 개인기부금특별공제

사회복지일반 소득세 개인연금저축에대한비과세

사회복지일반 소득세 개인연금저축에대한소득공제(경과규정)

. 소득세 결혼이사장례비특별공제

노인·청소년 소득세 경로우대자추가공제

노동 법인세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노동 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 법인세/소득세 법인세/소득세

. 법인세/소득세 법인세/소득세

보육·가족및여성 소득세 교육비특별공제

건강보험 법인세 국민건강보험료사용자부담금에대한비과세

사회복지일반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

노동 소득세 국외근로자급여비과세

노동 법인세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소득세 근로자우대저축에대한비과세

. 소득세 근로자유가환급금지급

노동 소득세 근로장려금

노인·청소년 부가가치세 노인복지주택관리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사회복지일반 소득세 노인장애인등의생계형저축에대한이자배당소득비과세

보육·가족및여성 소득세 다자녀추가공제

노동 소득세 무주택근로자주택자금특별공제

사회복지일반 법인세 법인기부금의손금산입

보건의료 소득세 보험료특별공제

보육·가족및여성 소득세 부녀자추가공제

사회복지일반 소득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주식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

. 법인세 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특별부가세의면제

노동 법인세 사회적기업법인세등감면

노동 소득세 생산직근로자의연장근로급여비과세

사회복지일반 소득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

사회복지일반 부가가치세 소액담배,특수제조용담배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노동 법인세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보육·가족및여성 부가가치세 영유아용기저기와분유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노동 소득세 우리사주조합원등에대한과세특례

보건의료 소득세 의료비특별공제

보건의료 소득세/법인세 소득세/법인세

보육·가족및여성 소득세 자녀양육비추가공제

노동 법인세 장기미취업자의중소기업취업에대한과세특례

사회복지일반 소득세 장기주식형저축에대한비과세등(경과규정)

취약계층지원 부가가치세 장애인용보장구등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

취약계층지원 관세 장애인용품관세감면

취약계층지원 증여세 장애인이증여받은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표 1-5〉 사회보장관련 조세지출내역(종료내역, 비망항목, 경과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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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09년 이후) 세목 내역

취약계층지원 소득세 장애인추가공제

노동 법인세 장애인표준사업장에대한법인세등감면

사회복지일반 개별소비세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승용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노동 법인세 정규직근로자로의전환에따른과세특례

사회복지일반 소득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노동 법인세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동 소득세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보건의료 법인세
지방시군소재비영리의료법인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
금산입

보육·가족및여성 소득세 출생입양자추가공제

노동 법인세 특성화고등졸업자병역이행후복직중소기업에대한세액공제

사회복지일반 법인세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등비영리법인에대한고유목적사업준
비금손금산입특례

보육·가족및여성 소득세 한부모추가공제

노동 법인세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세액감면

보건의료 부가가치세 희귀병치료제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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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상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제1절 서론

1. 연구 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으며,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보장 패러다

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도 10년이 경

과하 고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사회양극화 해소나 사회안전망 강화, 빈곤 사각지  해소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생활 실태

를 재조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23)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제8차 

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또는 working 

poor) 및 차상위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

고 있어 이들의 규모와 상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을 위

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득

23) 2장의 내용을 정리함에 있어 이현주 박사님의 도움이 지 하 다. 공동저자가 되는 것
을 고사하셨기에 이렇게나마 감사의 뜻을 전한다. 

국민생활실태와 사회보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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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24) 

이 조사의 특징으로는 1단계 표집 자료인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패널가구의 전국 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7,000가구를 

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이상인 

일반 가구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하 으며, 

최종적으로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 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

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하고 있다는데 있다.25) 또 2012년의 7차 조사에

서는 ‘2010년 차상위 실태조사’에서 지역별 가구 분포에 따라 1,800가구

를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로 구분하여 비례 배분하여 표본의 표성을 

제고하 다.26)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는 가장 최근의 국민생활실태를 다양하게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부터 6월에 걸쳐 수행

된 제8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생활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생활 실태를 분석한다. 먼저 소득 및 소비, 근로, 자산 및 부채, 건강 

및 의료의 순서로 생활실태를 분석한다. 3절에서는 4  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살펴본다. 소득빈곤, 재산 빈곤 현황을 살펴

보고 그에 따른 정책 효과성을 검토한다. 끝으로 4절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24) 이현주 외(2013),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중위소득의 60%는 OECD와 EU에서 상 빈곤기준선으로 채택하고 있다. 
26) 이현주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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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민생활 실태 분석

1. 가구특성

먼저 한국복지패널 조사 상가구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자. 한국복

지패널에서는 전체가구에 한 분석 외에도 균등화된 중위소득 60%를 

기준선으로 하여 그 이상을 ‘일반가구’, 그 미만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

여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전체가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외 가구’(보통가

구)가 72.7%로 가장 많고, ‘1인 단독가구’가 25.3%로 그 뒤를 이었다. 저

소득가구에서는 1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49.1%로 가장 높았던 반면, 일반

가구에서는 1인 단독가구의 비율이 1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가구형태별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1인 단독가구 25.3 49.1 16.0 
편부.편모가구 1.6 2.9 1.2 
소년소녀가장가구 0.4 1.0 0.1 
그외 가구 72.7 47.0 82.7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전체가구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2.6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

득수준별로 구분하면 저소득가구에서는 평균 1.8명, 그리고 일반가구에

서는 평균 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에서는 1인가구가 2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인가구

(25.2%), 3인가구(21.4%), 그리고 4인 가구(20.9%)의 순서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에서는 1인가구의 비율이 49.1%로 가장 높았으며, 2인가구의 

비율이 31.7% 로 그 다음을 이었다. 이와는 달리 일반가구의 경우 4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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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27.1%로 가장 많고, 3인가구가 25.1%, 그리고 2인가구가 22.6%로 

나타났다.  

〈표 2-2〉 가구원수별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1인 25.3 49.1 16.0 

2인 25.2 31.7 22.6 

3인 21.4 11.8 25.1 

4인 20.9 5.0 27.1 

5인 5.6 1.9 7.0 

6인 이상 1.6 0.5 2.2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전체적인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반반이지만, 저소득층에

서는 여성의 비율이 56.3%로 남성(43.7%)보다 높았고, 일반가구에서는 

앞에서와는 반 로 남성이 51.2%로 여성(48.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가구원의 연령 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구원의 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가 2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 ’(17.1%), 

‘30 ’(16.0%), ‘50 ’(14.8%), 그리고 ‘20 ’(13.6%)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에서는 70 (20.7%)가 가장 높았고, 60 (15.9%), 

20세 미만(15.0%), 50 (14.4%), 그리고 40 (11.0%)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일반가구에서는 20세 미만(23.2%), 40 (18.2%), 30 (17.5%), 20

(15.0%), 그리고 50 (14.9%)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원에 한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이하가 28.4%로 가

장 높았고, 초졸(24.6%)과 졸(23.5%)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저소

득기구에서는 초등졸 이하가 45.1%로 높았고, 고졸(25.1%)과 중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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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남성 50.1 43.7 51.2 

여성 49.9 56.3 48.8 

20세 미만 22.9 15.0 23.2  

20~30세 미만 13.6 6.4 15.0 

30~40세 미만 16.0 7.7 17.5 

40~50세 미만 17.1 11.0 18.2 

50~60세 미만 14.8 14.4 14.9 

60~70세 미만 8.5 15.9 7.1 

70~80세 미만 5.8 20.7 3.0 

80세 이상 2.3 9.0 1.1

초등졸 이하 24.6 45.1  20.9  

중학교졸 이하 9.7 14.3 8.8 

고등학교졸 이하 28.4 25.1 29.0 

전문대졸 이하 11.0 6.3 11.8 

대학교졸 이하 23.5 7.9 26.3 

대학원졸 이상 2.9 1.3 3.2 

계 100.0 100.0 100.0

(14.3%)이 그 다음이었다. 일반가구의 경우 고졸이하(29%)가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 졸(26.3%), 초등졸(20.9%), 전문 졸(11.8%)의 순서

로 나타났다.   

〈표 2-3〉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주: 학력에서 항목의 ‘이하’는 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을 모두 포함함, 또 반올림으로 인하여 부
분합과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2. 소득 및 지출

가. 경상소득

복지패널조사에 있어서 경상소득의 관찰치에는 큰 음수(-)값과 매우 

큰 특이항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경상소득의 음수값을 0으로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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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위값의 10배를 넘어가면 해당 경계값으로 치환하여 분석하 다.27)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 평균값은 4,437만원이며, 중위값은 3,65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소득수준별로 구분하면 저소득가구 경상소

득의 평균값은 1,204만원(중위값 1,093만원), 일반가구의 평균 경상소

득은 5,703만원(중위값 4,8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소득수준별 경상소득

(단위: 만원, 연평균)

구분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전체가구 4,436.8 3,652.0 3,818.2

저소득가구 1,204.3 1,093.0 713.0

일반가구 5,703.4 4,889.0 3786.9

자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다음은 주요 가구소득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임금소득은 상

용근로소득과 임시 및 일용근로소득을 합하여 계산하 는데, 전체평균은 

2,809만원, 저소득가구는 360만원, 그리고 일반가구는 3,769만원이었

다.  사업소득은 전체평균이 683만원이었으며, 저소득 및 일반가구는 각

각 49만원과 112만원이었다. 

전체가구의 평균 사회보험 수혜는 192만원, 비가구원 보조는 322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38만원, 그리고 기타 정부보조금은 평균 

10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의 경우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

다 2.5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기타소득도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타 정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 이처럼 경상소득의 하한을 0으로 두는 이유는 소득불평등 척도인 Gini계수가 양의 값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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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가구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임금소득 2,809 360 3,769

사업소득 683 49 112

재산소득 197 52 254

사회보험 192 88 232

민간보험 3 1 4

비가구원 보조 322 363 30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8 125 4

기타 정부보조금 103 145 87

기타소득 349 215 402

〈표 2-5〉 가구소득의 유형별 평균

(단위: 만원)

주: 전체가구를 상으로 평균을 계산하 음.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그림 2-1〕 경상소득의 분포(top-/bottom-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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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연간 경상소득의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1,000만원 미만 12.4 44.0 -
1,000~2,000만원 미만 15.8 44.3 4.6
2,000~3,000만원 미만 13.8 10.4 15.1
3,000~4,000만원 미만 12.6 1.3 17.1
4,000~5,000만원 미만 11.0 +0.0 15.3
5,000만원 이상 34.5 - 48.0

계 100.0 100.0  100.00  

  주: 저소득가구인데도 3,000~5,000만원의 소득이 나타난 이유는 가구규모가 큰 저소득가구들의 공공부
조소득이 많기 때문임.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나. 가계지출

가계지출은 식료품비(가정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의 합), 주거비(월

세 및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육료비의 합),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공교육비 및 사교육

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교통비 및 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송금보

조(사적이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그리고 가계부채에 한 이자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상 월평균을 기준으로 가계

지출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2-7〉 가계지출의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50만원 미만 2.8 10.1 0.0 
50~100만원 미만 11.6 39.3 0.7 
100~150만원 미만 9.2 21.1 4.5
150~200만원 미만 10.1 14.7 8.3
200~300만원 미만 17.9 10.0 21.0
300만원 이상 48.5 4.7 65.6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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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구에 한 가계지출의 평균값은 338만원이었으며, 저소득가구

는 127만원을, 그리고 일반가구는 42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계지출항목 중에서 는 식료품비가 2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지출(18.1%)과 교통·통신비(14.5%)의 

비중이 높았다. 또 이들 항목은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그 비율이 높게 나

타났으나, 교육비, 사회보장부담금, 송금보조 등의 항목은 일반가구에서 

상 적으로 더 높은 지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저소득층

의 경우 교통통신비(11.1%), 보건의료비(8.5%), 광열수도비(8.2%)의 비

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8〉 가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

(단위: 만원, %)

지출항목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식료품비 70 20.7 37 29.1 83 19.6 
주거비 12 3.4 8 6.5 13 3.1 
광열수도비 14 4.03 10 8.2 15 3.5 
가구·가사용품비 10 3.0 4 3.2 13 3.0 
의류·신발비 11 3.3 3 2.4 14 3.4 
보건의료비 16 4.7 11 8.5 18 4.3
교육비 22 6.6 5 3.6 29 6.9 
교양오락비 13 3.9 3 2.4 17 4.1 
교통·통신비 49 14.5 14 11.1 63 14.9 
기타소비지출 61 18.1 20 15.6 78 18.5 
 - 송금보조 19 5.5 4 3.3 24 5.8 
 - 세금 13 4.0 1 1.1 18 4.3 
 - 사회보장부담금 18 5.2 3 2.0 24 5.6 
 - 이자지출 10 2.8 3 2.5 12 2.9 
가계지출 총액 338 100.0 127 100.0 420 100.0 

   주: 월평균이며, 금액이 미미한 자가소비액이 생략되어 부분합과 총계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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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근로가능 91.3 71.8 95.5
단순근로가능 3.9 12.5 2.1
단순근로미약자 3.6 12.3 1.7
근로능력 없음 1.2 3.4 0.7

계 100.0 100.0 100.0

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중증장애 54.2 51.3 57.2
질병 또는 부상 33.7 37.4 30.0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12.0 11.1 12.8
기타 0.1 0.2 0.0

계 100.0 100.0 100.0

3. 근로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상으로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가구원을 기준으로 91.3%가 

근로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에서는 근로가능한 가구원이 

71.8%에 불과한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95.5%로 나타나서 일반가구의 

근로가능 가구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에서는 단

순근로 가능 또는 단순근로미약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의 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근로무능력 사유로는 ‘중증장애’ 비율이 54.2%이

었고, 그 다음이 질병 또는 부상(33.7%),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아도 전체가

구와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가구원의 근로 능력 정도 

(단위: %)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표 2-10〉 가구원의 근로 무능력사유

(단위: %)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제2장 국민생활실태와 사회보장 111

근로가능 가구원(근로가능, 단순근로가능, 단순근로미약자)를 상으

로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임시직 임금

근로자는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가구의 경우 상

용직 임금근로자가 25.9%인데, 일반가구에서는 30.9%인 반면 저소득가

구에서는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조적으로 일용직 임

금근로자는 저소득가구에서 9.0%로 나타나서 일반가구(5.3%)보다 더 높

았다. 그 밖에 고용주의 비중은 저소득가구 (0.3%)가 일반가구(2.4%)에 

비하여 상 적으로 낮은 반면, 자 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모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가구원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상용직 임금근로자 25.9 2.6 30.9
임시직 임금근로자 13.7 7.9 14.9
일용직 임금근로자 6.0 9.0 5.3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0.5 1.9 0.2
고용주 2.0 0.3 2.4
자 업자 8.6 9.4 8.4
무급가족종사자 2.8 3.6 2.6
실업자 1.3 2.1 1.2
비경제활동인구 39.2 63.3 34.1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주된 경제활동 상태에서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 업자, 무급가족종사

자의 업종 및 직종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에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건설업의 순서로 나

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이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이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에서는 제조업이 20.14%로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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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고생은 제외한 만 15세 이상인 가구원 중에서 취업자는 1년에 평균  

11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월평균 근로일수를 살펴보

면, 일반 가구는 약 22일, 저소득 가구는 약 20일로 나타났다. 또 주당 평

균 근로시간를 살펴보면, 일반 가구는 약 46시간, 저소득 가구는 약 43시

간인 것으로 나타나서 저소득가구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일반가구보

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가구원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단위: 월, 일, 시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1년간 평균 근로 개월 수 11.3 10.8 11.4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21.6 19.8 21.8
주당 평균 근로시간 46.3 43.1 46.5

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에 한 평균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4. 자산 및 부채

가계자산 규모는 모든 가구원이 보유한 자산을 모두 합한 값인데, 여기

에는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기타(동산 및 

부동산)에 주택가격을 포함한 것이다. 주택가격의 경우 주택 소유형태에 

따라 ‘자가’인 경우 주택가격을, ‘전세’인 경우 전세금을,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각각 주택가격으로 간주하 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것인데, 총부채에는 금융기관 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

세보증금(받은 돈), 외상, 미리 탄 곗돈 등이 포함된다.28) 

28) 각 개별 자산항목은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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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총자산 26,896 9,944 33,548 
- 소유부동산 8,283 3,278 10,244

    · 주택 2,916 1,025 3,656
- 점유부동산 703 116 933
- 금융자산 4,433 1,108 5,737

전체 가구의 경우 총자산의 평균값은 2억 7,541만원이고, 저소득가구

가 9,944만원, 그리고 일반가구가 3억 4,443만원으로 나타났다. 소유부

동산이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등을 

합한 것이다. 먼저 전체가구의 소유부동산 평균가액은 8,283만원이고, 

저소득가구는 3,278만원, 그리고 일반가구는 1억 244만원이었다. 구성

항목 중에서 주택가액이 전체가구에서 2,916만원, 저소득가구에서는 

1,025만원, 그리고 일반가구에서 3,656만원이었다.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그리고 주식‧채권 등을 합산한 것이다. 전체가구

의 금융자산 평균 규모는 4,433만원이며, 저소득가구는 1,108만원, 그리고 

일반가구는 5,7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가구의 평균 부채규모는 3,983만원인데, 저소득가구에서는 

1,597만원, 그리고 일반가구에서는 4,918만원이었다. 부채항목 중에서 

전체가구의 금융기관 출은 2,291만원인데, 저소득가구에서는 971만

원, 그리고 일반가구에서는 2,730만원이었다. 또 전체가구의 임 보증금 

평균은 1,449만원이었으며, 저소득가구에서는 415만원, 그리고 일반가

구에서는 1,854만원이었다.  

전체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 3,575만원인데, 소득수준별로 구분하

면 저소득가구의 순자산이 8,364만원, 그리고 일반가구의 순자산이 2억 

9,53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의 규모

(단위: 만원)



114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 예금 2,426 923 3,016
    · 적금 1,467 114 1,998
    · 주식·채권 364 42 490
총부채 3,983 1,597 4,918 

- 금융기관 출 2,221 921 2,730
- 전세(임 )보증금 1,449 415 1,854

순자산 22,935 8,364 28,646 

  주: 금융기관 출에는 회사 출과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이 포함됨.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거주중인 자가 주택 가액을 살펴보면 1~2억이 34.2%로 가장 많고, 3억

원 이상이 20.7%, 5천만~1억원 사이와 2~3억 사이가 17%로 그 다음을 

이었다. 저소득가구에서는 1천만~5천만원 사이가 28.9%, 5천만~1억원 

사이가 25.5%, 그리고 1~2억원 사이가 27.9%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

우 1~2억원 사이가 35.9%로 가장 많고, 3억원 이상이 24.9%, 2~3억원 

사이가 19.1%, 그리고 5천만~1억원 사이가 14.7%로 그 다음을 이었다. 

   

〈표 2-14〉 거주중인 자가 주택가액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1천만원 미만 1.2 4.0 0.3 
1천만~5천만원 미만 10.3  28.9 5.0 
5천만~1억원 미만 17.1 25.5 14.7 
1억~2억원 미만 34.2  27.9 35.9 
2억~3억원 미만 16.7  8.2 19.1
3억원 이상 20.7  5.6 24.9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다음으로 전세보증금의 분포를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이 34.3%, 5천

만~1억원 사이가 29.4%, 3천만~5천만 사이가 17.6%로 나타났다. 저소

득가구의 경우 1천만원~3천만원 사이가 41.8%로 가장 높고, 3천만~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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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사이가 22.9%, 그리고 5천만원~1억원 사이가 21.8%로 타나났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이 41.2%로 가장 높았고, 5천만~1억원 

사이가 31.6%로 그 다음을 이었다. 

 

〈표 2-15〉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1천만원 미만 2.5 3.7 2.2
1천만~3천만원 미만 16.2  41.8 9.0 
3천만~5천만원 미만 17.6  22.9 16.1 
5천만~1억원 미만 29.4  21.8 31.6 
1억원 이상 34.3  9.8 41.2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거주주택의 월세액 분포를 살펴보면 월 30만원 미만이 69.3%로 가장 

많고, 30~50만원 사이가 24.4%로 그 다음을 이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에는 30만원 미만이 86.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

우에도 30만원 미만이 58.4%로 가장 높았으며, 30~50만원 사이도 

32.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2-16〉 거주주택의 월세액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30만원 미만 69.3 86.3  58.4 

30만~50만원 미만 24.4  12.5 32.1 

50만~100만원 미만 5.9 1.2 8.9 

100만원 이상 0.4 0.0 0.6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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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금융기관 출 2,221 921 2,730
일반사채 72 80 69
카드빚 47 41 49
전세(임 )보증금(받은 돈) 1,449 415 1,854
외상, 미리탄 곗돈 31 5 42
기타부채 163 134 174

다음으로 가계부채를 유형별로 살펴본다. 가계부채는 금융기관 출이 

2,221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임 )보증금(받은 돈)이 1,449만원

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이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 출과 전세보증금이 부채의 부분을 이루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7〉 부채유형별 규모

(단위: 만원)

  주: 금융기관 출에는 회사 출과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이 포함됨.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5. 주거

조사 상 가구의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아파트가 38.8%로 가장 많

고, 다가구용 단독주택(22.8%)과 일반 단독주택(16.9%), 다세 주택

(11.0%)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에서는 일반 단독주택

(29.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27.8%), 일반아파

트(19.5%), 그리고 다세 주택(10.5%)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일반아파트가 46.3%로 가장 많고, 다가구용 단독

주택(20.8%), 일반 단독주택(12.0%), 그리고 다세 주택(11.2%)이 그 

뒤를 이었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주택유형을 비교해 보면 저소득가구는 일반아파

트에 거주하는 비율(19.5%)이 상 적으로 낮은 반면, 일반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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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과 다가구용 단독주택(27.8%), 그리고 구 임 아파트(6.8%)는 

일반가구에 비하여 상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주택의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일반 단독주택 16.9 29.3  12.0  

다가구용 단독주택 22.8  27.8 20.8 

다세 주택 11.0  10.5 11.2 

연립주택(빌라) 3.0 2.2 3.3 

일반 아파트 38.8 19.5 46.3 

구임 아파트 2.8 6.8 1.2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2.1  1.4 2.4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0.6 0.5 0.6 

오피스텔 0.6  0.3 0.7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0.0  0.0 0.0 

임시가건물(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0.1 0.3 0.0 

기타 0.0  0.1 0.0 

국민임 아파트 1.5  1.3 1.5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전체가구를 상으로 주거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가 53.2%로 가

장 높고, ‘보증부 월세’(18.8%), 그리고 ‘전세’(17.6%)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자가’가 41.4%, ‘보증부 월세’가 

24.8%, 그리고 ‘전세’가 13.7%이었다. 일반가구의 경우 ‘자가’가 57.8%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세’가 19.0%, 그리고 ‘보증부 월세’가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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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주거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자가 53.2 41.4  57.8

전세 17.6  13.7 19.0

보증부 월세 18.8  24.8 16.4 

월세 1.8  3.8 1.0 

기타 8.7  16.3 5.8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6. 건강 및 의료

다음으로 한국복지패널 응답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본다. 이 

자료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 

가구원을 기준으로 ‘건강하다’(아주 건강하다+건강한 편이다)라고 응답

한 비율은 75.8%, ‘건강하지 않다’(건강이 아주 안 좋다+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는 11.0%로 나타나서 건강한 사람들이 상 적으로 많았다. 소득

수준별로 구분해보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중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33.3%인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그 비율이 6.6%로 나타났다. 반

면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일반가구에서는 81.8%, 그리

고 저소득가구에서는 45.5%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반가구의 가구원들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에 비해 상 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좋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를 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저소득층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상 적으로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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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없음 60.1 34.5  65.1  
암(위, 간, 폐, 기관지 등) 1.3  2.0 1.2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6.4  14.8 4.7 
위염, 위궤양, 십이장궤양 등 1.1  2.1 0.9 
만성간염, 간경변 0.5  0.8 0.4 
당뇨병 3.0 6.4 2.3 
갑상선질환 0.9  0.7 1.0 
고혈압 7.4  14.7 6.0 
중풍, 뇌혈관질환 1.0 2.7 0.7 
심근경색증, 협심증 1.0 2.6 0.7 
천식 0.3  0.8 0.2 

〈표 2-20〉 전체 가구원의 건강상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아주 건강하다 17.1 6.9 19.1  
건강한 편이다 58.7  38.6 62.6 
보통이다 13.2  21.3 11.7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9.5  28.3 5.7 
건강이 아주 안 좋다 1.5  5.0 0.8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전체가구원 중에서 40.0%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

소득가구에서는 65.5%, 그리고 일반가구에서는 34.9%가 질병을 앓고 

있었다. 주요 병명을 살펴보면  고혈압이 7.4%로 가장 많고, 관절염 등이 

6.4%, 그리고 치아우식증(충치)가 3.0%로 그 다음을 이었다. 저소득가구

에서는 관절염 등(14.8%), 고혈압(14.7%), 당뇨병(6.4%)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에서는 고혈압(6.0%), 관절염 등(4.7%), 그리고 치아우

식증(충치)가 3.4%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저소득가구에

서는 우울증이  일반가구에 비하여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2-21〉 주요병명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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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백내장, 녹내장 0.2  0.4 0.2 
만성심부전증(만성신장질환) 0.4 0.6 0.3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0.5  1.0 0.4 
고지혈증 0.4  0.6 0.4 
만성부비동염(축농증) 0.2  0.1 0.2 
알레르기성 비염 1.3  0.5 1.5 
우울증 0.5  1.6 0.3 
치아우식증(충치) 3.0  1.1 3.4 
만성치주질환(풍치, 잇몸병) 0.6  0.1 0.7
기타질병 7.9  8.5 7.8
희귀난치성 질환 0.5 1.1 0.4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다음으로 전체 가구원의 만성질환 상태를 살펴본다. 전체 가구원 중 

34.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61.1%의 

가구원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서 일반가구(29.3%)의 두 배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환기간을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28.8%가 6개월 이상 투

병‧투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가구의 만

성질환자 중 57.2%가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전체 가구원의 만성질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없음 65.5 38.9  70.7  

 있음 34.5  61.1 29.3 

3개월 미만 투병‧투약 4.1  2.7 4.4 

3～6개월 미만 투병‧투약 1.6  1.2 1.7

6개월 이상 투병‧투약 28.8  57.2 23.2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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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건강검진횟수 0.5 0.4 0.5

외래진료횟수 11.2 21.0 9.3

입원횟수 0.1 0.2 0.1

입원일수 1.7 3.6 1.3

다음으로 2012년 1년간 조사 상 가구원들의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본

다. 먼저 의료기관 이용현황 중 건강검진횟수를 살펴보면 2012년 1년간 

가구원 1인당 평균 검진횟수는 0.5회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 보

면 저소득가구원은 0.4회, 그리고 일반가구는 0.5회로 나타났다. 외래진

료횟수는 가구원 1인당 평균 11.2회 진료를 받았는데, 저소득가구 가구

원은 21.0회, 그리고 일반가구 가구원은 9.3회로 저소득 가구원이 상

적으로 더 자주 진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입원횟수를 살펴보면 2012년 1년간 가구원별 평균 입원횟수는 0.1회

는데, 저소득가구 가구원이 일반가구 가구원 보다 2배나더 많이 입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일수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7일이었으

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가구원이 일반가구 가구원보다 3배 정도 

오래 입원하 음을 알 수 있다.    

〈표 2-23〉 의료이용 현황

(단위: 회)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병원에 입원한 이유를 살펴보면 ‘지병이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가 

6.3%(저소득가구 10.5%, 일반가구 5.5%)로 가장 높았고, ‘사고’가 2.0%

로 그 다음을 이었다(저소득가구 2.4%, 일반가구 2.0%).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는 ‘지역 내 병‧의원’이 73% 로 가장 높

았고, ‘종합병원이나 학병원‘은 7.2%로 그다음을 이었다. ’한방 병‧의원

‘은 1.3%, 그리고 ’보건소‘는 0.6%로 이용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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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빈곤

꾸준하게 증가하는 빈곤계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합리

적인 빈곤기준선을 설정하고, 각종 빈곤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

법의 마련, 그리고 정책방안의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소득 및 소비에 한 상 빈곤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널리 쓰이고 있는 중위값의 50%를 상 빈곤 기준선으로 

사용한다. 소득빈곤율(Headcount Ratio, H)이란 소득이 빈곤기준선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말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빈곤지표이다. 좀 

더 세련된 빈곤척도로는  Foster-Grier-Thorbeke (FGT) 빈곤지수가 

있다.  FGT지수는 한 경제 내의 빈곤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 척도인데, 

이를 이용하면 빈곤의 규모, 빈곤의 심도, 그리고 불평등 정도에 한 모

든 정보를 포괄할 수 있다.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주어진 빈곤선 은 표본의 크기 는 소득이 보다 아래인 

사람들의 수 그리고 는 개개인의 소득을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 는 민

감도 파라메터인데 이 값이 작을수록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과 

위의 사람들이 동등하게 반 되고 반 로 이 값이 커질수록 빈곤선 아래

의 사람들에 해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29) 주로 0~2의 값이 많이 쓰인다. 파라메터의 값이 0일 때 FGT지수 값은 빈곤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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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균등화된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그리고 가계지출에 하여 상

빈곤율을 구한 결과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의 소득은 0으로, 

그리고 중위값의 10배가 넘는 특이항(outlier)은 해당 경계값으로 체

하 으며,  가구원수의 향을 반 하기 위한 균등화지수로는 가구원수

의 제곱근을 사용하 다. 

경상소득의 경우 균등화된 중위값의 50%에 미달하는 인구비율인 상

빈곤율은 16.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처분소득의 상 빈곤율은 

15.5%이었다. 또 가계지출의 상 빈곤율은 12.6%로 나타나, 경상소득

이나 가처분소득 보다는 빈곤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24〉 소득 및 가계지출 빈곤

(단위: %, 만원)

구분 상대 빈곤율 FGT(1) FGT(2) 빈곤기준선

경상소득 16.4 5.3 2.4 1,310.3
가처분소득 15.5 4.9 2.3 1,206.5
가계지출(월평균) 12.6 3.4 1.4 99.3

주:  제8차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13년에 이루어진 조사이며, 소득 및 가계지출의 조사 상년도는 
2012년 1년간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그림 2-2〕 가처분소득의 분포와 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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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보장의 역할

1. 공적연금 가입현황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4  사회보험 중 공적연금 가입

여부30)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

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별정직 우체국연금을 말한다. 전체가구 중에서 

40.9%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6.7%가 수급을 하고 있었으며, 

‘비해당’이 52.2%이었다. 소득수준별로 보더라도 ‘비해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저소득가구에서의 ‘비해당’ 비율이 상 적으

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가입비율은 45.0%, 저소득가구의 가

입비율은 19.9%로 나타난 반면, 수급비율은 저소득가구에서 12.1%에 

달하여 일반가구의 5.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25〉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52.2 67.7 49.1 

수급 6.7 12.1 5.6 

가입 40.9 19.9 45.0 

수급하면서 가입 0.1 0.2 0.1 

미가입 0.2 0.1 0.2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30) 공적연금 가입 실태는 제도상의 가입 실태를 의미한다. 예컨 , 실제는 가입자의 유소득
배우자로 가입 상이더라도 소득이 신고되어 있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인 경우, 제도상으로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 간주되어 적용제외 상이 되어있다면 ‘비
해당’으로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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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공적연금 가입자(혹은 수급 중인 가입자)를 상으로 가입한 연

금제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가구의 경우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92.0%), 소득수준별로 보더라도 국민연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가구에서는 그 비율이 100%에 이르

고 있는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91.3%, 공무원연금이 

7.1%, 그리고 사학연금이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6〉 공적연금 제도별 가입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민연금 92.0 100.0 91.3 
공무원연금 6.5 0.0 7.1
사학연금 1.1 0.0 1.2
군인연금 0.4 0.0 0.4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 0.1 0.0 0.1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2. 건강보험 가입현황

다음은 건강보험 가입실태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가구의 경우를 살펴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93.3%이고 미가입자가 6.7%인 것으로 나타났

다. 소득계층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건강보험 가입률

(77.7%)이 일반가구의 가입률(99.49%)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 전체가구 중 가입자만을 상으로 가입종류를 살펴보면 직장가입

자가 69.5%이고 지역가입자가 30.5%이었다. 소득계층별로 가입자만을 

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해 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에

는 직장가입자가 61.1%, 지역가입자가 38.9%이었으며, 일반가구의 경

우에는 직장가입자가 72.1%, 그리고 지역가입자가 27.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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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건강보험 가입 실태(가구 단위)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가입 93.3 77.7 99.5

  - 직장 (69.5) (61.1) (72.1)
  - 지역 (30.5) (38.9) (27.9)
미가입 6.7 22.4 0.5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3.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다음은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실태를 살펴보

면, 전체가구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3.5%, 미가입률은 10.6%로 나타났

다.31)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고용보험 가입률

은 5.7%에 불과하여 일반가구의 가입률 (27.0%)과의 격차가 현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저소득가구의 구성원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에 많이 종사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2-28〉 고용보험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기구 일반가구

비해당 65.9 84.7 62.2
가입 23.5 5.7 27.0
미가입 10.6 9.6 10.9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31) 15세 이상 응답자 중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에 종사하거나 적용에서 제외되는 ‘고용
주·자 자’(단, 홀로 사업을 하는 자 자 및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가입 가능), ‘비경제활동인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65세 이상 노
인’ 등은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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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년간에 한 고용보험 급여 수급경험을 살펴보면, 전체가구 

중에서 고용보험 수급경험이 있는 가구는 1.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구분하면 저소득가구에서는 1.4%가, 그리고 일반가구에서

는 1.8%가 수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고용보험 수급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있다 1.7 1.4 1.8

없다 98.3 98.6 98.2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4. 산재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가입실태를 살펴보면,32) 전

체가구의 경우 ‘가입’(24.6%)이 ‘미가입’(11.9%)보다 두 배를 넘었다. 또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전체가구의 경우에서

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가입비율이 28.2%로 높은 반면, 저소득가구에

서는 ‘가입’(6.8%)이 현저하게 낮았다. 또 저소득가구에서는 ‘미가

입’(11.0%) 비율이 ‘가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고용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가구일수록 산재보

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2년 1년 동안 산재급여 수급경험을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경우 수

급경험이 없다가 99.7%로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득계층별

32) 여기서 산재보험 ‘비해당’이란 15세 이상 응답자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소
속되어 있지 않은 자 자 및 농어민, 비경활제활동인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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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더라도 산재급여 수급을 경험한 가구가 극소수에 불과하 다.

〈표 2-30〉 산재보험 가입 실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비해당 63.5 82.2 59.8
가입 24.6 6.8 28.2
미가입 11.9 11.0 12.0

계 100.0 100.0 100.0 

자료: 이현주 외(2013) 및 한국복지패널 원자료(학술 화용 버전).

5. 빈곤완화 효과

 

여기서는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빈곤완화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장 바람직하기로는 앞에서 살펴본 4  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빈곤완

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인 시간제약으로 종합적인 효

과만 살펴보기로 한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2012년의 가구특성별 빈곤율을 발

표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2013년 조사결과로부터 얻어진 빈곤율을 정리

한 것이다. 

이 자료로부터 공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를 구할 수 있는데, 전가구를 

기준으로 한 시장소득 빈곤율은 19.0%, 그리고 공적이전 이후의 빈곤율

은 17.0%이다. 이들 두 빈곤율의 차이인 2%p가 공적이전의 빈곤완화 효

과이다. 소득계층별로는 근로연령층인 18~64세에서는 시장소득 빈곤율

이 12.5%,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을 합한 소득의 빈곤율은 11.8%, 그래서 

근로연령층에 있어서 공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는 0.7%p에 불과하다. 

65세 이상을 상으로 한 은퇴연령층에서 공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는 

10.4%p(=63.7%-52.3%)에 이른다. 이처럼 은퇴연령층에서 공적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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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완화 효과가 큰 이유는 은퇴자들이 다른 소득원(특히 근로소득)이 적

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으로부터 이들에 한 빈곤완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2-31〉 가구특성별 빈곤율(2012)

(단위: %)

　 시장소득
시장소득 
+공적이전

시장소득 
-공적지출

가처분소득

전체 19.0  17.0  18.7  16.5  

 -근로연령층
  [가구주 18~64세]

12.5 11.8 12.3 11.6 

 -은퇴연령층
  [가구주 65세 이상]

63.7 52.3 62.1 50.2 

자료: 통계청, kostat.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도 어느 듯 10 여년이 경

과하 으며, 그동안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나 사회안전망 강화, 빈곤 사각지

 문제는 여전히 논의의 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복지패널 조사 

및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생활실태를 개괄적으로 검토

해 보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현황과 공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를 살펴

보았다.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 평균값은 4,437만원이며, 중위값은 3,652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구분하면 저소득가구의 경상소득 평

균값은 1,204만원(중위값 1,093만원), 일반가구의 경상소득 평균값은 

5,703만원(중위값 4,8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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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구소득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임금소득의 전체평균은 2,809만

원이고, 가구유형별로는 저소득가구는 360만원, 그리고 일반가구는 

3,769만원이었다. 사업소득은 전체평균이 683만원이었으며, 저소득 및 

일반가구는 각각 49만원과 112만원이었다. 

전체가구의 평균 사회보험 수혜는 192만원, 비가구원 보조는 322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38만원, 그리고 기타 정부보조금은 평균 

10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의 경우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

다 2.5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기타소득도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2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타 

정부보조금의 경우에는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

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로부터 공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를 

구할 수 있는데, 전가구를 기준으로 한 시장소득 빈곤율은 19.0%, 그리

고 공적이전 이후의 빈곤율은 17.0%이다. 이들 두 빈곤율의 차이인 2%p

가 공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이다. 소득계층별로는 근로연령층인 18~64

세에서는 공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는 0.7%p에 불과하다. 65세 이상의 

은퇴연령층에서 공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는 10.4%p로 나타났다. 이처

럼 은퇴연령층에서 공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가 큰 이유는 은퇴자들이 

다른 소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

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같이 국민생활실태를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은 앞으로

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민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다라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재검토하여 정책효과 분석과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100조원를 넘어선 사회지출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또 그 

결과로 양극화 완화, 불평등  축소, 빈곤완화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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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

령화 현상의 장기적 효과를 사전적이고 체계적으로 비하여 노후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여 나갈 때, 사회통합과 복지사회의 구현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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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 식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

제1절 서론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는 헌법에 

기초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전국민을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체계를 갖는 국가는 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이다. 

이렇게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간주하여 강제적용 방식의 건강보험제

도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리병원이 등장한다고 의료민 화가 된다느

니 공공병원 의료만 공공의료가 된다느니 하는 주장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8년 봄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에서 이명박 정부

는 ‘의료민 화’를 추진한다는 허무맹랑한 선동으로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을 중단시켰고, 2013년 겨울에 벌어진 철도 파업에

도 ‘의료민 화’가 구호의 하나로 등장하여 정부의 의료발전을 위한 정책

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의료민 화와 유사한 논란은 공공의료에 관하여도 제기되고 있다. 이 

논란은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의료기관

이 생산하는 의료만 공공의료로 정의한데서 시작된다. 공공의료에 관해

서는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보편적인 

의료를 보장하는 의료로 공공보건의료에 한 정의를 바꾸었지만 아직도 

민간병원이 제공하는 건강보험 의료를 공공의료가 아닌 양 국민들을 현

혹시켜, 적자가 누적된 진주의료원을 2013년 초에 폐쇄시키자 공공의료

가 붕괴된다고 하여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의료의 이념적 갈등 해소와 
발전적 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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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있는 점은 ‘의료민 화’론을 내세울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

료만 있는데 리병원 등을 통하여 의료민 화를 추진한다고 선동하고, 

공공병원 문제에서는 공공병원 의료만 공공의료로 간주하는 모순된 논리

를 보인다는 점이다.

의료체계와 관련한 이 두 가지 정책 이슈는 복지정책에서의 어떠한 이

슈보다도 더 뜨거운 쟁점으로 이 문제를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의료가 한 발자국도 발전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의료단체나 시민단체 등

에서 정부의 정책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자신들의 이념적 프레임에 합

당치 않다고 생각되면 ‘의료민 화’니 ‘공공의료 붕괴’니 하는 낙인을 찍

어 정책의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심각성이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특징을 정리하고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여 잘못된 논의를 바로 

잡아 우리나라 의료의 발전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의료민영화론

1. 의료민영화 주장의 내용

의료민 화란 민간자본이 의료기관을 소유하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자유로 책정하고 의료서비스를 리적인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

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

정되어 있고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기 때문에 의료는 공공화되어 있다. 그

런데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명분으로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꾸어, 

리병원을 허용하면 삼성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재벌기업이 운

하는 병원은 리병원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자들

은 리병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리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힘있

는 사람들이라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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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바꾸어 건강보험이 붕괴됨에 따라 의

료민 화가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리병원 이용자

들이 민 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이기 때문에 민 보험회사들이 시장 확

를 위하여 건강보험법 개정에 앞장 서 정치인들을 압박하게 된다는 매우 

복잡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의료민 화란 현재의 의료체계에서 될 수 없다는 것은 민 화론을 주

장하는 사람들도 수긍하여 민 화로 가는 복잡한 가상적인 절차를 놓고 

민 화를 주장하고 있다. 2013년 후반기에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인의 

리사업 허용은 이와 같은 민 화 주장의 어떤 단계에도 해당되지 않게 됨

에 따라 큰 탄력을 받지 못하자 민 화 주장은 수그러들고 신에 리화

를 주장하고 있다.

의료민 화를 주장하는 논리의 출발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

로 바꾼다는데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의료소비자

인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냐 라는 점을 먼저 살펴보고, 삼성서울병

원이나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재벌기업이 설립한 병원이 리병원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건강보험법의 개정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단계적으

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공급자의 보호막이 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1977년 7월 사회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요양기관 계약제로 

하 다. 그러다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의료보험을 확

하면서 계약제는 당연지정제로 바뀌었다. 그 이후 의료공급자들은 보험 

수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 탈출구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바

꿀 것을 요구하 고, 정부는 계약제로 바꾸면 의료기관들이 수가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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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기 위하여 단체로 계약을 보이콧하면 의료 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 당연지정제를 유지하 다. 그리고 1990년  까지만 하여도 

의료기관 수가 적어 계약제로 할 때 혹시 계약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등장하게 되면 의료공백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작용하여 당연지정제를 지속하 다.

사회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연지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

를 내세우는 국가는 없고 일본도 계약제를 택하고 있으나 계약을 하지 않

을 수 없는 조건을 달아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과 계약을 하고 있다. 

만은 계약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병원들은 거의 계약을 하고 있고 의원

급의 일부(성형외과, 치과, 한방)가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유럽 국가들

도 소위 베네룩스 3국(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만 리병원이 없어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리

병원이 허용되어 있고, 리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느냐 여부는 

리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계약을 하게 된다. 국과 같이 국 의

료제도(NHS)를 채택한 국가도 리병원에서 NHS와 무관하여 자비 부담 

환자를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당연지정제란 의료공급자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막 기능을 하게 된다. 계약제를 허용하면 비계약병원이 고급의료와 

친절한 서비스로 건강보험과 다른 시장을 형성하여 서비스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시장의 공급자들을 긴장시키게 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에서 요양기관 계약제를 허용하면 계약 병원들은 지금까지와 다른 조건

의 경쟁자를 만나게 되어 경쟁의 부담을 갖게 된다. 즉 현재까지의 경쟁

은 건강보험에서 정해준 보험 수가라는 동일 조건을 갖는 병원끼리의 경

쟁인데, 계약제가 허용되면 수가를 병원이 자율로 책정하는 병원이 등장

하여 전혀 다른 조건의 경쟁자가 등장하게 되어 계약병원을 위협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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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계약제가 되면 계약병원은 지금과는 서비스 제공에서 달라진 

형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즉, 지금처럼 독점 시장에서 보호막 속에 있는 병원들이 새로운 환

경을 맞이하여 환자들을 비 계약병원에 뺏기지 않기 위하여 서비스 경쟁

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요양기관계약제가 공급자들의 보호막을 치울 

것이라는 점을 최근 깨닫게 된 의료공급자들은 요양기관계약제를 반 하

는 것만 보아도 당연지정제는 결코 의료소비자인 환자를 위한 제도가 아

님을 알 수 있다.33)

요양기관 계약제는 의료기관의 독점적 장벽을 허물어 제한된 범위에서

라도 경쟁을 자극하여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3. 계약제와 건강보험 붕괴 시나리오의 허구

건강보험에서 요양기관계약제를 실시하면 재벌기업이 설립한 수준 높

은 병원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고, 이어서 사립 학 병원들도 탈퇴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 건강보험에서 제 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려워지고, 마

침내는 건강보험법의 전국민 강제 가입 조항도 개정하여 의료민 화의 

길로 가게 된다는 시나리오는 허구에 불과하다.

먼저 계약제가 되어서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이 되면 이러한 

병원은 비 리법인 병원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비 계약병원

이 되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지 않고 수가를 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

33) 규제의 경제이론에서는 규제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 상자를 보
호한다는 이론이 정립되어 있음.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의료기관에 한 규제가 언
뜻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급자들을 보호하는 보호막 기능을 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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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윤을 얻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비 리법인으로 둘 수 없

으며, 반드시 리법인으로 하거나 개인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벌기

업이 설립한 병원은 현재 비 리법인이기 때문에 만약 건강보험과 계약

을 하지 않으려면 리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현행 법에서는 비 리

법인의 리법인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사립 학이 운 하는 학병원

의 리법인 전환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계약병원으로 하기는 어렵다. 

법인에 관련되는 법률을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이 문제는 의

료법인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은 용이하지 않다. 

설령 법인에 관련된 법률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과연 건강보험 환

자를 받지 않고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이 생존 가능할 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 리병원은 의료보장 적용 

병원에 비하여 수가가 거의 10배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만약 

리병원이 등장한다면 수가를 최소한 건강보험 수가의 3배 이상은 책정

해야만 의사의 임금도 더 주고, 세금도 내고, 투자자에게 배당도 하는 등 

겨우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건강보험수가의 3배 이상을 전액 

환자가 본인부담하고,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로 따로 내게 할 때 과연 국

민의 몇 %가 이러한 병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소득 상위 2% 정도

의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도 내고, 병이 났을 때 비싼 의료비를 자비 부

담하면서 리병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상위 2% 국민들이라도 중병 이

외는 거의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형 리병원이라도 환자가 

충분치 못하면 문을 닫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하기 때문에 리병원으로 전

환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리병원의 생존을 위하여 건강보험 환자를 보도록 허용하느냐는 문제

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유럽 국가들은 체로 허용하여 리병원도 건강

보험과 계약을 하면 보험수가로 진료를 하지만, 국이나 싱가포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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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라는 리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병상이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리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 공백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건강보

험 환자라도 리병원을 이용하면 전액 자비 부담으로 하고 세금은 일반 

기업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신 비 리병원은 공공병원과 같이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리병원이 환자 확보를 위하여 민간보험회사와 손잡고 건강보험의 강

제 가입조항을 선택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여 리병원의 입

지를 넓히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이 문제는 거의 소설에 가까운 시

나리오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건강권과 사회보장권을 명시하

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에 전국민 강제가입 조항은 헌법 사항이 된다. 헌법 

사항이라는 것은 건강보험 강제 가입 조항이 위헌 청구의 상이 되지 않

을 뿐 만 아니라, 강제 가입조항을 선택 가입으로 개정하는 것이 위헌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강제 가입 조항은 어떤 정부가 집권하여

도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손 될 수없는 조항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붕

괴로 인한 의료민 화론은 허구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실재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제3절 공공병원만 공공의료라는 논점

공공의료에 관한 논쟁은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면서 건강보험 의료의 이념적 성격을 고민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공공

의료기관이 생산하는 의료만을 공공보건의료로 정의하면서 혼란에 빠뜨

리게 되었다.    

공공의료기관이 생산하는 의료만 공공의료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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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사회의료보험을 시작할 때 수출주도형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

록 보험료를 임금의 3% 수준으로 낮게 책정함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포괄

성 원칙을 지키지 못하 으며, 보험수가도 원가를 보상할 수준으로 높게 

책정할 수 없었다34). 보험수가는 자본비용이 포함되도록 설계되었는데 

보험료가 낮으니 수가를 낮게 책정하여 자본비용의 보상은 불구하고 경

상운 비 보상도 되지 못할 수준이 되도록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료보장을 제도 도입 초기부터 서두르다 보니35) 의료공급의 확충이 

절 적으로 필요하 지만, 원가 보전도 안되는 낮은 보험 수가로는 의료

공급의 확충은 불가능하 다36). 

그렇다고 당시 정부의 재정이 공공병원을 건립하여 의료공급을 확

충할 여건이 된 것도 아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보험진료 수

입 외에 별도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로 선택진료제도와 상급병

실제도를 포함한 비급여를 허용하여 의료기관들이 자본 축적이 가능

한 여건을 만들어주었다. 여기에 더하여 보험 의약품의 가격정책을 고

시가 제도로 함에 따라 고시가와 실 구입가의 차액37)이 또한 의료기

34) 필자는 이와 같은 저보험료, 저급여, 저수가의 구조를 1977년 패러다임으로 정의하
음. 1977년 패러다임은 사회보장연구 18(2) “건강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에서 필
자가 처음 언급한 후 2006년 10월 19일 국가경 전략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체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논문 ‘건강보험진단(1)-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에서 건강보
험 분야에 한정된 개념으로 구체화하 으며, 2007년 11월 19일 제32회 보건학종합학
술 회의 기조강연 ‘21세기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서 의료공급체계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정립하 음  

35) 의료보험 통합은 1980년부터 제기되었는데 주된 이유가 전국민의료보험을 위한 것이었음
36)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보험수가는 관행수가의 55%선으로 원가보전이 

어려웠으나, 1990년  중반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이 1년치 보험급여비를 충당할 정도
로 많이 쌓임에 따라 1995년부터 보험수가를 두 자리 단위로 인상하기 시작하 고, 
2000년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의료계의 파업을 막기 위하여 보험수가를 폭 인상하여 
현재는 보험수가의 원가 보전률은 크게 호전되었음

37) 의료기관은 보험의약품의 구입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여 정부가 고시한 가격보다 싸
게 구입하여 유통마진을 취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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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추가적인 수입원이 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이용하여 민간의

료기관이 급성장을 할 수 있었고, 공공의료기관은 국립 학병원을 제

외하고는 선택진료, 상급병실, 비급여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민간병원

만 성장하는 꼴이 되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갖는 급여구조의 모순이 민간의료기관을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이 의료기관들38)

로 하여금 리적 행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간병원은 리적이라고 단정을 내리고 공공병원의 확충

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4)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 보고서가 공공의료와 관련된 요지를 보면 ‘한국에서는 의

사가 기업가를 겸하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보다는 경 적 판단으로 진료

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의료기관은 리추구적 경향을 가지게 되는데, 한

국 의료기관과 의사의 이러한 사회경제학적 성격이 과잉진료의 근본 원

인이 되고 의료기관 기능 중첩, 의료기관의 규모의 세성, 급성병상의 

공급과잉이 이를 악화시키고 있다. 반면 서구의 의사들은 지식인적 성격

이 강하며 기업가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35개 지방공사 의료원에 공공

보건의료 전달체계 상의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부여하고 국가중앙

의료원 산하에 ‘교과서적’인 표준진료지침을 개발, 확산하고, 국공립병원

과 보건기관에서 이러한 지침에 근거하여 진료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

문에서 교과서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민간부분의 과잉진

료를 시장기능에 따른 적정진료로 유도한다‘. 즉 공공부문에서 교과서

적 진료를 하여 민간부문을 향도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공공병원의 확

38) 민간병원만 아니라 공공병원도 환자가 있는 한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을 운 하고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학병원이외는 이러한 진료행위로 진료비가 비싸지면 환자가 줄
어들기 때문에 민간병원처럼 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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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을 주장하게 되었다. 

한편 김용익교수는 민주당이 주최한 세미나(2010. 8. 18)의 발제문에

서 민간병원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팽창할 로 팽창한 

민간병원은 성장의 한계를 직면하고 있어 질적 변화를 통하여 성장을 도

모해야 하는 상태에 도달하여 보수세력이 다음과 같은 돌파구를 찾고 있

다. 즉, 리병원(이윤추구가 자유로운 공급자 형태) 추구, 민간의료보험

( 리의료법인을 위한 추가재원 조달) 육성, 해외환자유치( 리의료법인

의 새로운 시장) 장려 등을 통하여 국민/환자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있다. 

반면 야권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은 공공재원(건강보험) - 공공공급

(공공병원 및 공익적 민간병원)의 확충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비용을 절감

하고, 수가인상, 급여확 , 본인부담인하, 수가제도의 변경이 수월할 것

이며, 보건의료서비스가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거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김용익교수의 주장은 결국 ‘공공의료론’과 ‘의료민 화론’은 같은 인식

에서 출발하는 일란성 쌍생아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에 한 인식의 결여와 건강보험 의료의 

성격을 제 로 정립하지 못한데 따른 주장으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을 간과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다행히 2012년에 개정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 으나, 제2호 및 제4호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공

공보건의료수행기관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제1호의 정의와는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법률 개정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의료민 화론과 같

은 허황한 주장이 발을 붙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건강보험 의료에 한 이념적 성격에 하여 전혀 고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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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단순하게 2000년에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공공병원이 생산하는 의료만 공공의료로 간주하다보니 의료민

화 주장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제4절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과 쟁점의 정리

의료체계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분류할 수 있다. Roemer 

같은 학자는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분류하 으며, Salloway 같은 사

회학자는 의료체계를 경제체제와 결부하여 분류하 다. 여기서는 의

료의 성격을 토 로 의료를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공공재적 접근에 의

한 체계와 의료를 일반재와 같이 경제재로 간주하는 의료체계로 구분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생각하

여 규범적 공공재로 간주하는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 

의료는 역사적으로 사적인 일반적인 재화로 간주되었던 것이 다음

의 논리적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재(규범적 차원)로 간주되었다(이하는 

이규식, 2007에서 재인용하 음). ‘의료서비스를 사회적인 재화로 간

주하게 된 기원은 17세기 국의 철학자 John Locke에 있다. Locke는 

의료란 인간의 자위적인 본능(self-preservation)을 추구하기 위한 박탈 

할 수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이며, 사람들은 자위적 본능의 자연적

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Patel and 

Rushefsky 1995). 

그러나 의료서비스가 사회적인 재화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개인의 의료비 부담문제 때문이다. 의료서

비스를 사회적 재화로 간주되는 된 것은 1942년의 Beveridge 보고서의 

발간이 계기가 되었다39). Beveridge 보고서는 의료는 지불능력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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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예방에서 재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의료를 사회적인 재화로 공식화하 다. 그리고 이 당시는 

이미 의료기술이 상당 수준 발전하여 의료서비스의 이용에 소득은 큰 장

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Beveridge 보고서가 이론적인 토 가 되어 국은 1948년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을 국 의료(National Health Service, NHS) 제도로 

바꾸어 전국민을 적용하 으며, 의료를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공공재로 

간주하고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집단주의 접근법을 강조하게 되었다

(Klein 1995). 뒤이어 1948년 12월 10일에 발표된 유엔 인권선언 제25

항에서 의료를 인간의 기본 권리의 하나라는 내용(UN 1948)을 발표하여 

국제적으로 의료를 사회적 재화로 공식화시키게 된다(Blendon, Benson 

and DesRoches 2003).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과 남아공

화국을 제외한 부분의 산업화 국가들은 의료서비스를 인간의 권리로 

인정(Patel and Rushefsky 1995)하 으며, 의료를 공공재로 간주하게 

되었다. 사회학자들은 의료서비스의 배분을 시장에 맡길 경우, 도덕적 그

리고 공리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

긴다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의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에서 

정부 통제에 의한 공급을 주장하여 공공재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하게 되었다. 사회학자로서 의료서비스가 사회적인 재화라는 주장에 가

장 앞장 선 사람은 Parsons이었다(Battistella 1997). 자본주의 시장 경

39) 비록 건강보험은 1883년 Bismarck가 도입하 지만, Bismarck는 당시 독일의 정치사
회체제의 변동없이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소득보장을 주 목적으로 사회
보험제도를 도입하 기 때문(Greβ, Gildmeister and Wasem 2004)에 질병을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음. 1883년 당시는 의료기술이 낮아 제공될 수 있는 의료서비
스가 매우 제한되어 의료보험은 상병수당 중심으로 운 되었고, 의료는 일반적인 재화와 
같이 취급하여 개인적인 권리로 간주하 음. Bismarck 모형을 토 로 한 국의 
George 형 국민의료보험 역시 의료를 개인적인 권리로 간주하 음(Klei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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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운 하는 국가에서 의료를 공공재로 간주한 것은 단지 규범적인 판

단에 기초한 것이다(Melhado 1998).

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기본

권을 보장할 책무를 갖게 된다. 의료라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국 

형(Beveridge model)과 독일 형(Bismarck model)이 있다. 국 형은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일반재정을 주요 재원으로 전국민의 의료를 보장

하는 형이고, 독일 형은 사회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전국민의 의료

를 보장하는 모형이다. 그런데 베버리지는 이와 같은 사회보장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는 포괄적 원칙(comprehensive)을 적용하여 예방에서 재활

에 이르기 까지 모든 서비스로 하되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은 최소화 하여

야 한다는 최소수준(national minimum) 원칙40)을 제시하 다. 그리고 

최소수준 이상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room을 허용하라는 것도 제

시하여 국에서 자비부담 병상이나 리병원이 등장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 다41).      

전통 경제학의 공공재 정의에 따르면,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간주하

기가 어려워진다. 전통 경제학은 공공재를 정의함에 있어서 두 가지 원

칙, 소비의 비경합성 원칙(no rivalry in consumption)과 비용 비부담

자의 비배제성 원칙(nonexcludability in consumption or high cost 

to exclude nonpaying individuals)을 내세우고 있다(Samuelson 

40) 최소수준 원칙은 연금과 같은 현금 급여에서는 쉽게 책정 가능함. ILO가 권장하는 연금
의 최소수준은  근로자가 일 할 때 임금의 40% 선은 최소한 보장하라는 것임. 그러나 
의료에서는 최소수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택진료나 특실과 같은 특별서비스는 
사회보험급여로 합당치 않다는 의미임. 그리고 최소수준은 국가의 경제력이나 국민의 
보험료 부담 의사에 따라 달라짐. 예컨  우리는 보험료 부담을 싫어하여 6인실을 최소
수준으로 하지만 미국이 사회보험을 도입한다면 1인실이 최소수준이 될 것임  

41) The State in organizing security should not stifle incentive, opportunity, 
responsibility; in establishing a national minimum, it should leave room and 
encouragement for voluntary action by each individual to provide more 
than that minimum for himself and his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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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따라서 실증적 차원에서 본다면 의료는 공공재가 될 수 없다. 이

러한 논리 기반위에 선 미국의 의료체계는 의료를 경제재로 간주하는 것

이다. 따라서 미국은 사회보장법을 1935년에 제정하여 세계에서 가장 먼

저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 지만 사회보장법에 의료

는 제외하 다. 

그러다 미국도 1965년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일부 국민에 하여 의

료보장을 하는 Medicare와 Medicaid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기본권으로

서의 의료라는 개념의 일부를 수용하 다고 하겠다(Battistella, 1997). 

최근 미국의 오바마 통령의 의료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 2014년 초부터 실시되지만 사회보험으로서의 

개념이 확립되지 못하고42) 민간보험에 한 가입을 강제화하는 형식이 

되고 있어 의료를 공공재로 간주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43). 

미국과 같은 국가는 민 의료가 지배하기 때문에 의료민 화 논리

가 성립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를 규범적 공공재로 간주하는 국

가에서는 민간병원도 건강보험의 급여를 제공한다면 모두 공공의료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체계에서 리병원 몇 개가 등장한다고 의

료민 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42) 민간보험회사는 보건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의료(standard benefit package)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보험과 매우 근접하고 있으나, 의료를 기본권 개념으
로 접근하지는 않음  

43) 미국에서는 의료를 기본권 개념으로 규범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장(Davis, 1975)과 
의료는 그 혜택이 사회 전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사적 재화
라는 주장(Frieman, 1962)이 립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합리주의 접근, 신보수주의 
접근, Neo-Marxist 접근 등의 있음(Battistell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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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공의료 및 의료민영화가 쟁점이 된 배경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에 관한 논쟁이나 의료민 화 주장이 등장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현혹하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이 있다.

  

1. 건강보험 의료의 이념적 성격 규명의 결여

 

전국민을 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의료는 그 성격이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법적 뒷받침을 받아 제공하는 공공재인데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나 정책가(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의 보건의료 기획가들은 의료에 관한 소비자의 무지(정보의 비

칭성에 기인)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면 공급자가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부 기획에 의한 생산이

나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공공재적 성격을 부여하기도 하 다

(Melhado 1998). 정보의 비 칭성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비이윤동기, 진

입장벽, 차별가격, 병원의 시혜적 진료 등과 같은 특성이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겨 둘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Melhado 1998). 의료서비스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일

반적인 재화와는 다르다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한 학자는 Arrow(1963)이

다. Arrow는 의료시장의 특성을 수요의 비정규성, 정보의 비 칭성(윤리

문제 제기), 불확실성(질병 발생, 진단, 치료), 비 리 조직이 지배하는 공

급구조를 열거하면서 의료서비스는 경쟁이론이 적용되기에는 많은 한계

가 있다고 지적하 다(이상은 이규식, 200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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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이와 같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일반적 재화로, 경쟁이론을 적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일반적 재화라는 식의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사

회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적용되었던 이론인데 이 이론을 사회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에도 그 로 적용함에 따라 불필요한 논쟁이 제

기되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 다. 건강보험 의료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을 위하여 규범적으로 공공재로 규정한 의료로 정의를 내렸다면 건강보

험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를 공공의료에서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병원의 의료라도 공공의료가 된다는 

건강보험 의료의 이념적 성격을 분명히 정의하 더라면 ‘의료민 화’와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1977년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의료의 성격에 

하여, 그리고 사회보험의 필요성 등에 하여 당시 학계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으며,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보험을 도입하고 전국민의료보장의 길로 

치달았기 때문에 의료의 성격에 한 고민을 하지 못하 던 것이다. 전국

민을 상으로 하는 사회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이유가 의료란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규범적 성격에 하여 국민들

이 동의하고 기본권 충족을 위하여 사회의료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

에 하여 고민을 한 후에 도입하 거나 도입된 후에라도 그러한 인식이 

있었더라면 오늘의 혼란이 없었을 것이다.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정부가 먼저 인식하여 정부 주도로 도입하고, 학

계에서도 산업화된 국가들로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사회의료보험제도

를 도입하니 우리도 당연히 도입하 는가 보다 하는 인식의 틀 속에서 단

지 의료는 정보의 비 칭성이나 경쟁이 어려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인식으로 하다 보니 우리나라 의료를 관치의료

로 비판하거나 의료민 화론이 등장하는 등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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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부재

  

의료민 화와 결부되어 제기되는 개념의 문제는 공공의료에 관한 것이

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결부되어 전국민을 강제 가입시키고, 건강보험 의료는 공공재(규범적 차

원)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라고 정립할 수 있으

며, 계약제를 도입하여 일부 병원을 리병원으로 민 화한다 하여도 나

라 전체의 의료체계가 결코 민 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

을 것이다. 

특히 2012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공공의

료를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를 올바르게 내려놓

고는 제2호 및 제4호에서 제1호와 다른 개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니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을 정의하는 법률 상의 모순을 저지르게 된 것도 

결국은 건강보험 의료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빚어진 결

과라 하겠다.

의료가 기본권으로 간주되어 전국민 의료보장이 이루어진다 해서 공급

까지 공공부분에서 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하겠다. 국방, 치안, 소

방이나 교육과 같은 역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공급이 타당성을 인정받

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역은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입증되기 때문

에 공공에서 공급하지 않으면 과소 공급(혹은 과소 수요)의 우려가 발생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료에 하여 외부효과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회보험을 통하여 형평적 접근이 보장된다면 공급은 효율성을 기

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의

료를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만 하느냐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Phelps, 1980). 그래서 네덜란드는 1998년을 마지막으로 공공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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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민 화하 지만(Busse, Saltman and Dubois, 2004) 의료민 화

를 하 다고 문제시 삼는 사람은 전혀 없다.  

이러한 원리로 전국민들의 의료를 국가 제도로 보장하는 유럽에서 병

원을 구분하는 것을 보면 공공병원이냐 민간병원이냐를 따지지 않고 있

으며, 민간 리병원이라도 건강보험의 질병금고와 계약을 맺어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은 공공병원과 같이 취급하여 수가의 통제, 의료계획의 적

용과 같은 규제정책이 실시되며, 혜택면에서는 세제상의 면세는 물론 자

본비용도 정부나 보험자가 제공하고 있다(Busse, Grinten and 

Svensson, 2002). 이러한 국가에서는 건강보험 의료가 공공의료이기 때

문에 굳이 공공의료를 별도로 정의하지도 않는다. 

건강보험의료의 기본적 성격에 한 이해 부재가 공공의료에 한 개

념을 잘못 정의하게 되었고, 법률에서 상호 모순되는 조항까지 버젓하게 

입법하는 무지를 빚어 오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3. 건강보험의료의 역할 미흡

  

건강보험 의료가 공공재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결부된다면 건강보험

의 급여로 제공하는 의료는 포괄성 원칙(comprehensive)과 최소수준 

원칙(national minimum)44)을 고수하여 건강보험에서 안전성과 유효

성이 입증되는 의료는 모두 제공하되 부담 능력에 맞추어 제공되는 서비

스 수준은 최소화하여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최소수준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Beveridge 보고서

에서 주장하는 별도의 room을 허용하는 자비 부담의 고급 의료도 이용

44) 최소수준 원칙(national minimum)은 제공하는 급여 범위의 최소화가 아니라 범위는 
포괄적으로 하되 제공하는 수준을 최소화하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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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채택되었어야 했던 것이다. 자비 부담의 고급 

의료 허용이란 규범적 역의 공공재로서의 의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실

증적 역의 경제재로서의 의료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급여에서 포괄성 원칙과 최소수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운 한 건강보험의 틀이 바로 1977년 패러다임이라고 하겠다. 전국

민의료보험이 달성된 이후 국민 1인당 소득이 10,000 달러에 이르고, 보

험재정이 안정되어 적립금이 1년치 보험급여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

가 되었던 1990년  중반에 1977 패러다임을 바꾸어 포괄적 급여의 원

칙을 지키도록 했어야 했다. 당시에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개선하자는 

주장(이규식, 1994)이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주장보다는 건강보험을 통합

하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보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통합 주장(김용익, 

1994)이 정치적인 힘을 얻어 통합을 추진하는 바람에 급여구조의 개혁 

시기를 놓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90년  중반에 보험료를 올리고 

건강보험 급여의 구조개혁을 하 더라면 공공의료논쟁도 의료민 화 논

쟁도 등장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만 비급여가 많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당연히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고, 기준 병실이 부족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만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 제

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의료로 생각하지 못하

고 있는데 ‘의료민 화’ 론으로 선동하니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이라 하겠다.

공공의료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제

공하는 의료라는 점을 인식하 다면 건강보험 의료가 공공의료이기 때문

에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을 제정하지 않았을 것이며, 공

공의료에 한 개념을 확실히 하 다면 ‘의료민 화’와 같은 주장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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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제6절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과제

1. 공공의료에 관한 명확한 개념 확립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민 화론과 같이 우리나

라 의료체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선동 논리가 불식되어야 한다. 의료민

화론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건강보험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 보

장 차원에서 도입된 공공재라는 의료의 이념적 성격을 명확히 천명하고 

건강보험에서의 탈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헌법적 사항이라 불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동시에 공공의료는 공공병원의 의료만이 아니라 민간병원이라도 건강

보험 의료를 제공하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

다. 다만 공공병원의 역할은 공공의료와 별개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건

강보험 의료라 하더라도 서비스의 공급을 하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적자를 내면 문을 닫아야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의료는 공급하기 어렵

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건강보험 의료라도 특정 의료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표적인 사례가 농촌지역의 산과의료이며 도시지역이라도 석선장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상과 관련된 외상 환자를 다루는 의료

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적자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공공

병원에게 공백되는 부분을 메꾸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한다는 공공의료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병원 의료를 정책의료45)로 정의하고 적자를 법으로 

45) 정책의료의 개념은 이규식(2013)에서 명확히 정의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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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할 필요가 있다. 공공병원의 이러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폐기하고 신 ‘정책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여 공공병원의 합리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보험급여의 구조개혁

공공의료 논란이나 의료민 화론이 전개된 것도 따지고 보면 건강보험 

급여에서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은 물론 많은 서비스가 비급여로 제공되어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기능을 제 로 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 

이러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급여체계를 

원칙에 부합하게 운 하여야 한다. 즉, 보험급여에서 포괄성과 최소수준

원칙을 고수하여 건강보험 서비스로 큰 어려움 없이 질병 치료에 처할 

수 있도록 급여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 정부는 4  중증 질환부터 비급여

를 없애 보장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4  중증 질환만이 아

니라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의 급여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급여를 확 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험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비급여 문제는 보험재정 차원이 아니

라 국민의료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비급여가 많으면 보험재정이 관

리되어 보험료율은 낮출 수 있으나 보장률은 낮아지고 국민의료비는 높

아지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여 비급여를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구조개혁

이 필요하다.     

보험급여 구조개혁이 이루어진 후에는 Beveridge 보고서에서 언급하

고 있는 바와 같은 사회보험에서 제공하는 최소수준의 의료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지불하는 별도의 의료를 허용

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허용하는 방안이 바로 리병원이며 이



156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것이 바로 민 의료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튼튼해 질 경우, 소수의 

리병원 허용으로 건강보험제도가 허물어질 수 없음을 국민들에게 인식

시켜야 한다. 즉, 소수의 리병원을 놓고 의료민 화로 간다고 선동하여

도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리적

이 될 수 없음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홍보하여야 한다. 의료민 화

론이나 공공의료 문제가 나오면 정부부터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일 것

이 아니라 의료민 화의 실체는 무엇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념적 

특성은 무엇이며, 일부 병원을 민 화한다고 의료체계가 전부 민 화될 

수 없음을 천명하여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유럽에서 사회보장을 실시하는 국가 가운데 베네룩스 3국을 제외하고

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리병원을 통한 고급의료를 허용하는데 우리나

라라고 이러한 의료를 굳이 제한하여 외국에 의료 외유를 하도록 방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건강형평성 제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은 의료 이용은 과다한데도 불구하고 건강

수준이 형평적이지 못하다는데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도를 

<표 3-1>에서 보면 외래에서는 이미 일본을 앞지르고 세계에서 가장 이

용을 많이 하는 국가가 되었다. 입원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의료이용도가 

높은 국가이다. 그리고 의료이용에서는 <표 3-2>와 같이 소득계층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의료이용을 자꾸 부추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의료 이용도가 소득계층간에 거의 완

전한 형평이 유지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의 접근성 제고와 같

은 정책은 이제 과감히 지양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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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일수 평균 병원재원일수

일본 13.1 32.0
한국 13.2 16.4
독일 9.7 9.3

OECD 평균 6.6 8.6
프랑스 6.8 12.6

네덜란드 6.6 5.3
미국 4.1 6.1
영국 5.0 7.3

스웨덴 3.0 5.5

1998 2001 2005 2009

2주간 외래이용 -0.0228 -0.1097 -0.0879 -0.0545
1년간 입원이용 -0.0564 -0.1857 -0.1212 -0.0251

<표 3-1> 주요국들의 외래 진료 일수 및 평균재원일수(2011)

자료: OECD Health Data, 2013 

<표 3-2> 소득계층간 의료이용의 집중지수 분석

   주: 소득계층을 10분위로 나누어 분석
자료: 이용재, 박창우(2011),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연구, 사회복지정책, 

38(1): 33-55

그러나 건강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 먼저 <표  3-3>에서 건강이 

양호하다는 주관적 인식으로 보면 소득이 낮은 층일수록 양호하다는 인

식이 약하다. 그리고 1998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양호하다는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 시계열적 비교는 조사 표본의 차이라던가, 건강을 중시하

는 태도가 강해질수록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를 자꾸 의식하여 양호하다

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 무의미하다고 보더라도 같은 연도에 소득이 낮

은 층일수록 건강이 양호하다는 비율이 낮다는 것은 건강 형평성에 문제

가 있음을 의미한다. 

건강성의 불형평은 <표  3-4>에서 소득계층별로 생활습관을 보면 두드

러진다. 소득이 낮은 층일수록 흡연율이 높고, 운동실천률도 낮은 문제가 

있다. 소득이 낮은 층일수록 건강검진수검율도 낮고 예방접종률(인플루

엔자)도 낮다, 신에 의료이용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높으며, 미치료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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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상 중하 하

1988 46.9 43.0 42.3 36.5
2005 52.7 50.1 45.8 38.9
2009 50.1 45.2 41.7 39.0
2012 38.5 36.3 31.8 27.1

상       중상 중하 하

흡연율 22.5 21.5 25.9 29.0
운동 실천률(걷기포함) 51.2 46.8 45.3 44.6

스트레스 인지율 27.9 24.9 28.5 28.6
건강검진 수검률 58.8 59.4 52.8 47.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33.0 32.0 30.4 31.7
연간 입원률 11.4 12.6 11.2 11.8

2주간 외래이용률 29.2 27.1 29.3 32.5
연간 미치료율 14.2 15.1 16.4 20.6

높다고 응답하 다.   

<표 3-4>는 소득이 낮은 층일수록 건강관리를 의료에 의존하여 의료이

용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이 부족하다는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가 건강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불과 10% 정도에 불과

(IOM, 2002; McGinnis et al, 2002)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일수록 

건강=의료 라는 인식에 사로 잡혀 건강생활 실천이 부족함을 볼 수 있다. 

<표 3-3> 소득 수준별 건강이 양호하다는 주관적 인지도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국민건강통계

<표 3-4> 소득계층별 주요 국민건강통계(2012)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국민건강통계

4. 보험진료비의 합리적 관리

  

우리나라 국민의 기 수명을 <표  3-5>에서 OECD 국가와 비교해보

면 제14위 수준에 있다. 그리고 아사망률은 세계에서 9위로 낮은 수준

에 있다. 사망지표로 따지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성과는 나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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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러나 의료이용도는 외래에서는 세계 1위, 입원에서는 2위로 높아 

이용률과 관련시키면 의료체계의 성과는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정관리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료비 비중이 OECD 국가 가운

데 낮은 편에 속하지만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만약 

의료체계에 한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보장률만 높일 

경우 의료수요의 증가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더욱 빨리 증가하여 건강보

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의료 수요의 관리, 의료공

급체계의 개혁, 건강보험 진료비 관리에서의 합리화 등의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표 3-5>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이용이 많다고 기  수

명이 높은 것도 아니며 아사망률이 낮은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하여 수요측면 및 공급측면의 다양한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의료가 아닌 건강관리에 초

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의료에 의존하는 습관을 심어준 것은 

정부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 의료 이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저소득

층일수록 의료이용이 높은 현실(〈표 3-4〉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건강관리에 힘을 쏟아야 할 보건소가 진료에 진력하다보니 주민들은 건

강관리를 의료를 통하여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제는 건

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의료가 아니라 건강생활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고 의료이용을 줄이는 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의료수

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진료일수에 한 제한을 위시하여 공급자들의 유

인수요 억제, 만성질병관리제(disease management program)의 도입

과 같은 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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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순위별 기대 수명(세) 
의료이용 국가 순위별 영아사망률

(출생아 1,000명당)외래일수(건) 재원일수(일)

일본 83 13.1 32.5 아이슬란드 2.2
스위스 82.6 4.0 10.0 일본 2.3
스페인 82.2 7.5 7.9 핀란드 2.3

이탈리아 82.0 7.0 7.6(09) 스웨덴 2.5
호주 81.8 6.5 5.9(09) 슬로베니아 2.5

이스라엘 81.7 6.2(09) 4.5 포르투갈 2.5
아이슬란드 81.0 6.3 - 체코 2.7

스웨덴 81.5 2.9 5.7 노르웨이 2.8
프랑스 81.3 7.0 12.7 스페인 3.2

노르웨이 81.2 5.2 6.8 한국 3.2
뉴질랜드 81.0 2.9 8.4
캐나다 80.8 5.5(09) -

네덜란드 80.8 6.6 -
한국 80.7 12.9 14.2

OECD 평균 79.8 6.5 8.5 OECD 평균 4.3

<표 3-5> 주요 OECD 국가들의 기대수명 및 영아사망률(2010)

   주: 의료이용은 기 수명을 나타내는 국가에 맞추어 정리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Data 2012  

의료의 공급구조를 보면 여전히 급성기 질환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공

급체계의 효율이 낮은 문제가 있다. 표적인 비효율의 사례는 몇 개월 

생존하기 어려운 말기 암환자를 급성기 병상에 입원시켜 CT, MRI는 물

론 PET-CT 까지 촬 하며, 항암치료를 위시한 치료를 통하여 환자는 환

자 로 고통스러우며, 진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당뇨와 같

은 만성질환을 조기에 관리하지 못하여 신투석에 이르게 하거나 합병증

을 초래시켜 환자 본인의 고생은 물론 보험진료비도 축내는 등의 공급체

계의 미비로 인한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의료공급체계를 만성질환

에 처할 수 있도록 통합의료체계를 구축하고 care coordination이나 

종말기 의료에 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의

사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여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조

의사(physician assistant)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간호사 제도를 공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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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업무의 적절한 위임을 통한 인력부족 문제에도 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진료에 있어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에 관한 관리체계가 엉

성하고, 신의료기술은 쉽게 법정 비급여로 인정하여 관리를 거의 방치하

고 있다.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는 최종소비자가 구매권을 갖는 것이 아니

라 의사가 구매권을 갖기 때문에 시장 경쟁은 당초부터 성립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제도로 가격을 관리하려다 보니 수요자인 의

사와 공급자인 의약품도매상이 담합하여 가격 인하기전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이규식, 김정덕, 정희정, 나 균, 2013). 신의료기술은 보험급여등

재 신청과 동시에 법정비급여로 관리하여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수가를 

책정하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보험진료비에는 향을 미

치지 못하지만 국민의료비 증가를 부채질하는 문제가 있다. 의약품, 치료

재료, 신의료기술이 보험재정이나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향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 책이 필요하다.  

5. 의료의 새로운 거버넌스 검토

  

거버넌스라 하면 협의적으로는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에 하여 책임을 

갖도록 조직 구조를 갖추고, 통제 및 관리하는 메커니즘의 과정으로 설명

할 수 있다(Savedoff, 2005).46)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건강이라는 목표

를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역사회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정부나 다른 조직체들의 시도라고 보고 있다(WHO, 2012).

거버넌스라고 한다면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협의적 개념은 지배구조 또는 협치(協治)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의의 거버

넌스란 협치보다는 협 (協營)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협의의 정의에 

46) Savedoff의 건강보험에 한 협의의 거버넌스를 의료에 확 하여 필자가 해석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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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거버넌스에서 갖추어야 할 요소로 정부의 조직 구조(organozational 

structure), 관리구조(management structure), 정부의 지도 감독

(government supervision)을 들 수 있다(Hsiao, 2007).47)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라고 하면 협의의 개념에만 몰두하여 

조직체계의 개편 등에 치중하 다.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을 광

의적으로 정의하면 보건의료에서의 정책 목적인 국민의 건강수준의 향상

(good health)을 위해서는 정부 부문 외에 민간과 시민단체 등을 동원하

여 의료이용자 및 의료공급자들을 움직여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면서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즉 국민 건강과 관련

되는 모든 조직들을 동원하여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정책 효과를 최 화하는 협 (協營)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

요하다(이규식, 김정덕, 정희정, 나 균, 2013). 

특히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의료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

관, 사회적 환경 요인이 의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분

야의 노력이 필요하다. 21세기는 지식사회가 되어 힘이나 권위가 더 이상 

정부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지각있는 시민, 양심적인 기업, 여러 조직

체나 전문가들이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WHO, 2012). 

지금까지의 거버넌스는 협의적인 조직체계에만 주로 매달렸기 때문에 

국민보건과 관련되는 일에 하여 협 을 한 것이 아니라 계층적인 관료

주의 명령체계에 의존하 다. 그러다 보니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여러 이

해자(stakeholder)들을 이해시키고 정책에 협력을 얻지 못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책이 수립 집행되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을 거

두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었다. 

정책의 실효적이지 못함에 따라 의료이용률은 세계적 수준이 되었고, 

47) 이 요소도 건강보험에 한 것을 의료로 확 하여 필자가 적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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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료비와 관련해서는 공급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급자들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명령적인 규제만 하다 

보니 공급자들은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여 규제

가 무력화되고, 보험진료비만 증가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제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집행에 있어 국민 건강과 관련을 맺는 모

든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고, 전문적인 능

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 운 의 틀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빈틈

없는 거버넌스(smart governance)’를 위하여 정부가 전략적으로 갖추

어야 할 요소로는 협력(collaboration), 참여(engagement), 규제와 설

득(a mixture of regulation and persuasion), 독립적 기구와 전문적 

조직(independent agencies and expert bodies), 적응성 있는 정책, 

탄력적인 구조와 통찰력(adaptive policies, resilient structure and 

foresight)이라 할 수 있다(WHO, 2012).

보건의료정책에서 시민사회, 민간부문(특히 민간의료기관, 의약품 및 

치료재료 공급자 등), 언론매체 등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창조적 동반자 

관계(innovative partnership)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지각있는 시민

(informed citizen)의 참여를 통하여 건강을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내 스

스로 관리한다는 의식을 심어야 하며, 세계적인 관점(global per-

spective)의 협력도 필요하다. 민간보험 중심의 미국에서의 의료비 절감

에 한 성공적 사례가 유럽에서 관심을 갖고 채택되는 시 에 살고 있

다. 외국에서 성공한 의료비 절감 사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

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응성있는 정책을 통한 국민의료

비 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의료공급자들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

다. 만성질환 중심으로 질병구조가 바뀌어 졌으면 의료체계도 그기에 상

응하게 바뀌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급성질환에 부합하는 의료체계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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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전문성의 부족과 의료공급자에 한 설득 부족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새로운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

으로는 불가능하며, 의료인단체를 위시한 이익단체, 시민단체, 일반 기업

이나 근로자 조직 등의 협력이라는 협  구조의 확립이 절  필요함을 인

식하여야 한다.

제7절 소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민 화 문제’와 ‘공공의

료 문제’에 관하여 국민들의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정부의 새로운 의료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민단체나 의료공급자들이 ‘의료민 화론’으로 때로는 

‘공공의료 붕괴론’으로 정책의 집행을 가로막아 우리 의료체계를 1977년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모습에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문제에 한 해결책은 건강보험 의료의 이념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

하는데 있다. 건강보험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규범적 공공재라

는 사실에 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건강보험제도는 결코 붕괴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 의료가 절 로 민 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

다. 그리고 공공의료를 공공병원이 생산하는 의료로 오해할 수 없게 되

며, 수 개의 리병원이 등장하여도 민 화로 갈수 없으며, 건강보험 의

료가 공공의료라는 믿음이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병원 건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제고하여 공공

의료를 더욱 튼튼히 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싱가포르는 1983년 의료개혁을 단행하여 병원의 20%를 민간 리병

원으로 허용하 고, 네덜란드는 공공병원을 효율성 문제로 1998년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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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모두 민 화하 으나 싱가포르나 네덜란드에서 의료민 화가 

되어 의료보장제도가 붕괴되었다고 국민을 선동하는 비판가는 전혀 없

다. 

우리도 건강보험 의료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건강보험의 급여구조

를 개혁하여 더 이상 ‘의료민 화’나, ‘공공의료’의 붕괴와 같은 소모적 

논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을 의료에 의존하

는 국민 의식의 개혁, 의료공급체계의 개혁 그리고 의료에 한 거버넌스

를 새롭게 정의하여 우리 의료체계가 21세기의 지식사회에 부합하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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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삼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인구는 출산, 사망 및 국제이동의 인구학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인구학적 요소들이 제 사회현상의 향을 받으며, 사회현상 역시 인구 변

화에 의해 향을 받는다. 인구가 개인의 집합체라면, 가구는 혈연관계 

등을 기초로 구성되는 인구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구는 저출산, 고령

화 등의 인구현상의 변화에 의해 향을 받는다. 복지는 인구 및 가구 변

화와 매우 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복지는 물론 

미래의 복지의 수요와 공급을 탐색하고 전망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있어서 인구와 가구에 한 전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1절 인구 변화

1. 인구규모

총인구는 1960년 2,501만 명이었으나 반세기가 지난 2012년에는 두 

배인 5,000만 명으로 증가하 다. 최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추계되었다. 이후 총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는 4,396만 명

에 이를 전망이다. 2060년 인구는 최 인구에 비해 820만 명이 작다. 인

구 변동의 방향이나 속도는 시기별로 상이하다. 1960년 와 1970년  

및 1980년  초반(1983년까지)에는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1.5%~3.0%

로 높았으나 1997년부터는 1.0% 미만으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인구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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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1960~1983)에 인구는 연평균 약 65만 명씩 증가하 으나, 인구저

성장기(1997~2013)에는 연평균 28만 명씩 증가한데 그쳤다. 향후에도 

저성장 추세가 계속되어 2014~2030년 기간 동안 인구는 연평균 약 11

만 명씩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감소기(2031~2060)에는 마이너스 성장

률이 지속되어 연평균 약 27만 명씩 감소할 전망이다.

2. 인구구조

인구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연령이다. 연령에 따라 출산, 사망 및 국

제이동의 인구학적 행태가 다를 뿐 아니라 노동력 공급 등 사회경제적 역

할과 보건·복지 등에 한 수요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인구구조는 

세 연령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

(15~64세) 및 노인인구(65세 이상)가 해당된다. 

현 사회에서 돌봄(보육) 상과 학령인구(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인 

유소년인구는 장기간 출산율 감소에 따라 1972년 1,386만 명을 정점으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 720만 명으로 그리고 2060년에 447

만 명으로 추계되었다. 2060년 유소년인구는 1972년 최  유소년인구의 

32.3%, 2013년 기준 유소년인구의 60.7%에 불과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는 노동력의 주 공급원으로서 1960년 1,370만 명에서 

2014년에 3,68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베이비붐세  등 고출산시기에 태어난 인구들이 생산가능 연령층에 계속 

진입했으며,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생산가능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의 향으로 인하여 생산

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고, 이후 급

격하게 감소하여 2020년에 3,656만 명, 2060년 2,187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206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3년 생산가능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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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에 불과할 것이다.

노인인구는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적 및 정신적 노화의 진행 등으로 인

하여 보건과 복지의 수요가 가장 큰 연령집단이다. 이러한 노인인구는 고

출산 시기에 태어난 인구가 계속해서 노년층으로 진입한데다가 평균수명

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데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 다. 1960년에 노인인구

는 73만 명에 불과하 으나 2010년에는 545만 명으로 약 7.5배에 이르

렀다. 노인인구는 2013년에 614만 명으로 600만 명 에 진입하 으며, 

2017년에는 700만 명  그리고 2020년에는 800만 명 로 진입할 예정

이다. 즉, 3년 혹은 4년마다 노인인구는 1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베이비붐 세  등 고출산 시기에 태어난 인구가 2020년부터 노년

층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노인인구는 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여 2049년에

는 1,800만 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이며,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60년

에는 1,762만 명으로 전망된다. 

〈표 4-1〉 연령대집단별 인구 추이와 전망, 1960~2060

(단위: 만명)  

총인구
연령집단별 인구 규모(만명) 연령집단별 인구 구성(%)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노인
인구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노인
인구

1960 2,501 1,059 1,370   73 42.3 54.8  2.9 
1970 3,224 1,371 1,754   99 42.5 54.4  3.1 
1980 3,812 1,295 2,372  146 34.0 62.2  3.8 
1990 4,287 1,097 2,970  220 25.6 69.3   5.1 
2000 4,701  991 3,370  339 21.1 71.7  7.2 
2010 4,941  798 3,598  545 16.1 72.8 11.0 
2014 5,042  720 3,684 639 14.3 73.1 12.7 
2020 5,144  679 3,656  808 13.2 71.1 15.7 
2030 5,216  658 3,289 1,269 12.6 63.1 24.3 
2040 5,109  572 2,887 1,650 11.2 56.5 32.3 
2050 4,812  478 2,535 1,799  9.9 52.7 37.4 
2060 4,396  447 2,187 1,762 10.2 49.7 40.1 

 주: 1960~2010년은 실측치이며, 이후 2060년까지는 중위가정의 추계치임.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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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노인인구의 상 적 비율을 

보면, 유소년인구 비중은 1960년 42.3%로 아주 높았으며, 생산가능인구

는 54.3%, 노인인구는 2.9% 다. 유소년인구 비중은 저출산현상 지속으

로 2010년 16.1%로 낮아졌으며, 이후에도 2014년 14.3%, 2030년 

12.6%, 2052년 9.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유소

년인구 감소, 다출산 인구의 생산연령층 진입 등의 향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2년에 73.1%로 정점에 도달했으나, 장기적인 저출산현상의 

향으로 2022년부터 60% , 2035년부터 50% , 2060년부터 50%미

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인인구 비중은 1960년 2.9%에서 2012년에 

12% 로 진입하 으며, 2018년에는 14%(고령사회), 2026년 20.8%(초

고령사회), 2060년에 40.1%로 높아질 전망이다. 노인인구 비중이 

1960~2010년간의 지난 반세기 동안 8.1%포인트가 높아졌던 반면, 

2010~2060년간의 향후 반세기 동안에는 29.1%포인트가 높아질 전망

이다. 이는 향후 인구고령화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에 비해 약 3배 빠른 속

도로 진척될 것임을 의미한다. 요컨 , 인구고령화 수준과 더불어 인구고

령화 속도 역시 보건·복지를 포함한 한국사회 전반에 지 한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 증가가 보건·복지 수요에 미치는 향은 전체 규모뿐만 아니

라 그 구조 역시 매우 지 할 것이다. 미래 노인세 는 보다 건강하고 교

육수준도 높아 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전기노년층

(65~74세)에 국한되고 중기노년층(75~84세)과 후기노년층(85세 이상)

은 여전히 경제적,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의존적인 성향이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들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중기와 후기 노년층이 절 적으로나 상 적으

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전기노년층은 2000년 230만명에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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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만 명, 2018년 417만 명, 2039년 809만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다. 중기노년층은 2000년 92만 명에서 2014년 

212만 명, 2018년 252만 명, 2060년 2049년 695만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후기노년층은 2000년 17만 명에 불과하 으

나, 2014년 51만 명, 2018년 70만 명, 2060년 448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39년부터는 전기 노년층에 비해 중기노년층과 

후기노년층과의 합이 더 많아질 것이다. 요컨 , 노인인구의 고령화가 급

격하게 진척되면서 노인인구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보건·복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노년층의 연령구조 변화를 반 하

여야 할 것이다.       

  

〈표 4-2〉 노인인구의 고령화 추이와 전망, 2000~2060

(단위: 만명, %)

노인인구(만명) 연령별 구성비(%)

계
전기노년

(65~74세)
중기노년

(75~84세)
후기노년

(85세 이상)
계

전기노년
(65~74세)

중기노년
(75~84세)

후기노년
(85세 이상)

2000 339 230 92 17 100.0 68.0 27.1 4.9 
2010 545 340 168 37 100.0 62.4 30.8 6.8 
2014 639 376 212 51 100.0 58.8 33.2 8.0 
2020 808 465 262 81 100.0 57.6 32.4 10.0 
2030 1,269 762 376 132 100.0 60.0 29.6 10.4 
2040 1,650 806 636 208 100.0 48.9 38.5 12.6 
2050 1,799 734 695 370 100.0 40.8 38.6 20.6 
2060 1,762 664 650 448 100.0 37.7 36.9 25.4 

 주: 2000~2010년은 실측치이며, 이후 2060년까지는 중위가정의 추계치임.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KOSIS). 

3. 인구부양비

인구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절 적 규모보다 생산가능인구와 유소년인

구에 비해 노인인구의 규모가 상 적으로 커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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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상 적인 개념을 가지는 인구학적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가 유

소년인구와 노년인구를 부양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유소년부양비는 생

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여야 할 유소년인구의 규모를 의미하며, 노년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여야 할 노인인구의 규모를 의미

한다. 총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합한 개념으로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하여야 할 유소년인구와 노인인구의 규모를 의미한다. 

유소년인구가 1972년 이래 급격하게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

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소년부양비는 빠르게 낮아져 왔다. 그러나 생산가

능인구 역시 2017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함에 따라 유소년부양비는 향후 

18~20%(생산가능인구 100명당 20명 정도의 아동을 부양하여야 함을 

의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에 따라 최근에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피부양 노인인구의 규모는 1960

년 약 5명에서 2000년 약 10명으로 그리고 2010년에는 약 15명으로 증

가하 다. 노년부양비가 1960~2000년 간 5명이 증가한데 비해 

2000~2010년간의 짧은 기간에 5명이 추가로 증가하여 노년부양비가 빠

르게 상승하 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8년만인 2018년에 

다시 5명이 증가한 20명으로 높아지고, 특히, 2017년부터는 노년부양비

가 유소년부양비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

는 베이비붐세  등 상 적으로 고출산 시기에 태어난 인구의 노년층 진

입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높아져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57.2명, 2060년에는 80.6명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짊어진 부양부담은 과거에 유소년부양비에 주로 기인

하 다면, 미래에는 주로 노년부양비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부양

비는 1960년 82.6으로 아주 높았으나 저출산현상 지속으로 인한 유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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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 감소에 힘입어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2년 36.8로 최저점에 이르

렀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년부양비가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초

저출산율의 장기적 추세에 따라 유소년부양비의 감소폭이 노년부양비의 

증가폭을 초월하 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노년부양비의 

증가폭이 유소년부양비의 감소폭을 초과하고(특히 2017년부터 노년부양

비가 유소년부양비를 상회하기 시작) 2020년부터 베이비붐세  등이 노

년층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총부양비는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에 이르러서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약 40명(노인 22명, 유소

년 18명)을 부양하고, 2040년에는 77명(노인 57명, 유소년 20명)을 부

양하여야 하고, 2060년에는 자신들보다 많은 101명(노인 81명, 유소년 

20명)을 부양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1〕 인구학적 부양비

주: 1) 1960~2010년은 실측치, 이후 2060년까지는 중위가정의 추계치임. 
 2) 유소년부양비=유소년/생산가능인구*100
 3) 노년부양비=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100
 4)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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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구 변화

1. 가구 규모

가족(family)은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 및 손자녀 등 혈육들로 이루어지

는 집단이다. 이러한 가족은 결혼(분가), 해혼(이혼, 별거), 사망, 이동 등

으로 분리되므로 현실적으로 원(原)가족을 추적하여 통계로 파악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다.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으

로서 가구(household)는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복지 수요, 주택 

수요 등을 파악하는데 더 유용하며, 무엇보다도 통계적으로 파악이 가능

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족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는 가구 통계를 이

용하고 있다.   

총가구수는 1990년 1,135만에서 2010년 1,734만으로 증가하 으

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35년 2,226만 가구로 전망된다. 1인 가구

는 1990년 102만에서 2035년 763만 가구 그리고 2인 가구도 1990년 

157만에서 2035년 758만 가구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3인 가구는 

1990년 216만에서 2030년 약 438만 가구까지 증가 후 감소할 전망이

다. 4인 가구는 2000년 451만 가구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5년에 219만 가구로 전망된다. 5인 이상 가구는 2014년 119만, 

2035년 55만 가구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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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가구원수별 가구 수 추이와 전망, 1990~2035

(단위: 만 가구, %)

전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1990 1,135 102 157 216 335 325 
1995 1,296 164 218 264 411 238 
2000 1,451 226 277 303 451 195 
2005 1,589 317 352 333 429 158 
2010 1,734 414 421 370 390 140 
2014 1,846 489 484 394 360 119 
2020 1,988 588 576 419 313 93 
2025 2,094 656 652 432 277 77 
2030 2,172 709 716 438 245 64 
2035 2,226 763 758 432 219 55 

 주: 1990~2010년은 실측치(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이후 2035년까지는 추계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KOSIS). 

이러한 추이에 따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9.0%에서 2014년 26.5%, 2035년에는 34.3%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2

인 가구 비율 역시 1990년 13.8%에서 2014년 26.2%, 2035년 34.0%로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3인 가구 비율은 장기적으로 다소 낮아지지만 

체적으로 2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4인 가구 비

율은 1995년부터 그리고 5인 가구 비율은 이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9.5%와 6.5%, 2035년에는 9.8%와 2.5%까지 각각 낮아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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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비 추이와 전망, 1990~2035

 주: 1990~2010년은 실측치(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이후 2035년까지는 추계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KOSIS). 

가구증가율은 인구증가율에 비해 항상 높게 나타나는데, 1~2인 가구의 

증가가 주도하고 있다. 5인 이상 가구는 이미 1990~1995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4인 가구는 2000~200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

다. 3인 가구도 장기적으로 2030~2035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1~2인 가구는 인구 감소가 시작하는 2030~2035년에도 증가

할 전망이다(참고로 통계청에서는 2035년까지 가구를 추계하 는데, 인

구 감소가 어느 정도 진행하면 1~2인 가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구 유형

가구유형별로 보면, 부부가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1세  가구는 

1990년 122만 가구에서 2010년 303만 가구로 증가하 으며, 이러한 증

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되어 2035년에는 556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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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현상으로 인하여 무자녀(childless) 가구가 증가하는데다가 기 수명

의 상승에 따라 부부여명이 길어지면서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베이비붐세 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 이후에는 노인부부가구 수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세  가구는 1990년 753만 가구에서 2010년 889만 가구로 증가하

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35년에는 799만 가구로 나타날 전망

이다. 이러한 추이는 최근까지 부부 또는 부부 중 한명과 미혼자녀로 구

성되는 핵가족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2세  가구는 저출

산현상의 장기간 지속으로 인하여 가임기 인구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결

혼이 감소하면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 역시 감소할 것이

기 때문이다. 이는 더 이상 핵가족화가 진전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3세  가구는 1990년 133만 가구에서 2010년 106만 가구로 감소하

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향후에도 지속되어 2035년에 85만 가구에 이

를 전망이다. 4세  이상 가구는 1990년에 4만 가구에서 2010년 약 1만 

가구까지 감소하 으며, 향후에도 계속 감소하여 2035년에는 5천 가구 

미만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확 가족의 감소 추이는 과거에는 핵

가족화에 의해 향을 받은 바가 컸으나, 향후에는 핵가족화뿐만 아니라 

무자녀가구나 젊은층의 독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세  이상의 

가구 형성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1인 가구는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비친족

가구는 1990년 17만 가구에서 2005년 23만 가구로 증가하 으나, 이후

에는 20~24만 가구 사이에서 변동할 전망이다. 결국 과거에 핵가족화로 

인한 가구 분화에 힘입어 가구수가 급격한 증가하 다면, 미래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구 분화로 인해 가구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인

구증가율 둔화에 따라 가구증가율 역시 둔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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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가구유형별 가구 추이와 전망, 1990~2035

(단위:  만 가구, %)

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이상 1인가구 비친족가구

1990 1,135 122 753 138 4 102 17 
1995 1,296 164 820 127 3 164 18 
2000 1,431 203 870 118 2 222 16 
2005 1,589 257 881 109 2 317 23 
2010 1,734 303 889 106 1 414 20 
2014 1,846 347 886 101 1 489 22 
2020 1,988 415 867 93 1 588 24 
2025 2,094 475 849 89 1 656 24 
2030 2,172 526 826 87 1 709 23 
2035 2,226 556 799 85 0 763 22 
구성비

1990 100.0 10.7 66.3 12.2 0.3 9.0 1.5 
1995 100.0 12.7 63.3 9.8 0.2 12.7 1.4 
2000 100.0 14.2 60.8 8.2 0.2 15.5 1.1 
2005 100.0 16.2 55.4 6.9 0.1 20.0 1.4 
2010 100.0 17.5 51.3 6.1 0.1 23.9 1.2 
2014 100.0 18.8 48.0 5.5 0.1 26.5 1.2 
2020 100.0 20.9 43.6 4.7 0.0 29.6 1.2 
2025 100.0 22.7 40.5 4.3 0.0 31.3 1.1 
2030 100.0 24.2 38.0 4.0 0.0 32.7 1.1 
2035 100.0 25.0 35.9 3.8 0.0 34.3 1.0 

 주: 1990~2010년은 실측치(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이후 2035년까지는 추계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KOSIS). 

앞서 1인가구와 1세 가구의 증가는 주로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

구(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부부가구)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

다. 실제 노인1인가구는 1990년 19만 가구에서 2010년 107만 가구로 

증가하 으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35년에는 343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노인1인가구가 전체 1인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8.9%에서 2014년 26.9% 그리고 2035년에 45.0%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부부가구는 1990년 23만 가구에서 2010년 105만 가구로 증가하

으며, 2035년에는 29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부부

가구가 전체 부부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24.3%에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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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그리고 2035년에 57.8%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1인가구의 증

가속도가 노인부부가구에 비해 상 적으로 빨라 2010년부터는 노인1인

가구가 노인부부가구를 상회하기 시작하 다. 

노인들로만 구성된 가구 즉,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합은 노인

단독가구로 지칭된다. 노인단독가구는 1990년 42만 가구에서 2010년 

211만 가구로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635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 노인단독가구가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3.7%에서 

2010년에는 1/10을 초과한 12.2%로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1/4를 

초과한 28.5%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4-5〉 노인부부가구와 노인1인가구 추이와 전망, 1990~2035

(단위:  만 가구, %)

노인단독가구
총가구중 
노인단독

전체 
1인가구

총1인가구중
노인1인가구

전체부부
가구

총부부가구중
노인부부가구계

노인부부
가구

노인
1인가구

1990 42 23 19 3.7 102 18.9 94 24.3 
1995 73 38 35 5.6 164 21.3 140 27.2 
2000 112 57 54 7.8 222 24.4 177 32.5 
2005 161 83 78 10.1 317 24.7 226 36.6 
2010 211 105 107 12.2 414 25.7 267 39.1 
2014 255 123 132 13.8 489 26.9 308 40.1 
2020 331 157 174 16.7 588 29.7 370 42.4 
2025 428 203 225 20.4 656 34.3 426 47.6 
2030 535 253 282 24.7 709 39.8 476 53.3 
2035 635 292 343 28.5 763 45.0 505 57.8 

 주: 1) 1990~2010년은 실측치(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이후 2035년까지는 추계치임. 
      2) 노인부부가구는 부부가구 중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배우자의 연령은 고려하

지 않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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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단독가구의 고령화

노인단독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보건의료분야는 물론 안전 등에서도 다

양한 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노인단독가구에 거주하는 노

인의 고연령화로 인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1인가구의 연령  중 80

 이상 비율은 2000년 5만 가구(8.0%)에서 2010년 12만 가구(11.3%)로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39만 가구(13.3%)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부부가구는 모든 가구주의 연령별로 증가할 것이다. 고연령층일수

록 증가 속도가 빨라 가구주 연령 별 분포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나

타난다. 구체적으로 가구주가 65~69세인 노인부부가구가 전체 노인부부

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만해도 45.9%(26만 가구)로 거의 절반

을 차지하 으나, 2010년 35.7%(37만 가구)로 낮아졌으며, 2035년에는 

34.6%(86만 가구)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가구주가 70 와 80  이상

인 노인부부가구는 다소의 불규칙성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

다. 가구주가 70~74세인 노인부부가구는 2000년 17만 가구(29.3%)에

서 2035년 101만 가구(34.6%) 그리고 가구주가 75~79세인 노인부부가

구는 동 기간 10만 가구(16.8%)에서 66만 가구(22.5%)로 증가할 전망이

다. 가구주가 80  이상으로 높은 노인부부가구는 2000년 5만 가구

(8.0%)에서 2010년 12만 가구(11.3%)로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39만 

가구(13.3%)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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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노인단독가구 가구주 연령분포 추이와 전망, 2000~2035

(단위: 만가구, %)

노인1인가구 연령분포(%) 노인부부가구 가구주 연령분포(%)

합계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세
이상

합계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세
이상

2000 100.0 34.6 31.0 21.4 9.3 3.7 100.0 45.9 29.3 16.8 6.2 1.8 

2005 100.0 30.0 30.3 22.8 12.2 4.7 100.0 42.2 32.1 16.4 7.2 2.2 

2010 100.0 25.6 28.1 24.6 14.7 7.0 100.0 35.7 32.7 20.3 8.2 3.1 

2014 100.0 23.3 24.7 24.8 17.7 9.5 100.0 33.7 31.7 21.2 9.4 4.0 

2020 100.0 23.7 20.8 22.6 20.0 12.9 100.0 34.0 30.7 21.4 9.7 4.2 

2025 100.0 26.1 19.9 20.8 18.5 14.7 100.0 35.3 29.9 19.9 9.8 5.2 

2030 100.0 23.3 21.7 21.3 18.5 15.2 100.0 38.1 30.2 18.0 8.1 5.5 

2035 100.0 19.5 19.2 25.0 20.3 16.2 100.0 34.0 35.0 18.4 7.4 5.2 

 주: 1990~2010년은 실측치(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이후 2035년까지는 추계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KOSIS). 

〔그림 4-3〕 노인1인가구 연령분포 〔그림 4-4〕 노인부부가구 가구주 연령분포

자료: <표 4-6>과 동일 자료: <표 4-6>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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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1절 서론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2012년의 선이 끝난 후 1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복지에 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논쟁이 불

붙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복지수준이 OECD 회원국들 중 최하위권

에서 머물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적 역량이나 소득 수준에 비해 복지에 

한 투자는 뒤처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12년 선 이후 지금까지 진

행된 복지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한국적 현실에 한 분명한 진단에 기반

을 두어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보

니, 복지에 한 논의는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등과 같은 공짜 시리즈

로 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복지혜택의 확 를 

바라지만,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 

때문에 증세에 한 사회적 합의 없이 복지를 확 하는 일은 단기적으로

는 정치적 지지를 확 하는데 기여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재앙을 불

러올 수도 있다.  

사실상 보편적이고도 바람직한 복지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나라

가 처한 사회적, 시 적 상황에 비추어 논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럽

의 복지국가들은 오래 지속된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해 그동안 운 해 온 

복지모델의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고전적인 노령연금과 건강보험 중

사회의 질 비교를 통해 본 한국형 
복지모델: 독일 스웨덴 복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본인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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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복지모델에서 탈피해 연금수령 연령을 높이고, 실업급여 수령자에

게는 직업교육과 구직활동을 의무화하는 등의 댓가를 요구한다.  또한 건

강보험에 한 개인부담을 늘리고 개인의 자립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럽에서의 복지국가에 한 비판론이 한국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유컨  복지지출이 사회적으

로 허용 가능한 극 치에 도달한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의 논란은, 이제 

복지지출을 본격적으로 늘려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

아야 하는 좋은 사례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의 현재 선택

과 같이 복지를 축소하고 유연성을 확 하는 일은 전혀 한국적 맥락에 맞

지 않는다. 한국은 오랜 역사를 지닌 유럽의 복지국가들과는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의 복지논쟁을 그 로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 매우 

힘든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체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

해야 한다.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인구프리미엄, 즉 경

제활동 가능 인구가 유아나 노인과 같은 피부양 인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

에 생겨난 경제적 활력을 매우 빠른 속도로 소진시킨다. 조만간 노인인구

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경제활동인구에게 지워지는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형 복지모델을 정교하게 디자인

하고 실행하기 위해 남아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저성장과 그에 따른 양극화의 추세이다. 이미 한국경제는 신

흥공업국의 지위를 벗어났으며, 급속한 정보화와 세계화의 향으로 부

문간, 기업규모간, 그리고 내수와 수출부문간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

다. 산업과 생산 부문에서의 양극화는 소득계층간의 양극화를 낳는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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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와 80년  한국은 만과 더불어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매우 

평등한 소득분배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인 나라들로 손꼽힌 바 있다. 그

러나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평등한 고도성장은 기 하기 힘들다. 그리고 

점차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에 따르면, 설문조사로 산출되는 통계청의 ‘가계소득’ 자료 신 국세청

이 축적한 납세소득을 토 로 계산한 결과 계층간 분배상황을 보여주는 

지니(Gini)계수는 2011년 기준 0.3734로서 통계청의 공식수치인 

0,3304보다 0.043포인트나 높았다. 이것도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는 하

위 30% 계층이 빠진 것을 감안하면 실제 불평등수준은 더 나쁠 수 있다

고 지적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세금에 의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매우 낮기 

때문에, 향후 사회갈등의 소지가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재진, 

2013). 성숙단계에 들어선 경제로 인한 저성장 추세는 향후 근본적으로 

바뀌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증가하는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과감한 소득재분배정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증

세를 통한 세원확보와 공공복지지출의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세 번째는 이러한 증세와 복지지출확 를 가능케 할 사회적이고 정치

적인 인프라의 건전성 여부이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에 한 기존의 소개

는 체로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치경제 시스템이 가지는 높은 효율성과 

장점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받아들일 경우에 생길 여러 가지 장점들에 

해 주목하 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북유럽의 복

지국가들과 같은 높은 수준의 제도적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체로 고부담 고혜택의 복지국가 모델은 이러한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정책적 개입을 가능케 하는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 역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수준이 따라주지 않으면,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함

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재분배효과나 사회전반의 높은 수준의 생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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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되기 힘들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할 때, 한국형 복지모델을 구체

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식적 제도와 시민역량의 차원에서 한국이 처한 

위치가 어떠한지에 해 OECD의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을 역설하고자 한다. 특히 스웨덴과 독일과 같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화

한 복지국가들과, 최근의 세계적 경제위기상황에서 재정위기로 파탄에 

이른 남유럽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

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제2절 사회의 질 논의와 수정 

1. 사회의 질 논의

2008년 유럽의 재정위기를 전후하여 여러 나라들이 보여준 위기 처

능력이나 회복탄력성은 서로 달랐다. 독일은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

을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고용률도 70% 이상을 

달성한 반면,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경제위기가 정치적 위기와 사회적 위

기로 확산되어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한국과 비해볼 때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훨씬 높은 수준의 복지지출을 하는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장덕진 외,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준의 복

지지출이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체제효율성을 극 화하는데 기여한 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는 위기를 초래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사회의 질(social quality)에 한 분석에서 그 원인을 찾

고자 한다 (Beck et al, 1997; 2001). 본래 ‘사회의 질’은 1990년  중

반 이후 유럽의 학자들이 제안한 개념으로서, 개인수준의 삶의 질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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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회 수준의 관계의 특성을 의미한다. 즉, ‘한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

들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경제적이고 문

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바꾸어 표현한다면, 사회의 

질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다양한 집합적 정체

성이 상호 긴장을 유지하되, 균형을 유지할수록 높아지며, 한편으로 개인

의 생애사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이 서로 보완적일수록 높아진다. 행위자

와 구조를 가르는 축과 체계의 조직화된 공식성과 친 한 비공식적 세계

를 가르는 축을 교차하여 드러나는 다양한 역들에서의 사회적 조건이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van der Maesen, 

2001; 2005; 이재열, 2007). 사회의 질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토

가 되는 모두 네 가지의 구성요소들(constitutional factors)로 이루어

지는데, 1) 자원(resources) 2) 연 감(solidarity) 3) 접근과 참여

(access and participation) 4) 역능화(enabling) 등이 그것이다. 각 구

성요소들에 향을 미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지표로 구

성될 수 있다. 

  1)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적, 환경적 자원 등에 접근가능한가를 보여주

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2) 그 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에 기반

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회적 응집성 

  3)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접근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사회적 포용성 

  4) 개인의 역량과 능력발휘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얼마나 북돋워지는가

를 보여주는 사회적 역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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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준의 발전

안전사회/
위험사회

사회경제적 안전성 
(Socio-Economic Security)

사회적 응집성
(Social Cohesion)

신뢰사회/
불신사회

체계/제도 공동체/집단
조직

사회적 포용성 
(Social Inclusion)

사회적 역능성
(Social Empowerment)

생활세계

포용사회/
차별사회

활력사회/
무기력사회

개인수준의 발전

〔그림 5-1〕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들 (EFSQ 모델)

이러한 네가지 차원의 지표들을 종합하면 새로운 공동체의 척도로서 

사회의 질을 지수화(composite index of social quality)할 수 있을 것

이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람직한 복지사회는 사회의 질이 높은 사

회인데, 위험한 사회보다는 안전한  사회를, ‘불신사회’가 아닌 ‘신뢰사회’

를, ‘배제사회’가 아닌 ‘포용사회’를, 그리고 ‘무기력한 사회’가 아닌 ‘활력

있는 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첫째, 사회경제적 안전 개념은 폭넓게 정의하자면 사회의 질을 확보하

기 위한 기본 토 가 되는 조건으로서 인간적 삶을 위한 물질적 환경적 

자원을 사회적인 수준에서 제 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빈곤, 질병과 재해, 실업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포괄

한다. 이러한 기초적 욕구들이 충족되는 사회가 ‘안전사회’라면, 그렇지 

못한 사회를 우리는 ‘위험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객관적 차원의 ‘안

전과 위험’은 주관적 차원에서는 ‘안심과 불안’에 응한다. 그리고 일자

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

는 점에서 일자리는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치명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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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적 응집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하는 사회적 결속과 연 감을 측정하는데 

중요하다. 연 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신뢰의 수준, 그리고 사

회의 제도나 기관에 한 신뢰의 수준, 이타심, 시민적 참여의식, 다원주

의와 관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연 감과 일반화된 신뢰에 기반

을 두어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사회, 그래서 사회적 응집력이 유지되

는 사회를 ‘신뢰사회’라고 한다면, 서로 공유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사회

적 규범의 일관성과 포괄성이 지지되지 않으며, 집단간에 이기적 경쟁만

이 존재하는 해체된 사회를 ‘불신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적 맥락

에서는 특수주의적인 연고관계에 바탕을 둔 신뢰를 넘어서 보편적인 신

뢰, 그리고 사회규칙의 보편성과 투명성에 한 신뢰가 일자리의 배분과 

세금을 둘러싼 공평한 부담, 세 간 분배적 공정성 등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나 사회적 관

계에 얼마나 접근가능한가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차원을 구성한다. 사회

적 포용성이란 사회 성원들이 지닌 가치나 신념과 무관하게 그가 사회구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의 다양한 제도나 기회구조에 평등하게 접

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이러한 ‘포용

사회’에 비되는 사회는 ‘배제사회’라고 할 것이다.  

넷째, 역능성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가 

짜여져 있는가를 보는 지표이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

적인 사안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다양한 기량을 익

힐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의무에 따르는 권리라는 형

식적 차원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사회구성원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 차원

에서부터 자신의 운명에 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개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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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현

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개인의 능력

발휘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를 ‘활력사회’로, 그리고 그 반 를 ‘무기력사

회’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학자들은 사회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네 가지 역에서 모

두 95개를 선정한 바 있다 (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그리

고 각 역에 해당하는 중요한 지표들에 해 상세히 설명한 바도 있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리기 위한 객관

적인 조건으로서의 금융자원, 주택과 환경, 건강, 일자리, 교육 등을 들고 

있다. 사회적 포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

권, 노동시장 참여, 공적이고 사적인 서비스의 혜택, 그리고 사회연결망

을 들고 있다. 사회적 응집성의 척도로는  신뢰, 통합적 규범과 가치, 사

회연결망, 그리고 정체성을 든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능성을 위한 조건

으로 지적인 토 , 노동시장 참여, 다양한 제도에 한 접근권한, 그리고 

개인적 관계 등을 들고 있다.

2. 수정된 사회의 질 모델

그러나 유럽 학자들의 사회의 질에 한 접근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Yee and Chang, 2011). 첫 번째는 지나친 이론지향성으로 인

해 생겨난 중첩성 문제이다. 이는 개념을 경험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작

화할 때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적 응집성의 척도이

면서, 동시에 포용성의 척도이기도 하고, 사회적 역능성을 재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자리와 노동시장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포용성이나 응집성의 주된 조건으로 간주된다. 이같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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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조작화 변수간의 비 칭성은 논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경험적인 

분석에 많은 혼란을 준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나치게 연역적인 체계화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다

시 말하면 개념과 이론 수준에서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

니, 정작 그 분석틀이 현실과 맺는 정합성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이다. 따라

서 사회의 질 개념은 적정한 수준에서의 경험적이고도 귀납적인 분석과 

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거시와 미시 수준의 상호작용을 지표화하

고자 하는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다차원에 한 경험적 연구는 기본

적으로 다층위계분석과 같은 다차원의 지표들로 지지되어야 하지만, 이들

의 연구는 명시적인 분석의 수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그러다 보니, 동일한 변수들이 서로 상이한 역과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중첩되어 사용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두 번째의 문제는 사회의 질 개념이 가진 유럽적인 편향성이다. 이미 

유럽의 국가들은 전세계의 평균적인 국가들에 비하면 높은 수준의 사회

의 질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사회의 질을 떠받치고 있는 법치주의 전통

을 당연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과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높은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부분의 발전도상국이나 문화적인 맥락이 다른 동아

시아 국가들은 유럽의 국가들이 당연시하는 문제들에서 오히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표적인 요인들이 제도의 투명성과 법치주의의 

문제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한 안으로 사회의 질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위

해서는 분석의 틀을 거시적 수준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의 

질을 발전론적 측면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질이 그 사회가 

얼마나 진보했는지, 혹은 얼마나 ‘좋은 사회’인지를 측정하는 개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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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경제성장이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

과 불신, 그리고 불행감이 높은 사회의 문제들을 조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개념

의 단일차원성과 간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의 질을 사회적 수준에

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1) 미시-거시의 구분을 없애고 거시사회수준의 지

표를 측정하는 형태로 바꾸고 2)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의 

질 개념을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회정책의 상이 되는 현상으로 국

한해야한다.

그리하여 필자가 택한 안은 사회의 질을 ‘한 사회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다룰 수 있는 사회의 제도적 역량과 시민적 역량의 총합’ 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한편 사회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기능( 체로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과정이 매개되는)과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기능( 체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능력 

발현으로 귀착되는)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마련된 수정된 사

회의 질 구성요소는 다음의 〔그림 5-2〕 와 같다. 

한 사회의 제도역량은 복지제도를 통해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역량과 

개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일자리 제공역량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복지제도 역량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상 적 빈곤율, 공

적사회지출, 노조조직률, 공적 연금 체율 등이 활용되었고, 교육 및 일자

리 제공역량의 지표로는 남성 및 여성의 고용률, 공적 교육지출, 그리고 

고등교육 등록률 등이 활용되었다.

시민사회역량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규칙에 속해 있다고 느끼고, 

서로 결속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사회응집성과,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나

가기 위해 얼마나 정치적으로 참여하는지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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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언론자유, 정부의 효과성, 인터넷 사용자비율, 

투명성, 권리의식, 젠더역능성, 일반적 신뢰 등이었고, 후자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제도에 한 신뢰, 각종 선거의 투표율, 결사체 참여율, 민주주

의의 수준 등이었다(Yee and Chang, 2011).

사회적 보호 제공

 
복지를 통한 보호

-상 적 빈곤률, 
-공적사회지출, 
-노조조직률, 
-공적 연금 체율

사회적 응집성

-언론자유, 
-정부의 효과성, 
-인터넷 사용자비율, 
-투명성, 권리의식, 
-젠더역능성, 일반적 신뢰

 

공적제도역량
 

시민사회역량
 교육 및 일자리를 통한 

회복탄력성 제고

-남성 및 여성의 고용률, 
-공적 교육지출, 
-고등교육 등록률

정치적 역능성

-제도에 한 신뢰, 
-각종 선거의 투표율, 
-결사체 참여율, 
-민주주의의 수준

개인회복 탄력성 증진

〔그림 5-2〕 수정된 사회의 질 구성 요소들과 구성 변수 (Yee & Chang 모델)

제3절 OECD 국가의 사회의 질 비교

1. 활용한 자료

가장 최근에 가용한 자료들은 다음의 〈표 5-1〉과 같다. 가용한 자료들

은 표적인 거시지표들은 OECD로부터, 그리고 설문조사를 활용한 자

료들은 세계가치관조사나 각 륙별 바로미터조사자료들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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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해당 연도 출처

1 Male employmet rate 2008 OECD 2008

2 Female employment rate 2008 OECD 2008

3 Public social expenditure

4 Upper secondary Enrollment Rate 2009
Upper Secondary Graduation Rate,  
OECD Education at Glance 2011

5 Relative poverty 2007 OECD

6 Public social expenditure 2007 OECD, net public social expenditure

7 Trade Union density 2008-2010 OECD 

8
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public)

OECD

9 PressFreedom 2011 Freedom House

지표명 해당 연도 출처

10 Governance Effectiveness 2010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2008

11 Percent Internet Users 2010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12 Corruption percent index 2010 Transparency International

13 Average rights 2011 FreedomHouse 

14 gender empowerment 2009 UNDP

15 General trust 2007-2009
European Value Survey 2008,  
Latinobarometro 2009, Asian 
Barometer Round 2 (2007)

16 Institutional Confidence 2007-2010

Eurobarometer 74.2  
(November-December 2010) 
Latinobarometro 2009, Asian 
Barometer Round 2 (2007)

17
Voter turnout in parliamentary  
election

2007 IDEA

18 Total organizational  Participation 2005-2006 WVS2005, Euro Barometer (2006)

19
Democraticness of own country/  
Satisfaction with Democracy

2007-2010
Eurobarometer 73.4 (May 2010) 
Latinobarometer 2009, Asian 
Barometer Round 2 (2007)

〈표 5-1〉 사회의 질 구성 지표 및 출처

2. OECD 국가의 사회의 질

사회의 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 다. 먼저 

각 국가별로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지표들을 입력한 후, 각 변수별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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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순위)
사회의 
질 지표 공적제도

역량
시민사회

역량탄력성 복지
사회

응집성
정치

역능성

1 Denmark 90.0 86.9 87.8 86.0 93.2 96.9 89.4
2 Iceland 85.9 84.1 93.6 74.6 87.8 92.2 83.3
3 Sweden 80.9 76.3 73.8 78.8 85.5 95.5 75.5
4 Norway 80.8 73.2 83.3 63.1 88.4 94.2 82.7
5 Finland 75.6 72.6 72.2 73.0 78.7 95.3 62.0
6 Netherland 68.0 59.7 58.3 61.2 76.3 89.7 63.0
7 Austria 68.0 59.2 50.8 67.7 76.7 73.1 80.3
8 Luxembourg 67.9 52.7 39.8 65.5 83.1 79.3 86.9
9 Switzerlan 66.1 63.3 79.2 47.3 68.9 86.1 51.7
10 New Zealand 63.7 58.7 82.3 35.2 68.7 86.1 51.4
11 Australia 60.7 48.6 63.2 33.9 72.8 81.2 64.4
12 Belgium 60.5 53.6 45.5 61.7 67.5 76.3 58.6
13 UK 56.7 55.2 65.6 44.8 58.2 75.6 40.9
14 Germany 55.5 49.6 53.5 45.6 61.4 77.5 45.3
15 Canada 55.0 49.7 60.5 38.8 60.4 81.6 39.2
16 Ireland 51.3 47.7 68.2 27.1 54.9 70.0 39.8
17 France 48.9 47.3 40.0 54.7 50.4 67.5 33.3
18 Spain 48.8 48.1 49.9 46.4 49.4 62.9 35.9
19 US 48.5 38.9 57.4 20.3 58.2 72.0 44.3
20 Portugal 48.2 55.8 69.1 42.4 40.7 55.7 25.6
21 Czech 48.0 51.8 55.1 48.6 44.1 55.7 32.6
22 Italy 46.6 51.7 45.4 58.0 41.4 41.8 41.1
23 Japan 46.5 45.9 64.7 27.1 47.0 61.7 32.3
24 Hungary 44.1 53.2 47.2 59.2 35.0 45.9 24.1
25 Slovakia 43.0 43.2 43.5 43.0 42.8 51.6 33.9
26 Greece 40.6 50.0 43.5 56.5 31.2 36.2 26.3
27 Poland 39.4 39.1 44.6 33.6 39.7 50.7 28.7
28 Korea 33.8 33.0 51.8 14.3 34.5 52.3 16.8

〈표 5-2〉 OECD 국가의 사회의 질 (표준화된 값, 2011)

값이 100이 되고 최소값이 0이 되도록 표준화하 다. 그리고 Yee and 

Chang의 연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각 부문별 점수를 내기 위해 해당되

는 변수들을 산술평균하여 하위부문별 점수를 산출하 고, 이들을 모두 

산술평균하여 사회의 질 지표를 구성하 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2〉

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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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순위)
사회의 
질 지표 공적제도

역량
시민사회

역량탄력성 복지
사회

응집성
정치

역능성

29 Mexico 16.0 21.1 38.2 4.0 10.9 9.8 12.1
30 Turkey 15.6 12.1 6.6 17.6 19.2 8.4 30.0

이 결과를 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사회의 질이 가장 우수한 나라

는 덴마크이며, 그 다음 아이슬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순으

로서 북유럽국가들이 최상위권에 포진해 있고, 독일이 14위, 이탈리아 

22위, 그리스 26위이다.

한국의 사회의 질은 비교 상 30개 OECD 국가들 중에 28위에 불과

하다. 4개의 하위 역별로 보면, 교육과 일자리제공 능력은 18위로서 조

금 양호하지만, 사회적 응집성은 23위, 그리고 복지역량이나 시민정치참

여는 모두 29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제도역량은 28위, 시민

사회역량은 27위이다. 

3. 한국,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의 사회의 질 비교

우선 전 세계에서 가장 질 높은 사회 중 하나인 스웨덴과 비교해 보면 

한국이 얼마나 개선의 여지가 많은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림 5-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라들간 표준화된 점수 차이는 질적 격차를 의미

한다. 스웨덴의 사회의 질이 80.9점인 반면 한국은 33.8점에 불과한데, 

스웨덴과의 질적 격차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특히 정치적 역능성과 복지 

및 보호부문으로서 각각 60점 내외의 격차가 있다. 반면에 회복탄력성이

나 사회응집성의 차원에서는 그 차이가 20~40점 사이로 좁혀져 있다. 

독일과 한국간 차이는 스웨덴과의 차이만큼 극적이지는 않다. 독일은 

네 하위 역 모두에서 균형잡혀 있지만, 스웨덴에 비하면 축소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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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독일과 한국간의 질적 격차는 회복탄력성에서는 거의 드러나

지 않고 있는 반면, 정치역능성이나 복지와 보호 차원에서는 약 30점 가

량의 격차를, 그리고 사회적 응집성에서는 약 25점 정도의 격차를 드러내

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독일은 스웨덴에 비해 한국에 더 현실적인 

벤치마킹 상이 될 만한 국가이다. 

한편 이탈리아 및 그리스와 한국간에는 여러 특성이 교차하고 있다. 한

국은 회복탄력성이나 사회적 응집성의 측면에서는 그리스나 이탈리아보

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정치적 역능성이나 복지 및 보호의 측면

에서는 질적으로 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3.8

78.8

95.5

75.5

53.5

45.6

77.5

45.3

51.8

14.3

52.3

16.8

회복탄력성

복지와보호

사회응집성

정치역능성

Sweden

Germany

Italy

Greece

korea

〔그림 5-3〕 한국,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의 사회의 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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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와 회복탄력성을 교차한 유형화

제도역량을 구성하는 보호역량(복지)과 회복탄력성(교육 및 일자리)을 

교차해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적 위험에 한 보호는 매우 취

약한 반면, 교육 및 일자리를 통해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는 상

적으로 성공적인 모델로 인식된다. 그리스나 이탈리아와 비교해 보면, 

한국은 교육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더 성공적인 

반면, 복지를 통한 보호기능은 취약했다. 독일과 비교해보면, 회복탄력성

의 수준에서는 유사한 반면, 복지제공역량은 한참 뒤지고 있다. 스웨덴과

의 비교에서는 복지를 통한 보호나 교육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회복탄력

성 강화 모두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아 보호역량과 회복탄력성 제공 역량이 모두 우수한 균

형발전을 이룬 나라들로는 덴마크,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

덴 등의 북유럽국가들을 꼽을 수 있다. 반면에 보호역량과 회복탄력성 제

공 역량이 모두 뒤지는 결여형 국가들로는 터키와 멕시코, 폴란드, 슬로

바키아 등이 표적이다. 반면에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의 남유럽국가들

은 회복탄력성 제공역량은 뒤지는 반면, 복지를 통한 보호 수준은 높은 

과잉보호형 국가들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 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보호역량은 낮은 반면 회복탄력성은 높아서 전형적인 과잉경쟁형 체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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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보호와 회복탄력성을 교차한 유형화 

보호 탄력성 응집성 역능성

복지를 통한 보호 1.0000

회복탄력성(교육과 일자리) 0.4034* 1.0000 

사회적 응집성 0.6071** 0.7772** 1.0000

정치적 역능성 0.7285** 0.5200** 0.7688** 1.0000

〈표 5-3〉 사회의 질의 4개 하위영역간 상관관계

주: *은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 **은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임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4개 하위 역, 즉 복지를 통한 보호, 교육과 일

자리를 통한 회복탄력성제고, 사회적 응집성, 그리고 정치적 역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복지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역은 정치

적 역능성 (r=0.7285)이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응집성(r=0.6071)이다.  

반면에 교육과 일자리를 통한 회복탄력성 제고 역량은 사회적 응집성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고 (r=0.7772), 그 다음이 정치적 역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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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5200).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단순히 경제적 성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민주주

의 수준이 높고, 제도에 한 신뢰가 높으며,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높고, 활발한 결사체 활동을 하는 나라들에서 공적사회지출이 높고, 노조

조직률도 높으며, 상 적 빈곤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이다.

5. 시민사회역량과 복지를 통한 보호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사실은 사회적 응집성과 정치적 역능성으로 

표되는 시민사회 역량과 복지를 통한 보호수준 간의 관계이다. 사회의 질

에 관한 논의에 입각해 본다면, 한 사회의 제도적 보호수준과 생활세계에

서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수준 간에는 일정 정도의 상호 조응관

계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한 사회에서 복지제도

가 별 무리 없이 관리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탱해줄 다양한 시민

사회 역량이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 

다음의 〔그림 5-5〕에서 복지를 통한 보호와 시민사회 역량 사이의 비

례적 상관성을 검토해보면 흥미로운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멕시코나 터

키 등은 그동안 발전시킨 시민사회 역량이 취약한 만큼 복지에 한 투자

도 저발전되어 있는 전형적인 복지결여 국가임을 알 수 있다. 다른 극단

에서 덴마크나 스웨덴, 핀란드 등은 매우 높은 수준의 시민사회역량을 발

전시켰으며, 동시에 그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복지제도를 발전시켜온 것

을 알 수 있다. 극단으로 갈렸지만, 두 국가군들은 시민사회역량과 복지

에 한 투자간에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균형에서 벗어나는 국가군들도 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시

민사회역량에 비해 과도한 복지를 발전시켜온 것을 알 수 있고, 한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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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모두 시민사회역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

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복지제도를 발전시켜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스나 이탈리아가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재정위기에까지 이른 가장 큰 이

유는 제도운 에 필요한 거버넌스의 수준이나 정치적 역량에 비해 분에 

넘치는 수준의 복지지출을 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

적인 역량 안에서 과도한 복지지출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복지제도의 운

에 관련해서는 낭비의 요소가 그만큼 적었다는 의미이다. 

     

〔그림 5-5〕 시민사회역량과 복지를 통한 보호 수준

거버넌스의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변수는 투명성이다. 그래서 투명

성의 수준을 수평축에 놓고, 공적사회지출의 수준을 수직축에 놓고 비교

해 본 그림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복지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과 지출의 과다 여부가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스웨덴과 독일은 

모두 매우 높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준의 복지지출을 하



206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는 나라들로서 가히 ‘투명한 복지국가’라고 할 만한 나라들이다. 

반면에 멕시코나 터키 등은 투명성의 수준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최

하위이며, 복지지출의 수준도 매우 낮아서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할 제도

적 능력을 결여한 나라로 분류된다. 관심의 상이 되는 이태리와 그리스

의 경우에는 이투명성의 수준에 비해서 매우 과도한 복지지출을 하고 있

다. 따라서 복지에 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과세의 기준이나 정당성에 

한 논란의 여지가 많고, 또한 복지지출의 효율성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

기되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늘어날수록 재정위기와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

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분석에서도 한국은 투명성 수준에 비추어서도 

복지지출이 과소한 유형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6〕 투명성과 복지국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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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간단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탈리아와 그리스는 교육과 일자리제공을 통한 회복탄력성의 증  보다는 

과도하게 복지를 통한 보호에 주력하 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복지지

출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에 비추어 보아도 분수에 넘치는 

것이었다. 둘째,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에는 복지를 통한 보호와 교육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회복탄력성의 증 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제도적 

역량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

에서 복지와 회복탄력성의 균형이 이루어진 반면, 독일에서는 비교적 낮

은 수준에서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스웨덴의 경우에 복지에 한 

지출은 그 사회의 높은 거버넌스 역량에 비례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

에,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 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거버넌스 역량

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에서 복지에 한 지출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한국의 사례는 두 측면 모두에서 심한 불균형상태에 있음을 보

여준다. 첫 번째는 복지를 통한 보호 보다는 교육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회복탄력성 증진에 과하게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도한 과잉경

쟁사회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결여하고 있다.

두 번째로 보여주는 특징은 한국이 보여주는 거버넌스 역량, 특히 사회

적 신뢰나 정치참여의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역

량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지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교 상이 

되는 이탈리아나 그리스에 비하면 복지에 한 지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위기를 겪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 관리능력에 비해서도 지

출이 적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단점도 존

재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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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지모델의 경로분석(스웨덴, 독일과의 비교)

 

사회의 질에 한 비교연구를 통해 확인한 국가간 질적 차이는 사회적 

위험을 다루는 방식이나 복지정책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첫째, 뛰어난 

복지역량을 갖추고 풍부한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스웨덴에서는 

실패한 이들에게도 재도전의 기회가 많다. 그래서 청년들은 과감하게 창

의적인 일에 도전한다. 반면에 복지역량이 취약한 한국의 젊은이들은 위

험을 회피하기 급급하다. 실패가 용인되지 않다보니 혁신적인 기업가정

신이 위축되고 있다. 둘째, 투명성이 높고, 복지지출이 많은 스웨덴에서

는 공정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한국은 투명성이 낮고 복지

지출도 적다. 그래서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복지재정

의 증가가 재정위기로 연결된 남유럽의 불공정한 이중 복지의 길을 따라

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적고 구

성원간의 신뢰도 높기 때문에 조화로운 공생발전이 가능하다. 반면에 상

적 불평등이 심각하고 불신도 높은 한국은 약육강식의 승자독점에 가

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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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웨덴 독일

연도 2007 1988 1991
1인당 GDP 22892.7 23047.9 22734.1

복지및보호 5.7 배 3.1 배
지니계수 2.11 4.9 3.37

공적사회지출 7.85 30 23.4
노조조직률 9.06 81.45 35.99

소득세 4.68 36.57 18.45
회복탄력성 1.0 배 0.8 배

남성취업률 71.63 82.49 77.61
여성취업률 53.58 78.51 56.31

공적교육지출 3.852 . 4.317
대학진학률 56.02 22.07 19.54

사회응집성 2.0 배 1.4 배
언론자유 3.33 12.5 6.25

정부효과성 1.29 2.19 2.09
인터넷사용자 75.93 . 0.25

투명성 5.1 8.71 8.13
권리 6.5 7 6.5

젠더역능성 0.51 . .
일반신뢰 51.77 78.87 56.13

정치역능성 2.2 배 1.5 배
정치참여 0.089 0.261 0.149
투표율 59.98 85.96 77.76

〈표 5-4〉 유사한 GDP수준에서의 사회의 질 비교(한국, 스웨덴, 독일)

 

출처:. 박기웅 (2010)

선진국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낮은 소득 수준이었을 때 이미 높은 수

준의 시민역량을 갖추었다. <표 5-4>는 그러한 양상들을 보여준다. 일인

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돌파한 시점을 생각해보면, 스웨덴은 1988년, 그

리고 독일은 1991년으로서 2007년에 2만불을 달성한 한국보다는  약 20

여년을 앞서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의 질을 현재의 스웨덴이나 독일과 

비교하기 보다는 1998년의 스웨덴, 그리고 1991년의 독일과 비교하는 것

이 공정하다고 판단하 다. 비교의 결과 발견한 사실은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한 시기에 스웨덴은 이미 한국의 5.7배에 달하는 수준의 복지 및 보호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독일도 3.1배에 달하는 복지와 보호역량을 갖추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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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특히 스웨덴의 공적 사회지출은 4배, 독일은 3배수준이었고, 

소득세 부담에서도 스웨덴은 한국의 8배, 독일은 4배 더 많았다. 반면에 회

복탄력성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위상은 당시의 스웨덴이나 독일에 비해 

뒤지지 않으며, 학진학률은 훨씬 높게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사회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응집성이나 정치역능성의 측면에

서는 스웨덴이나 독일에 많이 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뒤지는 것은 

언론자유, 정부효과성, 투명성, 일반적 신뢰, 정치참여 및 투표율 등이다. 

제4절 소결: 한국형 복지모형을 찾아서

1. 한국의 예상변화

한국은 높은 외의존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매우 빠른 기술변화에 적

응하면서 해외시장을 개척해 왔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비

교적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내부경쟁을 통해 

전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용

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생산물시장의 혁신성, 

그리고 단기적 계약관계에 기반을 둔 과감한 시장화 등이 모두 효율성과 체

제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채택될 수 있으며, 다양한 부문의 정책들간에 

기능적 상호 연관성과 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위치는 독특하다. 무역의존도가 거의 최고수준인데, 이

러한 정도의 무역의존도를 보이는 나라들은 스웨덴이나 독일 등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매우 강한 내부조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

서 내부조정시스템은 비교적 낮은 지니계수로 표현되는데, 강력한 소득

재분배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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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무역의존도와 지니계수로 본 한국의 위치

을 의미한다. 즉 교육과 훈련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중시하며, 비교적 장

기적인 고용을 염두에 두고 투자가 이루어지며, 고용의 안정성이 상 적

으로 높다. 또한 기업의 거버넌스는 이해당사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

이 이루어진다. 또한 거시적인 경제정책과 임금정책도 산별 수준에서 혹

은 전국수준에서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세계시장의 변화에 응할 수 있는 내부 조정시스템의 작동 방향과 수준

이 결정된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급속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

력을 훈련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정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 그림에서 한국의 위치가 외의존형이자 내부조정경제의 성격을 띠

는 스웨덴이나 독일과 근접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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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전략은 결과적으로 독일이나 스웨덴의 조정경

제에 못지않은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한 국가주도의 산업화, 혹은 관치경

제의 소산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유럽의 조정경제와 유사했지만, 결정적

인 차이는 다양한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협

치의 발전이라는 거버넌스 모델이 아니라, 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조직

화 다는 점이다. 

2.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특히 정당구조나 정치적 과정에서의 차이는 두드러진 것이었다. 유럽

의 복지국가들이 주로 분명한 정책지향과 이념을 앞세운 정당들의 주도

로 사회적 위험에 한 응 시스템을 만들어 갔다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주도로 사회적 위험에 한 비와 복지에 한 투자가 이루어지

고 있다. 〔그림 5-8〕은 GDP 비 공적사회지출의 비중과 신사회위험관

련 지출 비중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신사회위험관련 지출

은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 현금과 현물형태의 가족지원 3) 고령자에 

한 현물부조, 4) 공적부조 등의 합을 의미한다(Bonoli, 2007: 508). 한

국은 공적사회지출의 비중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신사회위험에 관련한 

지출도 미미하다. 따라서 향후 복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지를 결정

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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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총사회지출과 신사회위험관련 지출 (2007)

높은 외의존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중상주의적인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조정경제 틀을 유지해온 나라들에 버금가는 

안전망과 복지투자,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재 한국의 불평등도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경우 조만간 외의존형 조정경제권 국가들의 범

위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높은 사회적 갈등과 조정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외의존형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급속한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의 확산으

로 인해, 그리고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한 한국의 재벌기업들을 염

두에 둘 때 과거 고도성장기의 일사불란한 중상주의적 관치경제의 효과

를 기 하기도 힘들다.

결국 남아 있는 선택은 최 한 내부조정의 효율성과 제도 업그레이드

를 통해 국가 전체의 유연성과 시스템의 복원역량을 극 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위해서는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복지에 한 투자와 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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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빛을 발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정교한 복지전달체계와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복지지출은 OECD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향

후 복지투자의 증 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취약한 정당

정치와 체계적이지 못한 복지-노동-교육의 연계체계는 복지에 한 투자

가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복원능력의 제고로 이어지기 어렵게 하는 요인

이 되고 있다.

재정위기를 경험한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남유럽 국

가들과 성공적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높은 수준의 적응력과 국가경쟁

력을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 스웨덴 등의 북유럽 복지국가들을 가르는 특

징은 무엇인가. 그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사회적 위험을 타겟으로 하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복지비용을 지출하느냐의 차이이다. 남유럽형 국가들

은 부분 북유럽 복지국가들 못지 않는 복지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한 비책인 의료보험과 연금에 집중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반면에 북구의 복지국가들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비

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부문에 많은 예산을 지출했고, 또한 효과적

으로 예산을 집행하 다.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요소들을 수용해야 하

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전통적 위험에 한 준비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위험에도 비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점에서 스웨덴과 독일의 모델은 한국에 좋은 벤치마킹의 상이 되

고 있다. 스웨덴은 가장 이상적인 벤치마킹의 상이지만, 여러 가지 제

도적 특성과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도착점이 될 것으

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아마도 독일이 보다 현실적인 벤치마킹의 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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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이탈리아의 경로이다(장덕진 외, 20013). 사회의 질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현재 상태의 사회적 응집성이나 정치적 역능성을 유지한 상태에

서 복지지출을 증 시킨다면 독일이나 스웨덴보다는 그리스나 이탈리아

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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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한국이 지난 1960년  이래 50여 년 동안 이룩한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비추어 볼 때, 복지국가 한국의 성적은 그리 높지 못하다. 하지

만 김 중 정부에서 적인 사회보험의 적용확 와 공적 부조의 현

화가 이루어지고, 노무현 정부에서 공보육, 장기노인요양보험 등 사회서

비스와 EITC, 기초노령연금 등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이 다수 도입되면서 

한국 복지국가는 한 단계 도약하 다. 눈에 띄는 성장은 없었으나, 이명

박 정부에서도 공보육과 EITC가 확 되고 연금과 의료지출이 늘어가는 

등 한국 복지국가는 계속해서 성숙하 다. 2012년 선에서는 여. 야 혹

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복지확 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수주의로 분

류되는 박근혜정부에서는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증

가율이 타 부문을 크게 앞지르며 기초연금의 도입, 보편주의적 무상보육

이 이루어지는 등 한국 복지국가는 성장기에 확고하게 접어들었다. 

2012년 현재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GDP 비 9.3%로 20%를 웃도

는 OECD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연금 

등 제도의 성숙에 따라 2030년에 15~16%, 2040년에는 최소 16%에서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재의 자유주의 국가 수준에 이를 것으

로 추정된다. 2050년에는 현재의 OECD의 평균수준을 넘게 되어, 한국

의 공공사회지출이 GDP의 최소 18%에서 최  26%까지 이를 것으로 예

복지국가레짐 비교를 통해 본 
한국복지국가의 현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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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원종욱, 2012: 52).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내어 놓은 

복지정책과 지출 확 가 지속된다면,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지출은 더 빠르

게 늘어나 OECD 평균수준에 이르는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회지출의 증 가 곧 복지국가의 발전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Esping-Andersen(1990)의 지적 로 복지국가의 발전은 단선적이지 않

고 일정한 궤적을 그리며 각자 다른 길로 성장해 간다. 한국의 복지국가

가 분명히 사회지출을 늘이며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연 

한국이 현재 어떤 궤적을 그리며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미래 모

습을 그려 낼 것인지에 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스웨덴 형 사민주의 

복지국가레짐에 가까울 것인가? 미국 같은 자유주의 국가 모델에 유사할 

것인가? 아니면 독일과 같은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레짐에 근접한 모습

일까? 혹은 이태리와 같은 남부유럽과 비슷한 특성을 보일 것인가? 

김 중 정부 들어 한국복지국가의 확 가 가시화 되면서, 한국복지국

가의 유형화가 이론적, 실증적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다(김연명, 2002; 

정무권 2009). 한국 사회보장의 전달체계를 민간에 의존하고 민간 보험

시장의 규모가 크며 국가개입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을 들어 자유

주의 복지국가레짐에 가깝다는 논의에서부터, 한국 사회보장제도에서 차

지하는 사회보험의 높은 비중을 들어 보수주의 레짐으로 분류하는 주장, 

그리고 나아가 의료보험의 통합이나 일부 특수직역을 제외하고 모든 국

민을 하나의 공적연금 시스템에 통합 적용하는 연 주의적 제도형태에 

주목하며 사민주의적 특성을 지적하는 주장(Kuhnle, 2004)은 물론, 어

떤 하나의 특정 레짐보다는 여러 레짐적 성격을 공히 포함하고 있다는 혼

합모형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Esping-Andersen의 사민주의, 조합주의(혹은 보수주의), 그리고 자유

주의 복지국가의 3분류를 벗어나, 남부유럽 복지모델과 한국과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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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하는 연구도 등장하여(김연명, 2013), 한국 복지국가의 레짐 차원

의 성격 규명에 다양성을 더해주고 있다. 

복지국가 레짐론은 다른 유형화론과 마찬가지로 이념형(ideal type)에 

따른 분류이기에, 그 어떤 국가도 현실에서는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게 특

정 레짐에 속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연구자 마다 강조하는 측면이 다

르고 그 결과 한국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남부유럽, 

그리고 혼합형으로 규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레짐 이론에서 논의되는 변수를 망라하여 한국복지국가의 현 모습을 다

른 복지국가들과 입체적으로 비교 조명하여 단편적으로 한 측면만이 강

조되는 기존 연구의 경향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방사형 그림 분석

과 군집분석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한국복지국가의 복지레짐별 특징을 

드러내고자 한다. 

분석결과, 한국은 그 어떤 복지국가레짐에도 속하지 않는 ‘이단

아’(outlier) 같은 존재이나, 남부유럽 복지국가레짐과 가장 가까운 속성

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자유주의 모델의 특징도 공유하고 있다.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그리고 있

는 궤적이 남부유럽국가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최종적인 모습은 자유주의적 색채가 가미된 남부유럽복지국가의 모습을 

띨 가능성이 높다. 복지국가레짐마다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본론에서도 

밝혀지겠지만 남부유럽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가장 저조하다.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의 사회적 성과 또한 높지 못하다. 한국복지국가의 

성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져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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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복지국가레짐 논의와 비교 준거점 도출

Esping-Andersen(1990)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계층

화(stratification)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성격을 분석하고, 스

웨덴 등 스칸디나비아의 사민주의, 독일 등 유럽 륙의 조합주의(보수주

의), 그리고 미 앵글로색슨 국가의 자유주의 복지레짐이라는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을 제시하 다. 탈상품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도 인간다운 삶을 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한다. 실업과 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한 소득보장제도가 정비된 

국가에서 탈상품화 정도는 높다. 따라서 사민주의와 조합주의 국가에서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자유주의 국가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계

층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위와 

소득격차의 정도가 노동시장 밖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에 관련한 개념이다. 소득보장제도가 직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정도가 커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노동시장 밖에서도 유지되는 경향성

이 크고 사회보장급부가 기여비례 혹은 소득비례의 정도가 높은 경우 (조

합주의의 경우), 그리고 공공복지보다는 민간복지의 규모가 커서 시장의 

지위와 소득격차가 시장 밖에서도 유지되는 경우 (자유주의의 경우)에는 

계층화 정도가 크다 할 수 있다. 계층화가 큰 사회보장제도가 성립되면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탈상품화의 정도는 공공사회지

출의 규모로, 계층화의 정도는 재분배 효과로 갈음하고자 하며 후자는 가

처분 소득의 지니계수와 상 적 빈곤율로 측정하고자 한다. 

Esping-Andersen(1999)는 탈가족의존화(defamilialization)이란 개념

을 도입해, 가정에서 여성을 통해 제공되던 보살핌 노동이 사회화 되는 정도

에 따라 복지국가 유형을 재분류하는 시도를 하 고, 자신의 1990년 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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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리고 덧붙여 Esping-Andersen(2002)는 장

기실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근로활성화(activation) 정책이 필요

하며, 이는 덴마크 등 사민주의 국가와 이태리 같은 남부유럽 국가를 가르는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를 제외한 사회서비스의 규

모로 탈가족의존화 정도를 파악하고,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규모로 근로활

성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Esping-Andersen의 1999년과 2002년 저

작은 연금과 의료 등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비되는 사회투자

(social investment)형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서비스와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사민주의 국가의 차별성을 재차 드러

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출 총량도 중요하지만, 사회보장프로그

램의 구성이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6  비교 준거점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Iversen과 Wren (1998)은 세계화와 후기산업화 사회에서 서구 복지국

가가 처한 트릴레마(trilemma)적 상황 즉, 임금평등(wage equality)과 

고용증 (expansion of employment), 그리고 지출예산통제

(budgetary restraint)라는 주요 국정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중 최  두 가지만을 추구하고 나머지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분

석을 내 놓았다. 복지국가 유형화를 위한 연구는 아니지만, i) 임금평등을 

희생하면서 지출예산통제와 고용증 를 추구하는 미 자유주의 모형, 

ii) 지출예산통제보다는 임금평등과 고용증 를 우선시하는 북구유럽의 

사민주의 모형, 그리고 iii) 지출예산통제와 임금평등에 한 강조로 고용

이 희생되는 유럽 륙형 기독교 민주주의 모형으로 나누고 있다. 

미의 자유주의 국가는 고용증 를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 예산지출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 고용을 축소

하고 사회지출을 통제한다. 이 전략은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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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임금불평등을 확 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주

의 국가 수준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여 고용증 를 도모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와는 달리,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인력에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보편주의적 복지제도를 통해 자기개발과 소득을 보장하

고 시장가격 이상의 임금이 지불되고 임금격차가 작은 공공부문의 고용

을 증가시켜 임금격차가 크지 확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전략은 공공부

문의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시장가격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 그리

고 사회복지제도가 관 하다는 점 때문에 높은 조세부담과 높은 재정지

출을 전제로 한다. 기독교 민주주의 (즉, 조합주의 국가)는 시장의 불평등

을 제거해야할 사회적 위험으로 보는 가톨릭 사회주의의 전통과, 여성의 

가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주의 이념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거부되고 남성가장 중심의 안정적 고용과 복지제도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민간부문의 고용증가를 어렵게 

하고, 건전재정의 강조로 공공부문의 확 를 통한 고용창출 또한 추구되

지 않는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임금평등과 정부재정지출 통제에 도

움을 주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균형실업률이 증가하고 장기실

업이 심화되는 문제를 낳는다. 

본 연구는 Iversen과 Wren의 연구에 의거 ‘고용·노동시장’이라는 

항목을 통해 고용성과와 임금불평등 그리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배치하고, ‘재정’ 항목을 통해 국민부담율(조세+사회보장세)

과 국가부채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고용성과는 고용율과 임금노동자 

비율을 지표로 삼고자 하며, 임금불평등도는 저임금노동비율과 소득10분

위 배율을, 그리고 노동시장경직성은 고용보호법률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로 나타내

고자 한다. 



제6장 복지국가레짐 비교를 통해 본 한국복지국가의 현재 225

Rothstein (2010)은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과 복지국

가 발달 정도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등 소위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정부의 질과 복지수준이 

정비례하고 있고,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국가와 일본 등은 낮은 정부의질

이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통계학적으로 밝히고 있

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 되면 공공복지의 효과성이 높아지고, 이는 정

부에 한 신뢰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복지국가의 증세에 한 국민들의 

저항이 낮아져, ‘큰’ 복지국가의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서는 ‘거버넌스’라는 분류하에 ‘정부의 질’을 정부의 효율성과 국가기

관에 한 신뢰 항목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한편, 많은 조합주의(corporatism)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노동의 

조직화 양태는 계급연 성에 향을 주고 근로자들의 분배욕구를 결집시

키는 방식과 전략적 선택에 향을 준다(Golden and Pontusson 1992; 

Katzenstein 1985). 이를 바탕으로 Yang(2013)은 노동운동이 전국적 

수준에서 조직화되고 중앙의 상급단체의 향력이 큰 사민주의 국가의 

조직노동은 인플레이션 없는 완전고용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임금자제(wage restraint)에 나서고, 신 공공복지의 확 를 도모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반면 산업별로 노동이 조직화되고 단체협상이 산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성이 큰 유럽 륙의 보수주의 국가는, 전체 노

동계급은 포괄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산업 내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

계를 넘어 전체 노동자를 아우르는 단체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업별로 특화된 복지제도와 직업훈련 및 노동시장정책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와는 달리, 만약 기업 수준에서 노동이 조직화

되거나 직능별 노동운동의 향력이 강한 경우, 단체협상이 기업의 정규

직과 숙련노동자의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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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체 노동계급을 위한 공공복지에 한 조직노동의 상 적 무관심

을 뜻하고,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분절화가 심해지는 원인이 된다. 본 연

구에서는 ‘거버넌스’라는 비교준거점 하에 단체협약 적용율로 계급연

성을 갈음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례 없는 고령화와 저성장 때문에 복지국가의 지속가능

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은 복지레짐별로 차이를 

보인다. 행복지수가 높고, 출산율이 비교적 높으며, 국가경쟁력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사민주의 국가와 그렇지 못한 남부유럽 국가들이 크게 

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비교준거점 

속에 삶의질, 인구재생산, 그리고 국가경쟁력 변수를 배치해 복지국가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제3절 복지레짐별 비교 분석과 한국복지국가의 진단

1. 비교 분석 방법론

한국복지국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서구 

복지국가를 사민주의복지국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보수

주의복지국가(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자유주의복지국가

(미국, 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남부유럽(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으로 구분하고, 앞서 논한 비교준거점을 기준으로 6  부문(사회보

장, 복지프로그램구성, 고용·노동시장, 재정, 거버넌스, 지속가능성)의 14

개 항목 (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의존화, 근로활성화, 고용성과, 임금불

평등, 노동시장경직성, 국민부담, 국가채무, 정부의질, 계급연 성, 복지국

가만족도, 인구재생산, 국가경쟁력)과 이를 계량적으로 나타낼 19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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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레짐별 특성을 파악하려 한다. 비교평가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도 함께 비교하며, 필요에 따라 OECD평균과도 비교할 것이다. 

복지국가레짐과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종합지수(composite index)의 

작성을 위해서는 변수간의 표준화가 필요한 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최

-최소 방법”을 활용하 다.48) 최 -최소 방법론을 사용하여 항목별 1

위 국가는 1점, 항목별 최하점수를 받은 국가는 0점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 사이에 위치하게 하 다. 이는 극단치(extreme value)의 

향을 크게 받는 단점을 갖고 있으나, 모든 변수들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 0

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기에 비교평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문별 하위지표간 가중치는 동일한 값을 부여하 고 표준화방법

(minimum-maximum method)에 따라 계산된 세부항목들의 값을 단

순 평균하여 각 분야별 지수를 계산하 다. 비교분석에 활용될 6  부문, 

그리고 특성별 14개 세부 항목, 19개 해당 지표와 단위 및 출처 등을 표

로 정리하면 아래 <표 6-1>과 같다. 

(항목 내 실제 값-항목 내 최소값)
(항목 내 최 값-항목 내 최소값)

48) 종합지표 작성 방법은 Michael Freudenberg (2003) “Composite Indicators of 
Country Performance: A Critical  Assessment, (OECD STI Working Paper 
2003/16)을 참고하 으며, 최 -최소 방법의 표준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최 -최소 방식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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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세부 항목 지표 단위
기준
년도

자료 출처

사회보장

탈상품화 공공사회지출 GDP 비 % 2013
OECD 
Social Expenditure dataset 

계층화

(가처분) 
지니계수

지니계수 2010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set

상 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

2010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set

사회투자

탈가족 
의존화

의료를 제외한 
사회서비스

GDP 비 % 2009
OECD 
Social Expenditure dataset

근로활성화 ALMP GDP 비 % 2009
OECD 
Social Expenditure dataset

고용·노동
시장

고용 
성과

고용율
15세 이상 인구 

비 취업자 수 비율
2012

OECD Employment 
dataset

임금노동자 
비율

전체 근로자 비 
임금 노동자 비율

2008
ILO Total and Paid 
Employment, by activity 
dataset

임금불평등

저임금노동 
비율

전체 근로자 비 
중위임금의 
2/3 미만자의 비율

2011 OECD Earnings dataset

소득배율 
(10분위)

하위 10%의 
소득 비 상위 10%의 
소득 비율

2011 OECD Earnings dataset

노동시장
경직성

EPL EPL 지수 2013
OECD Employment 
Protection dataset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

2012
OECD Labor Force 
Statistics dataset

재정
국민부담

국민부담율 
(조세+사회보장세)

GDP 비 % 2012 OECD Taxation dataset

국가채무 국가채무 GDP 비 % 2013
OECD Economic Outlook 
dataset

거버넌스

정부의 질
정부의 효율성 정부효율성 지수 2011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dataset

국가기관에 
한 신뢰

국가기관 신뢰 
지수

2010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Report

계급연대 단체협약 적용률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2008

OECD Legisl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Enforcement Report

지속 
가능성

복지국가
만족도

행복지수 행복 지수 2013
OECD 
Better Life Index dataset

인구
재생산

출산율
가임여성 
1명당 자녀수

2010
OECD 
Country Statistical Profiles 
dataset

국가
경쟁력

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 
순위

2012-
13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표 6-1> 복지국가레짐의 특성구분을 위한 비교준거점과 지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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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상품화 계층화

사회보장 
종합지수사회지출 

(2013)1)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2010)2)
상대적 

빈곤율 (2010)3)

사민주의

스웨덴 28.6 0.27 9.10 0.80
덴마크 30.8 0.25 6.00 0.95

노르웨이 22.9 0.25 7.50 0.75
핀란드 30.5 0.26 7.30 0.90
평균 28.2 0.26 7.48 0.85

보수주의
독일 28.3 0.29 8.80 0.77

오스트리아 26.2 0.27 8.10 0.78
네덜란드 33 0.29 7.50 0.89

다음 절에서는 위 방법론에 의거 비교 가능한 종합지수를 만들고 이를 

상호 조하며 복지국가레짐별 특징을 논하고 한국과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 후 부문별 종합지수를 기초로 방사형 그림 분석도 추가로 진행한다. 그

리고 19개 지표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한국복지국가가 어느 

복지레짐, 어느 국가와 가까운지에 한 종합적 검토도 시도될 것이다. 

2. 부문별 비교분석

1) 사회보장

소득보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사회지출의 경우, 2013년 현재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GDP 비 28.2%). 그러나 보수주

의국가(28.0%)나 남부유럽 국가(26.1%)와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단지 자

유주의복지국가는 사회지출이 GDP 비 20.3%로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

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2012년 현재  9.3%로, 비교 국가에 비해 상 적

으로 낮은 고령화율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자유주의복지

레짐과 특성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6-2> OECD 국가 복지레짐별 사회보장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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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상품화 계층화

사회보장 
종합지수사회지출 

(2013)1)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2010)2)
상대적 

빈곤율 (2010)3)

프랑스 24.3 0.30 7.90 0.67
평균 27.95 0.29 8.08 0.78

자유주의

미국 20 0.38 17.40 0.22
영국 23.4 0.34 10.00 0.53

캐나다 18.2 0.32 11.90 0.42
호주 19.5 0.33 14.40 0.36
평균 20.3 0.34 13.43 0.38

남유럽

이탈리아 28.4 0.32 13.00 0.61
스페인 27.4 0.34 15.40 0.50

포르투갈 26.4 0.34 11.40 0.56
그리스 22 0.34 14.30 0.41
평균 26.1 0.33 13.53 0.52

동아시아
일본 22.3 0.34 16.00 0.38
한국 9.3 0.31 14.90 0.18

OECD 평균5) 21.95 0.30 10.93 0.55
주석: 1) 일본과 한국의 경우 2013년도 자료 누락으로 각각 2010년도, 2012년도 수치로 신함
        2) 일본의 경우 2010년도 자료 누락으로 2009년도 자료로 체함
        3) 일본의 경우 2010년도 자료 누락으로 2009년도 자료로 체함
        4) 일본의 경우 2010년도 자료 누락으로 2009년도 자료로 체함
        5) OECD 34개국 평균
출처: 사회지출은 OECD database on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Index.aspx? 

ataSetCode=SOCX_AGG, 2013년 12월 20일 검색), 가처분 지니 및 상 적 빈곤율은 
OECD database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바탕으로 재구성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2013년 12월 20일 검색)

소득분배정도를 나타내는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경우, 사민주

의가 0.26으로 가장 낮아 소득분배가 상 적으로 고르고 계층화의 정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자유주의국가의 경우 지니계수가 

가장 높아(0.34) 소득분배 상태가 상 적으로 나쁘며 계층화 정도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주의는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국가 사이에 위치한

다. 특이한 점은  남부유럽복지국가가 사회지출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

고 지니계수가 높아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계층화가 높다는 점이

다. 이는 Ferrera(2010)가 지적하듯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내부자와 

그렇지 못한 다수 외부자와의 간극이 커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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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가족의존화 근로활성화 사회투자

종합지수사회서비스: 의료제외 (2009) ALMP (2009)

사민주의

스웨덴 7.7 1.1 0.82
덴마크 6.9 1.6 0.94

노르웨이 5.0 0.5 0.41
핀란드 4.7 0.9 0.54

평균 6.1 1.0 0.68

보수주의
독일 2.5 1.0 0.41

오스트리아 1.7 0.8 0.29

한편, 상 적 빈곤율도 지니계수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니계수도 좋지 않지만 상 적 빈곤율이 남유럽과 자유주의 복지

국가 평균을 웃돌고 있어 소득분배가 공정하지 않고 계층화 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논한 로 ‘최 -최소’ 방법론에 따라 최소소득보장과 계층화 관

련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한 사회보장 종합지수를 보면, 사민주의(0.85), 

보수주의(0.78), 남유럽(0.52), 그리고 자유주의 복지국가(0.38) 순으로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0.18로 매우 낮

다. 한국은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자유주의 복지레짐과 가장 유사한 수준

에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사회투자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공보육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에 한 

사회지출의 GDP비중은 사민주의국가가 6.1%로 단연 높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국가가  2.5%와 2.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남유럽 국가는 

1.4%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9년 GDP 비 1.5%를 

사회서비스에 지출하고 있어 최하위권인 남부유럽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6-3> OECD 국가 복지레짐별 사회투자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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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가족의존화 근로활성화 사회투자

종합지수사회서비스: 의료제외 (2009) ALMP (2009)

네덜란드 2.7 1.2 0.50
프랑스 3.2 1.0 0.46
평균 2.5 1.0 0.42

자유주의

미국 1.1 0.2 0.03
영국 3.9 0.3 0.26

캐나다 0.9 0.3 0.05
호주 3.3 0.3 0.22

평균 2.3 0.3 0.14

남유럽

이탈리아 1.1 0.4 0.10
스페인 2.1 0.9 0.35

포르투갈 0.7 0.8 0.21
그리스 1.5 0.2 0.06
평균 1.4 0.6 0.18

동아시아
일본 2.6 0.4 0.22
한국 1.5 0.6 0.20

OECD 평균1) 2.4 0.5 0.25
주석: 1) OECD 34개국 평균
출처:OECD database on Social Expenditure 바탕으로 재구성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2013년 12월 20일 검색)

근로활성화와 직업능력 배양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LMPs)의 경우 사민주의와 보수주의 복지국가가 동일한 수준에서 투자

를 하고 있고(GDP 비 1.0%), 남유럽(0.6%)과 자유주의(0.3%)가 그 뒤

를 잇고 있다. 한국은 0.6% 수준으로  남유럽복지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지출을 보이고 있다. 

사회투자 종합지수는 사민주의(0.68), 보수주의(0.42), 남유럽(0.18), 

그리고 자유주의(0.14)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0.20으로 남유럽과 유

사하나,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49) 

49) OECD social expenditure dataset에서 세부 지출 항목은 2009년이 최근년이어서 
2009년을 비교시점으로 삼았다. 2013년이 기준이라면, 2009년 이후 한국이 공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확 시켰기에, 사회투자형 복지지출 수준은 남유럽보다는 뚜
렷한 수준에서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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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성과 임금불평등 노동시장 경직성
고용·

노동시장 
종합지수4)

고용율 
(2012)

임금노동자
비율 

(2008)

저임금
노동비율 
(2011)1)

Earning 
dispersion: 

10분위 (2011)2)

EPL 
(2013)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율 (2012)3)

사민
주의

스웨덴 73.8 89.6 - 2.31 2.61 22.8 0.68

덴마크 72.6 91.3 16.7 2.81 2.20 12.7 0.71

노르웨이 75.8 92.2 - 2.34 2.33 5.8 0.77

핀란드 69.4 86.4 9.3 2.58 2.17 24.6 0.70

평균 72.9 89.9 13.0 2.51 2.33 16.5 0.73

보수
주의

독일 72.8 86.5 18.4 3.34 2.87 14.1 0.59

오스트리아 72.5 86.3 16.1 3.34 2.37 8.0 0.65

네덜란드 75.1 86.4 - 2.89 2.82 6.5 0.67

프랑스 63.9 89.5 - 2.97 2.38 28.6 0.57

 평균 71.1 87.2 17.2 3.14 2.61 14.3 0.62

자유
주의

미국 67.1 94.3 25.2 5.03 0.26 11.5 0.59

영국 70.1 86.1 20.6 3.62 1.03 16.5 0.63

캐나다 72.2 84.6 20.3 3.67 0.92 27.2 0.61

호주 72.3 88.2 16.9 3.31 1.67 31.0 0.63

평균 70.5 88.3 20.7 3.91 0.97 21.6 0.62

남유럽
이탈리아 56.8 74.5 9.5 2.22 2.51 45.1 0.49

스페인 55.4 82.3 15.3 3.24 2.05 64.1 0.39

3) 고용·노동시장

고용성과를 보면 고용율과 임금노동자 비율 모두 사민주의국가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뒤이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엇비슷한 수준

에서 뒤를 잇고 있으나 사민주의와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남부유럽복

지국가의 고용율은 56.8%로 매우 낮고, 임금노동자 비율도 뚜렷하게 낮

다. 한국의 고용성과는 고용율의 경우 남부유럽보다 높으나 임금노동자

비율은 오히려 남부유럽보다도 낮은 68.7%에 불과하다. 고용성과는 남

부유럽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6-4> OECD 국가 복지레짐별 고용·노동시장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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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성과 임금불평등 노동시장 경직성
고용·

노동시장 
종합지수4)

고용율 
(2012)

임금노동자
비율 

(2008)

저임금
노동비율 
(2011)1)

Earning 
dispersion: 

10분위 (2011)2)

EPL 
(2013)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율 (2012)3)

포르투갈 61.8 76.0 6.5 3.70 3.18 35.3 0.46

그리스 51.3 64.3 12.5 2.99 2.12 43.6 0.35

평균 56.3 74.3 11.0 3.04 2.47 47.0 0.42

동
아시아

일본 70.6 86.5 14.4 2.97 1.37 18.3 0.71

한국 64.2 68.7 25.2 4.85 2.37 56.3 0.19

OECD 평균5) 65.0 83.0 16.7 3.44 2.04 17.8 0.56

주석: 1) 이탈리아의 경우 2011년도 자료 누락으로 2010년 자료로 체하며, 스웨덴, 노르웨이, 네
덜란드, 프랑스의 경우 수치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음

        2) 네덜란드와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2011년도 자료 누락으로 2010년 자료로 체함
        3) 한국의 경우 OECD(2013: 114)에서 발췌
        4) 저임금노동 비율의 경우,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는 수치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OECD 평균을 기입하여 지수를 도             출하 음. 저임금노동은 전체 full-time 정규직
근로자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소득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뜻함. 

        5) OECD 34개국 평균
출처: 고용율은 OECD database on Employment(http://stats.oecd.org/Index.aspx? 

QueryId=38900, 2013년 12월 20일 검색), 임금노동자 비율은 ILO database on Total 
and Paid Employment by activitiy(http://laborsta.ilo.org/STP/guest, 2013년 12월 
20일 검색), 저임금노동비율 및 Earning disperstion(10분
위)(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EC_I, 2013년 12월 20일 검색),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OECD database on Labor Force 
Statistics(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NVPT_D, 2013년 12월 
20일 검색), 그리고 EPL은 OECD database on Employment Protection 바탕으로 재구성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PL_OV, 2013년 12월 20일 검색)

임금불평등 항목의 경우, 저임금노동비율은 남부유럽복지국가에서 가

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0)  그 뒤를 사민주의와 보수주의가 차지

하고 있다. 자유주의복지국가에서 저임금노동 비율은 20.7%로 가장 높

다. 한국의 저임금노동비율은 25.2%로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소득10분위배율의 경우, 사민주의복지국가가 2.51로 가장 낮

고, 남부유럽국가가 3.04, 보수주의국가가 3.91로 그 뒤에 위치하고 있

50) 포르투갈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6.5%로 비교 상국 중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
는데, 이는 정규직 근로자 중위소득의 58%에 이르는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 향을 받
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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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유주의 국가의 소득배율이 3.91로 가장 높다. 한국은 이보다 높은 

4.85로 비교 상국 중 미국(5.03)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종합하면, 한

국은 임금불평등에 있어 자유주의 복지국가레짐에 가장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데 그 정도는 자유주의국가의 평균보다 불평등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수준을 비교하면, 법적고용보호 수준은 보수주의 

국가가 가장 높아 경직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2.61), 그 

뒤를 남부유럽(2.47)과 사민주의국가(2.33) 따르고 있다. 자유주의복지

국가의 법적고용보호지수는 0.97로 매우 낮아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고용보호지수는 2.37로 사민주의보다는 높으나 

남부유럽복지국가보다는 다소 낮은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의 

계층화를 시사하는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율은 남부유럽이 47%로 월

등히 높고, 자유주의가 21.6%, 사민주의가 16.5%, 그리고 보수주의가 

14.3%로 가장 낮다. 한국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의 비율이 56.3%로 남

부유럽 평균보다도 높다. 이는 비교 상국 중 스페인(64.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고용 ·노동시장의 종합지수는 사민주의복지국가가 0.7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국가가 0.62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

타나고 있다. 남부유럽은 0.42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남부유럽에 가장 근접하나, 점수 차이는 매우 커서 0.19에 머무르고 있다. 

4) 재정

복지국가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국민부담률은 자유주의복지국가의 

국민부담률이 30.0%로 가장 낮고, 남부유럽(35.9%)과 보수주의(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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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국가채무

재정 종합지수국민부담률 (2012): 
(조세+사회보장세)1) 국가채무 (2013)

사민주의

스웨덴 44.3 52 0.54

덴마크 48.0 58.8 0.44

노르웨이 42.2 34.2 0.63

핀란드 44.1 66.7 0.51

평균 44.7 52.9 0.53

보수주의

독일 43.1 87.3 0.48

오스트리아 37.6 86.1 0.61

네덜란드 45.3 113 0.36

프랑스 38.6 86.9 0.58

평균 41.2 93.3 0.51

자유주의

미국 35.2 104.1 0.62

영국 27.7 107 0.78

캐나다 30.7 97 0.74

호주 26.5 34.4 1.00

평균 30.0 85.6 0.78

남유럽

이탈리아 44.4 145.7 0.29

스페인 32.9 99.6 0.68

포르투갈 32.5 135.4 0.60

그리스 33.8 186.9 0.43

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사민주의국가가 GDP 비 44.7%로 가장 높다. 

한국은 자유주의국가레짐과 가장 유사한 수준이고, 비교국 중 가장 양호

한 26.8%를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의 경우, 사민주의복지국가가 GDP의 

52.9%로 가장 양호하고, 자유주의(85.6%), 보수주의(93.3%)가 그 다음

에 위치하며, 남부유럽복지국가의 국가채무는 GDP의 141.9%에 달해 가

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비 35.6%로 사민주

의국가와 가장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국 중 호주와 노르웨이 

다음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표 6-5> OECD 국가 복지레짐별 재정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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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국가채무

재정 종합지수국민부담률 (2012): 
(조세+사회보장세)1) 국가채무 (2013)

평균 35.9 141.9 0.50

동아시아
일본 28.6 227.2 0.45

한국 26.8 35.6 0.99

OECD 평균2) 34.1 110.3 0.63

주석: 1) 네덜란드, 호주, 일본, OECD 평균은 2012년도 자료 누락으로 2011년 자료로 체함
        2) OECD 34개국 평균
출처: 국민부담률은 OECD database on 

Taxation(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2013년 12월 20일 
검색), 국가채무는 OECD database on Economic Outlook 바탕으로 재구성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O, 2013년 12월 20일 검색)

재정관련 종합지수는 자유주의(0.78)의 점수가 가장 높고, 사민주의

(0.53), 보수주의(0.51) 그리고 남부유럽복지국가(0.50)가 동소이한 결

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복지국가의 재정관련 종합지수는 0.99점수로 자

유주의에 가장 가깝고, 비교 상국 중 호주 다음으로 가장 양호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   

5) 거버넌스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을 나타내는 ‘정부의 효율성’과 

‘국가기관에 한 신뢰’에 있어 사민주의복지국가의 성과가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효율성은 보수주의 국가가, 국가기관에 

한 신뢰도는 자유주의 국가가 높으며 두 레짐이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 

남부유럽은 정부의 효율성과 국가기관에 한 신뢰도가 가장 낮다. 한국

은 정부의 효율성은 남부유럽보다는 높으나 다른 복지국가레짐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국가기관에 한 신뢰는 남부유럽평균보다 낮

은 40.6이다. 이 점수는 비교 상국 중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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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질 계급연대

거버넌스 
종합지수2)정부의 효율성 

(2011)1)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2010)
단체협약 적용률 

(2008)

사민주의

스웨덴 1.96 64.6 92.0 0.78
덴마크 2.17 75.3 82.0 0.87

노르웨이 1.76 67.9 72.0 0.69
핀란드 2.25 81.6 90.0 0.97
평균 2.0 72.3 84.0 0.83

보수주의

독일 1.66 53.4 63.0 0.52
오스트리아 1.53 60.5 99.0 0.70
네덜란드 1.36 71.7 82.0 0.69
프랑스 1.79 59.2 95.0 0.72
평균 1.59 61.2 84.8 0.66

자유주의

미국 1.41 58.5 13.0 0.33
영국 1.55 47.7 35.0 0.35

캐나다 1.88 66.9 32.0 0.56
호주 1.66 70.5 60.0 0.65
평균 1.63 60.9 35.0 0.47

남유럽

이탈리아 0.45 49.1 80.0 0.33
스페인 1.02 50.2 80.0 0.44

포르투갈 0.97 43.1 62.0 0.31
그리스 0.48 43.8 85.0 0.31
평균 0.7 46.5 76.8 0.35

동아시아
일본 1.35 53.3 16.0 0.29
한국 1.23 40.6 12.0 0.14

OECD 평균3) - 56.3 57.7 0.49

<표 6-6> OECD 국가 복지레짐별 거버넌스 지수

주석: 1) 정부효율성 측정치: -2.5 (약함-비효율적) ~ 2.5 (강함-효율적)
        2) 정부효율성의 경우 OECD 평균치를 제공하지 않아 표에 해당되는 18개 국가의 평균을 기

입하여 지수를 도출함
        3) OECD 34개국 평균
출처: 정부의 효율성은 World Bank database on World Governance Index(http://info.worldbank.org/ 

governance/wgi/index.aspx#home, 2013년 12월 20일 검색), 국가기관 신뢰는 OECD report on 
Society at a Glance 2011의 “OECD Social Indicators”,  단체협약 적용률은 OECD report on 
Legisl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Enforcement 바탕으로 재구성

노동계급 내 연 성 지표인 단체협약 적용율은 보수주의(84.8%)와 사민주

의복지국가(84%)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남부유럽(76.8%)이 중간 수준, 자유주

의국가가 가장 낮은 단체협상 적용율(35%)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자유주의복

지국가에 가장 근접하며, 이 역시 12%로 비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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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만족도 인구 재생산 국가경쟁력 지속가능 

종합지수2)행복지수 
(2013)

출산율 (2010)1) 국가경쟁력 순위
(WEF:2012)

사민주의

스웨덴 7.96 1.98 4 0.99
덴마크 7.67 1.88 12 0.89

노르웨이 7.89 1.95 15 0.93
핀란드 7.44 1.87 3 0.89
평균 7.74 1.92 9 0.93

보수주의

독일 7.35 1.44 16 0.65
오스트리아 7.1 1.39 6 0.63
네덜란드 6.75 1.99 21 0.80
프랑스 7.59 1.8 5 0.87
평균 7.2 1.66 12 0.74

거버넌스 종합지수를 보면, 사민주의(0.83), 보수주의(0.66), 자유주의

(0.47), 그리고 남부유럽복지국가(0.35) 순이며, 한국은 0.14로 남부유럽

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6) 지속가능성

복지국가의 미래 지속가능성은 국민적 지지, 인구재생산구조와 국가경

쟁력의 유지에 달려있다. 복지국가에 한 국민의 지지를 행복지수로 갈

음하여 보면, 자유주의(7.8)과 사민주의국가(7.74)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수주의복지국가가 큰 차이 없이 그 뒤를 잇고 있고, 남부유럽복

지국가의 행복지수가 5.6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남부유럽보다도 낮은 수준인 5.4로 나타나고 있다. 출

산율은 사민주의복지국가가 1.92로 가장 높고, 자유주의 국가(1.87)와 

보수주의국가(1.66)으로 뒤를 잇고 있다. 남부유럽복지국가는 1.42로 출

산율이 가장 낮다. 한국의 출산율은 1.23으로 남부유럽보다도 낮은 수치

를 보이고 있다. 

<표 6-7> OECD 국가 복지레짐별 지속가능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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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만족도 인구 재생산 국가경쟁력 지속가능 

종합지수2)행복지수 
(2013)

출산율 (2010)1) 국가경쟁력 순위
(WEF:2012)

자유주의

미국 7.68 1.93 7 0.93
영국 7.55 1.98 8 0.93

캐나다 7.91 1.67 14 0.81
호주 7.96 1.89 20 0.90
평균 7.8 1.87 12 0.89

남유럽

이탈리아 5.9 1.41 42 0.38
스페인 6.32 1.38 36 0.44

포르투갈 5.16 1.37 49 0.26
그리스 4.9 1.51 96 0.12
평균 5.6 1.42 56 0.30

동아시아
일본 6.23 1.39 10 0.52
한국 5.4 1.23 19 0.33

OECD 평균3) 6.3 1.74 - 0.64
주석: 1) 네덜란드는 2010년도 자료 누락으로 2009년 자료로 체함
        2) 국가경쟁력의 경우 OECD 평균치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표에 해당되는 18개 국가의 평균

을 기입하여 지수를 도출함
        3) OECD 34개국 평균
출처: 행복지수는 OECD database on Better Life Index(http://stats.oecd.org/Index.aspx? 

DataSetCode=BLI, 2013년 12월 20일 검색), 출산율은 OECD database on Total 
Fertility Rates(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SPCUBE, 2013년 
12월 20일 검색), 국가경쟁력은 각각 World Economic Forum(WEF) report on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바탕으로 재구성 

세계경제포럼(WEF)이 144개국을 비교 평가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

위의 경우도 사민주의복지국가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평균 

9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동률로 중간 수준(12위), 남유럽이 가장 낮

은 점수(56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19위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보다 

낮으나 남부유럽보다는 상당히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종합지수 점수의 경우, 사민주의

(0.93), 자유주의(0.89), 보수주의(0.74), 남부유럽(0.30)의 순으로 나타

나고 있고, 한국은 남부유럽에 근접한 0.33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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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형 그림 분석

앞서 제시한 부문별 종합지수 점수를 한 곳에 모아 한국을 포함하여 국

가별 순위를 매긴 것이 아래 <표 6-8>이다. 이를 보면, 사민주의복지국가

들이 사회보장, 사회투자, 고용·노동시장, 거버넌스, 그리고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모두 고르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Iversen과 Wren(1998)의 

지적 로 재정부문에서 다소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보수주

의나 남유럽복지국가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은 

체로 사회보장, 사회투자, 고용·노동시장, 거버넌스 부문에서 5에서 10위 

사이를 차지하며 사민주의 국가와 큰 차이 없이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 단

지 지속가능성과 재정은 중간이거나 조금 낮은 순위로 자유주의 국가에 비

해 다소 떨어지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도 고용·노동시

장, 재정 그리고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체로 중간 이상의 순위를 기록하

고 있고, 거버넌스 부문은 중간 정도, 사회보장은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

다.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남부유럽복지레짐은 사회

보장 부문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항목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한국복지국가는 재정부문에서 호주 다음으로 2위를 한 것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과 고용·노동시장 그리고 거버넌스에서 순위가 최하위인 18위, 

나머지 항목에서도 16위(지속가능성)과 14위(사회투자)를 기록하고 있

다. 한국은 자유주의레짐 국가처럼 재정부문에서는 높은 순위를, 반 로 

사회보장 부문에서는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저부담-저복지’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과 남부유럽복지국가는 고용과 

노동시장의 특성, 거버넌스의 낙후성 그리고 미래 지속가능성의 결여 등

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남부유럽과 국민부담율 및 사회지출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노동시장과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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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사회투자 고용·노동시장 재정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사민주의

스웨덴 4(0.80) 2(0.82) 5(0.68) 11(0.54) 3(0.78) 1(0.99)

덴마크 1(0.95) 1(0.94) 2(0.71) 15(0.44) 2(0.87) 6(0.89)

노르웨이 7(0.75) 6(0.41) 1(0.77) 6(0.63) 6(0.69) 2(0.93)

핀란드 2(0.90) 3(0.54) 4(0.70) 12(0.51) 1(0.97) 6(0.89)

평균 3.5(0.85) 3(0.68) 3(0.73) 11(0.53) 3(0.83) 3.75(0.93)

보수주의

독일 6(0.77) 6(0.41) 11(0.59) 13(0.48) 10(0.52) 11(0.65)

오스트리아 5(0.78) 9(0.29) 7(0.65) 8(0.61) 5(0.70) 12(0.63)

네덜란드 3(0.89) 4(0.50) 6(0.67) 17(0.36) 6(0.69) 10(0.80)

프랑스 8(0.67) 5(0.46) 13(0.57) 10(0.58) 4(0.72) 8(0.87)

평균 5.5(0.78) 6(0.42) 9.25(0.62) 12(0.51) 6.25(0.66) 10.25(0.74)

자유주의

미국 17(0.22) 18(0.03) 11(0.59) 7(0.62) 13(0.33) 2(0.93)

영국 11(0.53) 10(0.26) 8(0.63) 3(0.78) 12(0.35) 2(0.93)

캐나다 13(0.42) 17(0.05) 10(0.61) 4(0.74) 9(0.56) 9(0.81)

호주 16(0.36) 11(0.22) 8(0.63) 1(1.00) 8(0.65) 5(0.90)

평균 14.25(0.38) 14(0.14) 9.25(0.62) 4.69(0.78) 10.5(0.47) 4,5(0.89)

남유럽

이탈리아 9(0.61) 15(0.10) 14(0.49) 18(0.29) 14(0.33) 15(0.38)

스페인 12(0.50) 8(0.35) 16(0.39) 5(0.68) 11(0.44) 14(0.44)

포르투갈 10(0.56) 13(0.21) 15(0.46) 9(0.60) 15(0.31) 17(0.26)

그리스 14(0.41) 16(0.06) 17(0.35) 16(0.43) 15(0.31) 18(0.12)

평균 11.25(0.52) 13(0.18) 15.5(0.42) 12(0.50) 13.75(0.35) 16(0.30)

동아시아
일본 15(0.38) 11(0.22) 3(0.71) 14(0.45) 17(0.29) 13(0.52)

한국 18(0.18) 14(0.20) 18(0.19) 2(0.99) 18(0.14) 16(0.33)

　OECD 평균 0.55 0.25 0.56 0.63 0.49 0.64

사한 구조임을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앞으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복지지출이 

자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율이 지속적으

로 상승할 것인데, 만약 증세가 여의치 않아 신 국가채무로 복지비용을 

충당하게 되면 남부유럽형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8> 복지국가레짐 6대 부문별 종합지수의 국가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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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의 부문별 지수를 바탕으로 작성한 아래 방사형 그림을 보면, 

각 부문의 성과가 좋아 면적이 넓으며 6개 부문별로 균형 잡힌 성과를 보

이는 복지국가레짐은 사민주의라 할 수 있겠다. 보수주의 복지레짐도 어

느 정도 균형 잡힌 성과를 보이는 반면, 자유주의와 남부 유럽은 면적도 

작아 상 적으로 성과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의 경우 재정과 

미래 지속가능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남부유럽복지국

가는 부분의 항목에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주목할 것은 한국복지국가로, 재정 부문을 제외하고는 사회보장, 사회

투자, 고용·노동시장, 거버넌스 그리고 지속가능성 의 모든 항목에서 점

수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복지레짐으로는 남부

유럽, 비교 상국 중에는 그리스와 함께 면적이 가장 왜소한 특징을 공유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복지국가가 상 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보

이는 재정 부문도, 최근 증세없는 복지지출의 확 로 재정적자가 빠른 속

도로 누적되고 있어 미래에 좋은 성과를 기 하기 어렵다. 단지, 국민연

금이 성숙하고, 기초노령연금, 공보육 등 최근에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들

이 사회보장과 사회투자 수준을 높여주면 다소 균형 잡힌 복지국가로 성

장해갈 가능성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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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복지국가의 특성별 방사형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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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군집 분석

보다 객관적으로 복지국가의 특성을 종합하여 유형화를 하고, 한국복

지국가와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군집

분석은 앞서 종합지수 작성에 활용된 19개 하위 변수를 표준화한 뒤 계층

적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림 6-2〕 군집분석 결과  

위의 <군집분석 결과>을 보면, 기존의 복지국가연구 문헌들이 지적하

던 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가 군집을 이루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핀란드가 또 다른 군집을 이루며 캐나

다, 호주, 국과 미국이 한데 묶이고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

고 그리스가 동일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이상치(outlier)로서 어떤 군집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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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사한 상황이 일본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은 미국과 가까운 거리를 

그리며 2차적으로 자유주의국가군에 근접하고, 멀리 보수주의와 사민주

의 국가의 특성도 일부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그나마 

일본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이상치로서, 레짐차원에서는 

남부유럽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중에서는 그리스와 거리

가 가장 가깝고 이 유사 정도는 자유주의국가 중 미국과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복지레짐 차원에서는 남부유럽국가와 가장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발전하고 있고,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과 그리스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제4절 소결

한국복지국가는 현재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사회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한국은 1990

년 이래 매년 12%씩 공적 사회지출이 늘고 있어, OECD의 평균증가율 

6.7%를 크게 웃돌고 있다 (OECD, 2013: 75).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로 성장해 갈 것인가?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현재 한

국복지국가와 가장 유사한 복지레짐은 남부유럽형이고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 그리고 그리스와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부유

럽 복지국가레짐과 이들 국가들은 사회복지적 성과가 그리 높지 못한 국

가들이다. 현 상태에서 단순히 몸집만 키운다면, 우리 한국복지국가의 미

래가 밟지 못하다. OECD평균보다 크게 낮은 우리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

여야하겠으나, 단순히 복지지출만 늘인다고 사민주의복지레짐처럼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되는 것은 아님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한국은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 후발주자이다. 후발주자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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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려, 성장기 한국복지국가가가 나아가야할 목표와 방향을 재정립하

고 의식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을 강화하되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을 늘려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고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명진.양

재진, 2013; 변 우, 2012). 고용률을 높이고 임금노동자의 비율을 높여

야 한다. 사민주의의 예에서 보듯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복지국가의 1차적 과제이다. 이는 넓은 세원, 그리고 사회보험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는 기초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

직 사이의 격차와 뛰어넘기 힘든 장벽은 제거하여 직업능력에 따른 이동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내의 1차적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져

야 2차적 분배인 사회보장의 효과가 커진다.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심하

면, 아무리 재정을 쏟아 부어도 계층화를 피하기 어렵다. 복지국가의 지

속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성친화적인 근로환경과 아동에 

한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되며,  정치적으로 손쉬운 빚을 내서 복지를 

하기 보다는 복지증세의 탄탄한 기반위에 사회지출을 확 해야 한다 (양

재진.민효상, 2013). 그리고 진보와 친복지주의자들도 성장 전략을 고민

해야한다.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라는 거 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 향상시키는 노력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러

한 의식적인 변화는 정치리더십에 한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이루어지

기 힘들다. 비교국 최하수준인 거버넌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치개혁과 

노사정의 합의주의가 절실하다 하겠다(양재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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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환기의 한국 자본주의

1. 삼각파를 맞은 한국 자본주의

삼각파는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 다른 방향으로부터 파도가 모여들어 

삼각모양의 물결을 일으키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곳을 항해하는 선박

은 조종이 어려워 종종 사고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한국 자본주의는 지

금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해 삼각파를 맞은 선박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가. 낮아지는 성장잠재력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최  고민은 1990년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

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경제성장의 고용창출 효과 역시 별로 신통치 

않다는 사실이다. 맥킨지 한국보고서51)는 ‘한강의 기적이 멈추었다’라고 

선언하면서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을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

리에 비유하고 있다. 한국이 오일쇼크, 외환위기 등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 정부와 경제주체들이 단결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내지만, 

현재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서서히 진행되면 위기감을 느끼

51) McKinsey Global Institute(2013), 『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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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해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이 제 로 된 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파

멸의 길로 간다는 지적이다.     

‘한강의 기적’의 비법은 수출산업의 급성장을 통한 고도성장이었다. 경제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63년부터 1979년 기간 중 연평균 40% 수

준의 높은 수출신장세에 힘입어 박정희 정권에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3%에 이르렀다. 이러한 높은 성장세는 안정화 정책이 추진된 전두환 정

권에서도 그 로 유지되어, 1981-’87년 기간 중 경제성장률 역시 10.0%에 

달했다. 그러나 그 후 경제성장률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8-’92년 

노태우 정권에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7% 고, 1993-1997년 김

삼 정권에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4%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8-2002년 김 중 

정권에서의 경제성장률은 5.0%, 2003-2007년 노무현 정권에서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4.3%, 그리고 2008-2012년 이명박 정권에서의 경제성

장률은 연평균 2.9%로 점점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2011년 2/4분기부터는 성장률이 아예 1.0%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특기

할 사항은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

아지고 있고, 낮아지는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하면서 ‘선

택과 집중’을 잘한 결과이며, 한강의 기적이 멈춰버린 이유는 민주화 이

후 선택과 집중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1960년  초 박정희 정권은 경제정책을 높은 수입장벽을 통해 내수산

업을 보호하는 ‘ 내지향적’ 방향에서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고 수출산업

을 육성하는 ‘ 외지향적’ 방향으로 전환하 다. 이에 더해, 박정희 정권

은 정부의 행정력을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일에 집중시켰다. 1960년  시

작된 선택과 집중의 전통은 1970년 에는 중화학공업의 집중적 육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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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졌고, 이는 한국산업의 고도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

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추진한 물가안정화 정책 역시 선택과 집중

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의 초고속 성장으로 

수급불균형과 물가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 처하기 위해 전두환 정부는 

출범 초부터 강력한 물가안정화 정책을 추진하 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한국 정부의 선택과 

집중의 전통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권은 극심한 노사분규

로 제 로 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시도도 해보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

다. 1993년 초 출범한 김 삼 정권은 서로 지향점이 다른 ‘경제활성화 

100일 계획’과 금융실명제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경제정책의 방향에 

한 혼선이 야기되었다. 결국, 노태우 정권에서의 혼란과 김 삼 정권에서

의 정책 추진의 일관성 결여는 한국경제가 1997년 말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의 쓰나미를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추락하 다. 

외환위기 와중에서 출범한 김 중 정권은 경제정책의 수립권한이 IMF

로 넘어간 상태에서 IMF가 제시한 금융개혁, 재벌개혁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조치들을 거의 그 로 수용하여 이를 나름 로 착실히 집행하

다. 그 결과 1년 만에 외환위기의 혼란 상태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거두

었으나,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새로운 난제가 잉태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

여와 분배를 강조한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로 종합

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부활하는 등의 규제조치를 

취함으로써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이로 인한 건설경기 부진의 불씨를 만들었다. 노무현 정권과는 정반 로 

이명박 정권은 기업친화적 정책의 추진을 통해 경제성장을 강조하면서 

출범하 다. 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 으나,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팽창과 감세에 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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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감세조치들을 포기함은 물론 국정목표 자체를 ‘친기업’에서 ‘친서

민’ 그리고 ‘공정사회’로 바꾸어버렸다. 

수출부문의 증가속도 둔화가 상당 부분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내수부문이라도 수출부문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이끄는 제2의 엔진 역할

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역시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과정에서 강도 높게 추진

된 금융 및 재벌개혁의 결과 나타난 기업과 금융기관의 보수적 경 행태 

역시 투자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03년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등으로 부동산에 한 과세가 강화되고 주택담보

출에 한 각종 금융규제정책 등이 새로 도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극도

의 침체상태를 보이게 되었고, 이는 건설경기의 부진과 건설회사의 량

부도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내수부문의 낮은 생산성 증가 역시 지속적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내수부문의 종을 이루고 있

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국내 제조업에 비해서는 물론 다른 선진국들

의 서비스 무문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 부

문의 낮은 생산성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는 물론 양극화 심화의 

핵심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심화되는 양극화

한국은 고도성장과 더불어 소득분배 구조도 상 적으로 양호한 나라로 

알려져 왔다. 해방 이후 추진된 토지개혁은 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분배

구조를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인 농지소유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해주었

다. 또한 1960년  초 이후 추진된 수출산업 육성정책은 당시 한국이 비

교우위를 갖고 있었던 섬유, 가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급성장을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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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고용확 와 임금상승을 통해 경제성장의 혜택이 아래로 확산

되는 이른바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한

국은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1960년 에는 소득분배가 오히려 개선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발전 초기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개발경제

학의 쿠즈넷(Kuznets) 가설52)의 예측과는 정반 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도성장과 분배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970년  중화학공업의 육성으로 임금격차가 확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  초 추진된 안정화 정책의 향으로 

분배는 다시 개선되었다. 그 후 한국에서의 소득분배 상황은 1997년 외

한위기 이전까지 체로 현상유지를 했으나,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신

자유주의적 개혁조치의 추진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

면서 분배구조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1997년 이후 한국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첫 번째 원인은 수출부문과 내

수부문의 성장속도 격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출부문은 한국 원화의 약세와 일

본 엔화의 강세에 힘입어 꾸준한 신장세를 유지하 으나, 내수부문은 소

비와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그리고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부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출부문은 기업이 주도하지만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반면, 상 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내수부문은 중소

기업이 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성장률 격차

는 산업부문 간은 물론 고용시장 및 금융시장에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

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수부문의 부진,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침체 그리고 중소기업의 상

52)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넷(Simon Kuznets) 교수는 남미 국가들
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개발 초기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론을 
제기 하 으나, 이는 한국의 1960년  경험을 통해 반드시 맞지 않음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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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약세 등은 1997년 이후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은 외환위기 이후 현저히 저하되었다. 경

제성장의 고용창출능력을 나타내는 고용탄력성 역시 매우 낮아 

2000-2008년 기간 중 한국은 30개 OECD 국가 중 23위에 그치고 있다. 

한국에서 고용률이 낮은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출산업의 취업유발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산업별 취업계

수53)를 살펴보면 한국 제조업의 취업계수는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미국, 일본보다도 낮은 반면,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는 미국, 일본보다 오

히려 높다. 이는 한국의 제조업이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기술집

약도가 미국, 일본보다도 오히려 높은 반면, 서비스업은 아직 근 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성이 미국, 일본보다 상 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양극화 현상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

화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은 인사관리 측면에서 기업운 에 

경직성을 더해주는 정규직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필요

한 인력을 정리해고가 편한 비정규직 인력을 최 한 활용하는 새로운 인

력관리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유연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간 경쟁을 치열하게 하

는 세계화는 물론 외환위기, 국제금융위기 등 국제환경의 악화와 불확실

성 증가에 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노동유연성 확보를 중요한 생존수단

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정규직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된 한국의 현

실에서 기업들은 노조의 저항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비용이 저렴한 비정규

직을 활용하게 된 것이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53) 10억 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취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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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의 확 로 이어지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에

서의 임금격차는 상 적으로 심하며, 이러한 상황은 지난 10년간 계속 악

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높아지는 사회적 스트레스

한국인의 분노표출 현상은 한국인의 행복감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에

서도 그 로 포착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조사한 한국인의 행

복지수54)는 2000년 에 접어들면서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예를 들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992년에는 77.9% 으나,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0년에는 70.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기간 중 1인당 국민소득

은 7천 7백 달러에서 2만 천 달러로 거의 세 배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

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경제적 번 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인은 인생의 가치를 내면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요인에 두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에 의하면 2005-2008년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존재적 가치로 ‘보

다 인간적인 사회’를 지적한 응답자는 16.8%에 불과한 반면, ‘경제안정’

을 지적한 응답자는 무려 7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다수의 한국인들은 한국사회를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고 누구에게나 공정

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국리서치의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4.7%

54) 조선일보, 신년특집 “2011, 한국인이여 행복하라”, 20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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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라

고 응답하 고, “한국에서 한 번 낙오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라는 질

문에는 74.7%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다수가 삶의 가치를 경제적 번 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발전은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구조의 악화로 인해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감은 오히려 낮아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의 낮은 행복지수는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로 연결되고 있

다. 한국의 자살률은 1990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금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살률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여

러 가지 있겠으나,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빈곤층과 노인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높은 것은 노인에 한 소득보장체계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에 이어 한국의 출산율 역시 세계 최

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7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

기 시작하여 2002년 이후에는 1.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기혼가구의 출산의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55)에 의하면,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중단

했다는 것이 응답자의 61.9%에 이르렀고, 이는 2005년의 46.4%보다 크

게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55) 이삼식·정경희 외(2010),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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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주의의 진화와 사회복지의 발전

가. 서구 자본주의 진화과정

서구 자본주의는 18세기 후반 국에서 시작되어 내외 여건의 변화

와 자체의 취약점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 으나, 그 

때마다 스스로의 변신노력을 통해 더 나은 형태로 진화하여 왔다. 경제평

론가 칼레츠키(Kaletsky)56)는 서구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을 크게 네 단계

로 분류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진화과정을 상징하는 아라비아 숫자

로 각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서구 자본주의 1.0은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하

으며, 아담 스미스가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 다. 그러나 자본주의 1.0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 고, 1930년  공황

을 겪으면서 적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자본주의 2.0은 미국 루즈

벨트 행정부의 뉴딜정책으로 시작되었으며, 존 케인즈(John Keynes)가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 고,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는 서

구 복지국가의 청사진 역할을 담당하 다. 그러나 1970년 에 진입하면

서 과다한 복지재정지출의 효율성에 한 회의론이 미국과 서구 국가에

서 제기되었고, 결국 1970년 에 절정을 이룬 복지국가모델은 1980년을 

전후하여 적인 수정의 길을 걷게 된다.

1980년  초 시작된 서구 자본주의 3.0은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기존 

복지프로그램에 한 개혁을 불가피하게 하 고, 과감한 규제완화는 금

융시장의 세계화를 초래하 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팽창과 위험성 증가

56) Anatole Kaletsky(2010), 『Capitalism 4.0: The Birth of New Economy』, Bloombury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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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단계 기 간 기본 사상 주요 성과 문제점

1.0   
고전적 자유주의

18세기 후반-
1920년  말

Adam Smith
국부론(1776)

산업혁명과 세계화
도시빈곤문제와

공황

2.0   
복지국가

1930년 -
1970년  말

John Keynes
일반이론(1936), 
Beveridge 
Report(1942)

불황극복과   
복지국가건설

근로의욕 감퇴와
국가경쟁력 약화

3.0   
신자유주의

1980-2008년

Hayek 노예의 
길(1943), Friedman 
자본주의와 
자유(1962), 

IT혁명과 금융시장
의 세계화

금융위기

4.0   
공유가치 창출,

혁신, 성장, 
실용주의

2009년 이후

Porter 
공유가치창출(2011), 
Kaletsky
자본주의 4.0(2011)

자본주의 보강:
경제실용주의,
정치보수주의,
금융감독 강화

미국과 중국의
립과 갈등(?)

는 2008년 9월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도산을 

계기로 세계금융시장을 새로운 위기로 몰고 갔다. 1930년  공황 당시

와는 달리, 주요 국가들 간의 긴 한 정책협조로 세계경제가 상 적으로 

빠르게 위기국면에서 벗어났으나, 서구 자본주의는 지금 4.0 시 로의 새

로운 진화 과정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이 칼레츠키의 주장이다.

자본주의 4.0 시 의 과제는 신자유주의의 강점은 살리면서 양극화와 

분배구조 악화라는 폐해를 보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이념적 접근보다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고, 정부의 기능강화와 기

업의 역할 재정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7-1> 서구 자본주의의 진화 단계

자본주의가 진화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의 복지수준도 점

차 개선됨은 물론 사회복지에 한 정부 차원의 관심 역시 높아지기 시작

하 다.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선도자 역할을 한 국의 경우 1600년경

부터 구빈법(救貧法)이 만들어져 빈민 구제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

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 적 의미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빈민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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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억제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1880년경까지 지속된 사회복지 1.0시 는 구빈법이 표적 정책

수단으로 빈민들에 해 주거 제한, 강제노동 등의 반(反)자유주의적 조

치들이 남발되었고 맬서스(Malthus)의 인구론에 의한 최소 수준의 빈곤

책이 존재하 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들어 근로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불황으

로 인한 량실업이 발생하면서 민간 차원의 사회복지사업이 활발히 전

개되고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현 적 의미의 복지국가 기반이 만

들어지는 사회복지 2.0 시 가 시작하 다. 특히, 1929년 시작된 공황

은 미국은 물론 국 등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복지국가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념적으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국

사회를 지배한 보수성향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와 진보성향의 

페비안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역시 복지국가의 초석을 이루는 역

할을 담당했다.

제2차 세계 전 이후 국제정치가 안정되고 세계경제 역시 장기간 고도

성장을 구가하면서, 서구 복지국가 모델은 새로운 도약기인 사회복지 3.0

시 를 맞이하게 된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복

지국가 건설의 기본설계도 역할을 담당했고, 사회정책학자 티트머스

(Titmuss)57)의 복지국가 옹호론은 이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 다. ‘요

람에서 무덤까지’ 최소한의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보장되는 복지국가 모

델이 유럽 전역에서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1970년  두 차례의 석유파

동으로 세계경제가 저성장과 고물가의 이중고와 더불어 인구고령화로 복

지지출이 눈덩이처럼 확 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제기되었다. 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경

57) Richard Titmuss(1958), 『Essays on the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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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단계 기  간 기본 사상 주요 성과 문제점

1.0
복지국가 이전기

1880년 이전
Malthus 인구론
Bentham 공리주의

구빈법(Poor Law)
반자유주의적, 
소극적 책

2.0
복지국가 태동기

1880-1945년
New Liberalism, 
Fabian 사회주의

인보관운동
사회보험제도 

공황과 
량빈곤 발생

3.0
복지국가 성장기

1945-1980년
Beveridge 보고서
Titmuss복지국가론

‘요람에서 무덤까
지’ 복지 제공

복지재정의 팽창과 
비효율성

4.0
복지국가 재설계

1980년 이후
Neoliberalism 정책
Giddens 제3의 길

복지의 시장화, 합
리화 및 최신화

지속되는 
유럽경제 위기?

제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의 축소 또는 합리화를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복지

국가에 한 재설계가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4.0 시 가 열리게 된다. 정

권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미국 및 유럽의 선진국들은 복지의 시장화, 

합리화 그리고 최신화를 통해 복지국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

을 경주하고 있다58). 최근 세계금융위기로 유럽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

되면서 복지국가에 한 재설계 작업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2> 사회복지 진화의 네 단계

 

나. 한국 자본주의의 진화과정

서구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이 2, 3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반면, 한국에서

의 자본주의는 1945년 해방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가 반세기 정도로 일천하지만, 그 진화과정은 

서구 자본주의에 못지않게 역동적이었으며 발전 속도 또한 눈부시다고 할 

수 있다.

58) Esping-Anderson(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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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한국 자본주의 1.0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

의를 지향하 으나, 이를 실현시킬 만큼 한국사회가 성숙하지는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표방하 지만 각종 정부규제가 남발되었고, 수

출보다는 수입 체를 중시하는 내 지향적 경제정책이 추진되었다. 빈

곤의 악순환이 거듭되었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못 살겠다, 갈아 보자’

라는 구호를 외치게 하 다. 결국, 한국 자본주의 1.0 시 는 4·19 민주

화 혁명 그리고 5·16 군사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2.0 시 로 새로운 진화

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1961년 5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성장에 역점을 두면서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하 다. 이를 위해, 

경제정책은 종래의 내지향적에서 외 지향적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군사정부의 강한 행정력으로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집

행하 다. 이러한 전통은 전두환 정권에서도 지속되었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연평균 수출신장률 40% 그리고 연평균 경제성장률 10%

의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고, 한국경제와 

한국기업에 한 국제적 신인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성공적 경

제발전은 국민들의 민주화 욕구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정치

부문에서의 민주화는 시 적 세가 되었다. 

한국 자본주의 2.0 시 는 1987년 6월을 전후하여 3.0 시 로 새로운 

진화의 길을 가게 된다. 한국 자본주의 2.0의 기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이고 강한 정부가 민주화 과정에서 무너지면서, 한국경제는 

극심한 노사분규의 진통을 겪게 된다. 그 결과,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국

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 과정에서 금융과 

기업 부문에서 적 구조조정에 성공한 한국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의 기반을 닦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IT강국은 물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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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장국이라는 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 자본주의 3.0의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문제가 새로

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수출부

문과 내수부문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1960년  이후 한국 경제성장의 견

인차는 언제나 수출부문이었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초기에는 수출산업

의 높은 노동집약도 때문에 수출신장이 고용 확 , 실질임금 상승 그리고 

소득분배 개선으로 이어졌으나, 수출산업의 자본 및 기술집약도가 높아

지면서 수출신장이 고용 확 로 이어지는 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

한 외환위기와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과정에서 한국 원화는 상 적으로 

평가절하된 반면, 수출시장에서 우리의 주 경쟁상 인 일본 엔화는 오히

려 평가절상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향상되었고, 이는 수출부문의 획기적 신장으로 이어졌다.

반면, 경제위기는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내수시장은 오히려 불황

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06년 이후부터는 내수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부문까지 불경기로 접어들어, 수출부문과 내

수부문에서의 경기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복지수준에 한 불만족, 

사회의 공정성에 한 불만, 기업의 독주에 한 반발 등은 한국 자본

주의가 또 하나의 진화과정을 겪으면서 발생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혼란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 4.0 시 의 핵심과제는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모델을 만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틀에 사회적 연 의식을 추

가하여 지속가능 경제, 지속가능 경 , 그리고 지속가능 복지를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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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단계 기간 기본 사상 주요 성과 문제점

1.0
약한 정부, 약한 

경제

1945년-
1960년

자유주의, 
내지향적 경제정책

인적 자본 축적, 
시장경제 및 
국가기반확립

빈곤의 악순환

2.0
강한 정부, 강한 

경제

1961년-
1987년

국가주의,
외지향적 경제정책

한강의 기적 달성, 
외신인도 향상

정치민주화 지연

3.0
민주정부, 
경제강국

1988년-
2008년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IT강국,
UN사무총장국 및
G20 의장국

양극화 심화

4.0
지속가능한 한국 
자본주의 모델 

정립

2009년
이후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
사회적 책임의식

지속가능경제,
지속가능경 ,
지속가능복지

통일 쓰나미(?)

<표 7-3〉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

비록 민주화 이전의 역 정권들이 체로 ‘선(先) 경제, 후(後) 복지’ 전

략을 채택하 지만, 한국에서의 사회복지 역시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

적으로 발전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1960년까지의 사회복지 1.0 시 에

는 한국전쟁 중 발생한 고아를 상으로 하는 아동시설 중심의 자선구호

사업이 사회복지의 종을 이루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외국원조

에 의존하 고, 사회복지는 빈민에 한 최소한의 구호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외지향적 경제정책의 추진으로 고도성장 궤

도에 오르게 되면서 사회복지에 한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사회복

지 2.0 시 가 열리게 되었다. 1961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을 한국에

서 복지국가 태동기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저소득층을 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사업이 틀을 갖추게 되었고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의 사회

보험제도도 도입되기 시작하 다.

1988년 정치민주화로 복지에 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

국에서도 복지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사회복지 3.0 시 가 전개되었다. 국

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도입되었고,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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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단계 기간 기본철학 주요성과 문제점

1.0 복지국가 
이전의 시기

1945-1960년
빈민에 한 최소한
의 구호

아동시설 중심의 자
선적 구호사업

외국원조 의존, 
제도적 접근 부재

2.0 복지국가
태동기

1961-1987년
선(先) 경제성장 
후(後) 사회복지

복지제도의 
점진적 도입

정치민주화에 따른 
복지수요 폭증

3.0 복지국가
성장기

1988-2010년
경제개발과 사회개
발의 동시 추진

사회보험제도의 완
성, 청사진 제시

양극화 심화, 저출
산·고령화 급진전

4.0 복지국가
재설계

2010년 이후
자유시장경제, 
사회적 연 의식

한국형 복지국가의 
완성

복지재정?

청사진도 만들어졌다. 김 삼 정부의 ‘균형적 복지’, 김 중 정부의 ‘생산

적 복지’, 노무현 정부의 ‘참여적 복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

지’ 모두 경제성장에 걸맞은 사회복지를 구현시키려는 정권 차원의 강한 

의지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극화 문제가 정치사회적 과제로 부각

되면서 사회복지는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통령선거의 핵심적 쟁점정책 사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선거에서 복지문제가 정치무 의 중심

으로 부각되는 사회복지 4.0 시 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선

진국의 복지제도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하는데 정책의 역

점이 두어졌으나, 사회복지 4.0 시 에는 경제와 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한국형 복지국가를 완성해야 하는 과제

를 안게 되었다. 

〈표 7-4> 한국 사회복지발전의 네 단계

3.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웰페어노믹스

가. 복지와 경제의 융합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빈곤, 실업 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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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복지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초 제정되어 그 후 350년간 지속된 국

의 『구빈법』(The Poor Act)은 엔클로져 운동으로 도시인구가 급증하고 

당시 모직공업의 불황으로 발생한 량빈곤에 한 국가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또한, 역사상 최초의 노동법인 『공장법』

(Factory Act) 역시 산업화 초기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혁신가인 로버트 오왠(Robert Owen)의 열정적 활동의 결과 19세기 초 

입법화되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한 국

이 1870년 에 들어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여 실업과 도시빈민 문제가 사

회문제로 부각되고 지식인들 사이에 인도주의가 확산되면서, 민간차원의 

자원봉사활동과 지역복지사업인 인보관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 다. 

독일에서는 1870년 이후 진행된 강력한 사회주의 운동에 응하기 위

해 ‘철(鐵)과 혈(血)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 다. 지주귀족 출신의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을 당시 신흥세력인 

부르주아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 고, 노동자들의 충성을 고용주나 

노동자조직이 아닌 국가로 향하도록 하여 정치안정을 도모하려 하 다. 

사회복지에 해 상 적으로 미온적 입장을 견지해 온 미국에서도 1929

년 공황이 발생하자 이 과정에서 발생한 량실업 문제에 한 해법으

로 1935년 국민의 생활보장에 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사

회보장법』을 시행함은 물론, 뉴딜사업 등 정부 차원의 규모 일자리 사

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공황과 두 차례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국가차원의 개입에 익숙해진 

국은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의 발표를 계기로 현 적 의미의 복지국

가에 한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1945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소한의 복지서비스와 생활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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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이 법제화되었다. 이와 같이 공황, 세계

전 등 경제사회 위기 과정에서 태동된 사회복지정책은 1945년 이후 선

진국경제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 새로운 도약기를 맞게 된다. 

국에서 시작된 복지국가 모델은 급속히 모든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었고, 

스웨덴 등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복지혜택의 수준을 더욱 확 해나가

는 데 선봉장 역할을 담당하 다.

이와 같이 복지와 경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호의존적으로 발전되

어왔으나, 1980년  이후 복지국가 모델에 한 비판이 높아지고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고 정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가 보수의 가치

관으로 정착되면서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이념적 논쟁이 심화되었다. 이

런 과정에서 복지와 경제가 마치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것 같이 비쳐지기

도 하 다. 신자유주의적 복지관은 선진국에서 나타난 경제침체의 주된 

원인이 복지국가체제의 실패, 즉 정부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복

지정책이 지나치게 확 되어 국가재정은 파탄하게 되었고, 근로의욕은 크

게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모든 개혁은 지금까지 국가가 맡아 

왔던 것을 시장경제에 이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국가의 부조

를 받는 사람은 진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공적 개입은 철폐되어야 하고, 세제 역시 이

러한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복지

국가가 확 되고 복지수혜자가 많아질수록 복지국가 관련 이해당사자가 

확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

이 작금의 상황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로 의료 및 노후연

금의 지출수요가 급증한 반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의 비중은 감소하여 필요한 복지재원의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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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경제구조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생산성이 상 적으로 높은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상 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비중은 높아지면

서, 저성장과 임금상승의 둔화로 세수증가 속도 역시 둔화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복지국가가 성숙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회복지비의 한

계효용이 점차 감소하여 때로는 부(負)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사회

복지비의 GDP비율이 높아지면서 조세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끝으

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복지

국가의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예를 들어, 높아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은 탁아 등 새로운 복지수요를 창출하고, 가족해체 현상의 심화와 단독가

구의 증가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족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과다한 재정부담으로 기존의 복지지출을 축소해

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과 양극화의 심화로 사

회복지에 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여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동시에 전개되면서 사회복지와 복지국가 모델에 한 찬반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특히, 1980년  이후 사회복지

에 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보수진 의 가치관

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경제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

과 형평과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복지국가적 자본주의 모델은 서로 상

충적인 개념으로 발전되었고, 정치권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이 중 양자택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지금 한국은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경제성장과 활력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서구식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활력을 유지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은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이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270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을 감안할 때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과제는 기존의 서구식 복지국가 모델

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모델 각각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보완하여 새

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복지와 경제의 융합인 ‘웰페어노

믹스’(welfarenomics)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나. 웰페어노믹스의 기본구조

복지와 경제가 융합되는 웰페어노믹스는 기존의 복지국가 자본주의 모

델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의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여 이

들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시도

이다. 또한 효율과 형평의 조화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를 

강조하는 웰페어노믹스는 경제와 복지에 관한 이념적 논쟁을 지양하고,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경제활력을 유지하면서 사

회복지의 실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경제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자는 전략적 시도이기도 하다.

웰페어노믹스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모델의 수정을 시도하여, ‘복지적 경제’의 방식으로 함께 성장하는 자본

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첫째, 정부의 역할을 한국 고유의 정부주도 

시장경제에 자유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부문에서 정부의 국가전략 수립 및 집행기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에서 기

업의 역할이 증가하는 시 를 맞아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경 전통을 새롭게 확립하고 이를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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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기능을 기업의 이익을 변하는 종래의 역할에서 공유가치창출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로 전환하고, 정부의 기업정책

도 기존의 규제중심에서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시

민사회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공생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할 것

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형태를 기존의 직접적 지원방식을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간지원조직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웰페어노믹스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서구식 복지국

가 모델의 수정을 시도하여, ‘경제적 복지’의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첫째,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는 인식을 바탕

으로 일자리 복지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복지

행정과 고용행정을 통합‧운 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복지-고용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혁신이 

사회복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쟁과 기업가정신의 

고양을 통한 혁신복지 생태계를 형성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

회적 기업에 한 정부지원의 기준을 인건비 보조에서 사회적 혁신을 촉

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사회금융 시장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경 기법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하여 복지경 의 전통을 

확고히 확립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기

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기관에 한 

정부 지원의 기준도 시설규모나 수용인원보다는 사회적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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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웰페어노믹스의 기본구조

〔그림 7-2〕 웰페어노믹스의 기본 개념

실실적 공공 공공적 실실

실실공공

웰페어노믹스가 제시하는 ‘복지적 경제’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에 한 안이, 그리고 

‘경제적 복지’는 재정위기에 봉착한 서구 복지국가 모델에 한 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보수와 진보세력 간 복지와 경제문제 해결에 관한 시각

과 해결방안에 한 이견이 커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운용과 기

업경 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각과 복지시책의 추진과정에

서 경제·경 적 시각의 적용은 정책현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가능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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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적 갈등을 축소시키는 촉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웰페어노믹스는 효율과 형평, 이기심과 이타심, 자유주의와 공

동체주의, 시장과 정부, 더 나아가 창조적 파괴와 협력적 공존 등 서로 

립을 이루는 가치관들이 조화를 이루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갈등보다

는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적 가치관의 실현이기도 하다. 학문의 여러 분야

가 근 화 초기에는 각기 분화되어 발전되었으나, 20세기 중반 이후 다시 

수렴되어 융합의 시 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효율과 형평,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등의 가치관도 19세기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서로 립을 이

루어 정치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부터는 공산

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양극화의 심화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정의 길로 접어들면서, 20세기를 지배한 ‘이념적 갈

등의 시 ’가 21세기에는 서서히 ‘실용적 수렴의 시 ’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웰페어노믹스는 새로운 시 의 가치관을 상징한

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복지적 경제,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

1. 정부의 국가전략 수립기능 강화

가. 시장과 정부의 역할

자본주의는 나라마다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왔고, 또한 시 적 상황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계속 

진화하여왔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헐(Hall)과 소스키스

(Soskice)59)는 기업의 생산성에 핵심적 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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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제주체들과 조정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자본주의를 크게 자

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와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로 구분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시장에서 분배가 결정되고 각 경제주체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경우로,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미국과 국이 표적 사례로 지

적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가 잘 작동되려면 제품시장에서 경쟁체제가 

확립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효율

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의 강점은 경쟁을 통해 강한 생산성 

증가 동인이 작동되어 체제의 효율성과 유연성이 동시에 높다는 것이나, 

단점은 이 과정에서 분배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조정시장경제는 기업과 근로자 표기구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임

금수준과 분배가 표기구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

며, 독일과 일본 등이 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정시장경제에서 금

융기관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조정은 물론 사회전체의 이익을 변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조정시장경제가 제 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표가 서로 화하고 타협하는 사회

적 분위기와 전통이 확립되어야 하고, 금융기관도 더욱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의 투자활동을 선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정시장경제의 강점은 화와 타협으로 격차 완화가 가능하고 사회적 

통합이 증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생산성 증진을 유인하

는 인센티브가 상 적으로 약해 세계화 시 를 맞아 자유시장경제와의 

경쟁에서 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1990년  중반 이후 조정시

장경제를 지향하는 EU와 일본이 자유시장경제의 명사인 미국과의 경

59) Hall & Soskice(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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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사실로도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는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가 강력한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정부주

도 시장경제’(government-led market economy) 형태로 발전하여 왔

다. 1960년  이후 한국정부는 환율, 금리 등 거시정제정책을 외 지향

적으로 전환하여 수출활동을 장려하면서도 관치금융을 통해 자원배분 과

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 고, 심지어 노동활동의 통제를 통해 갈등

해소 과정에도 적극 개입하 다. 

이러한 정부주도 시장경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집행능력을 통

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기반이 되었고, 정부주도 시장경제 모델은 

1980년  중국으로 수출되어 개방화 이후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주도 시장경제 모델은 권위주의적 정치체

제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경제가 선진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지나친 정부

개입의 비능률이 발생함은 물론, 민주화에 한 욕구분출로 더 이상 유지하

기가 어려운 정치사회적 상황이 전개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경우, 

1987년 정치민주화로 노동활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주도 시장경

제 모델은 적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과 

기업부문에서 개방화와 자유화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의 추진을 불

가피하게 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시도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  이후 세계 각국의 시장경제 체제는 새로운 변신과 진화의 길

을 걷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분배문제 해소를 위해 적 적 M&A를 자

제하고, 조정시장경제는 임금결정에 있어 개별기업의 자율성을 확 하는 

등의 조치로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이른바 ‘자본주의 수렴화’ 현상이 진

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는 자유시장경제에 조정시장경

제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 시장경제를,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조정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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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유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유시장경제 전통이 강한 미국과 

국에서도 위기의 조기수습 및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시장기능과 정부기능

이 조화를 이루는 혼합형 시장경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4.0의 저자 칼레츠키60)는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

가 있어야만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4.0 

시 에는 정부와 비즈니스가 립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하며, 유연성이 높아 변화에 잘 적응하는 “적응성 혼합경제”가 될 것이라

고 예측하고 있다.

나. 자유시장경제와 정부주도경제의 혼합형 추구

자본주의의 수렴화가 세계적 현상임을 감안할 때, 한국 자본주의 역시 

종래의 정부주도 시장경제에 ·미식의 자유시장경제 요소 또는 유럽식

의 조정시장경제를 요소를 가미하는 한국 고유의 혼합형 시장경제를 발

전시켜나가야 하는 시 적 과제를 안고 있다.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

기는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국제기구인 IMF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고, 

IMF는 김 중 정부의 동의하에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조치를 추진하

다. 한국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시작

된 것이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에 필요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자

본시장의 발달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기능의 축소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을 초래하 다. 또한, 김 중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리해고와 임금인상 등 주요 정책현안에 관한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려

60) Kaletsky(2010),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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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정시장경제로의 부분적 전환 노력도 시도되었으나, 이 역시 큰 성과

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

출하는 관행이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 간 합

의의 실패는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기피 현상과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부

작용을 가져왔고, 이는 고용부진과 임금격차 확 를 통한 양극화의 심화

로 이어졌다.

한국 고유의 혼합형 시장경제는 정부의 국가전략 및 집행 기능을 최

한 살리면서 자유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에 필요한 경쟁적 제품시장, 효

율적 금융시장, 그리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정부주도 시장경제에 자유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

단된다. 유럽식의 조정시장경제보다 ·미식의 자유지장경제를 가미하는 

이유는 IT혁명과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된 1990년  중반 이후 조정시장

경제를 추구한 국가들보다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 국가들의 경제성적표

가 상 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변화에 

한 유연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 측면에서 전자보다는 후자가 상 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는 

디지털 시 에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협의체보다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문제는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양극화 해소문제인데, 이 역시 노사 간 화와 협의의 전통이 약한 한국

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개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정부주도 시장경제와 자유시장경제의 혼합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각 

모델의 장점을 최 한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은 이미 오랜 기간의 정부주도 시장경제의 전통을 갖고 있고, 한국정부는 

경제운용에 있어 중장기적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온 실적을 갖고 있다. 1960년 의 수출진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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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1970년 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과 새마을사업, 1980년 의 안정

화 정책, 1990년 이후의 정보화 정책 등이 정부주도 정책의 성공사례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공무원 조직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추

진하는 능력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1990년  이

후 여러 차례의 공공부문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관료조직이 개선되었고, 

전문성이 향상되었으며, 전자정부 추진을 통해 국민 서비스 기능도 크

게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추진되고 이의 일환으

로 ‘작은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의 목표로 설정됨으로써 정부 역할에 

한 혼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정부에 한 불

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기능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을 미덕

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경향이 생긴 것이다. 특히, 1990년  중반부터 경

제개발계획 수립 자체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국가전략의 수립 부문에서도 

어정쩡한 입장을 견지하여왔다. 

다. 정부의 전략수립 기능 강화 및 시장경쟁체제 확립

국제적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현명한 개입’이 강조되는 시점

에서 한국이 상 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국가전력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서의 정부 역할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와 의 국가전략수립 기능과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 및 집행 기능을 

크게 보강해야 한다. 권위주의적 정권에서는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

원(KDI)이 국가전략 수립기능을 수행하 으나, 정치민주화가 진행되면

서 국민으로부터 국가운 권을 위임 받은 통령이 국가전략수립 과정을 

총괄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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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전략수립 기능이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권이 임의로 만들고 폐지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법적으로 신

분이 보장된 기구에서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헌법에 

그 설립근거가 있고, 설치 및 운 에 관한 법까지 존재하는 ‘국민경제자

문회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한민국헌법 93조는 제1항에서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2조에서 ‘국민경

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국가경제자문회의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뒷

받침해주는 전문가 조직이 사무국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

능을 수행할 전문가 조직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1971

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경제정책 수립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기존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사무국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

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 기능 역

시 크게 확충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부총리제가 부

활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보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

는데, 이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 된다. 

정부기능과 시장기능이 조화되는 혼합형 시장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이 동시에 전개되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경쟁적 

제품 및 서비스 시장구조가 유지되어야 하고, 둘째, 금융산업의 현 화와 

세계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셋째, 법질서 확립

과 노사 간 협력분위기 조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제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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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1970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수출시장에서 치열

한 경쟁을 뚫고 성장하여왔기 때문에 수출신장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

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

화되면서 1980년 부터 재벌기업에 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시작되었

고, 최근에는 ‘동반성장’ 또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한 

각종 규제 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에 한 정부의 규제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아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 한국 자

본주의가 종래의 정부주도 시장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하는 

혼합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벌기업에 한 정부 차원의 규제와 개

입이 독과점의 횡포를 막아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효용을 증 시킨다는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 기업의 독과점적 횡포가 성행할 수 있는 표적 

분야는 상 적으로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의 거래인바, 이 분야에

서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정부가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금융산업은 오랜 기간의 관치금융 관행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

화된 상태이며,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으로 비록 관치금융의 관행은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담보 출 중심의 안이한 경 에 치중하고 있다. 과

거에는 정부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금융기관은 정부가 선정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출하는 관행이 유지되었으나, 금융구조조정 이

후 한국의 금융기관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과 기업을 찾아 투자하기

보다는 아파트 등 담보가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는 보수적 경

관행이 정착되어가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세계화가 시 적 세인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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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활동에 안주하면서 활동의 무 를 세계로 확 하는 일은 감히 엄두

도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국의 금

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내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자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함은 물론, 한국의 제조업과 같이 세계를 무 로 활동할 수 있

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세계무 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담보위주의 출을 신용위주로 과

감히 전환함은 물론, 국제금융 경험이 풍부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인수·합

병 등을 통해 국제금융 경험을 축적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 금융기관의 CEO를 공모를 통해 세계적 금융전문가로 충원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와의 혼합형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오랜 관치금융으로 금융기관의 경 능력이 약화된 

것과 같이, 권위주의적 정권에서의 노조활동 탄압은 노사 간 화와 협력

을 통해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전통을 세우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1987년 민주화로 노조활동이 자유화되면서 극심한 노사분규로 인해 국

가경쟁력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준

다고 할 수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일차적 과제는 

노사관계에서 법질서를 지켜나가는 전통을 확실히 정립하는 것이다. 노

조활동이 정치적 탄압의 상이 된 시 에는 불법적 노사분규가 정당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노조에 한 탄압이 불가능한 민주화 시 를 맞아 

노사 모두 법질서를 지키는 범위에서 노사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노사분규 발생 시 정치권의 간섭과 개입 역시 최소화되어야 

한다. 세계화 시 에는 기업이 전 세계를 투자의 상으로 삼을 수 있으

며, 실제로 지구촌 시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국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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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 유지를 위해 임금수준과 노사관계 등을 고려하여 투자 장소를 선정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임금이 낮고 내수시장 역시 방 한 중국이 

이러한 수출기업들의 투자 상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인도, 브라질 등 다

른 개발도상국으로 투자 상지역을 확 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미 

FTA, 한·EU FTA 체결 이후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 역시 투자 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적 노사분규와 이에 한 외부 세력의 

개입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일자리를 외국에게 빼앗기는 결

과를 초래하고 있다.

2.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

가. 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부의 역할에 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역할

에 한 시각도 다양하다. 신자유주의의 표적 이론가인 프리드만

(Friedman)61)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주

장하 으며, 이러한 주장은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변하면 된다는 ‘주

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입장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을 주주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은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미국과 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합주의적 성격이 강한 독일과 일본에서는 회사를 주주는 물

론 종업원, 하청업체,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당사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어, 미국과 국에서는 ‘회사가 주주의 것’이라고 생

61) Milton Friedman(1970),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Se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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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경 자의 비율이 각각 76%, 7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과 독일에서는 ‘회사가 이해당사자 모두의 것’이라고 응답한 경 자

의 비율이 각각 97%와 83%로 나타남으로써62) 미국과 국과는 매우 

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주자본주의와는 다르게 기업의 역할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조명하

는 시각이 있는데 이를 ‘이해당사자 이론(Stakeholder Theory)’63)이라

고 한다. 앞에서 지적한 로, 기업을 경 함에 있어 투자가, 근로자, 부품

공급자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물론 지역사회, 국가 등 간접적 이해당사

자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장기적 시각에서 더 현명한 기업경

전략이라는 것이 이해당사자 이론의 핵심 내용이다. 이해당사자 이론이 

지배하는 경제를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일본과 독일은 이해

당사자자 자본주의이고 미국과 국은 주주자본주의인 것이다.  

제3의 길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진보진 이 복지국가의 위기, 세

계화의 급진전 등의 시 적 과제에 한 응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한

다면, 이해당사자 이론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수진 이 

환경문제 악화,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기업의 활동과 시장경제의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는 상황에 한 응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수의 CSR 활동이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배분하는 제

로-섬 성격이 강하고, 단순히 기업의 외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포터와 크레이

머64)는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만나는 역에서 기업활동이 적극

62) Masaru Yoshimori(1995), “Whose Company Is It?: The Concept of the 
Corporation in Japan and the West”, 『Long Range Planning』, Vol. 28, No. 4

63) Edward Freeman(1984),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 
Boston; Pi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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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전개된다면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의 상승을 유

도할 수 있다는 ‘공유가치창출(CSV)’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기업의 사회

적 책임론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 CSV는 크게 음의 세 가

지 방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첫째, 식품회사가 건강식픔을 개발하여 

국민건강에도 기여하고 기업수익을 제고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수요 충

족을 위해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생산성을 사회

적 가치 차원에서 재정의(再定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품의 운소루

트를 개선함으로써 운송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에너지 절약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것이다. 셋째, 연관 사업을 지원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 원료 구입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CSV는 기업경 의 시각을 공유가치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함으

로써 상 적으로 적은 투자로 큰 내외적 효과를 얻는 경 방식이다. 또

한 CSR이 기업의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로-섬 방식이었으

나, CSV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동시에 제고되는 플러스

-섬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은 물론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

이 있다. CSR은 기업이 자유재량의 선행(善行)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고 

기업이윤의 극 화라는 기업 본연의 목표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진주체나 사업의 규모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CSV는 기업

경쟁력 유지의 필수적 요건이라는 인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기업 전체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고 추진사업의 규모 역시 제한을 담을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CSV가 CSR보다 기업의 경제적 가치의 제고는 물론 사회적 

가치 제고를 통한 기여도 측면에서도 훨씬 우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64) Michael Porter & Mark Cramer(2011), “Creating Shared Value: How to Reinvent 
a Wave of Innovation and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Jan-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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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는 기업과 정부 및 NGO의 전통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을 의미

한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환경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을 규제

하려고 하 으나, 기업이 CSV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한

다면 정부와 기업은 규제 제공자와 규제 상자의 갈등적 관계가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

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NGO는 환경문제에 관해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업의 CSV 활동 강화를 통

해 기업과 NGO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

에서 자선재단은 기업과 정부 그리고 NGO를 엮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자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나.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CSV의 필요성에 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문제는 이를 실제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크레이머65)는 기업이 CSV 경

전략을 구현시키는데 필요한 원칙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

다: ⑴ 기업의 CEO와 최고경 층의 CSV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리더십, 

⑵ 혁신과 새로운 학습을 위해 위험부담도 마다하지 않는 사고, ⑶ CSV

에 관한 의지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재정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와 지배구

조의 확립, ⑷ 사업현장에서의 열정적 집행, ⑸ 전통적 지식체계와 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지식과 파트너십, ⑹ 의도한 사회적 및 환경적 

목적 달성의 사업적 이득을 측정하는 방법의 개발.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

한 것은 CSV와 관련된 전략과 행동이 기업의 거의 모든 부문과 관련이 

65) Mark Kramer(2011), “Creating Shared Value: Redefining the Role of Business 
in Society”, Presentation on CSV Execution Methodology, 동아비즈니스포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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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CSV 활동이 기업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내부화되어야 성공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오랜 기간의 정부주도 경제운용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

업정책 역시 정부개입적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 사실이다. 1960년 에는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지원책을 

펼쳤고, 1970년 에는 정부가 유망업종을 선정하고 관련기업에 해 다

양한 형태의 특혜를 주는 산업 및 기업정책을 구사하 다. 이 과정에서 

기업에 한 집중적 지원으로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자, 1980년

부터 정부는 기업에 한 직접적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라는 양날의 칼

을 활용하기 시작하 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지정되었고, 중소기업에 

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책이 마련되어 추진되었으며, 기업에 

해서는 총액출자제한 등의 규제조치가 취해졌다.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주고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전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10년 9월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책’을 발표하 고, 같은 해 12월 동반성장위원회를 구

성·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반성장위원회의 활동은 그 범위가 

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에 국한되어 있고, 중소기업 적합품목의 지정 등 

직접적이고 반시장적 조치에 의존하며, 기업 견제와 중소기업 보호라

는 제로-섬 성격이 강하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또한 2012년 선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경제민주화 관련 

책 역시 반시장적이고 제로-섬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경제민주’라는 단어는 표적 자유주의자인 미제스

(Mises)가 처음으로 사용하 고, 소비자들이 자유로운 구매를 통해 재화

와 서비스에 해 ‘투표’를 하는 시장경제야말로 진정한 경제민주주의

(economic democracy)라고 주장하 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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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 제1항에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보장하면서, 제2항에서 시

장기능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 한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

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재벌에 한 규제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세계화 시 를 맞아 한국의 표기업들은 세계를 상 로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들은 기업들의 투자

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작금의 세계경제 상

황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 에는 한국정부의 산업정책도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인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협력을 통해 기업

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새로운 생태계의 특징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면서

도 서로 협력하는 ‘공동진화’(co-evolution)66)를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유가치창출 경 은 이러한 생태계 조성의 핵심적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진화와 공유가치창출 개념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플러스-섬게

임이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견고하고 역동적 생태계

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이론들은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협조적 경쟁(co-opetition) 개념67)은 물론, 구성원들이 각자의 경쟁력

을 지키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네트워크 이론68)과도 맥을 같이 하

고 있다. 

66) James Moore(1996), 『The Death of Competition: A New Theory of Competitio
n』, New York; Harper Business

67) A. Brandenburger & B. Nalebuff(1996), 『Co-opetition』, Currency/Doubleday
68) Jeremy Rifkin(2011),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MacMi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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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에 앞서 기업 스스로 새

로운 각오로 기업경  행태를 전환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가능하다. 

기업들이 단순한 CSR 역을 넘어 CSV를 기업 경 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기업에 한 일반 국민들의 부

정적인 이미지 역시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

업을 표하는 전경련이 기업의 CSR 활동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CSV 활동을 촉진하는 중심체 역할을 담당한다면, 기업에 한 

국민적 인식을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시킴은 물론 기업이 정부 및 NGO와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스스로 CSR과 CSV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

여 이들에 한 사회분위기가 호전된다면, 정부 역시 기존의 반시장적이

며 규제중심의 기업정책을 친(親)시장적이고 플러스-섬 성격의 방향으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다. 

3. 공생발전의 생태계 조성

가. 공생발전과 시민사회

‘공생발전’이라는 단어는 이명박 통령이 2011년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국정목표로 제시함으로써 언론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공생발전이 국정목표로까지 제시된 배경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이에 한 국민적 인식이 악화되

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시민사회를 시민들이 

공동의 이익과 정의를 위해 협력하고 화를 나누는 ‘좋은 사회’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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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인식하 다. 그러나 중세 봉건사회가 시작되면서 시민사회는 역사

에서 거의 사라졌으나, 르네상스 시 가 열리면서 시민사회와 시민정신

은 다시 부활되기 시작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으로 민주주의가 새

로운 정치체제로 부상되면서, 시민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국

가 차원의 개입에 한 시민들의 저항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금도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민사회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

는 독재정권에 한 시민들의 체계적 저항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브루스 시버스(Bruce Sievers)69)는 시민사회 개념의 핵심은 평민

(commons)임을 강조하면서, 시민사회의 구성요소로 다음의 일곱 가지

를 지적하고 있다: ⑴ 자선 및 박애(philanthropy), ⑵ 공익 및 공동선

(common good), ⑶ 법치주의(rule of law), ⑷ 비 리 및 자발적 조직

(nonprofit and voluntary institutions), ⑸ 개인적 권리(individual 

rights), ⑹ 자유로운 표현(free expression), ⑺ 관용(tolerance).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

에 현 적 의미의 시민사회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필요 및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버스는 시민사회를 “가정, 국가, 그리고 시

장 밖에 존재하면서, 사람들이 건전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발전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접한 관계가 있다. 그 이

유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그리

고 확고한 행동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발전하려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관용적 사회분위기가 필요하고, 개

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재산과 계약에 한 보호가 있어야 하

69) Bruce Sievers(2010), 『Civil Society, Philanthropy, and the Fate of the Commons』, 
Tufts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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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부나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더 나

아가, 개인의 이익추구와 공공의 안녕 간 균형을 잡는 시민사회의 기능이 

약화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

주의와 시민사회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시민사회는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

하 으나, 복지국가 모델이 1980년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복지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체하는 세력으로서의 시민사

회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집권한 국의 블레

어(Blair) 사회당 정부는 ‘제3의 길’을 새로운 국정목표로 제시하면서, 시

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상리공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 다. 

2007년에는 총리실 산하에 ‘제3섹터청’을 설치하고, 제3섹터의 활성화

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관장토록 하 다. 2000년 출범한 캐머론

(Cameron) 보수당 정부는 ‘제3섹터청’의 명칭을 아예 ‘시민사회청’으로 

바꾸고,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공리공생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 시민사회는 체로 가정, 국가, 기업 이외의 역에서 활동하는 각

종 단체들을 의미하는데, 세계은행70)은 시민사회를 “윤리적, 문화적, 정

치적, 과학적, 종교적 또는 자선적 고려에 의해 사회적 이해 또는 가치를 

변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비정부 또는 비 리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형태는 비정부단체(NGO), 각종 온라인 단체, 단체행동

을 유발하는 각종 운동, 종교적 단체, 노동관련 단체, 지역의 자생조직, 

그리고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활동이 활성화되면

서 시민단체의 향력이 급증하고 있고, 시민단체의 수도 급속한 속도로 

70) World Bank(2007), 『Civil Society and Peacebuilding: Potential, Limitations and 
Crit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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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NGO의 수는 1990년 약 6천 개에

서 2012년에는 6만 5천 개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71)되고 있다. 

나. 시민정신 함양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필수요건인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시

민정신의 함양이 필요하다. 여러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시민정신(civility)

은 측정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함양될 수 있다는 것

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72)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시적 차원에서 시

민정신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규범을 준수하고, 잘 모르는 이웃에 해

서도 인사와 미소를 나누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행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 외부에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

에서도 잘 모르는 이웃에게 존경을 나타내고 가정에서의 일상적 생활에

서 예의와 친절이 생활화되게 된다. 이러한 시민정신의 특성은 근본적이

고 내면적 측면에서 사랑(love)과 박애정신(sympathy)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 역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공개적 기부행위나 자원봉사활동이고, 후

자는 익명의 기부행위나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 봉사활동의 형태

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민정신의 기본이 사랑, 더 나아가 공감능력이라는 것과 

공감능력은 후천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제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

안할 때, 시민정신의 함양은 시민의 기본적 가치관 배양을 통해서만 이루

어 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시민정신과 국민의 기본적 가치

71) World Economic Forum(2013), 『The Future Role of Civil Society』
72) Griffith, Norman, O’Sullivan & Ali(2011), 『Charm Offensive: Cultivating 

Civility in 21st Century Britain』, The Young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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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와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의 결과

는 건전한 시민정신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인의 가치관은 많은 문제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한국인은 다른 사회구성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세계가치관조사

에 의하면, 한국인 10명 중 3명만이 사람을 믿을 수 있고, 나머지는 조심

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한국에서 사회신뢰도 30%는 유럽 선진국의 사회

신뢰도 70%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또는 이민

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다는 응답자 비율은 한국이 59%로 조사 상 33개

국 중 31번째로 최하위에 이르고 있다. 타인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과 문

화가 다른 외국인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한국인의 시민의식이 아

직 매우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가치관과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역사

가 일천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부작용이라

고 할 수 있다. 서구 선진국들은 사랑을 강조하는 오랜 기간의 기독교 전

통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가 2-3세기에 걸쳐 점진적

으로 발전하 으나, 한국은 계층의 차별과 예절과 법도를 강조하는 유교

적 바탕에서 해방을 계기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가 도입

되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의의 또 다른 측면인 시민정신 함양과 시민사회 

발달의 역사 역시 일천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에 의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사회적 계급형성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한국인의 가치관은 지나치게 이기적

이고 물질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된 것이다. 이는 한국인의 삶에 한 낮

은 만족도, 높은 자살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가치관의 혼란은 많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타인을 신뢰하는 것은 자신에

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신풍조를 조성하 고, 외국인에 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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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지도 낮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건전한 시민의식과 가치관의 형성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가치관에 한 교육은 연령적으로 조기에 

실시되어야 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을 위한 인

성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점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입시위주의 학교 교과과정을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폭 개선하고, 방과 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다. 시민사회의 발전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시작은 근 사상이 태동한 구한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 식민통치 하에서도 독립운동의 형태로 시민사회가 발전하

다.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을 전환점으로 한국에서 민주화가 본격

적으로 진행되면서 시민사회 역시 새로운 도약기를 맞게 되었다. 

웰페어노믹스 관점에서 우리가 시민사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시민사회

가 공생발전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의 구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많은 시민들이 공생발전의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려서부터 입시지옥이라는 치열한 경

쟁을 치러야하고, 졸업 후에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치열한 국제경쟁을 겪

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

되어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는 물론 중매체와 

평생교육기관을 통한 새로운 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294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의 두 번째 과제는 시민단체가 보수와 진보의 이

데올로기 분쟁에서 벗어나고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을 자제하는 전통을 새

롭게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독재와 민주 세력 간의 갈등은 거의 사라졌으나, 북 인식에 관한 차이

는 아직도 보수와 진보의 골을 깊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적으로 공산주의가 거의 소멸되면서 이데올로기 갈등이 크게 약화되었으

나, 한반도에는 도발적인 북한 정권의 존재로 냉전체제가 아직도 지속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이 가야할 방향에 한 냉철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북문제에 한 

남남갈등 역시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시민사회가 주어진 시 적 과제를 제 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각 있는 시민들이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시민단체의 운

 역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

의 구성원 모두가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차이에 한 수용은 물론 사

회적 약자에 한 관용을 베푸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와 아울러 시민

사회의 문호를 과감히 개방하여 젊은 세 를 포함한 새로운 참가자가 계

속 유입되는 조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넷째로, 이제까지 시민단체는 정부나 기업의 잘못을 고발하는 감시자 

역할을 주로 담당하 으나, 이제는 시민사회가 정부는 물론 기업과 파트

너십을 형성하여 환경, 빈곤 등 시 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전

선의 형성을 통해 공생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정부행정 역시 과거 권위

주의 시 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립해야 하는 이유가 별로 없다. 또한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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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동하는 것이 시 적 세로 인식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시민

사회 역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전통

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발전을 간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민주화로 인해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관심사가 점차 생활정치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은 시민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1990년  중반 이후 저소

득층을 위한 자활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분야로 전환하 고, 이들의 상

당수가 현재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적 기

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앞으로 생활정치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

고, 생활정치는 시민사회의 주된 임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

는 지역별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부문을 지원

하는 기관을 설치·운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끝으로, 건전한 시민사회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 차원의 지

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기

금을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독립재단을 

운 하여 시민사회에 한 지원이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제적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적 활동 역시 크게 활성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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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제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1. 일자리복지 기반 구축

가. 일자리복지와 제3의 길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이 재정적 위기에 처하면서 ‘일자리가 최상의 복

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보려는 시도가 1990년  

중반 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후, 지금은 거의 모든 복지선진국으로 확산

되고 있다.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1997년 집권한 블레어 노

동당 정부가 워크페어(workfare 또는 welfare to work) 프로그램을 추

진하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의 상이 되었고, 그 후 많은 선진국에서 복지

국가 개혁의 기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워크페어는 일 할 수 있는 사

람에게는 일을 하게하고, 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보장을 통해 

기본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블레어 정부는 이를 ‘복지를 위한 새

로운 계약(A New Contract for Welfare)’이라고 불렀다.

블레어 정부는 워크페어의 일환으로 취약계층별 일자리 뉴딜사업73)을 

전개하 다. 이 중 핵심이 청년뉴딜사업으로 18-24세 청년들 중 6개월 

이상 구직자수당을 탔던 청년실직자를 상으로 적 일자리사업을 전

개하 다. 청년뉴딜사업 이외에도 한부모 가정을 위한 한부모 뉴딜사업,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뉴딜사업, 그리고 장기실업자를 위한 장기실직자 

뉴딜사업 등을 추진하 다. 

이러한 블레어 정부의 복지개혁 시도는 안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74)의 ‘제3의 길’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제3의 길은 좌우 

73) 정기혜·김용하·이지현(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 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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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립을 넘어 세계화, 생태주의, 시민사회의 변화 등에 적용할 수 있

는 새로운 이념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제시되었으며, 복지를 소비적 성

격의 최소소득 보장이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복지를 일자리를 통

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사회투자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경제가 고도성장과 더불어 비교적 양호한 소

득분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성장의 엔진 역할을 담당했던 

수출부문의 획기적 신장이 고용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구조의 고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수출산업의 자본 및 기술 집약

도는 높아지고 고용창출 능력은 상 적으로 약화되어, 수출신장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기회의 확 는 경제성장

과 사회복지 증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자

리복지는 웰페어노믹스의 가장 핵심적 정책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복지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첫째는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수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질을 가춘 노동인력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자는 경제성장의 수

요 측면이고, 후자는 경제성장의 공급 측면인 것이다. 국 블레어 정부

의 일자리복지 뉴딜은 취약계층의 근로능력을 향상시켜 일할 수 있게 도

와주는 것으로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일자리복지 뉴딜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1997년 이후 한국에서 경제성장세가 둔화됨과 동시에 양극화가 심화

된 근본적 원인은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간 성장률 격차에 기인한다. 

74) Anthony Giddens(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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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말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출부문은 한

국 원화의 약세와 일본 엔화의 강세에 힘입어 꾸준한 신장세를 유지하

으나, 내수부문은 소비와 투자심리의 위축 그리고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

해 부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부정

책의 최우선순위는 당연히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나.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제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수출과 내수부문 모두에서 일어나야 하나, 수출

부문의 고용 창출효과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수부문이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상 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수출부문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수출기업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내수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당 

기간 바닥을 헤매고 있는 건설경기는 과도한 부동 규제정책에 기인하는 

바 크기 때문에, 부동산 부문에서 정부규제의 족쇄를 정책적으로 풀어주

지 않는 한 건설경기의 정상화는 기 하기 어렵다. 또한 일자리의 보고

(寶庫)라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역시 각종규제와 낮은 생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바, 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동

시에 개방화의 추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확 가 수반되

어야 한다. 결국 현 시점에서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 추진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거시적으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별 취업능

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 수립과 동시에 

구체적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를 

‘한국형 일자리복지 뉴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 계획수립



제7장 성장-고용-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웰페어노믹스 299

의 주체는 헌법기구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그 위상이 강화된 국민경

제자문회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복지 뉴딜 프로그램은 크게 다음

의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⑴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분위

기 조성을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정책개발, ⑵ 건설경기의 조기 정상화를 위

한 단기 및 중장기 책 수립, ⑶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위

한 종합적 책 마련, 그리고 ⑷ 장기실업자,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

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개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에서 만들어져야 하지만, 경제성장을 뒷

받침해 주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모 투자도 필요하다. 

최근 경기부진으로 세수실적이 매우 부진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2012년 말 이미 400조 원에 이르고, 2040년  중반에는 

2,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

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75). 1988년 국민연금설계 당시 상당한 규모의 

기금이 적립되는 적립방식을 택한 것은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최 한 유

지하면서 적립금을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국책사업에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금운용의 역점은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성장

잠재력 제고 보다는 중단기적 시각에서의 투자수익율과 재정안정성 확보

에 주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국내에서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데 필요한 투자재원으

로 사용한다면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임금향상을 통해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국민연금기금이 일자리복지 뉴딜사업에 활용되는 경우, 국가는 국채

수익률을 보장하는 일자리복지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인수하

75) 서상목(2010), “일자리 창출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라”, 경기개발연구원 CEO Report.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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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일자리복지 뉴딜사업 투자에 한 

최소한의 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세의 제고에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고용 촉

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각종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극 화하는 것이다. 1993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크게 확충되어 이제는 거의 복지선진국 수준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적용

상도 전 사업장으로 확 되었고,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2010년 현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약 2조 원을 사용

하고 있고, 그 규모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

의 일자리 창출능력은 효율적 운  여하에 따라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사회적 성과에 한 좀 더 면

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 실업자에 한 특별 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책 마련이 필요하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

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급여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실업급여 사업 역시 운 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실업자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실업자 개개인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

(EITC)는 시행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양적으로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2012년부터 적용 상에 무자녀 가구가 포함되면서 수급가구 수는 

2011년 52만 2천 가구에서 2012년에는 73만 5천 가구로 확 되었고, 



제7장 성장-고용-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웰페어노믹스 301

지급액도 4,020억 원에서 5,97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 다. 다수 

OECD 국가에서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

도의 근로유인 효과에 해서는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미국, 국 등의 국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저임금근로자 비

중이 낮은 유럽 국가에서는 상 적으로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한국은 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효과는 잠

재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기 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장려세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에 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

다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 고용-복지 전달체계 구축

일자리복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행정과 고용행정의 통합

이 절 적으로 필요하다. 일자리복지가 새로운 시 적 과제로 부각되면

서 일본, 네덜란드 등 여러 선진국들은 복지행정과 고용행정의 통합을 추

진하 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복지행정과 고용행정의 이원화는 일자리

복지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

보장에서 고용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취업노력이 의무화되어 있으

나, 고용전달체계와 연결되어있지 않아 취업을 통한 탈빈곤률은 매우 낮

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가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고용행

정의 경우 복지행정은 물론 지방행정과의 분리운 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일자리복지와 관련하여 기존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보건복지부, 고용노

동부, 여성부 등 관련 행정부서가 각기 별도의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

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간의 단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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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적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복지기관

들 역시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상호 간 협력이 단절되어 있다. 이에 더

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서비스가 서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의 노력을 경주하 으

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1980년  초 이후 ‘작은 

정부’에 한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의 편견은 전국 단위의 복지행정체계

의 구축을 정치적으로 어렵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 다. 예를 들어, 1980

년  초 KDI가 전국단위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건의하 으나,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목표

에 상반된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절충안으로 1988년 전국 읍·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는 안이 채택되었으나, 제 로 된 

전달체계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숫자적으로도 부족하고 체계적 

그리고 전문적 뒷받침이 없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는 복지수혜자에 

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국민기

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 및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

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또한 1990년  중반에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그리

고 2000년  초에는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추진하 으나, 부처 간 이견

으로 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2010년 경기도가 사례관리

를 통해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무한돌봄센터’체계를 구축하

으나, 그 범위에 고용서비스가 제외되어 있음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핵심

복지사업인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기초노령연금사업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고용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제 로 된 복지-고용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

환 차원에서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그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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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단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복지기능과 고용노동부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것이다. 같은 부서라도 관련과만 달라도 협조가 

잘 안 되는 한국적 실정에서 부처가 다르다면 실질적 업무협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행정과 고용행정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부서

의 과다한 비 화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건기능은 환경부와 통합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전달체계 개편의 또 하나의 안은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 모델을 확

·개편하여 전국 단위의 복지-고용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경

기복지재단 보고서76)의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

시지역은 3-5개 동당 1개,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1개 읍·면당 1개의 종합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⑵ 종합복지센터에서 현재 분산되어있는 사례관리 

및 복지 관련 급여지급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⑶ 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운 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업무가 종합복지센터로 이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나, 이 역시 고용노동부의 반 로 실현시키기 어려우면 종합복지센터의 고

용서비스 부서가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하부조직과 연계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이 문제는 일자리복지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

어야 할 정책과제인 바,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

다. 참고로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세계적 모범사례가 되어있는 호주의 센터

링크 역시 당시 존 하워드(John Howard)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권의 

가장 핵심적 행정개혁 과제로 추진되었다. 새로운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복지센터는 운 의 독자성을 가진 준공공기관 형

태로 설립·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76) 성은미 외(2012),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연구: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 시범사업모형개
발』,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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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복지 생태계 조성

가. 사회혁신과 복지기술 

산업혁명 이후 기술과 지식의 혁신이 경제발전을 주도했듯이, 사회혁

신 역시 21세기 사회복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회혁신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고, 이는 인류의 복지증

진에 크게 기여하 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 독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노

령, 질병, 재해 등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여 안락한 삶을 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발전하 고, 1990년  후반 도입된 워크페어 사

업 역시 당시 이른바 ‘ 국병’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복지국가를 구하고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활력소 역할을 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기업가의 

부상 역시 사회복지 부문에 기업가정신과 경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사회금융시장의 발전

은 금융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와 사회적 투자가 또는 기부자를 연결시킴

으로써, 사회혁신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촉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혁신은 기존 시스템의 내적 변화를 넘어 내적 규범과 가치의 변화

를 통해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기술혁

신 역시 사회혁신을 동반하지 않으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전

문가들의 주장77)이다. IT기술혁신과 벤처기업의 산실인 미국 캘리포니

77) Geoff Mulgan(2007), 『Social Innovation: What It Is, Why It Matters and How 
It Can Be Accelerated』, The Young Foundation, Alex Nicholls & Alex 
Murdock ed.(2012), 『Social Innovation: Blurring Boundaries to Reconfigure 
Markets』, Palgrave Macmi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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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스탠퍼드 학교 

연구진78)은 실리콘밸리가 탄생되기까지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혁신생태계가 존재하 다고 분석하고 있다. 첫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

으면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벤처기업가, 둘째, 이를 재정

적 그리고 경 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벤처캐피털, 셋째,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동업자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한 열린 기업문화이다. 

이러한 조건은 사회혁신의 경우에도 거의 그 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사회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련자들을 격려하

는 리더십과 여러 분야를 섭렵하는 지식을 갖춘 리더가 있어야 하고, 둘

째, 사회혁신 과정을 재정적 그리고 경 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또는 자선

기관이 필요하며, 셋째, 사회혁신이 장려되고 사회혁신의 기회가 모두에

게 주어지는 열린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사회혁신의 실리콘밸리’

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그간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나, 복지체감

도 및 만족도에 한 국민적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사업이 260여 가지에 이르고 있지만 복지사각지 가 존재함

은 물론 중복지원 또는 제도의 악용사례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지출 역시 정부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경제성장

세의 둔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세원의 발굴 없이는 복지예산의 지속적 팽

창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복지제도를 이식하는 형

태의 사회복지 발전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이제는 새로운 복지기술의 개

발·적용을 통해 사회복지 부문에서도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

태계를 만들어 가야한다. 

78) Lee, Miller, Hancock & Rowen(2000), 『The Silicon Edge: A Habitat fo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Stan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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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술(WT: Welfare Tdchnology)은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IT와 지식재산권이나 특허제도에 기반한 지식, 기술, 관련 법 및 행

정 제도, 시설 및 장비 등을 집 성한 패키지 또는 시스템”이라고 정의79)

할 수 있다. 복지기술은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혁신이

며, 제도적 측면과 과학기술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측면의 

복지기술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를 보완 및 

발전시켜 복지 재정과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복지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기술을 하나의 역으로 인정하고 이의 발

전이 혁신 생태계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

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복지기술(WT) 학회를 설립하고, WT 체계도

를 작성하며, WT 등록제를 실시하여 이를 지식산업화 할 필요가 있다80). 

이에 더해, 복지기술을 포함한 사회기술의 더욱 체계적인 개발과 확산을 

기본 기능으로 하는 사회기술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어야 한

다.81) 일본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발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기술연구센터를 운 하고 있다. 

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기업가 양성

사회적 벤처 또는 사회적 기업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

79) 김상균·안서 (2011), “한국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경: 제도우선에서 테크놀로지 중시
로”, 『그들이 아닌 우리를 위한 복지: 21세기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서상
목·양옥경 편, 학지사)

80) 김상균·안시현(2011), 전게서
81) 김희연·서상목(2013), “복지와 기술의 만남: 복지혁신의 신전략”, 경개개발연구원, 이슈

&진단, No.93, 201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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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회적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동을 선도하는 사람

을 사회적 기업가 또는 혁신가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벤처들은 시민사

회를 활성화하고, 사회혁신을 촉진하며, 공공적 성격의 사업효율성을 제

고하는 등의 사회적 목표를 이루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과 지원의 상이 되는 사회적 벤처는 사회적기업인데, 

그 이유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기업가정신과 혁신의 개념을 가장 잘 활용

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에 힘입어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룩하 다. 이러한 양적 실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적기업

은 많은 문제점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인건비 중심의 개별기

업에 한 현행 지원방식은 사회적기업의 정부 의존성을 높이고, 사회혁

신을 선도하는 창조적 활동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

다. 이 문제에 한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이 기존의 

인건비 중심의 개별기업 지원에서 사회혁신과 사회적 기업가 육성에 필

요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성패여부는 사회적 기업가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생태계 조성 책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유능한 사회적 기업가

의 발굴 및 육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아쇼카 재단과 같이 창조적 

사회적 기업가 양성만을 목표로 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지역별로 주

요 경 학원에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정을 설치·운 해야 한다. 

생태계 조성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사회금융시장을 육성하여, 시장기

능에 의해 능력 있는 사회적 기업가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

에 한 자금 및 경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가 지역별로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 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에 한 기존의 정부지원방식이 유지되는 한 기존의 인건비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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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지원방식에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간접적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생태계 조성의 세 번째 요소는 사회연동채권(SIB: Social Impact 

Bond)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업이익을 창출해야만 그 

기능을 제 로 수행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SIB가 도입되고 SIB사업

의 시행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이 선정된다면 사회적 성과가 사회적 기업

의 경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활동범위가 크게 확 되

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 사회금융시장 육성

사회금융(social finance)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제3섹터나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재원을 투·융자 및 가용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자본을 조성하고, 기업, 프로젝트, 연구, 교육 등을 지원하는 복합적

인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금융은 금융산업의 전통이 강한 국과 

미국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금융의 발전과정을 살펴보

면, 국은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에 힘입어 2000년 이후 사회금융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 으나, 미국에서는 정부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

는 반면, 월가의 투자은행과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의 전통을 기반으

로 순수 민간 차원의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제3의 길의 실천방안으로 일자리뉴딜 사업을 추진한 국의 블레어 정

부는 사회혁신을 주도할 사회적기업과 혁신가를 육성하려면 사회금융 시

장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2000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

된 사회투자특별위원회(SITF: Social Investment Task Force)82)를 설

82) Social Investment Task Force(2010), 『Social Investment Ten Years On: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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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운 하 다. 그리고 정부와 주요 은행은 물론 민간자선기관들이 SITF

의 건의사항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10여 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

회금융시장이 크게 육성되는 결과를 초래하 다. 

미국은 정부 차원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자선재단이나 사회적 벤처투자

가들에 의한 활동이 사회금융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에서 사회금융

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정부기관이나 민간재단에 

의한 보조금 지급이고, 둘째는 창업단계의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자선

벤처투자(venture philanthropy)인데, 최근에는 자선보다는 투자의 성

격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벤처캐피털(social venture capital)이라는 용

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

누스(Muhammad Yunus)83)에 의해 1983년 방글라데시에 설립된 그라

민 은행(Gramin Bank)은 전 세계적으로 서민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microcredit)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에 한 지원은 주로 정부예산이나 자선기금

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금융시장의 발달은 매우 초보적 상태에 머

물러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25억 원의 자금으로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미래에셋이 운 하고 있으나, 지원 상 기업의 수는 물

론 자금 규모 역시 매우 적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정부로는 서울시

가 3천억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사업초기단계

로 평가가 어려우나 계획 로 추진된다면 공공부문에서는 한국 최  규

모의 사회투자기금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금융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소금융재단

은 2008년 설립 이후 10년간 2조 원을 조성하여 매년 2천억 원을 서민들

Report of the SITF』
83) Muhammad Yunus(2003), 『Bankers to the Poor: Micro-lending and the Battle 

against World Poverty』, Public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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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10년 현재 연간 출규모는 1,150억 

원이 이르고 있는데, 지원 상이 주로 개인이며 사회적기업이나 단체는 

지원 상이 아니다. 한국의 표적 기부금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

회는 2011년 현재 3천 7백억 원을 모금하여, 이 중 3천 2백억 원을 사회

복지기관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배분하며, 전적으로 사회복지적 시

각에서 운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03년 설립된 사회연 은행은 창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전개

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2011년 현재 25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한, SK, 삼성, 교보문고, 현 자동차 등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에 한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회금융기관을 설립하여 많은 사회

적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보다는 직접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거나 임의

로 선택된 소수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 되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금융시장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과 같이 공공부문의 

적극적 관심과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시발점으로 국의 

SITF와 같은 전문가중심의 T/F를 구성·운 하고, 사회금융 분야에 한 

연구와 교류 확 를 도모할 국의 Social Finance와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특수목적의 사회투자기금의 조성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도 현재와 같은 사회적기업이나 비 리단체에 한 산발적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금융기금과 기관을 설치하여 더욱 체계적인 

지원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첫 단계 조치들이 이루어지면, 중앙정부와 기업과 금융기관

들이 모두 참여하여 각종 사회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국의 Big Society 

Capital과 같은 형 사회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연동채권(SIB)의 도입은 사회적기업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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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새로 부각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활동 역을 넓히고, 각종 사회적 공공

사업의 평가기준을 과학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라. 성과연동채권(SIB) 제도의 도입

성과연동채권(SIB)의 최초 제안자는 경제학자 로니 호레시(Ronnie 

Horesh)84)이다. 호레시는 정부지출을 더욱 비용절감적이고 목표지향적

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정책채권(SPB)이라는 새로운 금융수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 다. 호레시가 2000년에 제안한 SPB는 학계와 정책전문가

들에 의해 토론과 관심의 상이 되었으나 실제로 추진되기까지에는 10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국의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사회투자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00년에 사회투자특별위원회(SITF)를 발족시켰

고, SITF의 강력한 건의에 따라 국정부는 사회투자시장의 발전과 사회

투자은행의 설립 준비를 위해 2007년 복권기금(Lottery Fund)을 활용하

여 Social Finance를 설립하 다. 

최초 SIB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⑴ 공공기관이 중간관리기구(Social 

Finance)와 사업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⑵ 이를 근거로 중간관리기구는 SIB를 발행하여 사회투

자가로부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⑶ 중간관리기구는 사

업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할 단수 또는 복수의 사회적 기업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⑷ 사업추진 후 공공기관은 성과기준

에 따라 중간관리기구에게 계약에 따른 보상을 하며, ⑸ 중간관리기구는 

민간투자가에게 성과기준 보상에 따른 자금상환을 한다. 사업 실패의 경

84) Ronnie Horesh(2000), 『Social Policy Bond: Injecting Incentives into the 
Solution of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i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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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위험부담은 사회투자가의 몫이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간관리

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초의 SIB를 발행한 Social Finance는 SIB의 발행배경으로 공공부

문의 혁신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지적하고 있다85). 우선, 사전예방적 

사업이 사후치료적 사업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공공지출의 비율은 매우 낮다. 그 이유는 부

분의 공공지출이 상 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사후치료적 사업에 묶여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큰 사전예방적 사업에는 충분한 자금배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7-3〕 SIB의 기본구조

  

85) Social Finance(2010), "Toward a New Social Economy: Blended Value Creation 
through Social Impact Bond",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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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경영 전통 확립

가. 복지와 경영의 만남

복지와 경 의 융합인 ‘복지경 ’은 경 과 복지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경  측면에서 ‘복지적 경 ’은 중장기적 시각에

서 기업경 의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경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1970

년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려는 노력을 전개하 고, 최

근에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CSV)할 수 있

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창의력은 물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동원하

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CSR 및 CSV 활동 모두 1980년  중반 이후 새

로운 기업전략으로 부상한 이해당사자 기업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결국 기업경  자체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복지적 경 ’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추세인 것이다.  

1970년  이후 복지국가 모델이 위기에 처하면서 경 적 시각을 복지

에 적용하는 ‘경 적 복지’ 활동 역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우

선,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복

지 부문에 한 공공부문의 지원을 연동시키려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공

공부문이 직접 운 하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음은 물론, 사회복지 등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기업가정신으로 무장된 사

회적 기업가에게 맡기고 이를 사회금융 등의 간접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분야에 경 원리를 적용하는 

의미의 ‘복지적 경 ’ 역시 새로운 시 적 세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

이 최근의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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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복지 분야는 과학화보다는 이념적 특성을 갖고 유럽 국가들

을 중심으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왔으나, 경  분야는 

이념보다는 과학화에 역점을 두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다른 나라

들로 확산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복지와 경 의 융합은 이념

과 과학과의 만남이라는 차원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여는 효과가 있을 것

이다. 또한 복지는 형평과 분배에 역점을 두는 반면 경 은 효율성과 효과

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분야의 접목은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정치사회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경 과 마찬가지로 복지경 의 과정 역시 다음의 다섯 단계로 요

약할 수 있다: ① 사업의 장기적 비전을 토 로 경 의 목표를 설정하고, 

② 사업운 체의 조직구조와 문화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을 수립하며, ③ 전략의 집행을 위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

하고, ④ 운 성과가 나오면 이를 측정하여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며, ⑤ 

성과의 평가결과를 다시 경 전략 수립에 반 하는 것이다.

나. 복지계획 수립의 내실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골격이 중앙정부에 의해 마련되기 때문에 경 적 

복지의 첫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목표와 전

략 그리고 이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정책들을 잘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

에서 국가 차원의 복지전략은 1981년부터 시작된 제4차 경제사회발전계

획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종래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경제

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변경되면서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 

사회개발 전담부서가 설치되었고, 사회복지 부문에 한 국가 차원의 중

기계획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  초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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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의 수립이 중단되면서 정부 차원의 복지청사진은 별도로 마련되

어야 했다. 

김 삼 정부는 1995년 5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

본구상’을 발표하 고, 김 중 정부는 1999년 11월 생산적이고 지속가

능한 복지를 강조하는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을 제시하 으

며, 노무현 정부는 2006년 8월 2030년까지 선진국 복지수준을 따라가겠

다는 의지의 ‘비전 2030’을 발표하 다. 이명박 정부도 ‘능동적 복지’를 

국정목표로 제시하 으나 정부 차원의 종합적 청사진보다는 미래기획위

원회 차원의 ‘휴먼뉴딜’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역시 ‘생애

주기별 맞춤복지’라는 정책목표가 선거과정에서 제시되었으나, 이의 추

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구상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13년 3월부터 개정된 사회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사회보장기

본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제4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2-2018년)은 복지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박

근혜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복지’의 구현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구체적 

정책방안을 2013년 말까지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형태로 확정·발표할 예

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는 4년 주기의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을 의무

화하고 있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주체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이

고 보건복지부는 광역단체의 지역복지계획을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기

초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이에 

한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도 사회보장

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기본계

획은 5년 주기이고 지역계획은 4년 주기이기 때문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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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두 차례의 지역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중앙정부

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음은 물론 지역계

획에 한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 역시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 계획의 수립 주기가 같아야 하

는데, 통령 임기와 지방정부 장의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한 근본적 수정이 있기 전에는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역복지계획에 한 조정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복지예산에 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 규모가 지역복지계획의 추진

실적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 배분방

식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국의 경우 중앙정부

의 지방정부에 한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의한 지역계획 목

표치의 달성 여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다.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경 적 복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1998년에 도입된 정책이 사

회복지시설에 한 경 평가제도이다. 1998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해 도입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의해 한국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최소 1회의 평가를 받고 있다. 1999년 정

신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평가를 시작으로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노

인생활시설 등에 해 정기적 평가가 실시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복지시설에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평가기법의 개선과 동

시에 평가 상 기관운 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 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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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지적되고 있다86): 첫째,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방향성에 한 혼란

이 존재하고 있다. 기존의 평가가 투입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

자의 만족도 제고보다는 단순히 서비스의 양적 확 에 경 의 우선순위

가 두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표준이 설

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기준의 적절성에 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평가의 신뢰성을 낮추고 평가결과에 한 부정적 반

응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평가기준 설정이 당해년 6

월에 확정되고 7-10월에 실사가 이루지기 때문에, 실사에 한 평가 상

기관의 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평가팀 간 평가결과의 차이 

역시 논란의 상이 되고 있다. 넷째, 평가결과의 활용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평가결과가 보건복지부에 보고되나, 실제 사회복지시설을 지도·

감독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평가결과에 한 정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활용도가 낮다. 다섯째, 평가기구가 상설화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책임성, 연속성 및 전문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울복지재단, 경기

복지재단 등 지역단위의 경 평가 전문기관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결과를 지방정부에도 전달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문

제 시설에 한 지방정부의 경 개선 또는 폐쇄 등의 후속조치를 강화해

야 할 것이다. 지역단위의 경 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경 컨설팅 서비스

의 강화 역시 사회복지시설의 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 평가를 인증제도로 전환하여 경 평가의 경직성을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경 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86) 이봉주·황경란(2011), “복지와 경 의 융합: 공급자 중심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 복지
로”, 『그들이 아닌 우리를 위한 복지』(서상목·양옥경 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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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 성과의 측정

경 기법을 사회복지 부문에 적용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목은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일이다. 기업의 경우 경 성과는 수익성이라는 매우 분

명한 지표가 존재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다양하고 때로는 추상적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회적 성과

가 측정 가능한 경우에도 사업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

가 많다. 예를 들어, 자살예방사업의 경우 자살률이라는 객관적 지표가 존

재하지만 자살예방사업과 자살률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

비록 사회적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세계 각국의 

사회복지 전문기관들은 나름 로의 합리적 방법을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있다. 2008년 이탈리아 벨라지오(Bellagio)에서 개최된 자선

기관 및 투자자 회의에서 사회적 성과가 큰 사업에 한 집중적 투자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사회적 성과의 측정을 위해 ① 표준화된 기준 

설정, ② 평가시스템 구축, 그리고 ③ 성과관리를 위한 경 도구

(management tool)의 개발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그 결과 2012년 현재 

사회적 성과 중심 투자(impact investing)는 2,200건에 이르고 총투자

금액이 44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87). 

한국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구센터가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88)를 2000년과 2012

년에 발표한 바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외국의 사례분석과 국내 사

87) Margot Brandenburg(2012), "Impact Investing's Three Measurement Tools", 
Stanford Social Innovation, Oct. 3, 2012

8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구센터(2000),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사연구 2010-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구센터(2012),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평가지표 2차 개발 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사연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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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공헌 관련기관 담당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기업사회공헌, 사회적 

성과, 기업 경 적 성과 등의 세 분야에서 59개 지표를 개발하 다. 기업

의 사회공헌활동에 한 평가지표가 개발됨으로써 기업의 기부활동이 더

욱 활성화됨은 물론 사회적 성과가 높은 활동에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에 한 보

상은 성과(outcome)보다는 산출량(output), 때로는 투입량(input)을 기

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행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탈피

하여 성과중심 재정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서비스 구매계약 

제도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주로 민간에 의해 운

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보조금 지원 방

식에 의존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의 기준은 사회적 성과보다는 투입량 또

는 산출량에 비례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래서 미국, 국, 호주는 물론 스웨덴에서는 지난 20년간 서비스 구

매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한 모든 공공사업의 성과평가가 의무화되고, 자선기관과 민

간투자가들도 사회복지사업의 지원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우선시하는 경

향이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이 원하는 서비스에 해 구체적으로 명시하

고 이에 적합한 민간서비스 공급자를 선정하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구매계약제도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서비스 구매

계약제도의 도입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경우는 희망리본 프로젝트이다. 보

조금 방식으로 운 되는 지역자활센터와 별도로, 사업 착수에 앞서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취업률 등 실적에 따라 수행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제

도를 도입한 결과 취·창업률 52.7%, 탈수급률 15%, 6개월 이상 취업유

지율 78.9%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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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서비스계약제도는 사회복지기관에 한 정부지원 방식을 기

존의 일괄적 지원방식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상태 변화의 결과와 연

동시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

을 의미한다. 기존의 보조금 지원 방식과는 달리 성과관리 서비스 계약방

식은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종류와 형태를 명시하고, 이러

한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향에 한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수행해

야하며, 이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이 갖추

어져야 한다. 

또한 서비스 계약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적 적용이 가능

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표준이 만들어져야 하고, 둘째, 자격 있는 서비스

공급자를 인증하고 정기적으로 그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며, 셋째, 서비스의 단위비용과 이용자의 비용부담 등에 한 명확한 

규정이 확보되어야 한다.89) 이와 같이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구매제도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절 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은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

지지출의 수요자 만족도를 극 화할 수 있음은 물론, 서비스 제공과정에

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복지전략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7-2012년 기간 중 보건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89) 이봉주·황경란(2011), “복지와 경 의 융합: 공급자 중심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 복지
로”,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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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7만 명이 증가하 는데, 이는 이 기간 중 전체 취업자 증가의 50.5%

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상 적으로 크고, 성장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취업유

발계수는 2010년 현재 제조업이 9.3명인 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41.2

명으로 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현재 전체 일자리 중 보건 및 사회복지업 비중은 한국이 

5.7%로 고복지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의 20% 수준은 물론 중복지국가

인 미국, 일본의 12% 수준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소득이전적 복지지출보다는 사회복

지 서비스 중심의 복지지출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측면에서 효율성이 

상 적으로 높다는 것이 복지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경 적 복

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서비스 바

우처제도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

로 전환하여 공급체계의 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하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에서 전자바우처 사업은 사회복

지서비스 부문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2007년에 도입되었다. 

바우처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낮은 서비스 단가로 인해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낮고,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다. 2011년 현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31시간이며, 

월 평균급여는 7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90). 이들 다수가 시간

제 근로자인 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주로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창

90) 강해규 외(201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 효과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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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낮은 서비스 단가는 이 분야에 리기관의 진

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하고, 이용자가 총액한도 범위에서 

다양한 가격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책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예산 증가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서비스 공급기관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 경쟁

력 있는 비 리기관을 지원·육성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제8장  

중앙-지방-민간의 복지 

역할정립과 균형적 발전

이 재 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1절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들: 유형, 흐름, 쟁점

제2절  주요 국가의 사회정책 역할 분담 경향

제3절  복지재정 역할 분담의 현황과 쟁점

제4절  소 결: 창조복지를 위한 복지정책 주체들간  

          역할 정립 과제





이 재 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1절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들 : 유형, 흐름, 쟁점

1. 복지정책의 주체로서 중앙정부 그리고 변화들

사회복지 기능을 누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한 최적의 정

답은 없다. 개별 국가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나 당면한 환경 그리고 주체

들간 상호작용 속에서 우연히 균형을 이루는 시 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차세계 전이후 서구 복지국가시 에 형성된 사회복지의 담당 

주체는 중앙정부 다. 논리적 기초는 시장실패와 국가최저수준의 안전망 

확충 그리고 재정적 외부성 이론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의 시 적인 산물이며 절 적 기준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과거 지방정부 혹은 지역사회가 담당하 던 복지기능만으

로는 공황을 극복하고 시민권을 확 해야 하는 사회 경제적 요구를 수용

하는데 한계가 있어 연방정부의 사회적 역할이 확 되었다. 결과적으로 미

국식 근 복지국가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에서 집권화를 강화시켰다.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일반적으로 조세 수입이다. 

복지지출은 소득분배와 소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부담금, 국공채, 

그리고 민간자본 등과 같은 재원들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었다. 복지

국가의 조세 수입에서는 직접세의 비중이 간접세 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세

의 누진구조를 통해 고소득자들이 상 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 기업

중앙-지방-민간의 복지 
역할적립과 균형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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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법인세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복지재원을 부담하고 직장어린이집 운

 등과 같이 근로자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부분적으로 담당한다.

그런데, 복지지출에서는 비용은 사회적으로 동원되지만 편익은 사적으

로 전유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에는 구조적으로 재정위기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복지지출이 재정수입으로 환원되는 정도가 충분하지 않

기 때문에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복지국가 재정위기 현상이 발생한다. 이

에 따라 미식 복지국가 모델은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힘든 

문제를 안고 있다.

80년  이후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재정위기 

그리고 신사회위험의 확산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복지정책의 주체와 방법

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 다. 전통적인 복지정책에서는 국민경제 외부

로부터 추가적인 잉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지속가

능성을 유지하기 힘든 제도들이 많다. 더욱이 공급자 중심 방식에서 창출

되는 정부실패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면 재정압박은 더 심각해진다. 북유

럽과 같이 사회자본과 사회신뢰가 강하여 공동체내에서 자율적인 도덕성 

관리가 유지되면 상 적으로 유리하지만 주인- 리인 이론에서와 같이 

사회 경제적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특성을 가진 이기적인 경제주체들로 

사회가 구성되면 북유럽식 사회자본을 기 하기 힘들다.

복지정책에서 역할분담구조를 조정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은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접근방식 혹은 주요 개념에 한 전환에서 출발한다. 중앙 집

권, 복지기관･시설, 비 리의 개념이 전통적인 복지정책에서 지배적이었

다면 새로운 시도들은 복지분권, 재가화, 복지시장, 그리고 기업의 사회

책임 투자 등으로 요약된다. 국의 캐머런정부에서는 ‘큰 사회(Big 

Society)’를 주창하면서 사회실패에서 발생하는 신사회위험 현상은 정부 

뿐 아니라 ‘사회’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안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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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재정압박에서 시작된 복지정책의 개편 조치들에 해 부

분의 경우 중앙정부의 복지회피 혹은 부담 전가의 비판에 직면한다. 중앙

정부의 복지재정 규모는 매년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복지

축소나 회피가 아니다. 하지만 공적으로 응해야 하는 복지수요를 고려

한 상 적 관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많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의 문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기

업, 개인 모두가 마찬가지로 겪는 현상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복지지출 

부담을 줄여주고 신하여 복지역할을 자발적으로 분담할 안적인 주체

들을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의 주류 학문의 복지국가 혹은 

복지정책 이론에서도 중앙정부를 체할 새로운 주체에 한 논의와 이

론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로의존적 접근을 벗어

나 비용-효과적인 정책 안들을 개발하는 동시에 안적인 주체들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운 하여 적정 수준에서 복지지출 분담의 

새로운 역할 균형을 형성해야 한다. 

2. 복지분권과 지방정부 역할 기대 그리고 갈등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목적은 일국가내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복지정책이 필요

하다. 지방정부의 복지역할이 증 되면 사회적 권리 보장이 지역별로 다

양하게 형성되는데, 이를 복지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한편으로는 복

지다양성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결국 분권을 지향하는 신재정연방주의와 복지국가는 복지 다양성과 표

준화의 연속선상에서 서로 반 편에 있다(Obinger & Leibfried, 

2005:2). 사회복지에서 지방분권이 확 되면 ‘동일한 국민국가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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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편익과 부담을 경험’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확 하면 지방정부의 역할 확 와 복지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중

앙집권체제의 전통적인 복지국가정책의 후퇴를 의미하게 된다.

지난 수십년동안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은 신공공관리주의 정부혁신

에서는 정책집행 현장 중심의 분권과 권한이양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

정책에서는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분담 축소를 통한 복지책임 회피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논리적인 설명은 쉽지 않지만 과거 서구의 역사적 경

험을 분석하면 복지분권화를 추진한 것은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부담 문

제에서 시작되었고 부분 중앙정부의 복지지출은 감소되는 방향으로 정

책들이 추진되었다. 

지방분권의 경제적 효율성을 입증하 던 공공선택론에서도 중앙정부

의 복지지출 확 를 억제하기 위해 티부가설과 같은 재정분권의 효율성 

이론을 원용하 다. 개인의 복지책임을 선호하는 미국의 중산층 중심으

로 형성된 지방정부에서는 재정지출 관련 의사결정이 분권화되면 사회적 

책임을 확 해야 하는 진보적인 복지정책들이 상 적으로 선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있었다.

지방자치 부활을 준비하 던 90년  초기에 복지와 분권에 한 사회

복지학계의 논의가 있었는데 분권이 사회복지 확 에 도움이 된다는 기

도 있었다(김용일, 1991; 신섭중, 1990 등). 하지만 이와는 달리 분권

은 복지확 의 저해 요소라는 비판도 상당했다. 표적으로 백종만

(1994)은 한국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복지의 발전과 직접 연결되기 힘

들다고 했다. 이인재(1995)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사회복지를 비롯한 삶

의 질의 문제가 오히려 후퇴될 수 있다고 했다. 분권과 복지발전에 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했던 윤찬 (2003)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에

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중앙의 사무를 집행하는 전달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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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한되었다고 했다.

지방자치가 부활 이후 사회복지 향상에 한 기 들은 실제  복지서비

스 수준 향상 보다는 정책과정에 복지단체들의 참여 확 에 한 것이었

다. 노동운동을 체하는 신사회운동으로서 복지운동이 부각되었고 지방 

보다는 중앙의 복지정책에 참여하는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와 관련하여 전국적 수준에서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참여연

를 중심으로한 복지주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체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의 관계는 제한적이었으며 “분권=반복지”의 전

통적 인식은 여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행정에서 의미있는 비중으로 등장한 것은 사회복

지사업법(2003년) 개정 이후부터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복지사업

의 지역단위별 주체 혹은 단위로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역할에 

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전달에서 지방자치단

체 일선행정기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관리 및 재정 지출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었다. 중앙정

부의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정도의 지역복지 다.  2000년  중

반부터 복지지출에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복지보조사업에서 정부

간 재정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3. 보편적 사회서비스와 정책 수단으로서 ‘시장’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지출은 소득과 건강보장과 같은 구사회적 

위험 응에 국한되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 근로빈곤, 소득양극화, 청

년실업, 가족과 공동체 해체 등과 같은 신사회위험에 한 보편적 사회서

비스 수요도 급속히 확 되고 있다. 신･구 사회적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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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 국가 중심의 전통적 방식으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행하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어진 문제를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안적인 수단

으로서 ‘시장’에 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시장기구”를 활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를 시장이라는 수단을 통해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의 80년 에 사바스(E.S. Savas)의 공공서비스 정책에서 생산과 공급을 

분리하여 접근하 듯이 사회서비스에서도 국가는 공급에 책임지는 다른 

한편으로 생산은 다양한 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 표적인 안이 민간위

탁과 시장화이다. 

시장화의 핵심은 ‘이용자의 선택과 공급자의 경쟁’이다. 사회서비스는 

리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의 상품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공적 책임

이 큰 “공공서비스”로 인식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가격(비용)과 품질 

그리고 이용자 자격조건과 제공기관의 시장진입 요건 및 경쟁 등에 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경우 시장화 수단을 도입하면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 방식 보다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비용-효과성이 상

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도에서 안적인 공급 방식으로서 

시장화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돌봄을 중심으로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시장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제한적 규모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정부의 독립적인 정책 

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고 가격-품질 묶음이 

형성된 체계적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돌봄서

비스의 욕구가 있어도 불안정한 시장 가격을 감당할 소득이 없어 포기하

거나, 수급자격을 부여 받은 일부 취약계층에 국한되어 국가의 예산지원

으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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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급 수단으로 시장 요소를 활성화한 표적인 국가는 

국이다. 출발은 처정부의 정부실패에 한 인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 이념 갈등도 주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 지만 체적으로 국가 중

심의 사회서비스 정책 자체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91) 정부실

패를 극복할 수 있는 안은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 정책에서는 국가의 책임 회피와 개

인서비스를 이윤동기가 있는 상품화시킨다는 비판이 앞선다. 하지만, 수

단으로서 시장과 주체로서의 시장을 구분하면 현실에서의 비판은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다. 시장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획일적인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다. 시장의 속성에 이윤추구 활동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질적 속성은 ‘자발적 교환’에 있다. 자발성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다수의 공급자(또는 소비자)가 존재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시장의 핵심이다. 

최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선택과 경쟁, 그리고 인센티브에 의한 보

상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확 되고 있다. 바우처, 민간위탁, 성과계약 

등이 표적인 사례이다. 사회적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산

업 육성도 사회서비스 시장 생태계를 형성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사회서

비스의 시장화는 사회적 목적과 공익지향성 때문에 리추구의 일반적인 

시장경제보다는 공적 통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사회적 경제를 지향해

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회적 경제는 비이윤 추구적인 경제이고 공익을 

추구하는 공적인 경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임혁백 외, 2007: 18).  

91) 처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담당자들은 이기적이고 무능하다고 공격받았다. 
사회서비스 담당자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를 받아들이
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전하도록 만들고, 가족과 자원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서비스로 체했다는 것이다. 처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서비스 개혁이 이후 노동당 정부에서도 체로 큰 변화없이 추진되었고 부분의 
논자들이 체로 처 정부 개혁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황덕순, 2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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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또는 목적과 공공성을 지향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시장화(external market) 혹은 준시장화(quasi 

market) 방식이 일반적이다. 표적인 준시장화의 사례로 소개되는 것은 

1990년에 국에서 시도한 NHS의 내부시장화이다. 국 의료보호 역

에서 준시장화는 병원들이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하고 정부보조금을 더 많

이 지원받기 위해 보다 낮은 비용의 서비스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 경제

적 효율성이 증 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윤 진 외, 2009). 이러한 시

도들은 주체로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자원배분과정

에 시장이라는 수단을 활용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시장이 형성되면 적정 수준에서 구매 가능한 가격-품질 묶

음의 상품들이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포함하

여 이용자들은 자신의 소득과 욕구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시장

에서 선택･구매할 수 있다. 이는 생활보장과 관련된 보편적 사회서비스 공

급을 원칙적으로 개인이 책임지는 방식이 된다. 국가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의 소득 수준별로 ‘구매가능한 서비스 상품’(affordable serv-

ice)이 공급될 수 있는 시장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사회서비

스 기업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육성과 각종 자격제도 정비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 을 통한 전문인력양성의 역할도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제2절 주요 국가의 사회정책 역할 분담 경향

1. 사회복지정책에서 시장화와 분권화

최근 30여년 동안 서구 복지국가의 흐름은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축소

라는 비판이 많다. 그러나 OECD 주요 국가의 사회지출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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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gang, et.al.(2006: 254)에서는 1980년  이후 복지국가가 양적으

로 후퇴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형태로 국가간 수렴 현상과 내용의 변화가 

있다고 했다. 내용상의 변화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체적으로 

두 가지 변화로 정리된다(윤 진 외, 2009:15). 

하나는 조직의 축(organizational axis)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변화로

서, 공공(public)과 민간(private)의 축이 변했는데 국가 역할은 축소되

고 민 화가 확 된 변화이다. 다른 하나는 공간의 축(territorial axis)

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변화로서, 분권화 및 지방화로부터 국제화 역의 

변화이다. 70년  중반 이후 세계화, 경제위기, 국가채무 누적, 인구구조 

변화, 일 및 가족 구조의 변화에서 창출된 신사회위험의 요인들이 직접적

으로 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변화들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활발하 는데 시장화 혹은 

민 화의 방향이 상 적으로 뚜렷하 다. 다만 전체적으로 국가의 근본

적 역할이 변한 것은 아니며 시장과 민간의 역할이 상 적으로 확 된 정

도 다. 이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 아직 자본의 역으로 본격적으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아동과 노인 분야의 사회적 위험이 악화되고 일상 생

활지원과 질병의 치료 사이에 새로운 처방 규격이 상품화되면 상황은 달

라질 수 있다. 다만,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국가의 기획자와 규제자, 그리

고 재정부담자로서의 역할은 아직 크게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핵심적인 기

능은 수행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생산자 및 제공자의 역할이 

비 리기관 등의 민간부문에 폭 이양되면서 복지혼합(welfare mix)이 

확 되는 경향을 확인해야 한다. 국가의 표준적인 지침이나 전문가주의

의 내부 논리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 리기관과 비교할 때 시장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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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를 읽고 유연적으로 응하는 리기업들의 역이 보다 확 될 가

능성도 충분하다. 적정 수준의 이윤창출과 공정한 경쟁 그리고 소비자들

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장관리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2.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관계변화

사회복지의 수혜가 개인 혹은 가족단위로 설정되어 복지지출에서 재정

적 외부성이 상당하다.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안전망 지원이 법제화되기 

때문에 소속된 지방 행정관할구역의 재정 여건에 상관없이 국민국가내에

서는 동일한 수준의 표준적인 복지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복

지재원의 동원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하면서 지역 현장에서 서비

스 공급은 지방의 일선행정기관이 위탁집행하는 수직적인 복지전달체계

가 형성된다. 지방행정은 중앙-광역-기초의 세 단계로 구성되기 때문에 

복지전달체계에서 재정 및 행정관리의 수직 계통에서도 세 가지 정책주

체가 모두 개입한다.

이와 같이 복잡한 정부간 복지재정관계는 복지정책의 역할분담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결과에 해 구체적인 책임구조를 형성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다. 어느 한 주체에서 행정 및 재정적인 애로 사항이 발생

하면 전체 공급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 규범들이 설

계･적용되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복지서비스의 외부성이나 중요성 정도에 따라 개별 사

업별로 기준보조율을 설정하고 광역과 기초간 재원분담 방식이 제도화된

다. 그런데, 복지지출이 증감 여부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조율에 한 갈

등요소가 항상 잠재되어 있고 정부간 필요 이상의 복잡한 지불-정산 사무

가 발생한다. 이러한 비효율성 문제에 응하기 위해  신공공관리주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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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정부간 관계에 한 개편이 필요했다. 여기에

서는 행정 및 재정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순수한 목적 이외에도 복지국가 

재정위기 혹은 재정압박 국면에서 지방재정의 복지역할을 확 시키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

80년 부터 추진되었던 주요 국가의 정부간 복지재정 관계 변화는 특

정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조정하는 미시적인 방식 보다는 복지사업의 

담당 주체를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정부간 관계 개편 형태로 추진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집권과 분권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며 기존의 중앙-광역-

기초의 세 가지 중첩된 의사결정 체계를 단순화하는 재정관리 혁신이다. 

미국의 경우는 신재정연방주의를 상징으로 포장하면서 연방과 주정부

의 복지재정 분담 구조를 개편하 는데 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기는 연방정부의 재정위기가 심각하 던 80년  레이건 행정

부 때이다. 신재정연방주의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서 개별보조 방식을 분

야별 포괄보조로 전환하면서 주정부에 한 복지지원 총량을 감축시켰다. 

신 복지사업 집행에서의 주정부 재량을 확 하면서 재원총량과 집행 자

율을 교환하 다. 아동복지, 정신보건, 지역사회개발에서 개별 보조사업

들이 포괄보조로 전환되면서 25%의 재원이 축소되었다(Anton, 1997). 

두 번째 시기는 재정여건이 양호하 던 90년  클린턴 행정부 시 이

다. 당시에는연방정부의 재정위기 문제 보다는 신공공관리주의에서 강조

하는 권한이양과 성과책임에 기초한 정부혁신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

다. 표적인 사례로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새로운 포괄보조 수단으로서 

TANF를 도입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사회복지에서 성과계약체계를 

운 했다. 복지정책에서 주정부의 역할을 폭 확 시켰다.

일본에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문제에 한 안 가운데 하나로 재

정분권화가 추진되었다. 80년 부터 일본에서 정부간 관계 변화는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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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지향하 다. 여기서 핵심 역은 사회복지 분야이다. 국고보조금-지

방교부세-지방세를 묶어서 개혁의 패키지로 연계하 던 삼위일체개혁은 

일본의 정부간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

재정은 폭 축소하고 신 지방세를 확 했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역할과 비중이 확 되었다. 

1979년에 노인복지지출에서 중앙정부 재정이 60% 정도 는데 1987

년에는 25%로 감소되었고 지방정부의 역할 비중은 60%까지 증 되었

다. 1986년에는 아동복지정책에서도 정부간 책임 비중이 역전되었다

(Muramatsu, 2001). 90년  이후에도 분권정책이 지속되었다. 1999년

도의 분권개혁의 핵심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었다. 561개 사

무항목 가운데 398개가 지방으로 이전되었다. 

국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보다 확 하는 집권화 방식으로 정부간 복

지 관계를 개편하 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특별행정기관으로 기능을 이양했다

(Wollman, 2004). 처 행정부 이후의 블레어 노동당정부에서도 집권

화 기조들이 지속되었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지방정부는 필요 이상으

로 큰 조직과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에서 지방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신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

는 방식으로 정부간 관계의 개편을 추진했다.

제3절 복지재정 역할 분담의 현황과 쟁점

1. 사회지출의 적정성: 국가의 재정 역할

사회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복지국가 재정위기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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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정부의 언론의 인식이 있지만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사회재정

지출은 아직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되지 않는다. 복지

지출 수준의 적정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한 논란은 복지국가 유형에 따

라 달리 결정된다. 

유럽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특성이 강한 국가는 정부의 사회지출 규모

가 크다. 반면 국과 미국처럼 자유 시장주의 국가들은 사회부문에서 개

인의 책임이 상 적으로 크며 국가의 개입은 최소수준에 그친다. 다만, 

시장주의 국가인 미형에서도 정부의 사회지출은 GDP의 20% 수준이

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사회지출 규모는 GDP의 9.3% 수준으

로 OECD 평균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적정 수준의 사회적 역할이 아직 정립되지 않는 가운데 복지재정 지출의 

과다 및 과소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표 8-1>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비교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유럽
국가

프랑스 30.1 29.7 32.1 32.2 32.1 32.1
덴마크 27.7 26.5 30.2 30.1 30.0 30.5
스웨덴 29.1 27.3 29.8 28.3 27.6 28.2
독일 27.3 25.1 27.8 27.1 26.2 26.3

이탈리아 24.9 24.7 27.8 27.8 27.6 28.1
그리스 21.1 21.6 23.9 23.3 23.5 23.1
폴란드 21.0 19.7 21.5 21.8 20.7 20.4

영미
국가

영국 20.5 20.4 24.1 23.7 23.9 23.9
일본 18.5 18.7 22.4  ..  ..  ..
미국 16.0 16.3 19.2 19.9 19.7 19.4

캐나다 16.9 16.8 19.2 18.6 18.3 18.2
호주 16.5 16.4 17.8 17.9 18.1 18.7

기타

칠레 10.1 9.4 11.3 9.8 9.5  ..
한국 6.5 7.6 9.4 9.2 9.2 9.3

멕시코 6.9 6.9 8.2 8.1 7.7  ..
OECD 평균 19.7 19.2 22.1 22.0 21.7 21.7

자료 : www.OECD.org (2013년 10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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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출이 재정정책에서 중심 역으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기획재정부가 매년 작성하는 국가재정운 계획의 내용

을 들 수 있다. 기준연도에서 시작하여 5년동안 국가재정 지출 방향을 설

정하는 중기재정계획인데, 사회정책 분야에서 성과지표로 제시하는 것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이상을 넘어서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 위험 요소를 해결하거나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신사

회위험 문제를 전략적으로 응하려는 인식과 시도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소득양극화, 청년실업, 출산율, 자살율, 여성경제활동참여율 등과 같은 정

책관리 지표들이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2013년부터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국가의 사회적 역할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법률로 보장하 다. 사회서비스는 국민

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7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보건, 복지, 교

육, 문화, 환경 등이 망라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

한 사회분야의 네 가지 성과지표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확 된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보육

료 지원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특정한 복지사업에서 기준보조율 재설정과 

같은 미시적인 조정 역할에 그치고 있다. 사회정책 전체의 거시적 맥락에

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아직 체계적으로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

<표 8-2> 기획재정부에서 설정한 ‘지표로 본 5년후의 모습’

분야 지 표 2013 2017

보건․복지․고용

▪기초수급자 자활성공률(%) 30 ⇨ 40

▪고용률(15～64세, %) 64.6 ⇨ 70

▪어르신일자리(만명) 23 ⇨ 43
`

▪4대 중증질환 연간 진료비 부담(만원) 94 ⇨ 34

자료 : 기획재정부(2013).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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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A)

2013

규모

(B)
비중

증가율

(B-A)
비고(2013년기준)

기초생활보장　 6,850,473 8,553,165 45.1 24.9 부분현금지원

아동

청소년

소계 92,802 239,061 1.3 157.6 　

1.요보호아동보호육성 30,900 55,975 0.3 81.1 　

2.아동복지지원 61,902 182,195 1.0 194.3 　

3.아동청소년정책 　 891 0.0 　 　

장애인

소계 551,646 1,057,306 5.6 91.7
장애수당+연금

4,215억원　1.장애인생활안정지원 523,123 1,038,572 5.5 98.5

2.장애인재활지원 28,523 18,734 0.1 -34.3

2. 보건복지부의 복지재정 역할과 사업 특성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과 같이 다양하지만 재정 규모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 

복지부의 복지사업에서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역에 속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관련 지출 비중이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한다. 노인, 아동, 청

소년 등과 같이 개별 부문별 재정비중에서는 보육과 노인분야가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나머지 역의 비중은 크지 않다. 사회복지시설

을 운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소규모 개별 사업

들은 2005년도에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으며 분권교부세를 통해 재원이 

지원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회정책에서 복지부의 재정적 역할은 기초

생활보장과 기본적인 현금급여성 지출에 국한되어 있다.

사회복지는 다양한 하위 부문별로 재정지출 비중의 균형이 중요하다. 

경제분야의 투자에서 적용하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와는 구분된다. 또한 

현금, 현물, 바우처 등과 같은 복지수단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비용-효

과성과 개별 맞춤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에서는 구조적 쟁점들이 많이 제기된다.

<표 8-3>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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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A)

2013

규모

(B)
비중

증가율

(B-A)
비고(2013년기준)

노숙인등　 27,415 36,760 0.2 34.1

보육 및

저출산

소계 1,453,752 4,141,096 21.8 184.9 　

1.보육지원강화 1,417,780 4,131,345 21.8 191.4
보육료, 양육수당, 

어린이집지원 
4조977억원

2.저출산지원 35,972 9,751 0.1 -72.9 사업단위변경에 따른 감축

노인

지원

소계 2,061,877 4,277,093 22.6 107.4 　

1.노인생활안정 1,742,886 3,621,008 19.1 107.8
기초노령연금  
3조2,097억원　　2.노인의료보장 283,140 593,889 3.1 109.8

3.장사시설확충 35,851 62,196 0.3 73.5

사회복지일반　 327,193 656,934 3.5 100.8 　

합계　 11,365,158 18,961,415 100.0 66.8 　
자료 : 보건복지부(각연도), 보건복지부 예산서. 

보건복지부의 재정사업에서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45.1%), 보육지원(21.4%), 노인생활지원(19.1%)의 예산이 86.0%를 차지하

여 복지사업들이 하위부문별로 균형을 이루지 않고 편중되어 있다. 기초생활

보장 지출 수준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반면 보육과 노인지원을 위한 지출은 

급속히 증가하 다. 전 국민 보육료지원으로 보육사업이 확 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두 가지 사업에서 재정지출은 계속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

다. 최근과 같은 재정긴축 국면에서는 한 두 가지 사업에 재정지출이 집중되

면 다른 복지사업을 설계하거나 서비스를 확 하는 것인 현실적으로 쉽지 않

게 된다. 따라서 불균형적인 복지재정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구조가 가지는 또다른 특징은 현금급여성 

프로그램의 비중이 절 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법적 수급자격이 부여되

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급권자에게 재원을 지급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소득보장, 보육료지원, 기초노령연금이 표적인 현금지원 프로그

램이다. 보육료지원을 제외하면 부분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과 건강

보장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복지역할은 잔여적 복지서

비스에 국한되고 있다.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역할은 보육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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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크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확 를 위해 추가적인 복지재원이 동원되지 못하

면 재정긴축 국면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그러한 정책기조가 

일반화되면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면 비용-효과적

인 신규 복지사업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에 한 재정지출만 확

시키는 경로의존적인 관행이 고착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규모에서

는 정부의 역할이 확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문제해결과는 거리

가 있을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지출 

사회복지정책은 빈곤과 질병에 응하기 위해 국가 표준 수준에서 소

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사업과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사회기반투자 사업으로 구분된다. 후자에서는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공급이 중요하여 지방

재정의 전략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본 기조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출 

억제,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의 지방전가, 그리고 복지정책에서 지역

의 다양성 및 지출재량 불인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에서 복지지출이 계속 확 되고는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지자체의 복지 

역할에서 의미있는 비중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복지정책은 중앙정

부의 역이며 지자체는 정해진 지방비를 분담하고 중앙정부의 사업 지

침을 엄격히 준수하는 전달자 역할에 국한된다.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새

로운 사회위기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회정책으로서 보편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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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강조되지만 관련 정책거버넌스에서 지방재정의 비중과 위치는 

과거의 틀 속에 있다.

<표 8-4> 지방재정 세출 기능별 추이                             

(단위 : %, 조원)

2008
(A)

2009 2010 2011 2012
2013
(B)

증감률
(B-A)/(A)

일반
관리

일반공공행정 8.8 7.5 8.6 8.9 8.5 8.3 18.5
공공질서및안전 1.6 1.4 1.6 1.7 1.8 1.8 45.3

소계 10.4 8.9 10.2 10.5 10.4 10.1 22.6

사회
개발

교육 5.6 5.7 5.9 6.4 6.5 6.4 44.0
문화및관광 4.8 5.2 5.5 5.0 4.9 5.0 29.7
환경보호 10.9 10.5 10.6 10.7 10.2 10.1 15.4
사회복지 17.3 17.6 19.0 20.2 20.5 22.3 61.5

보건 1.5 1.4 1.6 1.4 1.4 1.5 23.1
소계 40.2 40.3 42.6 43.6 43.5 45.2 41.3

경제
개발

농림해양수산 6.4 6.7 7.0 6.9 6.9 6.9 35.1
산업·중소기업 2.1 2.1 2.1 2.2 2.2 2.1 24.8

수송및교통 13.0 13.4 11.8 10.7 10.4 9.9 -5.1
국토및지역개발 10.3 10.6 9.1 8.3 8.3 7.8 -5.4

과학기술 0.6 0.5 0.3 0.2 0.3 0.4 -11.3
소계 32.5 33.3 30.3 28.3 28.1 27.0 4.6

기타

예비비 1.8 1.7 1.6 1.6 2.0 2.0 38.1
기타 15.2 15.7 15.3 15.9 16.0 15.6 29.2
소계 17.0 17.4 16.9 17.6 18.1 17.6 3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5
(규모) 125.0 137.5 137.8 141.0 151.1 156.9 　

   주 : 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예산 순계기준          
자료 : 안전행정부 재정고(http://lofin.mospa.go.kr) 2013년 8월 1일 기준.

 

중앙정부의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2000년  이후 사회복지정책에서 

지방재정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 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 지출 확

라기 보다는 개별보조와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금 

제도에 따른 수동적 응이었다.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지방 세출기

능별 분류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은 22.3%로서 세출항목 가운데 비중이 

제일 높으며 경제개발 부문의 5개 항목 전체 비중인 27.0%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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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당초예산에서 사회복지비 규모는 35.0조원인데 2008년도의 

21.7조원과 비교하면 5년동안 61.5%가 증가한 것이다. 

<표 8-5> 지방세출에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중 구성(2013)

(단위 : %, 백만원)  

합계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

운영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일반
관리

일반공공행정 100.0 4.9 59.5 0.0 35.6
공공질서및안전 100.0 58.5 31.1 　 10.4

소계 100.0 14.7 54.4 0.0 31.0

사회
개발

교육 100.0 6.5 93.2 　 0.4
문화및관광 100.0 49.0 46.2 　 4.7
환경보호 100.0 37.4 58.1 0.2 4.3
사회복지 100.0 90.3 9.2 　 0.5

보건 100.0 67.0 32.6 　 0.4
소계 100.0 61.4 36.8 0.0 1.8

경제
개발

농림해양수산 100.0 75.5 23.3 　 1.2
산업·중소기업 100.0 39.8 49.8 0.0 10.3

수송및교통 100.0 31.7 55.4 　 13.0
국토및지역개발 100.0 38.1 56.2 　 5.7

과학기술 100.0 12.7 87.3 　 0.0
소계 100.0 45.1 47.4 0.0 7.5

기타

예비비 100.0 0.4 99.6 　 　
기타 100.0 　 8.4 91.2 0.3
소계 100.0 0.0 18.7 81.0 0.3

합계 100.0 41.4 38.3 14.3 6.0
(규모) 1,568,886 650,222 600,335 223,904 94,426

   주: 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예산 순계기준                                              
자료: 안전행정부 재정고(http://lofin.mospa.go.kr) 2013년 8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요 사회복지 사업들은 부분이 국고 및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2013년 당초예산기준으로 보조사업의 재정비중은 

전체 예산의 90.3%를 차지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에서 복지지출의 비중

이 가장 높지만 지방의 의사결정이 참여할 여지는 크지 않은 가운데 부

분의 지출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진다. 지방재정에서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참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재원부담을 강요받는 수직적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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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정부간 재정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구조 속에서 지방자

치단체가 복지재정 역할을 확 하도록 요구하면 정부간 복지재정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의 복지보조사업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

체 중심으로 집행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역할이 제한된 가운데 지방비 부

담을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분담한다.이러한 재원구성과 수직적인 의사

결정 관계에서는 책임있는 정책의 주체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모든 

계층의 정부 단위가 개별 복지사업에 개입하고 있지만 성과에 한 책임

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사회복지비의 세출 비중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

에 복지지출 증 가 지자체에 미치는 향의 강도는 차별적이다.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도시 본청의 일반

회계 세출 비중은 각각 28.0과 29.3%이고 군은 상 적으로 낮아 17.4% 

이다. 지방재정의 복지비 부담 문제는 자치구에서 가장 심각한데, 사회복

지비 지출 비중이 49.3%이며 매년 증 하고 있다.

<표 8-6>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자체사업 및 사회복지비 비중 현황

(단위: %)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
자치도

시 군 자치구

자체
사업비

평균 57.9 39.7 40.0 31.3 27.9 29.7 26.8 18.1

최고
57.9

서울본청

44.1
40.0
세종

49.7
27.9
제주

56.4 42.3 38.6
인천 경기 경기과천 강원홍천 서울강남

최저
31.5 17.5 16.0 13.0 8.8
광주 전남 전남목포 전북부안 전 덕

사회
복지비

평균 28.0 29.3 23.0 25.9 14.7 28.4 17.4 49.3

최고
28.0

서울본청

34.1
23.0
세종

27.8
14.7
제주

41.3 27.9 66.3
전 경기 전남목포 부산기장 광주북구

최저
울산 23.4 15.8 6.2 28.2
23.7 강원 경북상주 경북울릉 부산강서

자료: 안전행정부(2013).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제8장 중앙-지방-민간의 복지 역할정립과 균형적 발전 345

자치구별 편차도 상당하여 서울과 울산의 자치구에서 복지비 비중은 

평균 40% 이며 나머지 자치단체는 50%를 상회한다.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복지비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광주 북구로 66.3%이고 신

항만건설 사업이 진행중인 부산 강서구는 경제개발 투자비중의 향으로 

28.2%로 가장 낮다.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운데 자체사업 비중

이 18.1%에 불과하고 절반 정도의 세출 재원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해야 

한다. 자치구에 한 보조금의 지원이 많기 때문에 자체재원의 부담 비중

이 높지는 않지만 의무적 지출 사업이 많은 복지지출이 확 되면서 “자

치”단체로서 기능이 계속 약화되는 ‘자치’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자치구의 사회복지비는 2013년 당초예산기준으로 9조 5,453억원인

데 구비의 비중은 15.4% 정도이며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자치구의 

부담은 9.3%이다. 이러한 낮은 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복지재

정과 관련한 정부간 갈등이 지속되는 원인은 재정지출에서 자치구의 재

량이나 복지지출의 지역 적합성 그리고 복지재정 지출 속도의 적정성 등

과 같이 단순히 재정부담 규모와는 다른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도 있다.

4. 복지보조사업에서 지방재정조정 쟁점

보조금제도는 합리적인 논리 틀 속에서 논리적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정치 경제적 상황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체계로 형성･운 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신공공관리

주의에 기초한 정부혁신에서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편 방향이 명확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고 사업에 한 

성과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 혹은 사업운 체계를 개

편하는 것이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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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중앙-광역-기초의 중첩된 개입 범위를 단순

화시켜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과 같이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신집권 방식과 일본의 삼위일체개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복지사업을 이양하는 신분권 방식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의 성과계약 방식으로 복지사업에서 역할구조를 개편하고 주정부

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 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할 때 현행 복지보조사업은 과거의 전통

적인 관리 통제 방식을 그 로 유지하면서 복지재정 사업의 종류와 규모

만 확 시켰다. 이에 따라 복지재정 사업의 성과관리의 비효율과 책임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관리 통제 개입이 

확 되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운 되는 복지분야 

기준보조율체계가 1986년도에 전부개정되었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의 기본 골격을 그 로 유지하고 있으며 여섯 가지 정도 쟁점이 있다.

첫째, 중앙-광역-기초의 중첩된 사업관리 구조를 유지한 가운데 복지재

정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급속히 확 되었지만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작동

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보조금 사업관리방식이 획일적으로 표준화

되어 있는데, 차등보조율과 같은 부분적인 개편이 있었지만 전체 보조금 

재정관리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실질적인 재정관리의 효율성 효과는 

확보하지 못하 다. 복지사업 재원 구성이 국비-시도비-시군구비로 형성

될 경우 한 계층에서 재정압박 현상이 발생하면 사업 전체가 향을 받는 

복잡한 구조가 된다. 최근 경기침체로 도의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시

군의 복지재정 사업 지원이 원활하지 않는 현상이 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임의적으로 설계된 기준보조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한 쟁점이 

지속되고 있다. 유아보육료지원사업이 확 되면서 정부간 보조율 갈등

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은 기초복지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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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70%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고 있지만 논리적 근거가 충

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기본적으로 80년  형성된 기준보조율은 당

시 지방자치가 실시 이전에 정부간 등한 협의 없이 중앙의 일방적인 지

침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체계에서는 1995년 지방자

치제 부활, 90년  후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체계 정립 

그리고 2000년  중반의 사회기반투자를 위한 보편적 사회서비스정책과 

같은 복지정책의 기조 변화가 반 되지 않았다.

셋째, 기준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의무화되어 있어 복지사업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개입할 여지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정부간 복지재정관계에서는 지방자치의 부활과 같은 정치적 가치

들이 제 로 고려되지 않고 지자체는 과거와 같이 수직적인 복지전달체

계의 일선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초적인 복지프로그램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보조율이 적용되지만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법률로 지정한 지출 부문에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을 수 있다. 

넷째, 서울특별시만 불리한 복지분야 기준보조율체계가 계속 운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보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70% 이상 기준보조율인 기초 복지사업 13개 가

운데 8개 사업에서 서울의 보조율은 50%로 낮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비

법정보조율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에서도 서울특별시에 한 차

등보조율 적용 사업이 많다. 기준보조율이 50%인 유아보육사업에서 

서울의 기준보조율은 20%에 불과하다. 중앙정부는 20%만을 보조하면서 

서울에 해서도 전국 표준의 국가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자

치재정권 측면에서도 쟁점이 된다.

다섯째, 복지보조사업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조정 기능이 취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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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의 광역화를 통한 관리적 효율성을 창출하기 힘들다. 근로연계

복지,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사회 경제 역의 

사업들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범위를 넘어선 광역차원의 정책추진

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복지사업의 기본 주체가 시군

구의 기초자치단체로 설정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재원을 분담하고 기

초자치단체의 사업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여섯째, 지방재정조정제도간의 기능 분담 혹은 연계체계에 한 쟁점

도 있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적인 재정수요

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조정 수단이다. 사회복지지출 수요가 확 되면서 

기준재정 수요체계에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복지정책

이 종합적인 틀 속에서 체계화되지 않고 매년 임의적으로 사업이 확 되

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 구조를 전체적으로 개편하지 못하고 부분적

으로 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복지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서 지

자체 복지재원 지원 기능의 연계가 체계화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 상황

들이 지속되고 있다.

제4절 소결: 창조복지를 위한 복지정책 주체들간 역할 정립 
과제

1. 신사회정책과 복지 접근 전환 필요성

근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형성·발전하면서 국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역에 깊숙이 개입하 다. 생산과 재생산이 분리되었던 산업화 과정 속

에서 노동의 사회적 재생산체계가 붕괴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의 정책 개입이 확 되었다. 이차세계 전 이후 서구 주요 국가에서 추진

하 던 사회정책들을 묶어 “복지국가정책”이 형성되었다. 정책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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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건강 보장을 중심으로하는 구사회적 위기에 한 응이었다. 따

라서 서구 선진국가의 전통적인 사회정책은 ‘구사회적 위기-사회안전망 

프로그램정책-복지국가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정책은 경제 역에서 창출한 막 한 잉여와 효율적인 관

료제의 바탕 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경제적 잉여와 윤리적

인 관료체제는 근 복지국가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었다. 그

런데, 90년  이후부터는 과거의 구사회위기와 다른 형태의 신사회위기

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경제에서의 경제적 잉여와 합리적 관료

체계 모두에서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위기의 내용과 

양태가 다르고 이를 처방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

서 기존의 구사회정책(복지국가정책)의 틀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구사회정책이 작동할 수 있었던 전제조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

에 주목해야 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신사회정책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신사회정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소비적 특성이 강한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적 잉여 부족에 한 인식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기반

의 주요 자본주의국가들은 성장의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

각하는 원인은 글로벌 경쟁에 따른 선진국만이 가능하 던 독점이윤 확보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데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의 소비 지출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다른 큰 원인이 또 있는데,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으로 창출되는 

“양극화”이다. 사회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 현상이 급진전되고 국가

재정 지출이 필요한 사회적 의존계층이 급속히 확 되고 있다. 중산계층의 

붕괴로 세수기반이 계속 침식되고 있어 복지지출 수요를 국가 재정이 감당

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가 정치화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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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의 한 쪽 극단인 부유계층이 납부하는 세금만으로 다른 한쪽 극단인 

중하위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실패와 국가관료체계에 한 불신 역시 신사회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병리현상이다. 국민들은 일상생활 기반에서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정부는 항상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가 있다. 하지만 국가정책 운용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부실패 요인들을 살펴보면 더 이상 합리적인 관료

제를 기 하기는 힘들다. 수많은 정책실패에서 관료의 책임이 없기 때문

이다. 모든 것을 외부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관료는 항상 중립적이라는 책

임 회피적인 태도 자체가 정부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다. 책임과 신뢰성이 

약한 관료체계에서 신사회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맡기면 오

히려 위험을 더 확 할 수 있다. 관료제 자체가 스스로 이해관계를 추구

하고 있는 이익집단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기의 당사자인 국민 개인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근 사회의 도덕적 시민 윤리라는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근 자본주의는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기초하고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비공식적인 집합성과 윤리가 전제되어 있

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근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이기적 

경제주체로 분절되면서 개인과 가족이 책임져야할 사회 윤리 역을 포

기하고 있다. 

2. 신사회정책에서 거시적 역할분담과 새로운 접근

사회정책의 소비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국민국가의 경제

적 잉여재원으로 도덕적 해이 현상을 겪고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관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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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으로서 시민사회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사회위기 현상을 

과거의 구사회정책으로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복지정책

에서 관련 주체들간의 역할분담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신사회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사회정

책(New Social Policy)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중심 사회정책) 신사회위험에 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중심

의 도시사회기본계획체계를 구축·운용해야 한다. 빈곤·질병과 같은 구사

회위험과 달리 시민의 일상생활체계가 해체되면서 발생하는 신사회위험 

현상은 지역별로 다양하다. 이를 중앙정부의 표준적인 정책 틀로 접근하

는 것은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며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한다. 지역시민

의 일상생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복지정책 신 지역별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를 위한 (가칭)지역사회기본계획 체계가 구축·운 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 경제적 접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결합되는 사회경제 

정책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경제에서 창출한 잉여로 사회의 소비 지출을 

충당하는 전통적인 사회정책은 유효하지 못하거나 양적으로 충분하지 못

하다. 사회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 역에서의 사전적인 응

이 중요하다. 즉,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를 경제 분야에서 해결하여 사회

역에서 응해야할 과제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경제정

책 수단에 해 ‘사회위기 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와 경제

가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사회-경제 역들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규

모의 물리적 시설 투자 사업은 지역사회와 경제부문이 계속 분리되는 현

상을 창출하고 있다. 규모 지역투자사업이 지역자본으로 축적되지 않

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는 

지방의 지출이 지역내부에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상과 접근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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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안이 사회-경제적 접근이다.

셋째, (정책수단의 융합) 경제와 사회정책의 처방 수단의 조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시장(자율과 선택), 사회-국가(규제와 지

정)]의 정책조합이 있었다. 신사회정책은 반 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즉 

경제 역(특히 금융)에서 정의-공정-형평의 가치 속에서 국가의 규제와 

개입을 강화하여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고 사회분야에서는 시장의 자율과 

선택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정부실패와 개인주의 병리를 극복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다. 정부실패와 개인실패의 문제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현

실의 정책에서 당연한 전제로 설정하면서 정책처방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시민사회의 자율과 탈제도화) 지역시민사회에서는 스스로 책임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투자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재생산 역에서의 ‘탈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역

에서 국가개입이 확 되면 불가피하게 관료제의 병리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일상생활 부문에 한 사회재생산 역이 필요이상으로 

제도화되면 국가재정도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자율적인 개인과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탈제도화’ 정책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표적인 안으로 사회서비스에서 시설수용 복지서비스를 체할 수 있는 

재가자율서비스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다섯째, (성과에 한 투명성과 책임성) 지역사회정책에서 투명성, 신

뢰성, 책임성 등 윤리기반의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정책은 잔여적 특성이 

있어 주류의 국가정책은 아니었으며 부분 사회적 정의의 가치 속에서 

적정 수준으로 운 되었다. 사회정책은 제 로 주목받지 않았던 정책담

론의 사각지 에 있었으며 필요이상으로 과  포장된 명분 속에서 안주

하 던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정책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할 투명

성, 신뢰성, 책임성 등에 한 가치들이 사회정책에 제도화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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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92) 정부지출이 확 되고 국가재정에서 비중이 급속이 증가되면서 

원래 그러한 상징을 사용하던 역과 갈등 혹은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운동 역에서 주류 정책 역으로 사회부문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중심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성, 책임성, 투

명성에 한 가치들을 사회정책에서 제 로 구현할 수 있는 실천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3. 중앙･지방간 복지재정관계에 대한 재정립

정부의 사회지출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사

회서비스의 규모가 과다하여 정부간 재정관계의 쟁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 도입 및 사업 확산의 속도와 정부간 재정분담체계가 적절히 

정비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들이 많다. 

현행 복지보조금 운 체계는 80년  중반에 설계하 던 낡은 제도로 

계속 운 되고 있다. 90년  중반의 지방자치 부활과 재정분권, IMF 경

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2000년  중반의 사회기반투자 정

책, 그리고 2013년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의 권리 등을 실천할 수 있는 정부간 재정관계 변화 과제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새로운 국고보조체계를 

설계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국고보조제도의 현실에서 최적의 기준보조율에 한 논리적 

근거는 없으며 시 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타

92) 예를 들어, 문화바우처지출이 실제로 저소득층 문화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한 객
관적 평가가 없다. 보건복지부의 자활프로그램이 실제로 생산적 복지에 기여했는지, 사회적 기
업이 사회서비스 확충과 기업활동을 양립가능하게 했는지, 보육료지원이 출산률 회복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한 객관적 분석이 없다. 그리고 그 정책 결과에 한 책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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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과 협력에서 적정 수준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간 재정기능 분

담에서 세출의 한 쪽 특성만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세입 부문에

서의 분권 상황에 따라 정부간 기능이 다르다. 지방세입의 자주재원 비중

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지방재정에서 공공부조의 지출 부담이 높다. 소

득분배를 중앙정부의 재정기능으로 인정하는 미계열의 복지재정 정책과

는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조정기능이 확 되면 중앙정부의 법률을 

통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방의 복지비 부담은 보통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을 통해 충당할 수도 있다. 과거 일본에서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

정수요에서 지방의 의무적인 복지부담분을 전액 반 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간 복지재정관계를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면 특정 사업에 한 적정 기준보조율이라는 단일의 해법만 집중

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지방의 복지 부담이 과중하면 기준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차등보조를 

통해 일부 지자체만  추가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같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과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확 하거나 기준재정수요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재정의 구조를 건

전화시키면서 복지비 지출 재원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는 재정분권에 

한 정치적 접근을 통해 결정된다. 

자치와 분권의 관점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보다는 자주재원이나 일반재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국고

보조금 중심의 정부간 재정관계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전체를 수직

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확 되기 때문에 재정분권에서는 선호되지 

않는 안이다. 또한 세입과 세출 분권의 균형 관점이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와 복지보조금 정책의 연계가 중요하다. 보통교부세

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하고 복지보조금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소



제8장 중앙-지방-민간의 복지 역할정립과 균형적 발전 355

관사항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간 의견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과소 

및 과다 응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4.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의 운영체계 설계

신사회위기에 한 인식과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기반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2000년 에는 사회안전망 지출 이상의 복지 수요

가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복지재정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기

초노령연금과 보육료지원과 같이 규모의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복지서

비스들이 확충되었다. 근 산업사회의 사회기반이 점차적으로 해체되는 

최근의 사회 경제적 변화들을 고려하면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한 재정

지출 증 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분야에서 복지국가체계 형성이 시기적으로 늦었고 개별적인 사회

문제에 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체계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과 같이 사회보험정책 이외에도 기초적인 사회안전망과 사회기반투자 사

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복지정책에서 주체들간 역할분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

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면 각 유형별로 주체들

간 역할분담과 정책접근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이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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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사회정책의 세 가지 유형과 정책거버넌스체계

목적
기초
이론

복지
정책

조직
구조

재정
관리

운영
원칙

사회적
정당성

Ⅰ
유형

소득보장
건강보장

복지국가
포드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기관
전국조직

기여금
사회보장세

개인책임
의무적 가입

개인
실패

Ⅱ
유형

국민기초
생활보장

상 적 빈곤
사회안전망

기초보장
잔여적 복지

기초자치단체
위임사무

일반회계
국고보조

소득분배 
국가표준

잔여적 선별주의

시장
실패

Ⅲ
유형

사회기반
일상생활

사회개발
사회투자

보편적
사회서비스

성과계약
협력적 

거버넌스

복지분권
포괄보조

다양성과 보편성
소비자 중심

사회
실패

자료 : 이재원(2011:91)

제1유형은 사회보험에 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국민 개인이 재정 책임

을 부담한다. 예산방식이 아닌 부담금 방식으로 운 되는데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담하는 국민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전국단위의 공공기관을 설립･운 한다.

제2유형은 공공부조에 한 것이고 제3유형은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

책의 주체와 수단에 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일선행정

기관으로 설정하고 국고보조금을 통해 정부간 재정관계로 운 된다. 제2

유형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사업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표준

적인 복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수직적인 정부간 관계 구조 속에서 운

된다. 정부간 재원분담 비율의 적정성 쟁점은 있지만 체적으로 중앙

정부의 재정역할이 높고 일정 수준의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부담된다. 

제1유형과 제2유형에서 역할분담과 정책운  방식에서는 사회적 합의

가 형성되어 있다. 재정과 역할 분담의 쟁점은 제3유형에서 발생하는데 

국가 표준 보다는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정부간 복지재정관

계가 정립되어야하는 역이다. 보육료지원과 같이 제3유형의 보편적 사

회서비스 정책에서 역할분담 구조는 제2유형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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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분된다. 

제3유형은 신사회위험에 응하는 사회실패 분야에 한 것이다. 돌봄

과 같이 사적인 역에 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필

요이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민주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어 개인과 국

가간 책임 분담 구조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유주의 관점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도 일반서민들이 개인 차원으로는 신사회위험 상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 정부 혹은 사회의 집합적 개입이 일정 정도

는 필요하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와 같이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고 가족과 공동체 회복과 같이 지방별로 다양하게 지

자체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할 역도 있다. 제2유형의 전통적 사회복지

정책 역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제3유형의 사회정책에서 중앙

정부, 지방정부, 민간의 사회적 역할 분담구조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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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탈산업화 과정에서 등장한 복지제도는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으

며, 선진국 진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어떠한 유형으로 복지제도를 정

착 발전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관찰

되는 사회복지 레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실과 부합하고 미래발전 방

향을 선도할 수 있는 복지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국들의 복지제도 레짐 유형별로 복지지출의 규

모, 구성, 재원조달 방식, 분권화 방식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발전방

향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복지지출 규모를 사회복지 레짐별로 살펴보면, 사회민주주의 유형과 

보수조합주의 유형의 사회복지지출이 자유주의 유형 국가들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민주주의 유형과 보수조합주의 유형 간의 복지

사회복지지출과 재원조달구성을
통해서 본 사회복지레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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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규모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지출 구성과 조달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회민주주의 유형의 경우 사회서비스의 규모가 다

른 유형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회서비스는 여전히 연금, 건

강, 공공부조 등 다른 주요 복지지출 분야에 비하여 규모 자체는 유사하

거나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원의 조달은 세수 확충, 사회보험료 인상, 지출구조조정, 재정적

자 등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데, 재정적자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한 

사례들이 1990년  초반 북구국가, 1980년  초와 1990년 초 프랑스, 

2000년  후반 그리스, 2000년  후반 미국, 1980년 초 캐나다 등에

서 관찰되었다. 이러한 재정적자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은 경제위기 가능

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차병섭·이 (2013)은 도구변수법을 사용한 선진국 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복지지출 확 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

진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복지지출 구성의 성장과 고용에 한 효

과를 초기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서비스 복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성

장률이 높아지지는 않지만 고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크게 기초적인 통계 분석과 문헌 조사가 연구방법으로 사

용되었다. OECD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원자료, 정부 총

지출과 총수입 원자료, 고용률 원자료,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세

계은행의 1인당 GDP 자료 등을 이용하여, 복지국가 레짐별로 복지지출

의 규모, 구성, 재원조달 방식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별성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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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 다. 또한 복지지출 규모, 구성, 재원조달 방식이 경제성장과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에 해서 초보적인 수준의 실증분석을 현재 진행

중인 필자의 다른 연구의 초기결과를 인용하여 정리하 다. 

제3절 사회복지 레짐 분류 

복지제도는 탈산업화에 따른 고용 감소에 응하면서 정립되기 시작한 

제도로 인류역사에서 150여년 밖에는 안 된 제도이다. 복지제도에는 단

선적인 발전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화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

인다. 안상훈(2010)에서 인용된 Esping-Anderson의 분류 방식은 <표 

9-1>에 정리되어 있다.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레짐별로 복지지출의 규모, 구

성, 재원조달 방식이 다르게 되어 있다. 자유주의의 경우 사회복지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재원자체도 작게되며 사회서비스는 작고 오히

려 공적부조가 상 적으로 크게 존재한다. 보수조합주의의 경우 피용자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하여 사회보험중심으로 복지제도가 발전해 왔다. 

2000년 초반이후 독일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다소 사회민주주

의의 경향으로 움직여 갔음이 관찰된다. 사회민주주의는 강력한 공동체

적 전통과 작은 국가규모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1990년  중반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복지를 일정 정도 

축소하기는 하 지만 가장 큰 복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레짐 분류에는 들어 있지는 않지만, 남유럽의 경우 연금을 중심으로 한 

복지 확 가 이루어졌는데, 자기책임형을 벗어나 선거철에 확 된 연금

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연금이 가지는 경직성으로 인해 복지개혁이 

쉽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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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레짐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

라도 우리나라의 여건에 부합하는 모형을 정립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공

동체적 전통이 강하고 국가 규모가 북구국가들보다는 큰 우리나라의 경

우 북구와 독일의 중간적인 모형으로 근로친화적이며 자기책임이 강화되

고 시장과 연계된 형태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표 9-1> Esping-Anderson의 사회복지 레짐 구분

       레짐 명칭 자유주의 보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
국가
일반

속하는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독일, 프랑스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급여 대상 빈자(요구호자) 중심 피용자 중심 모든 시민

급여 종류
극소화

공공부조중심

중간적
사회보험중심
(+공공부조)

극 화
사회보험+공공부조+데

모그란트+사회적
서비스

급여 수준 최저 생계비
계급과 지위에 따라 

차이(보험원칙)
중간 계급의 

생활수준 지향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 미약 강력 강력

공공사회보장
체계

미발달 분절적 통합적(보편적)

시장의 
역할

본인부담 많음(시장구매) 많음(보험료) 적음(사용자-국가 부담)

직업-자원복지 역할 강력 미약 미약

가족의 
역할

가족주의
강력(개인책임의 

최소단위로서 가족; 
지원 적음)

강력(전통적 가족; 
가장을 통한 지원)

미약(개인적 사회권)

여성경제활동
참여

높음(사부문에서 계층에 
따라 양극화)

중간(single 
bread-earner)

높음(dual 
bread-earner; 
공부문일자리)

복지
국가의 
생산
기능

인적자원관리
시장중심

(형식적 공교육)
공공역할강조(무상교육)

포괄적 
인적자본관리(무상교육

+ALMP+여성해방)

노동연계 억압적(workfare) 전통적 생산적(activation)

복지
국가의 
분배
기능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

매우 미약 제한적 강력

출처: 안상훈(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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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회복지 지출 규모와 추이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추이를 OECD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

penditure)을 통해서 정리하여 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을 계기로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하 고, 1990년 초 

3% 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 5-6% 수준으로 그리고 2000년  후반 9%

이상으로 증가하 다. 아직까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증가속도만큼은 매우 높다. 

〔그림 9-1〕 한국의 사회복지지 지출 추이 

여기에서는 핀란드, 스웨덴, 독일, 그리스, 이태리 등 복지레짐의 표

적인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자. 먼저 핀란드의 경

우 1980년  빠른 증가를 통해 1993년 33%이상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1990년  후반 복지개혁을 통해 25% 내외로 폭 감소하 다. 2009년

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한 응으로 다시 크게 증가한 것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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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우에도 1993년 35.6%로 정점을 보인 후 30%^ 수준으로 감

소하 다. 독일의 경우 25-27% 사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르츠 개혁을 시행하 던 2003-2005년 이후에는 2%p 정도 낮아진 모

습도 관찰된다. 그리스의 경우 1995년 17.5%에서 2007년 21.5% 4%p 

가량 증가한 것이 관찰된다. 1990년 초에서 2000년  중반까지 이태리

의 경우에도 약 5%p, 포르투갈의 경우 6%p 증가시킨 것이 관찰된다. 

요약하자면, 사민주의국가의 경우 증가후 1990년 중반 강한 조정이 

관찰되고, 표적인 보수조합주의국가인 독일의 경우 안정적인 움직임이 

관찰되고, 남유럽 국가의 경우 사회보장지출이 낮은 단계에서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림 9-2〕 핀란드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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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스웨덴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그림 9-4〕 독일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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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그리스의 사회복지지출 추이

〔그림 9-6〕 이태리의 복지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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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포르투갈의 복지지출 추이  

제5절 사회복지 지출 구성93) 

〔그림 9-8〕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구성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그래프 작성

93) 필자가 참여한 안상훈 외(2013)에서 내용을 가져왔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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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구성은 〔그림 9-8〕에 보고되어 있다. 건강보

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적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의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도 이미 사회

복지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구성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다른 국가 사례를 분석하여 보자. 

사회민주주의형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그림 9-9〕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크고 전체적으로 각 분야 간

의 지출 규모 차이가 아주 크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유럽 륙의 조합

보수주의형의 독일의 경우〔그림 9-10〕 연금과 건강보험의 비중이 상 적으

로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독일이 사회서비스나 공적부조보다는 

사회보험에 더 의존하는 형태임을 의미한다. 남유럽의 그리스〔그림 9-11〕

는 독일보다도 연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스의 경우 

자기책임형을 벗어난 여러 연금들이 선거를 통해 과도하게 도입되었음을 볼 

수 있다. 현재의 독일 수준 이상으로 연금을 높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림 9-9〕 핀란드의 사회복지지출 구성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그래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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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 독일의 사회복지지출 구성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그래프 작성

〔그림 9-11〕 그리스의 사회복지지출 구성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그래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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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형 복지체제는 고용률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사회서비스 강조형 복지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보다 

강화하여 여성의 노동참가률을 높일 뿐 아니라 돌봄 자체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 고용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북구국가들보다 국가 규모가 커 조세저항이 보다 강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활용 가능성으로 인해 복지지출

의 규모가 북구 국가보다 작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지향적인 규모 

국가에서는 일반 조세에 한 조세저항으로 인해 사회보험이 발달해 있

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회보험 중심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가 규모가 북구에 비하여 크지만 강한 공동체

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구와 독일의 중간 정도를 정책 지향점

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북구와 독일의 중간 정도를 정책지향점으로 하고, GDP 비 복지지출

을 2009년 9.5%에서 2030년 19.5%로 증가시킨다고 한다는 가정 하에

서 각 복지지출 분야는 다음과 같이 증가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부분은 

2009년 GDP 비 1.5%에서 2030년 2.6%로, 건강보험은 4.0%에서 

5.5%, 연금은 2.1%에서 5.0%로, 공적부조는 1.3%에서 4.1%로 증가시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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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2〕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구성(2009) 

  

제6절 사회복지 재원조달 구조94) 

사회복지 재원은 크게 보아, 조세수입 확충, 사회보장세 확충, 기타 정부

수입 확충, 타 지출분야 지출 축소, 재정적자 증가 등이 존재한다. 정부의 

지출은 정부 수입과 재정적자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음에 기반하여 아래의 

관계식을 주요국별로 1985-2010년 사이를 분석한다. 여기에서 사용한 데

이터는 OECD의 사회보장지출(social expenditure) 데이터 이다. 

사회보장지출기타지출조세수입사회보장세수입기타정부수입재정적자
 

제일 먼저 아래의 그림은 한국의 사회보장지출의 추이를 보여 주고 있

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던 사회복지지출이 

94) 본 절과 안상훈 외(2013)에 포함된 필자의 보고서와의 차이점은 본 절의 분석은 사회복
지 재원인 재정적자, 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추이를 분석하 고, 안상훈 외(2013)에 포
함된 필자의 보고서는 이들 재원수준의 차이를 분석하 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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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GDP 비 9.22%로 높아졌다. 

1990년과 2010년 사이의 지출의 증가분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이외 정

부지출이 4%p 정도만 증가하 음에 반하여 사회보장지출은 같은 기간 

6.4%p 가량 증가하 다. 이러한 사회보장과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분의 합

(약 10.4%p)은 조세수입증가분 1.8%p, 사회보장세 증가분 3.8%p, 기타 

정부수입 증가분 3.5%, 재정흑자 감소분 1.5%p을 통해서 조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증

가분의 약 60%를 사회보장세 증가분으로, 조세로 10%, 재정적자로 10%,  

기타 정부수입증가분으로 20% 정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재까

지의 우리나라의 복지재원조달 구조는 어느 정도 건전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정적자를 늘리면서 복지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지양하여야 한다. 

〔그림 9-1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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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4〕 핀란드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그림 9-15〕 덴마크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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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북구국가인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을 살펴보자. 핀란드

의 경우 1990년 초 빠르게 복지지출을 증가시켜 GDP 비 30%가 넘

는 규모의 복지지출을 보이다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0년

 후반 복지지출을 6.4%p나 감소시켰다. 1990년  초반 은행위기를 겪

은 핀란드는 11%p가 넘는 재정적자의 증가를 기록하고, 1990년  후반 

복지개혁을 통해 15%p에 이르는 재정수지 개선을 달성하 다. 핀란드는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이 1990년 초를 제외하고는 성공적으로 지켰으

며 재정건전성이 약화되고 금융위기가 엄습하자 빠른 복지개혁을 통해 

성장과 복지를 둘 다 지켜낸 국가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

성장뿐 아니라 복지확 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핀란드 사례

는 잘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핀란드와 매우 유사한 경험이 관찰된다. 1995년 복지지

출이 32%에 이르고 재정적자가 7%를 넘어선 이후 복지개혁을 통해 복지

지출을 3%p 이상 감축시키고 재정은 흑자로 반전시켰다. 덴마크의 경우 

앞의 두 국가와 유사한 경향이 보다 약화된 형태로 관찰된다. 덴마크도 

1990년 초 복지가 확 되었고 재정적자가 3% 정도에 이르게 되었으며,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0년  후반 복지지출을 2.5%p 정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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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6〕 스웨덴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독일의 경우 복지지출 규모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이 관찰

된다. 1995년 재정적자 규모가 매우 큰 규모를 보 으나 2000년  초반 

재정적자 규모가 축소된 모습을 보 다. 

〔그림 9-17〕 독일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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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8〕 프랑스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프랑스의 경우 크지 않는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누적시키면서 복지지

출을 증가시킨 국가이다. 사회복지 지출이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5%p 증가하 다. 시기별로 보면 프랑스는 1980년  초반과 1990년  

초반 사회복지지출 크게 증가시켰고 이 기간에 재정적자가 3%p 이상씩 

증가하 다. 프랑스는 1981-2009년 사이 연평균 1.25%의 상 적인 낮

은 성장률을 보 는데, 이러한 낮은 성장률이 빠른 복지지출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약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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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9〕 이태리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이태리의 경우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 에 

들어와서도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켜 왔다. 1981 - 2009년 전 기간을 

본다면 사회복지지출이 4%p 가량 증가시켰다. 세수 확충 노력이 더해지

기는 하 으나, 재정적자 규모가 2000년  이전에는 10% 내외를 보이고 

2000년  이후에도 4%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태리는 전체적으로 보아 

2000년 에 들어와 개선되었기는 하나 재정건전성을 제 로 지키지 못

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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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0〕 그리스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그리스의 경우에도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

로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켜 왔다. 포르투갈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지출

이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6.5%p 가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

적자도 5% 내외를 보이고 있다.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전체적으로 보아 

재정건전성을 제 로 지키지 못하고 복지를 확 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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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1〕 포르투갈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그림 9-22〕 영국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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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우 1990-2005년 사이 사회복지지출은 1.5%p 증가시켰음

이 관찰되는데, 1990년  후반에 재정개혁을 시행하여 9%p 넘게 재정수

지 적자를 감축시켰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응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 던 2000년  후반뿐 아니라 2000년  초반도 재정건전화에 역

행하는 재정운 을 보 다. 국은 상 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하 다. 

〔그림 9-23〕 캐나다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캐나다의 경우 1980년 초부터 1990년  중반까지 복지지출을 늘려 

5%p 가까이 복지지출을 확 하 다.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중

반까지 재정적자 규모가 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 고, 1990년  중

반 강력한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실시하여 재정건전화와 복지지출 축소

를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글로벌금융위기를 응하는 과정에서 복지

지출과 재정적자가 급증하 다. 여전히 캐나다는 1990년  후반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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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재정개혁으로 캐나다는 OECD 선진국들중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가장 

낮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9-24〕 일본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 구조

  

일본의 경우에는 기타 지출에 한 데이터가 결손으로 되어 2005년과 

2009년의 데이터만 가용하다. 일본이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적

인 재정정책을 시행하 고 현재는 GDP 비 국가채무 비중이 250%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음을 감안하면, 이전 기간에도 기타 지출도 표본 기

간동안 빠르게 증가하 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복지지출도 1990년  

이후에는 매 5년마다 2-3%p 씩 증가되었다. 이러한 복지지출과 기타지

출의 부분을 국가채무의 증가로 조달하 고, 일본 경제는 1990-2010

년 사이 연 0.5% 정도의 낮은 성장률을 보여 OECD 국가들중에서는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국가중에 하나가 되었다.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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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서 단기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조적 경제 침

체에 응하여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저성장을 경

험하 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장기간 사용이 가지는 위험성과 복지지출의 

빠른 확 가 가진 위험성을 일본의 재정운용사례는 잘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진국 사례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형은 북구와 독일

로 보인다. 성공적인 복지개혁을 통해서 핀란드는 강소국의 복지모형으

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가 북구 국가들과 유사하게 강한 공동체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구 국가가 우리의 좋은 벤치마크 상이지만, 

우리나라가 이들 북구 국가들보다 월등히 큰 국가라는 측면에서 북구 모형

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적용되기는 쉽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규모

는 정부의 규모와 강한 관련을 가진다. 이는 작은 국가의 경우 조세가 정부

서비스의 가격으로 작동하여 조세의 왜곡효과가 작아져 조세의 규모가 클 

수 있으며, 작은 국가에서 정부서비스의 규모의 경제로 인해 정부서비스 

평균비용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정부지출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조세와 지

출 측면은 모두 작은 국가에서 정부 규모가 커지게 되는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북구 국가들보다 5배 이상 큰 국가이며, 인구수가 5,000

만으로 인구 8,000만의 독일에 가깝다. 북한인구와 해외동포를 고려하게 

되면 실제로 한국의 인구 규모는 독일의 인구 규모와 유사해 진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크기의 국가인 독일과 북구의 중간 정도를 벤치마

크 점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복지지출 규모, 복지지

출 구성, 복지재원 구성에 있어서 북구 국가와 독일의 중간 정도를 지향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경우 북구보다는 사회서비

스 비중을 낮추고 사회보험 비중을 높여야 하며, 사회보장세에 보다 강하

게 의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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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사회복지 분권화 구조  

〔그림 9-25〕 OECD 국가들의 재정분권화 정도  

출처: OECD 

본 절에서는 사회복지지출에 있어서의 분권화 정도를 기초적인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먼저 정부의 총지출에 있어서 분권화 정도는 〔그림 

9-25〕에 보고되어 있는데, 분권화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에는 스위스, 독

일, 스페인,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이태리, 덴마크 등이 존재

하며, 반 로 분권화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에는 뉴질랜드, 아일랜드, 독

일, 노르웨이 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총정부지출에서 중앙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지

방정부가 45%, 사회보장기여금이 15%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지출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비중은 〔그림 9-26〕에 보고되어 

있다. 총정부지출에 있어서의 분권화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 사회복지지

출에 있어서의 분권화도 높은 경향이 있기는 하나, 예외적인 국가들도 다

수 관찰된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총재정에서의 분권화에서 보다 사회

복지지출에서의 분권화 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페인,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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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그리스 등에서는 반 로 사회복지지출에서의 분권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26〕 사회보호지출에서의 재정 분권화 정도  

                출처: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가 그래프 작성

사회복지에서의 중앙정부의 재정역할을 평가해 보기 위해 중앙정부의 

복지재정담당 비율을 중앙정부의 총재정담당 비율로 나눈 지수를 계산하

여 〔그림 9-27〕에 보고하 다. 이 지수값이 클수록 복지재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큼을 의미하며, 100이란 값은 총재정과 복지재정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담당비율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 지수값이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재

정이 지나치게 지방정부 재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지수값이 

크게 나타난 국가에는 독일,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복지 선진국들에서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담당 비율

이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복지재정에 있어서 중앙정

부의 역할이 확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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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7〕 중앙정부 복지 재정담당 비율 / 총재정 담당 비율  

출처: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가 그래프 작성

제8절 경제성장 촉진과 경제위기 예방/극복 효과 

차병섭‧이 (2014)를 인용하여 사회복지 지출 규모의 경제성장 효과를 

정리한다. 차병섭・이 (2014)는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

계를 도구변수법과 구조방정식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 다. 구조방정

식을 사용한 결과,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으로 본 논문의 핵심변수인 사회

복지지출을 1기 래그하여 사용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방향으

로 경제성장에 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록 표에는 제시되어 있

지 않지만 지역별로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와 보수주의 국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

에서 경제성장은 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크게 낮아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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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0년 기간 평균

사회복지지출 lag 값 
사용 안함

사회복지지출 1기 lag 값 
사용

변수
사회복지지출

(%)
경제성장률

(%)
사회복지지출

(%)
경제성장률

(%)

사회복지지출(%)
0.091* 0.088**
(0.054) (0.036)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0.169 -0.380
(0.498) (0.253)

65세 이상 인구 비율(%)
1.116*** 1.084***
(0.160) (0.209)

log(총 인구)
-0.598*** -0.693***
(0.194) (0.221)

실업률(%)
0.526*** 0.651***
(0.090) (0.090)

민간 보건지출(%)
0.194** 0.193**
(0.084) (0.079)

자발적 민간 
사회복지지출(%)

0.006 -0.075
(0.080) (0.075)

정부부채(%)
-0.012*** -0.006*
(0.004) (0.004)

인종 다양성(%)
-0.013** -0.013**
(0.006) (0.005)

인구 성장률(%)
0.327 -0.438
(0.387) (0.372)

<표 9-2> 성장회귀식, 사회복지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최근 5년 사이에 경제성장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차병섭・이 , 2013).

경제성장의 설명변수들과 관련해서는 민간 보건지출, 정부부채, 인종 다

양성, 무역개방도,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간별 초기 1인당 실질 GDP 규모 

등도 예측한 방향으로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년 기간별 평균을 이용한 분석에서 1기 래그된 

사회복지지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발적 민간 사회복지지출과 인구 성

장률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부호가 반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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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0년 기간 평균

사회복지지출 lag 값 
사용 안함

사회복지지출 1기 lag 값 
사용

무역 개방도(%)
0.012*** 0.011***
(0.003) (0.003)

인플레이션(%)
-0.145*** -0.099**
(0.041) (0.050)

log(기간별 초기 1인당 실질 
GDP)

-2.580*** -0.930
(0.606) (0.618)

Constant
-0.746 27.475*** -0.464 12.029**
(2.143) (5.673) (1.994) (5.836)

var(e.SE)
5.249*** 5.220***
(1.137) (1.087)

var(e.GDPpc)
0.799*** 0.555***
(0.204) (0.138)

cov(e.SE, e.GDPpc)
-1.223** -1.041***
(0.562) (0.363)

Observations 71 71 48 48
출처: 차병섭·이 (2013) 

사회복지지출 자체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향을 줄 수 있음이 관찰

되었는데, 사회복지지출의 재원조달 방식이 경제성장에 향을 줄 수 있

음을 검증하 다. 검증한 결과 재정적자를 통해서 사회복지를 늘린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병섭

(2014)에서 인용된 <표 9-3>에 따르면 재정적자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사회보장기여금에서 조달된 규모가 클수록 경제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사회복지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재정적

자는 피해야 하며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복지 확 가 성장에 긍정적인 

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를 통해 사회복지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초과부담을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한 사회보험 확

는 일정 정도 피할 수 있음에 기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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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VARIABLES GDPpcr GDPpcr GDPpcr

재정적자/공공 사회복지지출 -0.017* -0.032*** -0.019**

(0.010) (0.011) (0.009)

(재정적자/공공 사회복지지출)2 0.001***

(0.000)

조세부담/공공 사회복지지출 0.014

(0.008)

사회보장기여금/공공 사회복지지출 0.026**

(0.012)

세외수입/공공 사회복지지출 0.008

(0.013)

lnInitGDPpc -1.863* -2.187** -2.305**

(0.998) (1.017) (1.014)

INF -0.108* -0.129** -0.110*

(0.061) (0.059) (0.065)

PopGr 0.037 0.163 -0.139

(0.330) (0.328) (0.426)

Openness 0.009* 0.008* 0.009*

(0.005) (0.005) (0.005)

Ethnic -0.010 -0.010 -0.010

(0.007) (0.007) (0.007)

Constant 19.799** 22.609** 19.127**

(9.181) (9.350) (8.878)

Observations 114 114 114

R-squared 0.595 0.611 0.614

<표 9-3> 성장회귀식, 재정적자 조달 사회복지지출의 성장저해 효과  

출처: 차병섭(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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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Pooled OLS 고정효과

VARIABLES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연금(%) 0.006 0.035 0.009 -0.201

(0.013) (0.080) (0.040) (0.166)

(연금(%))2 -0.000 0.003

(0.001) (0.002)

사회서비스 -0.019 0.078

(0.021) (0.062)

lnInitGDPpc -1.57** -1.55** -1.51** -10.78*** -11.13*** -10.81***

(0.754) (0.755) (0.758) (1.575) (1.592) (1.555)

INF -0.020** -0.021** -0.020** -0.033*** -0.029*** -0.035***

(0.008) (0.008) (0.008) (0.010) (0.011) (0.009)

PopGr -0.396 -0.333 -0.402 -0.948** -0.957** -0.950**

(0.301) (0.343) (0.297) (0.439) (0.438) (0.436)

Openness 0.009** 0.009* 0.008* 0.032** 0.034** 0.033**

(0.004) (0.004) (0.005) (0.013) (0.013) (0.013)

Ethnic -0.012* -0.013* -0.013* 0.023 0.024 0.020

(0.007) (0.008) (0.007) (0.016) (0.016) (0.016)

GGovDebt -0.007** -0.007* -0.008**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8) (0.008) (0.007)

(1) (2) (3) (4) (5) (6)

Pooled OLS 고정효과

VARIABLES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0.022) (0.023) (0.022) (0.021) (0.022) (0.020)

Constant 17.570** 16.962** 17.493** 105*** 112*** 105***

(6.939) (7.027) (6.919) (15.351) (16.147) (15.235)

Observations 146 146 146 145 145 145

R-squared 0.525 0.525 0.527 0.657 0.662 0.662

Number of CodeN 　 　 　 29 29 29

<표 9-4> 성장회귀식, 복지지출 구성의 성장 효과  

출처: 차병섭(2014) 

복지지출의 구성이 경제성장에 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사회

복지지출에서 연금과 사회서비스 비중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결과가 차병

섭(2014)에서 <표 9-4>에 보고되어 있다. 사회복지지출의 구성이 직접적

으로 경제성장에 주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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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고용 효과 

사회민주주의 복지모형을 지닌 국가의 고용률이 높은 것은 여러 보고

서에서 지적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모형은 사회서비스를 중시하는

데,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일과 가정 양립 여건을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서비스에서의 노동수요를 증가시켜 이중

으로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아래의 〔그림 9-28〕은 이러

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고용률이 높은 것에 덧붙여 하나 더 특징적인 면은 독일의 고용률이 

사회민주주의 국가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높은 고용률

은 독일이 보수조합주의를 택하면서도 2000년  초반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사용하 음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인다. 하르츠 개혁으로 실업수당이 감소하 으며, 시간제 일

자리인 미니잡이 크게 증가하 다. 

〔그림 9-28〕 주요 국가의 고용률(2003, 1022년)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r statistics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그래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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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섭(2014)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한 국가의 고용률이 높음이 다른 고

용률의 결정요인들을 통제하고도 관찰되는가를 회귀분석을 통해서 알아

보았다. 분석결과 사회서비스가 높은 국가에서 고용률이 높은 것이 뚜렷

하게 관찰되었으며, 흥미롭게도 연금은 고용률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연금을 받는 조기 퇴직자의 고용률이 

낮아짐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변수들도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

여주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차병섭(2014)를 참조하기 바란다. 

 

(1) (2) (3) (4) (5) (6)

VARIABLES 고용률(15-64세)

연금(%) -0.177** -0.594 -0.176** -0.619
(0.073) (0.386) (0.070) (0.374)

(연금(%))2 0.006 0.006
(0.005) (0.005)

사회서비스 0.514*** 0.517***
(0.104) (0.102)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0.590 -0.575 -0.525

(0.443) (0.448) (0.381)
GDP gap 0.797** 0.799** 0.778**

(0.348) (0.351) (0.320)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9.649*** 11.263*** 13.655*** 10.338*** 12.031*** 14.273***

(3.365) (3.773) (3.143) (3.346) (3.718) (3.149)
조세격차 -25.76*** -27.40*** -26.22*** -23.18*** -24.92*** -23.74***

(7.481) (7.759) (6.690) (7.135) (7.428) (6.399)
노동조합 조직률 0.095** 0.088* 0.034 0.098** 0.091** 0.036

(0.045) (0.046) (0.044) (0.044) (0.044) (0.043)
고용보호의 정도 -2.305** -2.269** -1.918* -2.612** -2.569** -2.201**

(1.107) (1.110) (0.994) (1.050) (1.051) (0.950)
Constant 71.335*** 78.556*** 61.086*** 67.327*** 75.055*** 57.461***

(6.932) (9.946) (4.226) (6.236) (9.272) (3.549)
Observations 115 115 115 115 115 115
R-squared 0.615 0.619 0.672 0.625 0.631 0.684

<표 9-5> 고용률의 결정요인  

출처: 차병섭(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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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소결

복지재정 확 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증 시키되 몸에 맞도록 그리고 지나치게 빠

른 복지확 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합한 속도로 증가

시켜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지재정의 확 는 사회보험료 증

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가장 성장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자를 통해서 확 된 복지재정의 확 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러 선진국들중에서 남유럽 국가들에서 재정적자를 통한 복지

확 가 가장 강하게 관찰되며, 북구 사민주의 국가에서도 1990년 초 재

정적자를 통한 복지확 가 관찰되나 이들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1990년

 후반 바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한 복지확 를 바로 잡았음이 관찰된다. 

복지의 규모의 절 적 수준 자체가 아니라 복지를 국가가 처한 여건에 맞

추어 조정할 수 있는가가 중장기적인 복지국가의 존속에 가장 큰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 레짐별로 복지지출 규모와 구성에 있어서 차이점들이 관찰되었

다. 사회민주주의 모형이 복지지출을 가장 높게 가지고 있으며, 다른 레

짐에 비하여 사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높은 사회서비스 비중은 더 높은 경제성장률은 아니지만 더 높은 고용

률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보수조합주의 

레짐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레짐보다는 소폭 작은 사회복지지출을 보이고 

있으며, 연금중심의 사회복지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보

수조합주의 레짐의 표 국가 던 독일은 2000년 초반 복지개혁이후 

사회서비스가 강화되고 실업급여가 축소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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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개혁이후 독일은 상 적으로 높은 성장률과 고용률을 보

이고 있다. 남유럽의 경우 복지지출이 선진국 평균이하에서 평균이상으

로 증 하 으며, 복지지출의 구성은 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남유럽 국가에서 보수조합주의보다 더 높은 연금비중이 관찰

되는데, 연금의 재정건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통해 연금

제도가 각종 직군으로 확 되는 불건전한 양상을 보 다. 자기책임형을 

벗어난 연금중심 복지확 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연금이 가

지고 있는 경직성으로 인해 외부에 의존하지 않은 자국주도적인 복지개

혁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의 분석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의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사회복지지출을 우리 여건에 부합하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너무 빠르지 않게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

회서비스, 적극적 노동시장 등 주요 사회복지지출 분야간의 배분에 있어

서 균형잡히고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형태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러

한 사회복지지출 주요 분야간의 배분은 북구국가와 독일의 중간 정도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로, 복지

확 에 있어서 재정적자를 통한 복지확 는 반드시 지양하여야 하며, 사

회보장기여금의 적절한 증 가 중요하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기여금

의 증 를 통해서 사회복지지출의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재원 분담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 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앙정부가 복지재정에 있

어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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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형’ 전략마련에 관한 시대적 필요성

과거 복지 황금기의 서구 복지국가들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실업, 

질병, 은퇴,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에 해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보험제

도를 통해 해결해 왔다.95) 하지만 오일쇼크에서 1990년 에 이르는 시

기, 거의 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지식경제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 제조업의 축소와 서비스업의 저성장 문제, 저출산·고령

화 현상,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문제가 나타났

다. 이러한 문제들은 선진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맞물려 공공재정의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금융자본의 세계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및 실업의 증가, 저출산·고령

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new social risks)을 등장시켰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세 의 부담 증가, 연금개혁에 따른 퇴직세 의 불안, 지식기반 사회

가 파생하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근로빈곤의 확 , 노인의 증가에 따른 만

성질병에 한 사회적 비용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증가, 재정압박에 따른 정부역할의 한계 노정 등 기존의 사후적인 

95) 본 장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필자의 각종 논저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 정리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작성시점 기준으로 큰 틀에서의 정책밑
그림 이해에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본격적인 학술연구가 아님을 밝힌다.

‘맞춤형 고용복지’의 
비전과 전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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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중심의 복지국가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들이 

발생하 다. 

〔그림 10-1〕 사회경제적 변환과 사회적 위험구조의 변화

한편, 현재 한국은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공존하

고 있으며, 생애과정의 제도화와 탈정형화 과정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

다. 실업, 질병, 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보장이 충분치 않아 노인 빈곤율 

증가, 실업과 질병으로 인한 가계부채 및 개인파산 증가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보육,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등에 한 서비스 부족으로 생활상

의 어려움 역시 겪고 있다. 더욱이 고용의 양극화, 소득 양극화, 사회보장

의 양극화, 복지서비스의 양극화 등 양극화 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어 이

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복지국가를 시작하는 현재는, 자본주의 황금기가 종언

했고 글로벌 경제위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복지재정의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엄청나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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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제를 감안한다면, 서구 복지국가의 황금기 때 취했

던 전략을 그 로 답습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서구 선진국의 경험과는 다른 방식의 

복지국가 재편 및 개혁을 위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사회

정책 개혁의 비전과 전략은 단순히 특정 욕구와 관련된 세부 제도들을 따

로따로 재정형편에 맞춰서 확충하는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지금까지 한

국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후발자로서의 이

점을 적극 활용하면서 선진국의 발전을 모방하고 추격하는 데 상당한 성

과를 올려왔다. 이러한 과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진국의 열에 

합류한 한국의 발전전략은 달라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노력은 선

진국의 경험에서 배우되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최적화된 ‘한

국형’ 전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형 전략의 요체는 성장과의 

선순환이 가능한 맞춤형 고용복지를 통해 한국의 자본주의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모아진다고 할 것이다. 

제2절 맞춤형 고용·복지의 의미 

1. 성장과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결합 

생활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형 복지국가가 추구

하는 최우선의 추진전략은 ‘맞춤형 고용·복지’이다. 복지국가의 지속가능

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장을 침해하지 않는 복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만약 복지를 통해 성장을 제고할 

여지가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주로 이념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전략들을 보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에 관한 언술상의 강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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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내용상의 공허함이 두드러진다. 복지 그 자체

로 성장과의 선순환이 자동적으로 성립하기 힘들며 하나의 매개물이 필

요하다는 실증적 각성을 따른다면, 최우선 추진전략으로써 맞춤형 고용·

복지를 강조해야할 당위성은 쉽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와 성장 

사이에 고용이라는 측면을 부가함으로써 양자 간의 선순환을 기하려는 

전략, 이는 최근 선진국 복지개혁의 주요화두이기도 하다.  

고용 혹은 일을 중심으로 복지를 제공하게 되면, 국가복지의 수동적 수

혜자로서 국민을 상정하는 관습적 사고방식으로부터의 전격적인 이탈이 

가능해진다. 일을 통한 사회참여에 부가하여 복지를 제공하면, 복지를 통

해 국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복지국가의 지속가

능성을 높이게 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고용과 복지를 통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복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게 되면, 복지국가

의 생활보장성을 담보하게 된다.

저성장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복지와 성장이 상충되는 것으로만 여겨지

는가 하면, 저성장 서비스경제 시 에 재정안정, 소득평등, 고용증가의 3

요소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는 ‘복지국가의 트릴레마(trilemma)’에 관

한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Iversen & Wren, 1998). 

맞춤형 고용·복지전략을 최우선의 과제로 여기는 까닭은, 고용 친화적 

복지전략으로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할 수 있으리란 기  때문이다. 고용 

친화적 복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면 개인의 소득이 증

가할 뿐만 아니라 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을 줄일 수 있다. 고용 증가는 세

수 확 로 이어져 이를 재원으로 기본적인 소득 보장, 보육, 의료 등 사회

서비스 필수적 사회서비스의 확 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용 친화적 복지전략은 성장과 고용 그리고 분배 혹은 복지의 선순환 고

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허재준 외, 2011). 이러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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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의 사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 ,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공적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

정 건정성 및 경제 성장 전망이 양호한 편이다. 이것이 가능한 메커니즘 

역시 고용친화적 복지제도이다. 이들 국가의 복지제도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처하고 사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노동시장 참여를 북

돋아 노동력이 성장잠재력으로써 끊임없이 공급 및 유지될 수 있는 기반

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선진국 복지개혁과정을 통해서 활성화 전략(activation strat-

egy)96)은 하나의 세를 형성하고 있다. 국가유형별로 활성화의 내용과 

수단은 매우 다양하게 나뉘지만, 한국형 전략에서의 활성화 개념은 미

식의 ‘근로 강제형97)’과 북유럽식의 ‘고용주도형’ 중에서 후자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고용과 복지의 보장을 거의 

유일한 활성화정책의 주체로 상정하는 북유럽전략과는 달리, 한국형 전

략에서는 활성화전략이 내포하는 내용을 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일’

에서 한 발짝 더 확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은 단순히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개인의 삶의 의지, 의

욕, 건강한 생각, 사회적 관계, 자신감, 효용감 등과 긴 하게 연결된, 개

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Sen, 1997). 때문에, 소득 중

심의 기존의 정책적 안을 넘어서서 ‘일’과 관련된 새로운 접근이 필요

96) 활성화 정책은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제도들로 정의되기도 하고(Geldof, 
1999: 13; Hanesch, 2001: 4; 허재준 외, 2011에서 재인용) 공공소득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노동시장에서 구적으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까지로 확  정의하기
도 한다(Hvinden,1999: 28; 허재준 외, 2011에서 재인용).

97) 미권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인데, 이는 “경제활동에 한 참
여를 의무적인 조건으로 하여 사회부조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정의된다
(Jacobs, 1995; Noёl, 1995; Loftager, 1998; Kidal, 1999; Lødemel & Trickey, 
2001; Shragge, 1997: 허재준 외, 2011에서 재인용). 노동연계복지는 개인의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해 개인의 권리로서의 복지수급권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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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인식이 한국형 고용·복지전략의 출발이다. 한국형 전략에서의 활

성화전략이라 함은 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되, 소득을 위한 노동의 의미

를 넘어서서 자기실현을 위한 자원봉사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

래 노동력인 아동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한 선제적 투자나 

여성고용의 문제, 취약계층의 안정된 고용 같은 것들에 더하여 중산층 노

인이나 장애인 등의 자아실현의 경로로서도 맞춤형 고용·복지를 설정하

고자 하는 것이 한국형 전략의 기조라 하겠다. 이렇게 확장된 ‘일’의 개념

과 복지를 연결시킴으로서 얻게 되는 전략적 이득은 기본적 혹은 특수적 

욕구에 한 생활보장성을 담보하면서 노동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

을 활성화의 주체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에서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노동연계복

지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개념이 복지 수급에서의 권리와 의무

라는 측면에서 협소하고 일방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

여, 고용친화적 복지를 활성화 정책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허재준 

외, 2011). 노동연계복지는 개인의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해 개인의 권리

로서의 복지수급권을 간과한다는 문제가 있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그 상을 실업자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는 반면, 한국형 복지

국가전략에서는 활성화 정책의 상을 ‘노동가능한 모든 사람’을 모두 활

성화 정책의 상에 포함한다. 

요컨 , 한국형 전략의 최우선 전략으로서 맞춤형 고용·복지가 지향하

는 활성화정책은 이들 상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일에 한 동기를 부여하고 노동시장 진입 및 재진입을 유

인하는 정책, 그리고 이에 더해 단순히 ‘소득을 위한 노동’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를 위한 자원 봉사 등을 포함한 ‘가치 

있는 일’의 참여로 확 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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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위험의 다변화와 ‘맞춤형’ 생활보장 

현재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

한 위험과 욕구는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고, 동일한 생애주기 내에서도 가

구별 상황에 따라 욕구가 발생하는 정책개입의 역이 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실업, 은퇴, 빈곤 등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

책들은 주로 실직자, 은퇴한 노인 등이 수혜 상이었기 때문에 전통적 복

지국가의 전략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욕구에 탄력적으로 처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주로 ‘남성 

생계부양자’의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발달한 까닭에 여성고용의 증가, 이

혼의 증가, 저출산의 심화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적절하게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형 복지국가전략은 태아기에서부터 ·유아기, 아동기, 청

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생애주기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욕구들에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사회안전망을 구

축하려는 목표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실업, 빈곤 등 문제가 발생한 후

에 사후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 즉 활성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애과정은 노동시장과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과거처럼 교육, 

근로, 은퇴의 순서로 정형화되기보다는, 불안정하고 비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방식의 처가 요구된다. 

이처럼 다양화된 생애과정에 응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정책이 아니

라, 보다 유연한 맞춤형 정책의 마련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두된다. 요

컨 , 생애주기에 따른 보편적 욕구 외에도,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생활 역과 관련된 특수한 욕구가 존재할 수 있어, 생애주기적인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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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에 한 ‘기본생활보장’과 특수한 욕구에 한 ‘범주적 생활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맞춤형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형 복지국가전략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된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가구특성별, 그리고 생활

역별로 제기되는 다양한 욕구에 응하는 맞춤형 생활보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서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란 태아기, ·유아기, 아동

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생애주기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욕구들에 한 맞춤형 생활보장을 의미한다. 둘째, 가구특성별 맞

춤형 고용·복지란 소득계층별 맞춤형 생활보장을 의미하는데, 원칙적으

로 기본적인 욕구에 해서는 보편주의를 지향하되, 동일한 재정여건 하

에서는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긍정적 선별주의 전

략을 병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 역별 맞춤형 고용·

복지란 소득보장을 통한 경제적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고용, 

건강,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생활 역에서의 다양한 욕구에 응하

는 맞춤형의 사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제3절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화를 위한 원칙적 방향성 

앞서 살펴본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에 한 큰 방향성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들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면 한 전략적 준거가 필요하다. 이

에, 정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안적 갈등상황을 중심으로 4가지의 

우선순위 설정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급여균형성

기본적으로 동일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현금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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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서비스의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이때 어떠한 형태의 정책 안을 선

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급여 균

형성’이란 현금 형태의 프로그램 보다 활성화 전략의 기조 하에 고용친화

성이 높은 ‘사회 서비스’ 형태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는 원칙을 의미한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사회서비스만으로는 욕구의 해

결이 어려워 현금의 제공이 필수 불가결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

로는 ‘현금과 사회서비스의 균형’을 도모해야 함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정적 예산제약 하에서 현금은 주로 저소득층을 필두로 한 특

수욕구집단을 위한 공공부조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외의 경우

에는 ‘사회서비스’를 우선해야 한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사회서비스가 

고용․성장․재분배 등 여러 면에서 사회경제적 효과성이 높다는 사실은 누

차 확인된 바 있다. 아래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이에 한 논

리적 근거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안상훈, 2011). 

복지국가가 경제․정치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국

가가 생산성에 미치는 향에 해 고려치 않을 수 없다. 공급 측면에 주

목한 주류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에 따르면, 복지지출은 유인

체계(incentive system)를 왜곡하여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  국가 중 공공복지지출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현실적 상황과 더불어, 모든 복지국가가 동일하게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임을 다수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체제의 복지국가가 보다 생산적인 효

과를 갖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한편, Keynes(1973)의 유효수요 이론의 논리에 따르면, 복지급여는 

수혜자들의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이는 다시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성장

을 도모하는 선순환을 낳는 것으로 기 된다. 이 때 현금급여와 사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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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유효수요 창출 측면에서 미치는 효과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

된다.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역시 국민의 소비비용을 줄임으로

써 실질적으로는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상이

할 뿐만 아니라, 현금급여보다 공공부문을 통한 사회서비스가 고용창출

과 인적자본 형성 등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이점이 있음이 지속적으로 논

의되어 온 바 있다(Huber and Stephens, 2001; Esping Andersen et 

al., 2002; 안상훈, 2002, 2005, 2007; 백승호 2005) 이에 아래에서는 

사회서비스가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충할 경우 ‘규모의 경제

(economcies of scale)’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주로 개

별 시설단위로 공급되고 있는 보육․노인 부양․의료 등의 사회서비스가 공

공부문을 통해 제공될 경우, 각 상별/ 역별 서비스 공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입 비용 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된다. 즉, 사회서비스 구매의 총비용이 감소하고, 절약된 비용을 다른 부

문의 소비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함으로써, 종국에는 여타 

부문의 생산과 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적절한 현금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제공은 원활

한 산업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안상훈, 2005). 이는 사

회서비스 중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고용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기술 불일치의 문제로 구조적 

실업자가 된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의 소득과 함께 고용서비스가 보장될 

경우,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한 정리해고 및 그에 따른 사회적 갈

등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산업 

구조조정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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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해당 구성원들의 노동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공급량을 늘려 

국가 차원의 총 생산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도 낳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고용 창출 효과이다. 사회서비스는 사람을 매개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산업의 확 는 자연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를 수반하

고 노동공급의 총량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서비스는 현금

급여보다 더욱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지니는 것이다(김혜원·안상

훈·조 훈, 2006). 

예를 들어, 보육서비스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보육교사’라는 일자리를 

확 시킨다. 이는 주로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육제도의 강화는 양육을 위해 가정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고학

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는 여전히 

낮은 여성 고용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육아 및 돌봄 노동으로 인해 심

각한 경력단절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매우 주목해 볼만한 

목이라 할 수 있다. 

안상훈(2011)의 사회서비스와 현금급여 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

구에 따르면, 무엇보다 사회서비스가 고용률, 특히 여성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0-2〕 여성 고용률 (2010년)

자료: 통계청, KOSI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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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 15개국을 상으로 1990~2007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결합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여성 고용률은 사회서비스 지출이 증가할수

록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한편(p=.000), 현금지출이 증가할수록 유의미하

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 즉,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현금급

여의 경우 여성들이 계속해서 집에 머물도록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는 반

면,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여권 

신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제고로 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사회서비스는 예방적 가치재의 선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

다(김흥종·오 범·신정완, 2006). 예를 들어, 빈곤아동에 한 투자나 예

방접종, 건강검진 등은 시장에서 근시안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 주체들

에 의해 원활히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이 공공부

문을 통해 통합 관리된다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미래의 부정적인 비용 지출을 사전에 예방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생산적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는 인적자본의 확충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안상훈, 2005). 예를 들어 공보육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의 경

우, 생애주기 초기 단계에서의 인적자본 계발을 보장함으로써 장기적 차

원에서 범죄 및 일탈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게 된다. 또한, 고

용 및 보건의료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역시 유사한 방식을 통하여 인적 

자본 확충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특히나 갈수록 지식기반의 경제

가 활성화 되어가는 세계화 시 에, 다수의 선진국들에서는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국가 성장잠재력 강화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생산 친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금 급여는 

저소득층의 공공부조에 국한하고,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복지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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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확충을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10-1>은 공공 사회서비스 급여형태별 지출 비중을 제시하는

데, 한국은 사회서비스 형태의 지출 비중이 약 58%로 현금성 지출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선진국가들 중 이탈리아가 약 68%로 현금성 지출 비

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부유럽 국가들과 오스

트리아, 벨기에 등 륙유럽 국가들 역시 현금성 지출 비중이 높았다. 사

회서비스 규모가 큰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현금과 서비스 지출이 균형적

으로 나타났고, 미권 국가 역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10-1> 공공사회서비스 형태별 지출 비중 (2009년) 

(단위: 공공사회지출 비 비중)

　 현금성 지출 사회서비스성 지출

한국 35.83 57.86

영미권 국가

호주 45.02 53.17
캐나다 52.02 46.36

뉴질랜드 50.00 48.60
영국 57.07 42.90
미국 48.90 49.73

대륙유럽 국가

오스트리아 66.03 31.06
벨기에 61.04 34.25
프랑스 58.95 37.97
독일 56.40 39.98

네덜란드 49.05 45.71

남유럽 국가

그리스 65.69 33.41
이탈리아 67.92 30.49
포르투갈 66.12 30.86
스페인 61.73 34.95

북유럽 국가

덴마크 46.38 48.28
핀란드 57.80 39.08

노르웨이 50.01 47.97
스웨덴 46.00 50.24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표 10-2>는 2010년 기준 복지국가들의 성과 지표들을 나타낸다. 현

금급여 비중이 높게 나타났던 남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경제성장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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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국가채무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 이 지표들이 

모두 사회서비스와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고, 이들 성과들과 사회

서비스 간의 구체적 관계성은 엄 한 분석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략적으로 총량에서는 비슷한 복지지출 수준을 보이지만, 현금급여 비

중이 높은 유럽 국가들과 서비스급여 비중이 북유럽 국가들이 보이는 고

용률 등 경제적 성과의 차이는 사회서비스가 갖는 경제적 효과를 간접적

으로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지출을 늘려가고자 할 

때, 현금급여와 서비스급여의 균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10-2> 복지국가의 성과 (2010년)

　 경제성장률 지니계수 고용률
국가채무비중
(GDP대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한국 6.32 1 0.31 8 63.31 14 34.19 18

영미권 
국가

호주 2.06 8 0.34 3 72.4 5 40.86 17
캐나다 3.21 5 0.32 6 71.54 7 104.21 3
영국 1.80 10 0.34 3 70.27 9 88.77 8
미국 3.02 6 0.38 1 66.69 11 99.06 5

대륙유럽 
국가

오스트리아 2.05 9 0.26 13 71.73 6 77.5 10
벨기에 2.24 7 0.26 13 62.01 15 99.95 4
프랑스 1.66 13 0.29 11 63.84 13 94.88 7
독일 3.69 3 0.3 10 71.15 8 86.89 9

네덜란드 1.69 12 0.29 11 74.71 2 71.65 11

남유럽 
국가

그리스 -3.52 18 0.31 8 59.55 16 122.99 2
이탈리아 1.80 10 0.34 3 56.88 18 126.32 1
포르투갈 1.40 14 0.35 2 65.56 12 97.47 6
스페인 -0.07 17 0.32 6 59.37 17 66.85 12

북유럽 
국가

덴마크 1.3 15 0.25 17 73.34 3 54.78 14
핀란드 3.32 4 0.26 13 68.28 10 56.93 13

노르웨이 0.68 16 0.25 17 75.36 1 49.61 15
스웨덴 6.15 2 0.26 13 72.69 4 48.05 16

자료: OECD(2012). OECD Factbook 2013: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제10장 ‘맞춤형 고용복지’의 비전과 전략 413

특히, 한국은 경제성장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률은 남

부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고, 지니계수 역시 남부유럽, 미 

국가들과 비슷해 상당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

률의 경우도 아래 [그림 10-3]과 같이 하향 추세를 따르고 있어 지속가능

성의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림 10-3〕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변화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 민관협치성 

두 번째 원칙인 ‘민관협치성’은 자본주의의 진화에 관한 새로운 각성과 

이에 따른 생활 착형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재조명을 담고 있다. 최근 

실업 및 빈부격차의 확 와 금융불안정 등 자본주의 체제에 한 의문을 

제기할 만큼 많은 경제적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면서, 자본주의 내에서도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체의 역할에 한 논의가 

주목받게 되었다.  

그 중 아나톨 칼레츠키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 4.0’에서 자본주의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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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며, 현재 글로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4.0의 단계로 진입할 시점에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는 시장  국

가의 구도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진화 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설

명하고 있다. 자본주의 1.0은 1776년부터 1930년 에 이르는 시기로, 

시장 메커니즘이 소개되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전 세계로 확산된 이후의 

시기를 말한다. 당시에는 전통적인 자유방심주의가 지배적인 가치로 작

동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수호, 입법, 국방 등의 일부 역으로 제한되었

다. 그러나 이후 량 실업, 독과점, 그리고 공황 등 다양한 국면에서 

시장의 실패가 노정되면서 자본주의 2.0 시 가 시작되었다. 

이 단계는 1930년 부터 1980년  초까지의 시기를 의미하며, 시장

실패에 응하여 시장경제에 한 정부의 개입 및 통제가 중시되었다. 케

인지안 경제학적 처방에 따라 정부가 총수요관리를 시도하며 시장실패 

문제 극복을 위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 경제는 1946년부터 1969년까지 이어지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누

리기도 하 다. 그러나 1970-80년 에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고 스태

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자본주의는 또 다시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이후 1980년 부터 2008-2009년의 경제위기까지의 시기는 자본주

의 3.0으로 구분되며,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자유방임주의 시

의 논리가 부활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축소 및 긴축재정 등의 

학계의 주장은 실제 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등 현실 정치의 이념적 축

으로도 수용되었다. 그러나 칼레츠키는 이 당시의 극단적인 반정부 이데

올로기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칼레츠키의 의견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하면, 자

본주의 3.0에서는 자본주의 1.0과 2.0의 정반합적 결과로 제 3의 길이 제

기되었어야 했으나, 자본주의 1.0의 시기로 회귀하 을 뿐, 진정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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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본주의적 진화를 이루진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칼레츠키는 

현재의 시점에서 자본주의 3.0을 체할 새로운 경제사상과 정책적 틀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이를 자본주의 4.0이라 명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시장 vs 국가’의 구도를 넘어

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두 

번째 우선순위로 설명하고자 하는 ‘민관협치성’은 기존의 ‘국가 vs 시장’

의 구도에서 ‘국가 vs 시장 vs 제 3섹터’로의 전환에 한 새로운 성찰이

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제 3섹터, 즉 풀뿌리 시민사회를 중심으

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자발적 복지노력들인 지역복지운동, 생활협동조

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

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장은 취업취

약계층에게 새로운 자활 통로를 열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공동체가 새로운 복지주체로서 자발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과도 정치화된 시민사회 분야만 성장해오면서, 생

활 착형 풀뿌리 시민사회의 역할은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한국사

회는 앞으로 풀뿌리 시민사회를 진흥시키고, 공동체의 새로운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정부의 재정적 

책임성을 담보하는 가운데, 운 효율적인 민 화로의 전달체계를 형성해 

감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사회서비스 공급에 관한 민간의 역할을 강화시

켜가는 동시에 재정적 책임성에 관한 공공의 역할을 증진시킴으로써 한

국형 전달체계를 완성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주체로서 제3섹터는 너무나 생

소하다.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표 10-3>은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주체에 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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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이다. 서비스 역별로 상이하지만, 부분의 사회서비스에 

해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급주

체로 국가를 언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장애인서비

스 고, 아동보육서비스가 가장 비율이 낮았다. 한편, 보육서비스의 경우 

39.8%가 가족 및 친지가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가족의 직접 돌

봄이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준다.  

<표 10-3> 사회서비스 제공주체에 대한 인식(2012년) 

(단위 : %)

아동
서비스

노인
서비스

고용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가족 및 친지 39.8 22.4 5.3 8.4 11.5
국가 47.9 63.4 64.5 73.7 79.6

민간 영리기관 5.4 4.6 7.6 3.6 3.7
민간 비영리기관 3.7 9.3 1.7 13.2 2.6

직장 3.2 0.3 20.9 1.1 2.6

자료 : 안상훈, 2012.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

민간 비 리기관으로 함께 묶기에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은 그 성격이 상이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역사가 일천하여 그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에 

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가는 

것과 함께, 사회적 경제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주체들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자발적 복지노력들을 발굴하

고 재정적으로 또는 경  노하우의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이들 조직들

이 시장에 진입하여 자생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는

데, 이것이 바로 정부-사회적 경제-시장이 이상적으로 공존 공 하는 모

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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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민사회의 특수한 한국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과

도한 정치화 양상을 탈피하고, 실제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생활 착형 

사업을 벌여나갈 있는 시민사회 본연의 역할을 진흥시켜서 결과적으로 

시민 공동체의 새로운 자생력을 담보하는 데에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회서비스 공급에 관해 민간이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일차적 역

할을 담당하고 공공은 이에 한 재정적 책임성과 관련한 이차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전체적인 전달체계의 완성을 꾀한다는 정책목표를 의미하

기도 한다.

3. 대상분별성

세 번째 수단적 원칙은 상 분별성이다. 상 분별성이라 함은 보편주

의를 지향하되 재정적 상황, 즉 현실적 예산제약을 고려하여 ‘긍정적 선

별주의’ 전략을 위주로 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욕구에 기반을 둔 맞춤형 보장과 관련해서 설명한 바 있지만, 인간의 욕

구는 생애주기에 걸쳐 누구나 겪게 되는 기본 욕구가 있는가 하면, 주로 

취약계층과 관련되어 장애, 빈곤과 같은 특수욕구도 있다. 

기본적 욕구의 경우 재정적 사정이 허락한다면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보편주의를 지향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해서 

이러한 보편주의전략이 정부의 입장에서 항상 비용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국민들의 경우 자신이 복지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만족도가 높아

질수록 조세저항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이나 의료 및 다

양한 부문에서의 보편주의 전략은 국민들의 친복지 성향을 높이고, 정부

의 수입에 기여하는 부가적인 이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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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항상 예산제약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한정

된 예산 안에서는 보편적 욕구보다 취약계층의 욕구에 우선적으로 응

하는 ‘긍정적 선별주의 전략’이 윤리적으로 옳은 경우가 많다. 즉,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선별주의 전략’이란 기본적인 욕구에 해서 보편주의를 

지향하더라도 예산제약이 있는 경우 취약계층, 사각지  개선을 우선으

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개념 자체가 그리 명료하지 않기 때문

에, 많은 허위 논쟁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수혜자의 범위를 

가지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구분해 보도록 하자. 보편주의는 ‘전체 인

구’를 급여 상(coverage)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전체 인구가 

시민권을 가진 ‘국민’을 의미하는지, 일정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운 ‘전체 

거주자’를 의미하는지는 또 다른 보편과 선별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또한 전제 인구를 상으로 하지 않지만, 정책의 성격 상 구분이 모호해

지는 정책들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나 노인처럼 특정 인구학적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복지를 주는 데모그란트(demogrant)의 경우에는, 

상자에게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급여로 해

석될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과 같이 노동 시장 참여자를 상으로 강제

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 시장이 균질하고 완전 고용에 가까울수

록 보편적 급여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두 입장 가

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정 복지의 모습은 

둘의 중간 지점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

과 집단의 동일성과 차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복지를 제

공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우하

도록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불평등한 처우가 요구될 경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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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Frankena, 1973; 김기덕, 

2002에서 재인용).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보편적 복지의 기조 아래서 개인 혹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욕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분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제 현실에서 급여를 제공하거나, 부담을 부과하면서 고려될 수 

있는 분별적 선별주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급여를 제공할 때, 선별주의가 보편주의를 어느 정도 포함하

면서 긍정적인 차별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편주의나 선별주의는 

전 국민을 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빈곤층에 보충적인 급여를 

더해주는 이른바 ‘보충주의’를 의미할 수 있다. 둘째, 급여에 한 부담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차등부담을 실시함으로써 보편주의가 완화될 수도 있

다. 전 국민에게 최저 수준의 욕구를 동일하게 보장하면서도, 각 개인과 

집단의 부담 능력에 따라 기여율을 달리 설정하는 것이다. 아예 무상 급

여를 시행하는 경우, 사실상 누군가는 간접적으로 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중산층 이상에게만 전가될 수 있는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취약 계층의 경우 복지에 한 권리성 자체가 취약해지는 동시에, 공정성

에 위배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무상 급여가 아닌, 수혜자 

부담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부담 능력에 따라 동일 급여에 한 부담을 

달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부담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복지는 곧 정치(politics matter)’라는 사회정책학의 고전적 언명을 

보면 이 문제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제 로 보고 보편과 선별의 균형을 

도출해야 할 것임은 자명해진다.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4차

에 걸쳐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를 실시해 온 안상훈(201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림 10-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

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선별적 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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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찬성보다 반  의견이 2006년, 2008년에는 높았으나, 무상복지, 보

편복지 논의가 활발해진 2010년, 2012년을 지나면서 반 의견이 찬성의

견보다 더 높아졌음이 확인된다. 지난 선거에서 보편복지를 향한 여야의 

‘치킨게임’을 무색하게 할 매우 역설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림 10-4〕 선별적 복지에 대한 태도변화

자료 : 안상훈, 2012.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

<표 10-4> 선별적 복지에 대한 태도변화 

2006 2008 2010 2012

선별적 복지에 
대한 태도변화

매우 동의한다 3.7 4.5 8.2 12.7
동의한다 32.4 28.3 31.3 33.2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27.2 28.9 30.2 25.7

반대한다 32.7 30.7 26.4 24.1
매우 반대한다 4.0 7.6 3.9 4.3

평균 3.01 3.09 2.86 2.72
표준편차 0.98 1.03 1.02 1.09

F 값 26.80***

(단위 : %)

자료 : 안상훈, 2012.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

변량분석 및 사후검정 결과, 1차 조사와 3, 4차 조사, 2차 조사와 3차 

조사, 3차 조사와 4차 조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

타났다. 이는 앞서 밝힌 잔여적 복지에 보다 부정적인 견해를 보 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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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조사와 이에 긍정적 견해가 두드러진 3, 4차 조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정책 그리고 한국형 복지국가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

이냐, 선별이냐 하는 허위논쟁이 아니라, 둘의 중간 지점 어디엔가 놓여

있을 공정 복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실제로 ‘선별이냐, 보편이냐’가 아니

라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질문했을 때, 

위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10-5> 영역별 사회서비스 제공범위에 대한 태도(2006년, 2012년) 

(단위 : %)

　

노인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고용서비스
아동보육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2006 2012 2006 2012 2006 2012 2006 2012 2006 2012

매우 가난한 
사람까지만

26.4 23.2 23.0 17.3 22.6 17.9 21.6 16.4 21.6 20.7

중간소득 이하 40.3 44.6 40.9 43.2 45.2 46.0 45.1 47.8 37.7 35.3

중상층까지 8.0 9.9 7.0 10.3 8.7 12.5 9.0 12.2 10.0 11.7

모든 국민에게 25.3 22.3 29.1 29.2 23.5 23.6 24.3 23.6 30.6 32.3

자료 : 안상훈, 2012.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

물론 모든 사회서비스 역에서 ‘매우 가난한 사람까지만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줄었다. 역별로 비교하면, 노인서비스에 

한 선별적 태도가 가장 높은 반면, 보건의료서비스, 고용서비스, 아동

보육서비스는 선별적 태도가 많이 줄었다. 한편,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

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해서는 2006년과 비교해 2012년 별다른 변

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노인서비스의 경우 그 비율이 약간 줄었고, 장애

인서비스의 경우 약간 늘었다. 체로 노인, 보건의료, 고용, 아동보육서

비스의 경우 중간소득 이하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

다(안상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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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담공정성 

마지막으로 살펴볼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의 원칙은 ‘부담 공정성’이

다. 부담 공정성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세  간 부

담의 공정성이고, 둘째는 계층 간 부담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다. 

우선 ‘세  간 부담의 공정성’은 차세 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기 위하

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적 선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채발행과 같은 방식은 현 세 는 복지를 누리고 차세 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복지재

원마련을 넘어서 서비스이용료, 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재

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 가

장 중요한 것이 조세정의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조세정의가 제 로 구축

되어 있는 않은 국가에서는 조세에 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기 때문에, 

세금이 공정하고 충분하게 걷히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복지효율화, 세출구조조정,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서 한국사회

의 고질적 병폐를 선결하고 전반적인 조세정의를 확보해야 한다. 맞춤형 

고용-복지가 본격적으로 확 되는 과정에서, 모두가 혜택을 원하면서 아

무도 이에 한 부담을 하지 않으려하고 무심코 차세 에게 비용을 전가

하는 도덕적 불감증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차세 에게 부담

이 쌓여갈수록, 지속가능한 고용-복지 전략은 더욱 요원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계층 간 부담의 공정성’은 한 세  내에서도 함께 내고 함께 

받는 복지를 지향하되, 누진적 기여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합리

적 인 선에서 부담을 더 지는 방식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

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모든 계층이 보편적으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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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GDP
대비비중)

사회보장기여금

국민부담률
(GDP

대비비중)

피고용인 고용주

GDP 
대비 
비중

조세
부담중 
비중

GDP  
대비 
비중

조세
부담중 
비중

한국 19.69 2.397 9.389 2.573 10.08 25.527

영미권 
국가

호주 25.77 0 0 0 0 25.77
캐나다 27.096 1.988 6.197 2.831 8.823 32.085

뉴질랜드 31.627 0 0 0 0 31.627
영국 27.413 2.652 7.766 3.88 11.361 34.15
미국 17.658 2.897 11.982 3.267 13.514 24.178

대륙유럽 
국가

오스트리아 27.689 5.986 14.099 6.882 16.208 42.46
벨기에 28.692 4.298 9.977 8.711 20.222 43.078
프랑스 25.758 4.08 9.608 11.324 26.671 42.459
독일 22.886 6.427 17.24 6.857 18.392 37.283

네덜란드 24.415 5.883 15.388 4.946 12.935 38.235

남유럽 그리스 19.994 3.834 12.603 4.768 15.673 30.42

도록 하되 그 이용료는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방식이라면, 사회서비스 중

심으로 복지는 확 하자는 앞선 원칙과 결부되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의 

한 예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재원마련구조도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표 10-6>을 통해 선진국 사례들을 비교해보면, 조세제도는 복지체제

별로도 상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조세비

중에 비해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상 적으로 낮은 한편, 륙유럽 국가

들은 사회보장 기여금이 정부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복지국가 재원마련에 관한 국가 간 정책 차이는 개별 국가의 전반적 

제도에 따라 상이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정적 지

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잘 유지시켜온 국가들의 경우, 적어도 복지수준과 조

세부담수준을 나름 로 연동해왔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즉,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복지수준과 부담을 세 별로, 그리고 계층 간에 합리

적으로 분담하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표 10-6>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국민 부담률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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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GDP
대비비중)

사회보장기여금

국민부담률
(GDP

대비비중)

피고용인 고용주

GDP 
대비 
비중

조세
부담중 
비중

GDP  
대비 
비중

조세
부담중 
비중

국가

이탈리아 29.355 2.482 5.766 9.346 21.718 43.034
포르투갈 21.646 3.653 11.905 5.058 16.483 30.685
스페인 18.756 1.897 6.14 8.466 27.409 30.889

북유럽 
국가

덴마크 46.718 0.973 2.039 0.008 0.018 47.699
핀란드 30.055 2.405 5.613 9.429 22.006 42.848

노르웨이 32.497 3.28 7.728 6.082 14.328 42.449
스웨덴 35.174 2.796 6.006 8.526 18.313 46.559

자료: OECD Tax Statistics. 

한편, 안상훈(2012)의 연구에 나타난 한국인의 조세부담에 한 인식

수준과 태도 변화를 보면 이 문제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실증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사회복지 확 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주장에 해서는 동의하는 견해가 우세하 다. 하지만 찬성 비율

과 반  비율 간의 차이가 크지 않고 중립적인 의견의 비중이 높아, 증세

문제에 있어 우리 국민들은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

다. 2010년에 실시한 3차 조사에서는 복지를 위한 증세에 한 찬성 의

견이 급증했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 는데, 3차 조사의 응답이 1, 2, 4차 

조사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이 

2010년 보편복지, 무상복지 담론의 확산으로 인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오히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목도되는 찬성의견의 하락에 

주목할 수 있는데, 복지정치가 활성화된 이후 메스컴 등을 통해 복지를 

확 하려면 세금부담도 늘려야 한다는 사실에 한 ‘학습효과’를 하락의 

원인이라 추측할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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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복지확대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변화

자료 : 안상훈, 2012.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

증세에 관한 몇 가지 안적 상황에 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다음 

[그림 10-6]의 결과에 따르면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보

자면, 소득이 증가할 경우 더 내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를 할 때가, 그리고 저소득층만을 위한 복지의 경

우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선별과 보편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 

보편복지가 증세를 위해 더 나은 정책적 선택일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소득이 더 늘어야 세금을 더 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

을 보면, 또한 선별복지에 관한 응답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고 보면, 앞

에서 제안한 바 보편지향의 긍정적 선별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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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추가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 비교

자료 : 안상훈, 2012. 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조사

제4절 맞춤형 고용·복지의 구조와 전달체계

1. 다층적 생활보장망 

현재의 분절적인 안전망은 사각지 와 중복지원의 가능성을 지닌 모형

으로서 개선이 시급하여 보다 촘촘한 다층적 생활보장망은 생애주기적인 

일반적 욕구(global needs)에 한 ‘기본생활보장’과 특수한 욕구

(specific needs)에 한 ‘범주적 생활보장’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체계와 확연히 구분된다.

요컨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평생사회안전망’으로 표현된 바, 맞춤형 

생활보장체계의 의미는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

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

여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분별적 적용과 균형의 확보

를 통해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1차 보장망은 생애주기적 기본생활 욕구에 한 사회서비스와 일정정

도의 현금이전을 통해 보편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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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예컨 , 동일한 서비스에 한 소득수준

별 차등이용료(sling scale fee for services)를 서비스기관이 아닌 공공

기관을 통해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수익자부담원칙의 견지에서 공

평성을 담보하고 낙인을 방지하며, 무엇보다 직접적인 국가재정의 절감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정적 한계가 노정되는 상황에서는, 기초연금

과 같은 현금이전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보편주의를 지향하되 취약계

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소득수준별 차등지급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2차 보장망은 생애주기적 기본생활 욕구에 한 소득보장으로서, 사회보

험형 공적 현금급여로 구성한다. 하지만, 기본욕구를 1차 보장망이 상당부

분 소화할 것이므로, 사각지 를 줄이면서도 재정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 묘

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

하는 다양한 탈법적 상황에 한 법적 강제의 강화와 취약그룹에 한 사회

보험료 지원 등의 유인정책을 통해 사각지 의 축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는 사실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와 같이 비정형적인 근로에 해서도 전일제 

근로에 비례적으로 준하는 사회보험가입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차 보장망은 생애주기적 기본생활 욕구에 해 민 화 혹은 시장화 

된 소득보장, 예를 들면 퇴직연금과 민간연금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이는 

공평성과 적절성의 견지에서 중산층 이상의 욕구를 수용하고, 시장 활성

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문이다. 

4차 보장망은 3차 보장망까지의 다층 기제를 통해서도 끝까지 해결되

지 못한 채 남겨질, 소득 취약계층의 잔여욕구들에 해서는 생활 역별

로 개별 급여화 된 범주형 공공부조로 응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와 같은 일반형 공공부조의 정치경제적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안 중 

한 가지가 개별 급여형 공공부조이며, 이는 취약그룹의 근로유인을 제고

하면서도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분야별 욕구에도 응하는 특화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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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럴 경우 특정분야에 한 공공부조의 수

준(국민기본생활보장선)은 근로가능집단에 한 최저생계비 지원 수준보다 

높게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내용을 확 함과 동시에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 등 고용서비스를 결합하는 고용주도형 복지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림 10-7〕 맞춤형 생활보장망으로의 개혁모형 (위: 현재, 아래: 개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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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현금과 사회서비스가 조화를 이루면서 최종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공급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달체계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융합형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는 맞춤형 고용·복지의 급여와 서비스가 정부로부터 수

혜자에게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한다. 기존의 전달체계가 새롭게 요구되

는 정책기조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렇

지 않다면 새로운 방식의 전달체계로의 전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더

욱이 사회보장기본법이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내용과 상 집단이 크게 

확 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에 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융합형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첫째, ‘융합적 사회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사회는 가속

화되는 국제경쟁과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새

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복지에 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상 집단도 일부 취약계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로 확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한 정부의 재정적 역량은 소득양극화, 성장률 둔화 등 여

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그리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서

비스 자체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새로운 생산 활동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급여에 한 

조건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복지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일종의 권리로서, 

근로가 강조되면서 고용연계 복지로의 전환이 무게를 얻고 있다. 근로촉

진을 통해 수급자의 자립을 촉진하며, 복지재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를 포함한 어떤 특정욕구에 응한 단절적 서비스 제

공이 아니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

고자 하는 통합적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맞춤형 고용·복지는 단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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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주기 각각에 위치한 수급자 집단에 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

공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생애주기의 연속적 

사회적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이에 해 적절한 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함

으로써 그 위험요인을 경감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보다 포

괄적이며 적극적인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서 선제적이며 통합적인 사회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지속적

인 재정 확 에도 불구하고 낮은 복지체감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에 

한 우려가 높은데, 그 원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종류가 부족하거

나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이나 제공방식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만족도 자체가 사회서비

스의 주요한 평가기준이 되었다는 점이다. 즉, 그동안 공급자 입장에서 

서비스 생산과 전달 자체가 주요관심사 다면 앞으로는 체감도와 같이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서비스 가치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 역시 요구하고 있다. 즉, 그동안의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들이 부처별·사업별로 복지수요를 세분화하고, 상집단을 

구체화하며, 이에 따른 자리매김을 통해 각각의 관할범위 중심으로 수행

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수요자중심에서 복지수요를 세분화하고, 필요서

비스를 구체화하며, 이에 따라 서비스전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복지수혜집단에 한 표준화된 서비스의 량 제공보다는 

개별 수요자의 다면적·연속적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차별적 서비스가 제

공되어야 하며, 개별적·분절적 서비스 제공보다는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

는 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비용을 고려한 전달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한 바, 



제10장 ‘맞춤형 고용복지’의 비전과 전략 431

융합 사회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게 되면 일정부분 비용의 증

가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동

과 이에 따른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의 확 , 사회안전망 사각지 에 한 

지속적 보완, 그리고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인한 재정적 제약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

다.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인서비스이면서도 규모의 다양한 종류

의 사업을 포괄하기 때문에 그 성격상 막 한 관리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소요비용에 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역시 중요하다. 사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핵심은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

게 혹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적이며 체

감 지향적이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복지수요에 처할 수 있는 효과적·효

율적 전달체계의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서비스 공급은 재정여건 상 정부가 전담할 수도 없다. 

일정부분 개인과 국가 간의 상호책임이 강조되어야 하며, 현존하는 민간

복지기관에 더하여 생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과 

같은 새롭고 다양한 사회적 창조경제 주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 역까지 

아우르는 공급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경쟁시장이 구축되

지 못한 상태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보조금

방식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의 품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 분야에 진입하는 새로운 경제주

체를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공사역할분담의 안으로 ‘사회 공동체에 한 

따뜻한 마음에 기반을 둔 사회적 창조경제 활성화’가 주목받고 있다. 물

론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강조해 왔고, 최근에

는 협동조합 관련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2007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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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

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형태의 기업 활동에 한 지원이 본격화된 

바 있고, 2012년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

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복지국가 전략

이라는 거시적인 차원과 연결해 논의하기보다는, 미시적 차원에서만 다

루어 왔다.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미시적인 지역사회 내 경제주체 간 호혜성과 신

뢰 제고의 주요한 기제로서 사회적 경제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의 개념 규정 및 작동 메커니즘에 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

다. 하지만 이를 더욱 확장하여 복지국가 운  전략 속에서 사회적 경제

의 역할과 위치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형 복지국가의 본격적 발전을 목도하는 시점에서, 증가하는 

복지 관련 공공재원을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과 공동체 의식에 연결시킴

으로써, 복지 재원이 목표하는 사회적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원이 경직된 공공 역의 

확장에만 사용되는 것을 막고, 복지 관련 욕구의 사각지  해소 및 사회

문제의 창조적 방식을 통한 해결의 모형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할 수 있다.

제5절 소결: 국민행복시대, 한국형 전략을 위한 사회적 합
의를 위하여

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으며 모든 권력이 국

민으로부터 나오는 나라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따르면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을 지향해야한다는 것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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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귀결이다. 광복이후 한민국은 안보를 굳건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

키며 정치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복지의 내용을 충실히 함으로써 국민행

복의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매우 짧은 기간에 일구어

낸 이러한 발전상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우리만의 성취로서 세

를 넘어 계승해야할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복지국가를 향해 한민국이 이루어낸 이러한 역사적 발전방향은 상당

부분 인류사적 보편성에 그 맥이 닿아 있다.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이 

설명하는 것처럼, 현 국가가 지향하는 발전의 종착역에는 복지국가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선진국의 역사를 복지국가로의 발전으로 이해

하는 시민권론이나 국가발전론에 따르면 국민행복의 내용은 시 의 변화

를 거치면서 축적적으로 진화한다고 한다(구인회·손병돈·안상훈, 2010). 

사회적 시민권론에 의하면 현 국가에서 시민권의 내용은 3단계를 거

쳐 변화해왔다(Marshall, 1950).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법 앞의 평등을 필

두로 하여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계약의 자유를 확보하 던 공민권 단

계이다. 계약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주체로서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계몽주의적 각성에 따라 두 번째 단계인 정

치권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공민권과 정치권이 시민권의 내용을 채

우게 되면, 국민 다수의 행복을 위해 복지에 관한 입법이 활성화되기 시

작하고 바야흐로 사회권이라 불리는 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한 시민권의 

발전이 가시화된다.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 적 요청

에 따라 시민권의 내용이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국민행복의 실질적 내용

이 복지국가를 향해 진화하는 것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현 국가의 발전을 바라보는 견해에 따르면 모든 선

진국은 특정한 발전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한다(Rokkan, 1975). 

첫 번째 단계는 토를 확정하여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는 정복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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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면모에서 출발한다. 안보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국가적 관심

사는 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것으로 모아지게 되며 이러

한 시기를 발전국가 단계라고 부른다. 경제적 부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 

국민들의 관심이 정치적 자유로 옮겨가면서 본격적인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고 마침내 민주국가라는 세 번째 단계로의 발전이 완성된다. 정치적 민

주화는 국가가 창출하는 부의 분배에 관한 공정성 논쟁으로 이어지고 경

제적 민주화에 관한 국민적 요구와 합의를 통해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이

루어지는 마지막 단계가 시작된다. 

한민국이 광복 이후 안보, 경제, 정치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

를 이루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이 지체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한민국이 경험한 독특한 역사로서 ‘한강의 

기적’에 관한 공통의 경험, 기억, 그리고 그에 관한 과도한 신념의 지속에 

기인한다.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초고속의 경제성장에 의해 국

가적 부의 창출과 국민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 던 발전국가

로서의 성공이 근자로 들어오면서 부터는 복지지체의 근본적 원인으로 탈

바꿈해버린 것이다. 복지에 관한 시 적 요구에 제때 부응하지 못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잉태되었고, 중산층의 복원에 문제가 생겼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뒷받침하지 못한 채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까지 빠지게 

되었다. 경제발전의 기적과는 정반 로 전개된 사회발전의 미완성이 한

민국의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새로운 위기가 부상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경제성장 지상주의에 관한 과거형의 환상을 넘어 국민행

복을 향해 시 가 요청하는 로 복지국가를 본격 가동해야만 한다. 

한민국은 1945년 광복 이후 경제 발전을 필두로 사회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고성장을 이루어냈다. 특히, 국가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단기간의 압축적 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유의 국가 브랜드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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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낼 만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걸맞지 않

게 사회 공정성의 담보라는 측면과 그 결과로서의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상 적으로 뒤처져 온 것 또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 경

험했던 성공적인 경제 발전의 기억이 오히려 그 다음 단계로의 국가 발전

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국

가적 부의 축적이 다른 모든 사회적 요구에 앞선다는 국가발전이데올로

기가 진정한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지체시켜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국가 발전 단계에 걸맞지 않게 사회적으로 억압되어 온 사회 공정성과 복

지국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결국 근자에 터져 나오면서 우리 사회가 그간 

감춰왔던 많은 사회 문제들이 봇물 터지듯이 노정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

이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중산층의 경제적 잠식 문제, 여성의 사회참

여는 아직 활발하지 못한 데 반해 눈앞에 닥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들이 

그러한 표적인 예들이다. 과거 한민국 자본주의의 성공을 견인해 왔던 

성장 이데올로기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이제는 반 로 한민국 자본주의

의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민국이 과거의 성공을 담보해왔던 이데올로기를 넘어 진정

한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시

적 당위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민국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

서 후발자로서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면서 선진국의 발전을 모방하고 추

격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올려왔다. 이러한 과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진국의 열에 합류한 한민국의 발전전략은 달라야 한다. 모방

과 추격에서 벗어나 창조와 선도를 향한 전환에서 출발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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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힘써야 하는 것이 선진국인 한민국에 요구되는 시 정신이듯이, 복

지국가를 향한 노력도 선진국의 경험에서 배우되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최적화된 ‘한국형’의 전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금복지와 

사회서비스복지의 균형,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조화, 민과 관의 역할분

담, 세 간·계층간에 공정한 부담에 관한 국민적 타협을 통해 한민국 

사회보장의 새로운 시 를 열어야 한다(안상훈 외, 2011).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성공과 실패를 잘 따지고 한국의 특수상황

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생활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할 균형

적 전략의 도출이 필요하다. 

한국형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첫 번째 목표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생활

보장성을 담보하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보장성이란 시 가 요구

하는 수준 혹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의무

가 국가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민국의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

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

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첫 번째 목표인 생활보장성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기본적 목표로서 생활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

지만,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국형 복지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 

수준에 한도가 있다는 균형감도 필요하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이 

또 하나의 목표로 부상한다. 복지국가를 확 해가는 시점에서의 경제적 

환경, 복지국가의 지출속도를 결정하는 고령화속도, 통일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 국가전략 등을 생각한다면 선진국 경험에 비한 한국형 복지국

가의 상황제약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선진국보다 여러 면에서 힘든 조건

에서 복지국가를 확 해야하는 현실을 보면, 앞서간 누구보다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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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효율적인 복지전략을 마련해야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서비스복지의 강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보편복지를 지향하더

라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취약계층부터 챙기며, 사회적 창조경제를 통

해 새로운 민관협력으로 복지전달의 효율화를 견인하고, 복지와 부담의 

조화에 관한 국민적 타협을 통해 생활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한국형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균형적 전략의 요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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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상으로 건강보험이 도입되고, 1989년 

전 국민으로 적용이 확 되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괄목

할만한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다. 국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되어 1977년 

64.7세 이던 평균수명이 2011년 81.1세로 늘어났다. 지난 30여 년 사이

에 약 16.4년의 수명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아사망율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1970년에 1,000명당 45명이 사망하 던데 반해 2011년

에는 3.0명으로 감소하 다. OECD 평균인 4.1명보다도 낮다.98) 이러한 

성과는 건강보험 제도의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성장에 힘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 (1980년 기준 국민

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은 22.1%에 불과하 으나 2012년에는 

54.4%로 증가, 국민의료비는 1980년에 GDP의 3.6%에 불과하 으나 

2012년에는 7.5%에 이름)와 의료공급의 확 에 따른 접근성 제고가 오

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을 크게 높이게 되었다. 

이처럼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를 완성하고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확 됨

에 따라 비용 또한 급등하고 있다. 1980년 기준 1인당 국민의료비는 

$86.58 으나 2012년에 $2,315.4로 불과 30여년 사이에 26.7배가 증

가하 다.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국민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8)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oecdhealthdata2013-frequentlyrequesteddat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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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로써 OECD 평균인 4.0%에 비해 2배 이상 빠르다. 2011년 이후는 

경제위기의 여파와 약제비 절감 정책 등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구조적인 결과라기보다 재정합리화 조치의 

결과로 판단되며 특별한 제도적 기전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재

정 지출이 억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외에도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부담능력이 증 되면

서 의료의 질에 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

고를 위한 비용 절감 방안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안정이 

급선무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재정안정을 위한 첩경으로 진료비 지불제

도의 개편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은 의료공급

자들의 저항을 불러올 뿐 아니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전달체계 미

비로 나날이 상급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자원배분의 효

율성 관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 MRI, PET, CT 등 비급여 관련 의료기

기는 초과공급을 보이고 있고 병상수는 지역에 따라 과부족현상이 나타

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출산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한 곳이 나날이 늘어

나고 있는 등 의료공급체계 또한 정비가 필요하다. 진료비 지불제도, 의

료공급체계 그리고 의료전달체계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 21세기에 적합

한 새로운 의료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현행 체계는 단시간내에 국민

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모범사례로 칭송받을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건강

수준을 고양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21세기형, 한국형 의료체계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는 진료비 규모가 사전에 예측가능하도록 

지불제도를 개편하되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료공급 및 전달체계

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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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건의료체계의 환경 변화 전망

첫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보건의료체계에 절 적인 향을 미칠 것

으로 예측된다. 인구의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 다수 국가들

에 있어서 중 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

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빠르게 고령

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다. 2013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약 614만 명으

로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경에는 약 1,800만 명

에 달하여 전체 인구의 37.4%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

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급증을 가져올 것이

고 이는 국민의료비의 촉발 원인이 될 것이다. 2011년 말 현재 건강보험

적용 노인인구는 전체 적용인구의 10.5%에 이르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

인진료비는 약 15조 38백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3.3%를 차지하고 있

으며, 65세 노인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6.8%씩 증가(적용인구 연평

균 총 진료비 연평균 10.5%)하고 있다. 향후 노인인구의 급증은 건강보

험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양부담과 

재정관리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향후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저출

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잠재성장률 저하 및 재정여건 악화 

등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제성

장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

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연평균 4.1%, 2020년  2.8%, 2030년  

1.7%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KDI ‘미래비전 2040’)된다. 

OECD 보고서99)에서는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99) ‘세계 장기 성장률 전망(Looking to 2060: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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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로 인해 2031년부터 2060년까지 30년간 평균 성장률이 1%로 추락

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42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의해 보건의료수요는 폭증

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경제는 불투명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염두

에 둔 중장기 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생활습관 서구화, 고령화 등에 따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병의 

증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성인 중 50 는 68.7%, 60 는 83.7%, 70  

이상은 91.3%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만성질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보건

의료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접근전략이 모색되

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련 진료비는 연평균 

약 15.7%씩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건강보험 보장성 확 에 한 국민적 욕구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05년부터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을 추진한 결과, 고액‧중증

질환자에 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인 건강

보험 보장률의 향상은 미미한 수준이며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공공

지출비율을 보이고 있다. ’11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비 공공지출 

비중은 55.3%로 OECD평균 72.2%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도 ’04년 61.3%에서 ’11년 62%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정책의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

역의 확 는 건강보험 보장률 증 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

며,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건강보험 보험료 수준 등 재원 확보의 어려

움도 보장성 확 를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신

정부 출범이후 4  중증질환(암, 뇌혈관계, 심혈관계, 희귀질환), 3 비급

OEC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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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에 한 보장성 강화계획이 발

표되고 실현될 예정이나 보장율 관점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섯째, 보건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종래의 사

후치료, 질병치료 방식에서 평생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패러다임이 전

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향후 보건산업은 질병치료 중심에서 일생 건강

관리 중심으로 의료패러다임이 바뀌고 질병의 사전예측 및 예방 그리고 

맞춤치료를 위하여 신의료기술의 도입이 활발해질 것이다. 신의료 기술

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u-Health와 관련이 높아질 것이고 

보편화 과정을 통해 원격의료 시장이 급속 성장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의

료관광 등의 의료서비스 시장개방 확 로 인한 의료 국제화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보건의료산업이 향후 우리나라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이 확 되

어 일자리 창출의 창구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글로

벌 체인 경쟁의 가속화로 국제적 형 병원도 출현할 것이다. 

제3절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의료공급체계

의료기관이 점점 형화되면서 서울 등 도시에 분포하여 지역 간 불

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요양기관은 31.1%의 증가율을 보이

고 있으며 입원 병상 수는 74.1%가 증가하 다. 입원 병상수의 증가는 

입원 가능한 병원 및 종합병원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주된 요

인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확 , 요양병원의 증가에 기인한다. 상급종

합병원의 확장으로 기존 중소병원들은 경 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 더욱 심화되어 경제위기를 겪는 동안 많은 병원들이 폐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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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한 보완으로 최근에는 중소병원이 질환별, 과별로 전문화 되

어가고 있으며, 다른 방향으로는 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이 모호하다. 현행 의료법은 병상‧시설규모 및 특정 

진료과목 수로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에 관계없

이 규모에 의해 주로 결정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아래에서는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지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에 관계없이 상급 의료기관이 

될 수 있고, 이처럼 의료법상의 상급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높은 

종별 가산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없는 의료기

관 규모 확 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에 진료과목이 하

나의 기준이 되고 있으나 종합병원의 진료과목은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의

료기술 및 과학수준을 반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의료법은 기관으로 

하여금 변화에 한 반응을 어렵게하여 21세기 변화환경에 적합지 않다.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가의료장비의 부분은 

비급여로서 의료기관의 주수입원이기 때문에 현행수가체계에서(비급여는 

공급기관이 임의로 가격 설정)는 당분간 고가의료장비 보유율이 지속 증가

할 것이다. 2011년 기준, CT는 인구 100만 명당 35.9 로 OECD 국가 평

균(23.7)보다 약 1.5배 많으며 MRI 및 PET도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다. 

현행 의료공급은 주어진 법테두리내에서 가격이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다. 통상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 균형가격을 결정하

고 있지만 공공재 성격의 의료서비스는 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결정된 가격이 초과 공급을 낳기도 하고 공급부족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

역에 산부인과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 표적이다. 전문의 수급의 불균형

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병상의 과다 공급, 고가의료기기의 과잉공급도 역

시 가격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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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전달체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전달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한 제한은 거

의 없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하

으며, 의료기관 종별 기능 역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

해 최근 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증도가 높은 

입원 위주의 진료를 담당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연평균 7.5% 증가한 반면 의원의 경우 21.9% 감소(2001~2011)한 것은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에 정부는 2011년 3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과제들을 제시하 으나, 의료인력 양성체계부터 의료자원 관리, 의료서

비스 향상 등 너무 광범위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 진료비 지불제도 

급속한 노령화, 의료 수요의 고급화, 만성질환의 확 , 보장성 강화 정

책 등의 향으로 향후 지속적인 국민의료비 증가가 예상된다. 건강보험 

제도의 비용 효율적인 운 , 특히 재정 지출의 합리적 관리 방안으로써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두된다. 그동안 높은 자기 부담률, 제한적인 

보험급여 등 소비자 측면에서의 의료 사용 및 지출 억제기제를 주로 활용

해왔으나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의료비 증가는 수

요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노령화는 필수적으로 의료이용량

을 증가시킬 것이고, 소득 향상은 고급의료에 한 선호도를 더욱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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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만성질환의 증가 역시 수요를 촉발시킬 것이다. 더욱이 보장성 

확 에 한 국민적 공감 가 형성되어 있어 의료서비스 소비에 한 통

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아니 이러한 의료비 통제기제는 전 국민 건강

보험의 기본취지 및 건강보험에 한 국민의 기 에 부응하지 못하여 장

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우며,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에서 추진되어왔다. 의료사용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의료공급자는 질병 및 

치료에 한 정보의 우위로 인해 지불자인 보험자, 그리고 수요자인 환자

에 비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현 FFS지불제도하에서는 의

료사용량을 포함한 일체의 공급자 행위에 한 모니터가 거의 이루어지

지 않기 때문에 낮은 수가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인수요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 결과,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과

도하게 제공됨으로써 의료비 과다 지출로 이어져 온 면이 있다. 현 지불

제도가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이어서 보험자의 지불 부담이 가중되고 있

고, 동시에 공급자에게는 지나친 수가 통제, 소비자에게는 과다치료와 같

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지불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하겠다.

라. 제도의 지속가능성

건강보험은 2003년 제 1차 재정위기를 경험한 이후 재정안정에 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2010년까지는 년 평균 12% 이상의 

재정지출을 국민의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의 증액으로 충당해왔다. 

2011년 이후 2013년까지는 전에 없이 흑자기조를 유지하여 2013년 말 

현재 약 7조 원의 누적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 경기 불

황으로 서비스 이용이 폭 감소하고 건강에 한 관심 증 로 인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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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2013년에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4  중증질환(암, 뇌

혈관, 심혈관, 희귀질환)에 한 보장성이 폭 확 되었고, 조만간 3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도 급여화할 예정이라는 정

부의 발표도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5년 단위의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

도 수립될 예정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위와 같은 보장성 확 는 

건강보험 재정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전체 재정의 83.3%를 

충당하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인상에 한계가 있다. 당연히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 기타

의료 소비자의 주권에 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정책의 중심을 의료

소비자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있게 논의되고 있다. 즉 종

래의 공급중심정책에서 소비자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

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국민의 관심은 좋은 의료기관의 

선택, 그리고 이에 따른 건강수준 제고일 것이다. 동시에 저비용으로 이

와 같은 성과를 기 할 것이다.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자 할 것이다. 당연이 전에 비해 의사결정과정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보건의료산업이 향후 우리나라 성장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의 선봉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고령화와 만성

질환 증 ,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한 건강에 한 관심 증 는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시켜 U-health, 완화의료서비스, 간병서비스, 양‧한
방 융합서비스 등의 신규 서비스 시장 창출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관련 보

건의료 직종의 고용이 증가될 것이다. 해외환자 유치 등 국제시장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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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 예상되므로 이에 한 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의료의 질 관리에 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에 한 

관심은 양적 이슈에서 질적 이슈로 전환하게 되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

준에 한 평가와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정보의 공개를 통

한 의료기관간 경쟁이 유도될 것이고 성과에 연동한 지불보상체계의 도

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보상제도의 개편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에 한 준비도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소결: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가.  보건의료체계의 향후 과제

그 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는 자못 눈부시다. 1977년 건강

보험이 도입된 이래 불과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현

하 고 보장성도 지속 확 되어 의료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 보장율은 62.0%100)

에 이르고 있다.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지난 11년 동안 국민의료비의 

년평균 증가율이 9.3%에 이르러 OECD 평균인 4%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비 중 가구직접부담 의료비 비율도 2011년 기준 약 

36.1%로 전 국민의료보험이 적용되었던 1989년의 60.4%에 비해 획기

적으로 개선되었다.101) 1960년 한국의 기 여명(life expectancy)은 

52.4세에 불과하 지만 2011년에는 81.1세로 OECD 평균인 80.1세 보

다도 약 1세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0) 서남규 외,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소, 
2012

101) OECD Health Dat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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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해결해야할 산적한 현안에 직면해 있다. 선진국의 경험을 토 로 보건의

료관련 우리나라 발전단계를 4단계102)103)로 나눈다면 현재 우리는 발전

기의 중간에 도달해 있다.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서는 지금부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

한 후 점진적인 추진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사후적 질병치료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향후에는 예

방, 건강증진 중심의 종합적인 접근전략이 요구된다.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1:1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구조도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비용중심에서 질(성

과, 근거)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비용통

제 측면에서 논의되어온 구조가 향후에는 근거, 성과를 중심으로 한 치료

의 질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가능성의 전제는 너무

도 당연하다.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장기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규

모가 2020년에 9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50년에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 70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반면 경제성

장률은 2020년 이후 3% 이하로 하락하여 국민의 부담능력이 의료비 증

가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모든 제도적 개편은 

지속가능성 을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한다. 셋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재

102) 1977년(태동기) : 국민의 의료욕구를 감당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가 보건소 및 일부 공
공병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태

   1977∼2000년(정착기) : 건강보험이 태동한 이래 전국민 보장체계가 완료되고, 요양
기관 시설, 기기 등이 확충되면서 인프라가 구축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개별 의료
욕구가 점진적으로 해소되던 시기 

   2000∼2020년(발전기) : 단일보험자로의 통합, 의약분업의 실현 등을 통해 제도적 발
전토양을 구축하고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보건의료체계가 성숙되어가는 시
기로 2020년이면 명실공히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보장성, 접근성, 건강수준 등을 달성하는 시기

  2020∼(성숙기) : 우리가 지향하는 보건의료체계가 완비되는 시기
103) 신 석 외,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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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해야 한다. 고가의료장비, 입원병상수 등은 OECD 평균에 비해 월등

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공급의 불균형 문제도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도시

는 필요이상으로 공급되는 반면 지방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정도로 공급

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비단 공급체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이용단계

에 한 체계가 정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수도권 상급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등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

다.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 또한 태생적으로 필요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원낭비적이다. 이러한 모든 비효

율은 곧 국민의 부담과 직결된다. 넷째, 상 적으로 낮은 보장성(2011년 

기준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55.3%로 OECD 

평균인 72.2%에 비해 낮음) 때문에 취약계층의 의료 빈곤이 증가하고 있

다. 국민의 보장성 확 에 한 욕구도 높다. 보장성 확 를 위한 국민적 

공감 는 형성되고 있으나 재원마련이 쉽지 않고 비용조장적 의료체

계104)를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한이 보장성을 확 하기도 쉽지 않

다. 다섯째,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직접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세금

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으로 구성된다. 전체 재정의 약 83.3%를 충당하

고 있는 보험료의 경우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내

용이 복잡하여 민원의 상이 되고 있다. 현행 부과체계로는 급증하는 보

험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 부담의 형평성을 최 한 강구할 수 있는 보험

료 부과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2020년 의료체계는 Consumerism, Technology, Integration, 

104) 진료비 지불제도로 행위별수가제가 사용되고 있어 비용 조장적이고 의료공급에 한 
모니터링체계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며 요양기관 종별 전달체계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고비용을 동반하는 상급요양기관의 이용이 나날이 증가하는 등 현행의료체
계는 다분히 비용낭비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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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ness가 주된 아젠다로 등장할 것이다105).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 환자의 안전(Safety)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 개인의 의료정보에 

한 보호기능 등 소비자 중심(Consumerism)의 의료체계로 전환될 것이

다. 치료뿐 아니라 사전 예방의 경우에도 IT, BT 등 새로운 의료기술이 

접목될 것이다(Technology). 식이, 혈압, 당, 운동 등 평상시 일상생활

이 주치의에 전달되어 일상이 의사의 컨설팅을 받는 체계로의 전환이 멀

지 않았다. 예방과 치료, 의료와 복지, 양방과 한방 등의 통합 접근도 이

루어질 것이다(Integration). 건강관리 활동 기록이 치료에 이용될 것이

고, 미충족 의료욕구 등이 복지와 연결되면서(서비스 포함) 삶의 질에 

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간 이동, 해외환자의 유

치,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윤리경 (Openness)도 주요 아젠

다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환경 변화에 비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완비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에 전제를 둔 21세기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산업의 역할을 모색하면서 보건의료 가치를 재조명하

여 중장기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보건의료체계 New Paradigm을 위한 제안

보건의료체계는 환자인 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그리고 제

도를 운 하는 관리자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매개로 설정된다. 각 주체별 

보건의료체계에 한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소비자로서 국민, 의료공급

자, 관리운 자 입장에서 현행 의료체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하면서 

공통분모를 찾고자 한다.  

105) 신 석 외,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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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낮은 부담으로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원한다. 낮은 부담이란 

낮은 보험료와 낮은 본인부담을 의미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란 치료 과

정부터 결과까지 현재의  상태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이를 위

해서는 의료기관의 선택, 의사에 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보에 한 접

근성이 높아야 한다. 정책 결정과정도 국민중심에서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상충한다. 반면 공급자들의 관점에서는 주요 

관심사가 이윤 창출이다. 전체 공급의 94%가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에 민간 공급자들은 당연히 투자에 한 보상수준이 높아지기를 

기 한다. 공보험의 성격상 시장을 통한 무한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수가의 적정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나 보험자의 입장은 또 

다르다. 우선적인 과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이

다. 제도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한다. 동시에 의료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한다. 이를 위해 최근 선진국에서는 가치(Value)에 

기반한 보상체계, 공급체계, 전달체계에 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체계의 효율성 증진 및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해 끊임없이 의료체계 개편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불제도, 공급체계, 전달체계를 동시에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

요하다. 현행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는 비용조장적

이어서 지속가능하지 않으나 이를 개편하기에는 공급자들과 사회적 협약

이 필요하다. 적지않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의료공급을 

통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 부분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

에 맡겨두기도 어렵다. 의료공급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이 필요하다. 의료이용체계 역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자발적으로 비용

효과적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은 이미 자유 이용에 익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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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단계별 규제를 통하여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

반 문제를 한 틀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 동시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 마

련이 급하다. 

  1) New Paradigm의 원칙

첫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미래의 부담능

력을 측정하여 이에 걸맞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체 재정 규모가 

예측가능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체계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최적화해야 한다. 공급자 스스로 Self- 

Control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질에 한 고민도 동반되어야 한다. 고급의료에 

한 국민의 선호도를 반 할 수 있어야 한다. 치료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도 소홀히 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가 중요해질 것이다. 평가를 통

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2) New Paradigm

가) 모형

지금처럼 건강보험공단의 단일보험자체계에서 공급 Network의 다각

화를 제안한다. 공급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망라하여 자발적 

Network을 구성한다. 미국의 CCO(Coordinated Care Organization)

방식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한다. 한 개의 CCO 내에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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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구성은 자발성을 갖도록 한다. 국민들은 여러 CCO 중 선택할 수 

있되 1년에 한 번씩 바꿀수 있다. 각각의 CCO는 많은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충분한 공급량을 갖출 것이다.  모든 종류의 의원급 개별과들이 한 개

의 상급종합병원을 모태로 모일 수도 있고, 의원 및 병원급끼리만 CCO를 

구성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환자는 독립적으로 운 되는 상급전문병원에 

의뢰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개별 요양기관들은 Network내에 포함될 

수도 있고 독립적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요양기관 역시 선택의 자유를 보장

하는 것이다. CCO끼리 통합도 허용한다. 이처럼 CCO 구성은 다양한 형

태로 출현할 수 있다. 

급여 범위도 CCO 종류에 따라 다각화 할 수 있다. 정부는 필수 급여 

범위(예: 보장율 약 70%)를 설정하되 CCO별 자체적으로 추가 급여 

Band(10% 범위 내)를 허용한다. 물론 선택에 따라 이용자의 보험료 수준

도 달라진다. 추가 급여에 한 보험료는 CCO별로 경쟁을 통해 임의 설

정할 수 있다. 본인부담은 현행체계를 준용한다. 다만 가입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가입한 CCO내 요양기관을 이용하거나 의뢰를 받아 다른 전문기관

을 이용할 때는 법적으로 정해진 본인부담을 하되 본인이 가입한 CCO와 

관련 없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 국

민들은 1년에 한 번씩 CCO를 바꿀 수 있다.  CCO는 국민들의 건강여건을 

감안하여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추가급여에 한 보험료를 차별화할 수도 

없다. 공급자 또한 1년에 한 번씩 CCO간 이동을 허용한다. 다만 공급자의 

이동이 완결된 다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 시점을 조정한다. 

진료비 지불방식은 가입자당 정액으로 한다. 보험자는 연령이 보정된 

정액을 CCO에 지급한다. CCO내 기관간 분담은 자발성을 갖는다. 행위

별 수가제를 적용할 수도 있고, 방문당 정액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

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총 의료비용이 사전에 결정되는 구조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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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또한 수가조정기전을 마련하여 매년 수가를 조정한다.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현행처럼 독립적인 지위에서 환자돌봄업무를 

수행한다. 개별 CCO와의 계약을 통해 의뢰를 받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

다.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환자를 100% 본인부담체계하에서 진료할 수 

있다. 다만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수가를 관리하여 

CCO와 독립기관간 분쟁을 예방한다. 

서비스의 질은 국민에게 CCO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관리될 수 있다. 

또 매년 심사평가원이 CCO를 평가하여 국민에게 결과를 알림으로써 더 

높은 의료의 질이 담보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예산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CCO는 심평원 요청한 자료를 의무

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제화한다. 심사는 CCO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나) CCO 형태의 공급네트워크 기대효과

지금까지는 정부(보험자)에 의해, 제도에 의해 의료공급량이 조절됨으

로써 부분적으로 과잉 공급 또는 부족현상이 반복되었다. 네트워크 방식

에서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동 조절될 것으로 기 된다. 과다한 고가장

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임의적으로 입원일수나 내원일수를 늘릴 필요

도 없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차단된다. 매년 국민

이 선택할 것이고 평가에 의해 정보가 공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CCO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은 독점적 전문성이 있거나 점진적으로 도태되어 시

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의료이용체계도 합리화될 것이다.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CCO의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최적의 의뢰와 회송의 절차를 CCO 

자체 내에서 강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1차 의료를 위해서는 의원별 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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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든 체계는 CCO 내에서 기관간 

합리적인 배분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배분에 한 구체적인 방법은 미

국 오레곤주의 경험106)으로 얻을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지불제도는 

연령이 보정된 인두제 형식이 된다. 

CCO 체계가 확립되면 관리운 비도 절감될 것이다. 심사기능이 필요

하지 않기 때문이다. CCO 스스로 자체적인 심사기법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기관에 해서는 심사가 필요하지만 중

장기적으로 전문병원이 아닌 독립기관은 존속하기가 거의 불가능 할 것

이다. 심사기능이 없어지면 공급자와 보험자간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폭 축소된 심사기능은 평가기능으로 체해야한다. 

106) 신 석 외,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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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출산친화적 생태계 조성 

1. 저출산현상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07)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인구 체수준

(2.1명)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약 10년 동안 

1.5~1.7명 사이에서 불규칙하나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1998년에 

처음으로 1.5명 미만으로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2001년에 1.3명, 

2005년 1.08명으로 더욱 낮아졌으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멈추었으

나 최근까지 여전히 1.1~1.3명의 낮은 수준에서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

다. 인구학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인구 체수준 이하로 낮아진 경우 저출

산현상(low fertility)으로 부른다. 국제기구 등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5 

이하로 낮아진 경우에 초저출산현상(lowest low fertility)으로 부른다. 

요컨 , 한국사회는 1983년 이래 30년 동안 저출산현상을 겪고 있으며, 

1998년 이래 15년 동안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108) 

107) 여기에서 출산율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로 여성 1명이 가임기(15~49세) 동
안 낳은 평균 자녀수를 의미한다. 

108) OECD의 Family database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낮아졌던 국가들
은 OECD 34개국 중 12개 국가(한국, 체코,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태
리, 일본,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에 불과하며, 2011년 기준으로 1.3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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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출산현상으로 인하여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하

게 감소하는 반면, 베이비붐 세  등 상 적으로 다출산했던 세 가 노년

기에 진입하고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인구는 급속하게 고령

화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경제적으로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재정수지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을 야기하고, 사회학적으로는 사

회보장 지출 부담 증가, 교육인프라 구조조정, 세  간 갈등 심화 등을 야

기할 것이다. 실로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저출산현상을 겪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의 위기에 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저출산 원인구조

한국사회에서 인구 체수준보다 훨씬 낮은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지속

되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 부분은 

한국사회의 저출산의 원인을 주로 만혼화, 자녀양육비 부담, 일-가정 양

립 곤란, 인공인신중절이나 후천성불임 등 보건의료적인 문제, 다양한가

족에 한 수용성 미흡 등을 들고 있다. 

(1) 만혼화와 결혼문화 

저출산을 야기하는 인구학적 이유는 만혼화와 유배우출산율 감소를 들 

수 있다. 실로 초혼연령은 남성의 경우 1990년 27.8세에서 2012년 32.1

세로 그리고 여성의 경우 동 기간 24.8세에서 29.4세로 높아졌다. 지난 

20여년 동안 남성의 초혼연령은 4.3세,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5.4세가 

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과 헝가리뿐이다(이삼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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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증가하 으며, 증가 속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상 적으로 더 

빨랐다(통계청, 인구동태조사). 그 결과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90

년 22.1%에서 2010년 69.3%로 그리고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동 기

간 5.3%에서 29.1%로 높아졌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만혼화는 결

혼 시기를 늦추는데 한정되지 않는다. 결혼을 계속 늦추는 경우에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른

바 비혼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하고난 후

에 자녀를 출산하는 이른바 ‘법률혼 내 출산문화’가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만혼화는 보다 직접적으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109) 늦게 결혼을 하

는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후천성 불임증 등으로 인하여 임신이 어려워 출

산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 이삼식 외(2006)는 출산율이 최저점에 근

접했던 시기인 1999~2004년 간 합계출산율 감소는 초혼연령 상승(유배

우율 감소)이 50.9% 그리고 유배우출산율 감소가 49.1%를 기여하는 것

으로 추정한 바 있다. 과거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출

산율 감소가 주로 유배우출산율 감소에 기인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림 12-1〕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세) 〔그림 12-2〕 여성 미혼율(%)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각 년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109) 우리나라 혼인외 출생아수 비율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구동태통계(출생통계)에 
의하면 2012년에 2.1% 수준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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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화와 비혼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

향조사」결과에 의하면, 미혼인구가 30세 이상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이유로는 미혼남성의 경우 고용·소득불안정, 결혼비용부담, 결

혼적령기 인식차이, 결혼제도 거부감, 마땅한 사람 없어서 등의 순으로 

높다. 미혼여성의 만혼화 이유로는 결혼제도 거부감, 결혼적령기 인식차

이, 고용·소득불안정, 마땅한 사람 없어서, 결혼비용부담 등의 순으로 높

다. 결혼제도 거부감, 결혼비용부담, 결혼적령기 인식차이 등 결혼문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유들이 남성 48.4%, 여성 53.6%로 상당히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생애주기에서 

한번 겪게 될 중 한 사상(event)으로 인식되어 결혼 조건(직장, 수입, 학

벌, 주택 등)이 중시되고 결혼식도 보다 성 하게 치러야 한다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여전히 결혼생활은 가부장적인 문화에 구속되어 있

고, 그 역은 신랑과 신부 당사자 간의 관계를 넘어선 친인척과의 깊은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고비용적이고 가부장적인 결혼문화로 

인하여 젊은 층은 점차적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2-3〕 30세 이상 미혼남녀의 아직까지 결혼 하지 않은 이유(%)

미혼남성 미혼여성

 주: 고용소득불안정(실업, 고용불안정, 직장불이익), 결혼비용 부담(집 마련 곤란, 결혼비용 마련 곤
란, 결혼생활비 부담), 결혼제도 거부감(자아성취, 결혼생각 없어, 상 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결혼적령기 인식차이(결혼시기를 놓쳐서, 이른나이)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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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가족가치관은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다. 사

회현상 변화에 따라 사실혼 관계로서 동거, 미혼모 혹은 미혼부, 입양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혼인신고를 통

해 결혼을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정식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 문화’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률혼에 기반한 가족 이외의 가족들

은 사회문화적으로 냉 와 차별을 받고 있다. 그로 인하여 법률혼외적인 

가족에 의한 임신은 정상적인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인공임신중절로 

귀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혼인외 출생아수 비율

이 평균 2009년 36.3%(OECD family database)인데 반해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2.1%(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의

해 짐작될 수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1990년

 만해도 적은 수의 자녀를 희망하면서 아들을 가지고자 초음파검사를 

통한 태아의 성을 사전적으로 식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출산 혹은 인공

인신중절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만연하 다. 최근에 들어 남아선호도가 

약화되면서 태아의 성에 따른 선택적 인공임신중절로 사라지는 출생아의 

수는 상 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아 이

상의 출생성비가 2012년 109.2로 여전히 높다는 점은 아직도 선택적 인

공임신중절로 일부 임신이 소모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그릇된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은 불필요한 인공임신중절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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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양육과 사회구조

최근에 실시된 부분 조사에서 자녀를 희망하는 만큼 낳지 못하고 있

는 가장 주된 이유는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 부담으로 나타난다. 자

녀를 많이 둘 경우 비례적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더 본질적으

로는 자녀 가치가 증가하면서 자녀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

고 있다.110)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사회구조 특히, 교육과 노

동시장과 맞물려 있다. 한국 부모들 부분은 자녀에게 더 양질의 그리고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기를 희망한다. 그러한 근거는 학진학률

의 급격한 상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로 우리나라 학진학률은 2008

년 83.8%까지 상승하 으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3년에 

70.7%로 여전히 높다. 학교 또는 그 이상의 고등교육까지의 교육기회

를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소위 ‘명문’ 학교에 진학시키고자 심지어는 가

구소득을 초과하는 비용까지 지불하곤 한다. 이를 위해서 빠르게는 초등

학교 시기부터 사교육 등을 통해 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된다. 사

교육비는 초등학생을 제외하면 2010~2011년에 다소 주춤하 으나 계

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녀양육비는 교육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

중이 크지만 보건의료비와 기저귀, 분유, 완구류, 기타 생활용품 등에 소

요되는 비용도 결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111) 

110) Becker와 Tomes(1976)의 시간의 가치모델을 확장한 ‘자녀의 수와 질
(quantity-quality)’ 가설에 따르면, 부모들은 양적 측면의 자녀수뿐만 아니라 자녀의 
질에 한 수요도 가지고 있으며, 소득 상승에 따라 자녀수에 한 수요보다 자녀의 
질에 한 수요가 더 빨리 상승하게 된다(이삼식 외, 2008).  

111) 예를 들어, 이삼식 외(2013)가 실시한 「 아 자녀의 수유 및 기저귀 이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생후 15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이 분유 및 종이기저귀 사용 비용에 해 느
끼는 가계부담 정도는 89.6%로 높으며, 특히 39.2%가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 응답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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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월 평균 사교육비 〔그림 12-5〕대학진학률(%)

자료: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각 년도.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KOSIS.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수 추가에 따른 전체 양육비

가 더 큰 부담이 됨으로써 원래 희망과 달리 자녀수를 축소할 수 밖에 없

게 된다.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의하면, 20~44세 기혼

여성이 1자녀 출산 후 단산을 결정하는 주된 이유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 부담이 26.0%, 자녀교육비 부담 19.4% 등이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자녀양육에 보다 많은 가족자원을 투자하는 이유에 해서

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안정적인 고용과 승진 기회 및 보수 등에 있어서 

학력 간 차별이 엄격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향으로 

가능하면 고학력 그것도 명문학교 진학을 추구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

는 것이다. 실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비정규직, 높은 청년실업률 

등 고용불안정이 사회현상으로 고착화되면서 고등교육 진학률이 급격하

게 상승하 고, 이 시기부터 합계출산율이 다시 급격하게 낮아져 초저출

산수준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다른 하나

는 자녀양육 행태에 관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오랫동안 물리적으로 양육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환언하면, 자녀세



468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는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에게 심하게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의 특

징을 보인다. 그만큼 부모세 가 자녀양육에 한 부담을 장기간 지게 되

며, 그로 인하여 부담정도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러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부모세 는 가용한 가족자원이 한

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4) 출산과 고용문화 및 가족문화

여성들 중 25~29세와 30~34세는 결혼과 출산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

이다. 25~29세 여성의 고용률은 일부 불규칙성은 존재하나 2000년 

53.7%에서 2012년 68.0%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0~34세 

여성의 고용률도 다소의 불규칙성을 제외하면 동 기간 47.3%에서 

56.7%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과거에는 여성의 고용률도 낮았지만 직

종도 농어업 등에 그리고 종사상지위로는 자 업 등에 보다 집중된 경향

이 있었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 여성 고학력과 여권신장 등에 힘입어 여

성고용률이 증가하고, 직종도 전문직 및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

직 등에 그리고 종사상지위도 임금근로자로 종사하는 비율이 빠르게 높

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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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여성 고용률 〔그림 12-7〕 여성 직업 분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그러나 한국의 고용문화 내지 직장문화는 여전히 출산과 육아를 포함

한 가족생활에 친화적이지 못하다. 단기적인 리를 추구하는 기업은 물

론이고 비 리적인 직장 역시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직

장에 전념하지 못하거나 공백이 생기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해고, 전보조치 등을 포함한 인사 상 불이익을 주

기도 한다. 회식문화, 야근 등 장시간 근로112) 등도 여전히 관행으로 지

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 비친화적인 직장문화로 인하여 취업여성들은 

결혼 또는 출산을 연기하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 최근에 들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등 다양한 일-가정양

립제도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 환경이나 분위기가 가

족친화적으로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 많은 제도들이 고용보험 가

입자에게 한정하여 제공됨으로써 비정규직, 자 업자 등 광범위한 사각

지 가 존재하고 있다. 고용보험가입자인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액이 휴

직 전 임금의 40% 수준(최소 50만원~최  100만원 한도 내)에 불과하

112) OECD에 의하면 2010년 한국의 평균 연간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국가
(OECD 평균 1,749시간)들 중 가장 길다(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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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장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실제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남성 

역시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휴직급여액과 직장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실제 이용률은 아주 낮다.113)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 내에서 육아 및 가사에 한 남편의 참여

가 미흡하다는 점도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는 

유교사상의 특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성분업적 역할관이 오랜 기간 동

안 전통적인 문화로 계승되어온 향에 기인한다. 실로 통계청의 사회조

사에 의하면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 시간은 1일 평균 42분으로 캐나다 

3.1시간, 뉴질랜드 3.3시간 등에 비해 아주 적다. 

소득이 상승하면 더 많은 재화를 구매하도록 하는 소득효과(income 

effect)와 시간당 임금이 늘어남으로써 시간의 투입을 요하는 활동의 기

회비용이 상승하는 가격효과(price effect)가 발생한다. Becker(1981)

에 의하면, 자녀가 다른 재화에 비하여 보다 시간집약적 투입을 요하여 

자녀의 기회비용이 다른 재화의 기회비용보다 크므로 소득 상승에 따른 

가격효과(price effect)가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능가하여, 결과적

으로 자녀에 한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자녀 돌봄을 전통적으로 

여성이 전담해왔기 때문에 남성의 소득은 자녀출산에 하여 소득효과

(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여성의 소득은 가격효과(부적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가격효과는 여성의 지위와 교육수준이 향상될수록 커진다

(Becker, 1981). 베커의 가설에 한 비판론자는 아버지들이 자녀양육

을 분담하고, 여성들이 임금 상승에 따라 보육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등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으면, 베커의 시간의 가치모델이 제시한 것과 

달리 여성의 임금 상승으로 소득효과가 높아지고 가격효과는 약해질 수 

113)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2년 78명에서 2012년 1,790명으로 증가하 으나 전체 육아휴
직자 비 남성 휴직자의 비율은 2012년 2.8% 수준에 불과하다(통계청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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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한다(이삼식 외, 2008).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고용환경이

나 남성들이 여성의 돌봄노동을 분담해주지 못함에 따라 일과 출산(양육)

을 양자택일하여야만 하며, 그로 인하여 주 출산기에 여성이 노동시장에

서 이탈하는 후진국형 경제활동참가형태(M-cureve)가 나타나는 등 출산

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모두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 

3. 저출산현상 극복방안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한국사회에서 진행 중인 초저출산현상은 근

본적으로 사회구조와 전통문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의 인구정책

은 주로 보육료·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부분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육 등과 관련한 지원은 저출산의 

원인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며, 다른 정책들의 효과를 담보하

는데 중요한 전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논의했던 것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고비용의 문제나 전통문화와의 충돌의 문제에 한 접근 없이 

보육 등과 같은 재정적이면서 물리적(인프라 등)인 측면에서의 정책적 수

단만으로 초저출산현상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인구정책은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현 사회의 변화상과 전통문화 간의 충

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 출

산율이 실질적으로 반등하여 인구학적으로 이상적인 출산율인 인구 체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방안들은 다음과 같

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고비용적이고 가부장적이며 형식을 중시하는 결혼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 결혼이 남녀 간 조건 교환이 아닌 사랑의 결실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결혼식은 규모나 화려함이 아닌 의미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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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한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구속하며 더 나아가 시  등이 구

속하는 전근 적인 양성불평등적인 결혼문화를 지양하도록 한다. 크고 

화려한 획일적인 결혼식 문화 내지 상업성을 지양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

는 다양한 형태의 결혼식을 지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과 사

회교육을 강화하는 등 생애주기별 접근이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례들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도록 한다. 요컨 , 현재의 결혼제도 및 결혼

식문화 등을 재조망하여 좋은 점들은 지속시키고 시  변화와 조화되지 

못하는 점들은 개선하도록 한다.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릇된 결혼제도와 결혼문화를 존속

시키는 것은 개인과 가족 및 사회 모두에게 부작용만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다양한 가족들

에 한 사회문화적인 냉 와 인식 및 제도적인 차별은 타파하도록 한다. 

최근에 많이 약화는 되어 있으나 남아선호사상 역시 타파하도록 한다. 그

렇지 않을 경우 불필요하게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태아 사망이 지속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두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는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각종 사회제도와 관행을 

상으로 다양한 가족에 한 차별적 요소를 전면 개선하도록 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한다. 

셋째, 자녀양육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마 출산율의 실

질적이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 하긴 어려울 수 있다. 자녀양육의 고비

용 문제는 학력주의와 학벌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의 타

파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즉, 학력이나 학벌에 따른 고용과 

승진 기회 및 임금 격차 등의 구조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모든 

직업이 중요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직업관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경우 교육제도에서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은 정상적인 공교육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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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될 수 있다.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고졸우 제 등 개별 정책들도 중요

하나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요구된다. 또 다른 문화로 자녀세 가 장

기간에 걸쳐 부모에게 의존하는 ‘장기 자녀 부양 문화’도 이제는 바꿀 필

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화의 변화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 역시 자

녀들이 성장하면서 용이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출제도, 자립

지원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가정 양립적인 고용문화와 가족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한

다. 정책들의 도입 및 개선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일-가정양립에 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그 이유로 일-가정양립은 유럽사회에서

는 1990년 부터 중요한 사회개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

는 2000년  중반에야 도입되었다. 따라서 최근까지 국민들 다수는 일

-가정양립의 중요성과 실천방법 등에 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 본적

이 없기 때문이다. 일-가정양립문화는 기업가이든 근로자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 기업가들은 일-가정양립문화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

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은 권리로서 인식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

이다. 남성은 일-가정양립의 방관자가 아닌 직접적인 상자이며 적극적

인 실천자로서 인식하고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 일-가정양립을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실천할 경우 출산 직후 등 한시적인 아닌 일상생

활에서 일-가정양립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의 용이성은 물론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요컨 , 21세기에 일-가정양립

은 진정한 복지의 일부로서 작동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고,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진정한 선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와 

사회구조가 보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양성불평등적이

면서 형식을 중시하는 고비용적인 결혼제도와 결혼식문화는 융통성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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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변화와 조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일부 형태의 가족에 

한 차별과 냉 를 중지하고 모든 형태의 가족이 평등하게 우를 받고 존

중되도록 가족문화와 가족제도가 변화하여야 한다.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를 지양하고 능력과 노력이 중시되도록 노동시장과 교육제도가 변화하여

야 한다. 일-가정양립이 당연한 의무와 권리로서 인식되고 실천될 수 있

도록 고용문화와 가족문화가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문화는 그 

특성상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제도의 개혁을 

통해 바람직한 문화의 변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그러한 변화의 이전에 발

생하는 필요성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더 나아가 사회문화 변화와 사회구

조 개혁은 어느 특정한 부문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장기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노후보장정책의 지향점

2000년  이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고령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변화에 해 적극적

으로 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령화 현상은 인구 구조의 변화를 나타내

는 것으로 경제, 문화, 교육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모든 정책에 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고령화 응정책은 특정한 한 역의 한 정책적 

응이 아닌 사회 각 역에서의 정책이 ‘고령화’라는 인구변화에 따라 변화

가 필요한 많은 정책을 포괄한다. 2005년과 2010년 계획되어 실천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사회 응 역은 크게 두 역으

로 구성된다. 고령자의 노후보장 정책과 우리사회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응 정책으로 구성된다. 증가하는 고령자에 한 정책은 국민의 노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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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소득과 건강, 사회참여 확  등을 통한 행복한 노후를 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즉, 노후소득보장과 건강보장, 그리고 

사회참여 보장 등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노후보장정책’이다. 그 외의 고령

화로 인한 사회적 응정책은 교육, 산업, 경제, 금융 정책 등에 걸쳐있다. 

노후보장정책은 인간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 건강, 교육, 여가

문화 정책 등으로서 연금제도로 표되는 노후소득보장정책, 건강보험 등

의 노후건강보장정책,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논의된 노인교육정책, 노년기 

여가문화 정책, 고용정책 등을 의미한다. 노후보장정책은 기존 ‘노인복지

정책’이 다소 좁게 해석되고 인식되어질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음으로 노

년기에 요구되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로서 사회보장의 개념이다.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국가에서는 이미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인구변화로서, UN, WHO 등의 국제 기구에

서는 고령화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UN은 ‘고령화에 관한 마드

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n Action on Ageing 

: 이하  MIPAA)’을 통해 고령화에 관한 정책적 응에 있어 기본으로 수

행해야 할 국제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바 있으며, WHO에서는  ‘활기

찬 노후(Active ageing)’ 모델을 통해 고령자와 사회가 지향해야 할 노후

의 모습을 제시한 바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소득, 건강, 사회참여활동의 보장을 비롯하여 세 간 결속(solidarity be-

tween generation)을 강조하고 있다. MIPAA와 활기찬 노후 정책은 향

후 우리사회의 노후보장정책이 지향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MIPAA는 노인과 발전, 노년기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

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의 3가지 주요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2). WHO는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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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건강(health), 사회참여(participation) 및 보장(security)에 한 기

회를 극 화하는 과정으로 정의내리고 있다(WHO, 2002). 활기찬 노후

의 결정인자로는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보건 및 사회서비스, 행동요

인, 개인적 요인, 물리적 환경으로, 활기찬 노후정책은 개개인의 자신의 

책임성(personal responsibility), 고령친화적 환경, 세 간 유 를 권장

하고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한다(선우덕 외, 2012). 

즉, 향후 노후보장정책은 과거 노년기를 고용에서 벗어나 점차 휴식을 

취하는 시기로 바라보는 관점의 퇴직모형과는 달리 노년기를 계속적인 

삶의 연속선상에서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도록 하는 역동적 시기로 바

라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후보장 정책은 정부, 시민사회, 민간 역, 그

리고 노인 개인의 다주체간 역할이 강조되고, 노인이 받기만하는 수동적 

정책이 아닌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책 방향이 지향될 것이다. 

제3절 활기찬 노후보장정책 

1. 고용부문 정책

고령화 시 에 응한 노후 고용보장 정책의 핵심은 “노년기에 계속적

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평균수명이 증

가하고, 성실한 건강관리를 통해 이전 세 의 일반적인 퇴직연령인 60세

전후반의 고령층에서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체 및 정신

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며, 또한 고령자 개개인에

서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현

실에서는 50  중후반 퇴직이 일반화되어있음으로 인해 개인적인 노후생

활의 경제적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와 국가차원에서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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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EU에서는 활기찬 노후 및 세 간 결속을 위한 고용 부분의 방법으로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희망하는 것만큼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정

책에 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고령자의 고용 증진 

책으로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점진적 은퇴 선택, 시간

제 또는 유연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전환함으로

써 전생애에 걸쳐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방향을 두고 있

다(선우덕 외, 2012). 

노후보장정책으로서의 고용정책은 고령자의 고용율에 초점을 두기 보

다는 전 생애에 걸쳐 삶과 일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되도록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어진다. 과거와 현재까지 인생주기별 과업은 

20  초반까지의 교육, 중장년층에서는 일(노동), 노년기는 휴식으로 분

절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미래는 중장년층 이후 노동과 휴식이 함께 공존

하도록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0  중

후반에서 이루어지는 정년제도를 파격적으로 개편하여 연장하도록 하고, 

일과 삶의 균형적 조화를 위한 근무시간의 유연화, 세 간 결속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 사업장, 시민단체와 고

령자 개개인의 활기찬 노후와 세 간 결속을 위한 각 주체별 노력을 필요

로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장에서는 미래 투자의 관점에서 고령자를 포함한 

전 근로자의 노후 준비적 차원에서의 삶과 일을 균형적으로 위하기 위

한 사업장 차원에서의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요구되어질 것이다. 예를 들

어, 다양한 근로형태 개발, 가족 보호 및 수발을 위한 휴가 등 지원, 재교

육 시스템, 그리고 인생 설계 및 상담(노후설계) 프로그램 실시 등이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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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고용보장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어지는 정책

방향일 지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국의 초고령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투자로서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고용시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제

로 볼 수 있다. 

2. 소득부문 정책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세계 최고라는 통계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현 노인

세 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급격한 산

업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부모세  부양에 한 가치관의 변화, 저출산 등

으로 인해 현재까지 근근이 유지되어오는 자녀 세 로부터의 사적 이전은 

향후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노인 개

개인의 노후에서 소득보장정책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노후 소득보

장정책은 노후의 안정적 소득수준 보장과 향후 평균수명 증가와 저출산 현

상으로 인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한 균형점의 모색이 요구되어진다. 

우선 노인의 빈곤해소를 비롯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다양

한 노후소득원 구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을 비

롯한 사적연금, 저축, 부동산 등의 노후 활용 가능 자산을 축적하도록 하

는 지원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노후 고용정책을 통한 근로소득을 최

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이다. 현재 노인세 의 주요 

수입원인 자녀세 로부터의 사적이전 소득 체계를 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활용 가능성에 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향후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공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적인 보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체계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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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부문 정책

노후 건강보장정책의 지향점은 “건강한 장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노화되거나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 삶의 이

치이지만, 최 한 노쇠하고 허약한 시기를 감소시키고 건강한 노후를 

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12-8〕과 〔그림 12-9〕에서 제시한 것과 같

이 개인의 삶에서 질병 및 기능 의존기를 압축시키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는 허약하고 기능 장애가 있는 고령자의 규모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그림 12-8〕 건강한 노후정책의 목표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인생100세 시  응전략

〔그림 12-9〕 노후 건강보장의 지향점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인생100세 시  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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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건강한 노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친 예방

적 건강관리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어진다. 현 체계가 질병치

료중심의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의료 및 사회적 비용이 투자되는 시스템

이었다면 향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시스템은 질병이 발병되기 이전 예방

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 건강정책에서는 예방적 관점에서의 건강검진의 강화, 

지역사회 단위의 건강증진 사업 확  등에 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

다. 특히 향후 건강한 한민국을 위한 건강증진 확  정책으로서 운동, 

양, 스트레스 조절, 금연 및 절주 실천의 사회적 문화 조성을 위한 국

가, 사회, 시민단체, 사업장 등의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4. 사회 참여 및 세대간 결속 강화 정책

활동적 노후에서의 사회 참여와 세 간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적 방향

은 단순히 개개인의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속적인 노동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노후 시간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미 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의 의미와 자아를 찾도록 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포괄(social in-

clusion) 증진을 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자살율이 세계 1위라는 통계는 단순히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 또는 높은 빈곤율에서만 원인을 찾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자살은 상당부분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원인을 볼 때, 개인의 삶에 한 

애착,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의 자아의 의미를 가질 때 예방될 수 있는 부

분이 있다. 

EU의 활동적 노후의 사회참여 및 세 간 결속 강화를 위해 권고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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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의 방지를 위해 모임장소, 활동과 이동서비스

와 같은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포괄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개발, 

정보의 제공, 교통 접근성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사회참여 확

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노인 참여구조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외의 세 간 결속의 조성을 위한 

학교 또는 다른 상황에서의 튜터링 또는 멘토 프로그램, 세 통합 주택 

등 다른 세 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 한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그 외에도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에 한 

지원, 전자기술을 이용기회 제공, 이용 권장, 교육 등을 권고 하고 있다.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세 간 결속 강화를 위한 정책은 앞서 살펴본 고

령고용정책,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정책과 비교할 때 국가적 차원의 정

책이나 지원 뿐 아니라 문화적 차원의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후, 그리고 노인에 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국가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노

력이 필요한 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노인세 와 그 

이외 세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세

별 “끼리끼리”문화가 사회 곳곳에 깊게 자리잡고 있어 세  결속을 강화

하는 것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기

하기보다는 일정수준이상 정책적으로 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 

제시와 지원이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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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1절 문제제기

최근 사회적 경제에 한 학문적 관심은 물론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진흥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발전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 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 한 관심은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활발했지만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더욱 높

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한 관심과 기 는 지속적으

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경제에 한 관심과 기 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그 제도적 기반, 실제 운용에 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사회마다 또한 논자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그

것은 사회적 경제가 사회마다 다른 전통 속에서 등장하 고 또한 서로 다

른 문제들에 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

서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제기된 사회적 경젱에 한 주장과 논의의 다양

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한국적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가 담아야 할 내용과 

수행해야 할 과제들에 해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 경제가 두되는 배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점은 다

음과 같다. 근 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시장과 국가라는 두 축 가운데 하

나가 과도하게 강조되어 사회라고 하는 고유한 역에 위협이 가해지거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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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니면 시장과 국가가 스스로 혹은 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에서 사회적 경제는 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에 사회적 경제

는 시장이나 국가를 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존재하면서 보완

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한 다양한 접근과 의미규정, 그리고 제도

적 기반을 살펴보고, 사회적 경제에 한 관심과 기 가 높아지게 된 배

경을 살펴본 뒤에, 사회적 경제의 주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금융에 해 검토한 뒤에, 사회적 경제와 함께 안적 사

회경제 체제의 중요한 핵심적 관건으로 관심을 모으는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구성요소

사회적 경제에 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진 것이 20세기말과 21세

기에 들어서이기는 하지만 용어 자체는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

다.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프랑스의 샤를 지드

(Charles Gide) 다. 그는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각종 사회적 위

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

회적 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 세 가지 범주로 기업(기업의 사회

적 공헌), 결사체(노동조합,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공공규제(사회적 

입법 등)를 제시하 다. 그는 사회적 경제를 시장경제에 비해 보다 사회

적이고 공평한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안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맥락에

서 사회적 경제를 ‘효용의 과학’으로서 정치경제학에 응한 ‘정의의 과

학’이라고 불렀다(뮝크너, 강일선. 2006: 204).

하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 자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의 

부정적 결과들에 우려를 표명하며 그 해결을 위한 안을 공동체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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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협동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들은 19세기 이후의 다양한 개혁주의와 공

동체주의 시도들에서도 함께 찾을 수 있다.  20세기 초중반의 세계 전과 

그에 이은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의 립은 자율적 시장과 국가계획이라는 양극단의 선택이 지배하면서 

중간적 위치에 있던 사회적 경제에 해당하는 역의 입지는 현저하게 약

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에 충실한 미국과 계획경제에 

충실한 소련과 달리 유럽에서는 비교적 사회적 경제의 전통이 명맥을 유

지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경제라는 생각과 실

천이 처음 나타난 곳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후반에 사회적 경제가 다시금 관심과 기 를 받게 된 것 또한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  이후로 유럽에서는 협동조합, 각종 협

회, 재단과 상호공제조합 등이 함께 연 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했으며, 

1989년에는 유럽위원회에서 사회적 경제를 위한 부서를 설치하기에 이

르렀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

람들에 의해 또한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이 주축이 된 이해당사자 

(stakeholder) 경제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

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한다”고 규정하 다(Roelants, 2002; 엄

형식 2008: 52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러한 단초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가에 한 명확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으

며 비 리조직, 사회적 경제, 제3섹터 등의 유사 개념들과 혼용되고 또한 

혼동되고 있었다. 

용어만 다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의미 또한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

되고 있었다. 예컨  유럽의 경우 사회적 경제 혹은 제3섹터라는 넓은 범

주 안에서 사회적 기업이 하나이 독자적 역으로서 법적 실체를 인정받

게 되는(예컨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국, 포르투갈 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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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나타나고 있었던 반면, 자유시장경제가 이념적, 제도적으로 보다 강

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미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나 제

도적 실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비 리조직이(NPO)라는 폭넓은 개념이 

두루 통용되고 있었다(장신철, 2011; 노 명, 2010). 이러한 유럽과 미국

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념 및 제도적 전통에서의 차이와 함

께 이들 사회가 당면한 해결해야 할 문제의 상이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 점에 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새롭게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다

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과 이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20

세기말에 이르면 사회과학과 사회정책에서 당당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다. OECD(1999)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의 

권한의 보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재정적 결정,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

용”을 강조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해 만들어지

며,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 ”되는 경제로 규정한다.  이러

한 사회적 경제의 규정에서는 성원의 자발성과 권한부여, 운 에서의 독

립성과 자율성 등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에 한 관심과 기 를 높인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

은 사회적 목적 혹은 의(cause)에 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회

적 경제가 사회적 의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나 시장경제가 이를 

전혀 고려치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경제에 해 많은 사람들은 명시

적 혹은 암묵적으로 무언가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

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자율성, 독립성, 참여와 권한부여 외에도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거나 복지와 후생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의 가치추구적 측면

이 사회적 경제에는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규범적 측면이 사회적 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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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나치게 강조되면 곤란하겠지만 부분의 사회적 경제에 한 논의에

서 어떤 형태건 공동체적 혹은 민주적 가치가 포함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에 한 다양한 접근들을 종합하여 장원봉(2008)은 

크게 세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법

적, 제도적 접근으로서 이는 시장과 공공부문 사이의 빈틈을 강조한다. 

요컨  이들 두 부문에서 만족되지 못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재화와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 역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제3섹터라는 용어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크다. 둘째로는 규범적 접근으로

서 이윤이 아닌 구성원들의 복리 혹은 사회적 의를 위한 경제로서, 독

립성과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과 운 이 강조된다. 이러한 접근은 협동

조합을 포함한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이 강하며 비 리부문과 일맥상통한

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조절메커니즘 접근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국

가 혹은 시장과 엄격하고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원

의 동원과 원칙의 적용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본다. 요컨  앞의 두 접

근이 배제 혹은 여집합의 논리에 의해 규정한다면, 이 접근은 통합 혹은 

부분집합의 논리에 의해 사회적 경제를 규정한다. 이때 사회적 경제는 정

부와 시장, 가정경제와 구분되면서도 교차하면서 이들을 매개하고 서로 

보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경제에 한 이처럼 다양한 개념과 접근들 중에서 어떤 것이 절

적으로 옳은지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각 사회마다 각자의 

전통 속에서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회적 경제라는 용

어와 이것이 포괄하는 다양한 주체와 제도, 원칙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상 및 제도적 전통과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비

추어볼 때,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겠는가?  

시장경제를 비판하고 배제하거나 그에 한 안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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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와 병존하며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시장경제의 매우 큰 부분

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는 시장으로부터의 보호와 독립성을 추

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혹은 고용문제의 해결 등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 할 수 있다. 또

한 국가와 엄격하게 선을 긋고 자발성을 강조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는 국가와 사회적 경제가 연계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고 또한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높은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협력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과거의 전통적 공동체의 유산은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는 반면 자발적 결사체와 같은 근 적 공동체의 경험과 학습은 비교적 

일천하다. 또한 서구에 비해 늦게 출발해서 압축적으로 진행된 산업화와 

민주화로 인해 시장과 공공부문의 제도적 경험 또한 짧다.  이러한 역사

적 맥락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역으로 시장 및 공공부문과 구분하되 연계, 협

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자활과 복지서비스 제공 등 공공성 실현과 공

동체적 참여, 협동을 추구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의 포

괄범위와 구성요소들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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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한국 사회적 경제의 구성과 포괄범위

성격 Ⅰ 성격 Ⅱ 유형 분류 세부 설명

국가 정부 의존 공공지원형 장애인 보호작업장 / 노인생산공동체
▼ ▲ 일자리사업 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 ○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 ▼ 공공지원형 자활공동체
○ 자립 지향 사회적 기업 노동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민간 지원기관 안금융기관
○ 비 리 사회적 경제 조직 시민단체(서비스 공급형)
○ 노동자협동조합
▲ 생활협동조합
▲ 농협/수협/산림조합
시장 리 신협/새마을금고

출처: 노 명(2007). 한국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과제.

 

제3절 사회적 경제 대두의 배경

1. 시장경제의 변화

20세기 후반부터 시장경제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

랜 기간 동안 서구의 복지국가와 개발도상국의 발전국가로 변되었던 

국가의 시장에 한 개입과 조정은 탈규제와 자유화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자유로운 시장의 자기규제능력에 한 확신이 강화되는 동시에 

디지털화와 전지구화의 급속한 진전과 냉전의 종식은 세계적으로 확 된 

시장을 둘러싼 기업간 경쟁의 격화를 가져왔다. 심화된 경쟁과 높아진 불

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은 핵심역량 위주의 구

조조정과 고용의 유연화 등 저비용 고효율에 집중되었다.  

산업적으로는 20세기말 이후 량생산에 기초한 규모의 경제와 품질 

위주의 경쟁을 강조하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부터 다품종 소규모생산에 

기초한 범위의 경제와 속도 위주의 경쟁을 강조하는 지식 및 서비스산업 

중심의 혁신경제로의 변화가 있었다. 량생산 중심의 안정적 경제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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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혁신 위주의 역동적 경제로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변화하는 환경에의 

적응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소수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개인들의 중요

성과 그에 따른 보상의 집중을 가져왔다. 결국 이러한 기업의 전략과 구

조의 변화 및 산업에서의 변화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는 과거에 

비해 고용의 불안정이 높아지는 동시에 고용의 규모는 축소되고 질은 나

빠지는 고용체제의 변화를 가져왔다.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24시간 경제의 도래는 과거의 남성 생산직 위주

의 고용에 변화를 가져와서 기혼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인구집단으로의 

고용의 확 를 가져왔다. 하지만 동시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고용의 

안정성 약화는 사회적 복지의 수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과거와 

같은 남성 생산직 위주의 노동조합과 내부노동시장에 기반한 계급집단적 

안전과 보호는 기 하기 힘들게 되었고, 여성, 청년, 이민자, 고령자 등 

사회의 다양한 한계적 집단이 개인화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

회적 집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13-2〉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비교  

종래의 사회적 위험 새로운 사회적 위험

사회적 토

제조업 중심의 완전 고용 지식‧정보 중심의 단절적 고용

핵가족에 기초한 남성부양자 
(male-breadwinner) 모델

양소득자(dual-earner) 모델 
한부모 가족의 증가

형태
산재, 실업, 질병, 노령, 폐질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상실
아동 및 노인에 한 보호 단절적이고 
불안정한 고용 비정형적인 직업경력

위험의 담지자 남성 산업 노동자
여성 노동자, 저숙련‧비숙련 노동인구 

청년실업자, 아동, 노인, 편모

자료: 김철주 외(2006), 임혁백 외(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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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와 개인화된 새로

운 사회적 위험의 위협은 복지의 수요에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복지정

책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다양한 복지수요가 등장했을 뿐 아니라 복지의 

절 적 수요 자체도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한국 사회의 현실은 이러한 

변화를 그 로 반 하고 있다. 고용의 창출 특히 고학력 청년들을 위한 

고용의 창출은 낮은 수준에 머무는 반면,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증가세에 있으며,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삶의 

질이 하락함을 보여준다. 

2. 복지국가의 변화

그렇다면 시장경제의 변화가 전반적인 삶의 질 하락과 사회경제적 불확

실성의 증가를 가져왔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응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부

문의 응은 어떠한가? 앞서 설명한 시장경제의 변화는 복지체계에 새로운 

구조적 긴장을 가져왔다. 전통적 산업사회의 실직, 산재, 질병 등과 같은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달리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복지에 한 

새로운 사회적 욕구 즉 일가족 양립과 돌봄에 한 필요 및 불안정한 고용

에 처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체계의 필요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면 새

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는 복지체계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 

우선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중시되었던 사회보험, 공적부조 등과 같은 

현금 급여를 통한 소득보장 위주의 사회정책에 비해 경시되었던 사회서

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의 기반이 

되었던 케인즈적 방식의 현금급여를 통한 수요창출과 그에 따른 성장 및 

고용의 선순환 체계가 한계에 부딪친 반면, 가족해체와 고령화, 여성취업 

증가 등의 변화로 인해 가족이 주로 담당했던 육아와 노인 간병 등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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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한 사회적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의 변

화는 전달체계에서의 변화 또한 야기시켰다. 국가가 주도적인 복지 제공

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전통적인 복지체계와 달리 탈산업사회의 복지체계

에서는 복지제공자가 다양해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중심의 공적 서비스와 가족 혹은 민간 중심의 사적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

해지면서 이른바 ‘복지혼합’을 통해 국가, 시장, 공동체에 속한 다양한 복

지 제공자들이 서로 협력과 경쟁을 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배경으로 복지국가의 위기가 중요하

다. 1970~80년  이후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는 정부의 복지 지출을 제

약하는 통화주의 경제정책과 보수적 정부가 등장하 다. 복지국가 위기

의 배경에는 위에서 살펴본 경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트릴레마 즉 삼

중의 딜레마가 놓여 있다. 그 기본 내용은 탈산업화된 서비스 위주 경제

에서 균형재정과 고용확 , 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이루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비스 위주의 경제에서 고용의 확 는 고용의 질을 악화시켜 불

평등 완화를 어렵게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부문을 확

해서 소득을 지원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혁백 외, 2007: 37~9).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에 덧붙여 정당성의 위기 또한 문제가 된다. 최

근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남유럽의 국가들에서 보는 것처럼 복지국

가의 트릴레마 속에서 복지 수혜집단인 공공부문 노동자, 연금수혜자 등

과 이러한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과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

동자 등의 이해관계 립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한 의문이 높아지면서 정부에 한 일반 시

민들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한 지지가 낮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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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복지국가의 위기와 복지정책의 트릴레

마는 새로운 해결책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서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용의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안

적 해결책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한 관심과 기 를 자극하게 된 것이다.

3. 시민사회와 의식의 변화

시장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복지국가의 변화가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제공한다면 사회적 경제의 현실성과 가능성은 시민사회와 의식의 변화에

서 찾을 수 있다.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핵심적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자율

성과 독립성, 그리고 성원의 자발적 참여이다. 아무리 거시적인 정치‧경제

에서의 구조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사회적 경

제를 구성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협회와 단체들을 만들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힘들다. 

게다가 최근 주목받고 관심을 모으는 사회적 경제는 과거의 전통적인 사

회적 경제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노 명, 2009: 77). 기존의 사회적 경제

가 민주적 의사결정과 수익분배의 제한이라는 내부적 운 방식에 의존한

다면, 새로운 사회적 경제는 고용창출과 사회적 연 라는 외부적 목적과 

가치의 추구를 중요시한다. 또한 전통적 사회적 경제에 속한 조직들이 회

원 중심의 폐쇄성을 지녔다면, 새로운 사회적 경제에 속한 조직들은 변화

된 환경 속에서 정부 혹은 다른 시민사회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개방적 구

조를 지닌다. 이처럼 개방적 구조 속에서 이타적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려면 기존의 공동체적 자치의 욕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학자 잉글하트(Inglehart, 1990)은 1970년  이후 새로운 사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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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등장과 발전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로서 탈물질주의 가치의 확산

을 주장했다. 탈물질주의 가치란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로서 사

회적 질서와 안정, 부국강병 등의 물질적 가치보다 환경보호와 시민의 참

여, 소통과 협력 등의 탈물질적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가치관이다. 이러한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확산된 원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의 

중화라고 그는 주장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성찰적 시민들이 탈물질적 가

치를 추구하게 된 결과, 직접적인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것

이라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인지적 동원(coginitive mobilization)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의식적 변화는 회원들의 공동체적 이해를 넘어서서 공공의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려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에 한 참여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탈물질주의 가치는 조금씩 향력

을 확 해가고 있다. 수익 면에서 일반 기업체보다 다소 낮더라도 사회적

으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것, 공정무

역을 통해서 저개발국의 농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 물질적

인 외재적 보상보다 자신의 만족과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이라는 내재적 

보상을 추구하며 비 리 부문이나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하는 것 모두 이

러한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와 역

할을 점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다. 협동조합이나 비 리 조직들 역시 사

회적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조직원리상 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의 내재적 필요와 욕구에 보다 충실하다는 특징을 지니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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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조직들의 경우 비 리라는 특성상 일정한 제약을 가지기 때문에 활동

범위 및 조직규모의 확장에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과 비 리 조직의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

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고유한 목적에 적합한 조직형태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또한 연구자나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톰슨(Thompson, 2002)

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사용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한다.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우선 OECD(2003)의 경우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활

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주된 목적은 이윤극 화가 아니라 특정한 경

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

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기업으로 정의

한다. 한편 한국의 사회적 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

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업활동

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그밖에도 연구자들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서로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유럽의 사회적 기업 연구네

트워크인 EMES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네 개의 경제적 기준

과 다섯 개의 사회적 기준을 아래 〈표 13-3〉과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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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3〉 사회적 기업의 기준: 경제적

경제적 차원

(1) 지속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
를 판매하는 활동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인 비 리기관과는 달리 자선사업이나 이익의 
재분배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제품의 생산과 서
비스제공에 주력함. 따라서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은 사회적 기
업을 지속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됨.

(2) 높은 수준의 자율성

사회적 기업은 자율적 프로젝트 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조직에 의해 생성되었음. 따라서 그들은 일부 공공보조금에 의존하지
만, 직 간접적으로 공공기관과 여타 다른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혹은 사업을 자유롭게 마무리 지을 권리가 
있음.

(3) 상당한 경제적 위험 
감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사람들은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사업시작 전 
경제적 위험을 감수해야 함. 부분 공공기관과는 달리 그들의 운용재
정은 재원을 제공하는 회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의존함.

(4) 최소한의 유급 노동자
부분 전통적인 비 리기관의 경우처럼, 사회적 기업은 재정‧비재정

적 자원, 자원봉사인력과 유급인력을 모두 활용함. 그러나 사회적 기
업에서 수행되는 활동은 최소한의 유급 인력만을 요구함. 

〈표 13-4〉 사회적 기업의 기준: 사회적

경제적 차원

(1) 지역사회 이익을 명
시적으로 추구

사회적 기업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지역사회나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게 봉사하는 것임. 사회적 기업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결국 지역 수
준의 사회적 책임감을 촉진시키는 데 있음.

(2)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나 특정한 목표와 필요를 공유하는 집단에 속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참여의 결과이며, 진정한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자발성을 유지해야 함.

(3) 의사결정권이 자본
소유에 기반 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한 회원당 한 표’의 원칙을 의미하거나, 적어도 집단 내 
의사결정이 자본의 소유구조에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함.

(4) 사회적 기업에 의해 
향을 받는 사람들

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고객의 변과 참여, 지분참여자의 참여, 민주적 경 스타일은 사회적 
기업의 특성 중 하나임. 많은 경우 사회적 기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
가 민주적 활동을 통한 지역차원의 민주주의 확 에 있음.

(5) 제한적인 이윤 배분
사회적 기업은 강제적으로 이윤배분을 하지 않는 비 리조직이나 협
동조합과 같이 제한적으로 이윤을 배분하는 조직과 같이 이윤 극 화
를 하는 행위를 피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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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에 한 개념의 정의가 이처럼 다양한 것은 다음과 같은 상

황에 기인한다. 우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와 마찬가지로 한편으로

는 시장의 리적 기업과도 구별되고 또한 공공조직이나 비 리 조직과

도 구별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조직의 특성들을 부분적으로 포함한

다. 기업처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동시에 공공조직이나 비 리 

조직처럼 공공가치를 추구하며 협동조합처럼 조직 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와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이처럼 일종의 혼종(hybrid)적 특성을 갖기 때

문에 연구자나 기관마다 사회적 기업의 여러 특성들 중에서 어느 한 측면

을 강조하다 보면 서로 다른 개념 규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와 마찬가지로 사회마다 서로 상이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고 진화해 왔다. 예컨  미국에

서 사회적 기업은 1970년  후반 경제불황과 함께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예산이 삭감된 결과 비 리 부문에 속한 조직들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역을 확장하고자 하면서 이들의 수익창출을 시도하면서 나타났다

(Kerlin, 2006; 이은선, 2009).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최근 들어 고유한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는 하지

만 처음 등장할 당시에는 비 리 조직이나 협동조합과 뚜렷한 차이를 보

기 힘들며 또한 상업성이 높은 특징을 지녔다. 그에 비해 유럽에서 사회

적 기업은 시장경제에 한 안적 형태로서 사회적 목적과 가치의 추구

를 초점을 두고 등장했다(Defourny, 2006). 1980년  경제적 위기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 하면서 기존 복지체계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이민자,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가족해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안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적 기

업은 굳이 따지자면 미국보다는 유럽과 유사한 맥락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증가 속에서 복지체계의 한계를 사회적 연 를 통해 극복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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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일환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에 한 이해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기도 하지만 사

회적 기업들 내부에서도 다양한 편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편차에 따라 사

회적 기업의 서로 다른 유형들이 연구자들에 의해 혹은 기관들에 의해 제

시되었다. 임혁백 등(2007)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목적에 따라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 사회통합 사회적 기업, 혼합적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하

다. 노동통합이란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들의 경제적, 

심리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며, 사회통합이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서 제외된 사회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김경휘와 반정호(2006)은 사회적 기

업을 정부-기업-제3섹터와의 협력 형태에 따라 공공부조형, 지역사회 친

화형, 시장친화형으로 나누고 있다. 공공부조형은 빈곤탈피를 위해 사회

적 기업의 구성원들을 위한 일종의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공지원에 의존하며 앞서 살펴본 노동통합형과 유사하다. 지역사회 친

화형은 유럽식에 가까우며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

친화형은 미국식과 유사하며 기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익적 목적과 

자선을 위해 환원하는 형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에 가깝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구분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목적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구분하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1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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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5〉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유형구분 

사회적 기업 유형 목적과 주된 활동 내용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혼합형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2007년 10월 최초로 사회적 기업을 인증

하기 시작했다. 첫해에는 55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률은 33.1%

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노력 등에 의해 인증비

율도 높아지고 인증기업 수도 늘어나기 시작하 다. 연도별로 차이는 있

지만 2010년도 이후에는 꾸준히 100개가 넘는 사회적 기업들이 인증을 

받고 있다. 아래의 〔그림 13-1〕은 연도별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건수를 보여준다. 6차 인증이 끝난 2013년말 현재까지 생존해서 활동하

고 있는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의 수는 1012개이다. 그 중에서 가증 높은 

비율은 차지하는 것은 일자리 제공형으로 절반이 넘으며, 가장 낮은 비율

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10%가 채 못된다. 지역별 분포

를 보면 서울 지역이 20.9%, 경기 지역이 16.8%로 전체 사회적 기업의 

27.7%가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래 〈표 13-6〉에 나타난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가장 활발한 분야는 

문화, 예술, 관광, 운동(15.9%), 환경(15.7%), 사회복지(10.1%)의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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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연도별 사회적 기업 인증 건수

출처: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표 13-6〉 분야별 사회적 기업의 분포(2013)

사회서비스 분야 개수

간병, 가사지원 71
교육 67

문화, 예술, 관광, 운동 161
보건 11
보육 21

사회복지 102
산림보전 및 관리 1

환경 159
기타 419
계 1012

출처: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제5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

2000년  중반 이후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에 한 관심과 지원이 활발

해지고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인증, 활동이 왕성했던 반면, 상 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은 상

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 사회적 기업과 함께 2012년부터 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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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협동조합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생태계의 조성이 필수적인데, 그 중에서도 주체적 역량 강화, 조

직간 연  활성화와 함께 중요한 것이 지원 금융체계 구축이다. 2012년

에 이루어진 사회적 기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사업 및 시설자금에 

한 금융지원(32.2%)인 반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투

자나 융자 지원체제는 미흡한 실정이다(전병유 외, 2012). 

시장부문과 공공부문의 기능발휘가 취약한 분야에서 사회적 혁신을 통

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부문과 파트너가 되어 맞춤형 복지를 제

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부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금융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금융지원체제를 필요로 한다. 사

회적 경제에 속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경우 기존의 기업의 목적

이 기존 기업과 달리 단기적인 이윤극 화가 아니고 장기적이고 안정적 

관계의 유지이고, 자본 조달 역시 투자이익 회수를 목적으로 한 주주들이 

아닌 조합원들의 출자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투자에 의존하며, 기업

의 가치평가 면에서도 기존의 재무제표에서 파악되기 힘든 다양한 무형

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체제와 잘 맞지 못한다. 

물론 많은 유럽과 미국의 사회적 경제에 속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

합들은 자체적 자금조달 외에도 정부나 공공부문, 공익재단, 기업의 사회

적 공헌기금 등으로부터의 보조금에 의존하며, 한국에서도 일자리 창출

이 중요한 사회적 기업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설립 

초기에 인건비 일부가 보조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은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족한 경우가 많고, 때로는 사회적 혁신을 제한하고 

현재에 안주하려는 부정적 인센티브의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사회적 금융은 기존의 금융체제에서 벗어나 있고 외부 보조금에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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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의 자금조달 요구에 부응하고자 제공되는 

일련의 금융자원의 흐름들, 또는 사회적 수익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

구하는 다양한 경제적 활동들에 제공되는 일련의 자금 흐름들로 정의된

다(Nicholls and Pharoah, 2007). 사회적 경제에 한 금융 지원체제

는 수요주체와 공급주체, 그리고 양자를 매개하는 중개주체라는 세 부분

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이들 세 부분에 각각 해당하는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13-2〕와 같다. 

〔그림 13-2〕 사회적 금융의 수단과 참여주체

출처: 장종익, 박종현 (2013)

사회적 금융의 수요측면을 보면 사회적 경제의 주된 활동주체인 협동

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의 경우 자본시장에서 지분투자를 받을 경우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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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이 많은 반면, 부채의 경우 통상

적으로 안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회피한다. 따라서 

보조금이나 기부금에 한 지나친 의존을 피하려 하면서도 그 비중이 상

당히 높다. 또한 공급측면을 보면 정부와 공익재단의 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밖에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금융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중개주체로서 이들은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정보

와 자문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유가증권 발행 

및 인수업무를 맡기도 하며, 때로 자금공급자 신 직접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전통적 자

본시장에서 이러한 임무를 주로 투자은행이 주도한다면 사회적 금융에서

는 소형의 전문화된 투자은행이 담당한다. 한편 이들은 사회적 경제가 처

한 특수한 상황을 반 하여 전통적 자본시장과는 다른 혁신적 금융수단

들을 도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금융적 혁신들은 주로 사회적 목적을 수행

하기는 하지만 비용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고 서비스에 한 만족도 역시 

높여야 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수익성 낮은 비즈니스가 지속되도록 보장

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공헌채

권이나 후순위채권, 저리 출, 준지분(quasi equit) 등은 이러한 혁신적 

금융수단의 예이다.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 금융은 시작 단계이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에 한 지원법에는 제도적 지원과 보조금 등은 있지만 체계적으로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는 안적 금융체계에 한 구상은 분명치 못하기 때문

이다. 다만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지원하던 사회적 기업

을 성공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사회적 금융의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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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정도이다. 그동안 정부 주관 사회적 기업 부사업으로는 중소

기업진층공단 부사업, 미소금융 부사업이 있으며, 담보부족으로 애로

를 겪는 사회적 기업을 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서담보 출정책이 실시되고 있다(전병유 외, 2012). 또한 고용

노동부에서 투자지원을 위한 모태펀드가 추진되었으며 지자체로서는 서

울시가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장종익, 박종현, 2013: 148). 

민간 차원에서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인  사회연 은행, 미소금융

중앙재단, 신나는 조합 등과 실업극복재단 등 일부 민간재단에서 사회적 

기업에 한 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규모이다. 기업들 

일부가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직접 설립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알려진 P2P 금

융서비스가 시도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본조달을 시도한 예

로 트러블러스맵과 같은 일부 사회적 기업의 예가 있다.  

제6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은 서로 다르면서도 유사한 맥락에서 제기

되고 논의 되어온 개념이다. 사회적 경제가 주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일

자리의 창출이라는 맥락에서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되었다면, 사회적 자

본은 시민적 참여와 신뢰를 통한 협동, 차별과 배제의 극복이라는 맥락에

서 그 의의가 부각되어 왔다. 사회적 자본은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세계의 여러 사회들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많은 연구자들과 정책입안

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주제가 되었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정의를 

Coleman(1988)은 “그 안에 속한 행위자들의 특정 행동을 가능케 하며 

촉진시키는 사회구조의 몇 가지 측면들”이라고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하

지만 사회적 자본에 해서는 사회적 경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접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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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개념정의들은 아래 〔그림 13-3〕에 제시

된 규범과 호혜성, 제도와 신뢰, 결사체와 네트워크를 모두 혹은 부분적

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림 13-3〕 사회적 자본의 효과와 구성요소

출처: 우천식(2007)

사회적 자본에 한 논의와 연구는 애초에 사회학의 일부 분야에서 네

트워크(Coleman, 1988)와 신뢰(Granovetter, 1985)가 사회적 성취에

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지만, 이후 정치학에

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새

롭게 조명받기 시작하 고(Putnam, 1993, 1995), 이어 경제학에서도 

제도주의적 입장에 근거해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의 정도 및 그 특성이 경

제성장과 발전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계

은행의 전문가들은 과거 재정지원이 저개발국의 발전을 충분히 이끌지 

못한 것에 해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처럼, 최근에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Knack and Keefer, 1997). 뿐만 아니



508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라 경 학에서도 조직내의 사회적 자본(Cohen and Prusak, 2001)과 

조직간의 사회적 자본(Leenders and Gabbay, 1999)이 조직의 성과 및 

조직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출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과도 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기

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수준에 걸쳐 논의된 사회적 자본

에 한 주장과 논의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위의 〔그림 13-3〕이다. 

그동안 사회적 자본에 한 연구와 논의로부터 합의된 결론을 사회적 

경제에 한 이 글에서의 논의와 연결시켜 보자. 

사회적 자본은 사회성원/집단간 상호관계의 질과 특성을 나타내는 개

념으로, 협력과 참여 등 사회성원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생산적 상호작용

을 창출하는 효과를 갖는다. 개념적으로 과거에 투입된 노동의 결과로서 

현재의 생산수단이 되는 물적 자본이 축적된 인간의 노동이라면, 사회적 

자본은 과거에 인간관계 형성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로서 현재

의 생산수단이 된다는 의미에서 축적된 인간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처럼 축적된 인간관계로서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보자면,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개인 간의 신뢰가 없이는 경제적 교

환을 포함하는 사회적 교환의 폭이 제한되며, 생산성과 개인의 후생도 제

약되는데, 사회적 자본은 이러한 제약을 완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다. 경제적으로 거래비용으로 개념화되는 이러한 측면은 거래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도 적용된다. 즉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생산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의 생산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이 절 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주체 간에 신뢰와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협력의 가능성도 낮을 뿐 아니라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성공적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경제를 가능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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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하는 기반이 된다. 물론 사회적 자본은 시장경제와 그에 속한 리

기업에서도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우리는 앞에서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으

로 긴요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

회적 목적과 가치를 위해 이윤 동기로부터 자유롭게 자발적, 자율적 참여

와 의사결정이 지배하는 경제라고 개념화하 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에

서 자발적 협동이 가능하려면 신뢰가 절 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호혜성

의 규범과 일반화된 신뢰에 따라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을 도울 경우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 모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 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 한 봉사와 헌신이 가능하다. 

요컨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의 

마음과 또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움직여가는 동력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인프라로서 기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

에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경제를 움직이는 인적 자원과 금전적 자원 못

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다.  다른 사

람들을 불신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이기적 마음을 가진 사람

들에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는 시간과 노력과 자원의 낭비에 불

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기여하고 기반이 되

는 것만은 아니다. 반 로 활성화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더욱 축적되기도 한다. 사회적 자본에 한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은 사회

적 불평등이 높은 수준이고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심각한 사회에서는 사

회적 자본이 축적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

기보다는 반목하고 갈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고 취약집단인 여성과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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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에게 사회적 참여와 일할 기회가 제공된다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은 줄어들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복지수요가 충족되고 불평

등이 줄어들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제공되면 결과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계가 형성되어 사

회적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회

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은 서로 강화하고 서로 기반이 되는 선순환적 관계

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7절 소결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와 협동조합의 전통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는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제도화되고 수

행되기 시작한 것이 십년도 채 되지 못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은 혈연과 지연 등 연고적 관계과 공동체의 지속적인 존재와 역할에 

비해 광범한 시민적 기반위에서 작동하는데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존재

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일천한 역사와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기한 사회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절 적으로 필요하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한국 사회는 압축적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눈부신 

경제적 성과를 이룩했고 20세기 중반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 근

화, 민주화를 이룩하 다. 하지만 이러한 압축적이고 고속적인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도 낳았다. 특히 20세기 말의 외환위기를 극

복하는 과정에서 단행했던 급격한 사회경제구조의 전환의 결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고령화와 저출산 및 가족가치의 약화, 사회경제적 불확실

성과 불안정의 증가, 고용 및 가계의 불안 등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1세기 들어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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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제도가 갖추어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복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

인 것이 현실이다. 

한국 사회가 이러한 전환점에서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

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

제를 갖추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가 절 적으로 필용하다. 현재 사회적 경제는 시작하는 단계이며 정부의 

지원 속에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날로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체제의 확립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고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프라로

서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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