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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쟁점과 전략

제1절  주제발표

제2절  종합토론

1제 장





제1절 주제발표

  이철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놓고 통합에 따른 운 과 제도적 쟁

점을 분석하 다. 이를 근거로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방식에 접근하면 다

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방식은 통일직후 실제에 

한 평가 이후의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통일직후 즉각적인 통합이 불가능하다

는 현실적인 판단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일직후 중심으로 통합방향을 요약하면 ① 남한 

제도 기준 점진적 적용・도입, ② 남한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되, 별도 급

여기준(혹은 재산정)으로 즉각 적용, ③ 북한 제도 한시적 유지 후, 남한 

제도 적용・도입, ④ 특정 일방의 제도를 떠나 즉각적인 특별 긴급구호

(한시적)제도 도입, ⑤ 특정제도와 연계하여 진행・도입으로 구분된다.

또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동과 소득이 연계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남북한 사회복지 통

1)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한 소고”, 2015년 제30권 1호 동북아연구에 게재된 것임을 
밝힌다.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쟁점과 전략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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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전략을 도출해야한다. 둘째, 통일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 부문의 국민

적 불안감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한다. 셋째, 제도별·단계별· 상별 통

합(방식·모형): 구호-안정-이행-통합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해야한다. 

넷째,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한 심리적·경제적 기 감 충족·불안감 해

소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다섯째, 남북한 주민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북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원책을 제시해야한다. 여섯째, 이를 통해 궁극적으

로 통일한국의 복지모형을 제시해야한다.

주제어 : 통일,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복지통합, 사회복지제도

1. 서론

급격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은 통일 후에 탈산업화와 노

동시장의 악화,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각종 정책 등에서의 사회적 분리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서독주민 사이에 심리

적 이반현상이 통일이후 장기간 가속화되었다고 평가된다.2) 

독일통일의 경우 부분의 통일비용이 서독에 비해 상 적으로 낙후되

었던 동독 주민의 사회복지부문 특히, 연금과 고용부문에 통일초기부터 

장기간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이는 통일독일 정부가 동서독 주민의 사

이에 삶의 질의 격차를 최 한 줄이고 동독주민의 통일에 한 ‘기 감’

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정치적인 동기에 기인한다. 즉, 서독정부가 통일을 

놓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고 이를 합치한 인식에서 비롯된 통일정

책의 결과 다. 때문에 막 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서독정부는 

2) Max Kaase & Petra Bauer-Kaase., “Deutsche Vereinigung und innere Einheit 
1990～1997.” in Heiner Meulemann (Hg.), Werte und nationale Identitaet im 
vereinten Deutschland, Opladen: Leske+Budrich, 1998, pp. 251~265.



제1장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쟁점과 전략 5

동독주민에 한 생계를 최 한 지원·보장하고자 노력했고 이러한 결과

가 바로 통일비용의 증가를 야기하 다. 또 이러한 통일비용에 한 부담

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서독주민들의 경우 통일독일에 한 불편함을 

통일초기에 표현하기도 하 다. 이러한 배경에는 ① 동·서독 양자 모두 

구체적인 통일플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진행되었고, 

② 서독에 의한 동독의 사실상의 흡수통일이었고, ③ 이에 서독의 제도를 

동독에 거의 그 로 이식할 수밖에 없었고, ④ 따라서 동독의 복지제도는 

거의 도외시 되었고, ⑤ 이러한 것과 더불어 양독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일방적 체제이식에 한 문제의식과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적어도 복지부문에 관한 동서독의 삶의 질에 한 균형을 맞추는 것 

이외에 이것이 야기하는 파급현상을 고려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통일

독일의 사회복지 통합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때문

에 통일독일의 사회복지 통합은 남북한에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지

는 몰라도 계승해야할 롤 모델은 아니다. 그렇지만 남한은 이들이 범한 

오류와 부분적 실패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3) 왜냐하면 통일독일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 이를 남한이 통일이전에 상쇄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통일한국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패의 원인을 사

전에 비·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성공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논의의 초점은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쟁점에 

해 거시-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 사

회복지 제도통합, 나아가 통일한국의 사회복지 모형과 체제에 한 초기

단계의 논의이고 이는 장기간 단절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연구를 

지속시키는 의의가 있다.

3) 이철수, “통일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월간 북한』통권 제511호, 서울: 북한연구소, 
2014,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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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 관련한 최근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4)는 한반도통일 경제적 효과를 통일비용과 편익을 분석하 다. 김규

륜 외의 연구5)는 통일효과를 독일과 비교·측정 제시하 다. 장혜경 외의 

연구6)는 통일에 비한 가족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 다. 한국정책금융

공사의 연구7)는 긴급사태의 유형과 책에 해 사회 비책 차원의 큰 

틀의 응방안을 제시하 다. 박복순 외의 연구8)는 남북한 여성가족 법

제 비교연구이다. 이철수 외의 연구9)는 남북한의 공적연금제도 통합을 

놓고 북한의 공적연금 제도와 실태, 통합 시 제기될 쟁점과 제도적, 현실

적, 실천적 차원의 문제를 제시하 다. 최균의 연구10)는 통일이후 북한의 

사회서비스체계 통합과 구축 방안에 해 거시적 수준의 해법을 제시하

는데, 이는 기존에 비교적 접근하지 않았던 분야이다. 김원섭의 연구11)

는 독일의 통일이후 공적연금 통합에 한 전반적인 고찰을 했는데, 통일

독일의 경우 공적연금이 순차적으로 통합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조망하

다. 

이석12), 전홍택13)의 연구가 있는데, 동 연구들은 경제제도통합의 하부

단위로 접근, 공적연금, 공적부조, 고용보험, 보건의료제도를 통일이후 

4) 국회 예산정책처, 『한반도통일의 경제적 효과』,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14.
5) 김규륜 외, 『한반도통일의 효과』, 서울: 통일연구원, 2014.
6) 장혜경 외, 『통일 비 효과적인 가족정책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7) 한국정책금융공사 편, 『통일시 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샬플랜 A & B』, 서울: 한국정책금

융공사, 2014.
8) 박복순 외, 『통일 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비교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

원, 2014.
9) 이철수 외, 『북한 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 실태 분석』,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2014.
10) 최균, “통일이후 북한의 사회서비스체계 통합과 구축 방안.”『통일보건복지포럼』발표문,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11) 김원섭, 『독일통일과 연금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2014.
12) 이석 편.『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이론, 이슈, 정책』,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3.
13) 전홍택 편,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운 방안』, 서울: 한국개발연

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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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분리운 방안을 제시하 다. 이현경의 연구14)는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를 비교 분석하 는데, 동 연구는 사회적 욕구충족과 사회경제적 불

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과 실태를 중심으로 접근하 다. 이규창 외의 연

구15)는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인데, 이는 

기존의 연구를 답습하지 않은 실증적 연구이자 기존연구를 한 차원 극복

한 연구로써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철수 외의 연구16)는 통일한국의 사회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 다양한 사회복지부문의 통합에 한 

초기단계의 논의를 제기하 다.

이세정 외의 연구17)는 통일단계를 포함, 궁극적으로 단계별 보건의료

제도의 법제 통합 문제를 놓고 이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박종철 

외의 연구18)는 통일을 비한 북한변화단계와 통일추진단계에서 사회복

지 부문의 과제를 제시하 다. 우해봉 외의 연구19)는 통일이후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놓고 공적연금 운 의 정책적 기본방향을 제시하 다. 박종

철 외의 연구20)는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통일과

정과 통합사례를 포함하여 제시하 다. 연하청 외의 연구21)는 통일 비 

사회복지와 보건 부문의 과제를 제기하 는데, 북한지역주민의 생활보호

를 위한 단기적인 긴급위기관리정책과 함께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

14) 이헌경,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비교분석-사회적 욕구충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과 실태.”『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9호, 서울: 통일연구원, 2013.

15)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16) 이철수 외,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17) 이세정 외,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법제 통합방안』, 서울: 통일부, 2011.
18) 박종철 외, 『통일 비를 위한 국내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19) 우해봉 외, 『남북한 통일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운 의 기본 방향』,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2011.
20) 박종철 외, 『남북 법제통합 기본원칙 가이드라인』, 서울: 통일부, 2010.
21) 연하청 외, 『통일 비 사회복지 및 보건 정책과제』, 정책보고시리즈 2010-05, 서울: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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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주요정책과제의 중·장기적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 다.

특히 이와 같은 논의는 통일초기 북한지역의 경제‧사회 체제전환에 따

라 발생할 량실업과 배급체계의 완전 와해를 가정하고 접근하 다. 연

하청의 연구22)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통일과정의 관리에서 부각될 

수 있는 주요 핵심정책 과제인 북한 지역 주민의 생활보호(basic needs)

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과제를 제시하 다. 이는 동 년도에 수행한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문이다. 이외에도 매년 발간되는 「북한인권백서」23)의 북

한 식량·보건 실태에 한 면접조사통계 연구가 있다.

상술한 연구들은 체로 정책적 차원의 성격을 갖고 큰 틀의 방향과 함

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기의 연구주제들은 모두 정책적으

로 분리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

하면, 통일 비 과제, 긴급사태, 경제통합, 보건의료법제 통합, 노후소득

보장, 법제통합 원칙 등은 사회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이는 제

도적·현실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의 내용물에 해당된다. 따라

서 이러한 연구들은 통합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까지 논증한 국내외 기존 연구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22) 연하청, 『통일과정 관리와 사회복지정책 과제』, 정책보고시리즈 2010-6, 수원: 경기복
지재단, 2010.

2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1~2015;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인권백서』, 서울: 북한인권센터, 20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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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통일사회복지 연구 경향 : 최근 5년

년번 발행년도 연구자 주요 연구 분야 연구 성격

1 2014
 국회 

예산정책처
 통일사회복지비용 계측  비용 추계 연구

2 상동  김규륜  통일효과 비교·측정 제시  비교 측정 연구

3 상동  장혜경 외  통일에 비한 가족정책  정책연구

4 상동
한국정책
금융공사

 긴급사태의 유형과 책  상동

5 상동  박복순 외  남북한 여성가족 법제  법제비교연구

6 상동  이철수 외  북한 공적연금 제도, 실태  정책연구

7 상동  이철수 외  통합쟁점과 통일복지 모형  정책연구

8 상동  최  균  북한복지체계 통합과 구축  상동

8 상동  김원섭  독일통일과 연금통합에 관한 연구  정책실태연구

10 2013  이  석  경제통합과 분리운  방안  상동

11 상동  전홍택  상 동  상동

12 상동  이현경  사회복지제도 비교  이론연구

13 상동  이규창 외  북한취약계층 연구  실증연구

14 상동  이철수 외  통일사회복지 체계  기초연구

15 2012  이철수  북한사회복지 체계와 이슈  기초연구

16 2011  박종철 외  통일사회복지 과제  정책연구

17 상동  우해봉 외  통일이후 노후소득보장제도  상동

18 2010  연하청 외  통일 비 복지보건부문과제  상동

19 상동  연하청  통일사회복지부문과제  상동

20 상동  통일부  복지제도와 일부 실태  기초연구

21 상동 통일연구원  식량과 보건실태  실증연구

22 상동
 북한인권

센터
 식량권과 건강권실태  상동

주: 통일보건 연구와 일부 중복.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한국의 사회복지 통합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남

북한의 다양한 사회복지 쟁점에 한 분석과 해당 제도별 문제점을 도출

하고 그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제도의 경우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 중 공적연금, 산재보험, 보건의료, 사회보훈, 공적부조,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 사회복지서비스, 배급제, 고용보험, 시설보호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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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쟁점을 비교함으로써 거시 구조적 관점에서 남북한 사회복지 통

합방향을 제시하 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초기 북한주민 구호단계에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방향을 제시하 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방법

은 남북한에 각각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복지제도24)에 한 비교연

구방법을 시도하 다. 지금까지 논증을 토 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도

식화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분석모형

2. 운영 쟁점 : 양극체제

  1) 작동원리

사회복지 운 원리는 사실상 복지체제를 작동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작동 틀’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복지체계를 구성하는 하부단위인 각 사

24) 보다 자세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와 체제에 한 연구는 이철수, 『긴급구호 북한의 사회
복지: 풍요와 빈곤의 이중성』,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연구 참조.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X)

쟁점Ⅰ: 운영
(Y1)

쟁점Ⅱ: 제도
(Y2)

통합방향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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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제도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데, 이는 해당국가 복지체제 동학

의 기본적인 작동 베이스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운 원리와 체제 차이에

서 남북한은, 남한의 독립·분리운 , 북한의 통합운 으로 표된다. 광

의로 접근하면 남한은 사회보험, 사회보훈,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각

각 별도로 적용되고 운 된다. 반면 북한은 남한과 정반 로 사회보험, 

사회보훈,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각각 통합 운 된다. 

특히 북한의 경우 이러한 통합 운 의 근거와 배경에는 그들의 체제속

성이 자리잡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인 국가소유제도로 사실상 사기업의 

부재, 사회주의체제의 국가와 근로자의 직접적인 임노동 관계, 무엇보다 

국가사회적 공훈을 최우선하는 체제 특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

치·경제적 기반의 차이가 복지운 에 그 로 반 되어 통합 운  체제 지

속시키고 있다.

가령, 남한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양 급여

를 수급하거나 보훈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에 공로나 보훈등급이 

합산되어 계상·지급되지 않는다. 나아가 여타 다른 복지제도의 급여와 직

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은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각 

제도별로 독립된 운 원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이러한 남한과 달리 복지제도가 통합 운 됨에 따라 수급

자 개인의 급여계상도 통합 적용되어 결정된다. 가령, 북한은 국가공로자

(남한으로 보면 국가공로·사회보훈 상자)는 공적연금과 보건의료는 물

론이거니와 식량배급과 국가가 지급하는 모든 복지급여에 있어서도 여타 

일반 상자 보다 급여수준이 높게 책정되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특

히 공훈을 우선시하는 북한은 해당시기의 포상이 1회성이 아니라 포상과 

공훈의 수준에 따라 즉각적이고 종신적인 혜택을 동반하는 구조이다. 즉, 

노동기간 중의 포상은 즉각적인 급여상승과 다양한 물질적 혜택을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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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추후 노후보장으로 이어지여 보건의료서비스에도 

별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는 무엇보다 양 체제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어느 

쪽이 옳거나 그르거나, 우수하거나 미약하다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차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이는 남북한 양 체제 그 자체의 차

이에서 시작하여 상호간의 복지제도 발달과정상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이

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는 단지 남북한 양 체제차이에서 파

생한 여러 가지 사회제도상의 차이이자 환경상·과정상의 차이이고 그러

한 상황에서 발생한 다양한 차이점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것이 사실상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할 때 ①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을 통일이후 현

행 남한체제 중심의 분리 운 방식으로 적용·재편할 것인가, ② 아울러 

이를 통일직후부터 즉각 적용하고 이것이 가능한가, ③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문제는 없는가, ④ 또한 비용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받아

들일 것인가, ⑤ 받아들인다면 이에 따른 남북한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⑥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안이 있는가 하는 등에 한 다양한 문제가 제

기된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남북한 사회

복지통합에 한 실질적인 준비정도를 가늠한다면, 지금은 ‘논의단계’ 조

차 아닌 ‘관심단계’-그것도 초기수준의-이다. 반면 역으로 이러한 문제제

기는 ⑦ 현행 북한체제 중심의 통합 운 으로 재편할 것인가라는 관점에

서도 위와 거의 동일한 수준-비록 상당부문 현실과 동떨어지지만-의 문

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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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영 통합 전략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의 운 원리상의 

기본적인 차이를 극복한 바람직한 통합방안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

해 통일직후를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한을 떠나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한 

급속한 제도운  원리의 통합보다는 상호 기존의 틀을 유지한 가운데에 

점진적인 통합25)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신속한 제도통

합을 추진할 만한 여건이 부족하다. 이는 무엇보다 양 체제의 제도상의 

이질성이 상당하다. 즉, 남북한 양자의 사회복지제도의 공통분모를 기반

으로 최소한의 통합을 이루기에는 제도적 차원의 이질성으로 인해 그 간

극을 상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또 남북한 당사간의 

상호간의 정보와 역량이 부족하며 나아가 준비 또한 매우 미비한 실정이

다. 특히 국내외를 망라하여 이에 한 정보, 전문 연구 인력과 역량, 축

적된 노하우 등이 매우 부족하다.

가령,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은 1차적으로 남북한 통일방식과 속도, 정

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분야별 통합방식과 기준, 속도를 기반으로 

하여, 2차적으로 복지통합이 제도적·실질적 차원으로 접근·양분되면서 

사회복지 제도별, 상별, 계층별, 지역별, 소득별, 위험별, 현황별로 재

차 분류되고, 3차적으로 이를 다시 단계별·시계열적으로 통일이전 선행

과제, 통일직후 문제, 통일 이후 통합과정 상의 문제-예컨 , 북한의 사회

안전망을 관리하는 제반 사항-, 돌발변수를 포함한 궁극적인 통합에 이르

는 통합 전략시나리오 등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25) 특히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통일한국의 복지모형이 새롭게 
구상되거나 혹은 남북한 사회복지통합에 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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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속한 통합자체를 시도하더라도 남북한의 복지 급여계산 방식

의 차이에 의거하면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남한 

주민의 반감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 가령, 남한의 복지체제를 중심으로 

통합 적용할 경우 기존 가입자들의 이동과 제도 편입, 적용 상의 재설

정, 수급기준의 납부(누적)액과 급여, 납부요율의 상향 조정, 소득 체율

의 합의와 조정 등의 무수한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 , 북한의 공적연금 가입 상자는 남한의 공무원, 군인, 국민연금

으로 재설계되어 가입이 이동될 것이고 기존의 연금수급자 역시 이에 기

인하여 재설정되거나-혹은 경과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연금

수급 수준-소득 체율-과 납부율-부담금 조정-도 남한에 준하여 동시에 

상승될 것임에 따라 수급자는 유리하다. 그러나 가입자(현재 매월 1%)와 

사업장(현재 매월7%, 개성공단은 매월 15%)의 경우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실질적인 가계소득의 하락을 야기할 것이다.

반면 북한의 복지체제를 중심으로 통합 적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에 

한 책임과 피해는 결과적으로 남한주민이 보고 그 비용 역시 부담해야

한다. 반면 북한주민의 책임과 부담은 남한주민에 비해 상 적으로 작고 

그 이익은 북한주민이 본다고 할 수 있다.26) 즉, 복지급여 수급자나 가입

자의 입장에서 북한의 통합 운  체제 원리를 도입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일부 주민 외에는 사회적 공훈 수급자(사회보훈 상자)가 북한에 비해 상

적으로 극소수임에 따라 상자가 소수이다. 반면 북한은 이와 정반

로 다수가 존재함에 따라 비 칭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복지체제를 중심으로 통합 적용할 경우 북한주민은 기

존과 같은 수준의 급여가 자동적으로 승계-혹은 상승-될 것이다. 하지만 

남한주민은 이로 인해 사실상의 역차별을 받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나

26) 이는 남북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가구별 평균 소득수준 차이를 근거로 한 판단이다.



제1장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쟁점과 전략 15

아가 이를 남한주민이 긍정적으로 보고 수용할지도 미지수이다. 즉, 기존 

북한의 통합 운  원리 하의 급여계상 방식에 해 남한주민은 이를 받아

들이고 그 비용 또한 부담하기엔 다소 부담이 된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신속한 통합보다는 점진적인 통합이 남북한 사회

복지 제도 통합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한다 하겠다. 또 점진적인 통합과정

이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이질성에 한 해법을 찾는 과정 또한 될 것이

라 판단된다. 때문에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자체에 해서는 남북한정부

(통일이전)와 통일한국정부(통일이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응해

야한다. 그러나 그 방식과 속도에 해서는 다소 시간을 갖고 관련 변수

에 따라 응하는, 즉, 총론차원의 응원칙과 기준, 각론차원의 응원

칙과 기준이 작동하는 ‘다차원적 다중 전략’이 필요하다.27) 가령, 여기에

는 ① 통일직후 북한의 취약계층에 한 신속한 지원제도, ② 근로자의 고

용유지 지원제도, ③ 이를 장려하는 기업지원제도, ④ 연금수급 상자에 

한 안정된 노후보장, ⑤ 북한 보건의료제도의 재건 등이 있다.

셋째, 상술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통일이후 각종 ‘복지급여 지급기준

과 급여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는 사

실상 남북한 경제·화폐통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다. 따라서 이는 

경제·화폐통합의 방식과 속도에 따라 그 과정과 단계를 같이 해야 한

다.28)

27)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지원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현물과 현금지
원에 한 부정·부패·비리에 한 사전 차단과 근절인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와 
더불어 투명한 전달체계 확보, 사후 확인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수 요건이다.

28) 다른 한편으로 복지통합을 경제·화폐통합 방식과 속도와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로 ① 
‘선 복지지원 후 복지통합’ 전략을 추진하거나, ② 일부 복지제도를 구분하여 ‘선별적 
통합과 선별적 분리정책’을 통한 통합, ③ 긴급구호 상, 일시적 구호 상, 취약계층, 빈
곤층 집단, 일부지원 후 자립·자활가능 집단, 기본적인 자립·자활가능 집단 등 상별로 
구분하여 복지제도 수혜와 제도편입에 접근시키는 방안, ⑤ 급여수준만 놓고 볼 때, 점
진적으로 사회보험 급여와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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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먼저 통일직후 즉각적인 경제·화

폐통합을 1 1로 할 경우 북한지역의 물가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동

일하지는 않으나 거의 단일한 ‘하나의 복지 급여 지급 기준’안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복지비용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할 것이라 예상

된다. 

먼저 사회보험의 경우 남북한 가입자와 수급자 통합에 의거, 기존 가입

자와 수급자 모두 상이 증가하여 납부요율과 수급액이 자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와 반 로 점진적인 경

제·화폐통합을 시도할 경우 ‘하나의 복지 급여 지급 기준과 수준’에 이르

는 속도 또한 여기에 종속된다. 이 경우 상 적으로 복지비용 부담에 

한 증가속도는 여기에 준하여 점진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다

른 한편으로 ‘복지급여 지급기준’, 즉, 남북한 단일급여체계로 인한 급여

기준의 일치가 통일직후 가능하고 필요한가에 한 문제도 제기된다. 이

를 간략히 언급하면 이것이 필요하지만 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통일은 상 가 있는 상황임에 따라 남북한을 떠나 특정 일방

의 제의는 불가할 것이다. 설혹 남북한이 합의에 이른다 해도 북한의 입

장에서 통일에 한 실질적인 기 로 인해 기존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것임에 따라 복지분야의 통일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남한정

부는 남한주민을 별도로 설득해야하는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된다. 이는 또

한 남한이 추진하거나 추진할 복지문제와 제도별로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이다. 때문에 통일한국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복지급여 지급기준’을 

단일한 형태로 추진하되, 점진적으로 추진할 제도와 분야와 이와 반 로 

급진적으로 추진할 제도와 분야를 분리하여 응해야한다.29)

넷째, 기구와 인력에 한 통합 역시 난제인데, 북한에 비해 상 적으

29) 이에 해서는 바로 위 각주 7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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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문화되어있고 분리되어 있는 남한에 비해 단순·단일한 형태인 북한

의 복지운  기구에 한 행정(기구) 통합은 절 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부문이다. 왜냐하면 이는 해당 기관 인력들의 교육과 훈련, 전산망, 기반, 

행정시스템, 인사와 조직 및 운 체계 등을 동시에 선결해야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각각의 남한 사회복지제도 운

기관이 각자의 업무에 맞는 통합 메뉴얼을 사전에 준비해야한다. 또 통일

이 임박한 일정한 시점 전에 이미 북한과 상호 교류해야하고 해당 제도의 

통합시나리오에 맞는 기구 통합 자체 안을 갖고 있어야한다. 나아가 상기 

수반되는 사안 또한 북한과 상호 긴 히 준비해야한다.

다섯째,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에 한 예측가능하고 준비 가능한 

정확한 ‘복지 통일비용 추계’를 산정하는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이는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남북한의 통일비용 부담능력, 북한경제 상황, 통

일시점, 통일 당시 남북한의 정치경제력, 남북한의 인구학적 요인 등에 

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통합 시나리오별 재정 시뮬레이션과 남북한 복

지재정에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상시 운 해야한다.

여섯째, 남북한 복지재정 통합 문제도 제기되는데, 사실상 이는 남한

의 복지재정에 북한의 복지재정이 합산되는 형태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지출 있어서는 남북한이 각각의 부담=지

출의 비례와 달리 상 적으로 북한의 수혜, 즉, 저부담 고지출할 가능성

이 높다.

이에 남한과 달리 북한의 복지재정 운용방식은 체로 부과방식임에 

따라 남북한이 복지재정을 통합할 경우 그 이후에 지급되는 지출은 사실

상 남한의 기금에서 충당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금은 남한의 기금과 

가입자가 거의 부담할 것이라 판단된다. 즉, 남한=재정부담>지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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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지출의 등식이 성립될 것이고 복지분야에 한 별도의 재정지

원이 없을 시 최악의 경우 남한의 복지재정에 위기를 야기할 개연성이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정부는 남한주민의 정서적·심리적 준비와 동의 또

한 사전에 완료해야한다. 또한 이를 비하기 위해서는 복지비용 예상추

계를 토 로 통일이후 복지재원 조달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한다. 

일곱째, 복지 책임주체와 위험보장의 경우 남한은 국 과 민 복지 체

제가 혼합된 반면 북한은 단일 국 체제인 것도 상호간의 차이를 나타낸

다. 즉 복지의 상품화와 비상품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남한과 복지의 비

상품화가 제도적으로 구성된 가운데에 사실상 복지의 상품화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는 현실과 국가의 책임

을 보장하는 제도 사이의 차이를 통일한국정부가 이를 재설정해야하는 

부담도 있다. 지금까지 논증을 토 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운 상의 주

요 문제와 해결방향을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운영상의 주요 문제와 해결방향

년번   주요 문제    해결 방향

1  • 신속한 통합 여건 불가
  • 통합이전에 제반 준비 철저
  • 1.2.3차적 접근 필요

2  • 역차별가능성 발생 예상
  • 점진적 통합: 해법 준비
  • 다차원적 다중전략 필요

3  • 급여지급기준과 급여수준
  • 점진적•급진적 분야 문제 분리 응
  • 제도별• 상별 분리 응

4  • 기구와 인력통합
  • 통합메뉴얼 사전 준비
  • 통합 시나리오별 통합 안 준비

5  • 복지 통일비용 추계
  • 통합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 지속적인 모니터링

6  • 복지재정 통합   • 재원 조달 방안 사전 준비

7  • 복지책임주체와 위험보장   • 통일한국 정부가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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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쟁점 : 최소 교집합

  1) 상호 존재 제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남북한 모두 존재하는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공적연금, 산재보험, 사회보훈, 보건의료보장제도가 있으나 내용적

인 면에서 남북한 간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4가지 제도를 중심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적연금

공적연금의 경우 제도적 취지에 맞게 남북한이 노후보장을 위해 모두 

운용하고 있으나 운 방식과 내용면에서 상호간의 극심한 차이 또한 엄

연히 존재한다. 남한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

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 기초연금30), 보훈연금, 체육연

금31)으로 구분되나 북한은 노령연금, 공로자연금, ( 예)군인연금으로 크

게 구분된다. 문제는 남한은 가입 상간의 분화가 직종을 중심으로 크게 

5가지 역인 반면, 북한은 3가지 역으로 크게 구분된다는 것이다. 남

북한 (공적)연금 제도 종류를 여타제도를 포함, 총망라하여 간략히 비교

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30) 이외에도 남한은 퇴직(기업)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 있으나 이는 사적연금이자 임의
가입임에 따라 분석 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31) 보훈연금과 체육연금은 공적연금이라기보다는 보상과 포상형식이고 상자가 소수임에 
따라 분석 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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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남북한 공적연금 종류 비교

구분 남한 북한

 •공적부조형 공적연금  •기초연금  •없음

 •사회보험형 공적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유가족연금)

 •특수계층 공적연금
 •특수직역 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가공로자연금,
 •( 예)군인연금

 •사회보훈형 연금  •보훈연금, 국가유공자연금  •바로 위와 성격상 중복

 •사회복지서비스형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보조금

 •국가포상형 연금  •체육연금, 계속기여자종사연금 •국가공로자연금과 성격상 중복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은 특수직역을 제외한 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인 반면 북한은 노동가능 인구 다수가 가입한 노령연금이 있

다. 다른 한편으로 남한은 특수직역에 해당되는 4가지 공무원, 군인, 사

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다. 반면 북한은 최초 가입은 노령연

금으로 시작하나, 개인의 노동기간 중 포상의 수준에 따라 국가공로자연

금으로 상승 가입되는, 다시 말해 노령연금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개별적

으로 획득한 공훈이나 포상으로 국가공로자연금으로 승급되는 구조이다. 

또 예군인연금은 군 복무중 사고나 재해로 인해 입은 장애에 한 보상

연금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와 같이 일부 특수계층을 상으로 하는 국가공로자

연금과 예군인연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연금은 사실상 남한의 보훈연

금 혹은 체육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남

한으로 보면 국가공훈에 한 보상인 보훈연금과 재정기여에 한 보상

인 노령연금이 합산된 국가공로자연금이 별도로 존재한다. 한편 북한의 

경우 남한처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할 상 자체가 전무하다. 이

러한 이유는 북한의 교육정책이 국가가 교직원을 직접 임용 배치하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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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에 북한의 교직원은 일반 노동자와 같이 북한의 

노령연금 가입 상이다.32)

다른 한편 남한의 특수직역연금을 북한에 그 로 적용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북한의 경우 노령연금 가입자라 할지라도 제도적 

운 원리와 사회주의체제의 임노동, 고용관계로 인해 북한의 노령연금 

수급자와 가입자들은 남한의 공무원연금의 적용 상에 해당된다. 즉, 북

한은 국가와 근로자의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 남한으로 보면 전체 근

로자가 공무원연금의 가입·적용 상이다.

그렇다면 남한의 제도를 북한에 적용할 경우 남한정부는 이러한 북한

의 현실과 공무원연금의 기본적인 제도운  원리와 취지를 계승, 이를 수

용·인정해 주어야하지 않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사실

상 현실적으로 남한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밖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남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만)의 재정이 열악하

여 이들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통일이후 북한지역 직업군의 정비를 통해 공무원연금으로의 제도 

편입을 유도, 가입을 확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통일 당시 수급자들의 급

여를 남한의 공무원연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남

한 공무원연기금의 재정을 놓고 볼 때, 이는 요원한 기 일 것이다. 더욱

이 남한 국민들의 경우 다수가 국민연금에 가입, 공무원연금에 비해 상

적으로 급여수준이 낮다. 따라서 남한국민들이 이를 용납할 명분과 이

유, 감정 또한 허락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한 군

인연금의 열악한 재정,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우려 등을 감안 할 때, 통일

이후 북한의 가입자의 확 를 허용할 수는 있으나 수급자의 형평성을 고

32) 남한의 별정우체국연금과 과학기술인연금도 북한에서는 이와 동일한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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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경우 이러한 남북한의 차이를 갖고 ① 즉각 통합 적

용할 것인가, ② 일정기간 분리 운  후 통합할 것인가, ③ 통일 당시 수급

자와 가입자별로 이를 재차 분류하여 접근할 것인가, ④ 또한 남북한의 수

급자와 가입자의 급여와 부담을 각각 차등 지급하고 부담할 것인가, ⑤ 반

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가 두된다.

이에 남한의 공적연금을 북한에 그 로 적용 이식하면 가입자에 한 

편입은 북한의 시장화에 맞추어 전개하면 되지만 문제는 수급자의 급여

수준이다. 가령, 통일 당시 이미 지급받고 있는 북한의 노령연금, 공로자

연금, ( 예)군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문

제가 재차 제기된다.33) 이에 공적연금 제도를 통일직후 즉각 통합하여 남

한중심의 단일급여체계를 적용할 경우 비용부담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남북한 양자의 기존제도 하에 분리 운  후 통합할 것을 가정하여 접근하

면 북한주민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의 노령연금 상자에게는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기

존보다 높은 급여를 보장하되 기존의 남한 연기금의 운 에 큰 피해가 없

는 방향으로 설계해야한다.34) 즉, 북한주민의 ‘노후 생활보장 기준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존의 수급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재산정할 필

요가 있다. 한편 가입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현행 남한의 공적연금을 그

33) 과거 독일의 경우 통일직후부터 노령연금수급액을 재산정하여 지급되었는데, 동독의 일
반층의 노령연금수급자들은 급여가 사실상 상승한 반면 특권층의 수급자(특별부양연금
제도 상자-특별직업군)들은 상당부문 통일 전 보다 급여수준이 매우 하락하 다. 당시 
동독의 특별직업군은 공무원에 가까운 사람들로 국가안전보위부, 경찰, 인민군, 판·검사, 
소방관 등 공공기관종사자들이 중심이었고 통일직전 36만 명의 수급자와 160만 명의 
잠재적 수급자(전체 동독인구의 10%)가 있었다. 김원섭, 『독일통일과 연금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2014, p. 11.

34) 가령 이는 북한의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안전한 노후보장이 되도록 현금급여 수준을 통
일이전보다-현재 북한 노령연금은 북한 돈 2000원 수준-높이되 남한과 동일하게 적용
하지 않음에 따라 과도한 남한 연기금의 지출을 억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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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해도 무방하나 기존보다 높은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상술한 바와 같이 실질가계소득은 낮아질 것이다. 아울러 통일

이후 북한의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라 납부예외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된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공적연금 통합은 특정 일방의 제도를 적용·이식하

기 보다는 일정기간 분리 운 하는 방향으로 하되, 그 기간 동안 과도기

적 급여와 제도를 적용·운 한 후에 통합해야한다. 가령, ‘선 가입자 통일 

후 수급자 통일’, ‘수급자의 급여수준 재설정’, ‘급여수준의 점진적 인상 

이후 최종적인 남북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통일이후 남한 수급자는 기존 연금 수준 유지, 북한 수급자는 기

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되 남한보다는 낮은 수준-그러나 남북한 가입

자와 수급 상자 모두 만족할 만한 급여 수준-을 적용하여 연기금의 안

정적 운  전략을 전개35)해야한다. 다른 한편으로 통일정부는 이러한 경

우를 비, 남북한 간의 상 적 박탈감-가령, 남한의 정서적 부담, 북한의 

통일 기 감-에 한 해소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36)

35) 이는 통일독일의 사례로 가되 그 상승 수준과 속도는 안정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 표준순연금의 경우 동독/서독, 1990년 40.3, 1991년 50.8, 1992년 
62.3, 1993년 72.7, 1994년 75.1, 1995년 78.8로 급속히 증가하 다. 동서독 화폐 
통합 당시 서독의 1/3에 불과하던 것이 빠르게 증가하여 1995년에 거의 서독의 80% 
수준에 도달하 다. 김원섭, 『독일통일과 연금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2014, p. 41.

36) 참고로 독일의 연금통합 사례가 시사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연금통합 관련 통일비
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이행 및 동화는 최 한 신속하게 수행하되, 남북한 지역 간
의 경제력 및 급여의 격차는 점진적인 수렴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연금제도 및 조직관리 체계상의 접근 및 통합을 신속하게 완료할수록 행정비용이 
최소화될 것이다. 반면 남북한 양 체계 간의 생활수준 및 경제력 격차의 완화를 서두를
수록 북한경제의 생산성 및 경쟁력에 한 부정적 향이 커지고 북한지역으로의 재정
이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전홍택 편,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운 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2, pp.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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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남북한은 산재예방과 보상을 위해 모두 운용하고 있

으나 운 방식과 내용, 양·질적 차이가 극명하다. 남한의 경우 비교적 정

교화된 서비스 구조를 갖고 운 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단순한 형태로 운

되고 있으며 이와 비례하여 남북한의 질적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산재보험 제도통합은 여타 제도에 비해 수급자 발생

이 낮은 분야이고 부담액 또한 낮아 비교적 통합의 장애가 낮은 분야이

다. 단지 북한의 경우 기업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이나 이는 기존 북한

의 사회보험율에서 체하면 큰 무리가 없다. 다시 말해 매달 갹출되는 

북한의 사회보험료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집행을 배정하면 된다.

단, 이 경우 운 기구 통합에 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행정기구 

통합에 한 논의로 산재보험의 경우 통일직후 남한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급여의 다양성을 꾀하되, 나머지는 운 은 기존의 북한 사회보

험에 의거한 후,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 통일이후 산재보상 신청이 일시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다소간의 지출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기존의 북한 산재보상 수준이 남한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 따라 발

생하는 자연스러운 보상심리-북한주민의 입장에서 통일이후 남한의 우수

한 제도를 통해 보호·보상받고자하는 의식- 때문이다.

이에 남북한 산재보험 통합은 지금까지 논증한 제도 중에서 장애요소

가 비교적 낮은 제도가 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산재보

험 판정기준, 지역별 산재보험 의료전문기관 운  등 산재보험 운 상 발

생하는 북한의 관련 기반조성과 시설에 한 문제는 여전히 제기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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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국 행정통합과 연계되는 것이자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문

이다.

  다.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제도의 경우 남한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북한은 무상치료제

로 표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논증한 제도 중 가장 큰 제도적·내용적 수

준의 차이가 나타난다. 보건의료제도는 ‘건강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접

근하는 것으로 이는 ‘생명권’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나아가 ‘인권’과도 관

련된 문제이다. 이에 공적연금과 사회보훈은 수급자의 일정한 기여와 유

공에 한 물질적 생존권 보상과 관련된 것이지만 보건의료제도는 이와 

달리 여타 ‘권리이전의 권리’이다. 

남한의 표적인 보건의료제도인 건강보험은 재정부담에 있어 가입자

부담 원칙인 반면 북한은 무상치료제로 인해 가입자부담이 제도적으로 

없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제도적 차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는 남

한의 의료급여와 적어도 재정부담에 있어서 일맥상통한 부문이다. 다른 

한편 북한은 현실적으로 무상치료가 아닌 유상치료행위가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즉, 북한은 현실적 차원에서 일정부문 의료의 상품화·시

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국

보건의료체제의 의료빈곤과 더불어 시작된 의료공급의 개인화에 기인

한다. 

반면 북한의 경우 사회보장에 관한 가입자 부담이 있어 매월 사회보험

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적어도 제도적으로 보건의료보장의 무상치료제에 

의거 별도의 재정을 부담하고 있지는 않다. 문제는 통일이후 ① 남한의 건

강보험, 의료급여제도를 북한에 적용할 것인가, ② 반 로 북한의 무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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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제를 유지 존속시킬 것 인가, ③ 그렇다면 유지 존속기간을 얼마동안으

로 할 것인가, ④ 이와 달리 이 또한 통일이후 과도기적 기준을 적용하여 

취약계층 의료구호에 한 무상지원, 근로계층에 한 건강보험 편입 유

도 등 다중적 서비스 지원제도를 통해 보장할 것인가, ⑤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통일이후 의료급여 상자의 증가에 한 서비스 준비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⑥ 통일이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5  사회보험 통합

징수체계-의 재원과 징수를 현행 남한처럼 통합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

가 제기된다.

이에 결론적으로 말해 보건의료제도 역시 과도기적 분리 운  후 통합

으로 가되, 가입자와 수급자, 취약계층 (긴급)구호, 전염병 예방 등 상

과 사안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에 따라 준비·진행해야한다. 아울러 현실

적으로 비용부문에 있어 남북한 보건의료 부문의 재정통합은 사실상 통

일초기 ‘남한 고부담, 북한 저부담 혹은 무부담’ 형태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반면 통합기준의 경우 남한의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 북한

주민에게 생소한 가입자의 부담, 징수체계와 관리운 체계, 기존의 국

의료 보장체제와의 마찰, 의료인력의 시장화, 북한의 진료체계(호담당구

역제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 로 남한의 의료 서비

스제공으로 인해 기존 북한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또한 발생할 것이

다. 그러나 이외에도 북한 의료품 지원, 의료시설 정비, 의료 장비 지원, 

의료 인력 교육 등 외부에 알려진 바와 같이 낙후된 북한보건의료 기반 

구축에 상당한 재원과 인력, 장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1장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쟁점과 전략 27

  라. 사회보훈

사회보훈의 경우 남북한은 각기 다른 형태로 운 되고 있지만 내용과 

제도적 차원의 양·질적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하다. 남한의 경우 사

회보훈은 각종 훈·포상과 그에 따른 연금37), 보훈연금과 보건의료 지원

중심인 반면 북한은 각종 훈·포상과 그에 따른 연금, 식량과 주택, 임금 

등 각종 혜택과 더불어 공적연금에 이것이 그 로 반 되는 형태로 양·질

적 수준이 남한에 비해 다중적이고 다층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남한의 사회보훈은 단순한 형태로 여타 복지제도에 비교적 

향을 주지 않지만 북한은 이와 정반 의 형태임에 따라 자연히 급여종

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질적 수준 또한 상승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남

북한 사회보훈 차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 체제속성 차이에서 기인

한다. 문제는 (남북한)수급자의 입장에서 통일이후 남한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수급자의 급여종류와 범위가 낮아지는 반면 북한을 기준으로 하면 

남북한 모두 급여종류와 수준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훈

의 경우 남북한 모두 국고에 의한 재정지원을 함에 따라 특정 일방의 기

준을 떠나 통일이후 재정지출이 가중된다. 또한 이 경우 역시 재정통합에 

있어 제기되는 문제는 남한의 고부담·과지출 문제인데, 여기에서 파생되

는 문제와 해결책은 연금통합과 거의 동일하다.

한편 사회보훈제도 통합은 남북한 모두에게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할 

개연성도 있는데, 가령,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국가공로자를 통일이후

에도 그 로 인정할 것인가, 남한도 북한처럼 국가원호·보훈 상자의 

질·양적수준을 상승시켜줄 것인가에 한 논쟁의 상이 될 것이다. 결국 

37) 가령, 남한의 경우 여기에는 각종 체육·국제 회 입상자에 한 체육연금이나 기능올림
픽 수상자에 한 계속기여자종사연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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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공적연금 제도의 통합 사례와 거의 동일하게 통합

-재기준·재산정후 지급, 이후 통합-을 전개해야 될 것이라 판단된다. 지

금까지 논증한 상호 존재하는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별 주요 문제와 해결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별 주요 문제와 해결방향 : 상호 존재

주요 제도 주요 문제 해결 방향

 •공적연금제도
 •제도적 이질성
 •통합방식과 속도
 •급여수급과 재정 부담

 •북한수급자에게 별도기준 마련
 •남한의 기금 피해 최소화 설계
 •일정기간 분리운  후 통합

 •산업재해보상제도
 •급여수준과 종류
 •판정기준과 보상기준 단일화
 •북한의 관련 기반 미비

 •가입자 남한중심의 신속 통합
 •제반시설 기반 조성

 •보건의료제도

 •제도적 이질성 극 화
 •재정부담 증가 우려
 •보건의료 체계 차이
 •북한 보건의료망 붕괴

 •과도기적 분리운  후 통합
 • 상과 사안에 따란 보건의료 지원
 •북한 기반 시설 복구 지원

 •사회보훈제도
 •정치적인 문제 야기
 •급여의 역차별 내재

 •급여수준이 높으면 재산정후 지급
 •급여수준이 적절하면 경과조치

 •사회복지서비스형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보조금

 •국가포상형 연금  •체육연금, 계속기여자종사연금  •국가공로자연금과 성격상 중복

  2) 상호 부재 제도

  가. 남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남한은 2007년부터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치매노인을 위한 독립된 사회복지제도가 존

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한의 입장에서는 이를 북한에 적용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이를 실천

하기 위해 제기되는 사전 조건인데, 이는 상술한 남한 공적부조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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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과 적용만큼 산적한 과제가 존재한다. 

가령, 이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도로 기본적으로 북한의 보건의료망

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한다. 또한 요양원과 같은 시설보호가 가능한 보

건의료 인프라와 전문인력, 치료와 재활 등과 같은 서비스 실천을 위한 

구비조건에 상당한 자원과 조직이 필요하다. 아울러 치매의 신청과 판정

과 같은 행정적인 서비스 또한 완비되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재원 조달 

문제 또한 여전히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따라서 이는 통일직후 북한 보건

의료제도와 노인복지서비스 차원에서의 서비스를 강화 실천한 다음 제도

도입과 실천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나. 남한의 공적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남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공적부조 프로그램이 있다. 반면 북한은 시설보호와 

일부 계층의 식량과 보조금을 제외한 별도의 공적부조가 존재하지 않는

다. 이러한 원인은 북한이 의식주 배급제를 통해 빈곤층을 제도적으로 억

제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사실 북

한이 당면한 식량공급 능력을 감안할 때, 상당부문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북한의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 주민의 경우 배급제의 생활보

장기능은 상당부문 상쇄되었다.

한편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북한에 그 로 적용할 경우 상당

수 북한주민은 남북한의 소득격차로 인해 노동을 하고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자가 된다. 이러한 원인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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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남한의 기초생활수급 상자 판정기

준을 북한주민 생활수준에 입한 결과이다. 

또 이러한 경우 통일이후 남한정부의 복지지출은 급격히 증가 할 수밖

에 없는 구도가 된다. 또한 과연 이러한 현상을 남한국민의 정서적으로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이다. 특히 이러한 상 전체가 의료급여 상자와 

연동됨에 따라 의료급여의 적용 확 와 지출이 불가피하게 된다. 아울러 

이 경우 약 3만 명의 남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더불어 통일한국=빈곤

층 확  재생산(북한주민의 지원으로 인해)이라는 오점과 불명예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기초연금을 북한에 그 로 적용할 경우 다

수 북한 노년층이 수급 상자가 됨에 따라 상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와 거의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한

의 기초연금을 북한에 그 로 적용할 경우 북한의 다수 노령연금 수급

자가 여기에 해당됨에 따라 기초연금 재정지출이 상당부문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이 경우 통일 당시 북한의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다층연금·다층급

여 상자가 되는데, 왜냐하면 남한의 공적부조를 북한에 적용할 경우 ① 

기초생활보장급여, ② 기초연금, ③의료급여, 기존 북한 노령연금 수급권

을 승계, ④ 노령연금-통일이후 별도의 공적연금-을 수급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총 현금급여 수준이 월 근로소득 보다 높을 개연성이 

있고 이는 근로의욕을 악화시켜 실업을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38)

따라서 남한정부는 북한의 빈곤층을 보호·지원하되, 별도의 소득과 자

38) 한편 남한의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주로 기초생활수급 상자 판정 이전단계에서의 지원
제도로, 이를 북한에 적용할 경우 상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준의 문제가 발생한
다. 이에 일정기간 별도의 긴급구호 프로그램으로 체 후 남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장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쟁점과 전략 31

산 기준에 의거하여 적절한 현금급여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이를 위해 남

한정부는 북한주민에 한 국민복지기본선-최저생계비를 포함한-을 사

전에 준비·설정하여 여기에 근거한 적절한 급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북한주민의 안정적인 근로수입 기준, 소득보장정책, 고용유

지정책과 연계된 사안이다. 다른 한편 북한주민은 현행 남한 헌법상 남한

주민과 동등한 법적권리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

여와 같은 최소한의 복지 수급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 남한의 사회복지서비스

남북한의 상호 부재한 제도는 남한의 요구호 상에 따른 각종 사회복

지서비스제도(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가 공·사적으로 있는 반면 북한

은 이와 같은 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다. 따라서 사회복지 제도통합 시 이 

부문에 한 남북한 사이의 큰 이견은 존재치 않을 것인데, 북한의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39)

그러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문이 있다. 즉, 이를 실천하기 위

한 북한 내의 지역별 상별 기반 부족, 실천 전문 인력,40) 사실상 이를 

행할 민간공적기관, 수반되는 별도의 재정부담, 서비스 기준의 적합성, 

실천가능한 북한의 환경 등에 해 남북한이 사전에 구비해야만 가능하

다. 따라서 이는 요구호 상-긴급구호 상을 제외한-에 한 서비스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속도의 문제지만 그리 어려운 난제는 아니고 통일

39) 한편 북한의 경우 시·도 단위별로 요구호자별 수용(복지)시설-애육원, 육아원, 양로원
-있는데, 이는 남한의 지역별 복지관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의 역할을 
한다.

40) 이철수, “통일사회복지의 쟁점과 과제.”『월간 북한』 통권 제511호, 서울: 북한연구소, 
2014, pp.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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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적용·발전하리라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경우 지금 현재 북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

NGO의 구호와 개발 경험을 남측 전문기구와 통일직후부터 동시에 실천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에 통일한국 사회복지의 경우 사회복지 현

장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장기간 국제기구로부

터 구호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즉, 북한주민은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구호활동에 한 거부감은 낮다. 북한주민의 이

러한 점을 감안 할 때, 통일이후 이들에 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담당하

는 역할은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주어진다. 현재 남한의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빈곤층과 다양한 요구호자들의 안정된 생활유지

와 지위향상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역할과 기

능을 고려하여 통일한국을 입하면,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통일한국의 

사회복지를 준비하고 완성해가는 전문 인력으로 ‘통일사회복지사’를 교

육, 양성해야한다. 이에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통일을 감안, 그 상을 남

한주민을 주요 상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북한주민을 포함시

켜 전문화된 교육, 미래를 비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다시 말해 기

존의 사회복지사들을 특성화시켜 통일 전문인력으로 훈련시켜 통일사회

복지사라는 전문 역과 인력을 배양해야한다.

  라. 북한의 배급제

북한은 전 주민에 해 의식주 배급제-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했지만-

를 적용하고 있지만 남한은 이와 같은 제도가 사실상 전무함-시설수용자

를 제외한 경우-에 따라 ① 이것을 유지 존속시킬 것인가, ② 유지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③ 반 로 이를 즉각 폐지할 것인가, ④ 폐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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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제도가 북한주민이 

만족한만한 수준인가, ⑥ 만족도에 따라 제도의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하

는 것 아닌가, ⑦ 또한 통일이후 이렇다 할 식량공급체계가 존재하지 않거

나 이를 체할 수단이 없다면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⑧ 

아울러 이를 체할 수단이나 제도를 준비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등의 문

제가 제기된다.

지금 현재 북한의 배급제는 북한의 환경에서 사실상 공적부조와 사회

서비스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주 배급제 중 식량의 경우 이러

한 제도적 기능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전체 주민에 한 국 공급과 개인·

가족단위의 시장구입이라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41) 그러나 문제는 부

족한 식량에 한 시장구입은 노동가능한 인구나 가족의 경우에만 해당

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임(수)산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

약계층의 경우 국 공급 수준과 양이 생존에 절 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 역시 상술한 공적연금 제도의 통합 전략처럼 그 방향을 

같이 하여 ① 통일초기 취약계층 식량구호, ② 식량공급 수준에 따른 배급

량의 상향 조정, ③ 식량공급소를 통한 저가의 식량공급 일정기간유지, ④ 

시장을 통한 부족분 구입 등 다양한 공급망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후 점진

적으로 폐지하되, 극빈층에 한 식량구호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논증한 상호 부재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별 주요 문제와 해결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41) 본 연구에서는 의류와 주택을 제외한 식량문제만 국한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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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별 주요 문제와 해결방향: 상호 부재

주요 제도 주요 문제 해결 방향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남한)

 •북한에 부재한 제도
 •사전 기반조성
 •보건의료 기반과 연계 사안

 •통일초기 보건의료망 통해 보호
 •통일초기 노인복지서비스 통해 보호
 •서비스강화 이후 도입

 •공적부조(남한)
 •북한에 부재한 제도
 • 다수 북한주민 해당
 •재원 급증 우려

 •북한수급자에게 별도기준 마련
 •빈곤층 억제정책과 연계 작동

 •사회복지서비스(남한)
 •북한에 부재한 제도(일부 제외)
 •인력과 시설 미비
 •북한의 전문성 결여

 •제반시설 기반 조성
 •정부와 민간의 공동 응과 실천
 •국제NGO 구호와 개발 동시 실천
 •통일사회복지사 육성

 •배급제(북한)
 •남한에 부재한 제도(일부 제 외)
 •북한배급 수준과 기능 후퇴
 •북한 식량 공급 부족

 •취약계층 식량 무상 지원
 •일정기간 배급제 복구, 유지
 •식량의 질적 수준 향상

  3) 일부 존재 제도

  가.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남한에는 존재하나 북한에는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

는다. 그러나 실업급여가 보조금의 형태로 특정지역에 한해서 운용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제29조에서 “기업은 자기의 책임

으로 또는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데 하여 종업원에게 일당 또는 시간

당 로임의 60%이상에 해당한 생활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생활보조금을 

주는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생활보조금에는 사회보험료, 도시

경 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 다. 

이를 분석하면 제29조는 생활보조금이지만 사실상의 실업급여·생계급

여를 명시한 것이고 이는 기존의 북한 사업장에 존재하기 않았던 급여이다. 

따라서 제29조는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명시

한 것으로 북한이 사실상의 실업상태를 우회적으로 인정·보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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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통일이후 북한 기업의 고용보험의 순차적인 도입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통일직후 고용보험을 도입, 가입 확 를 유도하는 동시에 

남한과 동일한 수준의 실업급여보다는 실업부조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실

업보조금 적용 이후 남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통일이후 고용상태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현행 남한의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격은 1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통일 당시 실업 상태인 자에게는 일정기간 실업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남한의 고용보험 재원이 독일의 경우처럼 북한의 근로자를 감당

할 수 있을 만큼 견실하지 못하다. 즉, 남한의 경우는 통일을 비한 보험

료율의 인상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보험의 재정상태도 좋지 않

다.42) 아울러 이 역시 재정기여과 기금고갈을 우려하여 일정기간 북한 근

로자에 한해서 별도의 지급기준(실업부조 같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차원의 별도의 고용장려제도를 도입하여 실업을 억

제함과 동시에 고용 유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나. 시설보호

북한의 경우 무의무탁 노인을 위한 양로원, 고아들을 위한 애육원, 장

애인을 위한 양생원을 운 하고 있다. 이는 외형적으로 남한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에 의한 시설보호와 다소 비슷한 점이 있다. 하지만 남한

은 이를 주로 민간이 운 (위탁 포함)하고 있지만 북한은 국가가 직업 운

하고 있다. 반면 내형적으로 북한의 시설보호기관의 서비스 수준이나 

42) 전홍택 편,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운 방안』, 서울: 한국개발연
구원, 2012,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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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남한과 비교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무엇보다 통일직후부터 이들에 한 보호가 절실한데, 먼저 시설 

수용자의 긴급 구호를 통해 생존과 건강을 보장해야한다. 다음으로 시설

수용자들의 위험별, 상별로 구분하여 이들을 제도적으로 구호하는 특

별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방안과 마찬가지로 

관련 제반시설 기반을 조성해야한다. 지금까지 논증한 일부 존재하는 남

북한 사회복지 제도별 주요 문제와 해결방향을 정리하면 다음 <표 1-6>

과 같다.

〈표 1-6〉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별 주요 문제와 해결방향 : 일부 존재

주요 제도 주요 문제 해결 방향

 •고용보험

 •개성공단과 일부 북한 내 외국기업근로자만
  해당
 •고용보험 가입자와 수급자 동시 상승 예상
 •실업급여 지출 부담 예상

 •통일직후 부터 도입, 가입 확
 •실업보조금 적용 이후 남한과 동일
 •고용장려제도 도입

 •시설보호
 •급여수준과 종류
 •판정기준과 보상기준 단일화
 •북한의 관련 기반 미비

 •시설 수용자 긴급 구호
 •위험별, 상별 제도적 구호 조정
 •제반시설 기반 조성

지금까지 논증을 토 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일직후 중심으로 통합방

향을 요약하면 ① 남한 제도 기준 점진적 적용・도입, ② 남한 제도 도입을 전

제로 하되, 별도 급여기준(혹은 재산정)으로 즉각 적용, ③ 북한 제도 한시적 

유지 후, 남한 제도 적용・도입, ④ 특정 일방의 제도를 떠나 즉각적인 특별 

긴급구호(한시적)제도 도입, ⑤ 특정제도와 연계하여 진행・도입으로 구분되

고 이를 기준으로 각 제도를 재차 정리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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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 통합 방향 : 통일직후(구호단계)

제도/구분 남한 북한

사회보험

공적연금 ②(수급자와 가입자 분리 응)

고용보험 ②(실업부조, 실업보조금, 고용장려제도)

산재보험 ①

건강보험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⑤(보건의료제도와 연계)

공적부조
/사회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②・⑤(빈곤 책과 연계)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

기초연금

- ③(의식주 배급제)

사회보훈 보훈연금/보훈 의료서비스 ②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보호)

노인복지

④→①
여성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주: 1) ① 남한 제도 기준 점진적 적용・도입 ② 남한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되, 별도 급여기준(혹은 
재산정)으로 즉각 적용 ③ 북한 제도 한시적 유지 후 폐지, 남한 제도 편입 적용・도입 ④ (특
정 일방의 제도를 떠나 즉각적인) 특별 긴급구호(한시적)제도 도입 ⑤ 특정제도와 연계하여 
진행・도입

     2) 공적부조에서 근로소득장려세제, 지자체 프로그램 제외

4. 결론: 전략과 과제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놓고 통합에 따른 운 과 제도적 쟁

점을 분석하 다. 이를 근거로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방식에 접근하면 다

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방식은 상술한 바와 같이 

통일직후 실제에 한 평가 이후의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사료되는데, 이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통일직후 즉각적인 통

합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통합 상인 북한은 사회복지 제도와 현실의 심각한 괴리, 남북한 

복지제도 운 원리와 제도의 차이, 현격한 남북한 소득과 복지의 격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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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각한 문제이다. 반면 남한은 제도적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현실이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장애요소로 지적된다. 때문에 결국 남북한 사회

복지통합은 통합시점의 남북한 복지 상황과 그 기준에 의거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사회복지통합에 한 지속적인 준비가 통합

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지렛 가 될 것이다.

한편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전략과제는 통시적·병렬적으로 다음

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동소득과 복지소득(자산)이 연계된 실현가능

하고 합리적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전략을 도출해야한다.43) 둘째, 통일

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 부문의 국민적 불안감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한

다. 셋째, 제도별·단계별· 상별 통합(방식·모형): 구호-안정-이행-통합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해야한다. 넷째,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한 심리

적·경제적 기 감 충족·불안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다섯째, 남북

한 주민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북한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원책을 제시해

야한다. 여섯째,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복지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인데, 이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무엇보다 남한의 제도적 우위 유지 발전

과 사회복지 분야의 교류를 시도해야한다. 이에 남한사회복지제도를 확

충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여 복지사각지 를 최소화하는 동시

에 남북한 사회복지 교류를 통해 북한주민의 복지현실과 욕구 등을 통일

이전에 파악하여 복지통합의 척도로 삼아야한다.

둘째, 지속적인 북 지원을 통한 통일의 기 감과 북한주민의 자립·자

43) 가령 이는 북한 근로자를 가구별, 세 별로 통일이후 통합적 소득보장정책을 적용하되, 
이 때에 평균 임금액에 따른 근로소득과 통일이후 지급받는 복지소득, 통일이후 (재)평
가된 자산소득 등 총소득에 근거하여 개인별 각종 제도별 복지(수급)급여를 계상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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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유도해야한다. 역설적으로 북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규모가 

소규모화되거나 북한 보건의료망이 복구되어 원활한 기능을 할 경우 통

일복지 부문의 비용은 상쇄된다. 그러나 이와 반 로 북한이 지금과 같은 

열악한 보건·복지 현실이 지속될 경우 통일복지 부문의 비용이 증가할 것

이고 이 경우 통일정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셋째, 이에 따라 향후 북 지원은 전략적으로 지역·계층· 상·분야를 

더욱 확 해야한다. 특히,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북한 청소년의 성장

장애, 발달장애, 높은 유아사망율과 장애아 출산율 등은 통일이후 고스란

히 통일정부의 비용지출을 더욱 야기할 것이다. 이 경우 통일정부는 현재

보다 높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북지원의 확 는 

민족복지차원의 미래형 투자임을 명심해야한다.

넷째, 사회복지의 개인책임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 복지인식 확장을 유

도해야한다. 이는 현재 변화한 북한 주민의 복지인식을 더욱 고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통해 통일이후 불필요한 복지부문의 지출을 사

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통일사회복지 연구기관과 전문가 육성하여 남북한 복지제도 

통합과 전략·체제전환 등을 연구해야한다. 현재 극소수의 통일사회복지 

전문가와 전무한 통일사회복지사로는 통일사회복지 실천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통일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인식, 이러한 집단에 해 정부는 전략적으로 양성해야한다.

여섯째, 이러한 재원들을 통해 정부는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전략과 모

형을 단계별·제도별· 상별 시나리오 등을 연구·제시해야한다. 이를 통

해 정부는 합리적인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방안을 제시하여 통일의 후유

증을 최소화해야한다. 따라서 정부는 통일사회복지에 한 연구기관과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모형과 통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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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복지국가 모형 등에 한 연구를 통해 통일이전에 이를 완비해야한

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남북한 사회복지통합을 거시적-미시적 수준에 

천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한 제도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거한 다층전

략을 준비해야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사실상의 통일준비에 해당됨

을 인지하고 이에 한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한다.

결국 통일에 한 ‘민족복지’ 차원의 과제인 통일사회복지는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한 것임을 인지하고 향후

에는 이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고와 행동의 ‘중심 축’을 전환해야한다. 

이에 통일한국의 성공과 실패는 통일사회복지(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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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종합토론

○ L :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가 방안, 과정 그런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생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제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덜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추후에 하는 것이 어떠

냐. 예를 들면 의료보험을 남한하고 북한하고 똑같이 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뭔가 통일이 되면 선물이 가야 될 것 아닙니

까? 그런 시각으로 하고, 우리나라도 사회보장제도 된 것을 보면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상당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되

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재수당이라든지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년 연차별로 둬서 5년 후에 실시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이템별로 이것을 동시에 시작한다, 이런 것

은 차차 몇 년 후에 한다, 이런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아까 그 분리 개념에 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통일이 돼도 

이것이 폭발하거든요. 우리 다 알지만 베를린 장벽 말 한마디에 

그냥 쪼개져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얽혔던 그 에너지가 우리

가 조절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될 겁니다. 폭발해 나가 가지고 

일어나는데, 이것이 폭탄 같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M : 저는  다른 쪽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데서 제가 항상 느

끼는 것이 뭐냐 하면 통일방식이 전제조건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냐.  저는 그것이 항상 궁금합니다. 갑작스러운 통일이냐, 아니면 

점진적인 통일이냐. 그러니까 흡수통일이냐 아니면 북한의 폭발

에 의한, 내부 붕괴에 의한 통일. 그리고 이전에 논의되던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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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 논의도 많이 됐지만 연방제방식에 의

한 통일이냐. 이런 전제조건이 우선 되어야지 되지 지금 제가 여

러 단체들 포럼을 통해서 궁금했었던 것이 과연 전제조건을 흡수

통일을 놓고 하는데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제조건을 두고 한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복지에 해서는 잘 

모르지만 북한 자체가 주민들 자체나 정권 자체가 사회주의는 복

지국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에 한 개념은 없고. 그런 전

제조건이 먼저 서두에 논의가 돼 가지고 이런 통일방식일 때는 이

렇게 가야 된다, 비용은 어떻게 들고, 이런 통일방식일 때는 어떤 

방식에 어떻게 하고, 좀 다르게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서도 공부는 안 했지만 여러 기

회를 통해서 접하면서 한국에서 북한 복지를 연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상적인 통일인데 그것이 흡수통일, 한국이 다 안는다는 이

런 조건인데 실제 통일은 그런 방식으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럴 때는 우리가 흡수통일을 놓고 모든 프로그램을 짜놓고 법이며 

연구를 몽땅 해 놨는데 갑자기 다른 통일이 왔습니다. 그럴 어떻

게 연구를 또 한다고 이겁니까? 그럴 때 변화시킨다는 것은 단

히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폭발되는 것

은 어떻게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가 이런 방향을 

정해놓고 전제조건을 골고루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B :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봤

을 때 통일이라는 것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M&A입니

다. M&A라는 것은 흡수입니다. 북한도 지금 흡수통일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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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한국도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또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거의 다가 급

변이었고, 그리고 그 통일의 형식은 흡수통일이었다라는 얘기입

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통일부장관 정도이면 그 소리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솔직했

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문제와 관련돼

서 흡수냐 흡수가 아니냐, 독일 통일의 과정도 보면 흡수통일이라

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독일 통일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동독 

주민들이 량 탈동독 하고 거기로부터 급변의 사태가 나고, 그리

고 동독 주민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독일 통일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흡수통일이라고 이야

기를 하고 있는데 흡수통일 그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편입하겠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력통일

인가 평화통일인가 하는 것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통일의 과정은 

가는 것이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통일비용 관련돼서 조금 전에도 통일복지비용에 한 추계를 했

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5년 정도 지났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돈을 쏟아 붓습니다. 그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가다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45년 동안 똑같은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정말 복지

를 바꿔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 중에서 북한주민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통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뭐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

습니다. 물론 비용이 초기에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저희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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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통일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폭발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폭발력을 다운시킬 생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

장이야 흡수통일에 해서 이야기를 못하지만 사실은 양쪽이 다 

가지고 있는 속내는 흡수통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솔직히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제자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이 

방법이 저는 하여튼 초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나 이런 것이 들어

간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가장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

로 운 할 수 있는가에 한 것을 고민하자라는 그것이 아닌가. 

어떤 전제를 하더라도 아주 평화적으로 해서 하더라도 혼란은 굉

장히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문제

인데, 아마 우리 발제자도 그런 것을 지금 당장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사회복지 통합의 문제는 오늘 당장 통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문제이지 사전에 북한주민들의 소득을 

지금보다 더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것은 좀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D :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외교부가 통일프로세스를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을 읽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기

억이 나는 것이 연차적으로 북한을 국제화시키겠다. 그래서 IMF

라든지 국제기구에 지속적으로 가입을 시켜서 그들이 국제적인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기억나는 그 프로세스가 그

것과 그 다음에는 화폐 통합. 그러면서 거주의 이전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외교통일부가 갖고 있는 이런 프로

세스가 1차 신문에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통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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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부분은 복지다 하는 이런 것은 평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각 부처가 갖고 있는 통일에 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복지와 연결하는, 융합해서 연구해 보는 이런 것도 중요하

지 않는가.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볼 때 복지를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게 통일부가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사실

은 잘 모르겠는데 외교부나 또는 기타 타부처가 지금 연구하는 있

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연결을 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화폐 

통합은 몇 년 후에, 몇 년까지는 국제기구에 많이 가입을 시켜서 

북한이 국제적 책임을 느낄 수 있고, 또 국제기금을 써서 국제화

하는데 역할을 해 준다. 그 다음에는 화폐가 통합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일이라고 보는 기점은 2020년인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시나리오를 구상을 해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제가 읽었습니다. 그

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도입을 해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

겠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 B :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공동체 통일방안 문제,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정치공동체를 만들어보겠

다라는 어떤 프로세스의 과정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주로 정부에

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 플랜A도 필요하고 플랜B

도 필요하고, 저희가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플랜A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플랜B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플랜B에 한 부

분도 보는데 그렇게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급변의 문

제에 관심을 두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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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 아까 우리 이 발제자님께서 구호-안정-이행-통합의 과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물론 흡수통일에 한 것을 공

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두 당사자, 그러니

까 정부라고 그럴까요? 당사 정부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통

일을 논의하고 통합의 과정을 갈 때는 그렇게 급박하지 않기 때문

에 서서히 연구를 해도 되는 것이고. 저희가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급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스무

드하게 연착륙을 시키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연구가 이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통합 이후의 제도 연

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고 구호-안정-이행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구호-안

정은 오히려 조금 단순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행과정을 

길게 갖느냐 짧게 갖느냐하고, 이행과정에 한 부분이 아마 집중

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F : 말씀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에서는 제일 부분 중에 하나가 전

달체계인데 아무리 좋은 제도방안이 만들어져 있어도 전달체계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전달체계가 중요하고, 그런 점에

서 전달체계는 사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통일사회복지사 

양성을 통해서 전달체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인력적인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야 되지만 사전에는 이런 논의를 또 한 축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급진적인, 또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비하기 위

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복지관 구축을 사전에, 지금 우리 남

쪽만 해도 종합사회복지관이 403개 정도의 숫자가 전국에 있어

서 상당히 그런 거점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그나

마 안정화돼서 굴러가고 있는데 북쪽에도 우리가 교류협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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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런 종합사회복지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북쪽 특성

에 맞게 확보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거점기관들을 통해서 

전달체계가 그나마 안정되게 확보돼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을 해 보고 있습니다. 

○ Q : 두 가지만 제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보완하

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 보험가입제도가 남한에는 가입자 중심

인데 북한은 희한하게도 전체가 가입된다 하는 데 의문을 두셨는

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월급의 1%를 의무적으로 원

천징수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가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서 여기에 해서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

째로써 산재보험을 미국에 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북한도 

산재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잘려도 산재보험비가 나오

고, 그 경중도에 따라서 사회보장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

한에는 조금 더 깊이 그 경중도에 따라서 마지막에 장애인 급수까

지 다 하는데 북한은 거기까지는 제도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저

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해서도 북한에도 이런 제도

가 있다는 것에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

막 멘트인데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통일은 복지다.’ 이

런 명사적인 의미보다 ‘통일은 복지의 트렌드다’, 저는 이렇게 어

떤 동사적 의미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H :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복지를 이렇게 딱 하면 복지에 

해서는 돈 넣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런데 연결고리가 통일은 통합이고 통합을 하려면 복지가 중요하

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비용적인 생각을 먼저 들게 하는 복지를 

먼저 딱 내세우는 것보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통합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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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이것이 이해는 가는데 향이 부정적인 것도 저희들은 줄이

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로 동사적인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통

일은 통합이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그것은 100%입니다. 그

런데 지금은 통합으로 인해서 복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것

은 조금 이렇게 어구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발표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 L : 이 긴급구호제도가 초점이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복지

제도만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의료보험 같은 것은 예를 들면 똑같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나머지 긴급구호는 복잡하니까 아예 돈을 줘버리면 어

떨까요? 그래서 북한에 거주하면 월 100만 원씩, 50만 원씩 주겠

다. 남한에 내려오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면서 그 돈 

갖고 여러 가지로 활용해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돈 주는 방법은 어떨까. 그래가지고 우

선 돈 쓰는 기술은 없으니까 또 낭비하고 중복자 되는 문제도 발

생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쿠폰제로 한다든지.

○ B :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 L : 있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한도 제가 이런 것을 보

니까는 우리가 사실 지금 복지비용으로 80조나 쓰고 있지 않습니

까? 이것이 얼마만한 돈인가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800만 가

구에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80조가 그렇게 큰돈인데 국민들은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 복지비용에 한 어떤 체감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것은 긴급상황입니다.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기

본적인 것은 딱 생명, 건강보호는 딱 들어가면서 나머지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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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북한에 거주하면 그 동네에서 살면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 돈이 싸게 먹힐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가지

고 3, 4년 동안 해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장마당 가서 하

든지 해 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 B : 그것이 기초생활보호보장법에 생계급여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 L : 그럼 쿠폰을 준다든지. 

○ D : 그런데 현실은 남한에 나와서 50만 원을 북한에서 받는 것보

다 두 배, 세 배로 벌 수 있다라는 현실이, 

○ L : 그럼 두 배, 세 배로 주죠.

○ D : 그러면 도깨비방망이 같은 것으로 돈을 찍어낼 수도 없고,

○ L :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도깨비방망이입니다. 지금

도 돈이 그렇게 나갑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북한이 2,400만 

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가는 것이 1년에 비용을 얼마로 보

고 있습니까? 

○ B : 지금 나가는 것이 110조입니다. 

○ L: 110조, 그것을 쪼개면 제 생각에는 집집마다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돈을 그

러면서 쪼개주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하나

의 가설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준다. 왜냐하

면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고향에 살아라.’ 하는 컨셉으로 우리가 

유도하려면 우리가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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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 M :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좋은데 실지 거주한다고 해 놓고,

○ L : 떠난다 이거죠. 

○ M : 거주지만 놔두고 ‘우리는 여기서 왔는데’, 

○ B : 그것과 관련된 것이 전달체계의  문제고, 그것을 구히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 그것이 되어야죠. 공장을 

지어서 들어오면 몇 년이 지나면 일정한 소득이 되면 그 자체는 

줄어드는 것이고 임금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 D : 과거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쓰일 엘리

베이터를 시설하는 것과 개인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그 돈을 현금

으로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양한 인프라를 위해서 물론 접었지만 그

런 계산법은 사실상 지금 남한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지

만 실질적으로 정책에 개입하기란 더 다른 문제죠.

○ L : 긴급구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B : 남쪽에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U : 우리나라 남한이 과연 10년, 20년 동안 100조가 아니고 한 

50조라도 북한에 가는 것에 해서 남한 주민들이 ... 결국은 이 

통일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빨리 보낼 수밖

에 없고 북한의 자생능력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에 제 생각에는 3년에서 5년까지는 아마 남한에서 돈이 가는 것

이 허용이 되고 5년 이상 지나면 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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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의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

적 마인드도 다 양쪽이 다 흡수통일을, 

○ U : 3년 정도는 예를 들면 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일시적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이 나와야지 아니면 40년까지 100조씩 계

속 넣는다는 것은. 

○ B :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저희들이 복지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제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종합

적으로 하는 것을 사실인데 저희들은 복지와 관련된 얘기를 주로 

많이 하니까 복지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또 필요한 경제

문제나 이런 문제는 다른 데서 끌어오는 것이고요. 오늘 첫 번째 

통일복지포럼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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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제발표

  민기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 사회주의(welfare socialism)의 관점에서 김일

성, 김정일, 김정은 시 의 시기별 변화에 주목하여 북한 복지체제의 성

격을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법률, 주요 노작, 통

계 등 원전 분석에 기초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시도하 다.

분석 결과, 초기 사회주의 건설 시기부터 현재까지 북한 복지체제의 성

격은 복지노력에서 시기별 차이는 보이나 전반적으로 베버리지언 성격보

다는 비스마르키언 성격을 가진 사회주의 복지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김일성 시 부터 김정일, 김정은 시 에 이르기까지 인민적시책비의 규

모가 늘었을 뿐, 비스마르키언이라는 성격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북한 복지체제를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

체제’라 명명하 다. 먼저 북한 복지체제에서는 사회주의적 사회정책의 

특징인 전체인민을 상으로 한 세마스코 보건의료, 보육, 교육, 주거 등 

평등주의적 사회서비스를 볼 때 사회주의적 복지체제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군주제라고 할 수 있는 수령중심의 가

1) 본 연구는 2014년 사회정책연합학술 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비교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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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적 사회주의 가정, 혁명열사와 후손 중심의 국가공로자 및 예군

인 연금을 중심으로 한 충성계층 육성, 노동인구만을 적용 상으로 출발

한 사회보험의 전통,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조한 기여비례의 원리 등 비스

마르키언 모델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스마르키언 전통은 김일성 

시 에 확립되어 그 후계자들이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5  경

제특구 및 13개 경제개발구 육성을 통하여 시장 사회주의의 특징의 강조 

및 평균주의보다는 능력주의, 중앙집권주의보다는 지역자율주의가 두

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를 

압도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  여전히 북한 복지체제는 시장보다

는 국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복

지체제의 성격 변화에 기초한 북한 사회복지 연구방향에 하여 제언하

다.

주요어: 복지 사회주의,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fsQCA

1. 문제제기

복지는 자본주의에만 있는가? 일반적으로 복지는 자본주의 체제 ‘내’

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의 내재적 입장이 아닌 자본주의

의 외재적 입장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복지를 사회의 목표로 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기도 하거니와, 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복지국가 자체를 좌파

적 시각에서 비판해왔기 때문이다(O'Connor, 1973; Offe, 1984). 본 

연구는 국가존립이나 체제정당성 확보를 넘어 진정한 복지실현을 위해 

수정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서도 복지사회(welfare society)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을 전제한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도 국가복지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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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지배집

단의 체제연장을 위한 단순한 도구이건 아니건 간에, 실제 해당 사회의 

구성원을 위한 복지의 추구는 인간을 위한 의로운 행위라는 점에서 자본

주의이건 사회주의이건 진정성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신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복

지‘국가’(welfare state)는 수정 자본주의의 한 형태일 뿐이며 노동계급

의 투쟁성을 약화시키고 자본가 계급의 지배구조를 합리화하는 착취사회

의 변종, 즉 '자본주의의 모순(the contradictions of capital-

ism)'(Pierson, 2007: 49)일뿐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

순은 그 로 둔 채, 자본주의를 구히 지속하려는 ‘수정 자본주의’의 한 

형태인 복지국가의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Mishra(1984: 22)는 

복지 자본주의 국가 중 노동계급과 좌파정당의 권력자원동원에 기반하여 

경제 민주주의(economy democracy)를 통한 자본주의의 변혁 또는 사

회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입장을 ‘복지 사회주의(welfare socialism)’

로 지칭한 바 있다. ‘복지 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뿐만 아니라 복

지 사회주의도 존재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복지 사회주의의 주장

은 사회주의 국가도 복지를 위한 노력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즉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도 해당 구성원이 물질문명을 누

리며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체제 선전(propaganda)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체제의 정당성이며 진정성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Marx의 논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본디 Marx는 

수정 자본주의인 복지국가를 거부하 지, 인민의 복리 자체를 무시하지 

않았다. Marx와 Engels(1969)는 생산력 수준이 고도로 발달된 공산주

의 사회에서는 ‘각자로부터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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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만큼의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하

다. 즉 ‘능력에 따른 노동’을 통해 생산력 수준을 높이고, 창출된 재화와 

서비스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고 하 다. 따라서 공산주의 사

회도 인민의 복리증진을 체제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김일성, 1983: 233)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11조에 

따르면 “...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재부는 전적으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

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장명봉, 2013: 

1103).

그렇다면 복지 사회주의는 하나의 유형인가? 그 답은 사회주의와 공

산주의에 한 구분에서 찾을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현실형인 

사회주의와 이념형인 공산주의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

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헌법 정신에 구현된 사회정책을 완벽하게 구현하

지 못하듯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도 사회정책의 이데올

로기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 다. ‘사회주의’에서 사회정의는 ‘모든 사

람을 평등하게 하는 것(equalizing everyone)’이 아니며, ‘각자로부터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노동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다(Gorbachev, 

1987: 100). 이에 한 이해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4조에 따르면 “...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능력에 따라 사회적로동에 참가한다”는 조항 및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며...”라는 조항이 있다(장명봉, 

2013: 1103).

요컨  공산주의에서는 공산주의 인간형으로의 성숙을 통해 각자는 능

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지만, 사회주의에서는 각자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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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따라 노동하고 노동한 만큼 소비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이며 ‘공산주의’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이다. 따라서 사

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과 분배’의 원리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각자로부터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노동에 따라’ 생산과 분배 메커니즘이 작동되며, 공산주의(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각자로부터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생산과 분배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에서의 복지는 

기여에 따라 획득되는 반면, 공산주의에서의 복지는 필요에 따라 주어진

다. 이는 Marx가 인식하 듯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이행 단계라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즉 20세기 동안 현존했던 마르

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한 프롤레타리아 일당 독재는 진정한 공산주

의 사회를 건설하지 못하 고 사회주의 단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 사회주의의 유형도 공산주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발전을 필요로 

하다. 북한의 경제수준은 남한의 원화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2013년 북

한의 국민총소득(명목GNI)은 33.8조원으로 한국의 1/43 수준이며, 1인

당국민총소득(GNI)은 137.9만원으로 한국의 1/21 수준에 불과하다(한

국은행, 2014: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2년에 “국가예산에서

는 세계문명을 따라앞설데 한 당의 의도에 맞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

도의 우월성을 인민적시책과 사회문화시책부문에 지출총액의 38.9%의 

자금을 돌려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제, 정휴양제를 비롯한 사회주의적시책들의 실시와 문학예술발전, 체육

강국건설을 보장하 다”고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통해 보고한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사, 2012: 366). 즉 생산력 수준이 낮은 사회주의 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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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의 실현노력은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가

능한 것이다.

한편 동유럽의 체제전환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 및 체제전환 

2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사회정책의 문제는 동구인들에게 

사회주의 향수(red nostalgia)를 낳게 하고 있다. 1999년 조사에서 사회

적 불만이 높은 동독인 중 40%, 2002년 조사에서 폴란드인 중 56%, 

2005년 조사에서 루마니아인 중 60-65%가 사회주의 시 가 더 좋았다

고 응답한 바 있다(Velikonja, 2009: 545). 이러한 사회주의 향수는 동

구 국가들의 체제전환 이후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자연재해 및 미국

의 북정책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 장마당의 등장으로 인해 북한 인민들

에게 김일성에 한 향수(Kimstalgia)를 자아내기도 하 다. 그런데 과

연 김일성 시 가 북한 인민들에게 더 살기 좋은 복지사회주의 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김일성 시 부터 김정일 시 , 김정은 시

까지 변화해 온 북한의 복지체제는 어떠한 성격이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 복지체제의 역사적 이해, 나아가 통일국가를 고려할 때 의미있

는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분

이 사회주의 복지체제라는 단일모델의 단정 하에 주로 소련, 동유럽 및 

중국과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복지체제의 성격에 한 접근보다는 개별 

사회보장 제도에 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구를 보

면(민기채, 2014a), 소련에서 독립한 탈사회주의 국가인 리투아니아에 

한 사회정책의 성격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 시 에 ‘비스마르키언 사회

주의’라는 독특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을 구현해 왔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사회주의 시 에 폴란드의 7개 사회정책(실업, 산업재해, 가족정책

(출산휴가, 가족수당, 아동수당), 공공부조, 교육, 주거, 돌봄)의 특징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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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한 분석 결과, 사회주의 이전 시기에 도입된 비스마르키언 전통이 

사회주의 시 에도 경로의존성을 보여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함께 ‘하이

브리드 성격’을 가졌다는 연구도 있다(민기채, 2014b).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이 현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도 적용가능한지를 탐색적으로 접근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른 본 연구의 전제는 북한이라는 사회가 Kornai 

(1992: 361-365)의 ‘인과적 연관성’에 기초할 때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이라는 ‘혁명과 개혁’의 시점에 도달하지 못한 단계이므로 북한 체제는 

국가로서의 공고함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공고한 체제의 정당성은 

‘복지 사회주의’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

의 시기별 변화에 주목하여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을 탐색적으로 파악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법률, 주요 노작, 통계 등 원전 분석에 기

초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시도하 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검토로써 비스마르키

언 전통 및 사회주의 사회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며, 비스마르키언 사회주

의라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범위 및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특성공간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

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 의 복지체제의 특징 

변화를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결론 도출 및 정책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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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검토2)

  1) 비스마르키언 전통

Rimlinger(1971)는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도입은 도덕적 훈육, 사회안

정, 국가건설 등의 과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주

장한 바 있다. 즉 비스마르크 재상을 정점으로 한 위계적인 ‘제왕적 질서’

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Esping-Andersen(1996: 66)은 사회보

험을 도입한 “재상 비스마르크의 목적이 복지국가가 아닌 복지군주제”라 

칭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비스마르키언 복지체제가 왕 또는 지도자를 

정점으로 하여 하나의 국가가 거 한 ‘가부장적 가정’을 이룸으로써 충

성계층을 끊임없이 후견하고 육성하는 체제를 특징으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이 자본주의 복지체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복지체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비스마르키언 모델은 Titmuss(1974)의 산업성취 모델에서 강조하는 

맥락과 유사하다. 산업성취 모델은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업적을 내느냐

가 바로 노동자의 복지수준과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스마르키언 모델이 산업성취 모델이라고 규정하는 속성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비스마르키언 모델과 산업성취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

보험의 소득비례’의 원리이다. 물론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이므로 

소득재분배의 원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디 비스마르키언 모델과 산업

성취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득재분배의 원리보다 소득비례의 원리이

다. 소득비례의 원리는 쉽게 말해 임금, 기여, 급여를 연동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이 높으면 기여금도 높으며, 기여금이 높기 때문에 급여

2) 본 장은 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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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높다. 이러한 인센티브로 인해 노동자는 임금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직업능력을 부단히 연마하게 된다.

둘째, 산업성취 모델은 노동자들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노동시장

에서 노동자가 보다 나은 업적을 내면 그에게 더 많은 급여가 제공된다.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한 공장의 노동자들 

내에서 경쟁을 유도하며 또는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과 경쟁을 유도함으

로써 보다 뛰어난 산업적 업적을 내면 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

쟁강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산업성취 모델은 체제순응적인 합법적 노동을 유도한다. 최종 급

여에 포함되는 것은 합법적 노동에 한 가이다. 불법적 파업, 공장점

거, 태업과 같은 반체제적․저항적 행위는 미래의 급여에 부정적 향을 미

친다. 고용주와 기업에 한 적 적 행위는 현재의 노동자의 지위마저 박

탈할 수 있다. 결국 산업성취 모델은 노동자 간 단결을 저해한다. 비스마

르크는 사회주의 탄압법 제정과 동시에 사회보험을 입법하 는데, 이른

바 ‘채찍과 당근’이라는 양면 전략을 펼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분열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 , 정권과 자본가에게 항하는 반체제적 프

롤레타리아 세력은 탄압하고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 군인, 핵심 산업노동

자에게는 더 나은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권을 보위하는 충성계층

을 육성하는 국가주의적 특징뿐만 아니라 직업계층별로 분화된 직역 연

금체계는 노동자들 간 단결을 막는 성격도 강하게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단결에 파열구를 내는 핵심도구가 비스마르키언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비스마르키언 사회보험의 전통은 서구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동구 국가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  비스마

르키언 전통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15개 소비에트 공화국 소속 국가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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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그라드 국가들(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공화

국에도 도입되었다(Inglot, 2008). 또 하나 이해해야 할 것은 비스마르키

언 모델은 베버리지언 모델과 비교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

요 내용은 Bonoli(1997)의 연구로 신한다.

〈표 2-1〉 사회정책의 비스마르키언 모델과 베버리지언 모델

구분 비스마르키언 모델 베버리지언 모델

목표 소득유지 빈곤예방
급여 소득비례 정액
자격 기여 거주 또는 욕구
적용 피고용인 전 국민
재원 기여 조세

자료: Bonoli(1997: 351)

  2) 사회주의 사회정책의 특징

사회주의 사회정책의 제도적 유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복지

체제의 성격은 당-국가체제라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접한 관련을 맺

고 있다. 즉 당이 국가를 통제하며, 국가는 사회의 전 분야를 통제한다. 

국가의 주요 생산시설 및 기간산업은 국유화되어 있으며, 국가의 재원은 

이들로부터 부분 충당되어 왔다. 당 간부, 국가관료 및 기술관료

(technocrat)는 막강한 힘을 소유하며, 이들이 속한 공산당과 국가기구

는 비 하다. 이러한 비 함은 국 기업에 한 중앙계획단위의 감독마

저도 어렵게 하 고, 계획을 해야 할 중앙이 계획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

르렀다고 비판당하기도 하 다(Harrison & Kim, 2006). 이렇듯 다른 

사회부분보다 강력하고 거 한 당-국가체제는 정부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주의의 제도적 유산을 낳았다. 높은 정부지출, 높은 정부수입, 

높은 공공부문 생산과 낮은 민간부문 생산, 국가관료에 한 높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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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공공행정지출, 완전고용과 여성고용, 강한 국가와 약한(충성) 노조, 

국 기업 또는 노조를 통한 복지 전달체계, 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노

동기반의 복지급여 원칙으로 인한 가부장주의 등을 들 수 있다(진승권, 

2003; Deacon, 1993; Dixon & Macarov, 1992; Kornai, 1992; 

Standing, 1996).

둘째, 사회주의 체제는 부분 높은 사회지출을 통한 보편주의적 사회

서비스 체제를 일찍부터 구축해 왔다. 특히 소비에트 연방에 속한 국가들

은 제도도입 시기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와 견주어도 늦지 않았다. 가령 

러시아의 노령․장애․유족연금은 1922년, 질병수당 및 출산수당은 1912

년, 산재보험은 1903년, 실업보험 및 실업부조는 1921년, 가족수당은 

1944년에 도입하 다(ISSA, 2012). 보편주의적 특징으로 첫째, 교육․보
건․주택․식량․노동․연금에 한 국가책임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높은 포괄

성(comprehensiveness)을 갖추어 왔다. 둘째, 포괄적 복지제도의 적용

상은 기본적으로 전체 인구로서 복지수혜자의 보편성(coverage)도 높

은 수준에서 달성하 다. 셋째, 생산수준이 높았던 시기에는 교육과 보건 

등의 일부 사회정책에 해서는 복지혜택의 적절성(adequacy)을 갖추었

으나, 1980년을 전후로 경제침체기로 들어서며 이러한 제도는 존재하

으되 실제 급여 수준은 기본생활에 못 미치게 되었다. 연금분야에서 실질

가치를 반 하지 못하 고, 현금급여 수준은 매우 낮았으므로 적절성은 

사회주의 후기에 충족하지 못하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서 있어 의료기술에 한 투자부족으로 기 수명, 유아사망률 지표가 하

락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체제보다 복지혜택의 재분배성

(redistribution)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달성함으

로써 복지 사회주의를 일정 정도 실현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주의 복지제도는 평등강화 전략을 위해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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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었으므로, 현금보다는 현물위주의 복지전략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Standing(1996: 227)은 소비에트 사회보장의 지배

적인 형태를 ‘강한 서비스, 약한 이전(serviced heavy, transfer light)’

이라고 부르기도 하 다. 즉 불평등한 기제인 현금급여는 낮고 평등한 기

제인 서비스급여는 비 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주의 체제는 정권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보육․교육 및 군

에 한 투자가 높았다. 체제 지속성을 위한 기본담보는 후세 에 있기에 

교육부문에 한 높은 투자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보육서비스와 교

육서비스의 보편주의적 제공은 사회서비스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의 특성

과도 부합되는 것이지만,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의무로 여기

는 사회주의 노동의 정신을 반 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과거 돌봄과 가

사라는 가족 내 업무를 담당했던 여성들이 노동을 위해 가족 밖으로 이동

하게 되면서 돌봄기능은 국가의 책임으로 이전된 것이다. 또한 군사력의 

목적이 국가안보라는 주장의,진위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

주의 국가들은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Dumas, 1986: 251). 사회

주의의 보루로 자리매김 되어온 보육․교육 및 군  관련 제도적 유산으로

써 높은 공공교육 지출, 높은 공공보육 지출, 높은 보육시설 이용률, 높은 

식자율, 낮은 문맹률, 높은 군비지출, 높은 군인비중을 꼽을 수 있다. 이

에 따라 교사와 군인에 한 특별한 급여가 추가되었다.

넷째, 노동조합이 복지제공의 실질적 담당자 다. 사회보험, 요양소 및 

휴양시설, 관광여행, 체력단련 및 스포츠, 어린이의 휴양과 오락 등은 노조

가 맡았다(Gorbachev, 1987: 113-114). 사회보장에 있어 노동조합의 권

한은 막강했고 역할은 막중했다.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보험 급여가 제공되

었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서비스가 실시되었다. 노조를 통한 복지제공

은 노동조합이 노조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한다면 가장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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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제도가 되는 반면, 노동조합이 부패하게 되면 가장 비효율적인 제도

가 될 수 있다. 만약 노조 집행부가 기업 지배인과 부정적 결탁을 한다면 

비리가 난무하고 특권층에게만 복지가 집중되지만, 노조 집행부가 소속 노

조원을 노동조합 활동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봉사한다면 행정비용이 발생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노동자들이 처한 실정을 가장 깊이 잘 알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표적으로 유고의 노동자 자주관

리 제도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복지제공 담당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생

활공동체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노동조

합은 사회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온정주의적 시혜는 사회주의 사회정책의 제도적 유산이다. 수

령 또는 당비서(당 서기장) - 국가관료 - 국 기업과 협동농장 종사자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사회주의 가정, 즉 가부장주의를 형성하게 하

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보편적 특징인 연성예산제약(Rosser & 

Rosser, 1995)은 기업에 한 정부 보조금 및 재정지원을 높 고, 이러

한 온정주의적 문화는 사회정책 부문에도 전이 되어 전 인민에게 생필품, 

식량, 주택 등에 한 가격 보조금으로 이어짐으로써 재정적자에 시달리

게 만들었다. 결국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일반적 특성인 만성적 ‘부족 경

제’(Kornai, 1992)로 인하여 사회정책을 실시할 자원이 마땅하지 않게 

되었다. 주택, 전기, 생필품, 식량 등의 항시적 빈곤은 사회주의의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노정하게 하 고, 인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게 하 다. 

예컨  Deacon(1992: 4)은 만성적 부족경제가 주택 기기간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20여년의 기자가 흔하 고, 3세  거주가 강요되거나, 이

혼 후 동거현상, 공동주방과 공동화장실도 부족경제가 낳는 문제라고 지

적하 다. 저부담-저복지, 중부담-중복지, 고부담-고복지와 같이 주민부

담 수준과 복지수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정주의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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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는 역설적으로 장기적 복지수준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었다.

여섯째, 특권층에 한 특별 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는 사회주의 사회

정책의 부정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의 1987년 6월의 공산당 중

앙위원회 총회에서는 사회정책의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 바 있

다. 생활수준의 제고 및 생활환경의 개선, 생산방식 및 노동조건의 개선, 

주택 상황의 개선, 보다 많은 식료품의 생산, 생활필수품의 질 개선, 공중

위생 서비스의 향상, 중고등 교육개혁의 완수, 사회적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 고용에 한 새로운 태도와 노동력의 재편성 및 그 외 사회 

문제들의 해결을 추진하기로 하 다(Gorbachev, 1987: 98-100). 페레

스트로이카의 사회정책의 개혁은 자본주의 사회정책이나 사회주의 사회

정책이나 궁극적으로 시민의 보편적 사회권을 강조하기 위한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중앙위에서는 ‘특권층의 높은 

사회서비스 이용’에 해 공개적으로 비판하 다. 일반 인민들은 접근하

지 못하는 직장 의료서비스, 휴가용 숙박시설․헬스시설 등의 여가서비스, 

기업 내 자체매점, 식사서비스, 의복서비스 등의 기업서비스를 기업, 

과학원, 작가동맹, 노동조합, 당, 소비에트 관련단체 등에 속한 특권층은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 다(Gorbachev, 1987: 100-101).

  3)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사회주의 시 의 사회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비스마르키언 특징

을 갖는 사회주의 원리(Soviet principle of Bismarckian character-

istics)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Bismarckian Socialist)’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즉 비스마르키언 특징

과 사회주의의 특징이 혼합된 제도성격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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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키언 특징과 사회주의의 제도적 유산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비스마

르키언 사회정책과 사회주의 사회정책이 제도적 친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완전한 비스마르키언 제도도 아니고 완전한 사회주의 제도도 아니

지만 양 제도의 높은 친화성이 하이브리드적 특징을 구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는 비스마르키언보다는 사회주의 특

징이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는 비스마르키언 특징과 다른 고유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은 의무 기 때문에 누구나 일을 해야 한다. 노동

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스마르키언 제도와 달리 사회주의 시 의 노동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 다. 둘째, 노동자의 부의 창출은 사회주의경리수입

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의 형태로 국가에 귀속된다. 노동자 개개인이 사

회보험의 형태로 내는 명목상의 기여금보다, 사회주의 사회정책은 단일

한 국가예산으로부터 배분된다는 의미이다. 셋째, 노동자가 창출하여 국

가에 귀속된 부의 배분의 결정과 집행은 사회주의 원리인 당-국가 체제와 

함께 민주집중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스마르키언 사회보험은 제

도가 성숙되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결정을 바탕으로 각 행정 분야의 전달

체계를 통해 급여를 시행했다면, 사회주의 사회정책의 배분은 민주집중

제의 원리에 의해 각 노동조합이 주된 전달체계의 역할을 하 다. 오늘날

의 사회지출을 포함하는 인민적시책비와 그 외 경제건설비, 군비, 행정비 

등의 배분은 중앙당 및 국가행정기관, 지방당 및 지방행정기관, 공장 및 

협동농장에서 결정하며, 이러한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농민은 자신의 소

조 및 작업반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만약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방

식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당의 단일한 명령’을 통해 시행되었

다. 넷째, 현금중심의 비스마르키언 제도와 비되는 서비스중심의 사회

주의 사회정책이다. 먼저 모든 인민은 노동에 한 가로 가격이 통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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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점을 이용할 최소한의 ‘현금(임금)’을 받으며, 은퇴 후 현금급여인 

노령연금을 받는다. 다음으로 모든 인민에 하여 무상 서비스급여인 의

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주거서비스,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사

회주의적 사회서비스는 ‘노동여부’와 관계없이 보장하 으며 ‘소득비례’

에 따른 차등적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국가는 인민에게 필요한 식

량, 보육, 교육, 의료 주택, 도서관․박물관․국립공원․휴양림 등과 같은 공공

시설 이용 등의 무상 ‘서비스(현물 포함)’를 제공한다. 그런데 사회주의의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임금 및 사회보장에서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을 주

목해야 한다. 즉 전체 사회보장에서 불평등한 요소가 있는 현금에 해당하

는 임금과 연금은 매우 작고, 평등한 요소가 있는 서비스는 매우 비 하

므로 평등주의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결국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가장 

큰 특징인 ‘평등주의는 서비스에서 기인’하며 현금중심의 비스마르키언 

특징과 가장 차별되는 특징이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

는 강력한 근거는 비스마르키언 특징이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도 사회주

의 체제 내에서 구현되었다는 점이다. 즉 비스마르키언 전통은 독특하게

도 사회주의 시 에도 경로의존적 성격을 유지하여 왔던 것이다. 그 배경

은 크게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사회주의 혁명 이전에 근 화를 

일찍부터 시작한 부분의 체제전환국들은 비스마르키언 사회보험 제도

를 도입하 는데 그 특징은 사회주의 시 에도 지속되었다는 것이다(민

기채, 2014a, 2014b).

두 번째 배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비스

마르키언 모델과 ‘사회주의’ 사회정책 모델 간의 ‘제도적 친화성’이 높았

기 때문이다. 그 제도적 친화성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급자격은 고용에 기초하여 부여되었다. 즉 노동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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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수급자격과 노동의 연계

는 두 특징 간 제도적 친화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일하지 

않는 자는 사회보장혜택에서 박탈된다는 점이다. 노동을 할 때만이 사회

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하기 어려워진다. 비스마르키언 제도가 노동을 하지 않는 자에 하여 철

저한 심사에 기초한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반면, 사회주의 사회정책은 

노동을 거부하는 자에 하여 노동교화소를 통한 의식화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처벌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둘 다 억압적이며 통제

적이라는 특징을 공통점으로 갖는다. 결국 비스마르키언 특징과 사회주

의 특징에서 강조하는 노동에 따른 분배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추구하는 시민권에 기반한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주

의자들의 시민권에 한 이해는 ‘모든 시민은 개인 및 가족의 생계와 국

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할 권리와 의무를 가질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었다(Cerami, 2010: 237). 따라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

는 인민으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수급권까지 박탈되게 된다.

둘째, 사회주의 이전시기보다 사회복지 재원의 국가비중이 높아졌으

나, 개인의 보험료는 그 로 존속되었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는 

세금이 없는 사회라고 하지만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인 현실 사회주

의에서 사회보험료는 그 로 존재해 온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 : 고용

주 : 국가의 기여비중을 1980년 기준으로 보면, 폴란드가 2 : 52 : 46, 헝

가리가 14 : 40 : 46, 체코슬로바키아가 0: 4 : 96이었다(Cerami, 2010: 

239). 사회주의 시 에도 체코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 다른 두 나라는 보

험료는 그 로 유지되는 특성을 지닌 것이다. 기여금이 명목적으로는 존

재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을 통해 창출된 부가 

기업소를 통해 국가에서 일괄 관리․통제되고 다시 국가로부터 급여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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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 제공되므로, 노동자가 창출된 부에 기여금에 해당하는 몫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급여가 노동자의 기존 임금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소

득비례의 원리를 반 한다는 것이다. 평등주의라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성보다는 기여금, 고용기간 등의 고용기록에 의해 복지급여는 차등적

이었다.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연금액에 있어서 소득비례적 특징을 

갖는 차등적 적용이 존속되어 온 것이다. 특히 국가기여도에 비례하여 사

회보장혜택은 차등적이다. 충성계층을 의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에게는 

더 높은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급여가 높은 자는 그만큼 

국가에 높은 충성을 하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의 공

통된 특징은 비스마르키언 제도와 사회주의 사회정책의 특징 간 높은 친

화성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시 에도 비스마르키언 특징을 계승한 것처럼, 체제전환 이

후에도 비스마르키언 사회정책의 전통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사회정책

에 미치는 체제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시적 복지 확 로는 사

회모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자 체제전환국들은 개혁을 단

행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해답은 비스마르키언 전통의 회복이었다. 

Cerami(2010: 244-245)는 “비스마르키언 전통의 회복으로 계획경제의 

과도한 표준화를 직업의 다양성에 기초해 분화시켰고, 연금제도개혁에서

는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전환 시도, 보험원리를 강화하여 기여

율을 인상하 고, 건강보험의 재도입으로 세금이 아닌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는 변화를 단행하 으며, 경제적 이행의 비용부담을 빈곤층에게 

지우지 않는 온정주의적 특징도 동시에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

이 비스마르키언 전통은 사회주의 시 뿐만 아니라 체제전환 이후에도 

강력하게 배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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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비스마르키언 사회정책과 사회주의 사회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구분 사회주의 비스마르키언

수급자격은 고용에 기초 고용 완전고용(노동은 의무) 남성노동자 중심 고용
기여금의 존재 복지재원 사회주의경리수입 기여금

소득비례의 원리 반 , 
물질적 인센티브 강조, 

경쟁 강조

노동조합 
위상

노동조합이 복지제공자
(정권친화적)

산업복지는 사회보험 
중심의 국가복지

(정권 립적)
충성계층 육성(군인, 
국가유공자, 인전 를 

위한 온정주의, 가부장적 
가정)

서비스  
현금

사회서비스 강조 현금 강조

(기술)교육 강조 임금격차 임금 격차 낮음 임금 격차 높음
여성노동 여성노동 의무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소득 체율 낮은 소득 체율
상 적으로 높은 

소득 체율
건강정책 건강: 세마스코 모델 건강: 사회보험

가족정책
가족정책(모성휴가, 보육) 

발달
여성은 가정 내 역할

주거정책 보편적 주거서비스 주거의 개인책임

3.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먼저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김정일 시 는 ‘친애하는 지

도자 동지’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됨(편집국, 1980)과 동시에 북한에

서 후계자 문제가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완결된 1980년 당 6차 회

부터(정 철, 2001: 258) 김정은 위원장이 당(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

원)뿐만 아니라 군(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장)권력까지 확보함으로써 후계자 구도가 완성된 2010년까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 시 는 김일성 시 이며 그 이후 시 는 김정은 시

라고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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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북한 법률 및 원전에 한 내용분석 및 통계자료

를 활용한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방법이다. 북한 실태에 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한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재적이며 비

판적인 입장에서 북한 원자료에 한 문헌 검토는 북한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민기채, 2011 23-24). 이러한 문헌 검토는 통

계적 분석이 어렵다는 조건과 복지체제의 실제에 한 정확한 판단이 어

렵다는 모호한(fuzzy) 상황에서 퍼지셋 분석은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중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북한의 복지체제의 성격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

화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가.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위한 특성공간의 구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특성공간은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음

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결과유형은 사회주의 복지체제이다. 즉 사회주의 

복지체제도 공산주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복지체제는 전체 구성원을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성격 

및 전체 계층을 막론하고 차별없는 급여를 제공하는 평등주의적 성격이 

일반적이다. 물론 북한도 건강서비스(세마스코 모델3)), 주거서비스, 보육

3) 세마스코 모델은 러시아의 1918년부터 1930년까지 소련의 공중보건 인민위원장
(People's Commissar of Public Health)이었던 Nikolai Aleksandrovich 
Semashko의 이름을 딴 모델이다. Grilen, Boerma와 Groenewegen(2000: 249)은 
세마스코 건강서비스 제도가 사회주의 기간 동안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동질한 특징
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마스코 모델의 특징은 건강서비스에 한 강한 국가 통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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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교육서비스에서 사회주의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노동능력의 유

무에 관계없이 인민의 권리로써 무상으로 보장되는 방식이다. 최근 살림

집의 증가로 인하여 주거부문에서 직종별로 차등적인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특징은 사회주의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주

의 원칙을 훼손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 및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므로 보편주의적이지 못하고 평등주의적이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

다고 가정하여 4개의 하위 유형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각 유형에 한 설

명은 지수와 측정에 한 설명 이후에 구체화한다. 다음으로 특성공간의 

배열을 위한 유형개념은 복지노력과 계층분화이며, 그 유형개념을 설명

하는 지수는 사회지출과 계층화로 선정하고자 한다. ‘사회지출’은 복지노

력 정도를 의미하며, 제도적 모델(+)인지 잔여적 모델(-)인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계층화’는 계층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계층분화(+)인지 전

체인민(-)인지를 구분한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정리될 수 있다.

〈표 2-3〉 특성공간의 지수 구성

제도적 모델 잔여적 모델 계층분화 전체인민

사회지출 + - 계층화 + -

성격, 높은 중앙집중성, 단일하고 평등한 건강서비스 혜택, 보편적인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s: GP)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Grilen, Boerma & Groenewegen, 2000: 
249). 또한 노동의 의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작은 지역
공동체마다의 일반의가 활성화된 주치의제도를 통한 예방의학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위기 이후 만연한 부족경제로 인해 의약품이 공급되지 못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 고 기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뇌물이 만연했다는 부정적 특성도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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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위한 특성공간의 지수 및 측정

다음은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위한 특성공간의 지수 및 측정에 관한 설

명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도적 모델과 잔여적 모델을 구분하는 기준

인 사회지출에 한 측정 지수는 ‘국가예산 비 인민적시책비’이다. 그 

동안 사회지출 규모는 복지노력을 측정하기 위한 표지수로 사용되어 

왔고, 비교의 용이성 및 자료이용 가능성 등의 이유로 사용되어 왔다

(Wilensky, 197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민적시책비는 사회지출을 

리하는 지수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매해 조선중앙년감을 통해 ‘국가예

산집행의 결산’을 보고하고 있는데, 그 항목은 인민경제사업비, 인민적시

책비, 국방비, 국가관리비 이상 4개이다.4) 이 중 인민적시책비는 기존에 

광복 후부터 사회문화비라는 항목으로 사용되었으나 2001년부터 그 명

칭을 인민적시책비로 변경하 다. 인민적시책비는 사회문화시책비와 추

가적시책비로 구분되는데 먼저 “사회문화시책비는 인민들의 복리증진과 

무료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체육, 과학, 문화 등에 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이며”(문성민, 2004: 19), “추가적 

시책비는 먹고 입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

한 비용으로서 식량을 높은 가격에 수매하여 낮은 가격에 배급하기 위한 

식량가격편차보상금, 학생이나 어린이의 옷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여 낮

은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가격편차보상금, 그리고 석탄보상금, 연료보조

금 등이 포함된다”(문성민, 2004: 18).

4) 문성민(2013: 10)은 북한의 박유성(2012)을 인용하여 예산지출 항목이 국방비, 인민경제
비,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 국가관리비 등 5개로 늘었다고 하며, “이 때 ‘인민적 
시책비’는 교육사업비, 보건사업비,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비, 그리고 과거 인민경제비 
세부항목이었던 추가적시책비 등을 포함하며, ‘사회문화사업비’는 체육사업비, 문화사업
비, 외사업비, 행사 및 기타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선중앙년감에서는 2개의 항목을 구분하여 지출비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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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지수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인민적시

책비는 순수한 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체육 등의 비용까지 포

함하고 있으므로, 국제비교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회지출(social ex-

penditure)보다는 과 추정 된 것이다. 예컨  남한의 1년 예산을 각 분

야별로 구분할 때,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

서·안전, 일반·지방행정 이상 12개 항목으로 구분하는데 반하여(국회예

산정책처, 2014), 북한의 1년 예산은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군사비, 

관리비 이상 4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사, 1946~2013). 

이 중 북한의 인민적시책비 항목은 남한의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

체육·관광 항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한의 이 3개 항목을 모두 합하면 

2014년 예산 기준으로 국가예산 비 지출비율은 45.7%이다(국회예산

정책처, 2014). 둘째, 인민적시책비 지출을 GDP 비가 아닌 국가예산

지출 비로 측정한다는 점이다. 즉 한 국가의 국가예산이 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낮다면 적절한 지수가 아닐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예산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5)이 1980

년  70% 수준, 1993-1994년 90% 이상을 보 는데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30%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DP 비 사회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조건에서 비교가능한 지수라

고 할 수 있다. 셋째, 제도적 모델과 잔여적 모델을 구분하는 기준은 복지

책임에서의 국가, 시장, 가족의 상호관계 또는 탈상품화 지수가 상 적으

로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양적은 물론 질적으로도 체하

기 어려운 조건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민적시책비가 현실적으로 이용가능

하며 분석가능한 지수라고 판단하 다.

5) 경제규모 비 재정규모(%) = 예산지출총액 / GNI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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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체인민과 계층분화를 구분하는 기준인 계층화에 한 측정 지

수는 ‘복지군주제 정도’, ‘직역별 연금 프로그램 수’ 및 ‘전체인구 비 사

회보험 적용인구 비율’이다. Esping-Andersen(1990: 77-78)도 계층화 

측정을 위해 직역별 연금 프로그램의 개수, GDP 비 공무원 상 연금

지출 비율(이상 보수주의(국가주의, 조합주의) 계층화), 총 이전지출 비 

사회부조지출 비율, 총 연금지출 비 사적연금지출 비율, 총 의료지출 

비 사적의료지출 비율(이상 자유주의 계층화), 노동인구 비 프로그램 

적용인구 비율(이상 사회주의 계층화)을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지수들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리 지

수(proxy index)를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복지 군주제는 충성계층을 제

도화하는 특징으로 계층분화를 조장하는 체계이다. 수령체계가 공고화될

수록 국가주의를 강화하므로 비스마르키언 계층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역별 연금 프로그램도 보수주의 계층화, 즉 비스마르키

언 모델을 지향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인구 비 사회보

험 적용인구 비율은 사회주의 계층화, 즉 베버리지언 모델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도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먼

저 각 복지체제 성격의 계층화를 단일 지수로 측정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인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Bonoli(1997: 351)에 따르면, 비스마르키언

과 베버리지언을 구분하는 기준은 적용 상뿐만 아니라 급여방식, 급여

자격, 재원출처로 다양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지수 외에는 현 시점

에서 활용가능한 리지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의 비판은 자

유주의 계층화를 측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한 답은 본 연구가 특

성공간에서 자유주의를 상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주의 본성상 실업과 

빈곤은 공식화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조지출 정도를 파악할 수 없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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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연금 및 사적의료 지출은 통계상 접근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사회보험 적용인구 이외에도 건강, 보육, 주거, 교육서비스는 고용

에 기초하지 않거나 그 연계가 낮으므로 계층화를 조장하지 않는 사회정

책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주의 복지체제라는 전

제 위에 다양한 복지체제의 유형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 

편주의적 프로그램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Esping-Andersen 

(1990: 23)은 사회정책이 조장하는 계층화 체계는 불평등의 구조에 한 

개입 및 수정의 메커니즘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계층화 체계라

고 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관계를 서열화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복지체제에 한 계층화 정도를 구분하는 것은 직역분화를 조장

하는 비스마르키언 특징과 전체인민을 상으로 하는 베버리지언 특징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북한 복

지체제의 성격 변화 규명을 위한 퍼지셋 이상형 분석 지수의 정의와 출처

는 다음과 같다.

〈표 2-4〉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위한 지수의 정의와 출처

주: 1) 분석에 사용된 값은 모두 5년의 평균값임, 김정은 시 만 2011년-2012년의 평균값임
     2) 국가예산지출 비 인민적시책비 지출 비율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단 한 차례도 보고되

유형개념 지수명 지수 정의 출처

복지노력
EXP

(사회지출)
국가예산지출 비

인민적시책비 지출 비율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49-2012)

계층분화 STR(계층화)

복지군주제 정도
이태섭(2001),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49-2012), 북한원전: 
김정일 저작집, 김정일 선집, 근로자 등

직역별 연금 프로그램 수

장명봉(2013):북한법령집,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49-2012), 북한원전: 
김일성 저작집, 김정일 선집, 근로자 등

전체인구 비 
사회보험 적용인구 비율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49-2012) 
통계청(2014): 북한통계, 

국제연합인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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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값으로 체함, 조선중앙년감 각 년도(2005년 p.211; 
2006년 p.184; 2007년 p.168; 2008년 p.184; 2009년 p.266; 2010년 p.290; 2011년 
p.274)의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의 자료를 볼 때 크게 증가했다거나 크게 감소했다는 보고는 없
음, 특히 2004년 40.8%와 2012년 38.9%의 수치를 볼 때 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

     3) 전체인구는 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하며 군인이 포함되지 않음, 2003년 이전은 15세 이상 인구
이며, 2003년부터는 16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사회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1987년 이전은 
노동자 및 사무원 비율이며, 1987년부터는 전 인민 사회보장이 시작된 해이므로 전체인구 비 
노동인구로 추정함, 따라서 학업, 로동능력상실, 가정일 등을 제외함

  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위한 특성공간의 조작화

이상의 특성공간의 지수구성 및 해당 지수의 정의에 따라 각 특성공간

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개념을 설명하는 2개의 지

수인 사회지출과 계층화에 따른 4개의 유형(제도적 모델×전체인민, 제도

적 모델×계층분화, 잔여적 모델×전체인민, 잔여적 모델×계층분화)은 

각각의 특성공간이 된다. 4개의 특성공간을 최종적으로 명명하면, 각각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베버

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이

다. ‘lite’라는 용어는 ‘베버리지언 lite와 비스마르키언 lite’로 기존연구

(최 준, 2009; Bonoli & Shinkawa, 2006; Weaver, 2003)에서 활용

된 바 있다. 해당 성격이 약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각 유형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

체제는 전 국민을 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지출을 보이는 사회주의 복

지체제이다. 국가의 복지노력이 높아 전체인민이 평균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유형이다. 궁극적으로 복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 사회와 가장 가까운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비스

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는 계층분화적 성격을 보이지만 높은 수준의 

사회지출을 보이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이다. 국가의 복지노력이 높아 삶

의 질이 높지만 계층이 분화되어 분절적인 유형이다. 낮은 단계의 공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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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사회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며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모델이다. 셋째,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는 전체인민을 

상으로 하지만 낮은 수준의 사회지출을 보이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이

다. 국가의 복지노력이 낮아 전체인민이 평균적으로 삶의 질이 낮은 유형

이다. 생산력 수준이 낮아 복지사회를 구현할 여력이 없으나, 계층분화를 

조장하기보다는 전체인민을 상으로 한 평등한 사회정책을 추구함으로

써 정당성을 획득하는 모델이다. 사회주의 혁명 초기에 일반적으로 나타

나는 모형이다. 넷째, 비스마르키언 복지체제 lite는 계층분화적 성격을 

보이면서 낮은 수준의 사회지출을 보이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이다. 국가

의 복지노력이 낮아 삶의 질도 낮고 계층도 분화되어 분절적인 유형이다. 

생산력 수준이 낮아 복지사회를 펼칠 동력이 없다는 점은 베버리지언 사

회주의 복지체제 lite와 유사하지만, 생산력 제고를 위해 주로 물질적 인

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근 화 발전모델

이다. 지나친 평등이 낳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사상적 자극과 

함께 물질적 자극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니는 모형이다. 이상의 설명을 종

합하면, 먼저 비스마르키언에 해당하는 모델들(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와 

비르마르키언 사회주의 lite)이 계층통합이라는 평균주의 사회정책보다 

계층분화라는 능력주의 사회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베버리지언 모델

들과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lite에 해당하는 유형들(베버리지언 사회주

의 lite와 비르마르키언 사회주의 lite)이 복지 사회주의보다는 생산력 제

고를 위한 사회주의 근 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lite 모델들과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4가지 유형을 시간 순서로 이해하면 베버리지언 사회

주의 복지체제 lite →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 → 비스마르

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라고 할 수 있

다. 물론 특정 유형에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단행, 특정 유형에서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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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형의 건너 뛰기도 가능하지만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

가들이 위와 같은 시간적 유형 변화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상의 

설명에 기초한 특성공간을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북한 복지체제의 유형화를 위한 특성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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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퍼지셋 이상형 분석

  가. 퍼지점수의 측정

① 사회지출 퍼지점수의 측정

먼저 사회지출 퍼지점수의 측정에 한 설명이다. 국가예산지출 비 

인민적시책비 지출 비율은 최 값, 최소값, 중위값이라는 3개의 고정축

을 이용하여 연속 퍼지변수로 변환하 다. 퍼지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지

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민적시책비 지출의 최고값이 2004년 기준 40.8%인데 이 값은 한 국

가의 제도적 모델의 전형(완전 소속: 완전 복지노력 국가)이라고 하기에

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2014년 기준 45.7%를 

예산으로 책정했지만(국회예산정책처, 2014), 여전히 미발전된 복지국가

라고 비판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정부

예산 비 사회지출은 평균 47.8%라는 점도 고려하 다(OECD, 2014).6) 

물론 북한을 현재 시점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다. 왜냐하면 GDP 비 정부 예산은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GDP 비 정부 예산규모는 30%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90%를 상회했던 적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고도로 발전했던 시기와 비교하

6) 현재 가장 높은 사회지출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이며 GDP 비 33%이다(OEC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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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국가예산 비 65%를 제도적 모형이라고 가정하여 최 값은 

65%로 상정하 고, 그 외 중위수(1982년 20.9%)와 최소값(1955년의 

9.5%)은 연구자의 편의를 방지하기 위해 원자료를 그 로 반 하 다.

최 값의 고정축에 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시  국가예산 

비 사회부문 지출 비율을 보면, 가장 높은 수치는 복지 사회주의 던 

유고의 1962년 57.7%이며, 가장 낮은 수치는 루마니아의 1853년 

13.5%이다(Pryor, 1968: 318-397).7) 따라서 최 값은 북한의 최 값

(2004년 47.8%)으로 설정해서는 사회주의 시 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

교하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 사회주의 시대 국가예산 대비 사회부문(건강, 교육, 복지) 지출 비율

구분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체코 35.2 32.6 22.5 25.2 28.4 29.2 25.6 27.1 30.6 30.2 30.5 31.1 29.4
동독 27.9 23.9 23.9 25.5 26.2 25.2 29.1 34.7 30.9 31.7 32.0 32.7 30.8

헝가리 15.7 13.9 16.8 16.0 20.6 21.9 24.4 22.8 28.0 30.3 26.1 25.1 25.1
폴란드 31.1 25.3 23.4 20.6 19.2 20.1 22.5 24.0 24.6 26.0 25.0 23.3 23.6

루마니아 16.9 16.7 13.7 13.5 13.8 14.4 17.2 22.5 22.8 23.1 23.0 22.6 22.3
소련 25.7 24.7 24.4 22.7 23.1 24.4 26.0 29.2 29.0 28.0 28.7 30.2 29.7
유고 . . 37.0 39.4 41.2 45.5 47.2 50.0 49.9 51.8 54.3 55.1 57.7

자료: Pryor(1968: 318-397) 재구성

② 계층화 퍼지점수의 측정

Esping-Andersen(1990)은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이상 3가

7) 유고를 제외하면 모든 국가들은 1962년이 최고값이 아니다. 예컨  헝가리의 경우 1951
년 13.9%에서 1959년 30.3%까지 상승하 다가 1962년 25.1%로 소폭 하락하 다
(Pryor, 1968: 371). 폴란드의 경우도 1950년 31.1%까지 상승하 으나 그 이후 소폭 
하락하여 1962년 23.6%를 보이고 있다(Pryor, 1968: 367). 즉 폴란드의 경우 그 이상
까지 사회부문 지출이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1962년 이후의 자료는 파악되지 
않지만 경제건설 분야, 군사비, 과학분야, 행정비 등을 고려할 때 65%는 적정한 최고값
으로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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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계층화를 각각 분석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계층화를 측정하는 3개의 

지수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수화한다. 퍼지점수가 높을수록 계층화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a) 복지군주제 정도: 국가주의

복지군주제 정도는 국가주의를 나타내는 지수로써 북한 지도자(김일

성, 김정일, 김정은)의 수령체계의 완성 정도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 지수

는 연속점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5분위 퍼지셋으로 측정하 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의 수령체계를 역사적으로 분석한 이태섭

(2001)의 주장에 근거하여 퍼지 점수를 부여하고자 한다. 1945년 김일성

의 등장부터 1955년까지는 0.25(완성보다 비완성), 1956년 8월 종파 사

건(소련파와 연안파)에 한 숙청을 통한 당적 지도 체계 확립부터 1966

년까지는 0.50(완성도 비완성도 아님), 1967년 갑산파(박금철․이효순 사

건)에 한 숙청과 수령체계의 확립부터 현재까지는 0.75(비완성보다 완

성)를 부여하 다.

(b) 직역별 연금 프로그램 수: 조합주의

직역별 연금 프로그램 수는 조합주의를 나타내는 지수로써 연금 프로

그램 수 및 제도내용을 기준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 지수는 연속점수화

하기 어렵기 때문에 5분위 퍼지셋으로 측정하 다.

북한 연금제도의 역사적 전개는 다음과 같다. 이철수(2003: 96-114)

는 1946년 6월 26일 <북조선 로동자․사무원에 한 로동 법령>, 1946년 

12월 19일 <사회보험법>, 1956년 2월 3일 <국가 공로자에 한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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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정 승인에 하여>, 1978년 4월 18일 <사회주의 로동법>, 1985년 

10월 4일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하여>에 기초하면 

북한 연금제도는 크게 양로연금(유족연금 포함), 국가공로자연금, 예군

인연금으로 구성된다고 언급하 다. 이후 새터민 증언에 기초하여 1970

년 초반 ‘제 군인 생활보장비’라는 명칭의 군인연금이 도입되었다(이철

수, 2012)고 하나, 이는 1956년 6월 10일 <제 군인들의 생활안정의 제

반 책을 수립할 데 하여>를 표현한 것이라 추정된다. 문형표와 이지

혜(2013: 33)도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연로연금, 장애 및 산재연금에 해

당하는 폐질연금,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유가족연금, 그 외에 예군인연

금, 공로자연금이라고 언급한 바있다. 이로써 북한의 연금 개수는 총 3개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직역별 연금 프로그램 개수를 고려

하면서도 노동자계급만 적용하고 농민계급은 적용 상에서 제외되었다

는 내용적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 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퍼지점수를 부여하고자 한다. 1946년부터 

1955년까지는 연금개수가 1개이지만 노동자와 사무원에게만 제공되고 

절  다수 던 농민을 배제한 계층화이므로 0.50(계층분화도 전체인민도 

아님), 1956년 국가공로자연금과 예군인연금이 제정되어 3개 연금으

로 확장된 시기부터 현재까지는 0.75(전체인민보다 계층분화)를 부여하

다.

(c) 전체인구 비 사회보험 적용인구 비율: 보편주의

전체인구 비 사회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보편주의를 나타내는 지수로

써 사회보험 적용을 확 했던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 지수는 연속 퍼지점수로 측정하 다. 다만 계층화에 한 위의 2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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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측정이 국가주의와 조합주의를 나타내며 이는 계층화를 의미하는 

반면, 본 지수는 보편주의를 의미하는 반계층화를 의미하므로 역으로 환

산하 다.

북한은 해방 후 노동자와 사무원을 상으로 사회보험을 시작한 후, 

1985년을 기점으로 협동농장 농민까지 그 적용 상 확 를 시도한 바 있

다(김연정, 2010: 166; 이철수, 2003: 102). 협동농장 농민에게 확  적

용한 정확한 시점은 ‘1986년 11월부터’(조선중앙통신사, 1987: 200)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1986년까지는 전체 인

구 비 노동자 및 사무원 인구 비율이며, 1987년부터는 협동농장 인구 

비율까지 포함하면 될 것이다.

  나.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북한 복지체제 변화의 퍼지 이상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

기 사회주의 건설 시기부터 현재까지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은 복지노력

에서 시기별 차이는 보이나 전반적으로 베버리지언 성격보다는 비스마르

키언 성격을 가진 사회주의 복지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김일성 시 부

터 김정일, 김정은 시 에 이르기까지 인민적시책비의 규모가 늘었을 뿐, 

비스마르키언이라는 성격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북한 복지체제를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라 명명하고

자 한다.

둘째, 복지체제의 성격을 시간순서로 이해하면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 →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 →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일성 

집권 초기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의 특성을 보이지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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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의 성격으로 변화하 다. 집권 후반

기 높은 복지지출에 힘입어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로 성장하지

만 김정일 집권 초기 사회주의 경제권의 약화로 다시 비스마르키언 lite

로 변화하 다. 90년  후반부터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수준

으로 성장하 고 그 수준은 김정은 시 까지 계속되고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해당 유형을 결정하는 퍼지 점수는 분기점(0.50)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즉 완전소속 또는 완전비소속에 가깝기보다는 

소속도 비소속도 아닌 분기점 주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  극단

적으로 특정 유형에 소속되기 보다는 절충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6〉 북한 복지체제 변화의 퍼지 이상형 분석 결과

연도
베버리지언

lite
베버리지언

비스마르키언
lite

비스마르키언 최종유형

김일성

46_50 0.49 0.48 0.51 0.48 비스마르키언lite
51_55 0.53 0.06 0.47 0.06 베버리지언lite
56_60 0.40 0.40 0.58 0.42 비스마리키언lite
61_65 0.44 0.44 0.50 0.50 혼합
66_70 0.38 0.33 0.62 0.33 비스마리키언lite
71_75 0.38 0.38 0.44 0.56 비스마르키언
76_80 0.38 0.38 0.44 0.56 비스마르키언

김정일

81_85 0.39 0.39 0.51 0.49 비스마르키언lite
86_90 0.39 0.39 0.61 0.39 비스마르키언lite
91_95 0.40 0.38 0.60 0.38 비스마르키언lite
96_00 0.33 0.48 0.33 0.52 비스마르키언
01_05 0.22 0.47 0.22 0.53 비스마르키언
06_10 0.22 0.38 0.22 0.62 비스마르키언

김정은 11_12 0.23 0.40 0.23 0.60 비스마르키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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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북한 복지체제 변화의 퍼지 이상형 분석 결과

  2) 사례의 해석

  가. 김일성 시대의 복지체제 성격(1945-1980)

북한은 해방과 함께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 몰수 및 소작제도의 폐지’(장명봉, 2013: 21)를 통해 복지재원

을 마련하 고 전 인민을 포괄하는 사회주의 복지체제를 구현한다. 1948

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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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생산수단의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제5조),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15조), 8시간 노동 및 유급휴가(제16조), 사회보험제 적용(제17조), 

의무교육(제18조), 주거보장(21조), 남녀평등(22조) 조항을 제시하 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 복지체제를 제도화하 다(장명봉, 2013: 21-22).

동시에 조선중앙통신사(2004)의 보건분야 보고에서 “해방직후인 

1947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사무원들에 한 무상치료제가,조

국해방전쟁시기 던 1953년 1월 1일부터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1960

년부터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 다”고 언급함으로

써 세마스코 보건의료 제도를 정권 초기에 시작하 다. 승창호(1986: 

57)는 이에 해 ‘무상치료제의 점차적발전과 그 완전한 실현’이라고 하

다. 특히 1953년 기준으로 국가 예산에서 사회주의경리수입 52.0%, 

주민세금 19.7%, 외원조 18.5%의 비중이었는데, 1960년에는 사회주

의경리수입이 95.9%, 주민세금이 2.1%, 외원조 2.0%로 변하 다(정

철, 2001: 33). 이러한 변화는 정권 초기 생산수단의 국유화․인민화를 

통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은 1978년 채택된 노동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의하면 “...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봉건적 차별철폐

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5조에 의하면 “각이한 지 의 농민

들의 수입을 고르게 높이며 전반적으로 로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수

준을 균형적으로 높이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

봉, 2013: 1105) 균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성격 이외에도 비스마르키언 특징도 나타

났다. 무엇보다도 1956년 8월 종파투쟁과 1967년 갑산파 숙청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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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수령체계가 완성됨으로써 복지군주적 성격이 확립

되었다. 특히 1957년 이후 새로운 당 핵심은 항일 빨치산을 비롯하여 한

국전쟁 당시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빈․고농 출신들 속에서 선발 육성

하 고 김일성의 적극적인지지 세력이었다(이태섭, 2001: 154).

다음으로 농민계급을 배제하고 노동계급에 하여 선차적으로 보장한 

과정에서도 비스마르키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승창호(1986: 58)는 

“1946년 6월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한 로동법령>을 발포하여 로동

자, 사무원들의 제반 민주주의적권리와 함께 의무적사회보험제를 실시”

하 고, “무상치료제실시의 첫 단계로서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 부양가족

들에게 사회보험법에 의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 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요컨  절  다수 던 농민들은 제외된 사회보험의 출현은 비스마르키언 

성격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 시 에는 충성계층에 한 국가주의의 특성도 보이고 있

다. 1956년의 <국가 공로자에 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하여>를 통한 

국가공로자연금 및 <제 군인들의 생활안정의 제반 책을 수립할 데 

하여>를 통한 예군인연금은 충성계층에 후한 보장을 해주는 국가주의

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24조에 의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근로자들은 로

력 웅칭호와 명예칭호를 비롯한 국가적 표창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장명봉, 2013: 1104), 동법 제75조에 의하면 “국가는 로동과 사회

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

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명봉, 2013: 1108) 충성계층에 한 특별보장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천리마 운동 및 안의 사업체계에서 물질적 자극의 강조, 가급금 

제도의 도입, 30여개의 로동자 임금표의 제정, 노동기준량을 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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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기준량, 시간기준량, 생산기준량으로 구분한 일련의 조치도 노동의 업

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민들 상의 작업

반우 제, 노동지불체계, 분조관리제는 농민계급 내에서의 노동에 따른 

분배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국 기업소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은 연합

기업소 확 를 가져왔는데(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이것은 국가중심의 

계획경제만이 아닌 기업별․지역별 자율재정을 보장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탁아소 및 유치원을 급속한 확

장을 통해 ‘훈육’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 정권에 한 의식화를 강조했

던 것도 주목할 만하다.

  나. 김정일 시대의 복지체제 성격(1980-2010)

김정일 시 에도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은 그 로 구현되어 왔다. 

김정일은 지도자로써 인민생활을 한 단계 높이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

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하여”라는 문건을 제시하 다(김정일, 

1988). 더불어 김정일(1990: 145)은 “국가예산자금을 철저히 조국의 부

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지출하는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국가예산의 인민적성격이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인민들이 

창출한 부를 인민들을 위한 복지에 쓸 것을 강조하 다. 나아가 고난의 

행군 시기 경공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인민소비품을 강조하며 인민복지 

향상을 강조하기도 한다(김정일, 1997: 95).

특히 보건의료부문에서 세마스코 모델은 계속 구현되어 왔다. 예컨  

김정일(1984:123)은 “예방의학은 오직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

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또한 김정

일(1985:195)은 “보건사업에 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에서 중요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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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보다도 치료예방기관들의 사업을 바로 장악지도하는것입니다”라

고 지적하 다. 즉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넘어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의료보장으로 발전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성격뿐만 아니라 비스마르키언 특징은 김정일 시

에도 나타났다. 김정일(1984:74)은 “어머니다운 심정과 품성을 지니고 

언제나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아글타글 애쓴

다면 인민생활에서 풀지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복지군주제로써의 이미지를 지속하여 왔다.

노동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 사회주의 분배원칙도 계승되었다. 김정일

(1967: 222)은 “아직 사람들이 국가적인 사업이나 공동로동을 자기 일처

럼 생각하지 않으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한 사회주의사회의 조건에서 평균분배를 실

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은 결국 사회발전단계를 뛰어넘어 단꺼번에 

공산주의를 실현해보려는 좌경적인 리론입니다. 사회주의사회의 조건에

서 평균분배를 실시할수 없다는것은 쏘련에서 쏘베트정권이 수립된 첫 

시기에 있었던 꼼무나의 경험을 통하여 이미 실증되 습니다”라고 언급

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일(1986: 349)은 “위 한 수령님께서는 지난해말

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련합기업소들을 새로 내오는 조치를 취하

시 습니다...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우리 나라 경제발전

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 하고있는 우리 식의 새로운 기업소조직

형태입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기업별 경쟁을 통한 실적을 낼 것을 강조

하 다.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 부족 및 사회보장에 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사

회주의 계획경제 및 복지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제시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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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환자들을 사회보장에 넘기는 로동능력 감정서에 

한 무분별한 발급에 한 비판한 바 있다(김일성, 1984: 184). 이의 궁

극적 목표는 노동에 기초한 사회보장 수급권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노동

과 사회보장과의 연계라는 비스마르키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86년 11월 협동농장 농민까지 사회보험에 편입한 이후, 1992년 협동

농장 농민들의 수입을 늘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실시하 다(김일성, 

1996: 284). 이러한 언급은 1990년 까지도 노동계급과 농민계급 간 소

득차이가 존재하 음을 반증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1990년  중후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평등한 사회서비스 제도의 

집행 어려움은 계층화를 더욱 초래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국가복지 체계

가 기존에 비해 상 적으로 헐거워진 상황에서 개인의 힘으로 생계를 책

임져야했던 과정에서 북한 계층 내에서의 분절은 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김정은 시대의 복지체제 성격(2011~현재)

현 김정은 시 도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성격은 계승되고 있다. <조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로동법> 제3조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

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

서 공동으로 일한다”(장명봉, 2013: 1103)라고 규정함으로써 공동의 부

를 창출하고 공동으로 누리기 위한 사회주의 원칙은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스마르키언 특징도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채택되어 2012년 수정보충된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제

11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신청문건에 직장직위, 경력, 수훈관계을 밝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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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함께 출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최종적으로 로동수첩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장명봉, 2013: 

1119). 김일성 시 와 김정일 시 에도 이어져왔던 노동에 따른 분배의 

원칙은 김정은 시 에도 계승되고 있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8조에 의하면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

비지불원칙에 입각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노동

에 따른 임금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법 제39조에 생활비의 

추가적 형태인 가급금제와 상금제, 및 생산의욕과 창의창발성 고취를 위

해 생활비지불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제40조에 일을 잘한 근로자

들에게 추가 장려금 지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에 로동정량은 로동

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언급하고 있다(장명봉, 2013: 1106). 이러

한 조항들은 모두 노동에 따른 급여의 원칙을 강조한 비스마르키언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동결과에 따른 급여는 협동농장원들에게

도 적용된다. 동법 제43조에 의하면 “로력일은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

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의 로동결과를 평가하고 분배몫을 규정하는 척도이

다... 로력일에 따르는 분배를 바로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동법 제44

조에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 제를 통해 로력일평가사업을 잘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장명봉, 2013: 1106). 노동에 따른 휴가(휴식)도 차등적이

다. 동법 제65조에 14일간의 정기휴가 외에 직종에 따른 7일~21일간의 

보충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도 노동에 따른 보 상이 규정되어 

있다.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국가

는 공로있는 장애자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고 규정함으

로써 차등적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

호법> 제14조에 따르면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가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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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보조금을 받는다.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년로자에게 정해

진 년금, 보조금을 정확히 내주어야 한다. 년금, 보조금 상과 기전을 정

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장명봉, 

2013: 1192). 즉 노령연급 집행의 기준은 중앙'노동'기구가 담당함으로

써 노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로

가 있는 특정 노인에게는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은 1991년 나진․선봉 자유무역경제지  건설을 필두로 1992

년 사회주의 헌법 37조에서 다시 한 번 ‘ 외무역의 강조와 함께 타국과

의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  및 합작 장려’를 명시한 바 있다(장명

봉, 2013: 40). 그리고 최근 5  경제특구 및 13개 경제개발구 육성을 통

하여 시장사회주의의 특징이 강조되는 측면도 있다. 독립채산제를 가진 

연합기업소뿐만 아니라 외무역에서도 지역 및 기업소의 자율성을 인정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변화는 1960년  중반 갑산파가 주장한 

리베르만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리베르만 방식은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업소를 관리 운 하며 국가

가 기업소에 내려보내는 계획 지표의 범위를 폭 줄이고 기업소가 자체

로 세운 계획에 따라 경  활동을 조직하도록 하자는 것”(이태섭, 2001: 

430)이다. 요컨  평균주의보다는 능력주의, 중앙집권주의보다는 지역자

율주의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를 압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체제이기 때

문이다. 무엇보다도 생산수단의 부분은 여전히 사적 소유가 아닌 집단

적, 국가적 소유이다. 또한 시장화가 진전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국가에 의해 주요부분이 작동되는 계획경제 시스템이다. 요컨  여전히 북

한 복지체제는 시장보다는 국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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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은 복지노력에서 시기별 차이는 보이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  모

두 전반적으로 베버리지언 성격보다는 비스마르키언 성격을 가진 사회주

의 복지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전체인민을 상으로 한 평등주의적 사회서

비스 분야가 강하게 내재되어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복지군주제라고 할 수 있는 수령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주의 가

정, 혁명열사와 후손 중심의 국가공로자 및 예군인 연금을 중심으로 한 

충성계층 육성, 노동인구만을 적용 상으로 출발한 사회보험의 전통, 물질

적 인센티브를 강조한 기여비례의 원리 등 비스마르키언 모델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비스마르키언 특징은 계층과 지위집단들에 따라 

차등적 프로그램을 법제화함으로써 계층 분화를 공고화하고, 개인의 충성

심을 군주나 국가의 핵심 권위에 종속화시키는 특징(Esping-Andersen, 

1990: 24)을 갖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복지체제의 성격을 시간순서로 이해하면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 →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 →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집권 초기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의 특성을 보이지만 이후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의 성격으로 변화하 다. 집권 후반기 높은 복지지출에 힘

입어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로 성장하지만 김정일 집권 초기 

사회주의 경제권의 약화로 다시 비스마르키언 lite로 변화하 다. 90년  

후반부터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수준으로 성장하 고 그 수준

은 김정은 시 까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 제언은 북한 사회복지 연구 방향에 한 정책 제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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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또는 통일 사회복지 연구의 방향을 ‘흡수통

합’이 아닌 ‘북한 자체’로 전환하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복지체제가 작

동되고 있으며 국가의 정당성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1990년  후

반 내내 어려움을 겪었으나 여전히 북한은 붕괴하지 않고 있다. ‘체제붕

괴론의 열병과 성급한 체제통합론’에 한 주장은 북한 사회복지 연구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여겨진다(민기채, 2011: 26). 현 단계는 ‘사회

복지 남북교류’를 통해 서로의 제도에 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통일국가

를 준비하는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탈사회주

의 복지국가(post-socialist welfare state)는 북한의 다양한 미래 시나

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체제전환국의 경험은 소중하되 북한이 반드시 

동구의 길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탈사회주의 복지국가에 관한 

연구는 탈사회주의 이전인 사회주의 시  또는 사회주의 혁명 이전의 시

의 사회정책에 한 제도적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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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종합토론

○ Q : 제가 아는 것과 말씀하신 것과 연결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드리면 저는 복지체제, 혹은 사회보장을 구분할 

때 재원하고 공급전달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각각을 공

공하고 민간으로 나누는데 2 by 2 matrix에 의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재원 공공, 민간이 있고, 공급하는 공

급자가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welfare socialism, 복지사회주의와 예를 들어서 10페이

지에 비스마르키언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스마르키언

이나 그 다음에 베버리지언도 둘 다 다 재원을 공공에서 가져옵니

다. 그럼 재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공공에서 저는 비스마르키언이

랑 베버리지언이랑, 그 다음에 제가 처음 듣는 welfare 

socialism, 복지사회주의 그 세 개를 구분을 제 그것에 의해서 한

다고 그러면 공공에서 재원이 올 때 하나가 베버리지언은 조세에

서 오고, 그 다음에 비스마르키언은 기여에서 오고, 그 다음에 10

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서 사회주의라는 것이 welfare socialism 

그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복지 전에 사회주의 복리수익이라고 되

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저의 그런  2 by 2 matrix로 하면 재

원 공공 쪽에다 놓고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그 셀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 

○ B : 그런 연구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라는 곳을 어떻

게 보면 노동자에게 원래 월급으로 줘야 될 것이 사회주의 경리수

입이라는 그 미명 하에 정권으로 갔다가 이것이 국 시장에 싸게 

구매할 수 있게 이용을 보장한다든지 다양한 현물서비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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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tax가 기여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현재 제가 아

는 바로는 북에서는 사회보험률 1%, 그리고 플러스 7% 이런 정

도 되는데요,

○ Z : 그것에 한 정의를 제가 10년 전에 용어를 ‘미지급급여’라고 

했습니다. 원래 근로수입으로 잡아서 줘야 되는데 국가가 그것을 

갖고 있다가 알아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집행한다든지, 

○ Q : 우리나라로 보면 원천징수죠.

○ Z : 네, 그것이 미지급급여,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 B : 그래서 저는 공급에서의 공공과 민간은 해결이 되는데 재원에

서의 tax냐 기여금이냐 이것을 가지고 베버리지,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이것을 세 개로 한꺼번에 2의 3승이라고 하는 8개의 유

형으로 나누기보다는 저처럼 그냥 사회복지체제라는 큰 틀을 하

나 가지고 베버리지, 비스마르키언을 나누는 것이 저는 아예 자본

주의 것들을 빼고도 분석 상을 다른 사례로 했을 때 그것이 사회

주의국가라면 사회주의 복지체제 안에서 베버리지, 비스마르키

언이 있고 자본주의국가라는 한민국 남한이라면 자본주의, 

welfare capitalism 내에 비스마르키언, 베버리지가 있다. 이렇

게 해서 유형화를 해야지 이 두 개를 혼합하면, 

○ Q : 그때는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과 똑같고, 그다음에 필요

에 따라서 주면 그것은 베버리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노동한 

것에 따라서 하면 그것을 베버리지언이라고 하신 겁니까?

○ B : 비스마르키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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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그러면 그것도 약간 지금 이 부분은 공산주의를 개념화 시킬 

때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돈을 받

는 것은 공산주의라고 그런 것이죠? 그런 분리를 들어간 것이 원

래는 그것은 베버리지나 비스마르크에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인데 

여기다 넣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편하고 베버리지는 얇게 

보편으로 가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가정 개념들이 

원래 쓰던 데랑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 구분을 잘 해서 하

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아까 말한 그 개념으로 나

눌 수 있다. 재원하고 공급 전달할 때 민간, 공공이냐에 따라서 지

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랑 우리나라의 체계를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 같은 것을 하면 재원은 공

공에서 하는데 공급은 민간에서 우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재원도 조세, 아까 말한 미지급급여 조세로 와서 공공부분에서 재

원도 공공에서 조세소득과 같은 것이 많은 것이고, 거기다 공급도 

공공에서 한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북한체제를 이해를 하고. 그

런데 제가 거기다가 플러스를 하면 지금 발제자님께서 하신 거기

에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이 많으면 아

까 말한 베버리지적 성격이 강해지고, 재원을 공공이 많이 가져가

면 그것은 보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지출한다라는 것에 어떤 반

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연적으로 해석되는 부

분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 저도 

좀 클리어해질 것 같고 한데 쓰시는 어떤 그런 분류 그런 것은 저

한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도 많고, 사실 갑자

기 이것을 연결시키는 그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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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입니다. 

○ B : 하나만 첨언 드리면 예를 들면 사회주의 복지체계는 구조적 

모델의 하나다, Marx주의 모델의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사회주의 복지체계가 여러 개 있

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Question에서 출발을 했고, 그런데 그것

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우리의 welfare capitalism만 이해하

고 있는 복지체제 연구자로서는 사회주의 복지체계를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스마르키언과 베버리지의 개념을 가져왔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Q : 그런데 그것을 구분할 때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자본주의

에서는 베버리지가 필요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하는 것. 비스마르

크는 기여를 하는 사람만 가를 주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아무튼 가입을 해서. 

○ Z : 그것을 욕구로 해석을 하고요, 그것은 원래 자본문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해석을 필요, 욕구로 나누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북한은 공산주의체제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것을 갖다가 주로 해석을 뭐라고 하냐 하면 

텔로스라고 그럽니다. 추구하고 가치.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일 뿐

이지 현실화 된 것은 아닙니다. 

○ Q :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다. 

○ Z : 네. 그래서 그 레터릭이 실현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욕구를 어

떻게 다 맞춰 가지고 합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그렇습니다. 

○ U : 저는 이것이 학문적 연구로써는 이론적 가능성이 아주 중요

하고, 실현성 제고의 중요성에 이 연구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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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까. 그 다음에 결론부분에서 한국의 제도가 북한의 제도의 

통합이라든가 그런 분야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론에서 보면 

오히려 통합보다는 현실을 전제로 하고 북한에게 상호교류를 한

다 이런 식이 될 텐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통해야 되는 것

인데. 그런 의미에서 정책 실현성 문제에 해서 논의가 제기가 

됐고요. 결국은 제도의 허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

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제고하지 

않은 사항들이 북한은 모든 복지가 보편적이다 했는데 보면 사실 

비스마르키언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허상도 우리

가 어디에 포커싱을 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의 복지

가 허상임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과정이나 통합모

델도 어떤 식의 연구방향이라든가 제시를 해 줬어야 됐을 텐데 너

무 요약돼서. 

○ B : 저의 결론인 재원 이쪽에 많이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카니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주장한 것은 국가가 여

러 가지 유형으로 단계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예전에 정복 약탈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얻어서 뺏어 가지고 부족들한테 나누어주면 

체제의 정당성이 얻어지고, 발전국가 단계에서는 경제 발전하니

까 체제의 정당성, 민주국가에서는 민주주의 해 주니까. 복지국가

는 삶의 질의 높여주고 복지를 제공해 주니까 체제의 정당성이 유

지 된다 이런 것이었는데, 북한이라는 사회가 왜 멸망하지 않느

냐. 다양한 논의가 있죠. 급여의 문제, 강한 통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학자입니다. 복지의 측면에서 하나의 체제

의 정당성을 이해해 보고자 했던 것이고요. 체제가 왜 유지되는

지, 존속되는지 이런 것이었고요. 즉, 현재 로 이렇게 계속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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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장마당을 통해서 시장에 향력을 강하게 전파하더라도 

국가복지 전달체계가 살아 있다라면 이것은 유지되기 때문에 체

제 위험에 의해서 바로 어떻게 급진적으로 통합을 우리가 실현할 

것이냐, 이런 논의만 단일 시나리오만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 다

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러한 북한의 

단단함 이런 것이 존재한다라면  서로 남북의 제도를 이해하는 방

향에서 장단점을 비교하는 방향에서 제도에 한 이해가 먼저 선

행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북한의 제도가 현재 제가 

파악할 때는 비스마르키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남북 통합 시 비스

마르키언의 이 제도들이 즉, 우리가 자본주의, 탈사회주의에서 계

획에서 시장경제로 나아가고 변화를 우리가 그들에게 유인을 할 

때 비스마르키언 특징이 북한에게 아예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세태를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방향에서 연금제도가 됐건 

다양한 제도의 통합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 습니다.

○ E : 아주 훌륭한 연구를 하셨네요.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잘 

눈이 번쩍 띄게끔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

도 했지만 우리가 흡수통일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을 제

도를 배울 것은 우리가 또 배워야 되지 않을까. 독일한테 우리가 

많이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독일은 사회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

니다. 북한은 우리 남쪽 사람들이 북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북

한은 사회주의고 보편주의고 이렇게 해서 다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북한이라는 것은 총량이 있다는 겁

니다. 노동생산 총량이 할당되고, 그 총량을 달성 못했을 때는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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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이 들어가고 아우지 탄광으로 보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최

저임금보장제도만 있고 일 안 하고 생산량을 충당 안 하는 사람에 

한 통제수단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지금 

방침을 잘 못 정하면 이것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그런 욕구에 혼합된 정말 방향을 잃는 복지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오히려 남한의 하나의 역

설적 가설은 남한이 오히려 좀 더 충실하게 비스마르키언 그런 모

델로 갈 수는 없겠는가 하는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A : 제가 한 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회복지의 용어 자체가 

상당히 지금 생소합니다. 북한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여서 관계

되는 질문만 한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발제자님 굉장히 어려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확보나 이것이 사실은 어려웠을 

텐데, 어려운 작업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북한 인민들의 삶에 한 

그런 연구를 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떤 

모습이 있고 어떤 죽을 먹고 얼마를 월급을 받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주로 연구하는데 지금 북한의 사회주의체계의 이 

모델을 비스마르키언 쪽 모델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쉽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즉 말하면 생태주의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실제 북한에 적용한 이것

이 맞는 것인지에 한 근본적인, 왜냐하면 이것은 통계데이터를 

가지고 나름 로 지표화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북한사람들에게 있어서 월급과 연금

은 직장에 다니고 사람에게 사실은 그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되는 것이 있지만 북한인민들의 삶에 있어서 급여와 연금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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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육, 의

료, 의식주에 한 이런 모든 것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소득과 관

계없이 모든 인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

까 실제적인 북한주민들에게 있어서 삶에 절 적인 향을 미치

는 것은 이쪽 역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베버리지언 역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실제 소득이나 자기 노동에 비례돼서 제공하는 

역은 적고 이것이 인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

데 지금 이 데이터로만 보면 ‘북한사회가 비스마르키언 모델로 사

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다고?’ 이것이 항목을 나란히 놓으면 항목

에 한 실제적인 가중치의 의미가 없이 항목을 나열해 놓으면 이

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인민들의 삶을 보면 저희

처럼 북한에 한 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저같이 북한의 일반 사는 사람을 관찰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상당히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서 사실은 이 부분에 한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하는 겁

니다. 

○ B :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 논문을 보고 코멘

트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의 전제는 사회주의 복지체

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회주의 복지체제가 비스마르키언과  베

버리지언 유형으로 두 가지 나눈 겁니다. 즉, 복지 외적인 연구자

들이 동아시아시의 연금모델을 예컨  분석을 하면 이러한 2 by 

2의 유형화를 합니다. 즉, 연금이라는 것이 당연히 비스마르키언 

특징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버리지언의 특징이 소득 재배분나 소득 재기여를 봤을 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유형화를 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복지체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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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델 유형화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 그 로 사회주의 

복지체제에서의 비스마르키언과 베버리지를 가져왔다, 이 전제

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스마르키언냐 베버리지냐 이것을 따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형화를 하는 이것은 어떻게 역시나 두 

가지의 인덱스로만 측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셋은 

사례를 들어서 해석을 하죠. 충성계층의 구성이라든지 복지문제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죠.

○ A : 알겠습니다. 

○ I : 저는 문외한이고 잘 모르는데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지금 금

방 질문하신 것처럼 일단 모델분석의 기초자료로 쓴 것이  실상이

나 실제하고 얼마나 잘 맞아지는지, 이것을 보정할 부분이 있으면 

보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북

한의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다루셨는데 미래는 북한에서는 어떻게 

지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를 감안을 하고 저희 한국에서도 

그런 분석을 현재까지 어떻고 미래에 어떻게 지향을 한다 이렇게  

해야 서로 미래 지향하는 것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통합을 유도를 

한다든지 정책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 생각

입니다.

○ D : 레닌이 쓴 '국가와 혁명'이라는 책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획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사무실, 하나의 공간을 운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발제자

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부탁라고 드리고 싶은 것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쓴 자료를 늘 원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매

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원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여주는 얘기입

니다. 우리가 왜 김일성과 김정일이 쓴 것을 높여주느냐.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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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과 관련돼서도 고난의 행군은 사실은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일성

의 실정을 지금 다른 것으로 해서 용어 자체를 바꿔주는 정말로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용어인데 이 용어를 지금 우리는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고난의 행군 자체는 뭐냐

하면 극심한 경제난, 경제 붕괴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조심을 해야 북한에 한 분석할 때 제 로 

분석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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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철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교수)

1. 서론

⧠ 연구의 목적

○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방안 논의는 2000년  이후 남북교류 활

성화 시기에,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등 타 분야 통합 방안 논의와 

함께 집중되었으나, 이명박정권 이후 남북교류가 중단되면서 다

시 침체 상태에 머물렀음.

○ 2014년 박근혜 통령의 독일 드레스텐 구상과 통일 박론, 통

일위원회 발족 등으로 통일에 한 국민적 관심이 증 되면서 사

회복지분야의 논의도 재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2000년 의 

논의 수준에 머무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음.

○ 지금까지 통일복지 담론은 남북한 사회보장체계의 비교, 통일복

지비용 추계, 통일한국의 복지국가 형태(모형) 탐구 등에 관한 것

으로 집중되었고, 단계별 통일 과정을 가정한 사회복지서비스 전

달체계에 관한 논의는 상 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었음.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정책의 실천 역에 있어 

상, 급여, 재원 등과 함께 매우 중요한 4  구성요소 및 평가기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기초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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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운데 하나임.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 재원이 마련되어 있

어도 이것이 실천 현장의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복지정책의 성패를 좌우하

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 연구는 분단유지 단계, 통일과정 단계, 통일한국 단계의 3단계 

점진적 통일과정을 가정하여 현실적 북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

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임.

⧠ 논의의 배경

○ 지금까지 북한적 현상에 한 남한 연구자들의 해석은 직접적이

고 단기적인 ‘시사적 현상’에 집중되어 과도한 해석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음.

○ 사회복지 통합 논의는 단기적으로도 화해 협력을 촉진하는 우선

적 과제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정한 민족 통합의 완결단계를 

상정하는 전략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사회복지 통합과 전달체계에 관한 논의 역시 통일의 진행방식과 

단계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을 필요로 할 것이나, 궁극적으로 북

한체제의 변화와 붕괴를 전제로 한, 남한의 시장경제체제에 통합

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논의를 진행해야 효율적임.

○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이주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동

독지역의 임금 및 사회복지 수준을 급격히 끌어 올리는 모형(고연

금 →고실업 → 고사회복지비용 → 고재정적자)으로 흘러, 초기 

단계에서 동독지역으로 GNP의 약5%를 이전, 그 중 49%가 사회

복지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그 중 3/4이 실업수당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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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되는 등 심각한 통일 후유증을 겪었음.

○ 이에 반해 한국은 통일 이전 및 과정에서 사전 북한 복지인프라 

구축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으로 통일단계의 사회복지 비

용 지출을 줄이고, 통일 이후 통합 단계에서는 북한 주민의 ‘이주

억제’와 북한지역 고용확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통합 등으로 남

한 GNP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합 복지모형을 구축할 필

요가 있음. (적정연금 → 고용확  → 최저생활 보호 및 이주 억제 

→ 재정안정)

○ 비용집약적 형태의 논의 보다는 비용 재생확보형 형태를 지향하

는 것임.

○ 최근 북한 역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동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생

산 가능한 인구로 편입될 0~14 사이의 인구비중이 전체 인구의 

27%에서 23%수준으로 감소하 으며, 노인인구 부양비율은 

1990년  8% 수준에서 2010년 이후 14% 로 확장하는 추세임.

○ 이에 김정은도 최근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한 응책과 더불

어 복지시책의 강화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사회적 기풍 

확산”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양로원, 육아원을 추가로 건립하

는 등 서민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박근혜 통령의 드레스턴 구상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

 통일구상” 제안으로, 현 단계에서 첫째, 북한 주민을 위한 인

도적 지원을 확 하고 두 번째로,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며, 세 번째 경제협력 등을 통한 통일기반을 구축하

는 구상이므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건설 차원에서 그 구축방안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122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요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의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의 공급자 간 또는 공급자

와 수요자 사이를 연결시키는 조직과 인력의 구조를 의미함.

○ 공공행정 조직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 역인 개

인, 기업,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등이 사회복지의 공급자

이며, 그 수요자는 사회복지의 상이 되는 클라이언트(Client)

로서 궁극적으로 복지 욕구를 가진 모든 국민임.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요소

      1) 상 : 배분(allocation)

      2) 급여 형태 : 급여제공(provision)

      3) 재원 : 재정(finance)

      4) 전달체계 : 전달(delivery)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분류

      1) 구조기능적 차원에 따른 분류

－ 행정체계 ;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체계

(예: 중앙정부 → 광역 시도 → 시․군․구)

－ 집행체계 ; 전달자가 소비자와 상호접촉을 통해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체계(예: 읍면동, 복지시설 ->클라이언트)

      2) 운 주체에 따른 분류

－ 공적 전달체계 ; 정부․공공기관 중앙정부 → 광역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클라이언트

                                  * 안정적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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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료적

                                  * 전시적

                                  * 외적요인에 둔감

－ 사적 전달체계 ; 민간, 민간단체, 민간복지재단, 종교기관, 비

리 단체, 자원봉사단체, 복지시설 등 → 클라이언트

                                  * 재정 분산

                                  * 융통성, 유연성

                                  * 사회적 변화와 욕구에 민감

      3)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에 따른 분류

－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

－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생활보호서비스 전달체계

－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4) 사회복지 제도별 성격에 따른 분류

－ 연금제도 전달체계

－ 고용보험제도 전달체계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전달체계

－ 공공부조 전달체계

－ 의료보장제도 전달체계

      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제 문제

－ 분열성 - 서비스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차별성 존재

－ 중복성 - Ct의 소득, 연령, 종교, 지역에 따라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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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속성 - 전달자의 정책, 의지에 따라 연속적이지 못한 경우 

존재

－ 무책임성 - 원조에 필요한 것들이 Ct의 욕구 및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공적 전달체계)

3. 남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비교

⧠ 남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

○ 남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

스(범주별)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시행됨.

○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전달체계는 주로 공적 전달체계에 의존하

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응하여 소득보장을 기반으로 보편

적, 균등적으로 응하고, 일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주로 

공․사적 전달체계의 융합된 형태, 또는 사적 전달체계에 의존하

며, 개별적,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로 함.

○ 남한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전달체계는

      1)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2) 중앙부처 → 산하 각 공단 → 지부

      3) 툭수직역 연금공단 전달체계로 다층화 되어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1) 중앙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설치(공적 소유권) → 민간 

          복지법인 위탁운

      2) 민간법인 설치(사적 소유권) → 민간 운  형태로 되었음.

○ 남한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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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w4c.go.kr/) 체계에 의해 통합적으로 운  관리됨.

⧠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

○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당(예비적 기획) → 내각 중앙부처 → 도, 시, 

군 → 읍, 면, 동(노동자지구) 등 공적전달체계로 단일화되어 

있음.

○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적전달체계가 존재하지 않음.

○ 남한의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비, 기초연금)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게 제한급여 정책을 펼치는데 반해, 북한은 전 인민을 

상으로 포괄적으로 설계됨(무상 식․의․주 배급제 등)

○ 북한의 제도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눈 거주(수용) 시설 외 이

용시설은 탁아소, 애육원, 정양소, 양로원 등을 제외하고 존재하

지 않음(여가 및 생활복지서비스 시설은 예군인 상자들의 휴

양소를 제외하고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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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사회보장정책 ‘가치’의 비교

〈표 3-1〉 남북한 사회보장정책 ‘가치’의 비교

제도적 모델 남한 북한

이념적 가치체계

 *시장 경제적 가치관  *사회주의적 가치관
 *개인주의 *진취성  *집단주의 *수동성
 *경쟁성 *자율성  *보편주의 *단결성
 *보편주의 지향  *협동성

사회문화적 
가치의식

 *개방성 *개인적 권리  *독자성(폐쇄성) *조직전체의 이익
 *합리성 *사교성  *충실성 *단결성
 *민족성(역사적 경험)  *민족성(역사적 경험)

선호되는 가치 
순서

 1. 행복한 가족관계 2. 편안한 삶  1.국가의 안전 2. 평등성
 3. 자유 4. 평등성  3. 편안한 삶 4. 행복한 가족관계
 5. 국가의 안정 등  5. 자유 등

⧠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별 내용과 전달체계 비교

○ 남북한 연금제도의 비교

〈표 3-2〉 남북한 연금제도의 비교

구분 남한 북한 특성

법령

 -공무원연합 연금법 (1960)
 -군인 연금법 (1963)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1973)
 -국민연금법 (198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한 노동법령 (1946)
 -사회보험법 (1946.12)
 -국가 사회보장에 관하여
  (1951)
 -사회주의 노동법 (1978)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
  를 실시 할데 하여 (1985)
 -사회보장법(2008)

 -남한:
  연금체계의 
  다원화
 -북한:
  연금체계의 
  단일화

적용 상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지역가입자

 -전 인민
  (1985년부터 농민에게
  확  적용)

 -남한:
  미가입자 존재
  (제한성)
 -북한:
  전 인민의 상
  (포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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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한 북한 특성

급여

 1. 급여의 종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 보상금, 단기급여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2. 급여자격
 -특수직 연금은 20년 이상
  재직
 -국민연금: 10년 이상가입,
  60세(65세)
 3.급여수준
 -특수직 연금: 퇴직 전 
  임금의 50%, 최고 76%까지 
  가능
 -국민연금: 기본금액의
  100%+가금연금액
 4. 급여방법
 -현금 급여 기준

 1.급여 종류
 -공로자 연금, 노령연금,
  노동능력 상실연금, 
  유족연금
 2. 급여자격
 -근속연한: 20년
 -연령: 남자 60세
        여자 55세
 3.급여수준
 -현금 급여는
  퇴직전급여의 60~70%
 -현물급여
  곡물300g+보충미100g
 4.급여방법
 -현금 및 현물급여

 -남한:
 ·특수직연금 및 
  국민연금 공히 
  일시적 지급 허용
  종전 임금에 한
  비율로 급여 수준
  표시
 -북한:
  공로자 연금제공
  현물급여 제공

재정

 -보험료율
  공무원, 군인연금: 임금의
  11%
  (국가 및 본인 각 5.5%)
 -국민연금
  표준월급여의 3%
  (사용자 피용자 각 1.5%)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월급여의 2.8%를 건강
  보험금으로 납부하고 이 중
  6.5%를 사용자와 피용자가
  각각 부담

 -피보험자는 임금의 1%를 
  납부함
 -기업수익의 7% 납부

 -남한:
  개인, 고용자,
  국가 분할 부담
 -북한:
  기본적으로 국가
  기업소와 국가예
  산에서 조달

전달체계

 -공무원 연금:
  총무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국민
  연금공단
 -군인연금: 국방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교과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노인요양보험: 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공단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관리
  공단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노동부에서 통제하며 내
  각 노동성에서 실시
 -지방은 지방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사회보험 심사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남한:
  다원적 전달체계
 -북한:
  ·일원적 전달체계
  ·직업 동맹의 역할
   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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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고용보험의 비교

〈표 3-3〉 남북한 고용보험의 비교

○ 남북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비교

〈표 3-4〉 남북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비교

구분 남한 북한 특성

법령  -고용보험법(1993)

 -사회보험법(1946)
 -1958년 이후 폐지
 -개성공단, 일부 외국기업 
  보조금 지급

적용 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남한:
  사각지  존재
 -북한:
  형식적으로 
  국가보장의
  전 인민 고용

 당연적용가입자, 임의적용
 가입자, 의제적용가입자

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조정의 
 지원, 지역고용의 촉진 등

 -남한:
  현금과 현물급여 
  동시지급
 -북한:
  6개월 미만의 
  경우 일시적 
  보조금 6개월 
  이상일 경우 
  장기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급여

재원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고부담
 -남북한:
  가입자의 보험료
 와 국가예산

전달체계
 고용노동부 책임 하에 
 근로복지공단에 위임

 -남한:
  다원적 전달 및 
  관리 체계
 -북한:
  일원적 전달 체계

구분 남한 북한 특성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사회보험법(1946)

적용 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노동법령에 의하여  -남한: 200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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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공공부조의 비교

〈표 3-5〉 남북한 공공부조의 비교

구분 남한 북한 특성

 사업 또는 사업장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전 인민 상

  1인 이상 고용 
  모든 사업장 및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수선 공사
  의무적용
 -북한: 일체의 
  노동자 및 사무원, 
 농민 상

 당연적용(강제적용사업),
 임의적용(임의적용사업),
 의제적용(의제적용사업)

 구별 없음

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직무와 관련된 경우의 폐질연
 휼금과 직무와 관련된 경우의
 유가족연휼금 및 의료상 방조

 남한: 장해등급에 
 따른 구별
 북한: 3종류로 구별 
 (폐질등급에 따름)
 현물급여

재정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지원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고부담
 남한: 장해등급에 
 따른 구별
 북한: 3종류로 구별 
 (폐질등급에 따름)
 현물급여

 업종별 차등요율체계를 기본
 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개별
 실적요율을 적용

 사회 보험료에 통합징수 및
 고용주의 경우 별도의 비율로
 징수

전달체계
 고용노동부 책임 하에 
 근로복지공단에 위임

 노동성 및 직업총동맹

 남한: 일반 사회 
 보험과 분리 운
 북한: 사회보험법에 
 통합 운

구분 남한 북한 특성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

 -전재민 구호 책에 의한
  결정서(1951)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생활 
  향상에 하여 (1955)
 -군인 및 제 군인 생활안전 
 책을 위하여(1956)

적용 상

 최저 생계비 이하인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

 배급제: 협동농장의 농민을 
 제외한 전 인민

 남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제한급여)
 북한: 농민을 제
 외한 전인민
 (포괄 상)

 요구호 상: 귀국동포 및 
 월북자, 군인 및 제  군인들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배급제: 국가에 의한 식·의·주
 의 공급

 남 한: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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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의료보장제도의 비교

〈표 3-6〉 남북한 의료보장제도의 비교

구분 남한 북한 특성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북한: 요구호 
 상자를 별도로 
 관리함

재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

 국가의 일반예산
 남북한 공히 국가
 지원을 기본으로
 하나 남한의 경우
 민간부분 참여로
 보완기능

 경제개선 관리조치 이후 
 개인의 부담 폭 증가

전달체계
 실거주지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공

 식·의·주가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각각 전달, 관리

구분 남한 북한 특성

법령  국민건강보험법(1999)

 사회보험법(1946)
 무상치료제도를 실시 할데
 하여(1952)
 인민보건법(1980)

적용 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생활보호 상자

 노동법령에 의하여 의무적
 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전 인민

 남한: 의료보험
 (1946)과
 의료보호로(6%)
 이원
 북한: 사회 보험적 
 성격을 지니나 공공 
 부조의 범주로 분류 
 됨

급여

 현물급여: 요양급여와 건강
 검진

 의료상 방조  남북한 공히 기본적
 으로 전 구성원 
 상

 현금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해산보조금

재정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지원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지원

 남한: 가입자 및 
 정부 지원
 북한: 무상지원 
 체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 별도의 보험료 산정체계

 무상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성 및 직업총동맹
 남북한: 1차 행정은
 정부 및 관리공단과
 단체, 2차 진료는  
단계별 의료기관

 1, 2, 3차 의료기관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

 1, 2, 3, 4차 의료기관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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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노인복지서비스의 비교

〈표 3-7〉 남북한 노인복지서비스의 비교

구분 남한 북한 특성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
 - 국민건강보험법(2000)
 - 의료급여법(1977)
 - 노인복지법(1981)
 - 국민연금법(1986)
 - 노인장기요양보호법(2007)

 -사회주의 헌법(1972)
 -사회주의 노동법(1978)
 -연로자보호법(2007)

 -남한: 독립적 법령
  실시
 -북한: 헌법과 
  노동 법 등에 보장

적용 상 -65세 이상 노인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상자 중 노동능력 
  상실자 및 무의탁자
 -연로연금 수령 근속연수를  
  채우지 못한 노인

 상연령
 -남한: 65세
 -북한: 남자 60세
  여자 55세

급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무료건강검진
 -경로우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한 
  상자(생활보호 및 재가 
  보호, 주간보호 실시)

 -무상식량분배(300g)
 -연로연금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자녀에게 500g
  식량 추가지급

 -남한: ·장기요양 5
  등급 분류에 따른 
  급여지급
 ·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시설 이용
 -북한: 양곡배급

재정
 -각종 법령에 의한 정부보호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경우 
  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정부예산에 의한 무상보조
 -남한: 개인 및 
  국가예산
 -북한: 국가예산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국무총리 산하 
  노인복지 책위원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사회 복지사

 -노동성 및 도인민위원회
  노동국
 -시군인민위원회→도인민
  위원회(결정)

 -남한: 국가 및 
  민간시설
 -북한: 국가사회
  보장 전달 체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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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아동복지서비스의 비교

〈표 3-8〉 남북한 아동복지서비스의 비교

구분 남한 북한 특성

법령
 -아동복리법(1961)
 -아동복지법(1981)
 - 유아보육법(1991)

 -탁아소 규칙(1947)
 -유아원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한 새로운 책에 한
  내각 결정(1964)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집행 총화에 하
  여(1975)
 -어린이 보양교육법(1977)
 -아동권리보장법(2010)

 -남한:
  1961년 법도입,
  1980년  법시행
 -북한:
  1947년 법도입,
  1960년  법시행

적용 상

 - 유아: 요보호 아 및 유아
 -아동: 요보호 아동
 -요보호임산부: 정상적인
  환경에 있지 못한 임산부

 -생후 1개월부터 만 5세까지
  의 모든 어린이

 -남한:
  취학아동포함
 -북한:
  취학 전 어린이
 상

급여

 - 상별 요보호 아동에 한 
  시설보호 및 자립지원, 교육
  서비스 제공
 -소년소녀가장 세  보호 및 
  생활 지원

 - 상별 어린이의 탁아소, 
  유치원 등 생활지원
 -고아들을 위한 육아원, 
  애육원 운
 -특수 탁아소 및 유치원
  (혁명열사 등 유공자 자녀)

 -남한: 빈곤아동 을 
  상으로 한
  국가지원 
  무료서비스
 -북한: 국가부담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
  기술부 연계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중앙행정기관: 보건성 
  탁아소 지도처
 -지방행정기관: 
  경제지도위원회

 -남한:
  보육시설 및 아동
  복지시설 보건복
  지부 및 지자체등
  이원화제도
 -북한:
  탁아소-보건성
 유치원-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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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여성복지서비스의 비교

〈표 3-9〉 남북한 여성복지서비스의 비교

구분 남한 북한 특성

법령

 -성매매방지특별법(2008)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
 -아동복리법(1961)
 -모자보건법(1973)
 -모자복지법(1989)

 -남녀평등권에 한 법령
  (1946)
 -여성상담소에 관한 규정
  (1948)
 -산원에 한 규정(1949)
 -사회주의 헌법(1972)
 -어린이보육교양법(1976)
 -사회주의 노동법(1978)
 -여성권리보장법(2010)

 -남한:
  1960년  법제정
  1970년
  본격시행
 -북한:
  1940년  법제정
  및 시행

적용 상

 1. 모자복지법 상
 -배우자와 사별 또는
  유기된 여성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모
 2. 모자보건법 상
 -임산부
 3. 성매매방지특별법 상
 -요보호 여성

 -전체 여성

 -남한:
  빈곤세 , 미혼모,
  임산부, 윤락여성
  등 제한적 상
 -북한: 전체여성
  (자녀를 가진
  여성중점 상)

급여

 -국민기초 생활 보호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지원
 -모자 복지법에 의한 취원 
  지원
 -육아휴직지원

 -전문 산원의 이용 등 국가
  보장 현물급여 중심
 -산전, 산후 휴가

 -남한:
  수급권 제한 등
  국민최저 복지선
  보장 미흡
 -북한:
  국가보장의 포괄
  서비스

재정
 국가 보조 중심의 공공
 부조 기능

 국가의 일반 예산

전달체계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사

 -노동성
 -상속, 이혼 소송 등은
  인민재판소
 -의료보장은 보건성 지원체계

 -남한: 중앙 및
  지자체 연계,
  민간보조
 -북한: 내용에
  따른 관리 운 의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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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비교

〈표 3-10〉 남북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비교

○ 남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종류에 따른 시설 비교

      1)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남한) 어린이집, 각종 보육시설, 

                                               학교급식 등

                                               (북한) 고아원, 애육원, 탁아소 등

      2)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남한) 양로원, 요양원, 노인종합사  

구분 남한 북한 특성

법령

 -장애인 복지법(1989)
 -장애인 고용 촉진법(1990)
 -장애인 차별 금지법(2007)
 -장애인 활동지원법(2011)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
  (1951)
 -제 군인 및 예 전상자
  들의 부양가족 보호에
  관한 결정서
 -사회주의 헌법(1972)
 -장애자보호법(2003)

 -남한 : 1980년
  법도입 및 시행
 -북한 : 1950년
  법도입 및 시행

적용 상
 -15종 장애 상
 -6등급으로 세분화

 -모든 장애자 포괄개념

 -남한 : 통령령으
  로 장애의 기준 정
  함
 -북한 : 전상자 국
  가공로자, 산업 재
  해자로 분류

급여

 -장애인 등록제에 의한 차등
  지원 소득보장
 -보장구 무료 교부
 -자립자금 융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

 -취업가능자 취업급여
 -정신장애자 등 시설 보호
 -무상 식·의·주 상
 -무상 의료제도 상

 -남한 :
  다양한 취업 기회
  보장
 -북한 :
  장애자에 한 
  강제 취업제 존치

재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부담
  원칙

 -국가 보장 원칙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연계 
  지원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
  전담위원, 사회복지사

 -노동성, 보건성, 교육성
  역할 분담

 -남한은 해당 기관
  및 주관 부서가 보
  건 복지부 등으로
  뚜렷하나, 북한은 
  총괄 주관청이나 
  행정체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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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지관, 경로당, 치매센터, 

                                               주․단기보호센터 등

                                              (북한) 양로원

      3)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남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주․단기보호소

                                                  (북한) 양생원, 정양소

      4) 생활보호서비스 전달체계 : (남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적 기업 등

                                               (북한) 없음

                                               * 예군인 휴양소 100개

4. 통일대비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전략

⧠ 북한복지 인프라 확장 방안

○ 남북한 현 체제는 향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남북

한의 각 복지제도 및 전달체계는 상이성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각자 분립된 상태에서 남한이 북한의 복지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 이 논의는 향후 통일한국으로의 (흡수)통일을 전제, 남북한의 복

지제도는 일부 북한복지제도의 장점을 유지, 흡수하되, 남한 복지

제도 형태의 하나로 된 단일 복지제도를 구축해야한다는 당위성

을 전제로 함.

○ 통일 후 북한지역에 사회보장제도가 전면적으로 적용될 경우, 일

시에 많은 재정이 소외될 것이고, 복지인프라 미비, 공․사적전달

체계의 불확실성, 인구조사, 소득 및 자산파악 등이 충분히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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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인 통합 사회복장제도를 도입할 경

우, 부정수급, 근로비 유인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은 공․사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토 에 해

당되므로, 인적, 제도적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 이전 또는 그와 병

행하여 전무한 북한 지역의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에 기조척 정책

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음.

○ 남한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적전달계와 사적전달계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연금제도, 공적부조, 산업재해보상제도, 고

용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등은 사회보장 정책적인 제도들은 공

적전달체계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남북한이 분단단계에서 공적

전달체계는 현재의 분립적인 제도로 운 하고, 사적전달체계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인프라 확장과 인적 전달체계 구축을 민

간 자원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30여개의 인민적 시책(사회보장정책)과 36개의 연금제도

가 있다고 하나, 현장의 복지시설은 복지서비스 종류 별 도단위로 

국한되어 전 서비스 범주를 망라하여 총100여개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종합사회복지관 형태 전무함)

○ 2015년 현재, 북한의 인구분포는 평양 326만, 함흥 67만, 청진 

67만 등 도시와 30만명 이상의 중도시가 남포, 신의주 등 10여 

곳에 이르므로, 이들 도시에 남한의 인구별, 지역별 복지시설 설

치기준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별 종합복지시설 및 거주 시

설 들 약 150여 곳을 단계적으로 설치 지원할 필요가 있음.(종교 

및 기업 등 민간자원 동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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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단계적 구축 전략

○ 1단계 →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보완

                    *연로자보호기금 등 기존 기금제도의 활성화 유인

                    *직업총동맹의 역할 강화

                    *조선적십자회의 지역 네트워크 강화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강화

○ 2단계 → 북한사회복지협의회 구성 유도

                    *명칭 : (가칭) ‘조선사회복지협의회’

                    *구성 : 조선장애자연맹, 조선연로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맹, 

                              조선카톨릭연맹, 직업총동맹 등

                    *장점 : 남한의 각 직능별 응단체와 각기 응채널을 

                              동원 가능. 지속적, 긴급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으로 민족동질성 회복 및 지원모니터링

                              등에 유리함

○ 3단계 → 북한 내 주요 지역에 거점 복지시설 150여 곳 중점설치 

지원

○ 4단계 → 북한 자체 ‘사회복지사’ 양성제도 도입 유도(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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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그림 3-1]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안)

⧠ ‘통일사회복지사’ 양성 방안

○ 도입 필요성

－ 현  사회복지는 Ct의 개인 및 집단 등 모델별 개입기술이 세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고도의 사정 기술 및 설계방법, 진단, 종

결 기술 등으로 사례별 관리를 요하는 등 개별화되는 추세임.

－ 학교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문화복지사, 

지역문화지도사, 의료사회복사, 정신보건사회복사, 산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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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등

－ 남북한이 정치, 경제 등 체제 통일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사회

복지를 중심으로 한 ‘균등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복지통합 문

제가 두될 것이며, 이는 이질적인 두 집단의 내적통합을 위

해 고도의 사회복지 전문성 및 남북한의 역사 및 사회문화 토

를 이해하는 그룹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함.

－ 남북 분단 단계에서 통일사회복지사가 양성되지 못할 경우, 통

일의 진행단계 및 통합 단계에서 전달체계의 부재로 혼란을 초

래 할 수 있음.

－ 통일사회복지사의 부재는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을 국제구호

단체나 NGO 전문가들에게 맡기게 되어, 통합 비용의 비효율

적 지출은 물론 사회복지통합의 기간을 지체시키거나 시행착

오를 불러올 수 있음.

○ ‘통일사회복지사’의 개념

－ ‘통일사회복지사’는 학문적 개념이기 보다는 정책적, 행정적 

개념임.

－ 학교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처럼 통일 및 통합분야의 전

문 사회복지사 개념임.

－ ‘국내 사회복지사1급을 소지한 사회복지사로 ‘oo 관계법령(개

정 또는 제정)’에 의거, 해당분야의 유경험과 북한학 관련 과목

을 추가로 이수하여 통일사회복지사 자격검정에 의해 자격증

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로 남북 사회복지통합의 과정에서 ‘민족

복지’의 발전을 위한 실천과 인적, 물적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

할 전문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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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회복지사 역할

－ 북한 및 통일 관련 공공기관 및 NGO 등에서 사회복지 통합의 

기획과 실무

－ 남북한 통합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실행연구

－ 통합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북한 내 사회복지 시설 설치 기획 및 운

－ 통일단계에서부터 북한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우선 

채용

－ 북한 인도주의적 지원 현장 모니터링

－ 북한이탈주민 복지정책 및 기관 종사

－ 국제사회복지사 역할 등

○ 통일사회복지사 양성방안

－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입법화 작업(‘남북교류 촉진 및 통일기금

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또는 시행령 개정 )

－ 학 또는 학원 과정에서 교육 커리큘럼 개발

－ 1단계 민간 기관 위탁 양성 검토(예 ; 통일사회복지사협회)

－ 자격등급은 1급에 한함

      <필수 자격요건>

      1)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소지자

      2) 북한학 및 통일 관련 학과목 6과목 이상 18학점을 이수한 자

      3) 북한 및 통일관련 분야 공공기관 및 단체, 또는 복지시설에서 

          120시간 이상 실습을 이수한 자

      4)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실습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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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검정시험>

      1) 위 필수자격 요건을 갖춘자로서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여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시험과목 별도 연구)

      2)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혹은 통일사회복지사협회를 

         창설하여 위탁 실시함.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

      <자격취득이수과목>

       <필수> 10과목 30학점(필수)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 20과목 중 4과목 선택(12학점) 이상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 

        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통일사회복지사(1급) 북한학 관련 이수 과목(커리큘럼 개발 

         필요)

        북한학입문, 통일학입문, 사회주의 이론과 체제, 통일사회복지

        론, 인권과 사회복지, 북한사회의 이해, 국제사회복지론, 북한사

        상체계, 비교사회주의론, 남북한 사회통합론 등

       <필수> 북한학 관련 6과목(18학점)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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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 규모

－ 통일부, 또는 교육부 특성화 시범사업 선정으로 매년 100명 

선 육성

5. 결론

○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은 1990년 독일 통일 사례가 시사하는 바

와 같이 분단국가의 통일 과정에 매우 중요한 통합기제로 작용함.

○ 사회복지정책의 효용성은 재원조달이나, 상, 급여의 종류 및 방

식과 더불어 적절한 전달체계 구축이 매우 긴요함.

○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논의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는 통일한

국의 사회복지 비용 절감과 성공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논의

되어야 하는 과제임.

○ 현 단계에서 북한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복지인프라 구

축 지원과 인도주의적 지원, 통일사회복지사 전문가 그룹 양성 등 

2가지 방향으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현재 일부 사회복지 거주시설만 존치할 뿐이므로, 종합복

지시설 중심으로 북한 내 주요 도시에 사회복지 거점 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북한 주민의 복지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복지

통합 단계에서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통일 사회복지 비용 조성을 위해 ‘통일세’, 

‘사회보장’ 등 사회복지 통합을 위한 목적세 신설 논의를 양성화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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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갑작스런 붕괴 등을 비하여 응급서비스 접근전략으

로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의 정비를 서두를 필요

가 있음.

제2절 종합토론

○ U : 발제자님이 제가 부탁을 드려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시스템에 

있어서 사실 이것을 제 로 구축해 놓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나오는 복지 전달체계의 누수의 현상을 신문이나 언론 이런 

데서 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이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제자님이 가지

고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더 발전시키고 이래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P : 첫째로 우리가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를 하는 것도 통일에 

비해서 통합사회복지 구축을 위한 부분이고, 여러 곳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시나리오별로 통일의 시나리오를 한 세 가

지 정도는 상정을 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구축

하는 방안들이 과도기를 두고 할 것인지, 바로 독일식으로 할 것

인지, 아니면 제3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해서 

합의가 있고 또 논의의 과정에서 그 세 가지 정도는 열어놓고 했

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논의가 되는 것들을 보

면 흡수통일이 전제가 되는데 흡수통일이 전제가 될지라도 그것

이 합의를 이루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을 흡수하는 형태로 될 것인지. 그러니까 합의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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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직접적인 통일인지, 아니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우리가 낮은 단계의 연합제라고 하는 것을 과도기적으로 

수용한 상태에서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통합으로 가더라도 그 과

정에서 복지체제의 전달체계라든지 이런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었

는지를 조금  세분화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

니다. 이상입니다. 

○ O : 잘 하셨고, 우리 서비스 전달체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 현물, 그 다음에 인간관계 

등의 어떤 상처 치유, 아니면 지역개발, 주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과 결부해 가지고 공공 전달체계하고 사적 전달체계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

다. 그 다음에 아까 15페이지에 2단계에서 조선장애자연맹, 조선

연로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맹, 조선카톨릭연

맹, 직업총동맹, 이런 조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에 

가봤더니 독일도 서비스라는 것은 이런 종적인 개념도 있지만 횡

적으로 그물망입니다. 계속 촘촘한 그물망이 있어서 그물망으로 

빠져 나가지 않게 해서 다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은 6개가 있더라고요. 카톨릭, 유 인, 노동자, 기독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어떤 그물망적인 보호망 시스템, 그것을 

또 역점을 두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것을 느꼈고. 마지막으로 

통일사회복지사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발제셨습니다. 

○ B : 제가 북한출신이라서 조금 보충 드린다면 15페이지인데요, 

직업총동맹을 준말로 직맹이라고 하는데요, 직맹, 농맹, 연맹,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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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총 이것은 다 근로단체 조직입니다. 당조직하고 비슷한 개념의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이것은 말이 안 되

는 것 같습니다. 

○ Z : 이것은 안이잖아요. 안이니까 나중에 통일 이후에 법인하고 

공공단체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100%, 

○ O :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

면 그런 그물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 C :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다 정치조직입니다. 

○ B : 그리고 장애자연맹, 연로자연맹 이것은 다 해도만 있을 뿐이

지 하에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상설 그런 단체고,

○ E :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화도 쉽지 않겠네요. 우리나라 같은 그

런 직능적 조직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그것을 두고 성격을 바꾼다

는 차원에서.

○ H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불교도연맹하고 교류를 많이 하

는데 종교교류를 지켜봤는데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조직인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교 쪽으로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남쪽에 응해서 

불교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변화된 그런 부분들을 겉으로만 변화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묘향산 보현사 같은 경우에는 처

음에는 삭발한 스님이 없다가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가고, 지금도 그런 접촉을 남쪽 응

채널들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 쪽도 이런 

단체들이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

씀을 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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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제가 추가로 했던 내용은 그것을 그 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남

북한이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쪽도 지금 그물

망이 제 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비는 많이 나가

는데 만족도는 떨어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복지혜택이 뭐가 있느

냐 이러는데 정말 수천 만 원씩 복지비용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주

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깥으로 안 나와서 체감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남북한 다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카톨릭구호협회 이래가지고 전국으로 깔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이래가지고 북한, 남한을 통합하는 겁니

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정치조직을 그 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물망을 만들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

니다. 

○ B : 저는 이것은 정치조직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

○ O : 그것은 아닙니다. 

○ B :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그런 경향성이 많은데, 직맹, 농맹, 산

업총 이것을 다 인정하면서 그쪽으로 복지채널을 만드신다면 그

것은 오히려 도, 시, 군 행정위원회 보건분과가 다 있습니다. 그쪽

으로 통한다면 전 인민적인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

약에 직맹, 농맹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여기 이분들은 직맹이고 

이분들은 당, 이렇게 갈라집니다. 구별되는 서비스가 됩니다. 거

기에 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H : 그런 부분이 사적 전달체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민

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공적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반 이 돼서 당연히 공적 전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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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종적인 그런 축을 가지게 되고 사적 전달체계는 자원이 민간

자원이라든가 종교자원이라든가 기업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직능별로 많이 동원이 돼서 이런 그물망, 안전망 조직을 전달체

계에서.

○ B : 그리고 5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애육원, 정양소, 양로원 이

런 것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

데, 북한에 정양소, 휴양소, 요양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난 그 이전에는 정양소, 휴양소, 요양소가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모범근로자들에 한해서 15일에서 한 달까지 

휴양,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호텔 가서 놀고 오는 겁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도 붕괴가 되다 보니까 그

야말로 거의 폐쇄가 됐는데 그 기구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활용하

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C : 말씀하신 것이 북한에 사회복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놓고 보면 북한의 현 정치체제, 경제체제 이것을 전

제해 놓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통일이 점진적으로 됐던 낮

은 단계 이런 방식으로 됐던 간에 북한의 정치체제를 그 로 놓고 

복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구조개혁을 하면서 할 것이냐. 여기서 

보면 제가 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전달체계에서 북한의 전달체계

를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의 정치체제, 국가체제

를 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분도 앞서서 지적을 했는데 정치구

조를 놓고, 조직을 놓고 논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남한과 

같이 현존 북한이 하는 정부기관들이 다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과 같은 사회복지체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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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지 않겠냐 하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 H : 원래 그래서 제목을 통일 비 현 단계에서, 통일 비라는 제

목을 붙 다가 정리하면서, 

○ Z :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안이고요 확정이 된 것이 아

닙니다. 그리고 정치조직 맞습니다. 맞는데 근로자연맹이나 장애

자연맹은 실제 국제교류를 하고 있고 국제NGO하고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제원조를 거기서 기금을 조성한다

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키

포인트가 역시 통일사회복지사인데 이것을 고민을 해 보면 이것

이 사실 실제로 보면 혈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방안이 있

고 설사 100% 북한이 수용했다 하더라도 전달을 해 주는 과정에

서 사실 필요한 것이 통일사회복지사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통

일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워커들이 올라갈까. 제가 볼 때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해서는 어느 인력집단을 

양성해야 될까. 제일 좋은 것이 탈북자들일 것 같습니다. 통일돼 

가지고 자기 고향 가 가지고 자기가 이쪽에서 경험했던 것 가지고 

자본주의가 있고, 거기 자기 고향 가 가지고 사회복지사로 활동하

고,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들어갈 때 우리

가 아주 능숙한 슈퍼바이저하고 같이 돼서 우리 남쪽에서 10년 

이상 워커 활동을 한 슈퍼바이저 하나, 그리고 우리 3만 명의 탈

북자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면 통일사회복지사 교육을 받아 가지

고, 나중을 봐서 하나재단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래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 조가 돼서 가 가지고 직접 활동을 하

고. 그래서 당장 보면 이것이 수천 명이 필요합니다. 어림잡아도 

금방 필요한 것이 5천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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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유니세프나 모든 국제기구

에서 전문가들이 가서 있는데 이분들은 언어적인 문제도 있습니

다. 일단 한국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조선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면 돈은 우리가 주는데 거

기 가서 나누어주는 것은 이분들이 나누어줍니다. 아니면 이분들

이 나누어 주면서 북한의 관료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그 과정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

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희 토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결

국은 전달체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시나리오나 이런 것은 보다 더 확정적으로 나중에 논지를 넓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Y : 아까 어느 분 의견이 시나리오별 안제시를 얘기하셨는데 

연방제냐 낮은 연방제냐 연합제냐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체제별 

시나리오가 안 될까. 우선 자유, 가치, 이 가치에 관한 것이 같이 

되지 않는 한은 다른 체제 내에서 연방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기본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이 기초 초안

인데 상당히 적시성이 있는 핵심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에 

답변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부정수급자는 우리도 많지만 우

리보다 북한이 훨씬 많겠죠? 

○ Z : 부정수급자 그런 범위보다는 생존을 위한 부정수급자.

○ Y : 공무원의 변칙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 Z : 그분들이 부정수급이라기보다는 과당수급인데, 그러니까 예

를 들면 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해도 가능한 것을 한 한 달 정도 

입원한다고 하고 실제 한 보름 하고 나머지 사경제 활동을 한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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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러니까 이 부정수급의 원인이 본인이 진짜 부정직하고 이런 

것보다도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왕왕 있고. 물론 과오

급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갉아먹을 정

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 Y : 저는 사실 과도기적 상황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가 

통일의 기회가 온다고 그래도 당장 흡수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봤

습니다. 우리가 독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독일이 지금 25년 됐

는데  그 후에 예를 들어서 과제를 종합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냥 

팩트만 나열식으로 하니까 그 부작용에 해서 잘 모릅니다. 교육

기관이 충분히 일해 줄 수 있고 그런 것까지는 못 왔는데 충분히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도기간 설정이 굉

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사회복지사 이

것은 천 번 만 번 좋으신 제안인데,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분

단 상황에서 이 사람들하고 교류가 가능하지 않거나 상호간에 협

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단 상황에서 가고, 우리가 또 남한에 

정착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우

선 정착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학교에서부터 한 번 시작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역으로 확산시켜서 인기가 있으면 쉽

게 되지 않을까. 저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해봤거든요. 두 번

째는 통일사회복지사의 역할, 또 교육을 시킬 때 자립을 유도하는 

그것하고 정직성을 강조하는 그런 쪽 교육은 반드시 필수로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O : 저는 통일 형태별로 시나리오가 다 달라진다는 것은 반 입

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논문을 쓰면서 다 알겠습니까? 시나리

오는 모델은 하나고 그 과정 얘기를 해야죠. 이런 것인데 초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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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약간 형태로 했다가 이것이 수정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통일 형태별로 시나리오 모델이 만들어져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모델로 고 간다. 그것이 흡수통일이건 국지통일이건 적화

통일이건 간에 우리는 하나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델을 그리

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실현하는 단계에서 통일에 약한 단계냐 

낮은 단계에 따라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를 

그런 식으로 한 모델로 하고. 이전에 얘기한 비스마르키언 그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 Z : 그리고 꼭 흡수통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야 됩니까? 저는 상

승병합통일 좀 표현을 그렇게 해야지 흡수통일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통째로 북한을 접수하는 듯한데, 돈이 그렇게 되는데 드는

데 솔직히 뭐하러 접수합니까? 흡수통합의 개념을 연구자들은 그

렇게 안 받아들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통째로 막 이렇게 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 C : 그 말을 원래 한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북에서 만들었습

니다.

○ U : 61년 노동신문에도 나옵니다. 

○ C : 그것이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말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

니까 북한에서도 안 하는 얘기를 상황이 역전이 되니까 이제는 반

로 된 겁니다.

○ H : 그것은 역학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역학관계가 틀리면 센 데

가 약한 데를 흡수를 하는.

○ F : 제가 하나 간단한 질문 단답형으로 해서 복지전달체계의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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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 H :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에 이상적인 것은 북쪽 자체에도 사회

복지사 교사도 있고 전문 그런 것이 있으니까 사회복지사라는 개

념이 도입이 되고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됐을 때는 우

리 통일사회복지사가 초기단계에서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 F : 모자라니까요. 우리가 가서 그러면 지배개념이 되어 버리니

까요. 

○ U : 그것 때문에 지금 교육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 F : 교육을 해도 마찬가지죠. 

○ U : 지금 제일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논의하면서 혼돈스러워 하

는 것이 뭐냐 하면 통일이 되고 난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복지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로 시나리오 이런 것은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서 지금 가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지금 이 얘기입

니다. 

○ H : 우리 공무원들 지금 공적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전달 공무원

들이 있고,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공적 전달체계의 기본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

회복지사입니다. 반드시 전문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동에까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인 것은 북쪽에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 전문요원들을 활용할 

수밖에,

○ O : 통일 후는 그렇고 통일 전에는 북쪽에서 떼어 가지고 중국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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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넣으면 됩니다. 중국은 이미 20년 전에 사회공작과라고 그

래서 사회복지학과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사를 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에 한 300∼400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사회공작학과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받아들 습니다. 





남북통일과 연금통합 방안

제1절  주제발표

제2절  종합토론

4제 장





제1절 주제발표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 1990년  북한의 든든한 지원국이었던 구 소련 및 동구권 사회

주의체제의 몰락은 그들 스스로 ‘고난의 행군’으로 일컬을 만큼 

북한경제를 극도의 위기로 내몰았고,

－ 이것이 김정일-김정은 체제로 계속 이어지면서 북한체제의 갑

작스런 붕괴와 그에 따른 남북통일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게다가 우리와 유사하게 분단국가 던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도 통일이 언제든지 불시에 찾아 올 수 있다는 희망을 더욱 키워

줬으며

－ 통독 이후의 동독 경제의 어려움, 막 한 통일 비용 등이 알려

지면서 통일에 한 두려움도 함께 던져주고 있음.

○ 그러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  염원이고 반드시 이루어

야 하는 역사적 과제이자 사명임.

－ 우려되는 통일비용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통합방향 및 방

남북통일과 연금통합 방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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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음.

○ 이런 배경에서 본고는 연금분야에 국한하여 통일 시 남북한 효율

적인 제도통합의 방향과 향후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2. 통일형태와 사전준비

⧠ 통일형태와 사전준비의 필요성

○ 남북통일은 평화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음

－ 그 과정에 따라 점진적 혹은 급진적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통일 형태에 따라 준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우리 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처럼 단계

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전제할 경우 사실 ‘준비’가 큰 의미

가 없을 수 있음. 

－ 이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남북간 

체제이질성과 경제․복지수준의 차이를 수렴시킨 다음 종국에 

완전한 국가통합이 이루어지므로 통일비용 부담이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 

○ 그러나 독일의 급진통일 사례는 남북통일 역시 이론적이고 이성

적인 경로 로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음.

－ 따라서 사전준비는 주로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 필요한 것이라

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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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진통일과 사회정책적 문제

○ 급진통일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북한경제 및 사회보장체

계의 붕괴, 그에 따른 북한지역내의 량실업과 량빈곤, 량이

주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도 통일 즉시 동․서독간 경제 및 복지수준의 격차

를 메우기 위해 막 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 한때 동독지역의 경우 최고 33%에 달하는 실업률이 발생하고 

보다 풍요로운 서독지역으로 동독주민의 상당한 이탈현상이 

발생함.

○ 현재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통일당시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크고

<표 5-1>, 북한의 경우 많은 국민이 기아 등으로 인한 기초적 생

존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임.

－ 이 상황에서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주민에 한 신

속하고 광범위한 생계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일의 

경우보다 더욱 심각한 지역이탈과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 즉시 북한주민에 

한 긴급구호적 조치는 물론, 그에 이은 체계적 빈곤해소를 위

한 사회보장적 측면의 개입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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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통일전 동서독와 현재의 남북간 주요 거시지표 비교

구분
독일(1987) 한국(2008)

서독 동독 남한 북한

인구 6,145만명 1,667만명 4,841만명 2,330만명
GNP 22,650억DM 400억DM 978조원 22조원

1인당 GNI 36,532DM 24,242DM 19,231달러 1,065달러

⧠ 연금분야에서 체계적 준비의 중요성

○ 통일 시 북한주민의 기초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 고

용, 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모든 사회정책분야에서 강력하고 신속

한 개입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

－ 그 중에서도 연금은 노인, 장애인, 주부양자를 잃은 여성과 아

동 등 소득활동능력이나 이동성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함.

○ 아울러 연금보장은 가장 많은 통일비용(그에 따른 보험료 및 조세

의 인상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의 하나라는 점에서도 중요함.

－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정부부문에서 동독 이전액기준)의 50%

가 사회보장분야에서 발생하고, 또 그 절반이 바로 연금분야에

서 발생하 기 때문임.

3. 독일통일과 연금통합 평가

⧠ 통일전 동․서독 연금제도의 현황

○ 독일은 분단 이전에 이미 동일한 연금제도를 운 해 온 경험이 있

었으며,

－ 분단 이후부터는 서독의 경우 사회계층과 사회적 위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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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립적이고 다원화된’ 종전의 사회보험 및 연금체제를 계승

한 반면[그림 5-1], 

－ 동독은 소련의 향을 받아 사회주의식 ‘통합형’ 사회보장 및 

연금체계를 새로이 구축하 음. 

○ 즉, 통일직전 서독의 경우 연금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분리되어 

있었고, 연금보험은 공무원, 농민, 광원, 철도직원, 일반근로자 등 

사회계층별로 다원화되어 있었음(자 자는 공적연금 적용에서 

제외). 

－ 핵심제도인 근로자/직원연금의 경우 완전가입기준 가처분소

득의 70%에 상당하는 높은 수준의 비례연금 보장

－ 이외에도 기업차원에서 제공되는 기업퇴직연금 및 개인차원

의 자발적 저축에 기초하는 개인연금 등이 있었음.

[그림 4-1] 서독의 연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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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동독은 하나의 사회보험제도로 노후, 산재 등 거의 모든 사

회적 위험을 포괄하는 국민보험형태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그

림 5-2]

－ 다만, 이 사회보험은 각 사회계층에 따라서만 분리되었음. 피

용자 사회보험, 자 자 사회보험 그리고 특별부양제도(일종의 

특수직역연금)로 구분

－ 각 사회보험은 제공하는 여러 사회보장급여 중의 하나로서 연

금급여를 제공하 음

－ 특히 일반인민을 위한 연금제도는 ‘의무가입 기본연금’이 거

의 유일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며

 동 제도는 소득이나 기여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등만 허용되

는 기초적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정도로 취약

－ 그러나 특수한 계층(광원, 지식인계층, 철도·우체국직원 등, 

보위부직원 등 특정직업군)에 해서는 후한 연금을 제공하는 

별도의 부양제도(부가부양제도, 특별부양제도)를 운 한 점이 

특징

－ 또 서독과 달리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상 기업연금

이나 사적연금 등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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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동독의 사회보험 체계

⧠ 동서독 통일과 연금통합

○ 1990.5월 동․서독간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제1차 통일조약) 

체결

－ 동서 지역이 분리된 상태에서 소득, 연금, 저축 등 모든 동독화

폐를 1:1 서독화폐로 교환 및 단일화하고, 

－ 서독의 경제․사회시스템에 따라 동독지역을 개편하는 조치를 

취함.

○ 1990.8월의 국가통일조약(제2차 통일조약)의 체결

－ 경제, 사회시스템의 일원화와 함께 동독의 연방주를 서독의 신

연방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완전통일 이룩

－ 특히 이때 동서독 연금을 외형(1차 조약에 의거한 제도의 구

조)은 물론 내적(제도의 구체적 내용)으로도 완전 일원화하기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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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통일은 동독을 서독에 흡수통일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연금부문 역시 1․2차 통일조약에 의거하여 서독연금제도를 – 약
간의 경과규정을 두되 – 거의 그 로 동독지역으로 이식하는 형

태로 추진됨.

－ 제2차 통일조약에 따라 구체화된 법률이 ‘연금이식법

(Rentenueberleitungs- gesetz)’이며, 

－ 이 법의 핵심은 서독연금제도를 동독지역에 그 로 적용하되

(기존 동독제도는 폐지)

 양쪽 제도간 구조적으로 크게 상이한 부분 - 특히 자 자 등 

적용범위, 보험료부과소득 상한선, 근로자평균소득, 연금인

상기준 등 - 에 해서는 경과규정을 두도록 함.

○ 구체적으로 연금이식법은 1) 동독주민의 모든 기 지급연금(기존 

수급자연금) 및 기 가입기간(기존 가입자의 수급권)에 해 마치 

서독 연금법에 따라 가입했던 것처럼 간주하여 재계산․지급토록 

하 음.

－ 2) 경과조치로서 동·서독간 적용방식이 달랐던 자 자(서독은 

공적연금에서 적용제외, 동독은 의무가입)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공적연금에의 가입 및 탈퇴를 허용하

음.

－ 3) 아울러 우리의 A값(가입자평균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자평

균소득 값, 보험료부과소득 상한(연금보험료율은 동서독 동율 

적용) 등은 동서지역의 현격한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다르게 적

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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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금액의 인상도 임금상승률의 차이 등을 고려 지역별로 

다르게 조정토록 함으로써 지역간 소득격차를 반 할 수 있

도록 하 음.

－ 4) 이외에도 다분히 특혜성 급여 던 동독의 부가부양제도 및 

특별부양제도는 폐지하되, 종전의 수급권은 최 한 인정하고

(단, 부당, 과다 급여는 제한) 국민연금(근로자/사무직원연금)

에 통합함.

 부가부양급여, 특별부양급여의 지급에 따른 재원은 전액 국

고에서 부담

 * 부가부양급여는 사실 서독의 기업퇴직연금(사업주 부담)

에, 특별부양급여는 서독의 공무원연금(전액 세금조달) 등에 

해당되는 급여 으므로 ‘국민연금’에서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었음.

－ 5) 연금재정의 회계는 당분간 동·서독간 분리하도록 하 음.

⧠ 연금통합 평가 

○ 90년 통일 당시 동독지역 임금수준은 서독의 약 36%에 불과하던 

것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기준 77%수준까지 

회복하 음<표 5-2>.

○ 이와 같은 동독의 높은 임금상승률, 이에 연계된 부과소득 상한선

의 인상<표 5-3>과 높은 연금상승률의 적용, 그리고 사회주의체

제 하에서 장기간의 근로경력 등에 힘입어

－ 통일 당시 동독노인이 수급하던 평균연금액은 서독노인의 

1/2 수준에서 2013년 120% 수준으로 상승하 음<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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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만 두고 볼 때, 동독 노인들의 연금수준은 서독 노인에 

비해 더 ‘후한’ 수준을 받고 있음.

－ 그러나 동독 노인들은 서독 노인들처럼 개인자산이나 기업퇴

직연금 등 사적 저축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동독 노인들

의 생활수준은 여전히 상 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표 4-2〉 통독 이후 가입자(근로자) 평균소득

단위: 연, 유로, %

구분 서독 동독 B/A

1990 18379 - -
1992 21504 13045 60.7
1995 23577 17131 72.7
2000 24838 17962 72.3
2005 27689 20369 73.6
2010 29180 22057 75.6
2012 30269 23174 76.6

주: 상한선을 넘은 소득은 상한까지만 고려

〈표 4-3〉 통독 이후 동서독 연금보험료 부과소득상한액 추이

단위: 월, 유로, %

구분 서독 동독 B/A

1990 6300 2700 42.9
1995 7800 6400 82.1
2000 8600 7100 82.6
2002 4500 3750 83.3
2005 5200 4400 84.6
2010 5500 4650 84.5
2014 5950 5000 84.0

주: 2002년부터 EU 통화 통합으로 화폐단위가 유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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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통독 이후 평균 연금수급액(노령+장애연금) 추이

단위: 월, 유로, %

구분
남성 여성 전체(월, 유로)

서독A 동독B B/A 서독A 동독B B/A 서독A 동독B B/A

1990 797 378 47.4 336 268 79.6 581 302 55.5
1995 918 861 93.7 407 542 133.0 638 674 103.1
2000 952 982 103.2 456 614 134.6 682 767 111.3
2005 962 1006 104.5 477 660 138.3 697 805 114.7
2010 968 1015 104.8 500 702 140.4 712 832 116.7
2013 982 1046 106.5 522 749 143.6 731 875 119.4

○ 그러나 동독지역 임금(생산성)수준을 크게 앞선 ‘후한’ 연금의 제

공, 경제활성화의 미진 및 그에 따른 동독지역의 높은 실업률(현

재 서독지역의 2배) 등으로 동독지역의 연금재정은 최근까지 막

한 적자가 발생하 음<표 5-5>.

－ 그리고 이 적자는 보험료 인상(90년 18.5%→2009년 19.9%), 

연금지출의 억제(서독 연금인상 동결 등 연이은 연금개혁)로 

발생한 서독 연금재정의 흑자와 막 한 국고보조를 통해 메워

왔음.

〈표 4-5〉 통독 이후 연금재정 추이

단위: 억 유로

구분
서독 동독 전체

수입 지출 수지차 수입 지출 수지차 수입 지출 수지차

1991 1222 1167 55 173 170 3 1395 1337 58
1995 1482 1452 31 311 392 -81 1793 1844 -50
2000 1795 1677 119 350 463 -113 2146 2140 6
2003 1951 1835 116 368 504 -135 2319 2339 -20
2005 - - - - - - 2317 2356 -39
2010 - - - - - - 2513 2492 21
2014 - - - - - - 2607 2588 19

* 통일 2년차부터 2000년 중반까지 지속적 적자 시현, 그 이후 흑자전환 유지. 2003년까지 동독연
금적자의 약 50%를 서독의 연금보험(흑자) 및 국고에서 커버함.

주: 수입에는 국고부담분 포함. 2004년부터는 동서독 연금재정이 완전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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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연금재정은 EU 통합 이후 독일경제의 경쟁력 회복 등으로 

최근(2010년 이후) 차츰 안정(흑자기조)을 찾아가고 있고 동독주

민에 한 후한 연금지급은 사회통합 및 체제안정에 크게 기여한 

부분은 평가할만함.

－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후

한 연금복지로 인한 후유증 즉, 동독 연금의 막 한 재정적자

와 이를 메우기 위한 서독의 재정부담임.

○ 이러한 재정부담(통일비용)은 결국 실업율 축소 등 생산적인 부분

으로의 투자를 제약하고 장기적인 재정불안, 이에 따른 미래세

의 연금삭감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임.

－ 특히 2004년 개혁 시 연금수준의 하향조정장치인 재정지속성 

지수(인구고령화 및 경기변동을 고려)의 도입, 2007년 지급연

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 상향조정 등으로 향후 실질적 

연금삭감이 이루어질 전망임.     

 

4. 남북통일과 연금통합 방향

⧠ 남북한 연금제도의 현황

○ 남북한은 분단 후 각자의 길에 따라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를 구축

해 왔음.

－ 남한은 전통적 비스마르크형 설계방식에 의거 사회적 위험과 

사회계층에 따라 분립적, 다원적 사회보장체제 및 연금제도를 

구축하여 왔으며,

－ 북한은 사회주의 (구) 소련의 복지체제 모형을 답습하면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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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형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를 구축

* 즉, 북한의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는 사회적 위험이나 계층에 

따른 제도의 분화가 미미함. 거의 단일의  제도(국민보험)을 통

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통합적으로 보장

* 다만 공로자, 명예군인 등 일부 특수계층에 한 급여수준 차

등화하는 점이 특징 

○ 남한은 현재 기여를 전제로 하는 비례연금인 국민연금, 특수직역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 이러한 기여연금으로부터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하더

라도 수급연금액이 적은 노인의 기초적 노후보장을 위해 조세

조달(무기여)의 기초연금(정액)을 보완적으로 운 *

* 2014년 도입,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를 상으로 월 

20만원(국민연금 전가입자 소득월액인 A값의 10% 상당) 지급

○ 북한은 모든 근로인구(직장+농어민 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의 단일의 연금제도(연로자연금) 운

－ 연금급여는 현물급여(배급)와 현금급여(연금)로 구성되어 있

으며

－ 가입기간이나 소득 등 근로기간 동안의 기여에 따라 차등화되

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공훈 여부에 따라서 주로 차등화되는 것

으로 파악

* 공훈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특별연금)은 ‘공로자연금’과 

‘ 예군인연금’이 있으며, 일반연로자 연금보다 급여수준이 크

게 높은 점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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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남북한 연금제도의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 남한 북한

제도체계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등으로 분립적 다원체계

 국민보험체계(연금+기타
 사회보장급여 통합), 전국민 단일제도

제도시행
 국민연금: 1988년(공무원연금 1960)
 기초연금: 2014년(기초노령 2007)

 1946년 도입 후 적용 상 확  중,  
 1985년까지 주로 근로자계층, 1986년
 부터는 농민 등 전인민에게 적용

재원
 주로 보험료(공무원 14%, 국민연금 9%). 
 기초연금은 국고와 지자체 부담

 소득의 1%, 기업소이윤의 7% + 기타 
 국가예산

연금급여*
 국민연금: 소득비례, 40%(공무원 62.7%)
 기초연금: A값의 10%(2014.7~: 20만원)

 일반연금: 연로자연금+배급
 특별연금(일반연금+α): 공로자연금,
  ( 예) 군인연금

수급요건

 60세(’33년부터 65세) 도달, 10년
 (공무원: 20년) 이상 가입
 기초연금: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현재 노인의 70%가 지급 상)

 (완전연금기준)
 남자: 20년 가입, 60세 도달
 여자: 15년 가입, 55세 도달

* (2010년  초반기준) 연로자연금 월 700원, 쌀 1일 400g
                                국가공로자연금 월 1050월, 쌀 1일 600g
                                예군인연금 월 1,500원, 쌀 1일 500g

⧠ 통일 시 연금통합의 기본방향

○ 통일 후 북한지역 경제수준에 걸맞는 적정복지 제공  

－ 독일은 생산적 투자와 동독경제의 활성화보다 체제안정 등을 

위해 복지부분에 더 많은 통일자금을 투입하고, 

 특히 통일 초기 동․서간 생산성이나 임금격차를 무시한 채 

연금의 지나친 조기 인상 추진<표 5-7> 

－ 그 결과 동독 연금재정의 규모 적자는 오늘날도 지속되고 동

독지역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는 남북통일 시 ‘절제된 복지수준’을 유지할 필

요. 특히 북한지역의 노동시장 및 경제발전에 긴 하게 연계

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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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통일초기 서독 대비 동독의 평균임금과 지급연금액(%)비교 

구분 1인당 평균임금 1인당 평균연금

1990 36.4 40.0
1993 68.4 85.9

○ 남북한 노인간 노후보장의 형평성 유지

－ 남한의 경우도 아직 국민연금이 미성숙 내지 미발달하여 부

분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는 실정

* 전체 노인(650만명)의 30%(200만명)만이 국민연금 수급 중

－ 반면, 북한의 경우 이미 해방 직후부터 연금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다 외형상 전국민이 사실상 적용되고 있으므로 통일되

면 100% 노인이 연금지급 상이 되고, 100%의 근로인구가 

연금가입 상이 될 것임.

* 그러나 남한의 경우 겨우 1999년에서야 전국민연금이 시행

되고 그나마도 18~60세 인구의 절반은 사각지 (보험료를 납

부하지 않는 자)에 처해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독일처럼 남한의 국민연금(기초연금 포함)을 

북한지역에 그 로 적용하는 식으로 하면 북한 노인의 연금이 

상 적으로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유지 

－ 통일 이후에도 연금재정의 가장 큰 압박요인인 급속한 인구고

령화 추세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임.

* 북한은 남한보다 아직 고령화가 상 적으로 크게 진전되어 

있지 않지만 그 추세는 지속 중

－ 게다가 통일 후 북한지역의 연금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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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속적인 조세 및 보험료율 인상 압박이 발생할 것임. 

－ 따라서 세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현재보다 크게 왜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합 제도 운  필요

○ 북한지역 재정적자 즉, 통일비용 조달 시 공평한 부담

－ 북한지역의 연금재정 적자는 남한의 국민이 최 한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보험료나 조세 등)을 동원하여 

조달  

－ 독일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과 급여삭감 등을 중심으

로 통일비용이 조달되면서 사실 공무원이나 자 자 등은 통일

비용부담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음.

⧠ 통일 시 연금통합방안

○ 통일 시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사회보장 및 연금체

계의 일원화임.

－ 통일과 함께 북한의 통합형 사회보장체계를 경과규정을 둔 남

한식의 ‘분립형’으로 전환 개편

－ 기존 북한의 사회보장급여는 연금급여와 산재급여가 혼합된 

형태이므로 두 급여를 분리하고 그 지급의무를 남한의 해당 제

도(기초연금+국민연금, 산재보험)로 이관

* 연로자연금(일반연금), 공로자 및 예군인연금(특별연금) 등 

기존의 북한 연금제도는 당연히 폐지하고 전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으로 이관

* 즉 일반연금과 특별연금 수급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남한 연금에 적용하되, 후자에 해서는 보훈제도 차원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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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여를 제공할지 여부는 추후 별도 검토 필요  

○ 북한의 연금급여 중 현물급여(배급제)는 통일 시 당연히 폐지되어

야 하므로 그 신에 남한식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때 북한에 적용되는 기초연금은 당분간이라도 그 지급수준, 

지급요건, 지급범위 등에 있어 남한과는 다른 규정(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먼저, 지급수준의 경우 통일 시 화폐교환비율, 북한지역의 

임금수준, 최저생계비, 남한지역의 지급수준 등을 감안한 신

중한 설정이 필요하며, 최  쟁점이 될 전망

 나아가 지급범위는 당장 소득파악의 곤란 등으로 선별이 쉽

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노인의 100%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급연령요건의 경우 현 북한의 연금지급연령 등을 감

안하여 60세(여 55세)부터 우선 지급하되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검토 필요 

○ 현금급여 상 북한지역 주민에 한 국민연금의 적용과 경과

조치

－ 북한지역이 자본주의 생산체제로 전환되면 그때부터 근로 및 

기여한 기간에 해 국민연금 등 기존 남한의 연금제도 적용하

는 것은 당연함.

 그런데 통일 이전에 제도에 가입하 던 기간을 남한 국민연

금에서 어떻게 반 해 줄 것인지는 최  쟁점임.

－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 근로자들이 통일 전에도 마치 서독 연금

제도에 적용되었던 것처럼 인정하고 서독식 연금제도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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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에 의거하여 후한 연금을 재산정하여 주었음. 

 다만, 통일 전후 가입기간 등에 해서는 동서독 지역의 전

반적 소득수준 격차를 반 하여 가입기간당 연금지급수준

도 차이를 인정하는 경과조치(A값의 차등 적용)를 두었음

－ 하지만 우리의 경우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일과 다소 

다른 적용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음

 즉, 통일전 북한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인정할 경우 지나친 

통일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남한지역 근로자와

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남한에서 전국민연금이 시행된 

1999. 4월부터의 근로기간에 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

도록 함.

 또 북한지역 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더라도 북한지

역 주민(남한이주 근로자 포함)의 전반적 소득수준을 감안한 

연금수준 지급이 필요하므로 남북한 지역의 경제수준이 동

일해 질 때까지 A값을 분리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함.

 이를 통해 기존 노인들이나 기존 근로자의 경우도 앞서 언급

한 기초연금 외에 국민연금도 일부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지역 연금지급에 따른 재원조달

－ 연금통합 시 연금보험료율은 남북한 지역 동일하게 9%를 적

용하되, 북한지역 소득수준을 고려한 부과소득 상·하한선을 

설정함. 

－ 북한지역 기초연금의 경우 현행처럼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

금의 지급분은 북한지역의 보험료수입으로 조달하되 그 부족

분은 국고와 국민연금기금이 1/2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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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연금재정회계도 당분간 분리하여 통일비용을 명확히 하

도록 함.

5. 요약 및 결론

○ 본고는 남북한 연금제도 현황, 동서독 통일 사례 등을 고려하여 

통일 시 남북한 연금제도 통합방안을 나름 로 제시해 보았음.

－ 특히 통일 시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기존의 북한 노인을 부양하

고, 국민연금은 제한적인 범우와 수준에서 추가적 부양을 제공

하는 방안을 제시

－ 통일 후 북한지역의 연금제도는 외형 측면에서는 남한지역과 

유사하게 가져가되 북한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 경제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 상당기간 동안은 실질적 차이를 두는 

경과조치 운  필요함을 강조

○ 물론 통일이 되면 국민적 갈망에 힘입어 남북간 복지수준의 격차

를 조급하게 줄이려는 정치적 욕구가 앞설 것임.

－ 그러나 독일사례가 보여주듯이 그 과정에서 피흡수지역(북한

지역)의 생산력이나 임금수준을 지나치게 넘어선 복지의 제공

은 막 한 통일비용과 수십년의 고통분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에 주목해야 함.

－ 이런 관점에서 통일시 연금 등 복지통합은 정치적 잣 가 아니

라 냉정한 경제적 판단 및 남북간 경제수준의 수렴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통합수순에 한 국민적 공감 를 사전에 형성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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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현 상황에서 제일 큰 과제의 하나로 판단됨. 

 그러한 공감 를 사전에 형성해 두어야 통일 시 사회적 논란

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또 다른 큰 과제의 하나는 통일 이전에 남한의 연금제도를 최 한 

안정적이고 내실성있는 제도로 확립해 나가는 것임. 

－ 남한지역의 연금제도가 미발달하고 미성숙해 있으면 이를 북

한지역에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정당성 문제까지 제

기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남한 지역 노인들 조차도 제 로 부양하지 못해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48.1%)을 야기하는 

현 연금제도은 사실 통일한국의 통합모델로서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게다가 제도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재정적 기반에 있지 못하고 

불신에 싸여있다면 이 또한 통일한국의 연금제도로서의 자격

이 미흡한데다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임.

* 현재 국민연금은 내는 것에 비해 2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

로서 수지균등과 거리가 멀어 장기적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실

정인 바 가능한 한 조기에 개선해 두어야 통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즉, 남한의 제도(기초연금, 국민연금 등)가 통일한국의 연금제

도로서 확고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체질을 강화해 가

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기존 남한의 제도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위에 적정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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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장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제도로 확립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통일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독일의 경우 많은 통일비용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

한 서독의 연금제도를 과감하게 동독지역에 이식할 수 있었

던 것은 바로 서독제도의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안정성에 

한 그들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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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종합토론

○ U : 이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동독의 경우에는 임금을 얼마

나 계셨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북한은 일꾼들이 임금을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뭘 이렇게 하고 싶어도 

기득권은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아마 동·서독도 기

득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하다 보니까 서독과 이제 임금

수준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태를 보니까 모르니까 산식 

자체도 우리가 모르거든요. 저희가 좀 난감하다는 생각은  실체를 

알아야 뭘 이렇게 어떻게 해 줘야 하겠다는 것이.

○ D : 통상 지금 노령연금 3,000원정 도 하고.

○ U : 근로자의 연임 비 얼마입니까? 

○ D : 임금 비로 군인연금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는데 

노령연금이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실제로 현금급여 가

지고는 노후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000원 그래봐

야 담배 한 갑 정도. 그리고 북한도 산식은 사실 있습니다. 노동부 

사회보험보장제도라고 그래서 산식이 있는데 제가 이 산식 책을 

좀 구하려고 그랬더니만 못 구해했는데 기업소마다 복사기가 없

다 보니까 그 책이 기업소마다 한 권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로 보면 총무인사과장이 예를 들어서 아무개 씨가 퇴직을 했다라

고 그러면 그 산식을 보고 국기훈장 몇 개, 몇 년 근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 조그만 책자인데 그것을 남

을 주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주는 수밖에 없는데 북

한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식 기준이 있습니다. 어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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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결정적인 것은 노후보장기능이 거의 상실된지 오래됐다, 이렇

게 봐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U : 북한은 노인들이 임금 받습니까? 

○ C : 연금제도가  ’99년도에 만들어졌다 하는데  북한은 폐지된 것 

같았습니다. 노령연금 자체가 일단 월급이 없어졌으니까,

○ E : 제도는 있지만, 

○ A: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 D :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 C : 그러니까 있기만 할 뿐이지 유명무실하죠.

○ P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에 지금 제도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하고, 또 이것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하는 그 문제하고. 그리고 또 없는 제도를 지금 

우리가 북에 가져갈 것인가에 한 문제인데, 지금 이야기하면서 

유명무실화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북한이 가정을 경제

가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돌아오면 그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복원을 시킬 것인가. 그런 상태에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맞

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E: 우리처럼 북한에 레코드만 있어야만. 북한에 레코드가 거의 없

을 겁니다.

○ D : 레코드는 다 있습니다. 가이드도 있고, 보건도 개인들 의료카

드가 다 있고요. 개인들 의료카드가 다 있고, 납부금액하고 임금

총액하고 한 것들도 다 있습니다.

○ U : 어느 정도로 자리 잡아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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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예. 그런데 지금 노령연금은 사실 유명무실한데, 그래도 공로

자연금 예상추이가 한 6만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100%고 배급

도 안 끊기고 급여도 훨씬 높고. 공로자연금 상자들은 노후보장

에 큰 걱정이 없는데 북한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340만 정

도 되시는데 이분들의 절  다수는 거의 노후보장이 안 되다 보니

까 가계의 복지가 상품화됐다고 보셔야 되죠.

○ B : 근로자 뽑죠. 뽑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참가해 보고 쭉 제

가 있었는데. 우리가 독일통일에서 배울 것은 독일식으로는 통일

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안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통일 당시에 동독이 사

회주의 진 에서는 제일 최상의 나라 습니다. 그리고 서독에 비

하면 낙후하지만 그래도 사회주의 나라에서 생활복지제도가 제일 

높은 나라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에 제가 북한에서 알

기로는 서독이 동독에 들어가 보니까 공단 세 개 남겨놓고 다 폭

파해 버렸다는 겁니다. 없다 그거죠. 이 정도로 사회주의  자본

주의, 아마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독이 또 우리 한반도

하고 틀린 점은 동독이 과연 북한처럼 이런 천연자원이라든가 전

략적, 지정학적 중요성, 이런 것이 같은 방법으로는 상이 안 될 

수도 있다. 서독이 동독을 통일한 다음에 얻는 이익하고 남한이 

통일 후에 북한을 통해서 얻는 이익, 이것은 가늠할 수가 없는 차

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자

꾸 북한의 연금제도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북한

이 지금 국가가 뭘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

원에서 봤을 때는 김일성은 사회주의지만 거의 이조 말기 같습니

다.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운 해 가지고 나라를 먹여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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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때문에 70년 가까이 이 제도에 길들여

오고 숭배해 왔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연금제도라든가 

의료보장제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000원 소리

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북한에서 달걀 한 알이 600원입니다. 

계란 5알 사먹습니다. 그리고 3,000원이면 사실 제일 비싼 담배

는  못 삽니다. 그 중간급 담배를 삽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죠. 다시 말하면 3,000원, 5,000원 정도 월급을 제하지 않고 다 

전액을 탄다고 해도 실지 직장이나 국가에 바치는 돈이 몇 십 배

에 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북한은 북한시스템을 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시스템의 국가는 인류사상 들어본 적이 없습니

다. 통일 이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정한 다루기가 이슈

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의료시스템이라든지, 보건의료는 

맞습니다. 무료치료제로 할 것이냐 유상치료제로 할 것이냐 이렇

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정확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당

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배합해 가면서 일정한 과도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통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서

로 다 좋아지자고 하는 것인데 남북한 서로에게 주는 부담은 최소

로 줄이고 이윤은 극 화시키고,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하게 되면 연금제도도 아마 독일 통일사회를 봐 가지고 우

리는 아무튼 혁신적인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E :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어떤 제도나 법을 가지고 통일을 한다

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동

독에 있는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이미 제

로 걸어가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화폐교환 때만 화

폐교환을 해 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모든 것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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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북한은 어차피 공식적으로 돌아

가는 것은 어제도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20% 정도고 나머지 

전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 B : 민간 시장경제가 국가를 주도 하고 있죠. 

○ D : 남한의 학자들이 독일 통일에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통

합의 바이블로 삼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사례로 접근하는 것이 주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통합에 해서 지금 우리가 실태하고 

동떨어진 것이 뭐냐 하면 협상의 테이블에서는 첫째는 제도를 기

준으로 하기 때문에 봅니다. 괜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학자

들이 맹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순사회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보건의료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무상치료제를 일정기간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한 뚜렷한 안이 우리 남측에 해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잘못하면 괜한 사상시비, 

괜히 뭐 이렇게, 그렇게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세 

가지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독일통합은 우리가 이미 이 부분

은 남한의 학자들이 20년 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의 사례

일 뿐이고, 우리가 참조할 만한 것뿐이고, 복지통합도 실태하고 

괴리가 그런 것은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 북한의 관료하고 우

리가 통합을 하지 북한 주민하고는 협상테이블에서는 통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참여연 가 있고 경실련이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북한의 관료하고 우리가 통합할 때는 제도를 기

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J : 저는 북한 얘기를 실상을 생각하시는데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

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정말 차라리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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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는가. 물론 말씀하신 로 결국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같이 통합선상에서 화와 논의로 

그런 프로세스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국 새롭게 조각해서 

만들어서 그쪽에 심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어쨌든 지금의 그 경

제조차 이런 것에서 오는 큰 격차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

가 비용부담, 제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담, 이런 것들을 넣어

줘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학자의 연구를 통해서 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뿐이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많은 

비용과 제도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준비를 우리가 너

무 가슴조리지 않게 천천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이 듭니다. 그리고 박사님도 연금제도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 정착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에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부분인데, 이러다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우왕좌왕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사실상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문제화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런 쪽에 빠른 정착이 

통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P : 저희가 토론이 가지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통일이라는 것

을 통해서 남북한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 중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

는 제도의 모순점 같은 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극복할 수 뭐

가 없는가에 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그런 것도 같이 고민선상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 K : 저는 북한학자로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결국 통일이라

고 할 때 우리가 흡수통일이라 무력통일이 아니라 합의통일을 전

제로 이런 방안을 만든다라면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저는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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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는 정부  정부로 조인식은 하겠지만 주체는 북한주민과 

남한의 주민들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합의와 동의

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 시각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

만 연금 통합할 때 경제비용에 한 통일비용이 적고 합리적인 통

일방안을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북한주민들이 동의하고 북한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방안

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우리에게 부담이 될지라

도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이 일단은 

그냥 흡수해 버리는 그런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

서독 통일의 경우를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에도 독

일 통일의 주역은 저는 동독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에 

해서 동의하고 선거로 사실은 투명한 체제전환을 하며 이루어

낸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 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

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두 가지

의 방향을 좀 고려해서 두 가지 방향의 뭔가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일비용을 최소

화하고 부담을 작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담을 안 갖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과 또 한편으로 항상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북한 주민

들이 우려하거나 통일에 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같

이 고려를 해야지 너무 일방의 통일로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것을 전액 주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회의에서 하

고 하는 것이 조금 시차가 있지만 다 전해질 때 그런 것들이 통일

에 한 어떤 반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학자이고 북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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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통일에

서 가장 중요한 의지와 동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I :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발표

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저는 결국은 통일방식이 문제인데 급

진적인 방법으로 오늘 전제하셨듯이 그렇게 통일이 될 때는 방법

이 없지 않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식 제도를 뒤집어씌우는 방법밖

에 없고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현 단계

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거기에 하나 준비를 한다고 하면 현 단계에서는 우리 국민연금을 

바로 뒤집어씌우는 방식은 비용 때문에 쉽지가 않으니까 갑자기 

한다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연령이라든가 그 정도의 합의 정도가 

현 시점에서 이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혼란

이나 통일비용, 남쪽 구성원들의 분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시점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법밖

에 없지 않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준비도 하고 북

한의 내적인 경제 활성화도 기하고, 그래서 그 간격을 2, 30년이

든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 시점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이 

아닌가. 원론적인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Z : 저는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남한제도를 북한에 이식한다는 말

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

씀하셨지만 어떤 방법으로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협

상테이블에 앉았을 때 과연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남

한의 제도를 이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진

행을 시키더라도 그것은 북한 입장에서, 또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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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잘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

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수님이 통

일시점 관리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하 선생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한의 제도의 내실을 꾀하는 것이 가장 급

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를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북한에도 적용을 시켜서 같이 한 번 잘해 

보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게,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F : 제도가 통합되고 이런 것에 해서 그냥 느끼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저희 입장에서 남북한 연금제도가 

통합된다고 하는 것이 아까 얼핏 저희가 북한 노인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되게 좀 부담스럽게 생각이 들었

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남한에도 노인문제에 

해서 연금의 통합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북한사람들에게 다 

해 줘야 되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아까 말

씀을 해 주셔서. 

○ O : 저도 사실 이쪽 부분에 깊이 있게 본 것은 아니라서 조심스럽

기는 한데 사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주민들의 합의나 동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수긍이 가면서도, 하지만 사실 약

간 이중사회처럼 되지 않으려면 사실 지금 우리 남한에서 살고 있

는 사람들의 어떤 동의나 합의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우리 남한에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하는 과정으로 하되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러한 수

준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북한의 지금 제도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급격하게 캐치업 되는 식이 아니라 연동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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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면서 북한주민들의 동의도 구하면서 남한 주민들에게 박탈감이

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 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래야 이중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M : 연금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15페이지에 공로자연금이랑 

군인연금을 폐지하고 기득권 보장하듯이 우리나라에 공무원연금

과 국민연금이 존재하는데 북에 있었던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국

민연금만 포함을 시켰을 때 기존에 북한에 통일 전에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컨  소비에트하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도 스테이트페이션으로 해서 리미크라타가 끊임없이 자

기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반 하더라도 그러한 특성이 있

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통합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험료가 우리나라는 제일 낮은 편인데 사

회주의시 에 일부 국가들이 0%에서 몇몇 국가들이 6%까지 했

는데 현재는 슬로베니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각각 하면 24, 25, 

26%로 높은 수준이니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

다. 그래서 이런 보험료 인상의 건도 충분히 이러한 방식의 통일

이라 하더라도 연금 통합 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제도의 어떤 개선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비용 이야

기를 많이 저는 접근하는데 하나의 이야기만 들으면 북한의 전주

의 필터링만 해서 7경의 가치가 있다라는 헤지펀드, 7경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을 했을 때 상당

한 추가적인 이득, 편익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될 필요가 있겠

다 생각합니다.

○ O :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저희도 통일을 

연구하다 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당분간 분리해서 경과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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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같은 구조 같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임

금을 북한 경제사정에 맞게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됐는데 그

것이 만약 실제적으로 실행될 때 그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남

북한 모두에서 북한 쪽에서 왜 통일을 해서 같이 되어야 되는데 

당위적으로 하나가 됐는데 왜 다른 것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당위

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반 편에서 실세적으로 그

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유지가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그 두 가지 

입장이 립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한 수준 나름 로 

맞추어서 자체적으로 운 하면서, 저는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

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실현될 때에 부딪히는 문제는 어

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해서 방법론이 논의가 되면서 그것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제도

도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북한에서도 좋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만족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용하 박사님이 아까 그것에 해서 작지만 알

찬 제도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나머지

는 아까 지정학적으로 동독이랑 북한이랑 차이가 난다는데 그 두 

가지를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M : 한국이 우선 잘 되어야지 ‘북한주민들 봐라. 한국이 얼마나 

잘하고 있냐. 이 로 하면 약간만 수정하면 한국제도를  덮어씌우

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연금이라든지 모든 제도를 하는 것이 한

국이 우선 잘 되면 말로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현실을 놓고 

북한사람들한테 큰놈들끼리 앉아서 협상할 때 모델이 잘되어 있

으면 북한에 덮어씌우는 방식이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봐라.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로 하자.’ 아까 얘기하는 것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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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북한에 살고 있었다고 하면 ‘한

국이 그렇게 잘하고 있냐. 일단 써보자.’ 그리고 그것이 모자고 잘 

안 맞는지 고치거나 수정하는 방식, 그런 방향이 좋고 그래서 동

독의 예도 아마 그런 쪽에서 한국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좋

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G : 현실과 이념과 이상과 제도와 이 삼각축이 지금 엇갈리게 돌

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어

떤 테이블에서든 간에 통일 전에, 남한과 북한의 정부가 테이블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테이블에 앉는 것하고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역동성 논의가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70년 동

안 북한사회가 겪었던 그 변화하고 앞으로 단 5년 딱 놓고 봤을 

때 그 5년 동안 70년 동안 변화보다 더 북한사회가 급격하게 변

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70년 동안 갇혀있었던 북한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까지 똑같은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

는다. 앞으로 5년 동안 북한주민들의 변화과정, 북한사회의 변화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물

론 연구를 많이 해 주셨고 해 주셨지만 북한의 제도에 한 연구

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사문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관에서 다시 꺼내서 일단 

테이블에 얹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 그래서 사실 전략적으로 

우리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외교적인 관례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마 그런 외교적인 관례를 불식하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전략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남북한의 형태가 정상적인 논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 복지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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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돼서는 거꾸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를 다시 도입을 

한다라는 것은 아마 북한주민들이 거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

은 일종의 허구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

를 남한주민들이 부담할 능력이 있을까? 남한주민들이 거부할 겁

니다. 그러면 북한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지금보

다 더 나은 상태만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좋아질 수만 있다면, 5년, 

10년까지  비전만 있다면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러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외교적인 이런 정상적인 절차들, 논의, 

협상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우리

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간 연구를 쌓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상황이 바뀌면 외교나 국가 간에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닐 것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우리가 이 

모임이 있는 것이고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현

실적인.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5년 후에 우리가 통일

을 시켰다고 하지만 다시 북한은 북한 로 다시 아마 분단이 될 

것이다. 그때는 진짜 자발적인 분단이죠. 지금은 외세적인 분단이

지만 자발적으로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분단으로 간다. 그러면 솔

직히 말씀드리면 더 잘 아시겠지만 굳이 이 개방된 사회에서 남

한에 종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엄청난 물자가 

들어오고 자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풍족하게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남한이 가지고 왔었던 어려운 경제

성장 과정 없이 북한주민들이 충분히 20년 안에 남한을 따라올 

수 있다. 

○ B :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들어온다고 그것이 가 없이 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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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 가가 아니라 정부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생

각할 때는.

○ M :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지

금 북한주민들한테 제일 최악의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은 북한체

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체제 북한주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이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북

한체제만 없어지면 북한은 지금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 L : 꼭 연구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 우선 오늘 점진통일, 급진

통일 이렇게 표현을 쓰시고 점진통일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서서히 같이 논의하면 된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

린 적이 있어서 공감을 하고요. 흡수통일이라는 말이 계속 알레르

기를 일으켜 왔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흡수를 하는 것

이 아니라 붕괴돼서 흡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인데 그냥 단순

하게 흡수 그러면 마치 우리가 능동적으로 흡수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 급진통일이라는 말이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또 혹시 무력을 연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 급진통일이

라는 용어를, 물론 조금 더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정착

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적 급진통일을 우리가 추

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화적 

급진통일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에  제가 이과가  전공이니까 저희가 60조개의 세포가 일사분란

하게 호흡을 해서 자기 몸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포와 세

포 간에 서로 계속 교류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때 세포막이 존재를 

합니다. 세포막이 존재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냄새 같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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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데로 옅은 데로 흩어지고 잉크물이 다 분산돼서 퍼지고 그런 

것처럼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자연법칙인

데 그것을 최 로 지연시키기 위해서 삼투막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삼투막 가지고서 안 될 때는 능동수송을 합

니다. Active Transportation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사이를 능동

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연금제도에서 어떤 부분을 

막으로 최 로 경과기간을 두면서 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어

떤 부분을 또 능동수송으로 더 급진적으로 시켜줘야 될 것인지, 

이런 변수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최 로 저희가 예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동독, 서독 예에서 동독이 오히려 연금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연금 시작되는 기간, 개인에 따

라서 기간의 차이를 예측치에 넣지를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 로 저희가 예측치에 넣을 수 있게 그렇

게 하면 좋을 것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평등이라는 것은 모

든 것을 균일하게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

 크기에 맞춰 가지고 긴 사람은 자르고 짧은 사람은 늘리고 이

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평등이라는 말을 쓰는데 차

이가 있는 것을 차이가 있게 해 주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을 해

서 크게 원칙을 연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여하는 것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여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기여비례수혜의 원

칙, 기여에 비례하는 수혜를 받는 그런 원칙을 크게 내세우면 협

상테이블에서도 ‘저 사람이 기여한 것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 이

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

고. 그렇지만 또 먹고 살게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그것은 시혜적인 입장에서 기초생활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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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을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느 분께서 결

국은 협상테이블에서는 제도와 제도를 가지고 논의할 수밖에 없

다. 이렇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점을 어떻게 그쪽에 강조

를 해서 그 제도에 입각해서 통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연금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동독이 결국은 경제가 거의  망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셈인데, 그러니까 연금 이런 것으로 해서 긴급구

호도 하고 기초생활도 보장을 해 주지만 어떻게 빨리 경제활성화

를 구축을 시켜줄 것이냐.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적절하게 빨리 

그쪽에 능동수송을 해서 보내줄 것인지. 그 다음에 기업이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북한주민이 그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능력

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업교육을 어떻게 빨리 단

기간에 시켜서 그런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퀄러티의 주민이 

될 수 있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될 것

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체로 우리나라에서 통

일에 해서 반 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기성세 들이 

통일의 비전을 제시를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

질적으로는 물론 일시적으로는 개인들한테 좀 부담이 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통일이 된 것이 남북한 사

회가 합쳐져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런 밝은 비전을 제시를 해서 통일에 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그런 상태 하에서 실무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빈틈이 

없게 연구를 하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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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제발표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1. 남북한 사회통합과 가족

본 연구는 여성과 가족의 시각에서 통일시 를 준비하고 남북한 통합

에 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한다. 동서독 통일의 사례처럼 통일

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통일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계층 특히, 여성과 외국

인은 일차적인 피해를 입어 실업의 상이 되었다. 우리도 취약계층에 

해 준비하지 못하면 통일 과정에서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아울러 

독일은 내적통합의 기초인 가족의 안정과 지원에 관심을 갖지 못하 기

에 육아부담,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의 안정성이 위협받았다. 

우리는 통일시  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여성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 통일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성이 배제된 통일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교류·협상에서 활약할 여성전문가와 함께 국책연

구소· 기업·중소기업 등의 북한 관련 책임자의 증 가 필요한 현실이

다. 여성이 통일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그러한 제도 중 여성이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벗어나 통합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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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사회통합과 가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

한 통합을 위해 정치·경제 통합과 사회문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

치·경제 통합은 구조적·거시적 통합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국가적 결단에 

의해 달성되어 민간이 참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통합은 공동체 형성

의 로드맵에 해당된다.

반면에 사회문화 통합은 행위적·미시적 통합이며 정치·경제 통합 후 

본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역이다. 정치·경제 통합에서 구성

하는 로드맵의 구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내적 통합의 최종 도

달점이자 공동체의 완수이고 구체적으로 문화, 복지, 교육, 가족 등이 포

함된다. 여기서 가족은 개인생활이 위되는 기본 장으로서 남북한 내적 

통합의 출발점이자 도달점이다. 

이처럼 가족은 여성의 사회참여뿐 아니라 남북한 통합을 위해 중요하

기 때문에 통일시  준비는 가족통합 모색에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가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남북한 가족

의 통합모델을 도출함으로써 남북한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2. 남북한 가족정책 비교

  1) 가족개념과 가족정책

한국에서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연결된 사람들인 친족원으로 구

성된 집단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가 된다. 우리의 

경우 북한과 다르게 입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법률적 부부가 아

니면 입양할 수 없다. 북한은 가족을 결혼이나 가장 가까운 핏줄관계에 

기초하여 현실적으로 가정생활을 공동으로 위하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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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북한은 혈연과 혼인관계만을 규정하

고 있다. 

한국에서 가족을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양육·보호·교

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사회의 기

본 세포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효과적 단위로 보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 가족부양체제를 가지고 있어 가족부양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가족이다. 가족정책을 명시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생활보호, 아동보

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모자보건사업, 근로여성복지, 가족

계획사업 등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즉, 독립적인 가족정책은 시행되지 않

았다.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북한에 비해 늦은 시기인 1980년  들어 시작되

었는데 이는 여성계 등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반 한 것이었다. 가족정책

에 있어 가족의 생활보호가 일차적인 목표 다. 2000년  들어서야 본격

적인 가족정책이 추진되어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6

년 가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북한은 한국과 달리 정권 초기부터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시작하 다.  

국가가 주민들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반 한다는 온정적 

가부장제(paternal patriarchy) 논리로 위로부터의 정책을 추진하 다. 

1960년 부터 ‘전 사회의 혁명화’라는 사회적 목표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정의 혁명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 아래 가정 혁명화 정책이 시행

되었다. 가정 혁명화가 이뤄져야 사회 혁명화가 완수된다는 것이다. 가족 

혁명화를 위해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혁명화의 주체를 여

성으로 설정하 다. 여성, 즉 부인이 남편과 자녀에게 혁명화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족구성원의 혁명화가 수행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는 부

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일 뿐 실재 부인의 권리가 남편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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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북한은 1990년 성문법으로서의 가족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족부양의무

의 주체를 국가로부터 가족으로 전가하 다. 또한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이라 7·1조치라 약칭)에서 시작된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실

리주의’ 명분 아래 가족에 한 국가부담을 축소하고 가족 및 여성의 부

양책임을 확 하 다. 김정일 시 에는 ‘선군가정’을 강조하여 가족이 군

를 위해 봉사하고 가족구성원을 선군시  군인으로 양성할 것을 강조

하 다. 

김정은은 시장경제개혁을 가속화하면서 가족 책임제를 더욱 증 시키

고 있다. 특히 ‘포전담당제’로 불리는 협동농장의 가족 단위 자율경 제

를 실시하여 가족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의 가족

보장정책이 축소되고, 가족의 역할 강화 방향으로 가족정책이 퇴색되고 

있다. 이것은 가족보장, 사회복지 정책의 후퇴라고 볼 수 있다.

  2) 가족법과 호주제

남북한의 가족법과 호주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법 제정

이 한국은 2004년에 북한은 1990년에 이뤄졌다. 한국의 가족 관련 법률

은 민법에 들어가 있기는 하나 성문화된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으로 

2004년 2월 9일 제정되고 2005년 1월부터 실시되며, 2005년 3월 24일 

일부 개정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는 가족 구성원간의 권리·의무

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가정에 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이하 가족법이라 약

칭)을 1990년 10월 24일 제정하 고 몇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쳤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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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22일에는 ‘녀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 다.  

이러한 가족법으로 북한은 가족의 역할에 복지개념을 도입하 다. 가

족원간의 부양책임과 후견인 제도를 시행하 는데, 가족법은 구체적으로 

배우자는 노동력을 잃은 배우자를(제19조),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노동

능력을 잃은 부모를(제28조), 조부모는 부모 없는 손자녀를, 성인 손자녀

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를(제35조), 형제자매는 부양 능력이 없는 형제자

매를(제36조) 양육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건강가정기본법은 이혼, 저출산 등에 의한 ‘가족의 해체’라는 

가족문제에 직면하여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제정되었으나, 다

양한 가족 및 가정 형태에 한 차별이 우려된다. 가족형태를 혼인·혈

연·입양에 의해 형성된다고 정의함으로써 이에 속하지 않으나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들 예컨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공동

생활가족, 단독가구 등에게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부과할 우려

가 있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 가족의 부양의무를 

가족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정하 다. 1994년부터 시작된 경제난 속

에서도 북한가족은 가족부양의 의무를 수행하여 가족의 생계유지를 가능

하게 하 다. 가족혁명화(북한에서는 ‘가정혁명화’라고 지칭)와 마찬가지

로 가족생계의 일차적 책임자를 여성으로 규정하고 교육시킴으로써 여성

의 역할에 의해 가족이 유지되었고, 가족이 유지됨으로써 사회적 불만을 

여과하여 사회존속에 기여하 다. 여성들은 주로 사경제활동인 장사와 

식량조달을 수행했는데 이러한 여성들은 가정에 돌아와 가사노동과 양육

을 전담함으로써 이중노동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 다. 

다음으로 호주제를 비교하면 한국은 2005년에 호적제가 폐지되고 북

한은 1946년에 폐지되었다. 한국은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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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하여 호적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도입하 다. 2008년

부터는 호주제 신 국민이 개인별 기록을 갖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시

행한다. 이는 1995년 여성계가 가족법에서의 남녀차별조항에 해 문제

제기한 것을 시초로 호주제폐지운동을 50여 년간 꾸준히 추진한 결과인 

2005년 호주제 폐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 보다 약 60년 빨리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1946년 8

월 「공민증에 관한 결정서」에서 호적 및 호주상속제를 폐지하고 공민증

제도를 실시하 다. 호적 신 공민증으로 신분을 식별하는 것으로 공민

증은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같다. 공민증제로서 장남 혹은 아들이 가문과 

재산을 계승한다는 개념 자체를 없애고자 하 다. 호주제는 폐지되었으

나 부계혈통제도는 존속되어 한국처럼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거나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은 부재하다. 

3. 남북한 가족제도 비교

1) 가족관과 가족구조

남북한 가족제도를 가족관,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기능 등을 중심으

로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가족관을 보면 남북한 모두 명시적으로 가족을 

사랑과 평등에 기초한다고 표현한다. 한국의 가족 이념은 가족주의로 이

러한 가족우선성이 핵가족 중심으로 강화되는 한편 친족유 성은 약화된

다. 반면 북한의 가족 이념은 국가차원에서 혁명적 가족, 행복을 찾는 보

금자리를 강조하지만 경제난 이후 주민생활에서는  가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가족부양에 해 한국은 명시적·현실적으로 가족책임론이다. 반면 

북한은 명시적으로 국가책임론이었으나 가족법 제정과 7·1조치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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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이 부과되어 명시적으로 국가와 가족책임제가 공존하며, 현실적으

로는 가족책임제이다. 또한 한국은 가문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부계혈통

제가 존재하는 데 반해, 북한은 가문의식이 부재하지만 부계혈통제와 함

께 출신성분별 위계화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가족구조의 형성과 해체에 관한 비교이다. 가족구조를 보면 

한국가족과 북한가족 모두 핵가족화 되었다. 북한의 보편적인 가족형태

는 부부와 2∼3명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으로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

한다. 한국의 핵가족화는 북한과는 다르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

르면 1인 가구(23.9%)와 1세  가족(17.5%)이 증가 추세로, 핵가족 중 

부부가족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세  가구는 5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북한의 80.0%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3세  가구는 6.2%로 감소하는 추세다. 평균 가구원수는 1975년에 4.64

명, 2005년에 2.88명, 2010년에 2.6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혼인율 감소의 경향은 한국과 북한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국

은 2013년 1,000명당 혼인하는 비율인 조혼인율이 6.4건으로 나타나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2.2세, 여성이 29.6세를 보인다. 그리고 중매결혼

과 연애결혼을 하고, 최근 재혼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자연상부

부가 2013년 16.2%를 차지하며 증가 추세이다. 북한은 중매와 연애로 

인한 혼인이 약 6:4로 나타나며 최근 연애혼이 증가하고 있다. 평균 혼인 

연령은 과거 남성 30∼31세, 여성 28∼29세 으나 최근 남성 25∼26세, 

여성 23세로 낮아지고 있다. 북한의 남녀는 혼인을 위해 부모와 소속 직

장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또한 경제난 이후 장사로 돈을 번 

여성과 연하의 남성이 결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과 북한의 가족구조의 해체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조이혼

율은 2013년 2.3%로 감소하 다. 하지만 이는 전년 비 이혼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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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증가한 수치이다. 2013년 기준으로 이혼사유는 성격차이 47.9%, 

경제적 문제가 12.6%를 차지한다. 북한의 이혼제도는  1946년 협의이혼

제, 1956년 재판이혼제가 고수되면서 이혼이 어려웠으나 1980년  말부

터는 이혼이 전보다는 쉽게 허용되고 자녀양육권도 여성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경제난 이후 이혼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가

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해체를 막고자 한다. 

2) 가족관계와 가족기능

한국과 북한은 가족관계에 있어 성별위계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 공통

점이다. 한국에서의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남편이 지배하고 부인이 순

종하는 형태이나 최근 여성주의 향 및 여성들의 가족경제 경 권 증가

로 그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북한도 비슷한 경향을 보

이는 데 직업·자녀교육 등의 중요한 일의 의사결정권은 남성(남편)에게 

있고, 가사노동의 전담은 여성(부인)이 맡는 역할분담권에 의해 ‘남성지

배-부인순종’의 관계를 보인다. 북한도 경제난 이후 여성들의 성불평등 

및 부부관계 불합리에 관한 문제의식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한국의 부자관계에서는 자녀교육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나, 북한은 

자녀문제의 주요결정은 남편이 하고 자녀양육은 부인이 한다. 북한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절  복종하는데 이는 가부장제적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나 이 또한 변화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의 가족 내 중심관계가 모두 부부관계이지만 한국은 사교

육이 강조되면서 가족 내 모자관계가 중요시 되고, 북한은 가족혁명화가 

강조되면서 가족 내 어머니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기능과 관련하여 한국과 북한은 모두 성별역할분담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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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한국은 중산층의 경우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남북

한 모두 여성의 가사노동을 당연시하기에 여성의 노동과 가사의 이중부

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제난 이후 물자가 부족한 북한에서 여

성은 노동자, 어머니의 역할 외에 소비자라는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과

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남북한 가족의 세  재생산기능, 즉 출산과 양육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

다. 한국의 경우 가족의 돌봄기능의 약화로 기혼여성의 취업시 육아 노약자 

부양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도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4. 남북한 가족의 공통점과 차이점 

남북한 가족을 비교할 때 공통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가족

의 중요성과 가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가족의 삶을 가족이 책임지는 가

족부양체제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가족은 법·제도적 개선에

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적 특징을 지닌다.

둘째, 남북한 모두 호주제를 폐지하 지만 부계혈통제는 유지되고 있

다.  한국은 최근에, 북한은 경제난 이후 딸을 선호하고 친정과의 관계가 

긴 해지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가족경제 기여도가 

높진 결과이기도 하다. 

셋째, 혼인율이 감소하고,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이 최근 이혼률

이 감소하긴 하 지만 전반적 이혼의 증가경향이다. 넷째, 자녀교육에서 

차지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모자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다섯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성별역할분담에 

의한 여성의 이중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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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남북한 모두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책임론이 강조되면서 

가족내 여성의 역할 및 이중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주의의 강

화는 가족이 계층과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차이점을 보면 한국은 가족개념에 입양이 추가되고, 명시적

으로 가족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80년  들어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

해 가족정책이 본격화하 다. 2000년  들어 건강가족기본법을 제정하

고 호적제를 폐지하 다. 

반면 북한은 가족개념에  입양 요소가 없지만 한국과 달리 법적 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양이 가능하다. 해방 직후 호주제를 폐지하고 정권 초기부

터 위로부터의 가족정책을 시행하 다. 1990년에 성문법우로서 가족법

을 제정하고 가족혁명화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가족의 사회적 역할을 강

조한다. 

이상과 같이 남북한 가족은 다름보다 같음이 많은 ‘다르면서 같은 가

족’이라 할 수 있다. 

5. 남북한 가족통합 모델과 과제

 남북한 통합을 논의할 때 보통 남북한의 공통점을 계승하고 차별성을 극

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의 공통점은 보통 민족적 전통과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남북한 통합에서 계승과 지양의 기준은 ‘민족적 전통 혹은 동질

성’이 아니라 ‘통일·통합사회의 이념과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되어

야 한다. 즉 양 체제의 공통성이라도 통일사회의 원칙, 예컨  평등과 다

양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통일사회 이념이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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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인권, 개인의 삶의 질 향

상, 정체성(Identity) 등이 보장되며 상호존중, 다름의 수용, 타협과 양보 

등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같은 통일사회 이념에 입각하여 남북한 가족의 통합 모델도 가부장

제 가족을 극복하고, 가족의 차이점의 선별적 계승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 가족통합 모델은 한국과 북한의 가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사회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법·제도의 

마련과 궁극적인 가족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통일사회 가족 모델

은 궁극적으로 혈연보다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족이라는 의미의 안

가족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남북한 가족통합 모델을 정리

하면 아래의 [그림  6-1]과 같다. 

[그림 5-1] 남북한 가족통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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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가족통합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사회에 비한 가족단위의 

적응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범적

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여부를 통해 통일사회 북한 주민의 적응 여부를 예상할 수 있을 것

이다.  

아울러 남북한 가족통합을 지원할 주체, 조직에 해서도 구상해야 한

다. 행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북한의 새로운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한국의 여성단체체들과 북한의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관 협의체로서 

‘남북가족지원센터(가칭)’를 공동 발족하는 것을 제언한다. 

남북한 가족통합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남북가족지원센터(가칭)’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가족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운

한다. 가족 삶의 질 향상과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을 위하여 중장기 프

로그램을 마련한다. 또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 하는 것을 포함

한다.

둘째, 통합적 가족복지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구축이다. 공공기관 및 민

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가족복지서비스 연계성을 제

고하는 것이다. 

셋째, 가족 내 자녀 양육 및 부양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

한다. 가족에서 여성과 남성이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돌봄노동 사회화 지

원체제를 구축한다.

끝으로 가족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의 경제적 보호 정책을 마련한

다. 이혼 등으로 빈곤에 처한 여성가구주를 위한 모자가구 보호책을 마련

하고, 저소득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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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통합사회에서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고 삶의 질이 보장되고, 

가족구성원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유지되는 가족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

한 가족을 위해 통합과정에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

한의 가족은 다르면서도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미래 통일사회의 가족은 

혈연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뜻을 같이하는 안가족이 되길 

희망한다.  

제2절 종합토론

○ C : 남북한 가족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

다. 아직까지도 남북한 간에는 유교적 전통이 지배되고 있는데 엥

겔스가 쓴 가족, 사적 교류, 국가의 교류라는 체계를 책에 보면 엥

겔스는 ‘분명히 가족이 필요 없다. 가족이 해체되어야만 제 로 

된 사회주의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데, 북한이 사회주의를 받아들 으면서도 가족을 중시했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주의에 해서 

레닌이 국가와 권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밥을 누가 주는가. 국가가 주는가, 아

니면 개인이 밥을 책임지는가’에 한 것을 썼는데 자본주의, 사

회주의를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레닌의 국가와 권

력이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

나의 사무실, 하나의 공동’, 국가 전체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것을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발제자님이 너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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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사실은 1시간까지는 하지 않

을 것으로 했는데 1시간 반 동안이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 남북한 비교를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복지제도하고 어떻게 개입을 시킬 것인가에 한 것을 지금 우리

가 논의과정인 것 같습니다. 

○ A : 전반적인 시각, 관점에 동의를 하고요.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

유 중에서 가족이 있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북한이 

망하지 않는 것은 이론적으로 연결시키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인 

것 같고, 우리 복지체제 면에서 에스핑 안데르센이 국가와 시장과 

가족의 이 3자의 다이나믹한 복지 제공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사회주의 체제론과 

복지체제론으로. 그래서 국가와 시장과 가족이 있는데 교수님께

서는 가족이 매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망하지 않았다. 

즉, 전제는 막스 레닌주의에 당의 이름을 두어 사상 통제, 사회·

정치적 단계 중에 육체적 생명처럼 군사적 통제, 이런 것들이 있

지만 핵심은 또 가족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최근에 발표를 제

가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국가와 시장과 가족 중에 가족과 시장의 

역할이 과거보다 북한이 커졌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가복지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저는 생

각을 하고 있는데 국가의 비중과 가족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북한

의 복지체제를 설명할 때 상정을 하는 것이 질문의 하나라면 코멘

트는 남북한 통합론에 있어서 복지제도를 가족 관점에서 통합하

는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외국의 존스나 이런 학자들

이 컨퓨션 웰페어 스테이트라고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유교주의 

복지체계에서, 이런 측면에서 남과 북이 유사하다. 이런 것에 우



제5장 남북한 가족, 다르면서 같은 삶 211

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기초법과 

북한의 노동법에서도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런 측면에서 통합을 할 때 우리가 차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T : 제가 여기서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점은 북한의 공민증을 분

석해 보면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출생지, 누구와 결혼, 혈액

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결혼 이 부부관계는 어디를 

가도 공민증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족을 중시하는 

증이고, 또한 북한에서 가족이라 할 때는 정치적으로 당의 가장 

작은 세포, 셀이라고 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족이다, 그

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튼튼해야 나라와 국가가 튼튼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족에서 이혼을 절 로 금지시하는 법을 세웠

었는데 고난의 행군이 지속되면서 여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뇌물

건이 만연화 되면서 가족 해체가 되는데. 제가 북한의 가족과 국

가관계를 도형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가를 남자라고 하고 가족을 

여자라고 생각하면 기존에는 국가가 넓은 면이었고 가족이 작은 

면으로 역삼각형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국가가 뾰족한 면

이고 가족이 넓은 면인 역삼각형 형태로 되는 이런 형태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가 창고는 비었어도 가족 창고는 비지 않

는,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이 유지되고 그로 인해서 국가가 유지가 

되는 이런 것으로 북한을 분석해 봤는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남녀

관계를 제가 본다면 아무리 남한에서는 여자들이 주도를 다 한다 

하더라도 남한도 남존여비가 고착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만약에 제가 학 가기 전에 노동도 해 봤는데 

보일러 했다 하면 여성이 보일러 했다 하면 여성 월급이 똑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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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성이 보일러 해도 월급이 똑같은데 오히려 여기 와서 제가 

만약에 마트 사원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물동을 올리자고 하니까 

어느 남자가 막 와서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 일을 

저 사람이 도맡아서 하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들은 여자보다 월급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남

자가 더 월급이 높아? 이것은 진짜 남한하고 북한이 다르네.’ 그

렇게 현실적으로 제가 체험을 해봤습니다. 

○ V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가하고 가족에 해서 말씀을 하

셨는데 제가 기억이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다 옳은데 원래 가족이 

세포라는 것을 김일성이가 60년  후반에서 70년  초반에 날짜

를 잘 기억을 못하는데.

○ J : 60년이에요. 

○ V : 그때 제가 학에서 공부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 국가를 하나

의 인체로 봤습니다. 그리고 탈가족이 당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국

가를 사람 몸둥으로 보고 그 뇌가 바로 수령이고 당이다. 그리고 

몸 전체는 국가다. 그러면서 세포라고 주장을 한 것은 그 얘기를 

한 것이 어머니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60

년 에 사회가 변하면서 이혼문제가 상당히 두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혼하는 것은 절 로 세포가 파괴되는 것으

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세포의 중요성,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

억이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팔다리가 당이라고 하는 김일성 북한

의 주장은. 제가 공부한 내용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두 번

째로써는 북한이 붕괴되지 않은 이유를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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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제가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언론의 봉쇄라고 

봅니다. 제가 이에 해서 학에서도 강의를 해 봤고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동유럽의 사회국가가 붕괴된 가장 큰 이유가 언론

을 봉쇄 못한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는 여기 살았고 일 때문에 동유럽에서 많이 일을 했는데 제가 동

유럽이 붕괴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그때 당시에 현실이 동유

럽 국가가 원래 언론을 약간 봉쇄를 하다가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이점이 발현이 됐고 사회주의의 부패성이 표현됐는데 

북한이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중요시하고 국가의 정책적 권력기

관, 보위부나 당에서 최 로 중요시하는 것이 언론 봉쇄입니다. 

북한사람들이 물론 요새는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세뇌교육, 그

리고 언론 봉쇄, 그리고 인터넷하고 선전매체를 통한 세뇌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언론을 봉쇄한다는 것은 언론이 나

팔수가 돼서 이전 독일의 괴벨스 장관이 말한 백 번 거짓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것과 같이 북한은 이 원칙이 철저했었기 때문에 북

한주민들 다수가 수령에 한 신뢰성이 극도로 멋지게끔 되어 

있고 언론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가족이 존재해서 붕괴 안 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

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북한이 언론이 붕괴된 이유가 아니

냐, 그렇게 제가 이의를 제기해 봅니다. 

○ B : 지정학적 이유가 큰 것 같고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언론통제

가 가능하고.

○ V : 북한의 체제가 동유럽에 앉아있다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

다. 

○ B : 저는 그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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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죠. 

○ C : 여러 가지의 그것이 다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제 표현은 남북한에서 총괄하는 남성들이, 그런데 어느 쪽이 

훨씬 더 가부장적인가. 이런 것도 비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

르겠는데. 

○ B : 가부장제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J :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reproduc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재생산이라고 하면 저녁에 집에 와서 쉬고 아침에 밥을 먹고 

하는 것을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일을 할 수 있기 위해

서 하는 부분을 재생산이라고 하죠. 가부장제의 재생산이라고 하

는 것이 다시 생기도록,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위계구조, 가족 간에

서 부부간에. 위계구조가 계속 다시 반복되는 구조인데 재생산된

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 B : 없어지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남북한 보편주의. 그것이 가공

화됐다는 것이.

○ J : 뭐냐 하면 여성들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할은 

더 증가에도 사실은 권리는 그렇게 증가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

고. 또 뭐냐 하면 여기서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은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가

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주의의 특징을 보면 너무 제가 

깊이 들어가서 말씀하는데 가족이 어떤 순간에도 해체돼서는 안 

되고 가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러야 된다라고 하

는 것이 가부장제도의 핵심입니다. 가부장제도의 핵심이고, 그것

은 뭐냐 하면 가족이 유지되기 위해서 사실 여성들이 희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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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으로써 가족이 유지되고 그것이 좋은 어떤 가족의 형태로 이

야기되는 것이 계속 강화되는 것이죠.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이 여

성의 희생에 의해서 가족이 유지되고 그 가족에 의해서 국가가 유

지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는 민주화라는 형태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것을 유지하는 기제에서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가부장

제가 강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의 기제가, 가족제일주의, 가족유지주의라고 하는 그 기제가 가부

장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B :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다른 것을 들어보면 반

인 것 같습니다.

○ J :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부장제라고 하는 개념처럼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이 everyth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처럼 가부장제도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수위에서 

다 접근되고 있습니다. 

○ Q : 가부장제적인 가족은 아니더라도 모자관계를 유지할 수 있

는, 현실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저, 기반을 제공할 것 같

은데 북한도.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북한의 현

실적인 문제에 해서 지원이든 어떤 형태든 할 수 있을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

니다. 

○ J : 먼저 지금 질문에 한 답을 하면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해서 북한이 거부하는 것은 모자 지원만 거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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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드레스덴 선언 자체를 거부하고, 그것의 배경이 뭐냐 

하면 남북한 관계나 남북한 화라든지 교류나 관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특히 북한의 경제실

무 전문가들이 유학을 많이 하는 곳이고 약간 현실성이 있는 곳입

니다. 그 드레스덴에 가서 ‘우리가 허락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정

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체제에 해서 붕괴와 북한체제에 해서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특히 모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외적으로는 특히 어린이와 여성정책

과 관련돼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자부를 하는 그런 부

분이어서 그것 자체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내부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자 지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는 것에 해서는 거부하는 겁

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

이 달라야 되고 거기에 한 명칭도 모자 지원이라고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모자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잘하

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

를 언급하는 것에 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취약

자라든지 유아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한 개념 접근법과 그것의 전제가 좀 

잘못된 부분, 북한이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

하는 것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

단 그것이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에 해서 그것은 질문이 뭐냐 

하면 경제난 시기에는 사실은 계획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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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암시장 형태의 black market이라는 형태로 있었고 경제난 시

기에서 90 10으로 black market이 90을 차지하고 사실은 계

획경제가 10%를 차지하는 형태로 기존에 있었더라면 제가 말씀

드린 그 삼각구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여성들이 사경제, 

black market을 담당하는 주체 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두 가

지를 함께 본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주체라고 하는 측면

에서 본 것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이 black market인지 아니면 

계획경제인지 본 것이기 때문에 삼각구조 측면에서 번 것은 아니

라는 것이고, 그것이 현재는 어떻게 보면 실리정치를 통해서 계획

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식적으로 공존하는 형태로 갔고, 김정은 체

제로 보면 시장이 계획을 어내는 것처럼 시장이 확 가 되는 방

향으로 간다는 것으로 이 접근법이 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야기하신 것도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공민증에 뒤에 이

름 나오는 것은 가문이라는 하는 개념을 없앴다라는 것이고, 우리

도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인데 과거

에는 호적이나 이것을 떼면, 호적은 지금도 그렇지만 주민등록등

본 같은 것을 떼도 거기에 호주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공민증 제도라면 가문이라고 하는 혈통이라고 하는 개

념, 그러니까 어느 가문, 무슨 무슨 본을 없앴다라고 하는 개념으

로 접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과 관련돼서 어머

니 회라고 하는 것에서는 김일성이 어머니 회를 이야기하고 사

회주의 가족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오가 이야기한 것을 받아서 

사회주의 가족론을 이야기한 것이고, 국가를 그렇게 비유하기

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머니와 관련해 가지고 어머니당이라고도  

합니다. 어머니 수령, 어머니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체에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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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그 당시 정리된 것으로는 뇌수와 인민과 당, 이렇게 하

는 것은 그 다음에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야기

한 것이 그 로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붕괴 이유

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유지의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

다. 붕괴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언론이라든지 무력통치라든지 

사상적인 어떤 검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붕괴되지 않는 이유를 해 주는 것이지 ‘그런데 무엇을 먹고 사는

가’에 관련된 유지 기제는 붕괴되지 않는 기제와,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통제의 기제와 유지의 기제는 또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초점을 맞춘 것은 유지 기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C : 북한의 남녀평등과 관련되어 제일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1946년 2월에 정강 20개조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남녀평등에 한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발제

자님이 북한의 가족법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굉장히 법적인, 제도

적인 장치는 잘 마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실제

적으로 남녀평등이나 이런 것, 또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직

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잠재되어 있고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더 빨

리 변화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까 우리 발제자님이 온정적 가부장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북한의 실질적인 것은 국가 가부장제가 훨씬 더 맞는 표현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속박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

을 가지고 어떻게 복지문제하고 연결을 시킬 것인가는 우리의 과

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 직후 긴급구호 방안: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제1절  주제발표

제2절  종합토론

6제 장





제1절 주제발표

  유원섭 (한양대학교 건강과사회연구소 연구교수)

1. 통일직후 상황에 대한 가정

통일에 한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지만, 통일 직후 긴급구호와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함

○ 통일 이전시기에 남북한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통일 직후 북한 

내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 요소가 존재함

○ 남북한 주민의 상당한 건강수준 격차를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보건의료 제도와 체계를 운 하고 있고 단기간에 제도 통합을 이

루기 어려워 안정적인 제도통합에 이르기까지 일정기간 이원화된 

제도를 잠정적으로 운 함

○ 통일 직후 사회혼란 및 인구 이동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 하에서 북한의 기존 제도와 행정체

계, 인력, 시설, 장비 등 보건의료체계 하부요인들을 최 한 활용

하되 긴급구호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남한이 전부 지

원함

통일 직후 긴급구호 방안: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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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직후 보건의료 긴급구호 개념

○ 분쟁 후 보건의료 분야 재건의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분쟁 직후 

초기 응 과정에서는 식수와 위생, 긴급한 건강문제(감염병, 외

상, 질병) 치료와 필수 의약품 공급, 의료인력 보장,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과 감염병 유행에 한 처, 건강위해요인

에 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점차적인 변

화를 유도함<표 6-1>.

○ 통일 후 공중보건 부분 초기 긴급구호체계 구축의 목표는 통일 초

기 북한 전역에 걸쳐 긴급구호 개입의 효과가 크고, 인구집단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학적으로 중요성이 큰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임. 긴급구호 목표를 긴급구호 과정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음<표 6-2>.

－ 1단계 목표는 임신부,  유아, 아동 및 청소년을 상으로 한 

공중보건 서비스를 보장하고, 결핵, 간염, 기생충 감염 등 인구

집단 내 유병률이 높고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을 관리하며, 

필수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공급,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응

급의료체계 지원 등을 통해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능력을 보장

하는 것임. 아울러 2단계 지원을 위한 필요와 우선순위를 파악

하고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것임

－ 2단계 목표는 1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1단

계 지원과정을 시행한 북한 보건의료에 한 사정

(assessment) 결과에 근거하여 1단계 보다 지원의 범위와 내

용을 확 하여 전체 인구집단을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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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장하고, 의료시설과 장비, 상하수 및 쓰레기 처리 능력 향

상을 지원하며 초기 긴급구호 이후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하는 것임

〈표 6-1〉 분쟁 이후 공중보건 재건사업 

공중보건(Public Health)

물과 쓰레기 관리
(Water and Waste

 Management) 

 식수의 정제와 분배,  
 적절한 위생처리를 보장;
 중간의(interim)위생
 처리 및 쓰레기 처리 
 서비스 제공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자원 
 평가;
 원주민 쓰레기 관리 
 능력 지원;
 쓰레기 관리를 위한 
 지리적 계획개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능력배양;
 시골지역 보편적인
 쓰레기 관리활동 확  

의료서비스 제공능력
(Medical Capacity)

 긴급 의료물품과 약을 
 비축하고 분배:
 긴급한 건강문제(질병, 
 전염병, 부상)를 다룰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치료소를 세우거나 
 다시 개원;
 의사와 간호사, 
 스태프 고용

 의료 물품과 약의 
 충분한 비축확보;
 의료자원의 상태를 
 점검;
 응급차 서비스 구축;
 토착 전문지식과 
 통합될 동안 충분한 
 추가의 의료적 지원을 
 제공;
 의료 서비스 제공자 
 훈련

 의료 장비를 현 화 
 시키고 공중 보건 
 역을 확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성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 
 확장;
 현지 병원 관리 능력
 배양
 원주민에게 병원 관리
 이양 

감염병 유행 예방
(Prevention of 

Epidemics)

 즉각적인 예방접종 
 통해 감염병 유행 
 예방

 지역 병원을 통해서 
 잠재적인 감염병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검진
 (특히 난민지구)

 감염성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인 예방접종 
 시행 제도화

보건교육
(Health Education)

 인구에게 
 건강위해요인에 
 해 교육

 건강 위험을 
 발견하고,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설계된, 
 지역기반 프로그램을 
 개발

 가족계획과 에이즈 
 교육이 포함된 
 장기적인 의료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자료: CSIS and AUSA, Post-Conflict Reconstruction Task Framework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and the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y(AUS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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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구호 모니터링과 추가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 긴급구호 지원 모니터링과 후속 추가지원 및 지원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한 조사를 고려할 수 있음

－ 지역별 인구 규모와 특성, 취약인구 규모(감염병 관리 상 포

함), 주요 보건지표(각종 사망률, 유병률 등) 파악

－ 식수 및 기본 위생 실태

－ 예방접종 접종내역

－ 감염병 발생 및 유행 현황과 응

－ 지역의 흔한 건강문제와 보건교육 현황

－ 보건의료 인력, 시설, 장비 현황과 의료 소모품

－ 의약품 사용 및 보유, 보급 현황

－ 추가지원을 위한 지원내용 파악 및 우선순위 설정

〈표 6-2〉 통일직후 보건의료 긴급구호를 위한 단계별 목표

전체 목표 1단계 목표 2단계 목표

 •취약인구 파악
 •취약인구 필수 의료서비스 
  보장
 •의료서비스 제공능력 향상
 •응급의료 제공능력 향상
 •감염병 유행 예방
 •감염병 관리역량 향상
 •보건교육
 •상하수도/쓰레기 적정 처리
 •후속 지원계획 수립

 •임산부 인구 파악 및 산전/
  산후 관리 및 안전한 분만 
  서비스 보장
 • 유아, 아동 인구 파악과 
  필수 예방접종 시행, 
  성장발달 모니터링
 •아동, 청소년 양평가 및 
  건강검진
 •필수의약품, 의료소모품 
  공급 및 적절한 분배
 •응급의료서비스 및 응급이송 
  교통수단 보장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결핵/간염 환자 파악 및 
  치료
 •기생충 구충

 •1단계 목표 유지

 •일반 인구집단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
 •주요 만성질환자 파악 및 
  치료, 보건교육
 •지원 필수의약품 범위 확
 •초기사정 결과에 근거한 
  의료 시설 개보수 및 장비 
  지원
 •상하수 처리 시설/장비 지원
 •쓰레기 위생처리 시설/장비 
  지원
 •향후 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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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 전 등. 남북통합시 초기 긴급구호체계 구축방안. 2013. 한양 학교

3.긴급구호 대상 인구와 필수 서비스 내용

 가. 취약인구

○ 유아(0-1세), 5세 미만 아동,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임산부, 

감염병 환자(결핵, 간염, 기생충 및 기타 법정 감염병1) 의심 또는 

확진 환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합병증 발병 가

능성이 높은 응급환자, 외상환자, 중증만성질환자(천식, 조절되

지 않거나 합병증이 동반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 등임

○ 북한 내 취약인구 규모는 2008년 북한 인구 기준 0세 341,461

명, 1∼4세 아동 1,368,578명, 5∼12세 아동 3,040,247명, 13

∼18세 청소년 5,593,273명, 65세 이상 노인 2,096,648명, 장

애인 817,776명 등임<표 7-3>

1) 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1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제3
군 감염병, 제4군 감염병, 제5군 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 상 감염병, 생
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 

전체 목표 1단계 목표 2단계 목표

 •(말라리아 호발 지역 남북한 
  공동 방역)
 •감염병 예방관리 인력 교육
  훈련
 •주민 보건교육
 •보건의료 시설, 장비, 
 의약품, 인력, 질병, 손상, 
 건강위험요인, 상하수 및 위생
 처리 등 주요 보건 및 환경 
 진단
 •2단계 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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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인구 수는 출산에 한 별도 통계치가 없어 출생아 수 

341,461명을 기준으로 임부, 출산부 인구 및 다태아 출산 건수, 

유산 또는 사산 분만 건수를 고려하면 약 70만 명으로 추정됨

○ 장기간 집중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표적 질환인 결핵 환자

는 9만 6천 명 정도로 추정되며 B형 간염 감염자는 약 13만 2천 

명 정도로 추정됨

○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병 

유병인구(20∼79세)는 86만 명으로 추정됨

○ 북한 내 장애인은 1999년 자료에 의하면 약 76만 명으로 전체 인

구 비 약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2)

〈표 6-3〉 북한 내 주요 건강취약계층 인구 규모 

구분
인구 규모(‘08)

비고
명 %

 0세 341,461 1.42 빈곤예방
 1∼4세 아동 1,368,578 2.85
 5∼12세 3,040,247 12.6
 13∼18세 5,593,273 23.3
 65세 이상 노인 2,096,648 8.72

 임산부 약 70만 명 약 11%
 다태아, 유산 등 고려 필요
 분모: 가임기 여성(15-49세)

 가임기 여성(15∼49세) 6,479,605 52.5  분모: 여성인구
 장애인 817,776 3.4  (3.4%, ‘07, WHO)
 결핵 환자 95,968 0.40  유병률 10만 명당 399명(‘10)
 B형 간염 감염자 132,461 0.55  유병률 10만 명당 551명3)

 당뇨 환자(20∼79세) 860,533 5.3  ‘09년 유병률 

자료: 2008년도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 기준

2) 이철수, 긴급구호, 북한의 사회복지. 한울, 2012
3) http://www.rightdiagnosis.com/h/hepatitis_b/stats-countr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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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질환자 정의

○ 주요 급성 또는 만성질환자(예, 급성 호흡기감염, 위장관감염, 위

염, 천식,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흔한 급성 또는 만성 질환)

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건강상태가 악

화되거나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은 집단들임. 

○ 북한 내 관련 역학자료가 미흡하여 추정하기 어려우나, 남한의 경

우 20세 이상 만성질환 유병률은 19.6%(남자 13.9%, 여자 25.1%)

로 추정됨. 남한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북한에 적용할 경우 북한 내 

주요 질병 유병자 규모는 약 325만 명(20세 이상 북한 인구 중 남

성의 13.9%, 여성의 25.1%) 총 약 1,452만 명으로 추정됨

다. 필수 서비스

○ 취약인구 집단의 우선적인 지원 필요에 응하는 서비스로 임산

부를 위한 산전/산후 관리 및 분만, 유아 및 아동의 필수 예방

접종 지원과 성장발달 모니터링, 아동 및 청소년 필수 예방접종과 

양평가 및 건강검진, 필수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응급의료서비

스 및 응급이송 보장, 주요 감염병 및 감염환자 관리, 의료인력 교

육훈련, 보건교육, 보건 및 환경 진단 등 인구집단의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한 기본 서비스를 의미함

○ 통일 직후 우선순위가 높은 긴급구호 내용을 일차보건의료 개념

틀을 활용하여 긴급구호 사업진단, 긴급구호 사업기획(우선순위 

설정 및 계획 수립), 필요한 자원 확보, 필수서비스 전달, 평가와 

환류 과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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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보건의료 긴급구호와 일차보건의료의 연계를 위한 사업체계 

사업내용 북측 남측

 긴급구호 사전진단

 ·지역별 부족 의약품 및 의료
  설비 자체조사
 ·최소행정단위별 취약계층 집계
 ·발전기를 비롯한 보건의료
  구호에 필요한 의약품 외 
  필요 물자 추산

 ·행정단위별 필요 재원 및 
  물자 추계
 ·의료봉사자 양성 및 실무
  기관별 응매뉴얼 교육
 ·지역별, 통합별, 실무기관별
  상호 연락체계 정비

 보건의료 긴급구호의 
 우선순위 설정, 사업계획수립

 ·현지의 일선 의료인력 확보
 ·응급환자를 위한 지역별 
  종합병원의 환자 후송 및 
  수술설비 등 필요 물자 조사

 ·각 구호 상지역에 한 이해 
 ·응급환자와 만성 질병, 
  전염병 등 치료 상자에 
  한 사전정보 확보

 사업소요 자원 확보
 ·북한 의료인력의 조직화 및
  현지 조달 가능한 물자 확보 

 ·구호물자 및 지역별 
  우선순위 구호분야 선정
 ·물자 수송을 위한 교통망 
  확보 및 이동식 진료버스, 
  의료선, 헬기 등의 교통수단 
  확보
 ·개인용 위생 및 의료키트 
  구비

서
비
스
전
달

 보건교육 및 위생

 ·북측 주민에 한 직접적인 
  교육 실시 
 ·상,하수도 시설과 
  쓰레기처리 등 보건위생 
  시설점검

 ·북측 호담당의사, 간호사, 
  건강관리반에 한 
  Trainers’ training
 ·위생키트 제공
 ·방역사업 수행

 예방접종, 모자보건, 
 가족계획

 ·호담당의사, 간호사 등이 
  남측 의료인과 공동으로 
  서비스 제공

 ·북측 현지의 의료인과 
  공동으로 주민 직접 서비스 
  제공
 · 유아, 산모, 노인 등 취약
  계층의 건강 진단 및 구호 
 ·주요 전염병에 한 
  예방주사접종 실시

 질병예방·치료
 ·호담당의사 등이 
  남측의료인과 공동으로 
  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건강검진, 진료 
  실시
 ·응급수술이나 필요 의약품 
  추가 지원

 양개선
 ·지역주민에 한 지원물자 
 배분 및 지원인력제공

 · 양지원 물자 확보

 식수, 환경개선  ·지원인력 제공  ·시설, 장비, 기술지원

 의료설비, 의약품
 ·현지 행정, 의료인력, 기술진 
  제공

 ·물자 지원 
 ·병원, 진료소, 의약품 
  제조공장 등 기반 시설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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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상 , 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방안. 보건복지포럼. 2007년 10
월호

4. 통일 직후 긴급구호 방안

○ 통일 직후 긴급구호는 지원범위와 지원 상과 지원내용의 우선

순위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함

○ 시나리오 A는 기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인

구집단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이후 관

련 시설과 장비에 지원까지 확 하는 것임. 이 경우 지원 상 취

약인구 규모는 임산부 인구 약 70만 명, 5세 미만 아동 171만 명, 

5∼12세 304만 명, 13∼18세 559만 명, 결핵환자 약 10만 명, 

B형 간염 환자 약 13만 명 등 총 약 1,127만 명로 추정됨

○ 시나리오 B 또한 기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되, 취약인

구집단에 추가하여 주요 질환자(주로 흔한 급성 또는 만성질환자)

를 상으로 필수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임. 이후 후속지원을 통해 

이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주요 시설과 장비를 추가 지원

하는 방안임. 시나리오 B의 특징은 취약인구집단 이외에도 주로 

약물 치료, 복잡하지 않은 시술과 교육 등을 통해 적절한 질병관

리가 가능한 주요 질환자에 한 필수서비스 지원을 포함하는 것

으로 지원 상 규모는 취약인구 약 1,127만 명과 주요 질환자 약 

325만 명 등 총 약 1,452만 명으로 추정됨4)

사업내용 북측 남측

 성과평가 환류 및 사업조정

 ·각 구호사업 단계마다 상시 모니터링 및 의료인력과 물자 
  조정
 ·사전진단과의 오차가 큰 지역 위주로 전반적인 지역 진단
 ·사업주체 간 의사소통체계 보완 
 ·긴급구호 이후 개발이 필요한 병원, 진료소, 보건의료 
  인프라의 우선순위 선정 및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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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C 또한 기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

인구집단과 주요 질환자에 추가하여 그 외 주민들까지 모두 지원 

상으로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주요 급성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더불어 2단계에서는 북한 내 전체 보건의료 시

설과 장비에 한 지원을 시행하는 것으로 약 2,400만 명에 이르

는 북한 주민 전체를 상으로 함. 취약인구, 주요 질환자에 한 

보건의료서비스 보장과 더불어 증상이 없지만 건강위험요인(예. 

흡연, 과다 음주, 신체비활동, 비만 등)을 가지고 있거나 질병 초

기단계에 있는 주민들을 상으로 한 건강검진, 건강증진서비스 

등을 제공함

〈표 6-5〉 통일 직후 보건의료 긴급구호 시나리오별 지원틀

4) 취약인구와 주요 질환자가 중복될 수 있고, 주요 질환 유병율이 남한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지원 상자 규모는 1,452만 명보다 다소 적을 수 있음.

구분 A B C

개괄

 통일 초기 북한의 공중보
 건 및 의료전달체계를 그
 로 유지하면서, 1단계
 에서 취약인구집단 중심
 으로 필수 서비스를 보장
 하고 2단계에서는 취약인
 구 서비스 제공 관련 시
 설과 장비 지원을 추가하
 여 지원내용을 확

 통일 초기 북한의 공중보
 건 및 의료전달체계를 그
 로 유지하면서, 1단계
 에서 취약인구집단과 주
 요 질환자를 상으로 필
 수 서비스를 보장하고 2
 단계에서는 취약인구 및 
 주요 질환자를 위한 1단
 계 지원과 더불어 시설과 
 장비에 지원을 추가하여 
 지원내용을 확

 통일 초기 북한의 공중보
 건 및 의료전달체계를 그
 로 유지하면서, 취약인
 구집단, 주요 질환자 및 
 건강한 인구집단 모두 지
 원 상에 포함하는 것

상자  취약인구  취약인구+주요질환자  북한 주민 전체

자원, 조직, 
전달

 종합진료소/진료소, 
 리 인민병원, 시/군 인민
 병원
 결핵, 간염의 경우 별도의 
 해당 예방원과 요양소

 좌동
 좌동+
 모든 보건의료시설의 
 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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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 전 등. 남북통합시 초기 긴급구호체계 구축방안. 2013. 한양 학교

○ 이상의 통일직후 보건의료 분야 긴급구호 방안은 략적이고, 다

른 가능한 통일 직후 상황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긴급구호 상 취약인구 추정 규모가 

약 1,1270만 명으로 북한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깝다는 점은 긴

급구호의 규모와 범위가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함.

구분 A B C

관리체계
 긴급구호 지원을 
 총괄하는 표조직을 
 설치․운

 좌동+
 호담당의사를 위한 교육 
 훈련 및 역할 확

 좌동

재정
 국제사회의 지원 및 
 남한의 통일을 비한 
 기금

 북한의 자체 재원과 국제 
 사회의 지원 및 남한의 
 통일을 비한 기금

 북한의 자체 재원과 국제 
 사회의 지원 및 남한의 
 통일을 비한 기금
 +일부본인부담

1단계
2단계

 1단계에서 이루어진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우선순
 위와 지원내용을 
 결정하여 2단계에 확  
 지원함

 좌동

 2단계는 취약인구, 
 주요 질환자, 일반인구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1단계 과정에서 
 지원 필요성 조사를 거쳐 
 노후화되었거나 새로이 
 갖추어야할 시설 및 
 장비를 지원

장점

 가장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드는 모형
 투입된 비용과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편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

 북한 내 주민 부분을 
 포괄
 성인 북한 주민들이 체감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접
 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
 이며, 남북한 의료서비스 
 격차 감소

 3가지 시나리오 중 통일 
 초기부터 남북한 격차를 
 가장 신속하게 좁힐 수 
 있는 시나리오임
 북한 주민 모두가 통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음

단점

 지원 초기 의료적 필요가 
 있는 북한 내 주민 일부 
 (예, 주요 질환자 등)가 
 지원 상에서 제외

 남한에서 누릴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가장 
 큰 격차

 남한에서 누릴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과 
 여전히 격차
 지원에 필요한 시간, 
 노력, 비용이 α 시나리오
 에 비해 크게 증가

 3가지 시나리오 중 
 단기간 가장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는 
 시나리오로 실현가능성은 
 가장 낮음
 지원의 효율성도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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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취약인구를 상으로 한 긴급구호가 진행된 이후에 추가 지

원 확 를 고려해야할 주요 질환자 등의 지원 상자 규모는 취약

인구 규모보다 적은 규모이고, 취약인구 상 긴급구호체계를 활

용할 수 있어 추가지원으로 인한 시간적, 행정적, 경제적 부담 등

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통일 직후 긴급구호 지원체계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 은 이후 후

속 지원에 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후속지원의 효과성

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제2절 종합토론

○ F : 통일 직후에 남북한 간에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지금 우선적

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의료전달체계가 지금 상이한데 이

것을 지금 어떻게 동일화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지금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1, 2단계하고 또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체적

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통일 이후에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

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가 발제자님한테 이런 것을 듣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갑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행

운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L : 제가 조금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의료분야에서 전문

가들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는 사실 공무원이 서비스 마인

드가 없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할 때 문제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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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제

가 보면 약의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북한 제

조의학품의 신뢰도 문제가 상당히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 주사약

을 쓰기도 힘들 정도로 있다 한다면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쓰고 

부작용 같은 것이 발생한 것은 아마 조사 안 됐겠죠. 그런 것이 하

나 있고, 오남용 실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약에 한 신뢰가 상당히 저하가 될 텐데 가정상

비, 옛날 전통 로라면 한방 같은 것, 이런 것은 한방 수준이라든

가 이런 것은 상 적으로 불신의 결과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보

다 적지 않은 연구나 역량은 갖추어졌는지, 그에 한 신뢰도는 

어떤 것인지. 전통적인 가정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

고, 그런 것은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S : 약물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보 던 것은 저희가 그나마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공항이든 약품 파는 곳에서 수거를 해서 체

계적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약물 관련해서 한 번도 검사를 

안 했었기 때문에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평스제라고 그래서 평양하고 스위스하고 제약회

사가 합작해서 약품을 제조해서 수출도 고려하는 단계까지 갔었

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약회사 수준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인데, 

그 약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밖에서 평

양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파는 약물의 수준이 생각보다 그 중에 미

비한 부분이 있겠다. 그 다음에 그 약품의 신뢰라는 것은 뭐냐 하

면 약품자체의 부작용도 있겠지만 안정성이 있는 믿고 먹을 수 있

는 약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돼서 제가 

따로 확인해 보니까 많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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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품 자체가 품질이 떨어지는 것

도 있겠지만 좋은 약품, 그러니까 품질이 있는, 아주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기본약품을 관리하는 수

준은 지금 낙후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치료비, 상비약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접근한 것들은 할 수 있

겠지만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결국은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통일 직후

에는 의료서비스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겠고. 상비약하고 치료법 

관련해서 보니까 나름 하시는 것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내에서 그럼 책자 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가정 내에서 하시는 것들이 근거가 있

는 것들이 사실은 떨어질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을 일단 긴급구호단계에서 집집마다 방문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런 부분을 같이 점검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내에 도

체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확인해서 거기에 해서 아까 

교육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문제에 해서는 적절한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하시도록, 또 기존

에  잘 하셨던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안내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C : 원래 의료 붕괴되고 나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민간요법을 좀

하라고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주체가 원래 또 한방하고 

양약하고 섞어 가지고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J : 긴급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119, 이북에 119체제가 어떻

게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것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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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죄송하게도 제가 현지 그 부분은, 

○ J : 우리하고 같습니까? 119 차가 있습니다. 

○ A : 네, 119 차 있고 앰뷸런스 있고, 거의 똑같습니다. 긴급 

emergency에 해서도 나름 로 자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L : 평양하고 지역 지방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 A : 당연 차이가 있죠. 

○ F : 선택 받은 사람하고 선택 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 L : 그러니까 체계가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정도가 있고 없고

의 차이면 평양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 F : 도시에는 있습니다. 

○ S : 그런데 제가 평양에 방문했을 때 여쭤봤습니다. 이 지역에 미

진료소니까 좀 급한 일이 생겨서 큰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

십니까 그랬더니 적절한 교통수단을 구하기가 단히 어렵고, 그

래서 간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응급의료체계가 평양 시내에 어떻게 됐는

지 모르겠는데 상당부분 붕괴되어 있다. 만약에 움직인다 하더라

도 자가, 스스로 차가 됐든 주변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가지 우리

나라처럼 119 딱 눌러서 119 차가 발생한 곳까지 와서 이렇게 가

는 시스템은,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 L : 그러니까 지방은 없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응급체제가 지방은 

취약하죠. 북한은 평양이나 평양과 비슷한 데 외에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36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 C :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부족하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 L :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 시나리오 할 때 공 의료

체계랑 사회보험이랑 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

는 의료체계가 구성될 때 가장 기본적인 틀이 재원하고 공급체계

를 민간이 하나 공공이 하나, 그것이 기본틀이지 않습니까? 그런 

틀 입장에서 보면 국 의료체계나 사회보험이나 사실은 그런 어

떤 기본적인 틀의 스펙트럼이지 이것 아니면 저것은 아닌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장점하고 단점이 그것

의 구성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주가 재원은 건강보험에서 공공에

서 나오는 공급체계는 민간에 의지하는 그런 체계에서 물론 장점

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만

약 통일돼 가지고 시나리오를 할 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남

쪽이나 북쪽의 어떠한 의료체계의 문제점까지 고려해서 공통의 

좋은 것을 만든다고 그러면 통일된 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그것이 꼭 남쪽의 것을 쫓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

면 남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 스펙트럼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공공의료체계가 더 셀 수가 있습니다. 그

러면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북한 그것을 할 때 반드시 국 의료

체계에서,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깔리는데 그 중에서 

주로 여기서 국 의료체계라는 것은 공급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그것이 반드시 남쪽의 의료체계처럼 민간 주도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S : 저희 연구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체계는 

뺐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동독의 사

례를 보니까 동독에 간략하게 언급된 부분이 동독에서 활동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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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아까 1차 진료가 사실은 일단 먼저 중요한 부분이라서 병원이

야 어쨌든 국 방식으로 가는 부분 외에는 다른 안은 없을 것 

같고요 외래는 북한에서 활동하시는 의사 분에게 민간부분에 개

입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유재산관리가 좀 더 확 되니까 그

런 역할에서 의료진료 부분을 활성화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체계와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특정한 것을 뭘 어떻게 하자라는 

부분들이 사실 그 당시 연구 때는 진도가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그 연구했었던 내용에서

는 일단 뺐습니다. 

○ L : 예를 들면 동·서독에서 지적되는 것이 의료체계에서 원래는 

동독에서 좋은 면도 가져다 쓸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외래

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면 외래, 그러니

까 병원 아닌 그런 것의 가능성으로 많이 했는데 통일되면서 서독

의 민간의료협회나 그런 쪽에 어떤 이해관계에서 그것을 법적으

로 보장을 했지만 그것을 조금 실행 안 되는 쪽으로 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알려서

도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 S : 폴리클리닉이 없어진 것이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폴리

클리닉을 잠깐 설명 드리면 요즘 여러분 병원 가시면 내과, 가정

의학과 이렇게 따로 가시지 않습니까? 폴리클리닉은 주요한 몇 

개 과가 외래를 같이 진료를 하는 겁니다. 신 거기에 관찰병상

이 있어서 ‘조금 이게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병원에 옆에 

두고 관찰했으면 좋겠다.’ 하는 관찰병상이 있고.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좋냐 하면 보통 나이 드신 분 아까 우리 건강문제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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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가 혈압이면 혈압 딸랑 하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쳐서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심장문제도 문제 있고 아니면 다른 

데 뼈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된 분야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장점이 말씀하셨던 폴리클리닉입니다. 

그런데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역

할을 하는 기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의료적 

수요가 복합적이고, 그 다음에 북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그런 복합적이고 다른 전문가들의 많은 

도움 필요한 진료에서는 폴리클리닉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저는 오히려 폴리클

리닉은 같은 것들이 북한 내에 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 D : 변론하고 전체적인 틀이 남북한 교류협력본부 설치, 운  등

등 이것이 단히 평화로운 남북한을 가정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시리아 난민사태라든지 또는 아프리카 난민문제

를 보고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 남한으로 내려올 것 같다. 왜냐하면 시리아에서도 지금 그렇게 

막는데도 다양한 루트가 뚫려 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때 상황이 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꾸

로 보면 지금 이 말씀은 별도의 통일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

에서는 도 체 그 개념이 통일 연방인지, 아니면 진짜 통합인지 

통일인지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특히 이 경우를 이국적 간

에도 이러한 난민사태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로 통일됐을 때 더 심

각한 난민사태가 우리에게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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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나마 북한

에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무엇을. 또 하나 문제는 하나의 제도로서 

성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치상으로 

봐도 지금 돈을 한 50조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5조를 우리가 

따로 만들어줘야 되고, 25조를 북한에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불가

능한 것이 북한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25조가 아니라 50조 이상

의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델이 가지

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입

니다. 

○ S : 정책과제는 약간 생략이 되어 있는데 긴급구호 전에 그래서 

남북 간에 통일사태 그 전에 남쪽에서 이런 정책과제를 진행하자. 

○ D : 저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실에서는 협정의 상이 없다는 얘

기입니다.

○ S : 이것이 통일 전에 해야 될 과제를 제시한 겁니다. 남쪽이 해야 

될 정책과제가 통일 직후에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전단계에

서 했던 겁니다. 지금 해야 될 것, 통일 전에 해야 될 것을 제시했

던 것이 보건복지협정 체결, 지원교류협력본부를 설치를 말씀드

린 겁니다. 이것은 긴급구호 상황이 발생에 한 겁니다.

○ D : 그 협정체결이 그 사람들이 응하겠느냐가 전제가 되어야죠.

○ S : 이것은 사실 사족이고요 결론은 앞에 긴급구호 안에 있는 과

제가 핵심입니다.

○ D : 그러니까 그 긴급구호가 전제가 있어야 긴급구호가 만들어진

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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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그 다음에 재정투여와 관련해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다른 나라

의 제도를 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쿠바 같은 경우 

나라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비 6분의 1도 안 됩니다. 6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거기의 건강수준이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남쪽하고 미국하고 건강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래

서 저희가 외국의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들의 기 효능을 

보게 되면 략 5천 불까지는 거의 소득에 비례해서 쭉 올라가게 

되고 그 이후는 굉장히 국가별로 소득수준이 다 같다 하더라도 국

민들의 건강수준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아마 투입한 비용 비 쭉 증가하겠

죠. 여기에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위생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

서. 그런데 그 이외의 경로는 다른 경로로 갈 수 있고. 두 번째 쿠

바의 사례처럼 비용을 적게 들인다 하더라도, 쿠바가 사실은 시스

템이 북한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시스템도 제 개인적인 

희망은 사실 아주 아카데믹하게 근거가 있어서 주장한 것은 아니

지만 가능한 모형은 있다. 그런데 남쪽은 아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형도 제가 외국의 학자 분들에게 여쭤보게 되면 통일이라는 과

정이 일방적으로 남쪽으로 똑같이 동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쪽도 어떻게 일정정도 

향을 받을 것이고, 북한도 그러면 그 와중에서 남쪽만이 아닌 

여러 다른 나라의 가능한 안들을 보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은 그래서 꼭 남쪽에서 돈을 설령 50조를 붓는다 하더라도 똑같

은 효과를 기 하기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북한의 현지 상황에 맞

춰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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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사회적 역량을 발휘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돈 얼마 넣고 어

떻게 바뀔지는 저도 단히 쉽지 않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E : 지금 통일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통일을 만약에 급변적 사

태를 예상한 상태에서 긴급구호라고 그러면 말씀 로 이것이 다

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가 과연 북한에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부터 따

져야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복잡한 변수들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와 같은 보건의료 이런 부분에나마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긴급사태 때 어느 정도 우리 우

왕좌왕하지 않는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U : 현재는 그럼 어디까지가 보건의료부분에서 협력이 이루어지

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현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일지, 가장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일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현재 북한과 남한의 보건의료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공동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

떤 부분이 같이 준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는 가장 부

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 F : 남북한 간에 협력을 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가

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같습니다. 좀 나

쁘게 표현하면 북한이 승인해야만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깰 것인가에 해서도. 무조건 주겠다라는 생

각만 가지고, 또는 협력하겠다고는 생각만 가지고 가면 절 로 이 

문제가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일 큰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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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하고 뭐를 하면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면 북한은 당연

히 응해 주겠지. 절 로 그것은 아닙니다. 

○ C : 저는 궁금한 것이, 무상치료에서 유상치료 해서 본인부담이 

늘면 북한 인민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 O : 어쨌든 반발을 하겠죠. 돈 내라고 그러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 F :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실이 우리 유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과연 좋

은 제도 는가에 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야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L : 무조건 다 부담하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Z : 북한의 무상의료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NHS.

○ F : 그 시스템에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발선이 사회주의가 가

지고 있었던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에 한 시스템을 지금 논쟁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폐해 때문에 저 

국가들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시스템이 망한 것 아닙니까? 

○ L : 그것은 아닙니다. 

○ C :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국식 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가지고 북한의 무상치료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 F : 그리고 국의 제도에서 잘 아시지만, 그럼 국의 제도가 그

것이었는가. 환자들에게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는가에 

한 문제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 L : 그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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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

는 제도의 장점은 최 한 살려가면서 저쪽 제도를 지금 받아들여

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가겠다? 

국의 NHS 시스템 그것이 60년 에 처음 나왔을 때 내놨던 그때

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닙니까. 

○ C :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은 보건의료부분은 한국의 약점을 주

로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통합을 하자고 그래서 보장성의 범위를 

좀 넓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리망은 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

아들이고, 그런 약간 중립적인 주장이 최근에 설득력을 얻고 있습

니다. 

○ A : 단순히 우리가 보통 독일 통일을 사례로 많이 드는데 동북권

이 체제전환을 하면서 좋은 모델이 없어 가지고, 혼란이 있었습

니다. 나름 로 혼란을 거쳤었는데 물론 동독은 서독과 통합이 돼

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동독은 일체 혼란이 없었던 것이 서독의 

선진제도를 그 로 100% 이행을 했기 때문에 혼란이 없었습니

다. 뭐냐 하면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남쪽의 제도와 북쪽의 좋은 

제도를 창조적으로 만들자는 그 말씀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

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체계가 무상의료가 다 무너졌습

니다. 북한사회에 무상의료가 없습니다. 무상의료가 작동하지 않

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서 무상의료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단계적으로 방법을 선택해

야 되겠죠. 그럼 도시까지는 일단은 1단계로 우리가 하고 나머

지 지방의료는 북한에 하자든지 그런 안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

지만 제가 볼 때는 양쪽이 합의해서 창조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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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한민국 제도가 잘 발전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 기본전제는 부분 우리가 북한하고 합의통일

이나 부분 급작스럽게 우리 주도로 한다는 것을 부분 전제로 

두고 연구가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분야는 그것

이 100일이 될지 그 기간을 정해야 되겠죠. 100일 계획, 6개월 

계획, 1년 계획. 보통 한 1년까지를 긴급구호로 생각하면 될 겁니

다. 그 중에 제일 급한 것이 100일 계획입니다. 긴급사태가 일어

났을 때 100일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

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이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려면 

100일 동안 식량 공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갑

자기 북한사람이 막 내려올 때 북한이 갖고 있는 전염병이 우리한

테 폭발적으로 온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 북한을 잘 아시다시피 

괴병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인성병도 많고 우리가 체계가 다

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약도 없고 

수술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긴급하게 구

호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긴급이동식차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군 에서 군  막사이동식으로 군용차를 만

들듯이 그런 차량을 엄청나게 몇 면 몇  도 단위로 몇  몇 

 다 해 가지고 우리 남쪽에 있는 의료기관을 차출하든지, 또는 

병원 의사를 차출해서 북한 전역에, 수인성 환자 이것을 하는 그 

작동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 가지고 북한의료체계를 이용한다? 작

동이 안 되는데 무슨 의료체계를 이용합니까? 그것을 하나 좀 생

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낀 것은 두 가지입니다. 100일 

목표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서독이 통일될 때 89

년도에 헝가리에 군통선이 무너지면서 동독이 다른 나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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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으로 건너 왔을 때 거의 한 35만 명이 넘어왔는데 90년 에 

들어와서는 하루에 2천 명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베

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사람이 2천 명이 서독으로 넘어왔습니

다. 그것을 일사분란한 군  작전하듯이 서독에서 다 막았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런 사태는 군  작전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냥 

막 편안하게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북에 계신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정보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옛날

하고 달라지겠지만 과거에 북한에 정보가 적게 들어갔을 때는 그

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교통수단이 없

으니까 내려올 길도 없죠. 동·서독만 해도 교통수단이 상 적으

로 좋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선은 그분들이 그 땅에 안

주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를 식량과 의약품, 필요한 것 무슨 된장, 

고추장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일단 살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긴급

의료 그것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 

뒤에 지난 것을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긴급구호

가 제일 중요하지 나머지 한 1년 정도 지나서 통일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우리 시스템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정책방법을 서독이 동독에다 100% 서독 제도를 하듯이 우리

의 제도를 100% 그것도 하루아침에 할 것이냐 단계적으로 할 것

이냐. 

○ E : 이 10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왜 나와 있는지.

○ A :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제가 어바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

리가 머릿속으로 한 100일, 예컨  6개월, 1년 이 정도로 긴급의  

단계를 100일이 무슨 특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해 보

자. 보건분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분야에 100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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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경제, 보건의료, 모든 이런 문제를 한 100일 정도가 가장 급

박하지 않겠느냐. 그때의 우선순위를 우선 둬 가지고 그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한 번 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

음에 second base로  100일을 연장해서 한 6개월 단위로, 그 다

음에 한 1년. 그러니까 긴급구호의 개념은 1년으로 끝난다고 개

념을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년, 3년, 4년, 5년은 제 얘

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단 의

료통합을 하면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급박한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 없이는 1년 단위 2년 뒤에, 3년 뒤에 계속 

백 날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 J : 저도 북한에 가서 병원에를 한 번 가보니까 기초체제 자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병원에를 갔는데 애들이 환자복을 안 입

고 엄마들이 입고 앉아 있다든지, 기타 병원의료가 제가 그냥 잠

깐 본 사례로는 평양이었는데도 처절한 정도 는데 의사들의 열

정은 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넓적다리 살이 온전한 의사가 거의 

없답니다. 그렇게 화상치료 환자들한테 자기 살을 떼어줄 정도로 

인간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

니다. 그래서 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없는 속에서는 

더 열정도, 또 그런 인간애가 더 발휘될 수 있으니까 그냥 서로 통

일만 되면 이쪽이 갖다 주던 저쪽에서 되던 양쪽이 잘 협력하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S : 북한의 체제가 어떻게 할 것에 관련돼서 보건의료 말고라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이기는 한데, 북한의 체제를 그 로 하자는 것

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남한에 북한에 다 적용 가능하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변화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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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들이 사실은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교류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서 사실은 서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되

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긴급지원을 할 때도 사실은 이것이 우리 

남북 간에만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

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투명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정작 긴급지원이 됐을 때 국제사

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 준비과정에서는 그런 논의도 사실은 상당히 생략되어 있기 때

문에 긴급지원단계에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 준다는 것뿐만 아

니라 이 긴급구호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할 중

요한 역할, 그러니까 국제사회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와 관련

돼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긴급구호 관련해서 투명하게 진

행되고 있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고려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요인 

분석-제도 SWOT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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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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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제발표

  이철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요인 분석을 바탕으로‘남북한 

복지통합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다.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의 분석

결과, 첫째, SO전략(우선순위전략)은 남한의 경우 적용 상의 포괄성 확

와 무상복지제도에 한 도입 검토, 북한의 경우 복지체제의 정상화, 

취약계층의 구호와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표된다. 둘째, ST전략(해결

과제전략)은 남한의 경우 통일이후 북한에 한 복지지원으로 인해 기존

의 내재된 남한의 강점에 한 제도적 균열이 우려되고 지원 자체 한 

정서적 지지도 미비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의식 퇴보와 분배부정이 우

려된다. 셋째, WO전략(우선보완전략)은 남한의 경우 통일이후에도 여전

히 약점으로 지속되는 것은 급여수준의 적절성과 복지재정의 안정성인 

반면 복지사각지 의 존재나 규모는 통일이후 북한의 향으로 인해 일

정부문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북한은 통일이전의 약점은 통일이후 

남한의 지원으로 인해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WT전략(회피

1)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요인: 제도와 SWOT분석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015 하
반기 제27권 2호(통권 제64호)에 게재된 것임을 밝힌다.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요인 
분석-제도 SWOT 전략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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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전략)은 남한과 북한 양자 모두 통일이전 약점이 통일이후 위협과 직

접적인 관련이 되는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

주제어: 사회복지, 사회보장, 복지체제, 남북한 사회복지체제, SWOT

1. 서론

통일한국의 사회복지는 (남)북한 주민의 가족해체와 불평등을 방지하

는 ‘법적 기제’이자 궁극적인 ‘내적 통합’의 제도적 수단이다. 때문에 통

일한국의 사회복지는 ①국민들-특히 북한주민-에게 개인과 가족의 생계, 

②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요소, ③정서적 일체감, ③사회적 연 성, ④통

일에 한 기 감 충족, ⑤통일에 한 불안감 해소시키는 1차적인 요소

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자 정책과제이다.

한편 이를 위한 통일사회복지전략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①사회정책, 노동(고용), 주택, (최저)임금수준, (최저)생계보장, 

생활수준 향상, 소득보장정책, 취약계층 긴급구호, 저소득층 자활지원 등 

사회복지와 연계된 분야와 이들을 동시에 같이 봐야하는 한 축, ②통일의 

전제된 문제인 체제(이행) 통합기준-속도-방식, 세부 분야별 통합기준-

속도-방식 등 남북한의 통일 기준과 환경에 따른 상위 범주의 한 축, ③이

에 소요되는 전체 재정부문 조달과 확충 방안의 한 축, ④아울러 이를 사

전에 준비하고 교육 및 ·훈련하는 한 축이 모두 연계된 문제이며, ⑤이러

한 축들을 정책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분리·통합·(한시적) 유예를 적용

할 것인지에 따라 각각의 접근과 해법을 달리하고, ⑥이것은 우리의 통일

철학과 남북한의 현실, 통일의지와 능력에 한 사실상 현실적 차원의 합

리적인 조합-실현가능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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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앞서 선결해야하는 과제는 복지체

제 이질성과 더불어 남북한에 상존하는 각 사회복지 제도의 간극에 한 

분석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사회복지의 제도별 근친성과 이질성, 공통점

과 차이점 등에 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간극의 정도에 접근하는 바로

미터이다. 즉,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된 제도별 간극은 궁극적으로 남

북한 사회복지 통합 기준과 방식, 속도와 범위, 제도별 급여 수준과 운

원리 등에 한 합리적인 접근을 위한 근거이다. 결국 상술한 논증을 바

탕으로 할 때 통일한국에 있어 통일사회복지는 통일의 가장 큰 내용물-민

족복지를 결정하는-임을 인지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는 평화롭고 

질서 있는 통일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요인 분석하여 ‘복지통합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반도통일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은 

남북한 주민의 ‘균등한 삶’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의 통합문제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북한주민에게 있어 통일이 가져다주는 선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 사회복지통합은 통일의 이슈이

자 나아가 궁극적인 남북한 주민의 내적통합의 수단이자 윤활유이다.

그렇다면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은 반드시 의무적인 문제인가, 또한 통

합 시 어떠한 효과는 있는가, 이를 차치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통일이 될 

경우 통합의 가능성은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가능한 분야는 

무엇인가, 만약 이와 반 로 불가능하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

해야하나, 또한 현실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통해 통합속도를 조절할 필요

는 없는가 라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이는 비단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사례에 국한되어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분야를 열거하면 첫째, 추상적 

차원의 복지이념통합, 제도적 차원의 각종 사회복지 제도통합, 현실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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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복지수준 통합의 1차적 범주가 있다. 둘째,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법

령, 적용 상, 급여종류, 급여조건, 급여수준, 재정부담, 전달체계, 관리

운  통합의 2차적 범주가 있다. 셋째,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이고 실

천적인 차원의 3차적 범주가 있다. 넷째, 이러한 것들을 견인하는 매개적

이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남북한의 복지통합 전후의 협상과 절차, 남북한

의 경제력, 재원조달 방안 등의 4차적 범주의 스펙트럼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범주 하에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를 중심

으로 통합 전략-가능성-에 해 고찰하고자 하는데 무엇보다 이는 복지

통합의 1차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사회보장

의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건의료제도의 건강보험, 공적부조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요보호 상인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를 놓고, 남북한 

복지통합 시 장점과 단점, 위기와 기회에 한 SWOT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가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에 한 SWOT분석을 시

도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가 국내외에 전무하고 남북한 

양자의 사회복지제도 자체에 한 SWOT분석을 통해 통합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방법은 남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한 비교연구방법을 

시도하 으며, 사회복지제도에 한 분석틀은 길버트와 테렐의 기준을 

우선 활용하 다(Gilbert, N. and Terrell, P., 2010: 69-70).1) 이에 따

1) 〈표〉 사회보장제도의 차원(Dimension of Social Security Programs) 

구분 내용 추세
적용 상  누구에게 급여를 할 것인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급여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추상적, 제한된 급여에서 구체적, 다양한 급여로
전달체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공공기관에서 공사혼합으로, 소득+서비스의 통합에서 분리로

재정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방형의 범주적 보조금에서 폐쇄형의 포괄적 보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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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본 연구의 주요 서술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복지를 제도와 

현실-적용 상-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둘째, 남북한 복지통합의 

장점과 단점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남북한 복지통합의 위기와 

기회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2. 남북한 복지 비교: 제도·현실

  1)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기능과 급여 중심 비교

남북한에 현존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복지를 보는 범위와 구조에 따

라 각기 달리 할 수 있다. 이에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중 그 기능을 중심으

로 하면, ①상호 동질적으로 존재한 제도, ②상호 부재한 제도, ③부분적

(지역적・ 상적)으로 일부 존재하는 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상호 기능적으로 동질적인 제도로는 남북한 모두 공적연금, 산재

보험, 사회보훈이 있다. 또한 표적인 보건의료제도로 남한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북한은 무상치료제 등이 있다. 다음으로 상호 부재한 제도로

는 남한의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복지서비스(최근 북한 일부 존재), 근로장려세

제, 북한의 배급제(남한 일부 현물급여수급) 등이 각각 존재한다. 마지막

으로 부분적(지역적・ 상적)으로 일부 존재하는 제도로는 고용보험과 

시설보호 등이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역의 제도를 총망라하여 

기능 중심의 남북한 사회복지 주요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 [그림 

7-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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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기능 중심의 남북한 사회복지 주요 제도 비교

· 고용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연금
· 의료급여

· 중증 장애인연금(수당)
· 긴급복지
· 재해구호

· 사회복지서비스
· 지자체별 공공서비스

· 근로장려세제
· 최저임금제

· 민간 사회안전망 등

· 국가공로자연금 
· 영예군인연금

· 제대군인생활보장비
· 유(가)족연금
· 식의주배급제
· 무상치료제

· 간병요양(거택)
· 무상보육·탁아제도

· 무상교육
· 산전산후휴가

· 장애인(연금)서비스
· 보조금

* 30여 사회적시책
* 36개 연금

· 공적연금(노후보장)
· 산재보험(노동재해보상)
· 사회보훈(국가적 공로)건강보험

• 남 한 • 북 한

주: 1) 가운데부문이 동질성을 가진 제도.
     2) *부문은 북한의 주장이나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
자료: 이철수(2014: 193)를 토 로 수정·보완.

기능중심의 구분과 달리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살펴보면, 남북한 모두 사회복지 제도를 일정부문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기본적인 체제 차이로 인해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상당부문 

수평적 관점에서 차이점과 운 원리상의 이질성이 존재한다. 반면 남북

한 모두 해당 체제를 떠나 사회적 위험에 응하는 제도로서 존재하는 공

통점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사회복지의 고유한 제도적 속성, 즉, 노령,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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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실업, 재해 등에 한 국가적 차원의 인식과 그로 인한 정책적 집행 

수단으로써 제도화된 사회복지 기능에 기인한다. 또한 이는 특정 체제를 

떠나 인간 생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체제나 국가를 떠나 정부차

원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필요한 역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유사 급여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상위제도별 역으로 구분하 다. ①사회보험, ②공공부조, ③사회

보훈, ④사회복지서비스, ⑤사회서비스, ⑥긴급구호, ⑦재해(난)구조, ⑧

민간 사회안전망, ⑨지자체별 복지서비스, ⑩기타 사회복지제도로 구분

하여 접근하 다. 그리고 이는 현행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를 중심으로 북

한의 사회복지제도를 입한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후술하겠지만 남한

의 사회복지제도가 북한에 비해 세분화되어 있으며 사회변동과 비례하여 

작용과 반작용으로 인한 제도적 역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

분을 기준으로 각 제도별, 역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상과 급여기

능 중심으로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의 경우 남북한 모두 각각의 위험에 비하여 존재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남북한 양자의 차이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부문이

다. 먼저 공적연금의 경우 남북한 모두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가 존재한

다. 그러나 남한의 공적연금은 도입시기를 중심으로 근로신분에 따라 국

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우체국 등)으로 

구분된다. 

반면 북한의 공적연금은 전체 근로자와 사무원에 적용되는 노령연금과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제 군인 생활보상비(남한의 군인연금 같은)가 있

다. 그리고 남한의 국민연금의 급여종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유가족연금

이 노령연금과 별도로 수평적인 현금급여로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유가

족연금은 근로기간 중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데, 이는 남한 국민연금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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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연금과 비슷한 원리이다. 또한 북한은 국가공로자연금이 있는데, 이는 

가입자가 근로기간 중 공훈과 포상을 합산하여 일정수준 이상이면 해당

되는 공적연금이다.

한편 남한은 공적연금 이외에도 가입자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 가입하

는 별도의 사적연금(시장)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함

에 따라 공적연금에 한 사적연금(시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허용되지

도 않는다. 한편 이와 관련 북한은 1995년 별도의 공공사회보험을 도입

하 지만 임의가입 형태로 존속하고 매월 납입금을 납부할 만큼의 소득

수준이 되는 근로자가 극소수임에 따라 가입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

려졌다.

다른 한편 남한은 이와 별도로 비교적 최근인 2005년 퇴직연금(기업연

금)을 도입하여 공(사)적 연금이 다층연금 형태로 도입, 운 되고 있는 추

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경우 남한은 다양한 제도와 급여로 보장받고 

있어 다층연금 체제를 지향하지만 북한의 경우 국 중심의 단층연금체제

라 하겠다. 

고용보험의 경우 남북한이 가장 차이가 나면서도 그 기준을 어디에 두

느냐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하는 역이다. 남한의 경우 1995년 고용보

험을 도입하여 1997년 IMF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확 ,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고용보험은 아니지만 고용보험 급여의 성

격인 실업보조금이 1946년 도입, 1958년부터 지급이 중지되었다. 따라

서 이후 북한은 국가차원에서 실업에 한 현금급여가 존재하지 않고 적

어도 공식적으로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4년 시작된 개성공단의 경우 북측 개성공단근로자들에 

한 실업보조금이 지급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실업에 한 현금급여의 보상근거이고 이는 기존 실업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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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하던 북한 체제와 상반된 견해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근거는 

개성공단의 경우 실업보조금 지급주체가 남측 기업임에 따라 북한의 입

장에서는 다양한 기능의 급여와 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이

러한 수당을 통해 북한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은 법적기제가 완비하게 

된다.

때문에 고용보험의 경우 남한은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존재하나 북한

은 체제성립 초기에 이와 유사한 급여가 존재하 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

의 모든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사업장에 한해서

는 이와 유사한 취지와 기능을 하는 급여가 존재한다. 즉, 북한의 모든 사

업장에는 고용보험 성격의 급여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실업급

여를 보장하는 개성이라는 일부 지역의 사업장이 존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남한은 상당부문 체계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급여와 보상기준 및 형태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산재보상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소수의 폐질연금이 있을 뿐이다. 북한의 표적인 산재보상 관

련연금은 폐질연금과 노동능력상실연금이 있다. 또한 산재로 인해 보건

의료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무상치료를 통해 보장받는 구조이다. 

즉, 북한의 경우 남한과 같이 산재보험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산재보

상 급여가 현금과 현물로써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은 앞서 

상술한 고용보험과 비슷한 제도 운 원리에 기인한다, 한편 북한은 일부 

외국기업에 해 분기별 연 4회 노동보호비라는 명목으로 이를 부담하게 

하는데 이 노동보호비의 성격이 산재보험료와 동소이하다. 또한 상술

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95년 보험법을 통해 가입자의 생명(인체)과 재해

에 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 보험은 임의가입이고 소득이 

낮은 북한 근로자들이 다수임에 따라 가입자가 그리 많지 않아 효율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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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보장의 경우 남한은 가입자(사용자) 부담의 건강보험, 북한은 

서비스 상자의 재정부담이 없는 무상치료제를 통해 각각 건강권을 보장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운 원리에서 남북한은 상당부문 차이가 있다. 

즉, 남한은 일정한 재정기여를 통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 반면 북한은 제

도적으로 무기여에 의한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무상치료

제의 질적 수준과 의료 서비스 공급능력에 관한 현실적 차원의 의문은 여

전히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빈곤의 현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남한에만 존재하는 제도이고 북한에는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은 장기 와

상환자의 경우 거택보호를 통해 보호하고 있고 이는 요양보호제도에 해

당된다. 즉, 남북한 모두 상호 유사한 요양보험제도가 있으나 그 보호 

상과 취지, 급여수준에 있어 상당부문 차이가 나는 제도이다. 즉, 남한은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한 서비스이지만 북한은 장기 와상환자 중심의 

재택보호서비스이다.

둘째, 공공부조의 경우 남북한은 상당부문 차이가 확연하다. 남한의 경

우 빈곤층에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저소

득층 노령인구에 한 기초연금제도, 중증장애인에 한 지원을 보장한 

장애인연금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남한은 빈곤층에 한 현금과 다양한 

현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빈곤층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북한의 법령에서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명시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북한은 적어도 배급제를 통

해 빈곤층의 발생을 억제한다고 보기에 이러한 행태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북한은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의 지급 상

이 다소 생존권에 위기가 있거나 건강, 장애, 부양의 문제가 있는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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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된다. 따라서 딱히 한마디로 북한의 공적 부조는 부문적으로 극히 일부

를 상으로 존재한다 하겠다.

또한 남한의 의료급여는 북한의 무상치료제를 통해 보장되며 남한의 

기초연금은 북한의 노령연금을 통해 보장된다. 아울러 북한의 경우 상술

한 바와 같이 의식주 배급제를 통해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체

제이다. 따라서 북한의 의식주 배급제의 역할과 기능은 단히 의미 있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인데, 그 기능과 원리상 이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

스에 중복되는 기능을 하는 제도이다.

한편 장애인의 경우 남한은 장애인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에도 장애인에 한 보조금이 존재한다. 또한 장애의 원인이 국가적 

공훈이거나 노동재해일 경우 부문적이지만 현금과 현물이 동시에 지원된

다. 따라서 장애인연금(보조금)의 경우 남북한은 공공부조의 형태로 존재

한다. 

셋째, 사회보훈의 경우 남북한 모두 현금과 현물급여로 존재한다. 사회

보훈은 남한의 경우 보훈연금으로, 북한의 경우 국가공로자연금, 예군

인연금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울러 현금급여 이외에도 남북한 각각 서비

스 상자의 보건의료 보장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수

준에 한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상호간의 제도적 

동질성에 가장 근접한 것이 사회보훈제도이고 급여의 종류 또한 비교적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국가공로자에 한 예우가 여

타분야의 급여보다 상당부문 매우 높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남한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복지 등에 한 다양한 지원이 국가나 전

문 전달기관을 통해 위험별, 욕구별로 프로그램화와 체계화되어 있다. 반

면 북한은 위의 상자에 한 지엽적인 지원에 국한된다. 여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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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산후 유급휴가, 아동의 경우 무상의 탁아서비스와 교육, 청소년의 경

우 무상교육, 장애인의 경우 취업알선과 보장구지원, 보조금 지급 이외에 

이렇다 할 급여-재활이나 특수교육-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북한은 무상탁아와 무상교육을 제외하고는 나머

지 상에 한 사실상 거의 전무한 법적 서비스 내용을 갖고 있다.

다섯째, 사회서비스의 경우 남한은 보편적인 고용지원서비스, 공적부

조차원의 저소득층 교육지원과 주거지원, 보건의료지원이 있다. 반면 북

한은 이와 사뭇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고용지원의 경우 제도적으로 완전

고용을 추구하고 있음에 따라 최초 취업이외에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불필요하다. 교육의 경우 무상교육, 주거복지의 경우 주택에 

한 국가의 공급제, 보건의료서비스는 무상치료제와 중복되는 구조이

다. 따라서 크게 보면 사회서비스는 북한에 비해 남한이 저조하다 할 수 

있으나 이는 질적 수준을 제외한 평가이다. 이에 사회서비스의 보편성측

면에서는 북한이 다소 앞서지만 사회서비스의 토양과 그 질적 내용은 남

한이 월등히 우월하다.

여섯째, 긴급구호의 경우 남한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신속한 

응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보건의료분야의 응급구호를 제외한 이 

부문에 한 법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상술한 바 있듯이, 

북한은 의식주 배급제를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호

자의 긴급구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

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않

은 북한에 한 인식에 해 우호적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가가 제도

를 통해 빈민에 한 구호를 보편적으로 시도하더라도 빈곤이 발생하는 

상황에 한 발생과 그에 응하는 방식은 항시 존재해야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재해(난)구호의 경우 남한은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에 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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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응체계와 구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북한 역시 정부차원의 재난을 비한 운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

나 북한의 경우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운 되고 있어 각종 사고에 한 

응이 비교적 소극적이다.

여덟째, 민간 사회안전망 공급의 경우 남한은 분야별, 상별, 전문기

관별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내

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서비스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

러나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임에 따라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이 존

재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의 당면한 식량, 보건위기로 인해 국제기구를 

통해 구호 상국가로 분류되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현실이다.

아홉째, 남한은 중앙정부차원의 사회복지제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

로 별도의 서비스체계를 갖고 있다. 반면 북한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될 수 

없는 사회주의 국가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별도의 사회복

지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열째, 기타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것은 최저임금제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 이를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일부 외국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의 외국

기업근로자의 경우 임금협상을 국가가 신하여 최저임금에 한 가이드

라인을 지정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논증과 민간(사적) 역을 포

함,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중 유사한 급여를 중심으로 남북한 사회복지제

도를 범주화하면 다음 <표 7-1>과 같다.



264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Ⅲ)

<표 7-1> 유사 급여중심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범주화

구분 남한 북한

사회보험

 공적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우체국연금)

 노령연금, 유가족연금, 
 제 군인생활보상비

 개인연금(민 보험)  임의가입 형태로 일부 근로자 가입
 퇴직연금(기업연금)  -
 주택연금  -
 고용보험  경제특구 기업과 외국기업 일부
 산재보험  폐질연휼금, 노동능력상실연금
 건강보험  무상치료제와 중복
 일부 상(군복무/교정시설)  무상치료제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부 상자  요양보호(거택보호)
 각종 민 (사적)보험  사회보험(임의가입)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긴급복지지원  -
 의료급여  무상치료제와 중복
 기초연금  -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자연금, 장애원인이 노동재해일 
 경우 폐질연휼금, 노동능력상실연금과 
중복

 근로장려세제  -
 시설보호 상자 일부(식량)  의식주 배급제

사회보훈  보훈연금/보훈 의료서비스 등
 국가공로자연금, 예군인연금 등 
 현물지원

( 상별)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복지  양로원(시설보호)
 여성복지  산전산후 휴가(150일)

 아동복지  국  탁아서비스와 교육,  애육원(시설보호)

 장애인복지
 보조금, 보장구 지원, 고용지원, 양생원
 (시설보호)

 청소년복지  무상교육제와 중복
 (한부모)가족(다문화)복지  -
 지역사회복지  -

사회서비스

 고용지원  완전고용임에 따라 최초 고용 외 불필요
 교육복지  무상교육제(일부 유상)
 주거복지  주택 국가공급제(매매 가능)
 보건의료  무상치료제와 중복

긴급구호  긴급복지지원과 일부 중복  -
재해(난) 

구호
 각종 재난 구호서비스 프로그램  재난 비 운용

민간사회
안전망공급
(국내, 국외)

 각 전문기관별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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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북한의 경우 급여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남한제도에 입
     2) 공적연금의 경우 북한의 제 군인생활보상비를 제외한 경우 남한의 공적연금과 북한의 공적

연금은 제도적 운 원리를 달리하고, 남한의 체육연금과 과학기술인연금 제외
     3) 배경 음 은 사적연금과 민 보험
     4) 북한의 배급제의 경우 사회서비스와 공적부조의 기능과 성격이 중복됨
     5) 남한의 지역사회복지의 일부 서비스프로그램은 지자체와 연관됨
     6) 남한의 경우 긴급구호, 재해(난)구호, 민간사회안전망, 지자체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도 병행
자료: 이철수, 2014: 194-195를 토 로 수정·보완.

  2) 제도 현실: 적용대상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현실―혹은 현황―을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상2)을 중심으로 간략히 주요쟁점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남한은, 적용

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은 근로소득자의 의무가입을 원

칙으로 하고 2012년 말 현재 공적연금 가입자는 약 2천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강정호·유건식, 2014: 77). 반면 국민연금은 

2013년의 경우 근로연령 인 18~59세 인구 3천 279만 3천 명 중 절반 

이상인 1천 685만 6천 명이 국민연금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분석한 연구

가 있다(김원섭, 2013). 이에 국민연금은 사각지 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에 ①미가입자, ②납부예외자, ③(장기)미납자가 상당한 수준이다.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652만 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27만 명

으로 여타 공적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연금 사각지 에 놓인 노령인구

는 약 430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 상 연령인 18-59세 국

민 3천 297만 명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1천 223만 명, 지역가입자 

2) 이외에도 급여종류와 수준의 적절성, 상품화 정도, 재정부담, 전달체계의 효율성, 관리운
서비스, 재정건전성, 이용자(가입자)의 제도적 만족도와 수급자의 욕구반 도 평가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구분 남한 북한

지자체
 각 광역, 지자체별 각종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

기타  최저임금제  개성공단과 일부 외국기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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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만 명 중 납부예외자가 458만 명, 미납자가 175만 명으로 연금 사각

지 에 놓인 사람은 략 1천 856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결국 국민연

금 가입과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 국민의 40% 정도이다.3) 

최근 국민연금공단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는 2천 113만 명이지만 이 가운데 457만 명(21.6%)은 납부예외자, 

112만 명(5.3%)은 장기체납자이다. 즉, 가입자 가운데 26.9%가 사각지

에 놓여 있다. 또 우리나라 18~60세 인구 3천 170만 명 가운데 전업주

부, 학생 등 1000만 명은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형식적인 가입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18~60세 인구 가운데 53%―잠재적 사각지 ―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서울신문, 2015/05/14)는 연구가 있다.

결국 이를 근거로 할 때, 국민연금은 가입과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

와 수급자가 상당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상당수 국민이 노후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또한 발생하는 양립된 형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첫째, 실제 가입 상 근거가 소득활동 유무 기준에 의거함에 따라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경우에 발생한다.4) 둘

째, 가입자의 개인적 사유로 법적 가입 효력이 일시 정지 및 유보한 경우

에 발생한다. 셋째, 가입자의 경제적 사유로 장기간 재정 부담을 미납하

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이

러한 경우 이들에 한 별도의 뚜렷한 노후보장서비스-구제책-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사각지 에 존재하는 가입

3)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제안.”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olone&logNo=220355244955
   (검색일: 2015년 5월 18일)
4) 한편 최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실업자도 연금가입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  1년 동안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실업 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에 해당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연합뉴스,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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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 한 별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역설적으로 이들은 추후 기초연

금을 통해 보장받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고용보험은 2015년 2월 현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수는 179만 9천 개

소로 전년도인 2014년 동월 비 1.6% 증가하 고 피보험자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35만 6천 명(3.1%) 증가한 1천 192만 4천 명이 가입하 다

(윤정혜, 2015: 129). 반면 이보다 앞선 2013년의 경우 전체 경제활동인

구 중 고용보험 사각지 에 있는 인구가 1천 340만 8천 명으로 53.4%를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는 실업자 중 사각지 (67만 4천 명), 비

임금 근로자(689만 7천 명),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583만 7

천 명)를 근거로 한 것이다(최인덕, 2013).

산재보험은 2013년의 경우 산재보험 전체 사업장 중 174만 7천 109

개(52.1%), 전체 종사자 중 344만 8천 280명(45%)이 미가입 상태의 사

각지 라고 추정했다. 한편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정규직 근로자의 산

재보험 가입률은 96.8%지만 비정규직은 94.2%로 상 적으로 낮았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84.3%)이 전체 평균

(96.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최인덕, 2013), 사업장 규모와 산재보

험 가입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이를 근거로 할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당수 근로자들의 가

입이 미완된 상황이고 이에 따라 미가입자에 한 사회적·제도적 보호기

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추이는 국민연금과 거

의 비슷한 상황이다. 즉, 가입과 혜택의 사각지 가 공존하는 형태이다. 

반면 이와 달리 건강보험은 보건의료 제도의 내재적 속성으로 인해 전 국

민이 가입―의료급여 상자를 제외한―되어 있다.5) 참고로 지금까지 논

5)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가입기준이 이와 거의 동일하다. 한편 재정부담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자와 사업장이 각각 4.5%씩 부담하여 총 9%를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경우 가입자
와 사업장이 각각 0.65%씩 부담하여 총 1.3%, 또한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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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한 남한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상에 한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 <표 

7-2>와 같다.

〈표 7-2〉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 평가: 적용대상

구분 해당 제도 적용대상 쟁점 비고

공적연금 국민연금

 • 규모의 납부예외, 장기
  체납, 미가입자
 •국민연금사각지 , 가입
  상의 40-50%

 •가입과 혜택, 사각지 가 
  공존하는 형태

고용보험 고용보험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미흡함
 •미가입자 다수
  (약 583만 명 추정)

 •가입과 혜택, 사각지 가
  공존
 •사업장의 가입의지, 
  근로신분 관계

산재보험 산재보험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미흡함
 •미가입자 다수
  (약 345만 명 추정)

 •가입과 혜택, 사각지 가 
  공존
 •사업장규모와 관계

보건의료 건강보험

 •제도적 속성으로 인해 국민 
  다수 가입
 •상 적으로 여타 사회보험
  제도보다 가입 양호

 •사각지  사실상 부재

북한은, 적용 상의 경우 공적연금인 노령연금은 근로와 동시에 의무

가입임에 따라 북한의 근로자들은 노동개시와 더불어 자동적으로 가입된

다. 특히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북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가능 인구 

중 다수가 가입했으리라 판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근로자들

은 산재보험―폐질연금·노동능력상실연금―에도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

입된다.

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성격을 갖는 생활보조금은 일부 지역―개성

부터 0.85%를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차등적이다. 반면 건강보험은 가입자와 
사업장이 각각 3.035%씩 부담하여 총 6.7%를 부담한다. 참고로 남한의 사회복지 재정구
조는 크게 ①조세부담률: 국세+지방세, ②국민 부담률: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 ③
순수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험기금, ④기타 재정기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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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외국기업의  종사하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따라서 북한은 이들

을 제외한 경우 사실상의 고용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러한 근거

는 오래전부터 북한체제 자체가 실업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

서 고용보험은 딱히 필요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표적인 보건의료제도인 무상치료제는 전 국민에게 해당

되고 의무가입인 제도로서 제도적 차원―그러나 현실적 차원이 더욱 중

요―에서 적용 상의 사각지 는 없다. 결국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전

체주의적인 속성으로 인해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적용 상은 비교

적 광범위하다. 그리고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사회복지체제의 특성

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평가를 낳지는 않는

다. 왜냐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적용 상에만 한정한 관찰결과이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상의 포괄성은 일정부문 평가할 만하다. 

참고로 지금까지 논증한 북한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상에 한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 <표 7-3>과 같다.

〈표 7-3〉 북한 4대 사회보험 평가: 적용대상

구분 해당 제도 적용대상 쟁점 비고

공적연금 노령연금
 •노동개시와 더불어 의무가입
 •완전고용을 추구, 사각지  소규모

 •근로개시와 동시에 가입

고용보험 생활보조금
 •일부 근로자에만 국한
 • 규모의 사각지
 •실업에 한 보호·보장기능 거의 없음

 •북한에 없는 제도
 •일부 사업장만 적용

산재보험
폐질연금
노동능력
상실연금

 •노동개시와 더불어 의무가입
 •완전고용을 추구, 사각지  소규모

 •근로개시와 동시에 가입

보건의료 무상치료제
 •제도적 속성으로 인해 국민 다수 
  의무 가입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사각지  소규모

 •사각지  사실상 부재
 •남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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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와 다른 접근으로 수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현실’은 각 제도

의 급여수준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고 핵심적인 준거 틀이 된다. 왜

냐하면 급여수준이 복지수급자의 삶의 질을 반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경우 남북한의 복지수준 차이는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만큼 차이가 나고 이는 복지현실에 그 로 반 된다. 이를 기준으로 남북

한 복지현실을 각 제도별로 거시적 수준에서 요약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먼저 남한의 복지현실은 전반적인 상승추세이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

가 존재하고 빈곤층을 완전히 해결 또는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

다. 반면 제도적 차원의 사회복지시스템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제도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경우 여전히 소

득 체율이 낮아 완전한 노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지급수준이 낮고 지급기간 역시 짧다. 산재보험은 보상범위

가 확 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건강보험은 수급

자의 입장에서 민 보험의 조력 하에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적 부조

는 빈곤계층을 보호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탈빈곤 현상이 타파되지는 

않는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

으나 욕구에 한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결국 남한은 ‘저부담 저복

지’ 내지는 ‘중부담 저복지’ 국가에 해당된다.

반면 북한의 복지현실은 경제난이후 계층별 차등화와 더불어 평균적인 

하향추세라 할 수 있다. 특히 심각하고 만성적인 식량부족은 기초생활의 

위기를 야기했고 이것이 재차 붕괴된 보건의료 체제와 융합되어 건강권

의 박탈과 의료빈곤을 가져왔다. 결국 북한의 복지현실은 한마디로 구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제도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

의 경우 일부 공로자연금을 제외하고는 현금급여 수준의 여전히 낮다. 특

히 현금급여의 경우 시장가격과의 격차로 인해 실질적인 노후보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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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 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물급여 기능 또한 장기간 상쇄되었다. 북한의 일부 외국기업과 개성공

단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실업보조금, 사실상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는 여타 부재한 근로자에 비해 이상적이지만 지급수준이 낮고 지급기간

은 짧다.6) 산재보험의 폐질연금과 노동능력상실연금은 급여수준이 낮고 

특히 보건의료체제의 후퇴로 인해 의료보상 또한 매우 취약하다. 무상치

료제는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서비스 기능을 상실하여 이

미 시장화·상품화 되었다. 공적부조 기능과 사회서비스 기능을 동시에 하

는 식량배급제의 경우 식량부족으로 인해 취약계층 보호와 빈곤층 억제 

기능을 상쇄되었다. 김정은시  이후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기능을 확충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에 한 포괄적이고 전 지역적이

며 선진적인 서비스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북한은 ‘저부담 

무복지’ 내지는 ‘저부담 낙복지’형태로 상징된다. 참고로 지금까지 논증

한 남북한 복지현실 평가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표 7-4>와 같다.

〈표 7-4〉 남북한 복지현실 평가

구분 남한 북한

급여수준 중하 하하

만족도 중중 하중

욕구반 도 중중 하하

주: 1) 상(최상·최중·최하), 중(중상·중중·중하), 하(하상·하중·하하) 順.
     2) 필자 임의로 간략 평가.

6) 이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19조(퇴직 보조금의 지불) “기업의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준다. 보조금의 계산은 3개월 평균 월 
노임에 일한 횟수를 적용하여 한다”와 또한 동 규정 제29조 (생활보조금) “기업은 자기의 
책임으로 또는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데 하여 종업원에게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의 
60%에 해당한 생활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생활보조금을 주는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생활보조금에는 사회보험료, 도시경 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판단한 것
이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의 실업급여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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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통합: SWOT분석7)

  1) SWOT분석 기준

본 연구의 SWOT분석은 ①사회복지 제도(법적기반) ②적용 상의 포

괄성 ③급여수준의 적절성, 급여종류와 조건 ④재정 부담과 규모, ⑤서비

스 전달체계와 관리운 체계 수준, ⑥ 복지현실을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상술한 틀 안에서 본 연구의 강점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기적으로 통일이전을 기준으로 하고 남북한에 각각 존재하는 다

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제도들의 쟁점을 주요 상으로 한다. 이를 놓고 상

호 비교하여 상 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그

러한 장점을 가상, 궁극적으로 남북한 사회복지통합의 상호 상승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약점 분석의 기준은 시기적으로 강점 분석과 동일하

게 통일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강점과 정반 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현존하는 상태에서 남북한에 각각 내

재한 복지체제속의 제도적·실태적 취약점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는 본 

연구가 통일이후의 남북한 복지통합을 가상한 것임에 따라 통일이전 약

점에 한 상호 비교 연구의 무의미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편 본 연구에서 기회 분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기적으로 통일이

후를 기준으로 하고 남북한에 각각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제

도를 상호간의 장점을 수용할 경우와 우호적 지원이 발생하는 현상을 상

7) 참고로 본 연구를 포함, 사회복지제도 SWOT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복지
제도의 포괄성: 인간의 전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망라하고 있는가, ②수혜자 범
위의 보편성: 복지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가, ③복지혜택의 적절
성: 수혜의 정도가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인가, ④복지혜택의 소득재분
배성: 복지 제도가 사회적인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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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위협 분석의 기준은 기회 

분석과 마찬가지로 통일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위협 분석은 남북

한 복지통합을 놓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접

근한다.8) 

결국 통일전후를 혼합하여 SWOT분석을 시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남북한 복지통합을 설정하여 접근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SWOT분석을 할 경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개연성이 낮아진다. 참고

로 지금까지 언급한 남북한 복지통합 SWOT분석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 7-5>와 같다.

〈표 7-5〉 남북한 복지통합 SWOT분석 기준

구분 주요 기준 내용

강점(S)
통일이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장점 비교: 비교우위성

약점(W)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제도적·실태적 취약성

기회(O)
통일이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상호 장점 수용, 우호적 지원

위협(T)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현실적 문제

  2) 강점: 통일이전

  가. 남한

남한은 사회복지제도의 제도적 다양성이 북한 보다 우월하다. 즉, 남한

은 다양한 상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도적 기반이 포진되어 있다. 이는 

상술한 <표 7-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임

8) 통일이후 기회와 위협은 사실상 통일이후 강점·약점과 동소이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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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제도적 포괄성을 갖고 있다. 이에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제도적 

종류와 기반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쉬이 우열을 가리기가 다소 난해하다. 

그러나 여기에 복지실태를 가미하고, 요보호자와 서비스 이용 상자의 

욕구를 첨가하면 압도적으로 남한의 제도가 우월하다.

또한 남한은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복지급여 종류-무상치료, 무상탁아, 

무상교육을 제외한-와 급여수준에 있어 북한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그리

고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만큼 차이가 있다. 가령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월 40만 원은 북한 근로자의 월 평

균소득 3천 원에 비해 수 십 배의 물질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를 달리 접

근하면 북한의 근로자들은 남한의 빈곤층보다 실소득은 물론 생활수준에

서 그 만큼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마디로 북한의 중산층은 

남한의 빈곤층 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남한의 복지재정의 경우 국고지원, 조세, 가입

자 부담 등으로 재정확보 채널이 다양화되어 있다. 반면 북한의 복지재원 

조달은 이와 비슷하나 규모에 있어 남한과 비교할 바가 못된다. 이에 남

한의 복지재원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

는 상술한 급여수준 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급여와 복

지재정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에 기인한다.

아울러 남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제도별로 전문화되어 독립적으로 

운 된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전문서비스 기관과 우수한 전문

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천한다. 또 남한의 사회복지 전문기관

은 수급자와 요보호자에 한 프로그램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그리

고 이는 곧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망의 조직화의 경우 북한에 비해 남

한이 우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공재

로서 전달망은 갖추어져 있으나 인력과 질적인 수준, 서비스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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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전문성은 남한에 비해 떨어진다. 결국 전반적으로 질적이고 양적인 

면에서 남한의 사회복지체제는 북한보다 비교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우

위에 있다 하겠다.

  나. 북한

북한은 남한에 비해 적용 상의 포괄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전 주민에 한 고용정책과 더불

어 북한이 체제 초기단계에서부터 사회보장제도를 도입·적용했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성으로 인해 북한은 적어도 제도적 

차원에서 복지사각지 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은 복지급여 중 전 인민에게 식량급여 제공하는 식량공급제-

제도적으로-로 인해 표면적으로 각 개인의 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북한의 경우 포괄적인 식량급여는 그 기능상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와 연장선상에서 결국 북한의 의식주 배급제는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할 경우 빈곤억제기능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전 주민에 한 무상치료제, 무상교육, 무상탁아는 

서비스 내용과 수준에 한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그 존재성의 경우 남한

에 비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북한 공적연금의 남자 20년 이상, 

60세 이상, 여자 15년 이상, 55세 이상인 수급조건의 경우 남한의 국민

연금에 비해 다소 작지만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네 가지는 남북한 사회복지체제에 있어 가장 이질적이고 차이

가 발생하는 부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복지통합의 강점은 남한의 경우 제

도적·실질적 서비스 수준, 전달체계와 내용이 해당되고 북한의 경우 비록 

단순하지만 포괄성과 무상복지제도9)로 표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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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약점: 통일이전

  가. 남한

무엇보다 남한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제도에서 적용 상의 

사각지  존재한다. 또한 여전히 남한내부에서 급여수준과 적절성에 

한 지적 또한 있다. 가령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 수준, 산재보험의 보상범위, 고용보험

의 실업급여 수준 등 수급자의 입장에서 상당부문 긍정적인 사회보장적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여전히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

다. 즉, 남한은 일정한 사회복지체제는 갖추고 있지만 OECD국가와 비교

할 때, 양·질적 수준에 있어 높이 평가할 만한 수준에 이르진 못했다.10) 

또한 비록 일부지만 미래의 복지재정 안정성11)과 건전성-저출산 고령화

로 인한 연기금-에 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나. 북한

북한의 경우 제도적으로 전 주민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

나 현실적으로는 남한보다 더 큰 사각지 가 존재한다. 가령 이는 북한의 

식량문제와 이로 인한 식량배급 실태가 반증한다. 또한 최저생계를 보장

9) 사실 이는 북한의 복지현실에서 경제난 이후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전환된 지 오래이다.
10)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비 복지 예산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상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1년간 낸 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
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2013년에 30
개국중 28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낮지만, 국민의 세금 부담 역시 
적다는 뜻이다(연합뉴스, 2015/02/05).

11) 가령 여기에는 2060년 이후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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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공식소득 수준, 사실상 붕괴된 무상치료제로 인한 의료빈곤, 

노령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미비, 일부지역과 기업을 제외한 고용보험의 

부재, 열악한 산재보험 수준,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의 낙후 등이 있다. 이

에 북한의 계층별·제도별 복지사각지 의 규모는 상당하다.12)

이와 더불어 각종 복지급여 종류와 수준 역시 남한에 비해 약점으로 지

적된다. 급여의 종류의 경우 사회적 위험에 비해 단순하고 급여수준은 매

우 낮다.13)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재정도 매우 취약한데, 이는 

북한의 경제력에 비례함과 동시에 각종 사회보험 기금의 운 이 부과방

식임에 따라 재정안정성에도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즉, 북한의 복지재정

은 북한 경제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된다. 아울러 각종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나 그 전문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결국 남북한 

복지통합의 약점은 남한의 경우 복지사각지 와 급여수준과 적절성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 이와 달리 전반적인 복지체제 마비와 낮은 복지수준으

로 표된다 하겠다. 참고로 지금까지 언급한 남북한 복지통합 강점과 약

점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  <표 7-6>과 같다. 

12) 이는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국제기구의 다양한 보고서가 증명하고 있다. 북한 취약계
층의 규모는 최소 300만 명에서 최  60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WFP·FAO, 2012; 
WFP·UNICEF·WHO, 2013; WFP·FAO·UNICEF, 2011)

13) 가령 북한은 산재보험의 경우 폐질연금과 노동능력상실연금 두 종류이며, 공적연금인 노
령연금의 월 지급액인 2,000-3,000원은 시장에서 두부 한모 구입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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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남·북한 복지통합 강점과 약점 비교: 통일이전

구분 남한 북한

제도  제도적 다양성 ▲
 제도적 포괄성 ▽
 현실적 계급순위 분배 강함 ▽

적용 상  사회안전망 미확충 ▽
 제도적 사회안전망 확충 ▲
 현실적 사회안전망 붕괴 ▽

급여  급여 수준의 적절성 부족 ▲  급여 수준 종류의 낙후 ▽

재정  비교적 안정적이나 일부 우려 존재 ▲ 재정 규모 열악 ▽

전달체계  전문화 ▲  상 적 비전문화 ▽

현실  상 적 우위나 복지수준 부족 ▲  복지체제 붕괴 고착화 ▽

주: 비교 평가 결과: 상▲ 중○ 하▽

  4) 기회: 통일이후

  가. 남한

무엇보다 통일이후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자극으로 인

한 적용 상의 포괄성에 한 확  요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다소 취약한 남한의 적용 상을 놓고 상 적으로 이와 다른 

북한의 사회주의 복지체제를 남한이 추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설적이

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북한의 국가사회복지체제의 제도적 장점을 역으

로 남한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물론 현실에서 다양한 난관이 상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남한의 입장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기회는 사회복지제도 전반

에 한 포괄성의 재확립과 이에 한 논의일 것이다. 또한 이와 마찬가

지로 남한에 부재한 제도이나 서비스 이용 상자의 입장에서 일부 집단

이 수용하고 싶은 무상치료제, 무상탁아, 무상교육에 한 도입도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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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북한

상 적으로 북한의 경우 남한에 비해 통일이후 기회요소가 상당하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통일이후 북한은 남한의 지원을 전제로 할 경우 지

금 현재 붕괴내지 마비된 복지체제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또 이로 인해 

북한의 취약계층은 안보권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동시에 이는 통일이

후 사회안정화에도 다소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에 북한 주민에 한 남한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의 제공과 더불어 다양하고 새로운 각종 복지급여가 도입·확 된다. 그리

고 특히 이 부문에 소요되는 재정 또한 사실상 상당부문 남한이 부담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복지재정 건전성이 확보된다. 즉, 통일이후 북한

은 안정적인 복지서비스와 더불어 복지재정 확충을 통해 장기간 마비된 

복지체제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성립된다.

또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북한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

문성 강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기존에 비해 양·질적으로 발달된 복지시스

템을 갖추게 된다. 즉, 통일이후 북한은 통일이전과 다른 사회복지 전문

인력과 자원, 전문조직과 기구 등을 확보하게 된다. 결국 통일이후 남북

한 복지통합의 기회는 남한의 경우 적용 상의 포괄성과 무상복지에 

한 아젠다 설정인 반면 북한은 복지체제의 정상화, 급여의 다양화, 복지

재정 확충, 서비스의 전문화, 운 기관의 조직화로 표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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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협: 통일이후

  가. 남한

무엇보다 통일이후 남한의 북한 지원에 따른 남한 복지재정 지출이 우

려된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남한은 통일초기부터 북한의 취약

계층에 한 규모의 식량, 보건, 위생 등에 한 지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 남한주민은 인식 또한 일정부문 부정과 긍정, 찬성과 반

가 공존할 것이라 판단된다. 결국 남한주민의 입장에서 통일이후 북한

주민에 한 지원을 찬성하지만 장기적인 규모 무상지원에 해서는 

반 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로 인한 자기소득의 감소를 우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노령층의 경우 기존의 포괄적인 북한 복지체제로 인해 절  

다수가 제도적으로 노후보장을 제공받게 된다. 반면 이에 해 기존의 남

한 공적연금 사각지  수급자들은 상 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남한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주민의 무상지원에 한 정서적 지

지 철회와 더불어 이로 인한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즉, 남한주민의 입장에서 여전히 복지사각지 에 잔존하고 있는 노인

빈곤층이 상당한 가운데에 북한의 복지지원에 한 지속적인 국민적 지

지를 담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이는 

현실적으로 통일이후 남한의 북한에 한 복지지원 자체의 ‘이중적 정체

성’으로 인한 제약은 상당부문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한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는 결국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가령 통일이후 북한의 표적인 취약계층

인 노령의 복지지원에 한 남북한의 이중적인 현상을 타파할 뚜렷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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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도 지금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남한주민의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허용범위 내에서 진행해야한다. 

아울러 이는 또한 북한 정부(주민)의 요구 역시 남한 정부(주민)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 한 적절한 기준선을 제시, 남북한 상호간의 합리적인 조

정을 유도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이와 반 로 통일이후 통일 분위기

에 편승 및 도취되어 무분별한 지원을 지속할 경우 남한 복지재정은 물론

이거니와 심각한 국가재정위기를 맞이할 것이라 예상된다.14)

  나. 북한

자칫 통일이후 남한으로부터의 규모 지원으로 인해 북한주민은 과거 

사회주의로의 회귀의식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특히 북한주민 중 근로

소득이 현저히 낮고 통일이후 통일이전에 비해 확고한 소득수준 향상이 

발생하지 않은 계층일 경우 더욱 그러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이는 근로

빈곤층이 다수인 북한 근로자와 노후보장이 부족한 노인빈곤층을 염두

한 판단이다.15)

또한 남한 지원품의 분배과정에서 북한의 각종 부정부패, 비리 발생이 

우려된다. 현실적으로 이는 서비스지원과 분배에 한 북한주민 전체에 

한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투명

한 분배와 공정한 배분원칙이 제도적 장치로써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존의 북한 사회안전망을 활용할 경우 부정의 소지는 다분히 존재한다. 

아울러 별도의 공급체계를 통일이후 단시간에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성

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우려는 더욱 배가 된다.16) 참고로 지금까지 언급한 

14) 가령 기초연금을 통한 북한 노령인구에 한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통한 빈곤층 지
원의 경우 지금 현재 남한 복지재정 지출규모를 규모로 확 시킬 것이다.

15) 아울러 이는 통일이후 북한주민의 급격한 소득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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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복지통합 기회와 위협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 <표 8-7>과 같다.

〈표 7-7〉 남·북한 복지통합 기회와 위협 비교: 통일이후

구분 남한 북한

제도
 제도적 다양성 → 포괄성
 - → ▲

 제도적 포괄성 → 현실화
 ▽ → ▲

적용 상
 사회안전망 미확충 → 제도적 확
 ▽ → ▲

 현실적 사회안전망 붕괴 
 → 정상화
 ▽ → ▲

급여
 급여 수준의 적절성 부족 → -
 ▲ → -

 급여 수준 종류의 낙후 
 → 선진화
 ▽ →  ▲

재정
 비교적 안정적, 일부 우려 존재
 ▲ → ▽

 재정 규모 열악 
 →  재정 확보
 ▽ → ▲

전달체계
 전문화 → -
 ▲ →  -

 상 적 비전문화 
 → 전문화
 ▽ → ▲

현실
 상 적 우위나 수준 부족 → -    
 ▲ → -

 복지체제 붕괴 고착화 
 → 정상화   ▽ → ▲

주: 비교 평가 결과: 상▲ 중○ 하▽, → 통일전후 변화, - 불변

또한 지금까지 논증한 거시적 수준의 남북한 복지통합 SWOT분석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7-8>와 같다. 또한 <표 7-8>의 내용을 근

거로 거시적 수준의 남북한 복지통합 요인을 통합계량화 하면 다음 <표 

7-9>과 같다.

16) 한편 남한 사회복지제도를 북한에 그 로 적용할 경우 향후 북한 적용 상의 사각지  
발생, 남한의 제도 도입으로 인한 가입자 재정부담 상승,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과 적용
에 따른 후유증 등이 발생할 것이다.



제7장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요인 분석-제도 SWOT 전략 283

〈표 7-8〉 거시적 수준의 남북한 복지통합: SWOT분석

구분 남한(X) 북한(Y)

강점(S)
 •급여수준 우월성
 •복지재정 건전성
 •전달체계 전문성

 •적용 상의 포괄성
 •배급제의 빈곤억제 기능
 •3가지 무상복지제도
 •노후보장 수급 조건

약점(W)
 •복지사각지  존재
 •급여수준 적절성
 •복지재정 안정성

 •사실상 규모 복지사각지  
  존재
 •복지급여 종류와 수준 부족
 •복지재정 열악성
 •전달체계 낙후

기회(O)
 •포괄성 확  쟁점화
 •무상복지서비스 도입 쟁점화

 •복지체제 정상화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
 •복지급여 확
 •복지재정 확충
 •서비스의 전문화
 •운 기관의 조직화

위협(T)

 •복지재정지출과 재정위기성
 • 북 지원에 한 지지 불확실성
 •국론분열 가능성
 •정치적 부담감 발생 가능성

 •사회주의 회귀의식 발생 가능성
 •부정부패 비리 발생 가능성

주: 환경과 쟁점, 제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내용이 존재

〈표 7-9〉 SWOT분석 남북한 복지통합 요인 계량화: 거시적 수준

남한(X)3+북한(Y)4= 총 7 강점(S) 약점(S) 남한(X)3+북한(Y)4= 총 7

남한(X)2+북한(Y)6= 총 8 기회(O) 위협(T) 남한(X)4+북한(Y)2= 총 6

또한 <표 8-8>을 근거로 재차 거시적 수준의 남북한 복지통합 SWOT

분석 상관관계를 정리,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8-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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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거시적 수준의 남북한 주요 SWOT분석 관계 도식화

주: 원문자 안의 숫자는 위협 요인 전이의 단순 총합

위의 [그림 8-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째,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

이 북한(Y)의 입장에서 통일이후 기회(O)로 작용한다. 또 통일이전 남한

(X)의 강점(S)이 아이러니하게도 통일이후 남한(X)의 위협(X)과 직결되는

데, 이는 북한(Y)에 한 남한(X)의 지원결과에 따라 파생된 것으로 북한

(Y)에는 부재하다. 한편 통일이전 북한(Y)의 강점(S)은 남한(X)의 입장에

서 각각 통일이후 기회(O)와 위협(T)으로 이중 전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인 ①급여수준, 

②복지재정, ③전달체계의 상 적 우수성은 통일이후 북한(Y)의 입장에

서 복지체제의 정상화와 선진화의 기회(O)로 작용한다. 또한 이는 통일이

후 남한(X)의 ①복지재정지출과 재정 위기성, ② 북 지원에 한 지지 

불확실성, ③국론분열 가능성, ④정치적 부담감 발생 등의 위협(T)으로도 

동시에 작용한다. 즉,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이 통일이후 남한(X)의 

강점(S)

약점(W)

기회(O)

위협(T)

남한(X) 북한(Y)

통

일

이

전

통

일

이

후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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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T)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남한(X)이 통일이후 북한

(Y)의 기회(O)를 충족시킨 결과의 반응이자 가라 할 수 있다.

반면 통일이전 북한(Y)의 강점(S) 중 ①적용 상의 포괄성, ②3가지 무

상복지제도가 통일이후 남한(X)의 입장에서 ①포괄성 확 , ②무상복지

서비스 도입 쟁점화의 기회(O)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이전 북한

(Y)의 강점(S)들은 통일이후 남한(X)이 북한(Y)을 지원할 경우 남한(X)의 

위협(T)으로 재차 작용한다.

둘째, 통일이전 남한(X)의 약점(W)은 통일이후 남한(X)의 입장에서 기

회(O)와 상관되는데, 이는 북한(Y)도 동일하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Y)의 

경우 통일이전 약점(W)이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과 다소 상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이전 남한(X)의 약점(W)인 복지사각지

는 통일이전 북한(Y)의 강점(S)과 비교, 이를 수용할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통일이후 포괄성 확  논의로 쟁점화된다. 반면 통일이전 북한(Y)의 

약점(W)은 통일이후 남한(X)의 지원으로 인해 상당부문 상쇄된다. 특히 

통일이전 북한(Y)의 일부 약점(W)의 경우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에

서 이미 그 일부 충복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후 북한(Y)의 기회(O)

는 배가된다.

셋째, 통일이후 남한(X)과 북한(Y)의 각각의 기회(O)는 통일이후 각각

의 위협(T)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통일이후 북한(Y)의 기회(O)는 남한

(X)의 입장에서 위협(T)에도 동시에 향을 미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이후 남한(X)의 기회(O)인 ①포괄성 확

, ②무상복지서비스 도입 쟁점화는 역설적이게도 이의 논의과정, 실천

과 적용 여부에 따라 위협(T)요인과 연관된다. 반면 통일이후 북한(Y)의 

기회(O), 즉 복지체제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북한(Y)의 입장에서 재차 ①

사회주의 회귀의식 발생 가능성, ②부정부패 비리 발생 가능성의 위협(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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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이된다. 아울러 이러한 북한(Y)의 기회(O)는 통일이후 남한(X)의 

입장에서 ①복지재정지출과 재정 위기성, ② 북 지원에 한 지지 불확

실성, ③국론분열 가능성, ④정치적 부담감 발생 등의 위협(T)으로도 이

중 작용한다.

넷째, 통일이후 남한(X)의 위협(T)은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과 통

일이후 기회(O)에서 전이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통일이전 북한(Y)의 강점

(S)과 통일이후 기회(O)에서도 향을 받는다. 반면 통일이후 북한(Y)의 

위협(T)은 통일이후 북한(Y)의 기회(O)에서 이전되는데, 이는 상술한 바

와 같이 남한(X)과 동일한 현상이다.

이를 토 로 작용  반작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장 인상적인 것

은 남한(X)의 위협(T)과 관련된 요인이 남북한(X·Y) 양자에 걸쳐 공통적

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근거로 단순평가하면 남한(X)의 

위협(T)요인이 북한(Y)의 SWOT분석요인과 상관성이 높다 하겠다. 그리

고 이러한 원인은 통일이후를 가상한 남북한 복지통합에 관한 현실성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6)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

지금까지 논증을 토 로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을 정리·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인 SO전략(우선

순위전략)은 남한(X)과 북한(Y)의 강점(S)만을 기회(O)에 승계하여 적용

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남한(X)의 경우 적용 상의 포괄성 확 와 무상

복지제도에 한 도입 검토, 북한(Y)의 경우 복지체제의 정상화, 취약계

층의 구호와 더불어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표된다.

SO전략(우선순위전략)을 놓고 남북한 양자를 비교할 경우 현실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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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북한(Y)은 남한(X)에 비해 상 적으로 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다. 

이러한 원인은 북한(Y)의 기회(O)요인들이 재원과 인력 중심이고 이는 

즉각적인 적용이 일정부문 가능하다. 반면 남한(X)은 기회(O)요인들이 

통일이후 즉각적인 도입과 시도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라 이는 어디

까지나 제도의 확장과 도입에 관련된 요소들이다.

따라서 이는 사실상의 시간이 필요한 사안들임에 따라 이에 한 논의

와 실현가능 여부,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즉, 제도적인 분석과 이를 위

한 실천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하는 단계와 과정에 한 다

양한 분야의 논의가 전제된다. 따라서 이는 통일이후 또 다른 차원의 논

의 주제이다. 때문에 남한(X)과 북한(Y)은 통일이전에 이에 한 ‘(통합)

기준’을 논의 및 상호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인 ST전략(해결과제전략)

은 남한(X)의 경우 통일이후 북한(Y)에 한 복지지원으로 인해 기존의 

내재된 남한(X)의 강점(S)에 한 제도적 균열이 우려되고 나아가 지원 

자체 한 정서적 지지도 미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문제의 성격상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하는데, 하나는 동 분

야에 한 안정적인 제도 운 계획이고 다른 하나인 국민적 동의와 지지

는 통일이전 완비해야 한다.

반면 북한(Y)의 경우 위협(T)요인은 남한으로부터 지원으로 인한 인식

변화, 즉, 통일이후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주의식 분배의식 혹은 이로 

인한 사회주의 체제로의 회귀의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원품

의 공급과 분배과정에서 북한관료들의 조직적인 부정부패, 비리가 발생

할 개연성이 있다. 결국 북한(Y)의 입장에서 의식 퇴보와 분배부정이 우

려되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 경우에 따라 사실상 통합의 가장 

큰 장애물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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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문제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

되는데, 하나인 의식의 경우 통일이전에 이미 상당부문 고착화된 지금 현

재 북한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른 

하나인 부패일소는 통일정부의 북한에 한 투명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지원 프로그램을 실천·적용하기 이전에 준비해야한다.

ST전략(해결과제전략)을 놓고 남북한 양자를 비교할 경우 상술한 SO

전략과 동일하게 현실적인 차원에서 북한(Y)은 남한(X)에 비해 상 적으

로 보다 더 많은 편익이 있다. 이러한 원인은 북한(Y)의 위협(T)요인들은 

남한(X)의 복지지원을 수용한 과정과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인 반면 남한

(X)의 위협(T)요인들 북한(Y)을 지원한 동기와 행위-사실상의 소득분배

이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령 남한(X)의 경

우 상당한 복지재원을 직접 부담함에 따라 지원규모와 기간에 따라 해당 

제도의 재정위기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사회복지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에 

한 안정적인 제도적 운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약점을 보완하며 기회를 살리는 전략인 WO전략(우선보완전략)

은 남한(X)과 북한(Y)모두 통일이전의 약점(W)의 일부가 통일이후 기회

(O)로 전환된다. 남한(X)의 경우 통일이후에도 여전히 약점(W)으로 지속

되는 것은 급여수준의 적절성과 복지재정의 안정성인 반면 복지사각지

의 존재나 규모는 통일이후 북한(Y)의 향으로 인해 일정부문 완화할 가

능성-일정부문 수용할 경우-이 있다. 반면 북한(Y)은 통일이전의 약점

(W)은 통일이후 남한(X)의 지원으로 인해 거의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

이 높다.

WO전략(우선보완전략)을 놓고 남북한 양자를 비교할 경우 상술한 SO

전략(우선순위전략), ST전략(해결과제전략)과 동일하게 현실적인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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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한(Y)은 남한(X)에 비해 상 적으로 보다 더 많은 이득이 있다. 즉, 

통일이후 북한(Y)은 통일이전 당면한 복지문제들이 남한(X)의 지원으로 

인해 일거에 상당부문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Y)의 약점(W)의 다수

가 상술한 바와 같이 재정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반면 남한(X)은 복지사

각지 에 한 제도적 논의 이외에 이렇다 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남한(X)의 입장에서 WO전략(우선보완전략)은 통

일이전에 복지사각지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제도발전, 급여수준의 적절

성에 한 제고, 각 제도별 기금 확충과 안정적 운 을 준비해야한다. 또

한 통일이후를 비, 무상복지에 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제시해야 한

다. 반면 북한(Y)의 입장에서 WO전략(우선보완전략)은 통일이전에 정상

적인 복지체제를 완비함과 동시에 질적 향상을 시도해야한다. 다시 말해 

통일이전에 남북한 양자 모두 약점(W)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북한 복지통

합에 순기능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넷째, 약점을 보완하며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인 WT전략(회피과제)

은 남한(X)과 북한(Y) 양자 모두 통일이전 약점(W)이 통일이후 위협(T)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사안은,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 특히 북한(Y)

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일이후 위협(T)요인이 최소화되는데,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Y)의 입장에서 통일이후 기회(O)요인의 역기능적 측면이 

위협(T)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Y)은 통일이전 약점(W)이 통일이

후 기회(O)로 상당부문 상쇄되었고 이로 인해 약점(W)과 위협(T)의 직접

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남한(X)도 거의 동일한 과정이 성립되게 한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남한(X)은 통일이전 남북한의 강점(S)이 통일이후 위

협(T)으로, 통일이후 북한(Y)의 기회(O)가 남한(X)에게 위협(T)으로 동시

에 작용한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 통일이후 남북한 복지통합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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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남한(X)에 의한 규모의 북한(Y)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결국 WT전략(회피과제전략)을 놓고 남북한 양자를 비교할 경우 상술

한 전략 모두와 동일하게 현실적인 차원에서 북한(Y)은 남한(X)에 비해 

압도적으로 보다 더 많은 수익이 있다. 따라서 남한(X)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협(T)의 사안별로 접근해야한다. 가령 복지재정지출과 재정 

위기성은 통일복지 재정추계를 통해 준비하고 정서적 분열과 거부, 국론

분열 가능성은 통일복지에 한 정당성과 교육을 통해 차단하고 정치적 

부담감 발생 가능성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궁극적으로 통일이

전에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조

건과 상황이 통일이전에 조성되어야만 남북한 복지통합 환경이 고무적이

다. 지금까지 논증한 상 적·우호적 관점의 남북한 거시적 수준의 복지통

합 요소 SWOT전략을 정리하면 다음 <표 8-10>과 같다. 또한 지금까지 

논증을 토 로 남북한 복지통합을 단순 도식화 하면 [그림 8-3]과 같다.

〈표 7-10〉 거시적 수준의 남북한 복지통합 주요 SWOT전략

구분 기회(O) 위협(T)

강점(S)

 [SO전략]
 •남한: 적용 상과 제도 도입
 •북한: 정상화, 구호, 질적 향상

 [해결방안]
 •남한: 통일이전 (통합)기준 논의, 준비
 •북한: 상동

 [ST전략]
 •남한: 제도적 균열, 정서적 지지 미비
 •북한: 분배 의식 후퇴, 부정부패

 [해결방안]
 •남한: 제도 운 계획, 국민적지지 사전완비
 •북한: 자립자활공고화, 부패방지 방안 마련

약점(W)

 [WO전략]
 •남한: 사각지 , 급여와 재정 불안정
 •북한: 복지체제 마비와 질적 수준

 [해결방안]
 •남한: 통일이전 문제와 사안 검토제시
 •북한: 통일이전 정상화 노력 시도

 [WT전략]
 •남한: 관계 불성립
 •북한: 상동

 [해결방안]
 •남한: 통일이전 사안별 해결, 준비
 •북한: 자립자활공고화, 부패방지 방안 마련

주: ① SO전략: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우선순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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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ST전략: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해결과제) 
     ③ WO전략: 약점을 보완하며 기회를 살리는 전략(우선보완전략)
     ④ WT전략: 약점을 보완하며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회피과제)

[그림 7-3] 남북한 복지통합 단순 도식

1. 남북한 복지통합 = 남한사회복지 + 북한사회복지

2. 복지통합 구도  = 남한사회복지제도 ∪ 북한사회복지제도
                 = 남한사회복지제도 ∩ 북한사회복지제도
                 = 남한사회복지제도 ⊂ 북한사회복지제도
                 = 남한사회복지제도 ⊃ 북한사회복지제도

3. 복지통합 효과 
   = (남한의 강점 + 북한의 강점) + (남한의 기회+북한의 기회) = 최상
   = (남한의 약점 + 북한의 약점) + (남한의 위협+북한의 위협) = 최하

4. 복지통합 전략 조건 
   = SO전략 ↑ ST전략 ↑ WO전략 ↓ WT전략 ↓ = 최상
   = SO전략 ↓ ST전략 ↓ WO전략 ↑ WT전략 ↑ = 최하

5. 복지통합 환경 
   = (남한의 지원 능력 ↑ ― 북한의 부정 ↓) + 북한 자체 능력 ↑ = 최상
   = (남한의 지원 능력 ↓ ― 북한의 부정 ↑) + 북한 자체 능력 ↓= 최하

6.  복지통합 현실 
   = (남한의 지원 능력 ― 북한의 부정) + 북한 자체 능력 = 실제 수준

4. 결론

본 연구는 통일이후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한 가능성의 전제인 통

합요인에 해 분석하 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에 해 

고찰하 고 이를 토 로 남북한 복지통합에 한 SWOT분석을 하 다. 

또한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북한의 복지통합 전략에 해 간략히 가상, 

예시하 다. 이에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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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기능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①상호 동질

적으로 존재한 제도, ②상호 부재한 제도, ③부분적(지역적・ 상적)으로 

일부 존재하는 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유사

급여중심으로 접근하면, ①사회보험, ②공공부조, ③사회보훈, ④사회복

지서비스, ⑤사회서비스, ⑥긴급구호, ⑦재해(난)구조, ⑧민간 사회안전

망, ⑨지자체별 복지서비스, ⑩기타 사회복지제도로 구분된다,

반면 남한의 복지현실은 전반적인 상승추세이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

가 존재하고 빈곤층을 완전히 해결 또는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제도적 차원의 사회복지시스템은 갖추고 있다. 또 북한의 복지현실은 경

제난이후 계층별 차등화와 더불어 평균적인 하향추세이다. 특히 만성적

인 식량부족은 기초생활의 위기를 야기했고 이것이 재차 붕괴된 보건의

료 체제와 융합되어 건강권의 박탈과 의료 빈곤을 야기하 다.

다음으로 SWOT분석은 ①사회복지 제도(법적기반) ②적용 상의 포괄

성 ③급여수준의 적절성, 급여종류와 조건 ④ 재정 부담과 규모, ④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리운 체계 수준, ⑤ 지현실을 중심으로 접근하 다.

분석결과, 첫째,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이 북한(Y)의 입장에서 통

일이후 기회(O)로 작용한다. 또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이 아이러니

하게도 통일이후 남한(X)의 위협(X)과 직결되는데, 이는 북한(Y)에 한 

남한(X)의 지원결과에 따라 파생된 것으로 북한(Y)에는 부재하다. 한편 

통일이전 북한(Y)의 강점(S)은 남한(X)의 입장에서 각각 통일이후 기회

(O)와 위협(T)으로 이중 전이된다.

둘째, 통일이전 남한(X)의 약점(W)은 통일이후 남한(X)의 입장에서 기

회(O)와 상관되는데, 이는 북한(Y)도 동일하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Y)의 

경우 통일이전 약점(W)이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과 다소 상반된다.

셋째, 통일이후 남한(X)과 북한(Y)의 각각의 기회(O)는 통일이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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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협(T)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통일이후 북한(Y)의 기회(O)는 남한

(X)의 입장에서 위협(T)에도 동시에 향을 미친다.

넷째, 통일이후 남한(X)의 위협(T)은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과 통

일이후 기회(O)에서 전이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통일이전 북한(Y)의 강점

(S)과 통일이후 기회(O)에서도 향을 받는다. 반면 통일이후 북한(Y)의 

위협(T)은 통일이후 북한(Y)의 기회(O)에서 이전되는데, 이는 상술한 바

와 같이 남한(X)과 동일한 현상이다.

한편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은 첫째, SO전략(우선순위전략)은 

남한(X)의 경우 적용 상의 포괄성 확 와 무상복지제도에 한 도입 검

토, 북한(Y)의 경우 복지체제의 정상화, 취약계층의 구호와 더불어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표된다. 둘째, ST전략(해결과제)은 남한(X)의 경우 통

일이후 북한(Y)에 한 복지지원으로 인해 기존의 내재된 남한(X)의 강점

(S)에 한 제도적 균열이 우려되고 나아가 지원 자체 한 정서적 지지도 

미비할 수 있다. 반면 북한(Y)의 입장에서 의식 퇴보와 분배부정이 우려

된다. 셋째, WO전략(우선보완전략)은 남한(X)의 경우 통일이후에도 여

전히 약점(W)으로 지속되는 것은 급여수준의 적절성과 복지재정의 안정

성인 반면 복지사각지 의 존재나 규모는 통일이후 북한(Y)의 향으로 

인해 일정부문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북한(Y)은 통일이전의 약점

(W)은 통일이후 남한(X)의 지원으로 인해 거의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

이 높다. 넷째, WT전략(회피과제전략)은 남한(X)과 북한(Y) 양자 모두 통

일이전 약점(W)이 통일이후 위협(T)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사안은, 현

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 

결국 남북한 복지통합은 통일 및 통합시점에서 남북한 각각의 경제·복

지상황과 제도적 기준, 복지현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선

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복지통합에 한 지속적인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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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에는 남북한 복지통합의 합리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지렛 가 될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남북한 복지통합의 준비 부족이 결과적으로 통

일재앙을 야기할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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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종합토론

○ P :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우리 이 단장님이 남북한 사회복지 때

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 여기서 SWOT분석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 처음 또 새

로운 길을 간다라는 측면에서 논문 오늘 발제해준 논거가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앞으로 또 연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여기에 학원생들이 지금 많이 

와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남아있는 시간이 한 30여분 정

도 있는데 순서 없이 질문이라든지 또는 요런 것 요런 것 정도 보

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에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

니다. 

○ C : 단히 오늘 많이 오셨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남한이

나 북한이나 시스템에 한 권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같이 공

유할 수 있는 복지이념은 무엇일 것이냐,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복지시스템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것

이 사실입니다. 진보진 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상복지중심, 보편

적 복지 이런 개념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저는 봅니다. 저희 고령화 사회에서 그러한 것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한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복지이념이 무엇

인가를 한 번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차이, 난이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해서 간단히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U : 이념은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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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의 DNA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보다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합리적인 혼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건강, 주택, 고용, 교

육, 보육 이 정도는 보편적 복지이고, 정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

고 이쪽으로 추구해야 된다. 나머지는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통일 이후에는 국가 시장, 공동책임 하에서 해야 

된다.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제안했던 균형적 복지부담을 얘기하

는 겁니다. 이 부분에 해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가 결국

은 학계에서도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는 분이 없었고 용기 있게 

정리를 하면 또 공격을 받고 이래버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

적인 입장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해서는 혼합이

고, 단지 혼합할 때 잘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에 해서는 사실은 이념적으로 법학자들이 정의를 해야 되지 않

을까 싶습니다. 

○ C : 그런데 지금 보완해서 질문을 드리면 선별이나 보편에 해

서는 논리는 현실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구분 말고 우리

가 적어도 북한에 해 해줄 수 있는 것, 또 남한 주민에게도 보장

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뭐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부분에 

해서는 외국과 기업 간의 책임이라든지 이 역할분담론을 먼저 

해 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이미 북한도 앞서

나가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시장개념들이 도입됨에 따라

서 나름 로 본인이 부담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역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굳이 정부가 나

서서 통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복지가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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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북한 같은 경

우는 과도기적 형태의 복지체제에 있는 동안에 복지국가나 통일

한국에 한 이념적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로소 논의가 본격

화되고 테이블 위로 올라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 남쪽만, 북한은 통일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여

력도 안 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에 한 복지국가가 우

리가 정리정돈 되도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서 같이 하려고 하면 

통일 이후에 과도기적 기간 동안에 북한의 주민을 도와주고 복지

체제를 정상화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한켠으로 복지국가모형

이나 통일한국의 복지체제에 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나 싶습

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준비를 해야 

될 그런 과제도 있다. 

○ P : 그런데 그 가정 중에서 엥겔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철학의 

부재는 정치의 부재를 낳는다.’ 복지도 하나의 정치라고 이해를 

하면 철학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져다줄 수 있

다는 그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 I : 상당히 현실에 바탕해서 양쪽의 상황을 잘 아시는 상태에서 

SWOT분석을 해 주셔서 상당히 명확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드신 것이 ‘우리 집 비가 새

는데 남의 집 지붕을 보수해 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현실적으

로 부닥치는 문제인데 그것이 부닥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부터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 복지의 지향 방향도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감안한 

상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가능한지하고, 어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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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떤 단계로 밟아가야 될지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신지. 

○ U : 그것은 또 다른 주제이기는 한데요 쉽게 말하면 아주 이해를 

돕기 편하게 제가 비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남한은 지금 비가 

새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집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집이 무너졌다

라기보다는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

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누수는 우리도 막아야 되겠

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통일 이후에는 그래도 적어도 지붕 정도는 

우리가 해 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비새는 것은 당신네들이 알아

서 하시오.’ 그래서 결국은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도

하게 지원을 해서 안일한 체제이행의 자세로 가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양쪽 다 보면 좀 문제가 있기는 하

지만은 우리가 월등히 잘살고 월등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비 한

두 방울 새는 우리 집에 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고치고 지붕 없

는 남의 집에 해서는 지붕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

아서 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부분입니

다. 그것이 잘만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사람들

도 지금 많이 자본주의화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 K : 저는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통합 현실에 남

한의 지원능력과 그 다음에 북한의 부정에서 부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 U : 부정부패 말씀입니다. 

○ K : 북한이 부정부패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전

제와 가정을 하는지. 

○ U : 현실적으로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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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행정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러니까 사실 행정권도 장악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도와주는 것은 당장 도와줘야 되는데 

행정권은 부분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도와주게 되면 기존의 부

패와 부정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까 옛날에는 라면을 한 세 박스 정도 쌓아두고 이것을 나누어 먹

었는데 어느 날 라면이 세 트럭 오게 되면 주기는 주게 되는데 분

배에 있어서는 잉여적인 것이 있고, 그렇게 보면 나누어주는 사람

의 입장에서는 라면박스 세 개 정도 빼내는데 세 컨테이너가 오게 

되면 한 4개, 5개가 빼도 표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실적으로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솔깃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에 해서 잘못했을 때 형사적인 처벌이 있거나 그러

면 모르겠는데, 물론 제가 다수가 그렇다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

니다. 그러나 기존에 거기에 해 왔거나 별도의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다소 오히려 부정과 

손잡지 않을까.

○ K : 비속적인 사회에 통용되는 얘기인데 ‘손에 풀기 있을 때 움켜

쥐어라.’ 그런 말이 통용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가 단한 수입요인이 되고 탈북한 사람들도 보니까 거의 

수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부분인 것 같고 한 그런 현실인데, 하

여튼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인정하겠

지만 꼭 그렇게까지 부정에 큰 비중을 두느냐.

○ P : 체적으로 보면 사회주의국가들이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합

니다. 그런 과정이 그냥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

신 ‘손에 풀기 있을 때 잡아라’라고 그러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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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공급부족의 경제이기 때문에, shortage 

economy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즉시 보면 무조건 가져가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 K : 오늘 발표를 보니까 마치 한 몇 달 후에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많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우리가 충분히 정말 정부도 공유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안되는 아주 실리적인, 실질적인 협상의 카드가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B : 좀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직장가입자들 중심으로 4 보

험이 우리의 기본복지축인데 저는 통일되더라도 남쪽제도가 흔들

리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단계적, 또 점진적 통

일을 전제해서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되는데 4  보험 중심으로 보

면 우리가 기여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일단 논외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은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으로 우리가 자꾸 펼쳐놓으니까 혼란스러운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장가입자들만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직접적으로 전 국민이 부딪히니까 문제인데, 또 그 둘 

중에서 보면 국민연금 역시 기여도 중심으로 가니까 그것도 일단 

제껴놓고 건강보험이 보건의료가 문제인데 어쨌든 다른 제도는 

미약하지만 그런 것이라도 있는데 보건의료 쪽은 오히려 무상치

료제이기 때문에 재원이 든다고 그러면 제일 많이 들 것이기 때문

에 이 부분이 우선 논의되어야 될 것 같다. 구체성에 있어서는 그

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쪽도 보통의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 

4점(.) 몇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해서 그렇게 납부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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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여성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

분을 기초생활수급 상자들이나 어르신들 기초연금 그런 것으로 

보완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일단 북한제

도는 무상가입을 그 로 특별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1, 2년이

든 몇 년이든 가면서 우리제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북쪽도 기여

도 중심의 제도로 편입을 시켜야 건강보험료 역시 직장이든, 그런 

것을 2단계, 3단계 전략으로 그렇게 구체성을 띠면서 우리 포럼

도 그런 논의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

다. 좀 구체적으로. 

○ K : 그런데 작은 복지 중에 그래도 어쨌든 흡수통일 그렇게 되는

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에서 말하더라

도 어떤 제도, 어떤 것들이라도 체적으로 우리가 기준이 되고 

결국은 흡수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그쪽도 우리를 흡수하고 싶

어 할 것이고. 그래서 협상테이블이 필요한 것이죠.

○ U : 그러니까 형식적 합의, 내용상은 흡수인데 사실은 상호 혼합

에서 9가 우리 것이고 1 정도가 저쪽,

○ C : 그리고 지금 부정부패가 핵심적인 팩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은 북한에 있어서도 부정부패를 방치하는 것이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제가 변하면 반드시 이 부정

문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은 전제에서 부정을 input으로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어쨌든 부정은 없어져야 되고, 기술

적으로도 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 C :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부정에 한 징벌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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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단은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정이라는 말

보다는 수용성이라는 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U : 제가 원래 한글 원고가 있습니다. 한 40페이지 정도인데 하나

의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 북한사

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연구입니다. 기분 나쁜 내용입니

다. 굉장히 기분 나쁜 내용입니다. 재원만 있으면 잘 돌아가고 아

주 1등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만족을 하고 있

었던 체제 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반 로 아주 또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게 볼 

수 있거나,

○ O : 저는 궁금한 것이 이 분석한 것이 전제조건을 어떻게 해 놨는

지. 제가 느낀 바로는 아까 전반적으로 설명하실 때 전제조건이 

통일하기 전에 남북한이 논의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반 하지만 북

한에서 원하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놓고 분석을 하지 않았냐,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이 분석에서 북

한은 완전히 재정이 제로인 상태에서 분석이 됐다고 저는 느꼈습

니다. 예를 들면 노령연금 같은 것도 전으로 남한에 몇 백만, 북한

의 몇 백만을 동시에 남한 재정에서 준다. 이것은 북한은 그럼 거

지냐 이겁니다. 빈주머니냐 이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재정

을 논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지원이지 100% 지원

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전반적인 데

서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이것은 북한이 그래도 하

나의 국가가 비정상적이지만 2천만 이상이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결정이 되어야지,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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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모르죠.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있

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부정부패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스갯소

리로 80년 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동당 간부들은 당이니까 

당당하게 처먹고 국가안전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먹고. 이제는 보

안부로 바뀌었지만 옛날 에는 안전부 습니다. 경찰이 안전하게 

먹고 이런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거기서 수십 년 살아왔지만 저는 

이 분석에서 부정부패를 강조한 것은 옳다고 봅니다. 제가 북한에 

살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회주의 때 동유럽에서 많이 근무를 했

습니다. 그때 보면 특히 러시아에서, 옛날 소련이죠. 여기에서 현

실이나 북한에서의 현실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제가 봤습니다. 소

련 국가에서 붕괴되기 전까지 한 10년간을 근무하면서 북한하고 

러시아를 봤는데 부정부패가 거의 비등합니다. 그리고 계급사회, 

신분주의 이것은 이전에 소련의 공산국가와 북한하고 거의 차이

가 없었다. 이것은 발제자님이 분석한 데서 남북한 통합에서 복지

를 실현하는데서 북한의 부정부패를 부각시킨 것은 아주 중요하

다고 봅니다. 특히 공산국가에서, 여기 분들은 공산국가에서 못 

살아봐서 잘 모르시는데 자기가 직업을 하나 조금 좋은 것을 선택

하거나 신분상승, 직급이 올라가려고 해도 공산권에는 뇌물이 없

으면 전혀 안 통합니다. 공산국가들은 실력이 기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회주의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개 보면 구

호에 따라서 자꾸 연구를 하시는데 실체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준비단계나 통일이 돼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정부패입니다. 이것을 뿌리빼지 않으면 동·서독

보다 남북한의 관계가 더 험악합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상황이 

부정부패나 이런 것은 상상을 초월할 지경입니다. 저는 앞서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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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님이 하신 로 부정부패의 척결에 한 이런 것은 아주 잘 

보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 P : 저도 얘기하신 것에서 조금 덧붙이면 전체주의국가의 권력의 

핵심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동심원의 구조로 돼서 제일 동심원의 

핵심에서 가장 많은 권력, 경제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주변

에서 멀어질수록 권력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이런 정치적 권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을 정치하고 경제하고 합쳐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정치적 지배, political 렌트라고 그 자

체가 부정부패의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조금 그런 측면

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 H : 제도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각의 역할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아예 부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사회복지 남북한 통합 이후에 권역별로, 지역별로 어떻

게 이것이 될지, 그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특히 주거복지 같

은 경우에 있어서 북한이 주택이 국가공급제라고 봤는데 그 부분

이 또 어떻게 통합 이후에 될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북한은 토지

문제가 굉장히 얽혀있는데 그 부분도 통일 이후에 어떻게 풀어나

갈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 P : 질문이 주거복지에 한 문제, 토지 소유권에 한 문제. 

○ U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이후에 북한의 행정권에 한 접수나 업

그레이드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달과정에 있어

서 북한의 전달망은 살아있기 때문에 초기의 구호단계나 취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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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지원단계에서는 기존의 관리방안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이것

이 복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분배형태가 어떤 형태를 가지

느냐에 따라서 북한주민의 소득과 자산이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

적으로는 그냥 현재 북한주민들이 살고 계신 집은 개인소유로 하

자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소유로 

해도 낼 돈도 없고 관리할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북한

에 계신 분들을 노령연금도 하지만 우리로 보면 그렇게 주택이 개

인소유화 됐을 때는 북한에 빠른 기간 내에 주택연금 도입도 가능

하겠다. 그러면 통일정부가 부담을 덜 가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 J : 고용서비스 관점에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쪽

에서는 사회복지는 지금 내놓으신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는 결

국 얼마나 더 많은 생산가능, 경제활동인구가 또 통일된 이후에 

어느 정도가 경제활동인구로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복지제도의 그런 재정이라든지 운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 사회복지통합을 얘

기하셨을 때 혹시 고용서비스 측면에서 저는 등한 관계에서 병

렬적인 관계에서 같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렇다면 흡수를 가정한

다면 사회복지 쪽에 그런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이 훨씬 더 줄어들

고 이렇게 SWOT분석을 하셨을 때 결과치도 조금 달라질 수 있

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서비스와 함께 

조금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 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

니다. 

○ U : 말씀하신 지적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서비스는 결국은 

통일 이후에 북한근로자나 가족이나 세 별로 어느 정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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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시켜주고 보장해 주느냐인데, 그렇게 봐서 단순도식 하면 

많은 소득을 통일 전에 비해서 소득을 더 보장해 주고 자산을 지

금 현재 집도 개인소유화해서 순소득이 늘어나면 우리 재원이 줄

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데 거기까지는 사실은 화폐통합하고 논의

해야 될 것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체제이형국가에서 체제나 

정권이 갑자기 붕괴한 다른 사회주의권의 국가의 선례로 보면 

부분 회사가 망해 버립니다. 국 기업이 망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규모 실업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가장 다른 쪽에 

주장이 통일 이후에 결국은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남측 기업

이 얼마만큼 가서 고용을 촉진하고 북측 기업이 얼마나 많은 기업

이 살아남고 거기에 적절한 소득을 보장해 주느냐, 이것에 해서

는 결국은 기업과 시장의 역할이 단히 중요하다. 참고로 북한은 

1,200만 정도가 노동가능인구로 보고 있고 실제 그 정도의 인구

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이신 분들도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서독은 동독 인구가 서독 인구

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저쪽이 2분의 1입니다. 그러니

까 훨씬 우리가 통일차원이 많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

다. 더군다나 동독은 배부르지 않아서 그렇지 배가 고프지 않았습

니다. 북한은 그것이 아닙니다. 배가 거의 부분 고프신 분들입

니다. 

○ A : 아까 ‘남한이 지원을 했을 때’라는 말로 전제를 하셨는데 제

가 궁금한 것은 통일이 된다면 남한 복지체제로 북한을 포섭해

야 하는지.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복지수혜의 정도

가 계속적으로 많이 차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고 그 복지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전무한 사람이 부분 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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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남한 입장에서는 우리 세금의 납세

자와 수혜자가 많이 불일치될 것이다. 그래서 혼란이 올 것 같

고, 그리고 복지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더 거부반응이 

많이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체제에서 복지정치

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요인이라든지 뭐라고 생각이 드시고. 그

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통합기구를 박사님께서는 어떤 식

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

고 싶었습니다. 

○ U : 말씀하신 질문이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이 사실은 같

은 냄비 안에 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만 해도 양

자의 장점을 주장을 했는데요. 북한을 공부를 해 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개념 없는 직관이 아니고 약

간 부분적 evidence를 가지고 직관만 늘어나는 것인데 사실 그

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그렇게 보면 부분 맞습

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그리고 논문을 쓸 때까지

만 해도, 그리고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무려 2004년

까지 사회복지학계에서는 북한의 복지체제가 우리보다 월등히 앞

서고 있다고 하는 평가가 주류 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북한의 

복지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질 

때 다는 말입니다. 학자가 네트워크에 즉, 문자에 갇혀서만 연구

하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오류를 간과했는데, 그래서 저도 마찬

가지로 그러한 생각을 했던 분들한테 제가 배웠으니까 북한이 제

도가 발달되고 포괄성 이런 것, 그러니까 테럴이 얘기한 것 이런 

것을 다 보면 북한은 선진국입니다. 무상치료 되고 무상교육 되고 

무상보육 되고. 그런데 사실 저것은 미지급급여거든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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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일반 인민들에게 줘야 할 월급을 북한이 갖고 있다가 거기

에 그냥 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제가 그런 생각

을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이 북한이 현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무상보육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 

무상교육은 이미 북한에 없어졌습니다. 학도 등록금 다 내고 기

숙사비도 다 냅니다. 껍데기만 있는 무상은 걷어내 버려야 됩니

다. 그런데 무상보육만큼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리고 무상교육은 장학제도로 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등까

지는 무상으로 하되 고등교육은 장학제도로 교체하고. 무상치료

는 사실은 의료급여로 하고 사실 건강보험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

런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고용보험이 사실 제일 

난해하고 산재보험도 제일 난해한 문제인데 그것은 천천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연금은 분명히 과도기적 국면을 거칠 겁니다. 분

명히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공공구조하고 

프로그램은 현금은 되는데 현물 같은 경우 망이나 인력 때문에 사

실 그것은 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통합은 통일 이후 10

년 정도 지나야 그나마 통합 초기단계로 접어들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갑자기 변해도 안 좋습니다. 정책은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 P : 이것의 프레임을 딱 통일 이전, 이후 이렇게 해 놓으면 남한, 

북한을 이렇게 해 놓으면 현재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요인이 

남북한 간에 있는데 통일 이전하고 이후의 SWOT분석을 해 줬으

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

가 있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복지의 문제는 경제

와 굉장히 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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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이 연구가 경제부분에서의 또 한 축으로 같이 이렇게 연

결돼서 조금 종합적인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

지고 있습니다. 





통일 직후 북한의 

사회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제1절  주제발표

8제 장





제1절 주제발표

  최  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 들어가는 글

⧠ 사회보장체계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국가 책임에 의한 제도적 

보장의 특징이 강한 반면,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의 차원에서 국가, 시장, 지역사회 등과 같은 공급주체의 다원화를 

특징으로 함.

⧠ 통일 직후 북한의 사회보장체계 구축과정의 시작은 남북한 통합과

정인 ‘구호-안정-이행-통합’의 단계 중 ‘구호’의 단계부터 해당함.

○ 구호단계는 북한사회가 국가붕괴의 위기상황에서 사회제도체계

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의미하며, 따라서 북한의 사회서비스체

계의 구축은 난민구호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있음.

○ 안정단계 이후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서비스체계

의 통합이 가능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 직후 ‘구호단계’에서 북한의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을 ‘복지’ 역을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겠음.

통일 직후 북한의 
사회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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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 한국과 사회서비스체계

  1) 통일 시나리오

⧠ 통일 시나리오의 기본적인 틀은 ‘민족통일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

고 있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체제임.

⧠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흡수통일 또는 정치·경제 절충형의 형태를 전

제로 함(유근춘, 2015).

－ 정치·경제 절충형 통일은 정치적 통일이라는 변수에 의해 남

북한의 경제통합이 추진되고, 북한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시장경제제도를 기초하여 구축함으로써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함(이석, 2013; 

유근춘, 2015 재인용).

⧠ 통일은 ‘구호-안정-이행-통합’의 단계적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설

정하며, 통합 이전 단계까지 체제의 한시적 분리운 을 전제로 함.

  2)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구조

  가. 사회서비스의 개념

⧠ 사회보장기본법(2014) 제3조 4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

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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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2014. 5.20 개정) 제2조

－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25개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

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

지관 운 ,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

  나. 사회서비스의 구조

⧠ 사회서비스의 구성 요소

○ 복지(*) :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지원 상자에 한 사회복

지사업 등

○ 보건·의료 : 병원 등 의료시설, 의료인력 조직화 등

○ 교육 : 교육 상자 파악과 학교 등 교육시설 관리 등

○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 사회서비스 중 ‘복지’ 역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지원 상인 아동

( 유아), 노인, 장애인 등에 한 서비스와 함께 각종 사회바우처

(이용권)제도를 주된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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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사회서비스 현황 및 남북한 비교

  1) 아동복지서비스

⧠ 북한의 아동복지서비스 관련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음.

○ <탁아소규칙>(1947.6.13.)은 근로여성을 위한 탁아보육을 목

적으로 생후 1개월부터 만 3세까지의 아동을 보육하도록 하고 

있음.

○ <유아상담소에 관한 규정>(1948.12.23.)은 생후 1일부터 만3세

까지 유아의 건전한 발육을 보건위생적으로 보호하여 유아질병에 

한 예방 및 치료 를 명시하고 있음. 

○ 만 5세의 모든 어린이에게 학교 전 의무교육의 실시(1972.5), 11

년제 의무교육의 전면적 실시(1975.9), <어린이보양교육 법>(1976.4) 

등을 규정 하여 모든 아동에게 탁아소 및 유치원에서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고 있음.

⧠ 북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은 <어린이보육교양법>(1976.4.)에 의거

하여 제공하 고 있음. 동법 제1조에는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 비 이며, 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는“모든 어린이들

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명시하

고 있음.

⧠ 탁아소와 유치원의 설치·운 이 어린이들에 해 조기 집단교육 실

시뿐만 아니라 여성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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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음을 보여줌.

－ 동법 제6조에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어

린이 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며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

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

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역사적 위업수

행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북한은 고아를 위한 시설로서 육아원과 애육원을 운 하고 있

는데, 육아원은 만 3세 이하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며, 애육원

은 만 4세 이상 학령전 고아들을 수용하여 양육하는 기관임. 

  2) 노인복지서비스

⧠ 북한은 <사회주의노동법>(1978) 제78조에 ‘부양할 자식이 없는 무

의탁 노인들의 처우에 해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를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 준다’고 규정하고 있음. 

⧠ 양로원은 부양능력이 없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인 상자를 

수용 하여 부양 하는 시설임. 

⧠ 2007년 4월에는 연로자의 부양, 건강보장, 문화정서생활 등을 보장

한 <년로 자보호법>을 제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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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애인복지서비스

⧠ 장애인에 해서는 전쟁 등 국가사업에 동원되었다가 불구가 된 경

우 공로자라고 하여 특별 우를 하는 반면, 선천성 장애인들에 해

서는 지방으로 강제퇴거 하는 장애인소개사업을 1990년 까지 시

행하 음. 

⧠ 양생원은 무의탁 지체부자유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각 도에 1개소

를 두고 있었으나 경제난에 따른 운 의 어려움으로 일부 도에서는 

통·폐합되고 있음.

⧠ 2003년에는 장애인 존중과 권익보장을 규정한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에 장애인용품 지원을 요청하는 등 과거의 일방

적인 장애인 억압 정책에서 다소 탈피하여 장애인 보호에 관심을 기

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 음.

－ 북한은 1998년에 ‘조선불구자지원협회’라는 장애인단체를 설

립하여 장애인 실태조사, 재활용품 지원, 재활치료 등을 실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4) 남북한의 사회(복지)서비스체계 비교

  가. 남북한 사회(복지)서비스 특징 비교

⧠ 남한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이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침 역할을 제공하고 있으나, 북한은 개별법체계가 상 적

으로 미비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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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의 사회서비스는 주로 자산조사(means test)에 의해 일정 수

준 이하의 소득계층에게만 제공하는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

지가 혼재되어 있으나, 북한의 경우 보편주의 복지가 주류를 이루

고 있음.

⧠ 남한의 사회서비스는 무료 또는 일부 본인부담의 형태로 운 하고 

있으나, 북한은 원칙적으로 전액무료 제공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남한의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는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으나, 북한은 

서비스의 양이나 종류, 전문인력의 수와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나. 남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과 시설

⧠ 사회(복지)서비스 상자와 사회복지시설 현황

○ 노인

－ 65세 이상 노인 수는 2015년 13.1%인 662.4만명임

－ 노인인구 10만명당 생활시설은 75.8개, 이용시설은 1,188.5

개임.

○ 장애인

－ 등록장애인 수는 2014년 2,494천명임.

－ 장애인구 10만명당 생활시설은 54개, 이용시설은 65.5개임.

○ 아동.

－ 아동(0~4세) 수는 2015년 2,297천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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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인구 10만명당 어린이집은 1,905.5개, 아동복지시설은 

190개임.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복지관은 시군구(227개) 당 1.93개가 설치됨.

〈표 8-1〉 남한의 사회복지시설 현황(2013)

구분 총계 노인 아동 장애인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전체시설

시설수 136,185 83,744 4,364 2,982 437 43,770
종사자 702,690 345,986 14,364 24,289 8,351 301,719
생활

(이용)자
218,102 144,966 16,418 30,640 - 1,486,980

생활시설

시설수 7,167 5,020 315 1,348 - -
정원 250,597 158,531 23,942 35,545 - -
현원 218,102 144,966 16,418 30,640 - -

종사자 100,668 77,853 5,602 12,651 - -

이용시설
시설수 129,018 78,724 4,049 1,634 437 43,770
종사자 602,022 268,133 8,762 11,638 8,351 301,719

⧠ 사회복지인력 현황

○ 2013년 현재 사회복지시설(이용, 생활) 종사인력의 수는 

702,690명임.

○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을 보면, 시설장, 사무국장, 의료인

력(의사, 간호사), 사무원, 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과 같은 운

인력 외에 복지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복지생활시설 : 보육사(30명 이상 시설 3~6세 아동 5명

당 1명), 생활복지사를 배치해야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 : 시설장 등 운 인력 외에 요양보호사

(12.5명당 1명) 등을 배치해야 함.

－ 장애인복지생활시설 : 시설장 등 운 인력 외에 사회재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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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당 1명), 물리치료사(30명당 1명), 작업치료사 등을 배

치해야 함. 

⧠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상자 수와 사회복지시설 수요 추계

  ① 시설

○ 노인

－ 북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2012년 기준 

24,427천명)의 9.8% 수준으로 인구 수는 2,394천명임. 

－ 노인복지시설 수요량은 생활시설 1,814개, 이용시설 28,452,7

개임.

○ 장애인

－ 장애인구는 전체 인구 비 7.09%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구 수

는 1,706,696명(100.0%)으로, 시각장애 459,896명(30.0%), 

청각장애 374, 452명(21.9%), 지체장애 537,496명(31.5%), 

정신장애 334,852명(19.6%)임.

－ 장애인복지시설 수요량은 생활시설 918개, 이용시설 1,113.5

개소임.

○ 아동

－ 아동(0~4세) 인구수는 1,710천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7.1%

를 차지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수요량은 어린이집 32,584개, 아동복지시설은 

3,249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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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력

○ 사회복지생활시설(30명 기준) 배치인력의 규모를 10명 내외로 

할 경우 북한의 사회복지생활시설에 필요한 복지인력은 약 60천

명에 이르고 이용시설 배치인력까지 포함할 경우 약 200천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 

4. 통일 직후 북한 사회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1) 기본 원칙

⧠ 단계별 접근

○ 제 Ⅰ 단계 : 긴급구호 제공

○ 제 Ⅱ-1 단계 : 지원 상자 및 지역 파악

    제 Ⅱ-2 단계 :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제 Ⅲ 단계 : 자원동원 및 급여체계 개선

○ 제 Ⅳ 단계 : 법·제도 정비 및 통합

⧠ 전제 사항

○ 과도기 설정 : 일정기간 제도 분리운  후 통합

○ 남한 사회(복지)서비스체계 중심으로 구조 개편 

○ 한시적 북한 주민의 량이동 제한

○ 전달체계 구축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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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해야 할 사항

○ 구호단계에서 「북한주민복지지원특별법」(가칭)의 제정 가능성

○ 남북한 제도 이질성 해소와 제도 통합

－ 적용 상의 차이

－ 급여내용과 수준의 상이성

－ 사회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금제 : 사회바우처제도

－ 재원 확보 방안 : 조세주의, 보험주의

  2) 관련 법률체계의 현황과 과제

⧠ 적용 가능한 남한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 현황

○ 긴급구호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긴급복지

지원법’(2005), ‘의료급여법’(1977), ‘재해구호법’(1962), ‘ 한

민국난민법’(2012) 등이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률로서는 ‘사회복지사업

법’(1970), ‘아동복지법’(1962), ‘노인복지법’(1981), ‘장애인복

지법’(1981), ‘한부모가족지원법’(1989), ‘ 유아보육법’(1991) 

등이 있음.

⧠ 통일 직후 북한에 적용 가능한 법률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과 ‘ 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이 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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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사회주의로동법’(1978)을 근간으로 하여 ‘어린이보양교

육법’(1976), ‘년로자보호법’(2007), ‘장애자복지법’(2003)이 

표적인 법률이며, 이들 법률은 남한의 법률과 체 가능함.

⧠ 긴급구호단계에서 북한의 일반주민에게 적용 가능한 법률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2005)임.

○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2항에 “「재해구호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

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

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북한 한계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확  적용이 불가피하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상 선정기준과 급여내용을 

규정할 필요 있음.  

⧠ 「북한주민복지지원특별법」(가칭)의 제정 필요

○ 남한의 사회복지 관련 법체계가 형식적 완비성을 갖추었다고 해

도 북한법체계와의 이질성 등 실제 직접적 적용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구호단계에서 남한의 법체계를 적용 하기 이전에 북한주

민에게 긴급구호, 각종 사회서비스 등을 완화된 상 선정기준(소

득, 재산 등)과 급여수준에 기초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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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복지지원특별법」(가칭)과 같은 종합적인 특별법의 제정

이 필요함. 

  3)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구축방안

  가. 제 Ⅰ 단계 : 긴급구호 제공

⧠긴급구호단의 구성 및 배치

○ 긴급구호단 구성

－ 법률 전문가

－ 행·재정 전문가 : 긴급구호 관련 

－ 보건의료 전문가

－ 사회복지 전문가 : 코디네이터, 활동가

○ 긴급구호단의 배치

－ 12개 시·도에 구호본부 설치

－ 3개 지구, 202개 시·군·구역에 구호소 설치(1 직할시, 2 특별

시, 9 도, 3 특별지구/ 24개 시, 145개 군, 33개 구역(총 202개))

○ 비상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정부, 민간기구 등

○ 기타 전문가 : 현장보호, 지역사회서비스, 아동보호, 교육, 성폭력

예방, 보호클러스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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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인프라 구축

○ 물자 및 수송체계 마련

○ 기존 사회복지시설 복구 및 정상화

－ 학교시설을 거점으로 활용

⧠ 필수지원

○ 주거 및 정착 : 임시생활시설 설치, 현금수당 제공

○ 환경, 에너지

○ 보육, 교육 : 유아, 아동, 청소년

○ 물과 위생 및 공중보건

○ 양

○ 식량안전 : 현금기반지원, 식량이용권

⧠ 긴급구호단의 활동(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4)

○ 참여

○ 초기 사정단계

○ 구호활동

○ 목표설정

○ 모니터링

○ 평가

○ 구호전문가의 능력과 책임

○ 직원의 총감독, 운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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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 Ⅱ-1 단계 : 지원 대상자 및 지역 파악

  나-1) 등록

⧠ 지원 신청 및 등록, 심사(사정)

－ 북한 행정기관, 구호소에서 신청 접수

－ 심사위원회에서 상자 심사

⧠ 상(우선순위별) 

－ 아동

－ 노인

－ 장애인

－ 질환자(육체, 정신)

－ 여성(임산부 등)

－ 일반주민

⧠ 지역

－ 취약지역으로서는 도시지역의 주변부와 농촌지역으로 예상되

며, 특별지역으로 선정 이후 집중 지원 제공

  나-2) 특수한 필요를 가진 대상자 보호

○ 중증 장애인

○ 보호자 없는 아동

○ 취약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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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 Ⅱ-2 단계 : 서비스 인프라 구축

  다-1) 시설

⧠ 기존 시설 최 한 활용

⧠ 부족 시설 설치 및 지원

－ 탁아시설, 양로시설, 장애인시설 등

⧠ 거점시설 확보 :  ‘사회복지관’ 모형 도입 및 운

－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시설

－ 전문가(복지, 보건의료 등) 집중 배치 

  다-2) 인력

⧠ 파트너 리인(Partner-Agent) 지정 : 지역 사정에 능통한 북한주

민 선정 및 활용

⧠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 단기 교육기관 운

  라. 제 Ⅲ 단계 : 자원동원 및 급여체계 개선

  라-1) 재정

⧠ 정부, 정부 간 기구, 민간후원

⧠ UN 기금,  UN 분담금으로 조성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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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2) 급여 제공

⧠ 식량 : 현물, 식량교환권

⧠ 생활필수품 : 식수, 의약품, 에너지 등

⧠ 사회복지서비스

－ 유아, 아동 : 급식, 의류 등 보호서비스, 시설보호

－ 노인 : 식품, 의료, 재가·시설보호 등

－ 장애인 : 식품, 의료, 재가·시설보호 등

－ 사회바우처사업 등

  라-3) 급여체계 개선

⧠ 전체 주민 자산조사 실시, 노인과 장애인에 한 활동능력과 장애등

급 판정 등과 같은 사전 준비를 거쳐 급여 상을 확정한 이후 자원

의 규모에 적절하게 급여 수준을 설정함. 이후 급여수준의 점진적 

향상을 추진함. 

⧠ 전액 국고지원의 무상서비스에서 본인부담금을 확  등 남한의 사

회서비스 재정부담체계를 점차적으로 적용.

 

  마. 제 Ⅳ 단계 : 법·제도 정비 및 통합

⧠ 분리운 단계에서의 이원체계를 일원화 하는 단계로서 공공부조,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통합방법 및 결과에 따라 다양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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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개정, 개별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함께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적용 상의 확 , 급여수준의 적절화, 재정부담방식의 변화 및 부담

의 형평성 제고 등

5. 마치는 글

⧠ 통일 후 사회복지체계의 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부

담에 한 우려로 인해 남한 사회복지체계의 발전을 지체하는 상황

이 초래되어서는 안 됨

⧠ 구호단계에서 북한에게 적용 가능한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한데, 

이는 「북한주민복지지원특별법」(가칭) 등과 같은 한시적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구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일선 공공 행정기관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이외에 민간 전달체계

를 전국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회복지시설(이용, 생활)의 확충이 필요함.

－ 공공 전달체계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사

회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남한의 ‘지역사회복지관’ 모델을 북한지역에 적극 도입

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회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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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뿐만 아니라 지역복지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

록 해야 할 것임.

⧠ 교육, 보건분야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 배치

된 분야와는 달리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부재한 상

태에서 효과적인 자원의 배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의 

양성은 필수적임.

－ 따라서, 사회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양성기관

의 설치 등을 통해 새로운 고용의 창출과 함께 기존 인력의 재

훈련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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