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연구
-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노대명 ․ 강지원 ․ 김근혜 ․ 김병철 ․ Giang Thanh Long
Asep Suryahadi ․ Meuthia Rosfadhila

연구보고서 2015-27



연구보고서 2015-27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연구
-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정   가

2015년 12월 31일

노 대 명

김 상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고려씨엔피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ISBN 978-89-6827-280-5  93330

【책임연구자】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영국 & 일본 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병철  중국인민대학교 교수
Giang Thanh Long  Vietnam 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Asep Suryahadi  Indonesia SMERU Research Institute
Meuthia Rosfadhila  Indonesia SMERU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

한국은 지금 사회보장제도의 확장 과정에서 제도의 합리성과 지속가능

성을 제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해 오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개편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의 정렬로 표현되는 사회보장체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대안 찾기

가 필요한 시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민은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던 아시아 국가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민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발전

의 단계만큼이나 국가 간 편차가 크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시아 각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를 지나 제도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

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 각국이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보다 성숙한 고민을 하

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국제비교 연구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

황이다.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구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

던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아시아 각국의 사회

보장제도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보다 자신의 여건과 근접한 특성을 가진 

국가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시아사회정책연구센터를 중

심으로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그 연구의 일환으로 최근 사회보장제도 중 소득보장제도와 관

련해서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소득보장제도 중에서 최근 정책현안이 되고 있는 제도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대명 연구위원의 연구책임으로 이루

어졌다. 그리고 이 연구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에서는 이현주 연구위원, 강신욱 연구위원, 류정희 부연구위원, 강지

원 전문연구원, 김근혜 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외부 전문가로는 중국 인민

대학교의 김병철 교수, 베트남 국립경제대학교·베트남 사회의학연구원의 

쟝탄롱(Giang Thanh Long)교수, 인도네시아 스메루(SMERU) 연구소

의 아샙 설야하디(Asep Suryahadi)와 메시아 로스파드힐라(Meuthia 

Rosfadhila)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모든 분들

께 감사드린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연구결과가 아시아 사회보장

제도 국제비교 연구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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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Policy in Asian 
Countr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Income 
Security Policy

The study is a part of the multi-year project entitled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Policy in Asian Countries.” This 

year we focus on the structure and state of income security 

policy in China, Vietnam, and Indonesia. Over the past deca-

des, there was rapid social policy expansion in these countries. 

  Firstly, China has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after 

its market opening in the 1990s. In rela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problem of migrant workers emerged as one 

of the great issues in China. In response, the Chinese govern-

ment introduced a social insurance act on 2010 and has devel-

oped related social assistance programs and services.

  Secondly, Vietnam is an interesting case in that it experi-

enced a transition from socialism to market capitalism. 

Because there was not much information about social policy 

development in Vietnam, this study will provide a good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the structure and state of Vietnamese 

social policy. The social insurance act was enacted in 2007 and 

the 2014 reform of the act led to expansion in the coverage. 



2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연구: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The Vietnamese government has recently developed its poverty 

alleviation strategy including the minimum cost of living. 

  Finally, Indonesia suffered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as did Korea. Since that, social policies including social 

insurance and assistance programs began to develop. Social as-

sistance act was enacted in 2003 and since then there were sev-

eral reforms with the purpose of policy development. Pension 

system was established in July, 2015 and President Joko Widodo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new poverty reduction programs 

such as Health Indonesia, Smart Indonesia, and Family Welfare 

Sav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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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연구>의 일환으로 주요국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해서 기본구조와 현황

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이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확장 속도는 가히 놀랄만하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시장개방과 함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농민공의 문제는 중국사

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0년 사회보험법을 도입한 이후,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확충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과 가족을 대

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최근 중국이 주목하고 있는 소득보장제도로 공공부조제도에 주목하고 있

다. 참고로 지난 수년간 중국의 민정부는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법률을 도

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

나로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사회보장제도는 전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제도 구조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베트남은 2007년 사회보험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법률을 대폭 개정하여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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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현재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부조제도를 강화하는 차원

에서 최저생계비와 같은 기준선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외환위기를 경험

했던 국가이다. 그리고 당시 인도네시아는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앙등으

로 정부 긴축정책에 대항하는 폭동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보험과 사회부

조제도를 확장하는 전략을 채택해 왔다. 참고로 2003년 도입된 국가사회

보장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정비 확충해 왔다. 

그리고 2015년 7월 1일부터 연금보장제도가 최초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최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대대적으로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를 비교분

석하기 위해 몇 가지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아시아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국제비교 분석

틀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만 보더라도 

서구의 기존 분석틀로는 유형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물론 이 연구는 장기적으로 유럽국가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국제비교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며, 비교연구를 위한 분석틀 자체는 객관성과 엄

밀성을 가져야 한다. 물론 상이한 정치적 여건과 경제적 발전단계 그리고 

사회세력 간 힘 관계의 상이성 등을 고려하면,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과 변

화를 설명하는 접근방식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시아 각국의 노동시장 상황과 비공식부문 규모 등을 고려한 보

다 현실적인 사회보장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20세기 서구 복지

국가들이 근거했던 생산방식과 노동시장구조는 현재 아시아 국가들이 처

한 그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 도입이 힘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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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도식화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전파했던 것은 이 제도에 대한 부

담을 과도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 중인 노동세계와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은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인프라에 대한 기초연구

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재정에 대한 연구, 2) 사회보장 행정인프라에 

대한 연구, 3) 사회보장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앞서 아

시아 주요국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

럼, 각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그것을 지탱할 재정기반과 행정인프라

(전달체계) 그리고 소득파악 등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위의 연구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틀은 사회보장체

계를 이루는 제도들의 성격이 다른 상황에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단계적

으로 내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아시아,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소득보장(Inco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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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목적

지금 한국사회는 외부의 사회보장제도를 수용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를 고민하던 단계를 넘어서 있다. 이른바 복지 선진국의 많은 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모방하고 단순 적용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에 

깨닫게 된 점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외국의 정책이나 제도

가 우리나라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조건이 갖

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시스템이 복지정책의 결정에 미

치는 영향, 경제시스템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정도, 사회시스템이 사

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는 정도 등에 따라 같은 제도라도 상이한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의 복지정책 연구는 서구의 그것을 학습하고 모방하는 단계

를 넘어서 독자적 모델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

다. 그리고 이는 경제사회적 전환기에 처한 각국이 어떻게 복지정책을 도

입하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비교연구의 확대를 전제해

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선진국에서 무엇을 배운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

나, 지금 우리가 처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면 최선의 복지모델이 무엇인지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가까이 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비

교연구의 강화를 지칭한다. 

사실 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는 지금까지의 통념을 

바꾸는 중요한 기여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는 오랜 기간 유교문화권으로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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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사한 문화적 특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20세기 대부분을 상

이한 정치․경제․사회시스템 하에서 보내왔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매우 유사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국가

라는 통념은 상당부분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하

지 않았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리적 접근성 외에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이들 국가에 대한 연구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연구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

를 갖게 될 것이다. 

왜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복지 저발전 문제를 경험

하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연구과제는 많은 아

시아 국가들이 왜 서구와 다른 경로와 방식으로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운

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성과나 지속가능성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시아 주요국의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저발전 되었

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그것이 불가피했다고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서구 복지제도라는 잣대로 각종 복지제도의 생성과 발전을 평가하는 과

정에서, 아시아 각국의 실험들이 갖는 가치를 과소평가 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시아 주요국 복지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매우 큰 

가치를 갖는다. 먼저 정치와 경제 시스템 측면에서 다양한 국가들이 존재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자본주의경제시스템이 안착된 국가와 사회주의로부터 이행을 하고 

있는 국가 등 다양한 국가가 공존하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여건에서 복

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식과 경로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이어 복

지제도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정비

했던 일본, 1990년대 경제위기를 계기로 복지제도를 대폭 정비했던 한국



제1장 서 론 11

과 대만, 2000년대 후반 내부의 소득불평등이 확산되면서 복지제도를 확

충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발전단계의 국가가 공존한다. 

그것은 연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성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 연구는 다년간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주요국의 복지

제도 비교연구>의 일환으로 <아시아 주요국의 소득보장제도>를 비교하고 

있다. 연구의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모든 국가를 포괄하지 못하지만, 아시

아지역에서 매우 특징적인 국가들을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것은 일

본과 중국을 비롯해, 최근 공공부조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소득보장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한 인도네시아와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이행하고 있

는 베트남의 사례가 그것이다.

물론 아시아 주요국의 소득보장제도를 비교함에 있어 주의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일본, 한국, 대만 등을 제외하고는 서구 복지국가와 유사한 

형태로 소득보장제도를 정비한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소득보장제

도 비교연구에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그리고 공공부조제도라는 분석틀을 

적용하기 힘든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공공부조제도는 

도입하였지만 아직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지 못했고, 다른 일부 국가는 

최근에야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분류

되는 공적연금이나 실업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서구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제도를 비교하는데 사용했던 비교분

석틀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각국의 소득보장제도를 개괄하

지만, 해당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또는 학술적 현안이 되고 있는 

제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 연구는 주요국 소득보장제도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초점

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1) 먼저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특히 소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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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도가 그 형태나 기능 측면에서 상이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

지 역사적 발전과정과 최근의 경제사회적 환경,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복지정치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2) 이어 아시아 각국

의 소득보장제도 중 현재 정책현안이자 학술적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제

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해당 국가의 전체 소득보장제도에서 차

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전체 소득보장체계의 맥락에서 개별 제

도의 위상을 살펴보는 것은 개별제도의 지출규모만으로 복지제도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3) 끝으

로 공공부조제도가 근로연령대의 빈곤층 또는 근로가능한 빈곤층에 대한 

보장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주제는 복지

국가의 성숙도와도 관련이 있지만, 아시아 국가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

람에 대한 복지지원이 어떠한 사회적 합의 또는 규범을 토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갖는다. 참고로 아시아국가에

서 근로가능자에 대한 소득보장이 복지저발전으로 인해 또는 근로가능자

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규범에 의해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어떠한지는 매우 흥미로운 비교연구 주제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비교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집

필진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먼저 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정치체

계, 사회보장제도 발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

진 국가들이 고르게 분석대상에 포함되도록 고려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

해서는 연구진 회의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 중 다음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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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이 국가들을 연

구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2010년 이후 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 관련 제도개편

을 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하였다. 

  1. 비교분석 틀

통상적인 소득보장체계 유형화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 사회

수당(Social Allowance) 그리고 사회부조제도(Social Assistance)로 구

분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다음 기준(criteria)에 

따라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그것은 해당 복

지제도가 1) 사회보험제도인지 조세기반형 제도인지, 2) 지원대상이 보편

적인지 선별적인지, 3)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지원제도를 분리해서 운

영하고 있는지 하는 점이다.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 지원대상의 범위, 그

리고 지원대상 중 특정집단에 표적화 하는 방식 등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유형화 방식이 저발전국의 소득보장제도에도 적합하다고 

말하기 힘들다. 이후 아시아 각국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정도와 유형분포 

등을 고려하여 재 유형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이 연구를 통해 계속 확인

해 가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재원부담과 지원대상 

그리고 특정인구집단에 대한 표적화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소

득보장제도가 유형분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위의 그림과 같이 유형화를 하더라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는 기존의 유

형화방식에 정확하게 걸맞지 않는 특이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는 각국의 

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

는 위의 유형화 방식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될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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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아시아 각국 복지제도에 대한 일련의 기초연구의 일환이라

는 점에서, 각국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문헌 조사와 분석에 주목하고 있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와 관련된 깊이 있는 

분석을 접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영문으로 발간된 연구문헌이 존재하

지만, 그것만으로 아시아 각국이 왜 특수한 방식의 소득보장제도를 선택

하였는지 이해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최근의 정책동향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서구에 초점을 맞

추고 있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

구를 검토하는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당 

국가의 전문가에게 집필을 의뢰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영문자

료에 의존해 왔다면, 앞으로는 현지 전문가들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각국 언어로 된 선행연구

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 동시에, 최근의 정책동향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이처럼 현지 전문가와의 소통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에 대

한 기초적인 통계 데이터조차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는 통계청이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에서 이런 국가는 거의 없다. 그것은 데이터 자체가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외부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강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향후 상당기간 아시아 각국의 주요 복지정책 

관련 데이터를 입수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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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현지 전문가들이 각국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기

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나, 나머

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힘들다. 각국이 생산하고 있는 데

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정보도 구하기 힘들뿐 아니라, 설사 데이터의 

존재유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

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의 행정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초연구

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이 연구는 국내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연구기획을 하고, 분석결과를 보완하는 방법을 채

택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복

지제도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아직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형성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제부터 단

계적으로 아시아 각국의 사회정책 관련 전문가 그룹을 육성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현재도 일부에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중일을 포괄하는 

다양한 연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도 이러한 아

시아 사회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제3절 연구내용과 제한점

이 연구는 최근 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

는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의 소득보

장제도와 관련해서 내용상으로 1) 소득보장제도가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고, 2) 현재의 제도운영 실태 및 현황을 진단하고,  3) 최근의 제도

개편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는 이후에 이루어질 많은 후속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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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

장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보다 체계화된 분석틀을 구축하는 문제는 지속

적인 연구과제로 남겨져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 첫째, 아시아 각국 소득보장제

도의 발전단계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제도를 비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저발전국이 많이 분포한 이들 국가의 특성

을 고려하여 공공부조제도의 비교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각국 소득보장

제도의 명칭에 대해서도 이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것

은 때로 제도의 특성과 무관한 명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각국의 복지제도와 관련한 실태 및 현황

의 통계자료를 검증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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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며

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이십년간 다양한 형태의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

고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 왔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계기는 국

가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1990

년대 말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이러한 변화에 이르게 된다. 그 이유는 

그 이전에 빠른 경제성장을 해 왔던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위기의 충격 앞

에서 실업과 자살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

야만 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소극적 지원제도들로는 실업과 빈곤문제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대다수 국가들이 소득보장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어떤 국가는 사회보험제도 전반을 재구축하는 대대적인 개혁

을 하였고, 어떤 국가는 공공부조제도를 새롭게 보완하는 개혁에 착수하

였다.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를 지탱하는 행정시스템의 발전이 취약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지만, 이러

한 상황에 맞게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각종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이 십 여년이 지난 지금, 제도의 효과성

과 효율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교연구를 통해 제도개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연구와 교류가 확산되고 있다. 

 

소득보장체계 
국제비교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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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검토

  1. 사회보장제도의 국제비교

21세기 대부분의 국가가 사회보험제도나 사회부조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국제기구들은 지속적

으로 복지제도의 국제비교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해 왔다. 이 분야에서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예로 들면, OECD, ILO, World Bank 

등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유럽연합(EU)이 운영하는 MISSOC이나 ADB 

등이 있다. 

여러 국제기구 중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 국제

비교 분석틀을 갖춘 것이 EU의 MISSOC 사례이다. 36개 국가의 사회보

장제도 정보교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는 각국의 제도를 

12가지의 제도로 분류하고 있다 : 1) 재정(Financing), 2) 의료보장

(Health Care), 3) 질병-상병급여(Sickness – Cash Benefits), 4) 모성

/부성(Maternity/Paternity), 5) 장애(Invalidity), 6) 노령(Old Age), 

7) 유족(Survivors), 8) 산재(Accidents at Work and Occupational 

Diseases), 9) 가족급여(Family Benefits), 10) 실업(Unemployment), 

11) 기초소득보장(Guaranteed Minimum Resources), 12) 장기요양

(Long-Term Care)이 그것이다. 주목할 점은 MISSOC은 이 12가지의 

제도분류 하위범주를 그 특성에 맞게 차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는 유럽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제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MISSOC의 분류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단계가 상이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비교의 분석틀로는 적

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다 포괄적으로 범주 분류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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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제발전단계의 국가들을 포괄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취합해 왔

던 ILO나 World Bank가 그런 경우일 수 있다. ILO의 분류방식을 보면, 

1) 사회보장제도를 법정제도(Statutory)와 비법정제도(Non-Statutory)

로, 2) 이를 다시 공공(Public)과 민간(Private)의 제도로, 3) 기여형

(Contributory)과 비기여형(Non-Contributory)으로, 4) 각 제도를 다

시 노인(Old Age), 가족과 아동(Family & Child), 근로연령층(Active 

Age), 의료보장(Health Care)으로, 5) 이 인구집단별 구분을 현금급여

(Cash Benefits)와 현물급여(In-Kind Benefits)로 구분하고 있다. 이 

분류의 강점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를 비교하는 분석틀로는 

포괄적이라는 강점을 갖는다.

〔그림 2-1〕 ILO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데이터 분류 체계

자료: ILO Social Protection department (2013). Report on the workshop “Mapping 
existing international social protection statistics and indicators that would 
contribute to the monitoring of social protection extension through social 
protection floors”, Geneva, Switzerland, 13th~15th March 201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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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득보장제도의 국제비교

소득보장제도란 정부가 법령으로 정한 공적 소득보장제도(Public Income 

Maintenance Programs)를 지칭한다. 공적제도란 가족 간 소득이전이

나 비영리단체를 통한 소득이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을 보장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현금이전프로그램(Cash Transfer Programs)을 

지칭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현물

급여(In-Kind Benefits)나 공공서비스(Public & Social Services)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소득보장제도 중에서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 사

회수당(Social Allowance) 그리고 사회부조제도(Social Assistance)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물론 20세기 후반부터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

가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주로 모든 제도를 포괄하기는 힘들

다. 예를 들면, 사실상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지만,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그것이다. 이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도입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위의 기준으로 분류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ILO의 분류방식이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보다 포괄

적으로 대부분의 소득보장제도를 아우를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

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 기준(Criterias)에 따른 것이다 : 1) 재원조달방

식이 기여형(Contributory)인지 비기여형(조세기반형 : Tax-Based)인

지, 2) 지원대상(Population Groups)이 특정 인구집단에 국한된 것인

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3) 지원범위(Coverage)가 해당

인구집단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적인(Universal) 것인지 선별적인

(Selective) 것인지이다. 

물론 이 유형화 방식이 저발전국의 소득보장제도를 완전히 포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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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고민해야 할 것은 저발전국 소득보

장제도 중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제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제도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계속 분류체계

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의 

비교연구와 관련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 비

공식부문이 커서 소득보장제도 중 기여형제도(즉 사회보험제도)의 포괄

범위가 제한적이고 운영방식에서도 특이점이 많다는 점이다. 2) 빈곤층

의 규모가 커서 비기여형제도(특히 공공부조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 사회보장체계에 있어 Social Protection Floor

자료: UNDG(2014). Social Protection Issues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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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

  1. 아시아 각국 사회보장제도 비교를 위한 방법론적 고민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특성 및 유형화 방식에 대한 연구는 유럽은 물론

이고 아시아지역에서도 에스핑-앤더슨의 복지레짐(Welfare Regime) 

유형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

서 어느 국가가 자유주의 복지레짐, 보수주의 복지레짐 그리고 사회민주

주의 복지레짐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배적이었다. 물론 각 

레짐에 더해진 수식어를 감안하면, 특정 국가가 어떠한 복지레짐에 근접

하는지 추론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유형화 논의가 유럽국가 중

심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저발전국

가나 신흥산업국은 이러한 복지레짐에서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이 점에

서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유형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하였다.

사실 아시아 국가들에게 덧붙여진 수식어들, 즉 발전주의 복지국가

(Developmental Welfare State)나 유교주의 복지국가 등의 표현은 보

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아시아 일부 국가

를 특징짓는 개념화의 산물이며, 복지국가 일반을 관통하는 개념화를 의

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당연한 일이다. 

아시아 각국에 대한 복지레짐 유형화 논의는 이제야 새로운 단계로 접

어들고 있는지 모른다. 아시아 각국이 199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형태

의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한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

다. 복지레짐의 새로운 유형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복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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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일정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어야 하고, 국제비교 연구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의 생산과 교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보면, 아시아 각국

이 복지제도 도입이후 빠른 속도로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가. 이

와 관련해서는 2012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정리하고, 이후 ILO와 

UNDG가 보완한 각국 사회보장제도 프로그램 조사 자료가 도움이 된다. 

아래 표는 그 중에서 아시아․환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 도입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그것은 사회보장프로그램을 크게 8가지의 프로그

램으로 구분하고, 각국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정리하고 있다. 8개 정책영역은 다음과 같다 : 1) 상병수당(Sickness – 
Cash), 2) 양육수당(Maternity-Cash), 3) 노령대책(Old Age), 4) 산재

(Employment Injury), 5) 장애(Invalidity), 6) 유족(Survivors), 7) 가

족수당(Family Allowance), 8) 실업(Unemployment)이 그것이다. 

한국은 전체 8개 정책영역 중에서 6개의 정책영역에서 공식적인 프로

그램을 운영 중이며, 아직 도입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는 상병수당

(Sickness-Cash Benefits)과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건강보험에서 질병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상병수당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국가들이 8가지 정책영역 모두에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

지 않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더라도,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에서 향후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첫째, 적용범위(Coverage), 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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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얼마나 많은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보장

수준(Benefit Levels)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 정규성

(Regularity), 즉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표 2-1〉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법제화 현황 및 적용범위

   주: 위의 표에서 각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자료: SSA/ISSA (2012),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Asia and the 
Pacific, 2012, Completed with ILO ; UNDG(20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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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시아 각국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각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국제

기구가 없다는 점은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

은 생산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데이터의 산출방법이 공개되어 있지 않거

나, 생산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다. 아직 이러한 한계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아래 언급한 자료들의 경우에도 그러하다는 점을 언급해 두어

야 할 것이다. 아래 언급한 자료는 유엔기구인 UNDG가 2014년 발표한 

자료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각 자료의 산출방법이나 기준시점이 명시되

어 있지 않다. 2014년 업데이트 되었다는 것이 국가별로 어느 시점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데이터는 대략 

2010년을 전후한 시점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의 현황을 주요 기

여형 제도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다음 그림은 노령연금을 받는 연금수급노인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몽고를 비롯한 세 국가는 100%의 노인이 연금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나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이 약 70%~80% 수준의 수

급률을 보이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40%미만의 수급률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급률 자체가 어느 정도의 소

득대체율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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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노령연금의 실질적 보장범위 : 노령연금 수급 노인 비중

(단위: %)

자료: UNDG(2014)에서 인용

다음 그림은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업보험의 보장범위를 나타내는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률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는 실업보험이 도입

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국가가 제한적이다. 이 그림에 

따르면, 호주가 50%이상의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한국이 그 뒤를 따르

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

는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업보험제도 자체의 

수급조건이 까다로워 수급신청이 저조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실업에서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인정, 실업 전 보험료 납입기간의 설정, 실업급여

의 소득대체율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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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실업보험의 실질적 보장범위 : 실업급여 수급 실업자 비중

(단위: %)

자료: UNDG(2014)에서 인용

다음 그림은 현재 근로연령층 중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제도에 가

입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공적

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이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늦게 도입된 아시아국가로서는 현재의 연금수급 노

인인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가 

현재 공적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이다. 향

후 노인빈곤이나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아시아 각국의 소득

보장제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

여주고 있고, 호주와 한국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시

아 각국의 평균 가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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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계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밀집해 있으며, 실

업보험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5〕 노령연금 실제 가입률 : 15~64세 인구 중 연금보험료 납부자

(단위: %)

자료: UNDG(2014)에서 인용

  3. 아시아 각국의 공적 사회지출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제도의 존재 유무를 떠나 얼마나 실질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다른 잣대로는 공적 사회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의 규모를 들 수 있다. 물론 아시아 각국의 

사회지출 관련 데이터를 공통의 기준에 따라 수집하고 발표하는 조직이 

없는 상황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차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만, 아직 그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ILO는 각국의 공적 사회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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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분해서 보여주고 있다 : 1) 의료보장(Health), 2) 아동(Children), 3) 

근로연령층(Working age), 4) 일반 사회부조(General Social Assistance), 

5) 노인(Older Persons)으로 영역을 세분한 것이다. 이처럼 공적 사회지

출의 기능 구분을 다섯 가지로 세분한 것은 OECD의 SOCX의 분류방식

과는 차이가 있지만, 아시아국가들처럼 경제발전단계가 큰 차이를 보이

고,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국가들을 분류하기에는 

더 적합한 측면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래 그림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마샬군도(Marshall Islands)의 공적 

사회지출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이 일본, 뉴질랜드, 몽고, 호주 등의 순

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평균보다 낮

은 지출수준을 보이고, 중국과 베트남은 아시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공적사회지출 수준은 중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6〕 아시아 각국의 공적사회지출 비중

(단위: GDP의 %)

자료: ILO(2014), ILO Social Protection Department Database (updated in April 2014), 
UNDG(201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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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득보장제도의 비교분석 틀

  1. 소득보장제도의 비교분석 틀

아시아 소득보장제도의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포괄적인 분

류체계를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소득보장제도가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아시아 각국의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일반화된 유형화 체계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를 비교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비교 틀을 채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유럽국가 등 다른 지역 국

가들과의 국제비교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소득

보장제도의 일반화된 비교 틀로, 기존의 국제기구들이 채택하고 발전시

켜 왔던 분석틀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아시아 각국의 노동시장 상황과 비공식부문 규모 등을 고려한 비

교 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공무원이나 군인 그리고 공식부문 임금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외에도 비공식부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저발

전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특징들인 셈이다. 기여형 재원과 비기여형 재

원이 복합적인 형태의 제도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소득보장제도를 지탱할 기반을 고려한 비교 틀이 필요하다는 점

이다. 사회지출 수준이 국가마다 현저하게 다르다는 점과 복지제도를 지

탱할 행정체계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

에서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등 엄격한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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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산조사가 필요없

는 소액의 보편적 지원제도나 현물급여가 활발한 이유이다.

아래 그림은 향후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를 비교하고, 각종 데이

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득보장제도 

유형화 틀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는 기여형 소득보장제도를 기능에 따

라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과 노후소득보장 그리고 실업위험에 대한 보장으

로 구분하였고, 비기여형 소득보장제도는 노인/장애인, 가족/아동 그리

고 근로연령층이라는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각각의 기능별 

제도는 다시 자산조사형과 비자산조사형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수당과 사

회부조로 구분한 것이다.

〔그림 2-7〕 소득보장제도 유형화 : 범주와 예시

재원부담 기능/인구 포괄범위 제도명칭

의료보장 비자산조사 ☞ 상병수당

기여형
복지제도 노후보장 비자산조사 ☞ 공적연금

실업보장 비자산조사 ☞ 실업보험, 산재보험

노인/장애
비자산조사 ☞ 장애수당, 기초연금

조세형
복지제도

자산조사 ☞ 공공부조

가족/아동
비자산조사 ☞ 가족수당, 아동수당

☞ 한부모수당자산조사

근로연령층
비자산조사 ☞ ×

자산조사 ☞ 공공부조, 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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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교대상 아시아 국가의 소득보장제도 현황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아시아 국가의 소득보장제

도는 어떠한가. 아래 표는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등 5개 

국가의 소득보장제도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 표에 예시된 소득

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부조로 분류되는 프로그램 중 현금

급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유무를 살펴본 것이다.

하지만 이 표에서 유무로 표시된 각 제도에 대해서 이견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없다고 표시했지만, 그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표 2-2〉 아시아 주요국 소득보장제도의 특징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사회보험

공적연금
국민연금 Y Y

Y
Y Y

직역연금 Y Y Y Y

상병수당(건강보험 내) Y Y Y △ △

실업보험 Y Y Y △ Y

산재보험 Y Y Y

장기요양보험 Y Y

사회수당

아동수당 Y Y Y

장애수당 Y Y

노령수당 Y Y Y Y

한부모수당 Y

사회부조

생계급여 Y Y Y Y Y

주거급여 Y Y Y

기타급여 Y Y Y Y Y

주: △은 현금급여로 지급되지 않고 현물의 형태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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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시아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방법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의 현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각국의 제도 현황을 파악하는 일 자체도 그것을 어떤 목적

과 관점으로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렇

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자료를 취합할 뿐 정작 학술적 연구나 정책연구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현실에 맞는 정보취합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를 비교함에 있어 중요한 평가사

항은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모든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지

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1) 보장범위(Coverage), 2) 

보장수준 (Benefit level), 3) 재정안정성 (Sustainability)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는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를 평가함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보장하는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이것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들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지표를 각 제도별로 취합하게 되면, 아시

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는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수치를 어떤 기준에 따라 산출할 것인지가 중요

하다. 먼저 각 제도의 보장범위는 수급률(take-up rat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수급률이란 정책적으로 설정된 표적집단(Targeting 

Group) 중 실제 지원을 받는 사람의 비중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

기서 중요한 것은 그 표적집단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

는 일이다. 예를 들면, 수급률이 1) 전체인구 대비, 2) 전체 근로연령인구 

대비, 3) 전체 취업자 대비, 4) 임금근로자 대비, 5) 전체 빈곤층 대비, 6) 

전체 근로빈곤층 대비 중 어떠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급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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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라도 그것이 대상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매우 다른 의미

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득보장제도에서 보장범위 이상으로 중요한 평가지표가 바로 

보장수준의 문제이다. 그것은 크게 기여형(Contributory)제도와 비기여

형(Non-Contributory)제도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여

형제도에서 보장수준이란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로 표현된다. 

연금이나 실업은 퇴직 또는 실직전 급여의 %로 보장수준을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금제도가 표적집단의 100%를 보호하더라도 소

득대체율이 낮은 경우, 빈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제도

가 성숙하기 이전에는 낮은 가입기간 등으로 인해 빈곤층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향후 상당기간 이러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제도평가에서 이러한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들이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 비기여형제도에서 말하는 보장수준은 주로 급여

수준(Benefits Levels)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조세를 통해 보장된다는 점

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 절대금액, 2) 평균/중위소득 대비 %, 3) 

최저임금 대비 %, 4) 빈곤선 대비 %가 그것이다. 

끝으로 각종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적정한 급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

다. 그것은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조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국

가들의 경우, 제도 자체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경우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

이다. 최근 그리스사태는 공적연금의 경우에도 그것이 안정적으로 보장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대두

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인구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늦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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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하면, 이는 다가오는 문제일 것이다. 어찌되었든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

는데 필요한 비기여형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 즉 조세수입이다. 이는 조

세부담률 및 국가부담률이 낮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

는 문제이다. 즉, 경제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와 산업부문 그리고 

교육과 의료부문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경험하는 재

원부족 문제이다. 이 점에서 각국이 비기여형 소득보장제도를 위해 얼마

나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사회보험제도의 가입률이 얼마나 높은지

가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4. 몇 가지 주안점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 중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정성적으로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

다. 이는 대부분 정부나 정부기관들을 통해 취합하기보다, 민간차원에서 

협력을 통해 취합해야 할 정보일 것이다. 그것은 각 제도별로 다음과 같

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공적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과 공무원이나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역사적으로 직역연금이 빨리 도입되고, 국민연금 도입이 한참 

늦어진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최근에야 도

입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연금이 확정급여방식인지 확정기여방식인

지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일 것이다. 끝으로 두 연금 사이의 실질 소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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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율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 중 많은 국가들이 실업보험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것은 아시아 각국의 노동자들이 실업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그에 따른 보장장치가 취약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안정성 또한 높은  

정규직 노동자일수록 실업보험에 가입한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위험에 직면한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실업보험에 가입

한 비중이 낮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각국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사실 아시아 국가들은 제한된 복지자원과 경제성장에 대한 

압박으로 현금급여형 복지지출보다 인적자원개발 등 목적을 특정할 수 있

는 복지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자원투입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는 중요한 평가지표일 것이다.

그 밖에도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 중 이른바 사회수당제도

(Social Allowances)의 분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전히 더 많

은 국가들이 가족수당 등 사회수당을 갖고 있지 않지만, 중국, 몽고, 싱가

포르, 태국, 이란 등의 국가가 가족수당제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의 가족수당과 비교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는지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한 대목이다. 즉, 적용범위의 보편성 정도, 급

여수준의 정도 그리고 지원의 지속성 등이 그것이다. 참고로 각국의 사회

수당제도가 실제로 보편적 수당제도인지 사회부조제도 중 최저소득보장

제도를 보완하는 부가적 급여인지 판별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 중에서 그 형태 분류에 많은 고민

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사회부조제도이다. 가장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대상선정과 급여수준 결정 그리고 지급방식 등에서 각국의 정치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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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힘겨루기가 가장 잘 드러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기여형제도들

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강력한 이해관계 집단이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회

부조는 비기여형제도라는 점에서 수급자에 대한 낙인감이나 보장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여론의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이 점에서 수급자를 정하는 소득기준이 과학적인 방법과 합

리적 절차에 따라 책정되는지, 그 밖에 부양의무자와 같은 전통적 수급조

건이 부가되고 있는지, 급여수준이 얼마나 현실적이며, 다양한 특성을 가

진 빈곤층의 욕구를 잘 대변하는지,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보

호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 평가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5절 소결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 비교는 거시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국제

비교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보편성과 객관성 등

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아시아 각국

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비교일 것이다. 그러한 접

근방식이 실제 각국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쉬운 국제비교 방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건이 크게 다른 서구 복지국가들과의 국

제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식이 주는 보다 근본적인 한계는 새로운 대안 

모색과 관련된 상상력의 제약이었다. 이 점에서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과 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실험은 단기간에 완성하기 힘든 특성을 갖는다. 국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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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와 데이터 구축 그리고 국제비교를 위한 의지

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를 위한 정부의 의

지나 여건이 취약했다면, 최근 들어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확충속도는 국

제비교 연구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변

화에 발 맞춰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

로 제도의 상호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Platform)이 필요하다는 점

이다. 이는 아시아 주요국을 출발점으로 사회보장정책과 관련된 각국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유럽연합 차원에서 지원하는 MISSOC과 유

사한 네트워크 기구를 설립하여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보

를 수집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보장정보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사회지출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여 가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는 현재 OECD의 

SOCX에 준하는 공적사회지출 관련 정보네트워크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공적사회지출에 관한 정보체계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이다. 



중국의 소득보장체계: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역사적 배경

제3절  공공부조의 구조와 현황

제4절  공공부조의 개혁 동향

제5절  발전 전망

3제 장





제1절 들어가며

신 중국 성립 이후, 중국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강화

하였다.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 공공부조는 국가에서 베푸는 

‘시혜’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사회구제(社會救濟)제도에서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중심이 된 현대적인 사회구조(社會救助)제도로 발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 중에서 중국 정부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면서 그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의 개혁과 발전을 거쳐 중국 공공부조제도의 기틀이 잡히면서 

공공부조제도가 법제화되어 가고,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권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공공부조의 역할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중국 공공

부조제도의 발전방향은 중앙정부 책임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지도 

아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분담시스템을 확립해서 최저생활

보장제도 위주의 공공부조체계에서 점차 종합적인 공공부조체계로 발전

하는 것이다.

제2절 역사적 배경

중국 공공부조는 국가에서 베푸는 ‘시혜’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사회

구제(社會救濟)제도에서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중심이 된 현대적

중국의 소득보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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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회구조(社會救助)제도로 발전해 오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과 더불어 

경제체제 개혁이 심화되면서 1990년대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것은 중국 정부에게 소수층(근로무능력, 무소득, 무부양인)에게 베풀었던 

전통 사회구제의 한계점을 드러나게 했다. 체제 전환에 따른 구조적인 실

업으로 인해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지자 중국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구조의 

수립·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러므로 신 중국 성립 이후 중국 공공부조의 발

전과정은 크게 개혁개방 전후로 아래와 같이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혁개방 이전: 전통 사회구제단계(1949~1977년)

신 중국 성립 이후 형성된 사회구제제도는 주로 임시적, 한시적인 개입

을 통한 소극적인 조치였다.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에서는 단위(單位)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모델이 형성되면서 주로 

고아, 장애인, 노인, 단위가 없는 자 그리고 특수한 신분을 가진 빈곤층 

등 특수계층에 대한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졌다.

가. 건국 초 사회주의 개조 시기의 사회구제(1949~1956년)

1949년 신 중국 성립 이후, 중국은 해하(海河)1), 창강(长江)유역 등 16

성에서 대홍수의 재해를 입었고, 수해인원만 해도 무려 4,500여만명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대략 4백만명에 

1) 랴오하(辽河, 요하), 쑹화강(松花江, 송화강), 황하(黄河), 하이하(海河, 해하), 창강(长江), 
주강과 함께 중국 7대수계의 하나로 허난성(河南省) 둥바이산(桐柏山, 동백산)에서 발원하
여 동쪽으로 흘러 허난성(河南省), 안후이성(安徽省), 장쑤성(江苏省)의 4개 성을 지나 삼
강영(三江營)에서 창강(长江)으로 흘러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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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 당시 도시 근로인구의 26%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역사상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수치였다. 전국적으로 긴급 구해가 필요한 인원은 5

천만명에 이르러서 전국 총 인구의 10%를 차지하였다2).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1949년 11월 내무부에서는 ‘국민을 굶어죽게 하지 말자’라

는 구호 아래 ‘근검 절약하여 재해를 이겨내고 자주적으로 생산에 임하며 

공사를 벌여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방침을 펼쳤다. 같은 해 12월, 정무원

에서는 「생산 재해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내무부에서는 「생산 자조를 

강화해서 재해민이 타지로 도망가지 말 것을 독력하고 재해양식을 분배

하는 것에 관한 지시」를 발표하였다.3) 1950년 2월 중앙재해위원회가 설

립되었고, 같은 해 4월 북경에서 중국인민구제대표회의가 개최되고 중국

인민구제총회가 성립되면서 전국적으로 사회구제사업을 전개하였다. 도

시에서는 사회구제가 명백하게 우발성 사건에 대처하는 임시적, 한시적

인 개입의 성격을 나타내서 계층별로 상이한 구제정책이 실시되었다. 당

시 실시된 구제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빈곤층에게 구제 목적으로 큰 액수

의 돈을 지급하는 구제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국가재정이 상당히 어려

웠지만, 대량의 재정과 양식 지출을 통해 대규모 구제사업을 전개하였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950년부터 1954년까지 국가에서 10억 위안을 농

촌 재해재난기금으로 지출하는 동시에, 대량의 구제물자를 지급하였다. 

도시에서는 삼무인원과 기타 생활이 곤란한 인원을 위해 일반성 구제와 

임시성 구제를 실시하여 그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였다. 2) 자선모금활

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상부상조정신을 강조하였다. 3)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난민, 재해민과 빈민을 적절하게 보호하였다. 관련 보호조치는 주

로 분산, 수용, 송환 등의 방식이었다. 남경, 상해, 무한, 광주 등 8개 성‧

2) 多吉才让(2001). 《中国最低生活保障制度研究与实践》, 北京：人民出版社, 2001年
3) 陈良瑾. 《社会救助与社会福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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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실시된 연구조사에 따르면, 1950년말까지 농촌으로 송환된 인구

는 총 110여만명에 이르렀다. 4) 실업자의 생활문제를 해결했다. 적극적

으로 생산을 발전시켜서 취업을 촉진하는 한편, 생산에 임하며 공사를 벌

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생산에 뛰어들어 스스로 돕고 

전업하여 교육에 임하며 고향으로 돌아가 생산에 참가하며, 구제금을 지

급하는 등 구제방식을 실시하였고, 구제와 보호 조치를 실시하였다. 신 

중국 성립 이후 사회구제는 그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으며 인원이 광대하

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사업에 속한다.

나.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 시기의 사회구제(1957~1977년)

195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시기에 접어들었

다. 계획경제체제의 수립과 함께, 도시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주민들은 단

위에 배정되어 의식주 등 기본적인 수요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등 방면

에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는 단위보장제가 형성되었다. 농촌에서는 

합작화가 가속화되면서, 농민의 생로병사는 기본적으로 집체경제에 의존

하여 해결되었다. 또한 근로능력을 일부 상실한 농민들은 집체에서 할당

한 힘이 적게 소요되는 작업에 종사하여 집체경제로부터 일정한 물자를 

제공받았다. 농민들의 기본적인 수요는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생활 전

반에 걸쳐 낮은 수준으로 집체경제에 의존할 수 있게 되었다. 1956년에 

발표된 「고급농촌생산합작사 시범규장」에 근거하여, 각 지역에서는 ‘오

보공양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중국 농촌에서는 계획경제에 부합되

는 전통 사회구제제도의 틀이 기본적으로 확립되었고, 점차 국가보장과 

단위(농촌합작사)보장이 서로 결합되었으며, 단위(농촌합작사)보장이 위

주가 된 사회보장제도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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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혁개방 이후: 현대 사회구조단계(1978~현재)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경제사회체제의 개혁이 심화되면서, 중국에서 도

시와 농촌의 빈곤문제가 점차 심각해져 갔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도시의 면직자와 실업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

었다.4) 주로 삼무인원 등으로 구성된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전통 사회구

제제도는 ‘시혜’를 토대로 한 소극적인 조치에 불과했기에 경제체제 변형

시기의 중국 빈곤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전통 사

회구제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중국 실정에 부합되는 공공부조제도를 강구

해야만 한다. 중국 공공부조제도의 개혁은 농촌 빈곤문제의 해결에서 출

발하여 점차적으로 도시 신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가. 개혁발전시기의 사회구조(1978~1998년)

1978년 이전 중국은 빈곤 발생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였다. 당

시 빈곤 현상은 주로 농촌지역에만 존재하였다. 1978년 당시 전국적으로 

농촌 절대빈곤 인구 수는 대략 2억 5천만여명에 이르러서 총 농촌 인구의 

31%를 차지하였다.5) 농촌 빈곤구제는 당시 사회구제의 중점사업이었다. 

개혁개방 초기 농촌 빈곤의 심화에 대처하기 위해, 농촌 구제는 주로 다

음과 같은 조치를 선택하였다. 1) 정기정량(定期定量) 구제방식이었다. 이 

방식에 적용된 구제 수혜자는 주로 농촌에서 매년 발생하는 생활에 어려

움을 겪는 특수빈곤가정, 고아, 노인, 질환자 그리고 정리해고된 근로자

였으며, 일반적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일정한 분량의 구제급여와 구제 양

4) 郑功成等著：《中国社会保障制度变迁与评估》，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
5) 李军(2004). 中国城市反贫困论纲[M].经济科学出版社.2004 年 10月第 1 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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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등의 실물을 지급받아서 기본생활을 보장받았다. 기타 다른 빈곤층들

은 재해구제의 방식으로 임시 구제를 제공받았다. 2) 지속적으로 농촌오

보공양제도를 개선하였다. 중국 정부에서는 촌에서 일부를 떼어 놓거나 

총괄한 이른바 ‘삼제오통(三提五统)’ 경비에서 지출한 자금을 농촌오보공

양에 사용하였으며, 오보 수혜자의 기본생활비를 보장하였다. 3) 중점적

으로 농촌 구빈활동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구빈사업은 크게 3단계로 구

분된다. 제1단계는 경제‧사회체제개혁으로 인해 추진된 구빈사업단계이

다.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실시된 제1단계 구빈사업은 가정책임제가 

인민공사의 집체경작제도를 대체하고, 농산품 시장체계를 재건하며, 빈

곤인구가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도록 촉진했다. 제2단계는 계획적이

고 조직적이며 대규모적인 개발식의 구빈사업단계이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추진된 제2단계 구빈사업에서는 국무원에서 구빈개발영도

팀을 구성하여 사업방식을 구제식 구빈사업에서 개발식 구빈사업으로 전

환하였으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대규모적인 구빈개발사업을 통해 빈

곤지역과 빈곤인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제3단계는 구빈퇴치

계획(扶贫攻坚计划)6)사업단계이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된 제

3단계에서는 국가 87 빈곤퇴치 프로그램(国家八七扶贫攻坚计划)에서 제

시된 인력, 자금, 물적 자원을 집중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역량을 동원하

여 7년 동안의 시간을 활용해서 2000년까지 기본적으로 전국에 걸쳐 농

촌 8천만 빈곤인구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구빈 개발을 통해 

중국 농촌의 빈곤인구는 2억 5천만 명에서 3천만 명으로 감소해서 총 농

촌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3%정도로 감소하였다.7)

6) 국가 87 빈곤퇴치 프로그램(国家八七扶贫攻坚计划)이 발표된 이후 인력, 자금,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촌지역 등 빈곤 지역의 절대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벌인 
사업을 의미한다.

7) 樊怀玉，郭志仪，李具恒等, 贫困论(2002). 贫困与反贫困的理论与实践[M]. 民族出版社. 
2002 年第 1 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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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빈곤문제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관심 밖에 있었다. 원래 계획경제

시기에는 도시에서 고 취업, 고 복지, 저 임금체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경제사회체제의 변형과 국유기업의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대량의 면직

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도시 빈곤인구는 신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상대빈곤문제가 점차 대두

되고 있다. 전통 사회구제방식은 이미 빈곤층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많은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임시구제와 정기

정량의 구제방식을 토대로 각 지역에서는 도시빈곤층에 적합한 사회부조

제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1993년 6월 상해시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주

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였는데, 이것은 도시빈곤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정부에서는 상해에서 실시된 도시주민 최저

생활보장제도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다른 동부 연해지역에서 시

범사업을 선행한 후 전국에 걸쳐 시범사업을 확대하도록 지시하였다. 몇 

개월 후, 하문시(厦门市)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하문시 최저생활보

장 임시시행안을 발표하였다. 무한(武汉), 중경(重庆), 란주(兰州), 심양

(沈阳) 등 지역에서도 서둘러 연구조사를 거쳐 관련 제정을 마련하였다. 

1997년 9월 국무원에서는 「전국적으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

립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1999년말부터 전국의 모든 도시

와 현(县) 정부에 소재한 진(镇)에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

할 것을 요구했다. 이 통지를 통해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부조 반

문, 부조 기준, 부조 자금출처 등 관련 정책이 마련되었다. 도시주민 최저

생활보장제도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중요한 정책결정으로 

거듭났으며, 도시주민 빈곤인구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발돋움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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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 개선시기의 사회구조(1999~현재)

1999년 9월 28일 국무원에서는 정식으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조례

를 발표하였다. 이 조례가 발표되면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사업은 정

식으로 법제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2008년말까지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는 2천 3백만 명, 1천 1

백만여 가구에 이르렀고, 최저생활보장 급여는 일인당 매달 205위안으로 

일인당 평균 지출이 141위안에 이르러서 매년 누적된 지출은 385억 위

안에 달했다.8) 이로써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는 도시 빈곤인구의 기

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수립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1996년 12월 민정부 사무처에서 「농촌 사회보장체

계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행하여 ‘농촌 사회보장체계 

건설사업을 전개하는 지역에서는 모두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중점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은 도시보

다는 낮지만, 농촌의 모든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

립할 것을 독려하였다. 농촌 각 지역에서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고, 자금

은 촌에서 일부를 떼어 놓거나 총괄한 경비에서 지출한 자금을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농촌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된 최저생

활보장제도는 각 지역별로 불균형적으로 발전하였다. 2004년 「중국공산

당 중앙위원회에서 농민 소득증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재심하여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에서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

할 것을 명시하면서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수립이 다시금 진지하

8) 民政部财务与机关事务司.民政事业统计季 [EB, OL]http: cws.mca.gov.cn, accessory, 
200902, 1233554233793.htm，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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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논의되었다. 2006년 12월 중앙정부에서는 농촌사업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에 걸쳐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할 것에 이

어 2007년 7월 「국무원에서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할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는 농촌 빈

곤인구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시범사업은 전

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농촌 전 지역에서 실시되는 제도로 확립되었다. 

제3절 공공부조의 구조와 현황

중국 공공부조는 사회구제(社會救濟)제도에서 사회구조(社會救助)제도

로 발전해 오면서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면서 그 기

틀을 잡아가고 있다. 중국 공공부조체계는 크게 내용별로 도시, 농촌최저

생활보장제도와 농촌오보제도가 위주가 되고 있는 생활부조와 의료, 교

육, 주택, 취업, 사업 등 각종 부조가 중심을 이루는 전문부조 그리고 재

해부조, 특수빈곤인원부조, 유랑구걸인원부조로 구성되는 임시부조 등 3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공공부조는 눈부시게 발전해오고 있다. 공공부조

제도 역시 개선 중이고, 전체적인 기능 또한 좋아지고 있어 도농 공공부

조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졌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

어나고,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입은 많은 이재민들이 도움

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도농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는 현재 개선을 필요로 

한다. 교육, 의료, 주택 등 기본적인 공공부조 항목들이 취약해서 중국공

공부조 체계는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

중국 공공부조는 크게 생활부조, 전문부조, 임시부조 등 세가지 유형으

로 구분되고, 도농주민최저생활보장, 농촌오보공양 등 생활부조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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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항목 보장대상

생활부조
도농주민최저생활보장 빈곤가정

농촌오보공양 노인, 장애인, 16세 미만 촌민

전문부조

의료부조
최저생활보장 가정구성원, 특수빈곤공양수혜자,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특수빈곤자

교육부조
의무교육 기간 재학중인 최저생활보장 가정구성원, 특
수빈곤공양수혜자

주택부조
건강한 주거생활이 어려운 최저생활보장가정, 분산부
양의 특수빈곤공양수혜자

취업부조
최저생활보장가정 중 노동이 가능한 자와 실업 상태의 
특수빈곤공양수혜자

법률부조 경제난 혹은 특별사건 인원

임시부조

재해부조 이재민

특수빈곤인원부조

노동력이 없는 자, 소득이 없고 봉양, 양육, 부양 의무
자를 정할 수 없는 자 혹은 법정으로 정한 봉양, 양육, 
부양 의무자가 봉양, 양육, 부양 능력이 없는 노인, 장
애인 혹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유랑구걸인원부조 유랑구걸인원

를 이루고, 의료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취업부조, 법률부조 등 전문부

조를 핵심으로 삼고, 재해부조, 특수빈곤인원부조, 유랑구걸인원부조 등

을 임시부조로 한다.

〈표 3-1〉 중국 공공부조체계의 구성

  1. 생활부조

현재 중국은 도농주민최저생활보장과 농촌오보공양 등을 기초로 한 공

공부조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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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농주민최저생활보장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구성원의 평균 소득이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생

활보장 기준을 못 미치고,현지 최저생활보장가정의 재산이 최저생활보장 

규정에 부합하는 가정에게 최저생활보장 급여를 지급한다. 최저생활보장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혹은 구 인민정부에서 정한 최저생활 유지비

를 책정한다. 현지의 경제사회발전 수준과 물가변동 상황에 맞추어 수시

로 조절한다. 최저생활보장가정의 소득과 재산 수준은, 성, 자치구, 직할

시, 구 인민정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된다. 최저생활보장 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1) 공동으로 생활중인 가정구성원들의 호

적 소재지 인민정부를 찾아가서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가정구

성원의 직접 신청에 문제가 있을 시 촌민위원회 혹은 주민위원회에 위탁

하여 신청서 제출한다. 2) 해당 소재지 인민정부, 동사무소에서 호적 조

사, 이웃 방문, 서면 인증, 대중 평가, 정보 검증 등을 통해 신청인 가정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제1심 의견을 제출하며, 신청인이 소재한 

촌, 지역구에 공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의 심사가 진행된다. 3)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의 심사 후,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에게 승인하여 신청인

이 소재중인 촌, 지역구에 공표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정에게는 서

면으로 부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최저생활보장 수혜자에게는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구성원의 평균 소득과 현지 

최저생활보장 기준의 차액만큼 매월 최저생활보장 급여로 지급한다. 최저

생활보장을 받고 있으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노인,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과 중환자들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절차에 따라 생활보장을 지원

한다. 최저생활보장가정의 인원, 소득, 재산상황의 변화가 생길 시 즉시 

해당지역 인민정부, 동사무실에 알려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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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인민정부, 동사무소에서는 최저생활보장을 받는 가정의 인원, 소득, 재

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최저생활보장가정의 인원, 소득, 재산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그 급여를 많게나 적게 혹은 중단

할 수도 있다. 급여가 중단될 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나. 농촌오보공양

농촌오보공양은 의, 식, 주, 의료, 장례 등에 있어서 촌민들에게 생활과 

물질적 지원을 한다. 국무원 민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촌오보공양을 

주관하고,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는 행정구역 내의 농촌오

보공양을 주관하며, 향, 민족향9)(民族乡, ethnic township), 지역민정

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농촌오보공양을 관리한다. 촌민위원회와 향, 민

족향, 지역민정부의 협조 아래에서 농촌오보공양사업이 전개된다. 노동

력이 없는 자, 소득이 없고 법적으로 봉양, 양육, 부양 의무자를 정할 수 

없는 자 혹은 법정으로 정한 봉양, 양육, 부양 의무자가 봉양, 양육, 부양 

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혹은 16세 미만 미성년자 등은 농촌오보공양 

수혜자에 해당된다. 농촌오보공양의 우대를 받으려면, 본인이 촌민위원

회에 신청하고, 나이가 어리거나 지적 장애가 있어 신청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자는 촌민 소그룹(村民小组) 혹은 다른 촌민에게 위탁하여 신청한

다. 촌민위원회의 민주 평의회를 통해 「농촌오보공양사업조례(农村五保

供养工作条例)」의 제6항 규정 조건에 부합 여부를 심의한 후 해당 촌 내

에 공시한다. 평의회에서 큰 이견이 없을 시, 촌민위원회에서 평의 이견과 

9) 민족구역의 자치정권으로 향급향정구(乡级行政区)에 속하며 행정지위 상 향(乡)과 동일하
다. 중국의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民族区域自治法)은 소수민족의 거주지역이 비교적 작고 
인구도 적으며 분산되어 있어 자치지방(自治地方)의 설립이 부적절한 지역에서의 민족향
의 설립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족향행정공작조례(民族乡行政工作条例)는 민족향 
제도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보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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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를 향, 민족향, 지역인민정부에 보내 심의한다. 농촌오보공양은 

아래와 같은 공양내용들을 포함한다: 식량, 식용유, 부식품10)(副食品)과 

생활에 필요한 연료; 옷, 이불 등 생활용품과 잡비; 기본 주거조건에 부합

하는 주택 지원; 자신을 혼자 돌볼 수 없는 자에게 질병 치료를 제공; 상례

와 장례를 치른다. 16세 미만 혹은 만 16세이지만 의무교육 기간중인 자

들은 농촌오보공양의 수혜자에 해당되며, 이들에게는 법적으로 의무교육

비를 지원한다. 농촌오보공양 수혜자들은 농촌오보공양서비스기관에서 

집중공양 혹은 분산공양 등 2가지 공양방식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촌오보공양 수혜자들은 스스로 공양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집중공양을 

선택한 농촌오보공양 수혜자는 농촌오보공양서비스기관에서 공양을 제공

받는 반면, 분산공양을 선택한 농촌오보공양 수혜자는 농촌위원회와 농촌

오보공양서비스기관 두 곳으로부터 공양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전문부조 

현재 중국은 의료, 교육, 주택, 취업 그리고 법률 등 부조항목을 공공부

조체계의 핵심으로 삼아 기틀을 마련하였다. 

가. 의료부조

중국 정부에서 건전한 의료부조제도를 수립하여 의료부조 수혜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래에 해당되는 자들은 의료부조 신청

이 가능하다: 최저생활보장 가정구성원; 특수빈곤공양수혜자;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특수빈곤자. 의료부조 부조내용: 부조수혜자에

10) 주식(主食)에 곁들여 먹는 음식(飮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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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혹은 신형농촌합작의료의 개인 납부부분을 지

원하고, 부조수혜자에게 기본적인 의료보험, 중병보험과 기타 의료보험금

을 지급하며, 개인 혹은 가정이 규정된 기본의료비를 자비로 감당 할 수 

없을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의료부조의 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경

제사회발전 수준과 의료부조 기금 상황에 따라 공시한다. 의료부조를 신

청 시, 향 지역민정부, 동사무소에 신청‧심의를 통과하고 공표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심의하며, 최저생활보장 가정구성원과 특수빈곤공

양수혜자의 의료부조는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직접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의료부조를 수립하기 위해 기본의료보험, 중병보

험과 연관된 의료비용을 결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의료부조 수혜자에

게 더욱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응급부조제도를 수립해서 응급치

료가 필요하나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응급치료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응급

환자들을 지원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응급비용은 질병응급부조기금에서 

지급한다. 질병응급부조제도는 기타 의료보험제도와 연결된다.

나. 교육부조

국가에서 의무교육 기간중인 최저생활보장 가정구성원과 특수빈곤공

양 수혜자에게는 교육부조를 제공한다. 고등교육(중등직업교육을 포함), 

일반 고등교육 이수중인 최저생활보장 가정구성원과 특수빈곤공양 수혜

자 그리고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들에게 교육부조를 제

공한다. 교육부조는 수혜자의 수요에 맞추어 관련 비용을 감면하거나, 장

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부조를 제공하며, 근로장학생11)(勤工助学) 등의 

11) 중국 일부 학교가 취하는 학교운영 방식으로 학생이 재학 기간 중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학비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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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부조를 제공해서 교육부조 수혜자들의 학업과 생활을 보장한

다. 교육부조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경제사회발전 

수준과 수혜자의 학업, 생활수요에 맞추어 공표한다. 교육부조 신청은 국

가에서 규정한 바에 의거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심의를 걸쳐 확인한 후, 

학교에서 국가 규정에 따라 부조를 제공한다.

다. 주택부조

국가의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에서 주거가 어려운 최저생활보장 

가정과 분산공양중인 특수빈곤자에게 주택부조를 제공한다. 주택부조는 

공동임차주택, 임차보조금, 농촌자욕 위험주택 개조 등을 지원한다. 주택

부조의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해당 행정구의 경제사회발전 

수준과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도시와 읍에 소재중인 가정이 주

택부조를 신청 시, 향진 인민정부, 동사무소 혹은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

장부에 신청한다. 현급 인민정부에서 가정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조사하

고,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에서 주택상황을 조사한 후, 신청조건에 부

합되는 신청인에게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에서 우선적으로 부조를 제

공한다. 농촌가정이 주택부조를 신청 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규정

에 따라 집행한다. 각급 인민정부에서 국가 규정에 따른 재정 투자와 용

지 제공 등 방식으로 주택부조를 보장한다.

라. 취업부조

최저생활보장 가정에서 근로능력은 있으나 실업상태인 자에게 대출 지

급, 사회보험 보조, 취업 알선, 업무능력 지도, 비용 감면, 공익성 직장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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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등의 방법으로 취업부조를 제공한다. 최저생활보장 가정에서 근로능

력은 있으나 실업 상태인 자들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가정에서 최소한 1명의 취업은 보장한다. 취업부조 신청은 소

재중인 동사무소, 지역사회 공공취업서비스센터에서 신청하고, 공공취업

서비스센터에서 확인한 후 등록하여 무료로 취업 정보, 직업 소개, 업무

능력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저생활보장 가정에서 근로능력은 있

으나 미취업자들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과 관련 부처에서 알선한 직장

을 받아들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건강과 노동력을 고려해

서 알선한 직장을 거절 시, 현급 인민정부에서 최저생활보장지원 급여를 

삭감 혹은 중단할 수 있다. 취업부조에서 알선한 직장을 다닐 시, 국가에

서 규정한 사회보험 보조, 세금 혜택, 소액담보대출 등 취업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마. 법률부조

법률부조는 정부 법률지원기관의 법률지원 변호사를 뜻한다. 경제난 

혹은 특수사건에 해당되는 자가 무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

종의 법률보장제도이다. 사법부조 또는 소송부조라고도 불리며, 인민법

원 소송비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 시 납부기간 연장, 비용 삭

감 혹은 소송비용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사법집행 중 법원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인민조사원에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부조제도를 수

립해서 생활수준이 조건에 부합되는 피해자들은 국가의 부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법부조 중 법으로 지정된 빈곤한 피고인은 무료

로 변호인을 알선 받을 수 있고, 빈곤 피해자에게는 무료로 법률 서비스

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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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시부조

현재 중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재해부조, 특수빈곤인원부조, 유랑구걸

인원부조 등 임시부조로 구성된 공공부조체계를 구축하였다. 

가. 재해부조

국가에서 수립한 건전한 자연재해부조제도는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생활부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자연재해부조는 

속지 관리를 실시하며, 등급에 따라 책임진다. 시급이상 인민정부와 자연

재해가 다발적이고 쉽게 발생하는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에서 자연재해 

발생 후 응급서비스와 물질부조를 제공한다. 자연재해 발생 후, 현급 이

상 인민정부 혹은 인민정부의 자연재해부조 응급종합기관은 상황에 맞추

어 비상대피, 이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요원들에게 필요한 음식, 

음료, 보온, 임시숙소, 방역 등 응급부조를 제공한다. 재해 상황이 안정된 

후, 재해지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역의 피해를 파악한다. 재해지역

의 인민정부는 지역의 안전을 확인한 후, 주택피해가 심각한 이재민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 자연재해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후, 재해지역 인

민정부 민정부 등 부처에서 해당 행정구역 내의 주민들은 주택 재건 부조

수혜자가 된다. 이들은 기금과 물질 등의 부조를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발생 후, 재해지역 인민정부는 그 해 동안 혹은 다음 해 봄철에 생활빈곤

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기본 생활부조를 제공한다.

나. 특수빈곤인원부조

국가에서 노동력이 없는 자, 소득이 없고 봉양, 양육, 부양 의무자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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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자 혹은 법정으로 정한 봉양, 양육, 부양 의무자가 봉양, 양육, 

부양 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혹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일시적으로 

특수빈곤인원부조를 제공한다. 특수빈곤인원부조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

한다: 기본 생활조건 제공; 자립 생활을 할 수 없는 자에게 돌봄을 제공; 

질병치료; 장례와 상례를 제공한다. 특수빈곤인원부조의 기준은 성, 자치

구, 직할시 혹은 구 인민정부에서 정한다. 특수빈곤인원부조는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장, 최저생활보장, 고아 기본생활보장 등 제도

와 연결되어 있다. 특수빈곤인원 신청은 본인 호족상의 향진 인민정부, 

동사무소에서 서면으로 신청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자는 촌민위원회, 

거주민위원회에 위탁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수빈곤인원부조의 심사는 

해당 방안의 제11항 규정에 따른다. 향진 인민정부, 동사무소에서 신속히 

주민 생활을 파악한 후, 특수빈곤 공양조건에 부합하는 자에게는 부조를 

지급한다. 특수빈곤인원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자에게는 촌민위원회, 

거주민위원회 혹은 공양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향진 인민정부, 동사무소

에 공지해서 향진 인민정부, 동사무소에서 심의한 후 현급 정부의 결제 

후 부조 정지를 통보한다. 특수빈곤공양인원에 해당하는 자는 소재중인 

공양서비스기관에서 집중공양 혹은 분산공양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별

공양인원은 두 가지 공양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한다.

다. 유랑구걸인원부조

2003년 8월 1일에 정식으로 실행된 「도시 연고지가 없이 떠돌아 다니

는 유랑구걸인원 부조방안(城市生活无着的流浪乞讨人员救助管理办法)」에 

따르면, 부조관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제도의 기초가 마련되어 관련 

기관의 협력구조가 형성되었다. 부조관리의 적응을 위해, 각 지방에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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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부조스테이션을 재건하고 신설하며, 부조스테이션, 자문스테이션, 

거리(街头) 부조스테이션 등을 통해 인터넷 부조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로

운 사업방식을 통해 각 제도들을 완전하게 수립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

고, 작업효율과 부조효과를 높인다. 유랑아동 시설과 성인 부조시설을 따

로 분류해서 미성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한다.

제4절 공공부조의 개혁 동향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의 개혁과 발전을 거쳐 중국 공공부조제도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공공부조제도의 기틀이 잡히면서 공공부조제도가 

법제화되어 가고,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권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공

공부조의 역할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저생활보장제도

의 수립은 1억 명에 달하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했

다. 그러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사회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공공부

조제도의 수립과 발전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개

혁개방 이전부터 고착된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문제로 인해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낮은 급여수준, 관리감독의 부재, 복지노동연계시스템의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 중국 공공부조의 개혁 성과

중국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중국은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성공적

으로 빈곤층이 감소한 것은 최고 성과 중의 하나로 뽑을 수 있다. 1990년 

이래 중국은 공공부조체계를 점차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보장의 기본 

제도로 거듭나게 되었다. 민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회서비스발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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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공보(社会服务发展统计公报)」에 따르면, 2013년 도시주민 최저생활

보장,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 도농 의료부조, 농촌오보공양, 재해부조 

등5가지 제도에 2,200억위안을 지출해서 총 재정지출의 3.1%를 차지하

였고, 민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명목으로 지출한 4,277억위안의 51.4%에 

해당된다. 이번 절에서는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와 농촌주민 최저생

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중국 공공부조의 개혁 성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가.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발전

현재 중국의 공공부조제도에는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2013년 현재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수혜자 수는 총 2,064만명, 1,097만가구이다. 도시최

저생활보장 급여로 지출된 금액은 무려 757억위안에 이른다. 

첫째,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는 해마다 줄고 있다. 2013년도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수혜자가 전년대비 80만 명이 줄어서 3.7%가 감

소했다. <표 3-2>에서 보다시피,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는 2010

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7~2008년에는 수혜자 수가 늘어났고, 

2009년도에는 2346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 후 4년동안 해마다 수

혜자 수가 감소하였다. 2009~2011년에는 1.5%정도 감소하였고, 2012

년에는 5.8%가 줄었다. 2013년도에는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수혜자가 

2009년도 대비 285만 명이 줄어서 2009년대비 12.0%가 줄었다. 이러

한 감소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 1) 최근 정부와 사회가 

‘발전형 부조’라는 공통된 의식을 조장해왔다. 상해시의 ‘발전형 부조’에

는 구직등기, 적절한 배치와 취업보조 등 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상해시는 2005년부터 10만명 가량의 도시주민 최저생활보



제3장 중국의 소득보장체계: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63

장 수혜자를 감소해왔다. 2) 정부에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자격심사

에 있어 재산 관련 제한사항을 추가하였다. 증권,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은 심의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채택된다. 1990년대 초반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될 때 중국 도시주민들은 개인 재산을 

거의 소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시점부터 상황은 점차 달

라지기 시작했다. 일부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들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이용해서 임대 소득을 벌어드리기 시작하면서 개인이나 가족의 

재산소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2014년 4월 전국 22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성급 주민가정 경제

상황 조사기관을 설치하였다.12) 상해시 민정국에서는 주민 경제상황 통

계수치를 조사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주택기금, 노동보장, 세무소, 경

찰서 등 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수혜자 가

정의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된 두 가지 조치를 통해, 도시 공공부조 수혜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상해시의 경우, 2009년 4분기에 공공부조 수혜자가 

157,739명이 감소하여 전체 수혜자의 43%가 줄어들었다.  

〈표 3-2〉 2007~2013년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수혜자 현황

(단위: 만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혜자 수 2,272 2,335 2,346 2,311 2,277 2,144 2,064

연간 성장률 2.8 0.5 -1.5 -1.5 -5.8 -1.6

자료: 《2013年社会服务发展统计公报》，民政部网站http:, www.mca.gov.cn, article, zwgk, 
mzyw, 201406, 20140600654488.shtml）

12) 《甘肃省成立居民家庭经济状况核对中心》, 民政部网站
   （http://dbs.mca.gov.cn/article/csdb/gzdt/201404/2014040061433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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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2013년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전년대비 83

억위안 늘어나서 12.3% 증가하였다. 2007년부터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8년에는 2007년

보다 41.9% 증가한 393억위안을 투자해서 가장 높은 연간증가율을 나타

냈고, 2009년에는 2008년보다 20% 정도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2010

년보다 30% 정도 재정투자가 증가했다. 2010년과 2012년에는 전년대비 

재정투자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3년에는 2012년보다 재정투자율이 

10%정도 증가했다. 2013년과 2007년 상황을 비교해보면, 정부의 재정

투자는 그동안 무려 480억위안 늘어나서 1.7배 증가하였다.

〈표 3-3〉 2007~2013년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 현황

(단위: 억위안,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투자 금액 277 393 482 495 660 674 757

연간 증가율 41.9 22.6 2.7 33.3 2.1 12.3

자료: 《2013年社会服务发展统计公报》，民政部网站(http: www.mca.gov.cn, article, zwgk, 
mzyw, 201406, 20140600654488.shtml）

  나.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 수혜자의 지속적인 증가

2013년 현재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는 총 5,388만 명, 2,931

만가구이다.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 급여로 지출된 금액은 867억위안에 

이른다. 2013년도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는 전년대비 43만 명이 

늘어나서 전체 비율이 0.8%가 증가했다.

<표 3-4>에서 보다시피, 2007년부터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 수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률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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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성장률이 그 정점을 찍은 후, 다음해부터 성장률이 절반가량 감

소하였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성장률이 매년 1%씩 감소했고, 2011년

도에는 2%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2007년 대비 1,822만 명

이 증가하여 51.1%의 증가율을 보였다.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 수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된 이유는 2007년 

전후로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상제도가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확대 ‧ 시행되

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과 탈빈곤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

에 있다. 농촌에서는 경제개발식 구빈작업으로 가난에서 벗어난 자를 구

빈 대상자로 분류하였고, 경제개발식 구빈작업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는 부조 대상자로 구분하였다. 2007년 이후, 구빈사업정책이 바뀌

면서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 수혜자수의 급격한 성장률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농촌구빈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세대별 구

빈방식에서 지역별 구빈방식으로 바뀌었다. 빈곤지역에서부터 부유구역

까지 모든 구역의 빈곤인구와 빈곤가정들이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과 공

공부조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2007년부터 6년 동안 농촌주민 최저생활

보장 수혜자가 50% 정도 증가했던 원인이다. 

〈표 3-4〉 2007~2013년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 수혜자 현황

(단위: 만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혜자 수 3,566 4,306 4,760 5,214 5,306 5,345 5,388

연간 성장률 17.1 10.5 9.5 1.8 0.7 0.7

자료: 《2013年社会服务发展统计公报》, 民政部网站(http: www.mca.gov.cn, article, zwgk, 
mzyw, 201406, 20140600654488.shtml）

또한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있

다. 2013년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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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억 위안 늘어나서 17.3% 증가하였다. 2007년부터 농촌주민 최저생

활보장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정부의 재정투자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였다.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다음 해에 정부의 재

정투자가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9년과 2011년에는 전년대비 

재정투자가 50% 이상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30% 정도, 2012년에는 

7.5% 추가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다시금 20% 이상 증가하였는

데, 이것은 2007년에 비해 763억 위안 늘어나서 7.3배 증가하였다. 농촌

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에 정부의 재정투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매년 수혜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2007~2013년에는 

수혜자 수가 무려 50% 이상 증가하였다. 2013년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

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보다 14.5%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표 3-5〉 2007~2013년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 현황

(단위: 억위안,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투자금액 104 222 345 445 668 718 867

연간 증가율 113.5 55.4 29.0 50.1 7.5 20.8

자료: 《2013年社会服务发展统计公报》, 民政部网站 (http: www.mca.gov.cn, article, zwgk,  
mzyw, 201406, 20140600654488.shtml）

  2. 중국 공공부조의 개혁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

이상 여러 방면에 걸친 성과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듯이, 중국 공공부

조의 개혁은 실로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끊임없는 개선이 요구되

며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도 수없이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은 기타 다른 제도들의 개혁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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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공공부조를 실시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

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공부조의 개혁과정에

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이 개괄할 수 있다.

가. 낮은 급여수준과 좁은 적용범위

중국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예를 들면, 도시

주민 최저생활제도의 급여수준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매월 일인당 평균소

득의 20%에 못 미친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급여

선은 해당지역 실제 빈곤선13)의 8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엄격한 

신청자격과 자산조사 등으로 인해 빈곤가정이 효과적으로 최저생활보장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최종 수혜자 수가 줄어들고 있

다. 현재 공공부조 수혜자는 1억만 명에 이르는데, 최저생활보장을 포함

한 각종 공공부조 지출은 정부 재정지출의 1%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

다.14)

나.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제도 

신 중국 성립 이후, 중국에서는 도시 중공업정책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

촌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이원화된 체계가 점차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공

공부조체계 역시 도농으로 이원화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도농으로 이원

화된 공공부조제도는 자원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해서 도농 간의 격

차는 점차 확대되었다.15) 도농 이원화로 인해 분할 관리가 이루어졌다. 

13)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장선을 뜻한다.
14) 郑功成著(2013). 《中国社会保障30年》, 北京：人民出版社, 2013年
15) Roy, K. C and Chai, J. C. H.(1999). “Economic reforms, public transf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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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주무 부서는 민정부이지만, 부서 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않아 분할되어 관리되면서 재해부조, 최저생활보장, 의료부조, 유

랑구걸인원부조 등 각종 부조제도 간의 연계와 관리감독 등 문제들이 발

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공백이 생겨서 공공부조 자원

에 대한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다. 책임분담시스템의 결여

지방정부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지방에서는 

공공부조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 낭비문제로 인해 수혜 조건

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제때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공부조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분

담시스템도 모호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적 책임분담에 대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공공부조 발전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

하다. 경제가 발달하고 빈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부

조 수혜자가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경제가 발달하지 못하고 빈

곤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적용범위가 좁고 급여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소득 격차를 줄여 사회 공평을 촉진하

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라. ‘빈곤 함정’과 ‘복지 의존성’의 심화

현행 중국의 공공부조제도는 개인이나 가정의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그 

social safety nets for the poor: A study of India and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nims 26: 2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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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정부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은 자에게만 부조를 지급한다. 실제 

부조금은 규정한 기준에서 수혜자의 실질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로 

인해 수혜자는 노동과 기타 방식을 통해 소득을 벌어드릴 인센티브를 상

실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노동연계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부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들이 장기적으로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 ‘빈곤 함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확한 관리감독시스템이 결여되어 일부 수

혜자들의 생활조건이 변했는데도 급여에 의지하는 ‘복지 의존’현상에 존

재한다.16) 한편 현금 급여 외 교육부조, 의료부조와 주택부조 등이 최저

생활보장 수혜자에게 모두 제공되므로, 개인이나 가정의 소득이 규정한 

기준보다 높지만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층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제5절 발전 전망

공공부조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은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 하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책임분담시스템을 확립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차

별적인 최저생활보장제도 위주의 생존형 공공부조에서 점차 종합형 공공

부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2014년 2월 21일에 제정되고 동년 5월 1

일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부조법 임시시행안」은 공공부조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며 사회공평을 촉진하며 사회의 조화

로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부조법 임

시시행안」의 실시에 따라, 중국 정부의 중국 공공부조체계의 수립과 개선

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16) 郑功成著(2011). 《中国社会保障改革与发展战略》, 北京：人民出版社, 201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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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형 공공부조체계의 수립과 개선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체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로서 국가 재정의 

물질적인 보장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다. 아울러 공공부조는 빈곤층의 

생존 위기를 해소하고 사회 공평을 유지하는 제도로서 정부 책임을 구체

적으로 나타낸다. 그 동안 중국 공공부조제도는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서 빈곤인구를 대폭으로 감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시

대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생존형 최저생활보장에서 종합형 공공부조체계

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가. 공공부조의 입법화 추진

공공부조의 입법화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부조를 누리는데 평등한 

권리를 확립한다. 도농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부조권리가 기본적으로 마련되었지만, 행정 법규에 그쳐서 법적 강

제력이 약한 편이다. 현재 중국의 공공부조는 단지 주민들의 의식주 비용

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그칠 뿐,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통해 국민의 공공부조권리를 확립해야 한다.

나. 종합형 공공부조체계의 수립

국민들의 생존 위기를 해결하는 것으로 공공부조의 역할과 기능을 제

한해서는 안 된다. 공공부조는 의식주 문제 등 국민들의 기본 생존에 필

요한 조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법률 소송 등 여러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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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가정이 곤경에 빠져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를 적절하게 

보장해야 한다.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그 급여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국민들의 기본 욕구를 전방위적

으로 충족시킨다는 것을 의미이다.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국민들

의 생활수준도 점차 향상되면서 그 욕구가 다양해질 것이므로 앞으로 생

존형 공공부조에서 벗어나 종합형 공공부조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다. 도농 공공부조제도 일원화 실현 

현행 도시와 농촌으로 차별화된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하고, 도농주

민 의료부조와 관련된 기금을 통합적으로 조달하며, 도농주민 주택부조

와 교육부조와 관련된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17) 전국적으로 통일

된 법률이나 법규를 제정하여 도농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해서 도

시와 농촌 간의 차별적인 최저생활보장제도에서 공평한 최저생활보장제

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선두로 의료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취업부조, 법률부조, 재해부조, 특수빈곤인원부조 등 기타 제

도까지 통합해서 도시와 농촌 간에 차별적인 내용을 개선하여 점차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공부조제도 일원화를 실현해야 한다.

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책임분담시스템 확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합리적인 책임분담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적인 공공부조제도의 발전을 도모한다. 공공부조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은 전제조

17) 郑功成著：《中国社会保障改革与发展战略》, 北京：人民出版社, 201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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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된다.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공부조정책을 수립하고, 

공공부조제도의 운영 규범을 제정‧감독하며, 일정한 재원으로 지원하며, 

전국에 걸쳐 공공부조사업을 표준화한다. 한편 지방정부는 재정 보조에 

대한 책임, 구체적인 실시에 대한 감독 등에서 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부조 임시시행방안」의 의의

2014년 2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는 제649호 법령 「공공

부조 임시시행방안(社会救助暂行办法)」을 공포하고 동년 5월 1일부 정식

으로 시행하였다. 이전에는 공공부조와 관련된 입법은 도시최저생활보장

과 농촌오보공양 등 두 제도에만 존재했을 뿐, 기타 다른  제도는 모두 행

정부에서 공표한 ‘행정 법규’에 지나지 않았다. 「공공부조 임시시행방안」

의 시행으로 중국 공공부조에 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중국 공공부조

는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

가. 「공공부조 임시시행방안」의 공공부조제도 발전에 대한 영향

중국 공공부조는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공부조 임시시행방

안」의 시행으로 그 성과를 더욱 굳힐 수 있게 되었다. 1) 「공공부조 임시

시행방안」에서는 처음으로 최저생활보장, 특수빈곤인원, 재해부조, 의료

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취업부조, 임시부조와 사회참가 등 이상적인 

사회부조 관련 법률의 틀을 마련했다. 2) 「공공부조 임시시행방안」에서

는 처음으로 공공부조의 수혜여부를 결정하는 ‘가정자산조사’에 대한 명

확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3) 「공공부조 임시시행방안」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에서 사회역량의 공공부조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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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조의 구체적인 서비스사업을 위탁, 청부, 구매 

방식을 통해 사회역량의 참여를 지원한다”. 4) 「공공부조 임시시행방안」

에서 처음으로 “구급난”과 “임시부조제도”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국가에

서 화재, 교통사고 등 우발 사건, 가정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질병 등의 원

인으로 인해 기본생활 유지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는 가정 혹은 갑작

스런 막대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 기본생활이 유지되지 않은 최

저생활보장 수혜자 등을 포함한 특수한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은 임시부

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임시부조제도는 우발성, 임시성, 긴박성을 고려

한 정책의 인성화와 제도의 융통성을 가미하였다.

나. 「공공부조 임시시행방안」의 한계점과 발전방향

국제적 경험으로 볼 때, 공공부조의 입법화 추진은 다른 사회보장제도보

다 간단하고 명료하며 논쟁이 적은 편에 속한다. 중국 공공부조의 입법화

가 그토록 난항을 겪는 이유는 국민의식과 관련된다. 공공부조에 대한 이

해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공공부조의 본래적 의미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결여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에서는 공공부조에 대

한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것은 다른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공공부조 입법화 준비과정에서 부서 간의 이견으로 인해 국무원에서 

당초 기획한 「공공부조 임시시행조례(社会救助暂行条例)」는 「공공부조 

임시시행방안」으로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비록 법적 강제력은 다소 약해

졌지만, 제도적 완비성을 갖추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무원에서 공포한 「공공부조 임시시행방안」에

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지만, 앞으로 공공부조 관리부처와 각급 지방정부

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74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연구: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앞으로 사회보장의 기본법으로서의 공공부조의 법적 위치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1) 사회보장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기본법에 걸맞은 공공부조의 

법적 강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2) 공공부조는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립 

계획에서 일관되게 계획되어야 하고, 법적 강제력이 약해서 국민에게 호소

력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서 제도 시행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3)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오랫동안 공공부조의 입법화 계획을 거론해 왔다. 하

지만 현재 「공공부조 임시시행방안」은 정치적 수단을 더 많이 이용되고 있

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기본법으로서의 공공부조의 위상

에 대해 다시금 숙고해야 한다. 4) 중국의 각종 행정 법규는 임시시행방안

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부조 임시시행방안」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기본 틀을 잡고 「공공부조법(社会救助法)」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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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며

지난 30년간 지역 통합 및 세계 통합이 가속화 되면서 베트남 경제 역

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의 가구빈곤율은 58.1%(1993

년)에서 7%(2014년)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GSO, 2014).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빈곤 감소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과 

농촌인구처럼 보다 더 취약한 계층에서 빈곤율 감소의 둔화세가 두드러

진다. 또한 상당수 베트남 국민들은 빈곤선 바로 위에 몰려 있어 취약계

층은 빈곤선을 넘나들고 있다(Evans et al., 2013). 이러한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서 베트남은 중장기적으로 포용적 경제성장 전략을 취할 필요

가 있다. 

Ali(2007)는 이러한 포용적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동인으로 3가지를 꼽

았다. 우선 완전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적인 역량

을 제고하여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모두에게 최소한

의 복지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구현하는 폭 넓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사회정책은 중요

한 역할을 차지한다. 

최근 경제성장은 사회와 문화, 환경 분야의 진전과 보폭을 맞추지 못하

고 있어 이로 인해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다. 베트남의 사회정책 역시 이

러한 격차를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여러 연구가 있

다. 결국 이로 인해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베트남의 소득보장체계 <<4



78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연구: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있다. 대표적으로 제한적인 대상범위(coverage), 부족한 지원과 높은 누

수율 등이 있다(World Bank, 2010; UNDP, 2010 ; MoLISA-UNICEF, 

2010).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집단 간 불평등 및 격차가 지

금보다 더 심화될 수 있다. 

본 장에서 베트남의 소득보장제도는 세 가지 연구 내용으로 구성되었

다. 첫째, 사회부조 및 사회보험 프로그램(갹출형 연금 및 실업보험 포함) 

등 베트남의 주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현행 제

도를 기준으로 제도 설계, 실행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

어 해당 프로그램들이 직면한 문제를 검토한다. 셋째, 각 프로그램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장은 4개의 절로 구성한다. 2절에서는 베트남의 사회정

책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며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본다. 3

절에서는 베트남의 사회부조프로그램의 현황과 직면한 문제, 정책 개선

방안을 논하며, 제4절에서는 사회보험프로그램의 현황과 당면 과제, 정

책과제를 제안한다. 

제2절 사회정책 체계

베트남의 사회정책프로그램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먼

저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정책(Merits Policies)이 

있고,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가 있다. 보상정책은 국가에 다양한 기여를 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며, 사회보호정책은 다양한 계층, 즉 취약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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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베트남에서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의 개념이나 

정의, 범위는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에 따라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혼용되기도 한다. 베트남의 사회정책 프로그램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1〕 베트남의 사회정책 프로그램 구조

자료: Kidd (2015)

아시아의 사회정책을 비교하는 본 연구에서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제

고하고자 본 장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즉 본 장에서 베트남의 사회정책은 일반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사회서비스를 뜻하며, 소득보장제

도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사회부조는 하위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할 것이지만, 사회보험은 갹출형 연금

과 실업보험의 하위 프로그램에 국한하여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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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부조제도의 구조와 현황

사회부조(social transfer)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

갹출 이전 프로그램’이다. 이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구

의 빈곤을 경감하거나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거나 생산과 고용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재정 보조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사회 이전은 재분배

의 증대와 함께 만성적인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인식된

다(GIZ18) & MoLISA, 2012).

베트남에서 사회이전 프로그램의 역할은 보호(protection)와 예방

(prevention), 장려(promotion)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역할에 따라 사

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먼저 보호적 사회이전프로그

램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것으로 현금 이전을 통해 가구가 빈곤을 탈

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방적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고용, 소규모 보험

의 형태로 빈곤의 위험을 완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장려 성격의 사회이전 

프로그램은 열악한 근로자에게 더 나은 직업을 제공하거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인 수단과 자산, 혹은 고용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을 경감시킨다(GIZ & ILSSA19), 2010). 

요약하면 시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조세를 활용하여 비갹

출 방식으로 현금 또는 현물 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사회부조프로그램이

라 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 사회부조프로그램은 가족의 기본생활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1) 직접적으로 수당을 제공하거나, (2)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하거나, (3) 생산 및 직업 훈련 지원을 통해서 15개 범주로 

18) 독일 국제협력 유한책임회사(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는 독일원조기관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19)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국책노동연구기관인 베트남 노동사회과학연구원(Institute 
for Labor Sciences and Social Affairs, ILSS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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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사회부조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수입 혹은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베트남에서 다양한 정부 문건에서 최저생계비를 언급하고 있지만 공식적

인 최저생계비 기준은 없다. 베트남의 소득보장체계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인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는 최근에 최저생계비 기준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에 반

해 최저임금 기준은 명확하다. 예를 들면 베트남의 2015년 최저임금은 월 

기준 VND 1,150,000(US $22.5)이다.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절대빈곤선 기준이 1일 기준 US $1.25(2005 PPPs)에서 $1.90(2011 

PPPs)로 상향 조정 중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사회부조프로그램의 급여는 정규 수당과 일회성 수당으로 구분된다. 

정규 수당은 9개 대상자에게 제공된다. 2012년 기준 정규수당 수급자 현

황을 살펴보면, 80세 이상 노인 52.1%, 장애인 22.8%, 정신질환자 

7.6%, 한부모가족 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회성 수당은 주로 

자연 재해와 갑작스런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표 4-1〉 사회부조 정기수당 수급자 현황(2012)

그룹 수급자 수급자 수

1 80세 이상 노인 1,314,839

2 장애인 576,006

3 특별한 상황에 처한 아동 50,820

4 빈곤가구에 속하는 독거노인 95,635

5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2인 이상 가족 5,465

6 HIV 보균자 3,459

7 무의탁․유기 아동을 입양한 사람 혹은 가족 15,297

8 영유아를 돌보는 빈곤한 한부모가족 117,226

9 심각한 정신질환자 190,737

총계 2,525,396

자료: 노동보훈사회부(MoLISA)의 사회보호국(Social Protection Bureau),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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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급자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고 있

다. 사회부조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최빈곤층에게 급여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즉 사회부조프로그램을 통해 빈곤이 감소하고 수급자의 

취약성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빈곤지역과 농촌,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노

인과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ILSSA, 2005a; 2005b).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사회, 경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회

부조프로그램은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부조프로

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부조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식적이고 투명하지 

않다. 즉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각 기준

에 대한 배경 설명도 부재하고, 대상 선정 방식의 투명성과 적용가능성도 

명확하지 않다.

사회부조프로그램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사회부조대상의 자격을 갖춘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

성은 때로 모호하다. 예를 들어, 법령 136/2013에 따르면 노동력을 상실

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현금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

동력 상실”에 대한 전제하는 기본가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 ․ 중 ․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은 

수당을 받지만 동일한 가족 환경을 가졌지만 서로 다른 사회 및 경제적 

지위를 보유한 대다수 어머니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 

수급자를 선정하는 또 다른 방식은 개인 소득에 근거한다. 원칙적으로 

사회부조는 소득의 부족분을 부분적으로 보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러므로 급여는 표준적인 기준(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과 실제소득 또는 

지출의 격차를 확인한다. 이러한 접근은 수급자의 소득원이나 지출금액

을 뒷받침하는 증빙 또는 확인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확실히 많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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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야기한다. 특히 해당 정보를 문서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가족 내 다른 구성원의 소득이나 직장 외에서 창출

되는 소득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 더하여 가구 소득과 빈곤 상태, 거주 지역, 인종 등 잠재

적인 수급자를 정의하는 다양한 조건이 있다. Giang과 Nguyen(2013)

은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다양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

고 있음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에서 사회부조프로그램은 두 가지의 중요한 오류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부적격 대상자 포함 오류”는 부적격의 개인 또는 가

구가 사회부조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의미한

다. 다음으로 “적격 대상자 제외 오류”는 적격의 개인 또는 가구가 사회부

조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베트남 생활수준조사(Vietnam Living 

Standards Survey, VHLSS)에 따르면 1천530만 명의 빈곤층 중 790만 

명(약 52%)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가 관리하는 빈곤가구 명

부에서 배제된 반면, 420만 명은 빈곤층이 아닌데도 빈곤가구로 명부에 

포함되어 있다(명부의 60%는 취약계층이며, 40%는 중산층이거나 부유

층임).

동일 자료(VHLSS 2012)를 바탕으로 소득 5분위별 사회부조프로그램

의 지출 분포를 살펴본 결과, 현행 사회부조프로그램이 빈곤층을 중심으

로 지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조프로그램의 지출 분

포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최하위계층은 15.2%에 불과하고 차하위계

층, 평균, 차상위계층이 전체 사회부조 지출의 70.3%를 차지하고 있다. 

정규 수당의 경우 최하위 소득계층이 가장 높은 급여율(27.1%)을 보이

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차하위계층(24.8%)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84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연구: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이 둘을 합하면 사회부조프로그램의 51.9% 수준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재향군인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 때문이다. 즉 급여의 지출 분

포가 수급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지지 않고, 빈곤층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표 4-2 참조).

이에 반해 일회성 수당은 소득계층이 낮은 집단에 집중적으로 제공되

고 있다. 즉 일회성 수당은 소득5분위(최하위층)에 집중적으로 지출되고 

있으며(47.5%),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2〉 소득5분위별 사회부조 프로그램 지출 분포

(단위: %)

소득계층 비중 정규 프로그램 일회성 프로그램

최하위 (5분위) 15.2 27.1 47.5

중하위 (4분위) 23.0 24.8 27.3

평  균 (3분위) 25.5 21.5 13.7

중상위 (2분위) 21.8 14.7 6.7

최상위 (1분위) 14.5 12.0 4.8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Giang & Nguyen (2013)

둘째, 급여수준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빈곤층과 비빈곤층 

사이에 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표 4-3>은 중요한 하위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급여 결정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를 보여준다. 이는 또한 그 시스

템 내에서 빈곤 친화적인 편의가 전혀 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부조프로그램별로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다양한 근거가 있다. 베트남에서 대부분의 사회부조프로그램은 “최저생

계비”를 기준으로 하지만, 최저생계비와 급여액 산정의 과학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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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사회부조 급여 수준 및 기준

하위 프로그램 법적 근거 급여 수준 급여 기준 기간

9개 취약집단에 
대한 소득이전

법령67/2007 및 
법령13/2010

최저 180,000 VND/월 최저생계비 매월

참전유공자 및 
상이군인 장학금

결정문
152/2007/ 
QĐ-TTg

360,000 VND/월
월 급여에 따라 조정

최저임금 매월

등록금 및 기타 
학습 관련
비용

회람문
109/2009/TTL
T/BTC-BGDĐT

등록금 면제: 장학금(최저 
임금 80%, 12개월) 

기타 지원(기차표, 도서 등)
개인소지품(의류, 모기장 등 

일회성)

최저임금
장학금: 매월 
기타: 일회성

자료: GIZ-MoLISA (2012)

소득계층에 따른 평균 급여수준은 아래의 표에서 제시하고 있다. 소득 

3분위에 해당하는 평균 집단이 가장 높은 급여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

는 소득이 평균 수준인 집단이 주로 재향군인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

며, 급여액이 소득에 연계되지 않고 빈곤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전체 프로그램 지원 중 최상위 1분위가 

수령하는 급여수준이 최하위인 소득 5분위의 급여액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표 4-4〉 소득분위별 평균 급여액 수준

(단위: VND 1,000/월)

총액 정규 프로그램 일회성 프로그램

최하위 (5분위) 658.3 417.2 18.8

중하위 (4분위) 997.9 382.3 10.8

평  균 (3분위) 1,105.7 332.1 5.4

중상위 (2분위) 943.7 225.9 2.6

최상위 (1분위) 629.0 184.3 1.9

전체 평균 868.9 302.3 7.4

자료: Giang 및 Nguye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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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프로그램별로 대상자에 대한 급여액 산정 기준이 다양하여 제도

간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급여 수준이 

빈곤선이나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낮아졌다는 사

실이다. 

예를 들면 1999년 최저급여액은 45 VDN 수준인데, 이는 빈곤선 대비 

56.0%, 최저임금 대비 31.3%로 나타났다. 반면에 2013년 최저급여액은 

270 VDN 수준인데, 이는 빈곤선 대비 67.5%, 최저임금 대비 23.4% 수

준이다. 눈여겨볼 것은 최저급여액의 빈곤선 대비 비율은 60% 수준에서 

감소했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했다는 것이다. 

최저급여액의 최저임금 대비 비율 역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6년 34.3%로 가장 높았으나 2013년에는 23.4% 수준으로 감소하였

다. 특히 2007년과 2010년의 최저급여액이 동일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동 기간동안 빈곤선은 변하지 않은 반면 최저임금은 증가했을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표 4-5〉 사회부조 최저 급여액 수준 추이

(단위: VND, %)

연도 최저급여수준 빈곤선 대비 비율 최저임금 대비 비율

1999 45.000 56.0 31.3

2004 65.000 - 18.6

2006 120.000 60.0 34.3

2007 180.000 45.0 33.3

2010 180.000 45.0 24.7

2013 270.000 67.5 23.4

자료: Giang & Nguye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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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사회부조프로그램은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로 구성되는데, 

현물급여의 경우 수급자의 니즈(needs)에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주

로 중앙 정부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특히 고용 지원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반면에 현금이전은 여러 장점(비용효과적이며 수급자에게 자

율권 부여)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결속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담론에서 여전히 인기 있는 정책이다.   

셋째, 최근 몇 년 동안 사회, 경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사회부

조프로그램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우려사항 중의 하나이다. 2013

년 정규 사회부조프로그램의 지출 총액은 7조 1,210억 VND, 건강보험

지원액은 14조 6,000억 VND, 등록금 면제비용은 6조 500억 VND로 조

사되었다 (Nguyen Van Hoi, 2014). 상기 프로그램에 소요된 총 지출금

액은 28조 2,210억 VND로 2013년 GDP의 약 0.85% 또는 전체 정부지

출의 3.2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20)

노동보훈사회부(MoLISA)가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부처이지만, 사회부

조프로그램의 실행과 재원조달은 주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로 이양된

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한 상당한 통제권은 지방자

치단체에서 갖고 있다. 이는 곧 중앙에서 결정한 예산은 재정투입요소이

고, 전체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은 하위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부조프로그램에 할당된 자원은 교육과 보건을 포

함하는 더 큰 규모의 사회예산의 일부이다. 결과적으로, 사회부조프로그

램에 어느 정도의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어

렵고, 사회부조프로그램의 항목별 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20) 2013년 기준 베트남 GDP는 1,760억 USD(1인당 GDP는 1,960 USD)임. 총 정부지출
은 986조 VND로, 469억5천만USD로 추정된다(VND/USD 21,000 환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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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예산은 “수급자 수”로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는 수

급자의 현황을 나타내기 보다는 예산 배정에 사용된 가정을 뜻한다. 

Evans 등(2013)은 연구조사를 통해 수급자 1인당 할당된 예산은 2006

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기초 수당률에 일정한 배수(13.8)를 곱한 값이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배수의 사용은 인구에 기반을 둔 공급 변

화에 맞추어 중앙정부의 예산을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

다. 이와 함께 예산은 고정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고, 이는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임시적 구제 중심 제도에서 연령

에 특화된 다양한 위험을 고려한 생애주기에 기반을 둔 제도로 전환할 필

요가 있다. 세계은행(2012)은 이와 같은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통찰력 있

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는데, 소득 중위수준에서 상위수준으로 

상승하고자 하는 국가가 참고하기에 적합한 내용이다.  

먼저 가구 복지를 단일 잣대로 정교하게 측정하는 단일화된 등록시스

템을 구축해야한다. 이는 현재 노동보훈사회부(MoLISA)가 제공하는 빈

곤 명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구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부조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부조를 “기부”가 아닌 “지원”과  

“장려”, “보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수급자의 권리 및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결국 사회부조가 “기부”가 아닌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는 “지원”과 “장려”의 수단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부조프로그램에 할당되는 예산을 보장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

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앞서 제안한 등록시스템은 각기 다른 인구집단의 

니즈를 파악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재원을 할당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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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단일 기관이 단일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M&E 

system)을 사용하면 운영비 절감과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효과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책 결정과 사회부조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투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거기반 정

책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제4절 사회보험제도의 구조와 현황

  1. 실업보험

베트남은 2007년 포괄적인 사회보험법(Social Insurance Law)을 제

정하였다. 동 법은 공무원,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같은 모든 

사회보험 체계의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실업보험제

도는 2008년 12월 12일자 법령 127/2008/NĐ-CP에서 명시한 지침을 

근거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실업급여 적용범위

(coverage)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가 2014년 개정 사회보험법

에 포함되었다. 새로운 사회보험법은 피고용인, 고용주 및 정부가 갹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사회보험 기여금은 피고용인 급여 혹은 임금의 

3%이며, 이는 종업원과 고용주, 정부가 각각 1%씩 갹출한다.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갹출은 매달 이뤄지며, 정부는 연 단위로 분담한다. 

실업보험체계에서 피보험자는 실업급여, 건강보험, 직업훈련지원, 구

직관련 무료상담을 받는다. 실업급여는 실직 직전 6개월 동안 피보험자 

평균 급여 혹은 임금의 60%에 상응하는 급여액을 매월 수급한다. 실업급

여 수급기간은 실업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실업보험 가입기

간이 길어도 최대 12개월 이상 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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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실업보험 가입기간별 수급기간

실업보험 가입기간 실업보험 수급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개월

36개월 이상~ 72개월 미만  6개월

72개월 이상~144개월 미만  9개월

144개월 이상 12개월

자료: 2014년 사회보험법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업훈련

도 지원된다. 직업훈련법(Law on Vocational Training)에 근거하여 단

기훈련과정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원된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는 실

업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고용 관련 상담이 무료로 제

공된다. 마지막으로 실업자의 건강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강

보험혜택 또한 제공된다. 이 때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 관련 조직에서 납

부한다. 

실업수당 수급자가 사회보험 담당 조직에게 구직활동을 매달 보고하지 

않거나 실업수당 수급기간 동안 구류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된다. 다

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종료한다.

－ 가입자가 구직에 성공한 경우

－ 가입자가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경우

－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

－ 가입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사회보험 담당 조직이 추천한 일자리를 

두 차례 거절한 경우

－ 가입자가 사회보험 담당 조직에게 3개월 연속 구직활동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 가입자가 거주를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제4장 베트남의 소득보장체계  91

－ 가입자가 소년원, 훈련기관, 치료기관에서 행정처분으로 복역 중이

거나, 수감 중인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실업자가 구직에 성공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잔여 

실업급여만큼의 수당이 일시불로 지급된다. 실업수당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이전에 갹출한 실업보험 부담분은 인정되

지 않는다. 

2014년 기준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한 인구수는 920만 명이었으며, 이

는 전체 노동인구의 18%이자, 법에서 정한 의무가입자의 65%에 달한다. 

2009년과 비교해서 실업보험 가입 인구는 106만 명(17.7%) 증가한 수치

이다. 2014년 기준 한 해 동안 조성한 실업보험기금은 11조 820억 VND 

였으며(약 5억 3천만 USD), 지출규모는 4조 5,280억 VND 이다. 지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6만 명의 실업자를 위해 4조 3,180억 VND, 직업

훈련을 위해 110억 VND, 건강보험을 위해 1,990억 VND를 각각 지출

하였다. 즉 전체 지출의 97% 이상을 실업급여에 지출한 반면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지출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VSS, 2015). 

실업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당면과제로는 노동시장의 현황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현황을 꼽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15세 이상의 사람을 실

직자로 간주한다. 첫째, 일을 하지 않는다. 둘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를 가지고 있다. 셋째, 7일 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적극적으로 구

직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사

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기준일(reference period) 이후 새로운 일을 시

작하려고 준비하거나, 회사의 감원/청산/재정리 등으로 인해 잠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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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고 있거나, 기준주간(reference week) 동안 일을 할 여력은 

되지만 일시적 질환, 개인적인 용무(사망 관련, 결혼, 몸이 편치 않은 자

녀 돌봄 등), 악천후, 계절일자리에 대한 대기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

지 않고 있는 이들도 실직자로 간주한다. 

2013년 노동력조사 결과(GSO, 2014)를 보면, 15세 이상 실업자의 수

는 104만 명이었다. 이 중 도시에 거주하는 비중은 51.4%였으며, 여성이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9%였다. 주목할 점은 15세부터 24

세까지의 청년실업자가 베트남 전체 실업인구의 47%를 차지한다는 사실

이다. 2013년 청년실업률은 성인실업률(25세 이상 실업자)에 비해 5배

가 높았다. 청년실업자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실업률이 더 높은 경향

이 있다(표 4-7 참조). 

〈표 4-7〉 15세 이상 실업인구 규모 및 연령구성비(2013)

(단위: 천명, %)

연령구분 실업자
분포

여성비
합계 남성 여성

합계 1037.8 100.0 100.0 100.0 47.9

  15~24세 488.2 47.0 43.7 50.7 51.7

  25~54세 471.1 45.4 43.1 47.9 50.6

  55~59세 71.8 6.9 12.6 0.7 5.0

  60세 이상 6.6 0.6 0.6 0.7 52.0

도시 533.5 100.0 100.0 100.0 43.3

  15~24세 209.5 39.3 35.7 44.0 48.5

  25~54세 265.7 49.8 46.1 54.7 47.6

  55~59세 55.1 10.3 17.6 0.8 3.5

  60세 이상 3.3 0.6 0.7 0.5 36.9

농촌 504.3 100.0 100.0 100.0 52.8

  15~24세 278.8 55.3 53.9 56.5 54.0

  25~54세 205.4 40.7 39.3 42.0 54.4

  55~59세 16.7 3.3 6.3 0.6 10.2

  60세 이상 3.4 0.7 0.5 0.8 66.7

자료: GS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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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실업보험제도는 두 가지의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

째, 실업을 등록하고 실업보험급여를 수령함에 있어 존재하는 시간적 제

약이다. 실업보험제도는 실업급여를 청구하고 수급하기 위해 실업상태를 

7일 안에 반드시 등록하고 15일 이내로 수급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사실 현재의 행정역량 하에서 이와 같은 마감기한은 관련한 요

건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실업자, 고용주, 사회보험 담당 조직 모두에게 

제약으로 작용한다. 

베트남사회보장청(Vietnam Social Security, VSS)에서 발표한 최근 

보고서(2015)에 따르면 청구가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예를 들어, 

기업의 실업보험규제 시행률이 낮거나, 노동계약만료 통보가 늦어지거나, 

실업보험 분담금 납입이 늦춰지거나, 사회보험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때문

이다. 흔히 발견되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실직자들이 주로 구직활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등록마감을 놓치게 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증명

서류도 갖추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기여금과 급여가 긴밀히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실업보험 가입자 간

의 불공평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적극적인” 실업집단이 생기게 된다. 

실업보험 갹출금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최대임금은 최저임금의 20배에 달

한다. 그러므로 실업자가 3개월 동안 수령하는 실업급여는 실업 직전 12개

월 동안 해당 실업자가 갹출한 금액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셋째, “위장” (또는 “거짓”)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노동시

장은 방대하고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현재의 행정역량으로는 상이한 고

용 또는 실업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

(VSS)에 따르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실업

수당을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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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경제가 요동치는 환경에서 베트남의 노동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

다. 특히, 어업 및 제조업과 같은 일부 노동집약 산업군의 경우 경기 불황

에 민감하고 불황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는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

한 기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산업군들이 타격을 받게 되면 경제쇼크, 즉 

불경기를 국가 차원에서 타개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보험제도가 봉착한 난제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 

첫째, 고용과 실업은 “동전의 양면”이므로 실업을 가지고 고군분투하

기 보다는 고용을 창출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노동력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생산성 및 효

율성을 개선하여 경제 성장 및 국가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제조 산업이 베트남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주

요 동인이 될 것이므로 제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뤄야 한다. 한편 농촌지역의 고용 다변화에 있어서도 적합한 구조적 변

화를 도모한다면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다수의 근로자들이 여전히 실업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

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취약계층으로 자영자 또는 가족종사자 등이

다. 이들 집단이 실업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실업보험 가

입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써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금의 실업보험제도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

부 규제를 개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업자 등록,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및 수급 등에 있어서는 시점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개정과 더불어 “위장” 실업자 방지를 위해 지방노동청과 사회보험 

담당 조직의 행정역량을 개선해야 한다. 모든 유형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노동계약, 임금 및 소득 감사, 종업원 목록 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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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정책과제의 일환으로써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언한 정책과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모든 고용주 및 근로자에

게 실업보험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직 

등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보험 규제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2. 갹출형 연금프로그램

베트남의 연금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제도를 구성하는 중

요한 핵심 축이다. 1995년 1월 1일까지 연금제도는 정부 부문 종사자에 

국한된 비갹출 확정급여형(non-contributory defined benefit) 이었

고, 정부감독 하에 여러 기관에서 관리하였다. 이후 연금제도는 부과방식 

확정급여형(pay-as-you-go defined benefit, PAYG DB) 제도로 변화

하였다. 2007년 1월 1일자로 최초의 사회보험법이 공식 발효되었고, 이

후 2014년 해당법이 개정되면서 베트남의 공적연금제도에 획기적인 이

정표를 세웠다. 

현재 연금제도의 의무가입대상은 (가) 계약을 맺고 근로중인 노동자, 

(나) 국가공무원 및 직원, (다) 국방 및 안보 부문에서 근로중인 노동자, 

(라) 임관 및 비임관 군대 및 경찰 장교, (마) 기간이 정해진 해외근로 이

전 법정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다. 또한 노동 연령에 준하나(15세 

이상) 법정 가입자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은 자발적 가입이 가능하다. 

2014년 기준으로 법정제도 가입자는 총 1,165만명이며, 이 중 1,145

만 명이 의무가입대상자였다. 이는 2014년 노동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공공부문 근로자(대부분 공무원 및 국영기업 직원)는 거의 대

부분 보편적으로 가입한 반면, 비공공부문 근로자의 가입률은 낮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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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체의 약 20%).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연간보고서에 따르

면, 공적연금 납부율(의무가입자 대비 실제 가입자 수로 측정)은 낮았으

며, 특히 비공공부문에서 그러하였다.

연금 보험료는 고용주 및 피고용인이 갹출하며, 보험료율은 연기금 균

형전략에 맞추어 변화해 왔다. <표 4-8>은 사회보험법에 근거한 보험료

율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보험료와 관련한 규제사항은 국가규정임금

을 받는 근로자와 계약기준임금을 받는 근로자별로 별도로 적용된다. 전

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여금이 산정되는 반면, 후자는 노동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표 4-8〉 연금 보험료율

(단위: %)

연도 합계 고용주 종업원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16 11 5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18 12 6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20 13 7

 2014년 1월 1일 이후 22 14 8

자료: 2007년 및 2014년 사회보험법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최소 20년 이상 납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5세이며, 특정 산식에 따라 급여액이 정

해진다. 예를 들어 기본 소득을 서비스 계수(service factor)로 곱하여 급

여를 조정하는 것이다. 기본 소득은 근로 기간 동안의 평균 월급으로 측

정한다. 서비스 계수는 첫 15년은 3%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남성 

2% 여성 3%를 적용한다. 그러나 급여율(benefit rate)은 소득 대체율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소득대체율이 75% 이상인 경우 초과부분은 일괄 

지급한다. 조기 퇴직하는 경우 급여율은 1년 단위로 1%씩 감하여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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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금개시시점을 퇴직연령 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일을 하

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가능하다. 급여는 소비자가격지수(CPI)에 근거

하여 조정되고, 정부가 조정의 폭을 결정한다. 연금급여 및 연금 기여분 

모두 감면대상이다.

연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회보험의 보험

료를 30년 이상 납입한 남성과 25년 이상 납입한 여성이다. 금액은 개인

별 월 기본급에 0.5를 우선 곱하고, 남성의 경우 30년을 초과하는 기여금 

납입 햇수 그리고 여성의 경우 25년을 초과하여 납입한 햇수를 곱하여 산

정한다. 

최근 추계에 따르면(OECD, 2013) 베트남 연금제도의 평균 소득대체

율은 약 72%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치로 보면 여러 집단의 수급자가 수급하는 연금급여 평균은 1인당 

GDP보다 낮았다. 

연금재정을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는 운용수익이다. 연기금 운용 유형

으로는 (가) 국채, 지방채, 국영상업은행 발행 채권 매입, (나) 국영상업은

행에의 대출, (다) 주요 국가경제프로젝트에의 투자, (라) 기타 정부가 규

정한 투자 등이다. 투자 및 투자수익 모두 감면대상이다.

2013년 기준 연기금 규모는 약 305조 VND (150억 USD)이었으며, 

베트남에서 가장 큰 투자운용자금으로 조사되었다. 지금까지의 운용은 

국내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영상업은행에의 대출 및 국채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해외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급여의 적합성 혹은 충분성이다. 이는 연금제도를 통해 연

금수급자의 최저 생활수준을 반드시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지

표는 장단기 재정균형이다. 이는 최악의 경제상황하에서도 재정균형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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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금제도와 관련한 오늘날의 규제를 살펴

보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다수의 장기적 난제가 관찰된다.

첫째,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인구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현재의 부과방식형 확정급여(PAYG DB)를 유지함

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의 부양률(납입중

인 가입자 중 연금수급자 비중으로 측정)을 높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몇 년동안 부양률은 계속 상승해 왔으며, 2004년 1/17에서 2008년 

1/15로 증가하였다. 더구나 부양률은 2020년 1/6, 2050년 1/2에 도달

할 것으로 추정된다(Giang 2012; MoLISA & ILO, 2014). 현재의 부과

방식 확정급여형(PAYG DB) 하에서 기여금과 급여지출 간의 장기적 균

형을 유지하는 것은 이들의 상쇄관계(trade-off)가 불가피 하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베트남의 부과방식 확정급여형(PAYG DB)이 재정적으로 존립하

지 못할 것이라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다. 예를 들어, Gian 외(2009)는 

2034년부터는 연금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며, 2039년에는 전부 고갈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노동기구(ILO, 2014)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Giang(2008)은 총 기여율이 30%가 되어야 연금재정의 균형 

확보가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는 현재 보험료율보다 8%p 높은 것

이다. 국제노동기구(2014)가 제시한 기준은 심지어 45%였다. 이렇게 보

험료율이 높아지면 보험료 납입자의 부담도 동반 상승하여 갹출을 회피하

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부과방식 확정급여형(PAYG DB)에 대한 체계적 전환을 모색하지 않는

다면 베트남은 추후 연금위기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특히 재정상의 불안

정성이 두드러질 것이다. 제도의 재정을 유지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유지

하는 것은 특히 제한적인 재정 및 행정 역량을 보유한 상황에서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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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이나, 향후 베트남이 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

회경제적 상황에 대응한 정책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제안은 다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첫째, 향후 재정난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부과방식 확정급여형(PAYG 

DB)에서 적립방식(funded type)으로의 전환이 제안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계정(individual account) 할당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국가의 인구

구조 및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부분 전환 또는 완전 전환 여

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급여를 보장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갑

작스럽게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으로 인

해 여러 형태의 개인저축이 감소하거나 공공적자가 심화되는 경우 전환

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전환을 위한 재원확보방식이 사전에 철저히 논의

되어야 한다. 

둘째,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갹출형으로의 전환은 여러 이유에서 바람직

하다. 특히 확정갹출형 하에서는 급여가 보험료율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

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분담금 납입 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확정갹

출형은 조기퇴직 유인을 감소하는 한편 조기퇴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재정 자립도의 민감도가 덜하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퇴직수당

이 보험계리적으로 공평하게 산정한 연금으로 자동 조정됨으로 인구 고

령화나 조기퇴직으로 인해 연금제도의 재정자립도가 영향을 받지 않는

다. 게다가 장애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다른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확정갹출형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개혁시기 및 개혁대상 집단 선정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베트남의 

경우 연금제도 가입률이 여전히 낮음으로 개혁을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 개혁을 미루게 되면 불가피하게 비용이 더 소요될 것이다. 개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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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경우, 현재의 부과방식 확정급여형(PAYG DB)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성공적 개혁을 위해서는 “이득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들(winners and losers)”에 대한 신중한 판단 및 숙고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연금제도와 관련한 규제 또한 개정하여 비공공부

문 근로자 및 집단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발적 그리고 법

적 연금제도는 상호 변환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변환을 통해 동일한 분

담이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급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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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며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00년간의 네덜란

드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1945년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대통령

제)을 선언했다는 측면에서 우리와 유사하다. 독립 후 1970년대까지는 

향신료와 설탕, 커피 재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7년 중반에 아시아 재정위기가 왔을 때 인도네시아 경제는 미달러에 

상대적으로 루피아(Rp)의 가치가 80%까지 하락하자 혼돈에 빠져들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는 1985년부터 1995년 사이에 성장률 7.1%로 1990년대 

중반까지 동아시아 최고 경제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97년 재정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은 –13.13%로 감소했다. 더구나 국민의 구매

력은 10년전으로 후퇴하였다. 개인소득은 1996년 $1,141에서 1998년 

$467로 감소하였다(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식통계에 따르

면 빈곤율은 1996년 17.3%에서 1999년 24.3%로 증가했다(Suryahadi 

et al., 2003).

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경제 위기에 직격탄을 맞을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빈곤

감소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경제성장률은 4.7%, 1인당 GDP는 2001년 $675, 2005년 $1,267을 회

복하였다. 그러나 2005년 유가폭등으로 인도네시아는 인플레이션을 경

인도네시아의 소득보장체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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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게 되고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과 국가회계 

개선, 공채발행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8% 수준으로 유지하였다(주 인

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사회정책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경제위기와 유

류값 폭등에 따른 전국민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벤치마킹으로 

깊은 고민 없이 임시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다보니 매우 복잡하게 된 것

이다. 이러한 복잡한 사회정책 구조는 주관 부처의 차이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효율적 운영, 대상 선정의 불공평, 미흡한 수준의 급여 및 급여액 격

차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본 장에서 인도네시아의 소득보장제도는 세 가지 연구 내용으로 구성되

었다. 첫째, 인도네시아의 소득보장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짧게 운영되면

서 상당히 자주 미시적인 개혁이 이뤄졌다.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는 2014년 신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전면 개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2014년 신정부가 취임 이후 실시한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실행

되지 않았거나 계획 중에 있으므로 설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베트남과

는 다르게 인도네시아의 경우 1997년 이후 도입된 소득보장제도의 역사

와 개혁 동향에 대한 기술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 

둘째, 인도네시아의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으로 구성되

는데, 사회보험 중 고용분야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다. 셋째, 

신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확대 정책에 따른 변화와 전망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은 4개의 절로 구성한다. 2절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사

회정책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며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본

다. 3절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사회부조프로그램의 현황과 직면한 문제, 

개선방안을 논하며, 4절에서는 사회보험프로그램의 현황과 당면 과제, 

정책과제를 기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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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정책의 체계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위기 이전에는 명시적으로 사회정책이 존재하지

는 않았다. 1970년대에는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

에 경제적인 빈곤층을 겨냥한 특별한 대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웠다21). 그 

대신 공공 교육, 보건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장기

적인 빈곤 퇴치 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적 자본의 축적, 교

육받은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낙후지역에 보다 많은 경제기회를 열어주

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 주도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빈곤층은 대부분 전통적인 

위험분산제도에 의존했다. 흉작, 만성적인 건강질환 또는 죽음 등이 특정 

개인에게 발생했을 때, 친척들이나 종교집단에서 비공식적인 저축 또는 

기부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위험분산제도가 있었

다. 이들이 금융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개인적인 위험은 

대출 제도를 통해 완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분산제도는 공동체나 지역 전체가 1997~1998년 아

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총체적인 위기의 영향을 받는 경우 전혀 효과를 발

휘할 수 없었다. 그 당시 지나치게 많은 외채로 인해 발생한 외환위기는 엘

니뇨 가뭄과 경제적 자원을 놓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정치적인 분열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예측할 수 없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총체적인 충격의 형태로 찾아온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전국적으로 영향

을 미쳤고 비공식적인 지역 보험 제도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기관까지

도 마비시켰다. 위기 동안 1인당 가구지출 수준은 크게 감소하였고 빈곤

율은 최소 25% 증가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각 

21) 1976년 빈곤율은 40.1%로 5420만 명이 빈곤계층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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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는 보건 및 교육 지출을 줄여서 물리적인 기본 식료품 소비량을 유지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는 인적 자본 축적을 통한 장기적인 빈곤완화 전략

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극빈 가정에서 더욱 뚜렷

하게 나타났다(Asep et al. 2011 재인용; Frankenberg et al., 1999). 

빈곤지역의 식량안보, 교육, 보건, 고용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인도네

시아 정부는 1998년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전국적인 사회안전망 제도

(JPS)를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빈곤가구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쌀 보조 

프로그램’과 현금지원 취로사업도 시작했다(Asep et al. 2011 재인용; 

World Bank, 2006).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빈곤층이 더 심한 빈곤

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취약한 가구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

이는 것이었다. 

JPS의 네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i) 적정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ii) 고용창출을 통해 가구의 구매력을 증진시킨다. (iii) 

중요한 사회 서비스, 특히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한다. (iv) 

지역 단위 보조금과 소규모 대출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동을 지원한

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Sumarto et al., 2001). 

위기 이후 취임한 정부는 JPS프로그램의 일부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지나치게 역진적인 연료(주로 등유, 자동차 디젤 연료, Bahan Bakar 

Minyak의 BBM으로 알려진 가솔린) 보조금 체제 개편을 통한 예산 절감

분을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사회안전망 및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지원하

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예산 절감분은 일반적으로 연료보조금 감축 보

상 프로그램(PKPS-BBM)으로 알려진 사회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되

었다. PKPS-BBM 프로그램은 주기적인 경제변동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후에 얻은 이익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중앙정부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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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공공지출체제로 전환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Asep et al. 2011 재인용; Sumarto et al., 2008). 

이후 뒤를 이은 행정부들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회복지가 

필요한 부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데 있어 경제적으로 합

리적인 친 빈곤층 정책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여전히 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분명 정책입안자들은 균형 잡힌 국가예산 집행과 필요한 사회투자 사이

에서 중대한 선택에 직면한 것이다(Asep et al. 2011 재인용; Sumarto 

et al., 2008).

이렇게 시작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대부분은 일부 수정을 거쳐 2014

년까지 여전히 시행되었다. 다음의 표는 보건, 교육, 식량, 가구의 재정 

유동성과 관련된 사회보호 프로그램의 발전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2005

년 새로운 프로그램이 무조건 현금이전(UCT)의 형태로 도입되었는데, 

이는 국가 예산에서 석유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초래된 국내 연료가격 인

상이 빈곤층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 현

금이전은 가구당 월 10만 Rp를 분기별로 우체국을 통해 현금 지급했다. 

약 1,920만 가구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무조건부 현금이전은 

유가 인상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한 2005년과 연료가격이 또 다

시 인상된 2008년에도 시행되었다. 

다음의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회안전망 프로

그램을 개선하였다. 이는 보다 정확한 대상자 선정과 조건부 현금이전제

도(PHK) 도입을 통해 사회안전망 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

한 것이다. 조건부 현금이전은 2007년 도입되어 7개 주 38만 7,928 가구

에 혜택을 제공했으며, 2008년에는 13개 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2010년

에는 20개 주 81만 6000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였다(ASABRI,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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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최근의 세계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견뎌냈다. 2009년 

4.5%의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2010년에는 약 6% 성장을 기록했다.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세율 인하, 특정 인프라 프로젝

트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 사회보호 프로그램 유지 정책이 포함된 경기부

양책을 수행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임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공식 빈

곤율은 금융위기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15%수준에서 

2009년 약 14%로, 2010년에는 약 13%로 낮아졌다.

2014년 신정부의 등장으로 사회정책은 약간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림 5-1〕 인도네시아의 사회정책 프로그램 구조와 변화

자료: 각 제도 변화를 기초로 연구진이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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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부조제도의 구조와 현황

  1. 역사적 배경

가. 아시아 금융위기 후속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빈곤층은 더욱 빈곤

해지고 취약계층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

부는 1998년 사회안전망(Jaring Pengaman Sosial, JPS)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JPS 프로그램은 다음의 4가지 전략을 골자로 한다. 첫째, 알

맞은 가격의 식품을 확보하여 보장한다. 둘째, 고용창출을 통한 가구의 

구매력을 개선한다. 셋째, 건강 및 교육 등 중요한 사회서비스의 접근성

을 보장한다. 넷째, 정액 보조금(block grant) 및 소액 융자를 통해 지역

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다(Sumarto & Bazzi, 2011). 이러한 전략들은 

쌀 보조금, 노동심화프로그램, 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 등 4개의 프로그램

으로 구현되어 실행되었으며,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재원을 

지원하였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쌀 보조금

1998년 7월에 도입한 쌀 보조금 프로그램(OPK)은 통화 위기 동안 알

맞은 가격에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행 초기

에는 복지수준 최하위 계층22)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번 10kg의 쌀을 킬

22) 프로그램 타겟팅은 국립가족계획청(National Family Planning Coordinating Agency, 
BKKBN)에서 분류한 가계유형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계는 예비-부유층
(KPS), 부유 I(KS I), KS II, KS III 및 KS III+ 등 다섯 가지 유형의 복지수준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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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당 1,000 Rp(Rp)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 초 하반기에 

시장에서 거래된 쌀 가격은 킬로그램 당 2,000 Rp에서 3,500 Rp였다 

(Usman & Mawardi, 1998). 이후 경제위기의 타격을 받은 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용범위(coverage) 및 쌀 배분을 확대하였다. 이

에 따라 적용범위가 복지수준 차하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되어 수급가구는 

기존의 730만명에서 1,280만명으로 증가하였다(Kusumastuti et al., 

1998). 

또한 1998년 12월부터 배분되는 쌀의 양도 늘어나 수급자격을 갖춘 

가구는 킬로그램 당 1,000 Rp로 20kg으로의 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쌀 보조금 프로그램(OPK)은 경제위기 동안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중에

서 수급대상이나 예산지출이 가장 큰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적용범위 및 잘못된 대상선정 등의 일부 문제가 

발생하였다. SMERU 연구소에 따르면 쌀 보조금 프로그램 수급자의 수

가 2,020만 가구에 도달하여 목표 가구 수의 두 배를 기록하였으나 수급

자의 52.64% 만이 빈곤층이었다. 이는 쌀 보조금 프로그램의 대상선정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급가

구의 1인당 소비가 비수급 가구 보다 4% 더 증가하였다(Asep et al. 

2011 재인용; Sumarto et al., 2005).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기존의 쌀 

보조금 프로그램(OPK)을 “빈곤층을 위한 쌀(Raskin)”이라는 새로운 프

로그램으로 변경하였다(2001년). 

2) 노동력 심화 프로그램

금융위기 동안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류하고 있다. 가계의 복지수준은 고정자산 및 비-경제적 기준 등의 특징을 근거로 삼았다. 



제5장 인도네시아의 소득보장체계  111

(JP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른바 “padatkarya” 라는 노동력 심화 프로

그램을 1997년 말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도시지역 및 흉년이 든 일부 농촌지역이 주

를 이루었다. 회계연도 1998~1999년에 고용창출이라는 범주 하에서 해

당 프로그램은 16개 프로그램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진행 중인 투자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더욱 노동 집약적인 프로

그램과 계약방식으로 재설계하였다. 둘째, 면지역 개발 프로젝트23), 마을 

기반 시설 구축 프로젝트 및 경제위기극복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더 

빈곤한 지역에 정액 보조금(block grant)을 제공하여 공공사업 개발을 

도모하였다. 셋째, 부처별 특화된 노동심화업무를 추진하였다(예로, 해고

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청에서 재교육 실시). 넷째, 가뭄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원조 제공자 및 NGO 등이 주도하여 “식량-근로 연계

(food for work)”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회계연도 1999~2000년에 

해당 프로그램은 공공사업 프로그램 및 실업여성 프로그램의 두 개만 남

았다. 

노동심화프로그램은 많은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므로 다양한 수급

자 선정 기준이 사용되었다. 가뭄 피해지역처럼 일부 프로그램은 지리적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가구별로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기선

택(self-selection)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노동의 의지를 보인 근로

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임금보다 임금이 더 높게 설정되었다. 그래서 이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직을 희망하거나 부업을 하였다. 그러나 쌀 보조프로그램, 건

23) 인도네시아의 지방정부는 34개주(州), 98개시(市), 403개군(郡)으로 구성됨. 원문에서 제
시한 Kecamatan은 군 아래에 있는 면 혹은 읍으로 그 하위에 마을이 존재한다(주 인
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개황(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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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보조금 및 장학금과 같은 기타 프로그램이 행정적인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데 반해, 노동심화 프로그램은 자기선택을 선정기준으로 삼기 때

문에 지출 타격이 큰 가구를 선정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Asep et al. 

2011 재인용; Sumarto et al., 2003). 또한 SMERU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심화프로그램에 참여한 가구들이 노동심화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않은 유사한 수준의 가구 보다 1인당 소비가 4% 더 높은 것으로 드

러났다(Asep et al. 2011 재인용; Sumarto et al., 2005).

3) 보건부문 사회안전망 프로그램(JPK-BK)

1998년 경제위기가 공공보건 및 가정보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어 정부는 보건부문 사회안전망 프로그램(JPS BidangKesehatan, 

JPS-BK)을 수립하였다. 공중보건시설 및 마을 산파들에게 운영상의 지

원이 제공되었고, 빈곤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건소에서 의료 및 가

족계획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가구의 선정은 국립

가족계획청(National Family Planning Coordinating Agency, 

BKKBN) 기준을 따랐으며, 이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에게는 모든 가족 구

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보건카드가 발급되었다. 

보조금은 보건카드 프로그램에 선정된 가구의 수에 따라 각 지역에 배

분되었다. 그러나 Sparrow(2006)는 수급자의 보건카드 활용도가 각 지

역에 할당된 보조금에 비해 낮았다고 밝혔다. 이는 아마도 보건시설에 대

한 접근성이 부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 서비스 및 서비스 수준에 대

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Asep et al. 

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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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부문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교육부문 사회안전망(JPS-DBO) 프로그램은 회계연도 1998~1999년

에 도입되어 빈곤층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제공하고 각 지역별로 가장 취

약한 학교 60%를 대상으로는 학교 운영을 위한 정액 보조금(block 

grant)을 지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수입 감소 및 비용 증가로 

인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취학률을 유지하

기 위해 시행되었다. 한편, 초․중등학교의 교육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

해 학교에도 정액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장학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6%, 중학생의 17%, 고등학생의 10%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초등학생 10,000 Rp, 중학

생 20,000 Rp, 고등학생 30,000 Rp를 매달 지급받았다. 수업료는 장학

금을 통해 충당하였다. 1997~1998년도에 학생 1인당 지출한 월 평균 수

업료는 초등학생 4,900 Rp, 중학생 16,100 Rp, 고등학생 30,400 Rp였

다.

나. 연료 보조금 감축 보상 프로그램

2005년 국제연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의 연

료보조금이 빈곤층보다는 중산층 및 상류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

다는 점 등에 기인하여 연료 보조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

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현금이전의 형태로 빈곤층에게 보상하

였고(PKPS-BBM), 2001년과 2003년 순차적으로 중단되었던 JPS 보건

프로그램과 JPS 장학금 프로그램을 재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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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건부 현금이전(Unconditional Cash Transfer, BLT)

2005년 연료가격이 상승하며 일상용품 및 서비스의 가격도 동반 상승

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빈곤 및 유사 빈곤 계층에게 직접 현금을 이전

하여 식료품, 보건 및 교육 등에 대한 그들의 구매력을 유지하도록 지원

하였다. 2005년 10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 가구의 15.5%가 매월 

100,000 Rp를 수급하였다. 대상적격가구는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대리 자산조사방법(proxy-means testing methodology)을 통해 파악

하였으며, 본 조사는 가구 복지 지표를 사용하여 실시한 표적조사

(targeted survey)에서 도출한 14개의 변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수급

자 수는 이후 1,910만 가구로 증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2개월 동안 운영되었다. 

프로그램 이행 초기에 SMERU 연구소가 실시한 평가를 보면, 비록 전

체 수는 많지 않았으나 타겟팅이 잘못된 사례들이 일부 표본 지역에서 발

견되었다. 수급자들은 수령한 현금을 소비를 위해 사용하였고, 이중 소액만

을 부채상환, 의료비용, 학비, 자본금 또는 저축 등에 할애하였다(Hastuti 

et al., 2006). 2008년과 2009년에 연료가격이 다시 상승하자 이를 보상

하기 위해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이 다시 시행되었고 9개월 

동안 운영되었다. 2013년에는 본 프로그램의 이름을 BLSM으로 변경하

여 4개월 동안 운영하였다. 

2)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Askeskin)

Askeskin은 2003년 8월에 도입된 보건분야 사회보장프로그램(JPK- 

BK)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초 시작되었다. JPK-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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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전의 보건카드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빈곤층이 보건소는 물론 병원 또

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skeskin이 처음 선정한 수급대상

은 6,000만 명이었고, 이들에게 기본적인 외래 진료, 3차 공립병원에서

의 진료, 산과서비스 패키지, 의료취약지를 위한 방문보건서비스 및 특화 

서비스, 예방접종 프로그램 및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보건 서비스를 무료

로 제공하였다. 

처음에는 민영의료서비스도 포함하려 하였으나, 민영의료기관의 3분

의 1만이 Askeskin을 채택하였다(Sparrow et al., 2010). 그러나 

Sparrow 외(2010)는 Askeskin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

선되었으며, 이행 초기에 소득 4분위 중 최하위계층의 외래진료 활용도

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3) 장학금 및 학교운영기금

인도네시아 정부는 회계연도 2001~2002년도에 맞추어 초․중․고등학

교에 재학 중인 빈곤층 학생들을 위해 신규 장학금 프로그램(BKM)을 도

입하였다. 이전의 JPS 장학금 프로그램에 비해 BKM은 선정학생 및 장학

금 액수 면에서 규모가 더 확대되었다. 대상으로 선정되는 빈곤층 학생의 

수는 빈곤지수를 참고하여 정부가 결정하였다. 2004년에 초등학생의 20%

와  중학생의 60%가 장학금을 수령하였으며, 학기당 학생 별로 60,000 

Rp 및 120,000 Rp를 순차적으로 지급하였다. 학교별로 장학금이 할당

되므로 각 학교는 JPS처럼 탄력적 기준을 바탕으로 적격한 학생을 선발해

야 한다. 장학기금은 우체국을 통해 선정된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되었다. 

회계연도 2005~2006년도에 맞추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학교운영기금 프로그램(BOS)을 도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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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위기가 빈곤층의 교육 접근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

고, 9년의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료보조금 삭감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재분배하여 기금을 조성하였다. 

BOS와 이전의 교육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전자가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JPS 정액 보조금은 각 지역별로 가장 빈곤한 

60%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BOS는 학교 운영 자금을 

제공함에 있어 각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즉 초등학교는 매년 학생 당 235,000 Rp, 중학교는 매년 학생 

당 324,500 Rp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식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학생 수가 적거나, 사례비(honorarium)로 보수를 받는 교사가 

많거나, 빈곤층 학생이 많거나, 고립된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불공평한 

것으로 여겨졌다(Suharyo et al., 2006). 

BOS를 통해 마련한 학교운영기금은 11개의 지출항목으로 구성된 지

침에 따라 집행되었다. BOS를 수급한 학교는 BOS 기금으로 충당 가능한 

경우 수업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BOS 기금을 초과하는 경우 빈곤층 학

생들의 수업료는 면제하고 일반 학생들의 수업료를 인하해야 했다.

다. 조건부 현금이전(Conditional Cash Transfer, PKH)

2007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처음으로 조건부현금이전(CCT) 프로그램

을 도입했는데, 그 명칭은 가족희망프로그램(Program Keluarga 

Harapan, PKH)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하고 

세대 간의 빈곤세습을 단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

며, 교육 및 건강과 관련하여 설정된 조건에 따라 현금을 이전하였다. 첫

째, 교육 관련 조건은 6세 이상 15세 이하 자녀의 취학 및 출석이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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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산모 및 영아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를 방문하는 조건이 있다. 

본 프로그램은 7개 주를 대상으로 우선 수행되었으며, 2014년 이후부

터 전체 주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했다. 수급자의 수는 이미 

320만 가구에 도달하였으며, 내년에는 650만 가구로 증가할 것이다. 

2007년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급여 내용도 달라졌다. 급여는 매년 60

만 Rp에서 220만 Rp로, 또는 95만 Rp에서 370만 Rp로 증가하였다. 급

여는 가구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ASABRI, 2014). 

세계은행 조사결과 수급가구의 보건의료서비스 활용도 면에서는 긍정

적인 효과가 있었던 반면, 임산부 및 아동에게 권고하는 비타민 섭취 면

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시범기간(3년) 

중 취학률, 중퇴율 및 임금노동 상황이 여전하여 교육과 관련하여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PKH를 통해 빈곤가구의 월

평균 지출이 증가하였으므로 본 프로그램 수급자의 복지가 개선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지출 증가분은 주로 고단백질 식품 및 의료비를 위해 사

용되었다(세계은행, 2011).

  2. 사회부조 급여: 구조 및 시스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서면서(2014년) 인

도네시아는 3개의 빈곤감소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는 건강한 인도네

시아 프로그램(PIS), 스마트 인도네시아 프로그램(PIP), 그리고 가족복지

저축프로그램(PSKS)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지난 2014년 11월 3일 시행

되었으며, 주관부처인 인적개발문화부 및 여러 부처, 기관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층에 대한 쌀 보조프로그램인 Raskin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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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프로그램인 PKH 등 기존의 프로그램 일부도 여전히 시행 중인데 향

후 인도네시아 빈곤 감소 프로그램의 가속화를 위해 신규 프로그램에 통

합시켜 운영할 예정이다.

가. 건강한 인도네시아 프로그램(PIS)

인도네시아는 2014년 11월 이후부터 ‘건강한 인도네시아 프로그램’ 

또는 ‘건강한 인도네시아 카드’라고 불리는 신규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2014년 1월 1일부터 보건사회보장관리공단

(BPJS Kesehatan)에서 관리해 온 국민건강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확대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빈곤층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의무가입대상자이다. 비갹출 수급자(PBI)로 분

류되는 가입자의 수는 8,640만 명 정도인데, 그 수는 ‘건강한 인도네시아 

프로그램’ 수급자가 확대되고 있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강한 인도네시

아 프로그램의 대상은 빈곤가구 뿐만이 아니라 복지문제를 안고 있는 취

약계층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무연고 아동, 노숙자 및 수감자 등이 해당

되며, 데이터에 따르면 그 수는 170만 명 정도라고 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단순히 진료차원의 보건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

이 아니라 예방 접종과 같은 예방차원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강보험은 

진료 목적의 의료서비스만을 보장하며 예방접종은 보험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본접종(BCG, B형 감염, DPT, 소아마비 및 

홍역)의 경우 병원, 보건소, 1차 진료 기관 등에서 일정에 따라 무료접종

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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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 인도네시아 프로그램(PIP)

스마트 인도네시아 프로그램(PIP)은 기존의 BSM 프로그램(빈곤층 학

생을 위한 장학금)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두 프로그램 간

의 차이점는 PIP에 할당된 대상이 BSM에 할당된 대상 범위보다 크다는 

것이다. PIP는 대상 학생이 2014년 기준으로 2,030 만 명인 반면 BSM

의 경우 1,120 만 명이었다. BSM과는 달리 PIP는 정규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종교학교 및 교육센터와 같은 비정규 학교의 학생들도 대상에 포

함한다. 본 프로그램은 교육문화부와 종교부가 주관부처이며, 프로그램 

대상자는 빈곤가구의 취학연령 자녀(6세에서 21세까지)이거나 가족복지

카드를 보유한 취학연령 아동이다. 

본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매 학기 마다 초등학생 

225,000 Rp, 중학생 375,000 Rp, 고등학생 500,000 Rp를 수령한다. 그

러나 졸업을 앞둔 6학년, 9학년, 12학년 학생의 경우 한 학기만 PIP를 수

급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급여를 수령한다. 

다. 가족복지저축프로그램(PSKS)

과거의 무조건부 현금이전 프로그램(UCT)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인도

네시아 정부는 2014년 11월 가족복지저축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수급

대상자는 전자화폐가 들어있는 SIM 카드를 받게 되며, 은행이나 은행에

서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수급자는 매월 200,000 

Rp를 받게 된다. 2014년 첫 현금이전의 경우 2개월 급여분인 400,000 

Rp를 지급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1,550만 가구가 이 카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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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가구는 SIM 카드를 통해 현금을 이전받게 되며, 1,450만 가구는 

우편 지로로 송금 받게 된다. SIM 카드를 사용하는 수급자는 제도금융권

에 진입(financial inclusion)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이들의 복

지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급자의 계좌로 돈이 직접 

송금되기 때문에 이전받는 현금이 더 안전하게 관리된다. 

  3. 최신 동향 및 변화

2014년 1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나치게 역진적인(regressive) 연료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최신 사회정책 중 주목

할 만한 변화이다. 보조금 폐지로 인한 대부분의 절감분이 인프라 개발에 

할당되긴 하였으나, 이러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사

회부조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상당한 재정 여건(fiscal space)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 예산 중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분의 1 

수준이며, 이 중 대부분이 교육 프로그램에 할당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건부 현금이전(PKH) 프로그

램의 적용범위를 현재의 약 3백만 가구에서 두 배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약 6백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찬가지로 보건프로그램

(PIS)과 교육프로그램(PIP), 그리고 가족복지저축프로그램(PSKS)의 수

급자 수 또한 2014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00만 가구를 대

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사회경제적

으로 하위 40%를 차지하는 가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시스

템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개선을 통해 정부의 사회부조프로그램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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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정이 보다 과학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향후 전망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사회부조프로그램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빈곤감소를 위해 그대로 유

지되고 개선되어 왔으며, 일부 프로그램들은 빈곤 및 취약 계층을 포괄적

으로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도 하였다. 인

도네시아 정부의 2015~2019년 중기개발계획에 따르면, Raskin이라 알

려진 “빈곤층을 위한 쌀” 프로그램은 단순히 쌀만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빈곤 및 취약 계층을 위해 달걀 및 우유와 같은 기타 식품을 함께 제공하

는 영양식품 부조 프로그램으로 그 모습이 변화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부조기금 분배 조정 계획 및 소액융자 프

로그램과의 통합을 전개하고 있다. 12개 부처에서 조성한 사회부조기금

을 통합하여 소액융자 금리를 기존의 22%에서 12%로 보조하고, 이를 통

해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제4절 고용보험제도의 구조와 현황

  1. 역사적 배경

인도네시아에는 실업보험은 없으나,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퇴

직금 제도를 입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생존 및 보장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노동기준의 일환으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보다 훨씬 앞서 시



122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연구: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작한 프로그램이다. 퇴직금제도 및 퇴직금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규제 변화가 5번 차례 있었다. 첫 규제는 법령 12/1964로 민간기업 근로

자의 계약종료에 대한 것이었다. 해당 법령 하에서는 고용주가 근로계약

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기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후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즉 동법을 통해 근

로자의 정리해고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후 업무관

계 종료, 퇴직수당 지불, 용역대금 및 보상금 등에 대한 법령 4/1986을 

통해 명시하였다. 

1996년 시행령 3/1996을 통해 퇴직금 및 장기근속수당(service pay) 

액수가 인상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고 동 기간 동안 

정리해고도 드물어 인상의 효과는 미미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 발생한 

아시아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였고, 기업은 이미 수 년 전 

정부규제에 따라 상당한 인상이 이뤄진 퇴직금보다 더 높은 액수를 법적

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Manning, 2004). 2000년에

는 시행령 150/2000에 따라 퇴직금 및 장기근속수당이 인상되었고, 대

상 근로자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범죄를 저질러 해고된 근로자에

게도 퇴직금을 지불함으로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또 다른 시행령으로 해당 규제가 잠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인도네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시위에 나

서며 원래의 규제로 회귀하였다(Manning, 2008). 

2003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령 13/2003을 새로이 제정하며 범죄

행위를 사유로 정리 해고된 근로자 또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 근로

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없애는 대신 이 외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

직금은 인상하였고, 노동조합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 법령은 헌법 재

판소의 검토 이후 일부 변경사항이 있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유효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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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그래프는 1986년부터 2003년까지의 인도네시아 퇴직금 관련 내용

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래프를 보면 장기근속 근로자의 경우 거의 

20년 동안 퇴직금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근속기간 대비 퇴직금 지급 개월 수 추이(1986~2003)

자료: Manning(2004)

  2. 퇴직금 및 보상금 급여: 구조 및 시스템

노동법 13/2003에 따라 고용 계약이 해지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장

기근속수당 및 보상금의 3가지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급여는 계약해지상황, 근속년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별로 산식이 달리 존

재하기 때문에 계약종료의 사유에 따라 지불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노동법에 준하여 해고수당(separation pay)이 제공되며 금액은 근

로계약서, 회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해고수당은 비관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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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처럼 고용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하며, 오로지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된다. 급여산정에 사용

하는 임금의 구성요소는 급여와 고정수당이다. 상기 언급한 3가지 급여

는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표 5-1〉 퇴직금 및 장기근속수당 기준

퇴직금(2003년 법령13 제156.2조) 장기근속수당(노동법 제156.3)

근속년수 급여 근속년수 급여

1년 미만 1개월분 임금  3년 이상  6년 미만  2개월분 임금

1년 이상 2년 미만 2개월분 임금  6년 이상  9년 미만  3개월분 임금

2년 이상 3년 미만 3개월분 임금  9년 이상 12년 미만  4개월분 임금

3년 이상 4년 미만 4개월분 임금 12년 이상 15년 미만  5개월분 임금

4년 이상 5년 미만 5개월분 임금 15년 이상 18년 미만  6개월분 임금

5년 이상 6년 미만 6개월분 임금 18년 이상 21년 미만  7개월분 임금

6년 이상 7년 미만 7개월분 임금 21년 이상 24년 미만  8개월분 임금

7년 이상 8년 미만 8개월분 임금
24년 이상 10개월분 임금

8년 이상 9개월분 임금

자료: 노동법

기타 보상금(노동법 제156.4조)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보상, 

근로자 및 근로자의 가족이 근로개시 이전 거주하던 지역으로 돌아갈 때 

발생하는 여행경비, 퇴직금 및 장기근속수당 총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주거수당 및 의료비, 그리고 근로계약서, 회사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명시

하는 기타 보상 등이 해당된다. 계약 만료 이전 해고된 임시직의 경우 앞

서 언급한 3가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고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또 다른 급여는 노령급여(old age bene-

fit)이다. 공식부문 근로자의 경우 노령급여 의무가입 대상자이지만, 비공

식부문 근로자의 경우 그렇지 않다. 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임금을 기

준으로 산정되며, 고용주 및 근로자가 각각 3.7%, 2%를 갹출하여 분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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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비공식 근로자는 임금의 범위를 기준으로 명목상 금액으로 분담

하여 임금의 약 2%를 갹출한다. 물론 퇴직을 위한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하나 사망이나 영구적인 장애 및 실직의 경우 가입자는 

총 금액을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정부 규제 60/2015에 따르면, 실직

상태가 된 적립기금 가입자는 1개월의 지급 대기 기간을 거쳐 본인 계좌

에 적립된 전체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 사회보장제도(Jamsostek)에 의해 관리되다가 2014년 인도네시

아 사회보장관리공단(BPJS)이 설립되면서 ‘근로사회보장관리공단’으로 

주체가 변경되었다. 

  3. 최신 동향 및 변화

인도네시아는 산재, 사망, 노령급여, 연금 등 4대 근로사회보장 중 미

시행상태였던 연금보장(Jaminan Pensiun)을 정부규제 46/2015에 따

라 2015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시행하면서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일제

히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기 시행 중인 3대 사회보장(산재, 사망, 노령급

여)을 규율하는 시행령도 별도로 각각 제정하였다. 

근로자 연금보장이 처음 시행되며 노령급여프로그램 가입자가 퇴직연

령 56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노

령급여를 인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만약 가입자가 56세에 도달하지 않

은 경우에도 가입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이라면 주거 목적으로는 적립

기금의 30%, 또는 퇴직준비 목적으로는 기금의 10%를 인출하는 것이 가

능하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사회보장제도(Jamsostek)가 근로사회보장관리공

단(BPJS Ketenagakerjaan)으로 변경되어 2015년 7월 1일 전면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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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전에 있었던 시위와 마찬가지로 반발을 야기하였다. 이전에는 가입

자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실직상태가 되면 적립된 노령급여를 인

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근로 사회보장공단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5년이상

이거나 실직상태인 가입자가 신청한 조기인출 청구가 전체 노령급여 청

구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5-3 참조). 이는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하의 노령급여의 주된 용도가 퇴직을 위한 저축자금 마련

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3〕 노령급여 인출 건수

자료: 근로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tenagakerjaan), 2013 연차보고서.

시위가 있은 이후 다시금 정부규제 60/2015이 개정되어 최초 요건이 

부활하였다. 그리하여 적립기금 인출 조건이었던 최소가입기간 요건이 

사라지며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가입자는 해

고된 이후 1개월의 대기 기간 이후 적립기금으로부터 노령급여를 인출하

는 것이 가능해졌다. 해당 규정은 2015년 9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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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 전망

법령 13/2003이 이행됨에 따라 개정을 필요로 하는 여러 쟁점 조항들

을 둘러싸고 길고 긴 고용주 및 근로자 간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아웃

소싱 근로자에 관한 조항들이 해당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기 때

문에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한편, 고용주들은 해당 법령이 투자분위기

를 조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퇴직금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됐다고 생각

한다. 해당 법령에 대해 15번의 사법심사를 진행하며 7번의 변동사항이 

있었으므로 이를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 초안이 2015~2019

년 국가중기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개정이 이뤄

질 것이다. 

실업보험을 국가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 포함시키자는 논의는 과거에

도 있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고용보험제도 수립과 관련한 의

제를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제도수립방안도 명확하게 마

련되지 않았다. 

제5절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와 현황

  1. 역사적 배경

가. 공무원 및 군인 연금

1963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DASPERI’라 불리는 

공무원 복지기금(PembelanjaanPegawaiNegeri)과 ‘TASPEN’이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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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공무원연금저축(TabunganAsuransiPegawaiNegeri) 2개의 사회

정책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공무원 복지기금(DASPERI)은 공무원의 가족들을 위한 사회부조 프로

그램으로 주로 자연재해 보상을 골자로 하며 사회복지부가 관리한다. 이

에 반해 공무원연금저축(TASPEN)은 은퇴한 공무원 및 이들의 부양가족

을 위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써 노령의 공무원, 퇴역군인 그리고 이들

의 부양가족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 운

영을 위해 국영기업인 PT TASPEN이 설립되었고, 재무부가 이를 관리 

감독한다.

공무원에 대한 고용 원칙과 관련한 법령 11/1969가 제정되면서 공무

원에 대한 소득 이전 규정과 군인연금 프로그램이 결합되었다. 해당 법령

은 퇴직한 공무원이 매달 연금을 수령하고 정년에는 연금저축급여를 일

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1년 군인연금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군인사회보험(Asuransi 

Angkatan Bersenjata Republik Indonesia, ASABRI)이라 불리는 별

도의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다. 군인사회보험은 군인 및 기타 공무원이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이 각기 다른 것을 수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써, 

국영기업인 Perum ASABRI가 관리하고 국방부 산하에서 관리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분리가 이뤄지며 보험제도라기 보다는 사회부조프로그램의 성

격을 더 많이 띄고 있는 DASPERI 프로그램은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러

던 와중 정부는 1975년 DASPERI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사회부조

기금을 TASPEN과 ASABRI로 이전하였다. 이때 DASPERI의 자연재해 

관련 부문은 사회복지부로 이관되었다. 

정부규정 25/1981을 통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회보장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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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복지 프로그램, 노후저축 및 연금)을 국영기업인 공무원연금관리

사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였다(Esmara & Tjiptoherijanto 1986). 한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프로그램은 여전히 국방부 산하 국영기업

인 군인사회보험사가 관리하였다.

나. 근로자 사회보험(Astek 및 Jamsostek)

1957년 사회복지사재단(Foundation of Social Workers)이 설립된 

이후 1964년에는 사회보장기금(Dana JaminanSosial)을 조성하여 사

회보장프로그램을 공식적인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고

용주 및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초창기에는 의료, 출산 및 

사망 급여 등의 건강관련 급여만 보장하였다.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자발적 사회보장기금 프로그램은 의무가입 프

로그램인 근로자사회보험(Asuransi Tenaga Kerja, ASTEK)으로 대체

되었다. 이후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의 주요 전개사항으로는 

근로자사회보험에 관한 법령 3/1992(JaminanSosial Tenaga Kerja, 

JAMSOSTEK)가 공포된 것이다. 법령 3/1992에서 파생한 정부규제 

36/1995에 따라 근로자사회보장제도는 국영기업인 근로자사회보험공단

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근로자사회보장제도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후저축 및 사망급여 등

이 포함된다. 준비기금에 적립되는 보험료율은 월급의 5.7%에서 0.3%로 

다양한데, 5.7%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3.7%와 2%를 갹출하고, 

0.3%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갹출되는 것이다.

근로자사회보장제도는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어서 가입자들이 실감하는 경제위기의 여파를 완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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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정부규정 14/1993은 민간부문 근로자들이 

더 나은 민영건강보험을 누릴 수 있도록 “미가입 선택(opt out)” 메카니

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JAMSOSTEK하의 건강보험프로그램이 대

상자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없었던 부분적 이유가 바로 이러한 메커니

즘 때문이다. 1995년 ASTEK 기구에서 관리하던 가입자 수는 약 910만 

명의 근로자였다. 이후 1997년 국영 근로자사회복지공단에서 운영한 가

입자 수는 1,180만 명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공식부문 근로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다. 근로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tenagakerjaan)

인도네시아는 2014년 초부터 국가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

회보장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체는 두 군데인데 건강사회보장관리공단

(BPJS Kesehatan)이 의료 혜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사회보장관리

공단(BPJS Ketenagakerjaan)이 고용 관련 급여를 관리한다. 이는 근로

자사회보장관리공단이 바뀐 것으로 근로사회보장관리공단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민간부문 근로자들을 위한 연금수당을 새로운 보호 장치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0년부터 사회보장 개혁 과정을 시작하였으며, 

국가 최고기관인 ‘국민협의회(People’s Consultative Assembly)’에서 

국가사회보장제도 수립 의제를 논하였다. 2002년 국민협의회는 전체 인

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헌법을 수정하자는 개혁안

을 수락하였다. 수정된 1945 헌법 제3관 제28H조를 보면, “존엄한 인간

으로써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2관 제34조에서는, “국가는 모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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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취약 및 빈곤 계층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수정되기 이전에는 사회보장을 뚜렷이 명시한 헌법 조항이 없었

다. 사회보장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으로 “모든 시

민은 인간다운 삶과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제2관 제27조 와 

“빈곤하고 궁핍한 아이들은 국가가 돌봐야 한다”는 제34조 등이 있었다.

2003년에 국가사회보장법(SJSN) 초안을 완성하여 2004년 초에 의회

에 제출하였다. 초안은 2004년 10월 SJSN에 관한 법령 40/2004로 제정

되기까지 수정과정을 56회나 거쳤다. 심의 과정 중에 주로 논의되었던 부

분 중에 하나는 국가사회보장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체의 유형을 결정하

는 것이었다. 즉 관리기관을 국영기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비영리 

기관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SJSN법은 전 국민을 대

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공식과 비공식 부문의 전체 인구가 

국가사회보장제도 안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SJSN법이 규정하는 사회보험프로그램은 연금, 노후저축, 건강관련 급

여, 산업재해보상, 그리고 사망급여 등 다섯 가지이다. 급여수준 및 비용

은 정부 규제 및 대통령령에 따라 세부내용이 달라진다. SJSN법은 주체

기관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4개 국영사회보장회사(근로사회보장공단, 

보건사회보장공단, 공무원연금관리사, 군인연금관리사)가 BPJS를 구성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각 주체기관별 역할은 별도의 법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SJSN법은 제정 후 5년 뒤인 2009년 10월까지 주체기관에 대한 규제를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기한을 지킬 수 없었으

며 해당 기일까지 동 법에서 파생되는 시행령(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

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는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여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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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였으며, 2011년 11월 BPJS에 관한 법령 24/2011을 통과시켰다. 

BPJS법은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시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두 곳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사회보장관리공단과 근로사회보장관리공단이 이

에 해당한다. 보건사회보장관리공단은 보건 급여를 관리하고, 근로사회

보장관리공단은 4개의 근로자 사회보장프로그램(산재, 노후저축, 연금 

및 사망급여)을 관리한다.

또한 근로자사회보장관리공단은 BPJS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자로 

근로사회보장관리공단로 변경되며, 늦어도 2015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사회보장관리공단의 기존 건강부문 프

로그램의 경우 보건사회보장관리공단과 통합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군인연금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험프로그램, 노후저축 및 연금 

부문은 늦어도 2029년까지 근로사회보장관리공단과 통합될 것이다. 

  2. 공적연금급여: 구조 및 시스템

가. 공무원 및 군인 연금(Taspen 및 Asabri)

공무원연금(Taspen)은 법령 11/1969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연금재

원은 정부 재정(APBN)을 통해 조성되며, 부과방식(pay-as-you-go)을 

채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금 지급을 위해 정부 재정 및 공무원적립기금

도 활용하였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전적으로 정부재정을 통해서만 충

당하고 있다. 

가입대상자는 국가 공무원, 주 공무원, 국가보훈대상 수급자, 퇴역군인

수당 수급자, 1989년 4월 이전 연금 수급권을 받은 제대 군인 연금 가입

자, 인도네시아 철도청 연금 수급자 및 명예 연기금 수급자 등이다.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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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본봉과 가족수당(아내 및 자녀)으로 구성된 월급에서 4.75%를 갹출

한다. 

급여는 수급권자를 위한 연금 뿐만 아니라 상속인을 위한 배우자 연금, 

고아 연금, 부모님 연금 및 조의 수당 등이 있다. 만약 가입자가 퇴직연령 

이전에 사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연금이 일시불로 이자와 함께 지급된

다. 2014년 이후 정년은 56세에서 58세로 연장되었다. 수급권자는 공무

원으로 근무한 근속년수에 따라 마지막에 받은 봉급의 40%에서 75%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한편 군인연금(Asabri)은 국방부 공무원과 육․해․공을 모두 포함한 군

인, 그리고 경찰 등이 대상자이지만, 기여율과 수급 내용은 공무원연금과 

동일하다. 군인연금은 확정급여형이며, 급여는 복무년수 및 마지막에 받

은 봉급에 따라 달라진다. 

나. 근로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tenagakerjaan)

2015년 7월 1일, 인도네시아는 국가사회보장제도에 새로운 연금수당

프로그램을 추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규정 45/2015에 따라 시행

중이며, 공식부문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중견

기업 및 대기업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공식부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영세기업 및 소기업 근로자는 자발적인 가입대상이었다. 지금 현

재 연금 보험료율은 월급의 3%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중 고용주 2%, 근

로자 1%씩 각각 갹출한다. 

확정급여형을 채택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노후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자녀 연금 및 미혼인 근로자를 위한 부모님 연금 등 

각 연금의 급여별로 급여액이 정해져 있다. 공무원 연금과는 달리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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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햇수와 보험료 납부 기간 동안의 평균 월급에 따라 달라지

며, 최소 300,000 Rp부터 최대 3,600,000 Rp까지 다양하다. 정년은 

56세이며,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15년 미만인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투자수익과 함께 돌려

준다(Rachman, 2015). 

다. 최신동향 및 최근변화

2014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수급자는 총 2,444,013명이며, 지난 5년

간 약 2.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4년 공무원의 연

금개시연령이 56세에서 58세로 연장되어 당해 연도에는 성장세가 둔화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2012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는 실질 가입

자의 수가 신규 공무원 가입의 일시정지(moratorium)로 인하여 소폭 하

락하였다. 이로 인해 급여 청구금 지급 및 가입자 적립금 부채에 영향을 

미쳤다. 

〔그림 5-4〕 실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수급자 비중

자료: 공무원연금(TASPEN) 2014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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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재정이 지급하는 연금수당의 

총액도 지난 5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 5-5 참조). 2014년 기준 

수급권자에게 제공하는 연금, 수급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자녀 연금 및 

주 공무원연금 등을 수령하는 연금 수급자를 위한 정부재정 지출규모는 

70조 5,900억 Rp였다. 한편 실질 가입자 수가 줄기는 하였으나 가입자

의 월급이 증가하면서 납부 총액은 소폭 동반 상승하였다. 그러나 인도네

시아 정부가 올해 초 부처 및 정부기관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모집하기 위

해 일시중지(moratorium) 정책을 계속하고 있어 실질 가입자 수는 지속

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림 5-5〕 공무원연금의 재원

(단위: 10억 Rp)

자료: 공무원연금(TASPEN) 2014 연차보고서.

군인연금 가입자 수는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에 비해 상당히 작은 편이

다. 2014년 기준 군인연금 가입자 수는 1,169,149명으로 공무원연금 전

체 가입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010년과 2014년 사이 전체 가

입자 수는 소폭 증가하였는데, 경찰 및 군인 가입자가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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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군인연금 가입자 수

(단위: 명)

자료: 공무원연금(TASPEN) 2014 연차보고서.

2015년 7월 근로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tenagakerjaan)이 설립된 

이후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연금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는 약 150

만 명이다. 올해 말이 되면 그 수가 2백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향후 전망

가. 근로사회보장관리공단(BPJS Ketenagakerjaan)의 변화

2014년 4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용과 관련한 국가사회보장제도 이행

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고용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029년까지 

보편적 고용보장(universal coverage of employment)을 달성하기 위

해 규제, 가입 자격, 프로그램, 자산 및 투자관리, 자금조달 및 보고, 조직 

및 인적자원,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정보기술 확립, 교류, 모니터링 및 평

가 등 9개의 부문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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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가 근로사회보장제도의 의무가입대상이

며, 특히 공식부문 근로자들은 2019년까지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

원, 군인 및 경찰은 이미 별도의 제도가 있어 2029년까지는 기존의 제도

를 준용하되, 2029년부터 근로사회보장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신규 국

가연금제도에 재정 통합할 예정이다.

〔그림 5-7〕 보편적 고용보장 단계

자료: Government of Indonesia(2014), 2013~2019 고용 관련 사회보장 로드맵

나. 연금개혁 계획

정부규제 45/2015에 따라 정년은 매 3년마다 1년씩 연장될 것이다. 

현재 정년은 56세이며, 2019년 57세로 늘어난 이후 정년이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 연장될 것이다. 또한 보험료율은 매 3년마다 이뤄지는 평가 

및 조정을 거쳐 현행 3%에서 점진적으로 8%까지 증가할 것이다. 보험료

율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인상될 것이다. 

민선정부조직(civilian state apparatus)에 관한 법령 5/2014가 시행

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금제도를 기존의 부과방식에서 완전적립방식

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기존의 부과방식은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연금수당이 매년 증가하여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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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반면에 완전적립방식의 경우 정부의 예산이 아닌 연기금 투자

를 활용하여 연금수당을 지출한다. 계획상으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근로자들은 완전적립방식을 통해 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이다. 

본 계획에 대한 정부시행령(안)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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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연

구>의 일환으로 주요국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였다. 이 보

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사회보장제도

를 정비하고 있는 속도는 가히 놀랄만하다. 중국은 2010년 사회보험법을 

도입한 이후,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매우 빠른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의 확충

이 진행되고, 사회부조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시도 또한 나타나고 있다. 그

리고 베트남 또한 2007년 제정된 사회보험법을 2014년 개정하며 사회보

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재는 빈곤층을 대상으

로 하는 사회부조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저생계비와 같은 기준선을 

만드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끝으로 인도네시아는 2003년 

도입된 국가사회보장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정

비 확충해 왔다. 참고로 2015년 7월 1일부터 연금보장제도가 최초로 시

행되었다, 그리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대대적으로 빈곤퇴

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

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것은 아시아의 복지국가들을 유형화할 수 있는 거시적인 담론부터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

결론 및 정책제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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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

고자 한다.

첫째, 아시아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국제비교 분석

틀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만 보더라도 

서구의 기존 분석틀로는 유형화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물론 이 연구는 장기적으로 유럽국가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국제비교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며, 비교연구를 위한 분석틀 자체는 객관성과 엄

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상이한 정치적 여건과 경

제적 발전단계 그리고 사회세력 간 힘 관계의 상이성 등을 고려하면, 사

회보장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접근방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

리고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아시아지역 사회보장제도 국제비교를 위한 

분석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초점을 

둔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 1) 보장범위(Coverage), 2) 

보장수준 (Benefit level), 3) 재정안정성 (Sustainability)이 그것이다. 

둘째, 아시아 각국의 노동시장 상황과 비공식부문 규모 등을 고려한 보

다 현실적인 사회보장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20세기가 서구 복

지국가의 전성기였다면, 그 저변에는 서구 국가들을 지탱하던 강력한 포

드주의적 생산체계가 전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규직 남성 노동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방식의 정책권고가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는 더 이상 큰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참고로 1990년대말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와 그에 따른 이

행과정에서 국제기구들이 했던 정책제안이 갖는 문제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사회보험 도입이 힘든 상황에서 유럽식 또는 극히 도식

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전파했던 것은 더 이상 수용 가능하지 않아 보

인다. 21세기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 중인 노동세계와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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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은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여형 재원과 비기여형 재원을 복합적으로 구성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대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인프라에 대한 기초연

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는 크게 세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 1) 사회보장재정에 대한 연구, 2) 사회보장 행정인프

라에 대한 연구, 4) 사회보장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앞

서 아시아 주요국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각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그것을 지탱할 재정기반과 행정인

프라(전달체계) 그리고 소득파악 등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

하다. 제한된 재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화된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 정작 소득파악을 위한 행정인프

라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제도를 온전히 운영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제2절 정책제언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OECD 가입국을 비롯한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

회보장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왔다. 이는 단기간에 많은 제도를 구축해야 했던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이제 스스로 우리

에게 걸 맞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시점에 이

르렀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적 여건에서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클 것으로 여겨지는, 그리고 지리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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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성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들에 대한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위한 제반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정부차원

에서 몇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

로 각국의 정책과 제도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

는 플랫홈(Platform)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연구조

직으로 하여금 일정 주기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현황을 업데이

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각국 

제도에 대한 때늦은 그리고 부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논란을 거듭하는 일

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물론 

민간의 전문가와 정부관료들이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한 네트워크이

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정보를 활

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시아지역의 국제기구를 매개로 하거나, 정부간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유럽연합 차원

에서 지원하는 MISSOC과 유사한 네트워크 기구를 설립하여 아시아 각

국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정보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사회지출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여 

가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는 현재 OECD의 SOCX에 준

하는 공적사회지출 관련 정보네트워크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공

적사회지출에 관한 정보체계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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