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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한 ․ 중 양국은 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유사한 문화적 뿌리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다. 두 나라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은 두 나라의 

화목을 증진시키는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적인 교

류를 촉진하는데 기초가 된다. 최근 10여 년 동안 한 ․ 중의 교류와 협력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신흥공업국가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중국에 수

많은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교류의 증진, 상호 협력, 공동 

발전은 정부 간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주요 기조일 뿐만 아니라, 

학술계 더 나아가서 민간 교류에서의 주요 기조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 ․ 중 사회보장계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성과에 

대해 확실히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 중국 사회보장 개혁 및 발전 전략
이 한국에서 출판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로서, 한국 독자들에게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소개할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기쁘게 여긴다.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은 2007년 저자가 주도한 과제를 통



5

해 일궈낸 핵심적인 성과물이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연구는 

비록 중국 학술계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했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많은 관

심을 받았다. 2007년11월,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사회보장 연구에 대해 친

히 중대한 지시를 내렸다. 정부의 관련 부서들이 중국 사회보장 전략 연

구에 대해 대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원래 노동사회보장부)와 민정부 등 부서들

에서는 사회보장 연구에 대한 지원과 구체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 각 대학교 및 저명한 학술기구의 200여 명의 교수들이 이 연구에 

직접 참여했으며,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200여 명의 관료들이 토론에 

참석했다. 따라서 비록 저자가 이 책을 주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

문가들의 지혜의 결정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책은 앞서 언급한 전략적 연구의 핵심 보고로서, 중국 사회보장 개

혁의 현실에 입각하여 중국 사회보장제도 미래 발전의 목표와 이념, 원칙, 

기본 틀, 전략 절차 그리고 핵심적인 조치를 제시했으며, 중국 사회보장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거시적으로 기술했다. 구체적인 연구는 30여 편의 

소小보고서로 구성되었는데, 2010년 12월쯤 중국에서 출판될 예정이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부터 불과 30년이란 기간에 한국은 낙후된 농

업국에서 압축 성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신흥공업국의 

대표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현대화 과정 중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개선은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험을 이해하고 학습하며 본받는 것은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

과 발전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리고 중국 사회보장의 개혁은 그 전면성 ․ 복잡성 ․ 심각성으로 인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30년 동안의 발전 경험 및 교훈은 한국 

및 가타 국가들에게 유익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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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양국의 사회보장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학술계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특별히 기쁜 일은 2004년부터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 등 한국 사회복지 학자들의 참여 하에서 한국 ․ 중국 ․ 일본 

3개국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장 국제포럼”을 개최되었으며, 매년 한국

․ 중국 ․ 일본을 순회하면서 대규모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09

년에는 3개국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동아시아 사회복지 모델” 연구 토론

회를 조직하여 한국 ․ 중국 ․ 일본 ․ 대만 ․ 홍콩 등 지역의 여러 사회복지 학

자들이 동아시아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토대의 수립은 한 ․ 중 학자들이 양국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학술 교류를 심화하는데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학자들과 국민들이 양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그 영향 

요소들을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는 아쉽지만 아직도 부족하

다고 생각한다. 양국 간의 이해를 증대하고 양국의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저자는 김연명 교수의 저서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1를 중국의 

독자들에게 추천하였고, 중국노동사회보장출판사에서 2010년 하반기에 

중국어판으로 출판하였다. 중국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복지제

도에 대한 이해를 증대하고, 한국 사회복지제도와 발전에 대한 흥미가 

한층 더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에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이 한국에서 출판되는 것도 

한국 독자들에게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미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이해

할 수 있는 기초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두 권의 책이 

각각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역 ․ 출판되는 것은 양국 사회보장 학술 교류

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이 한국어로 번역 ․ 출판되는데 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장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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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도움 없이는 이 책의 출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김용하 원장님

은 한국의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을 돕고 사회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한국의 4대보

험 정책에 천착해온 대표적 경제학자로서 학문과 정책 의제를 현실적으

로 접목시킨 실천적 학자입니다. 특히 최근에 발간된 희망복지 포트폴

리오는 국민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한국형 복지 모델의 개발을 통해 

계층 간 갈등의 치유 방안을 모색한 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Welfare Plan’의 패러다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연명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4년 이래, 김연명 

교수님은 한 ․ 중 ․ 일 간의 사회보장 학술 교류를 추진시키는데 심혈을 기

울였고, 이러한 관심과 공헌으로 한 ․ 중 ․ 일 3국의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번역자인 김병철 교수는 한국인으로서 영국 노팅험 대학에

서 사회정책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중국인민대학에서 필자가 지도한 

첫 번째 외국인 박사 후 연구원이 되었으며, 현재 중국인민대학에서 유

일하게 정식 외국인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김병철 교수는 본인의 

학술 연구 외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한 ․ 중 ․ 일 3국의 사회보장 국제

회의 및 비교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여러 편의 한 ․ 중 사회보장 

관련 서적을 번역했는데, 한 ․ 중 사회보장 학술 교류에 교량 역할을 온

전히 수행하고 있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바이다. 

한 ․ 중 양국의 사회보장 교류와 협력이 현재의 기초 위에서 더욱 전면

적으로 깊어질 것을 기대하며, 한 ․ 중 양국 사회보장 학술계의 우의가 영

원할 것을 축원하는 바이다.  

 2010년 8월 18일 북경에서

                                                鄭 功 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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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중국 인민대학교 쩡꽁청(鄭功成) 교수의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의 한국어판을 우리 연구원에서 발간하게 된 것을 여러 가지 측면

에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경제 ․ 사회적 교류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된 것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하는데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회보장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특히 사회보장 부문에 대해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윤곽과 앞

으로의 발전 방향을 밝히고 있는 이 책은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중국

의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쩡꽁청 교수의 저서는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전략의 흐름을 단적

으로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법령적으로는 모든 국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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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완전한 복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부 계층만 혜택을 

받고 있을 뿐 그 이외에는 사회보장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약 13억 인구를 가진 국가에서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것만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발생하였던 빈

부 격차와 도농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 문제보

다는 상대적 빈곤 문제가 국민 통합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중국 역시 우리나라만큼 빠른 인구 고령화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사회보장 기반을 미리부터 공고히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저술된 이 책은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가늠해

보기에 충분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인 쩡꽁청 교수는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매

우 유력한 학자로, 이 책에 서술된 한 자 한 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이 책을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준 김병철 

박사는 중국 학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장래가 유망한 사회보장학자입니

다. 한국어판 출판을 승낙하여 준 쩡꽁청 교수와 꼼꼼한 번역을 하여 준 

김병철 박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쩡꽁청 교수의 역저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의 발간을 계기

로,  이와 관련된 한국과 중국 간의 학문적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

합니다.

                          20010년 8월

                    힌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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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판 서문｜

이 책은 중앙정부 지도자들의 주목과 관심과 더불어 인력자원사회보

장부(이전에는 노동사회보장부)와 민정부民政部1 등 주무부서의 대폭적인 

지원과 도움 하에서, 필자가 2007년 5월에 조직하여 전개한 중국사회보장

발전전략연구소에서 일궈낸 핵심적인 연구 성과이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관련 분야 200여 명 교수들과 200여 명의 

관급 관료들과 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베이징北京, 시닝西寧, 시

안西安, 청두成都,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장춘長春, 광저우廣州,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우한武汉 등에서 19차례에 걸쳐 중국 사회보장 발전 전략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고, 베이징, 상하이, 광둥廣東, 산시山西, 랴오닝遼寧, 간쑤甘肅, 산둥山東, 

후난湖南,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지린吉林 등 11개 성에서 전문가 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독일 ․ 일본 ․ 한국 등에 대한 전문적인 고찰과 광범위한 국제적 

교류를 통해 2008년 6월에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총 보고와 

양로 ․ 의료 ․ 공공부조 등 3개의 분과 보고 초안을 작성하였다. 

2008년 6월~9월에 다시금 베이징, 상하이, 텐진, 광둥, 간쑤, 허베이河
北, 랴오닝, 산시陝西, 저장, 산둥, 후난, 쓰촨四川 등 12개 성·시와 인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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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회보장부, 민정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서로부터 

개별적으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도시에 서면으로 중화전국총공회中
華全國總工會2

의 의견을 수렴함)한 후, 2차 및 3차 수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총 보고)과 양로보장, 의료보장, 공공부

조 등 3개의 분과 보고(부록 1, 2, 3)의 원고를 확정하여 전체를 구성하였

다. 이는 중국 사회보장 체계 수립과 그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이론상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총 보고서의 기본 내용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전략과 발전 과정 중에

서 변하는 중국의 국내 실정을 바탕으로 중국 사회보장 개혁이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 도전과 임무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기초 하에서 정확한 

사회보장 발전 이념, 원칙과 적절히 처리해야 하는 상관관계를 정확히 

논술하여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에 

대한 전략 목표, 절차와 조치에 대해 거시적으로 계획한다. 

그리고 사회보장 체계 개혁, 정부 책임과 제도 최적화는 구조상의 정책 

건의를 제시하고, 국가가 수립한 건전하고 완비된 사회보장 체계를 위해 

관련 이론적 배경과 정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양로

보장, 의료보장, 공공부조와 관련된 3개 분과 보고의 기본 내용은 중국 

양로보장, 의료보장, 공공부조제도 등 3가지 기본 제도의 수립과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이고, 진정으로 “두 가지를 해소하고 한 가지를 해결”

(국민의 생존 위기, 질환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문제를 해

결함)하고자 하는 중국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정책 결정의 근거

를 제시한다.       

특히 이 책은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400

여 명의 교수와 정부 관료들이 자신의 관점과 사고를 바탕을 열띤 토론에 

참석하였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필자가 져야 하기에 중국 사회보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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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략 연구의 책임자이자 집필자인 필자의 관점과 사고가 주로 책에 

반영되었다.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중국 사회보장 발전 전략 연구 실시 방안”에 대

해 친히 중대한 지시를 내렸고,  쨩더지앙张德江 부총리와 후아지엔민华建敏 
부위원장(원래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실장)은 중국 사회보장 전략 연구

에 대해 대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이외에도 관련 부서들에

서는 중국 사회보장 전략 연구에 대한 지원과 구체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은 중국 이론 학술계를 위해 독립적으로 중국사회

보장발전전략연구를 조직 ․ 전개하는데 양호한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연

구자가 사회 책임, 국민 복지,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엄청난 자극과 격려가 

되었다. 더불어 본 연구와 토론에 참석해주신 수많은 교수님과 정부 관료

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관심과 지원으

로 중국 사회보장 발전 전략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고, 핵심적

인 성과와 기타 관련성과를 일궈내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중국 사회보장제도를 신속하게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로에 

매진하고, 지속적으로 국가 강성과 지속적이고 건전하며 문명이 깃들고 

조화로운 발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

회에 진입할 것을 기대한다. 

본 성과물과 기타 분과 보고가 실천적인 검증과 역사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2008년 10월 1일 베이징에서

鄭 功 成





서장

들어가면서
 

사회보장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법에 따라 행사하는 경제 복

지의 각종 보장을 뜻하는 용어로, 경제적 수단으로 사회문제를 해

결하고 더 나아가 특정한 정치 목표를 이루려는 제도적 조치이다. 

동시에 사회보장은 국민 복지를 향상시켜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

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제도이다. 

현재 중국의 사회보장 체계는 사회구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

스 등 3대 보장 체계와 상업보장, 자선사업 등 보충형 보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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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중국은 30여 년 간의 개혁개방 과정을 거쳐 세계의 주목을 받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은 개혁개방의 발전 단계에 들어서면

서부터 과학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시점에 서 있다. 무엇보다도 과학 

발전과 더불어 더욱 평등하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그 어느 때보

다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社會保障3
과 관련된 일련의 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국민의 소망일뿐 아니라 국민 경제를 

내수추진형 발전 모드로 전환해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필수

조건이다. 동시에 조화로운 사회와 국가를 수립하는데 있어 추진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2004년 3월,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

민공화국헌법 수정안｣에서는, “국가는 경제 발전 수준과 알맞은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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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도를 수립 ․ 개선해야 한다”라는 명확한 문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은 완전한 헌법상의 개념으로서 최고의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

었다. 2007년, 중국공산당 17차 대회에서는, “국민 생활의 개선을 중심으

로 하는 사회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게다가 중국공산당

과 국가는 전 국민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있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부양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를 수립한다는 목표를 실현할 것임을 약속

하면서, 국가에서 국민 생활 보장과 개선 등 사회보장의 지위를 한층 확

고히 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국내 실정과 객관적

인 규율을 존중하는 동시에 미래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원칙을 행동 

지침으로 삼고, 국가의 이익과 국민 복지를 위하여 중국 사회보장의 개혁

과 발전 계획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사회보장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법에 따라 행사하는 경제 복지의 

각종 보장을 뜻하는 용어로, 경제적 수단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특정한 정치 목표를 이루려는 제도적 조치이다. 동시에 사회보장

은 국민 복지를 향상시켜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제도이다.

현재 중국의 사회보장 체계는 공공부조公共扶助4 사회보험社會保險, 사회복

지서비스社會福利 등 3대 보장 체계와 상업보장商業保障, 자선사업慈善事業 등 보

충형 보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공부조는 전체 사회보장 체계 중 기본적인 제도로, 국민의 기본

적인 삶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사회보험은 전체 사회보장 체계 중 주요 제도이다. 노동자의 생활고를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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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는 국민의 특정한 생활 욕구를 만족시

키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기

본적인 수단이다.

사회보장 체계의 완비는 앞서 언급한 제도를 보편적으로 확립하되, 각

종 제도를 충분히 발전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체계 중 양로보장養老保
障, 의료보장醫療保障, 공공부조와 관련된 기타 사회서비스 등은 사회보장 

체계의 기본구조를 지탱한다.

최근 각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현상

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 평등을 추구하고, 지속적이고 건전하며, 조화로

운 사회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가일수록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중요

시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건전하고 완비된 사회보장 체계를 갖춘 국가들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반면,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간과하거나 

사회보장 체계 자체가 미흡한 국가는 종종 첨예한 사회 갈등을 초래하며, 

사회 배제 및 저항이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현대사회보장 체계의 핵심인 사회보험제도는 1880년대 독

일에서 탄생했다. 당시 사회보험제도는 노사 간 마찰을 해소하고,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그 결과 노동자를 위한 

복지가 마련되었고, 무산계급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노동자와 자본가 간

의 관계가 마찰에서 타협과 협력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독일은 독특한 

사회 시장경제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해 강대

국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독일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성공하자, 여러 나라들이 독일의 사례를 벤

치마킹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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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정부는 1930년대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다. 1935년 종합적인 사회보장법을 통해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초래한 일련의 국내 사회 ․ 경제 문

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했으며, 미국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 문명의 

발전을 이룩했다.

1940년대 말, 영국은 최초로 복지국가를 수립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

간 히틀러의 침략으로 인한 각종 국내 사회 갈등과 계급 저항을 성공적으

로 완화하였고, 사회 평등과 사회 문명을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켜 복지

국가 시대를 열었다. 

서유럽 ․ 북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 호주 등 수많은 국가들은 영국으로

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복지국가의 수립은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

을 보장해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

도 사실상 자체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신속하게 수립 ․ 개선한 것과 접

하게 관련된다. 완비된 사회보장제도는 일본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튼

튼한 사회적 기초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들도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이후에는, 경제 발전이라는 한 가지 관념이나 정책이 아닌 사회보장 체계

의 개선을 통해 국민 복지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했다. 사회 평등과 

사회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회와 경제 간의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발전 과정에서 볼 때, 시장경제 체제 하의 중국에

서는 건전한 사회보장 체계 없이 사회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실현

하기 어렵다. 더욱이 장기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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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 ․ 사회를 조화

롭게 발전시키는 객관적인 기초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 발전을 이룩하는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은 195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고, 두 가지 

발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 30년 동안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계획경제 체제와 어울리는 제도

였다. 제도 자체를 놓고 볼 때, 전형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단위單位5 

혹은 집체集體6
가 도맡아 실시하는 분할된 제도로 보편적 보장과 폐쇄적 

운영을 특징으로 한다. 

비록 그 당시 경제가 극도로 낙후되고 재원이 매우 빈약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수억 명에게 일정한 보장 기능을 발휘하였지만, 제도 자

체의 결함―진정한 사회 평등을 이룩하지 못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할 수 없는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웠다.

개혁개방 이후, 농촌 토지책임제 실시와 도시 국유기업 개혁과 더불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상응하는 조직 기반과 경제 기반을 상실함에 따

라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과 사회구조社會救助7
의 분화, 더욱이 사회화社會化8

된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웠다. 그리하여 1980년대

부터 시작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및 제도 수립은 전체 개혁사업의 중요

한 부분이었을 뿐 아니라,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해주고 사회 ․ 경
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해주었다.

최근 20여 년 간의 실천 과정에서, 중국 사회보장의 개혁은 풍부한 경

험과 교훈을 쌓았다. 또한 효율 우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혁 

동향은 국민에게 새로운 사회보장 의식을 심어주었다. 시범 지역을 지정

하고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전면적인 제도에서 유

발될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실정을 고려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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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외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했던 점은 제도의 창의성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의 사회보장 개혁은 확실히 상당한 성과를 이

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은 보편적으로 사회보장 책임을 서로 분담해야 한다

는 관념을 인식했고, 기존의 계획경제 체제와 상응하는 전통 사회보장제

도는 이미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로 향하는 전반적인 변화를 마쳤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갈수록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책임 분담, 시장경

제, 다층화 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전면적인 변혁과 전체 변형

은 전 세계 사회보장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개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사회보장의 개혁과 새로운 보장제도의 점차적인 수립은 도시 주민

과 농촌 주민에게 점차 풍부한 혜택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개혁개방 

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사회 위험을 성공적으로 완화하였다.

사회보장제도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보장해주었고, 경

제 개혁과 사회 변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보장 기능을 발휘했다. 사회보

장제도는 개혁개방 30여 년 이후 (특히 최근 10년 이내) 일궈낸 성과를 

지탱하는 요소이자 유지 시스템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개혁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거시적인 시

대적 배경 하에서, 중국 사회보장도 “순서”에 따라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경험 부족과 정책 결정의 실수 등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실천 과정에서 효율 우선주의와 개인 책임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직접적으로 제도 공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둘째, 공공투자의 부족과 제도 체계의 결함은 안전상의 허점과 보장상

의 공백을 남겼다.

셋째, 각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시범 지역 방안과 장기적인 시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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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실시함에 따라 기본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지 않아서 제도가 분

할되고 단편화fragmented 되었다.

넷째, 피동적인 협력, 일방적인 추진, 낙후된 법제 수립을 바탕으로 한 

개혁 추진 방식은 사회보장 체계의 내재적인 협력과 제도적 권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쳤다. 

다섯째, 부서별 분할, 계층별 분할, 도시와 농촌 혹은 지역별로 분할된 

개혁 방안은 사회보장제도 수립의 체계화와 통일성을 약화시켰고, 기타 

관련 개혁이 지체됨에 따라 사회보장 개혁과 제도 수립의 발걸음은 더디

게 되었다. 

여섯째, 이밖에도 평균주의를 제거하려는 관념이 극단으로 치우쳐 사

회 평등의 가치관을 약화시켰으며, “철밥통
9” 제도를 제거하려는 관념이 

극단으로 치우쳐 상호 협력을 강조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미풍양속마저 

약화시켰다.

위의 여섯 가지 문제점과 결함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정상적으로 기능

하는데 직접적으로 제약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가 내수추진형 

발전 모드로 전환하려는 길을 가로막음으로써 지속적이며 건전한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동시에 개혁사업과 국가 발전의 추세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오해를 조성하였다.

중국의 독특한 국내 실정, 점진적 개혁의 역사, 현실의 객관적인 욕구, 

미래 발전의 장기적인 고려 등 모든 요소들은 중국식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의 청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실정과 자체적

인 발전 규율에 부합되는 발전 경로를 모색해야 하며, 더 나아가 국민들

에게 안정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중국 경제 발전의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

대국으로서의 지위도 이미 확립된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은 위험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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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해외수출형 경제로부터 안정된 내수형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현실

에 직면해 있고, 값싼 노동력으로 우세를 차지하던 것에서 노동자들의 자

질 향상과 기술 혁신 등을 통해 핵심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단순한 경제 성장 추구에서 국민 복지와 국민 경제를 동시

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이룩해야 할 역사적 사명은 사회 ․ 경
제의 전면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시범 지역 방안 모색과 

점진적 발전을 거쳤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정형화되고 안정되며 지

속가능한 발전 단계로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의 개혁 실천 과정 중에서 얻은 교훈은 이미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

의 전면적인 수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 주민과 농

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전한 사회보장 체계의 수립을 통해 전 국민의 

생활고를 해소하고, 전 국민들이 경제 발전의 성과를 함께 누리면서 격차

와 갈등을 완화하며, 국민 복지를 증진하는 기초 위에서 국민 경제와 전

체 사회의 협력적이고 지속적이며 건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함께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명이자 시급히 요구되는 임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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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발전과 국내 실정의 변화를 살펴볼 때, 중국 사회보장의 

수립은 전반적인 상황에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현

실적인 문제와 도전도 결코 적지 않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모든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

하며,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건전하고 완비된 사

회보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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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국의 현 상황 

현 상황이 건전한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유리

하다는 것은, 최근의 정치 ․ 경제 ․ 사회 발전이 중국 사회보장 체계의 수립

에 양호한 조건을 마련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판단이다. 

정치적인 시각에서 볼 때 과학적인 발전관은 국가 발전의 지도사상으

로 자리 잡았고, 사회주의 수립과 조화로운 사회는 사회 발전의 목표로 

자리 잡았으며, 국민을 위해 집권하고 국민을 근본으로 삼는 사상은 이미 

집권당과 집권 정부의 핵심적 이념이 되었다.

또한 공평 ․ 정의 ․ 공유는 새로운 시대의 핵심적 가치가 되었다. 교육받

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나이 들면 부양받을 수 있고, 거주할 곳이 있는 등 전 국민이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수립하는 것은 이미 국민에 대한 당과 

정부의 엄숙한 정치적 약속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이 이미 견고한 발전 

토대를 마련한 후 경제성과를 어떻게 국민을 위한 복지로 전환하고,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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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보장 체계의 수립을 통해 국민의 생활고를 해결하며, 국민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냐 하는 것은 발전 과정 중에서 중요한 정치

적 목표일뿐 아니라 집권당과 각급 정부의 중대한 정치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뚜렷한 정치 목표와 사회보장의 역할에 대한 중시는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할 것을 

국가 발전의 중요한 목표 방향으로 결정하게 하였다.

경제적 시각에서 볼 때 이전의 발전성과는 건전한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하는데 풍부한 물질적 기초를 마련해주었다. 게다가 국민 경제의 새

로운 개혁과 내수추진형 경제 성장 모델은 건전한 사회보장 체제의 수립

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적을 이뤄냈고, 이러한 기적은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30년 동안 GDP 연평균증가율은 9.7%에 이르렀고1), GDP 총량도 

1978년 3600억 위안에서 2007년 24만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일인당 평균 

GDP는 이미 중등 선진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다2). 동시에 국가의 재정 

수입도 1978년 1100억 위안에서 2007년 5만1300억 위안으로 지속적인 증

가 추세3)를 보이고 있다. 경제 총량과 재정 수입의 급속한 증가와 그 규모

는 이미 건전한 사회보장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사회보장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뜻으로, 과거 경제가 낙후하고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가하는 국민

의 사회보장 욕구에 무관심했다는 것은 단순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지금 새로운 개혁 단계에 놓여 있다. 지속적

1) 王歧山, 改革开放 30年 GDP 年均增 9.7%,《新浪财经》, 2008年 5月 9日.
2) 张卓元, 把坚持社会主义基本制度同发展市场经济结合起来,《人民日报》, 2008年 10月 6日.
3) 谢旭人, 2007年 全国财经收入51321.78亿元, 增长 32.4%,《新华网》, 2008年 8月 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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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추진형 경제 성장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다. 내수추진형 경제 발전은 국민에게 안정된 사회를 만

들어줄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며, 오직 건전한 사회보장 체계만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생활 안정감과 안전 기대치를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필요

하며,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보다시피, 갈수록 풍부

해지는 경제적 기초와 내수추진형 경제 성장 모델의 추구는 사회보장제

도를 개선하고 경제적 투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매우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사회적 시각에서 볼 때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보편적으로 향상되었지

만, 사회구조는 여전히 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회의 이동 속도가 점

점 빨라지고, 사회 위험도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빈부의 격차나 노사 간 갈등, 이동 인구(특히 도시에서 노동하고 있는 

농촌 인구)와 현지 주민들 사이의 이익 갈등과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증가, 지역별 격차 등 수많은 현실적 문제들을 사회보장을 통해 완화하고, 

더 나아가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 사회 계층의 생활 문제는 이미 지속적인 발전 과정 중에서 보편적

으로 증가되었고, 도농 주민들은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단계를 넘어 

일반적인 의미의 소득 증가와 단순한 생활수준 향상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평등한 사회 건설을 통해 함께 부유해지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체면을 살리는 고품질 생활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이러한 사회

보장을 통해 당면한 생활고를 해결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정책을 

기대한다. 이처럼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들의 보편적 욕구와 증가는 사회

보장제도 수립과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 문화 ․ 전통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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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 국민의 신분은 이미 과거의 “가정인”과 계획 

경제시대의 “단위인”에서 현대의 “사회인”으로 바뀌었다. 단위보장제가 

와해된 후 개인의 생활 보장, 심지어 자유 ․ 평등 ․ 존엄 등을 가정이나 단

위에 의지했던 과거의 사회보장제도가 사회화된 보장을 중시하는 시스

템으로 바뀌었다.

핵가족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은 가정보장의 기능을 점차 약화

시켰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보장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

들로 인해 국민들의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보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언

급한 변화들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사회보장 체계의 수립을 촉진하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적 환경에서 볼 때 경제의 세계화는 여러 국가들 간의 경쟁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나라의 근로자와 자본가 간의 관계에 영향

을 미침은 물론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제도 수립을 위한 새로운 

시야와 조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왜냐하면, 경제의 세계화라는 배경 하

에서의 사회보장제도 수립은 반드시 국가 경쟁력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

과 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1980년대부터 선진 국가들은 자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조

정하기 시작했고, 신흥공업국가들과 그 밖의 수많은 발전도상국가들도 적

극적으로 자국에 걸맞은 사회보장의 발전 경로를 모색하였다. 이는 국제상

의 경험과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적 환경은 중국이 사회

보장제도를 개혁하고 수립할 수 있는 이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는 다음과 같은 질적인 변화를 거쳤다.

① 중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 GDP상의 증가로 효율 우선주의에서 경

제 ․ 사회 간의 협력, 건전한 문명, 지속가능한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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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② 집단 혹은 계층에 따라 이익이 분할되던 시대는 지나갔고, 도시 주

민과 농촌 주민들이 함께 경제의 발전성과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왔다.

③ 공동 빈곤의 시대와 선부론을 추구했던 사회에서 전 국민의 부를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④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계에서 국민의 생활 

문제를 보편적으로 개선하는 사회로 전환되었다. 

⑤ 수출에만 의존하던 사회가 안정된 내수추진형 사회로 변하였고, 세

계와 융합하는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⑥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차지했던 시대에서 노동력의 

질과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건전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장 체계 없

이는 국민의 생활 근심 걱정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확

실한 안전 기대치와 미래 발전에 대한 믿음을 줄 수가 없으며, 더 나아가 

내수추진형 발전 전략도 실현할 수 없다. 또한 각종 복잡한 사회관계를 

조정할 수 없고, 경제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세계화의 환경 

속에서 기존의 가치만으로는 조화로운 정치, 경제 ․ 사회를 수립하는 목표

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건전하고 완비된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필수적인 사회적 투자, 

경제적 투자, 정치적 투자, 안전적 투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과학 발전

을 구현하는 동시에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현대화된 강국이 되

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한 마디로, 현재는 건전하고 완비

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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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전과 기본 임무 

시대적 발전과 현 상황이 사회보장제도 수립에 유리하다는 점을 충분

히 인식하는 동시에, 현재 직면한 문제와 도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제

도의 수립을 추진하는 전제조건임에 틀림없다. 

국내 실정과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사회보장 개혁과 제도 수립에 직면

한 문제와 도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농촌과 도시 간 발전의 불균형이다.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의 초

급 단계에 놓여 있으며, 농촌과 도시로 이원화된 구조와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은 장기적인 발전과정 속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현상으로, 경제 ․
사회 발전의 불균형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제도(예를 들면, 호구정

책)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앞으로 지역 격차는 점차 좁혀질 것이지만, 이

를 단기적으로 완전히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하나가 되어 공평성과 보편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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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재적인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지만, 도시와 농촌이 분할되어 있고 

지역 간 발전이 불균형한 현실에서 중국의 사회보장 체계 수립은 점진적 

발전이라는 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최대한 사회보장제

도의 단편화를 막고, 제도의 통합을 추구하고 노력하려는 동시에 다원화

된 제도를 채택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화 및 인구 이동의 가속화다. 거대한 인구 규모로 인해 고령

화(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도시와 농촌 

간과 지역 간 인구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은 중국 사회보장제도 

수립에 있어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

한 국가이자 인구 성장 속도가 빠르고 평균수명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60세 이상 

인구는 1만 5430억 명으로 총 인구의 11.6%, 65세 이상 인구는 1만 636억 

명으로 총 인구의 8.1%를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의 평균속도는 3.28%로

서 총 인구의 평균증가율(0.66%)에 비해 5배에 이른다4). 인구학자들의 예

측에 따르면, 중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

는 시기는 2010년~2040년(중국의 출산정책 방안에 근거하여 계산함)이다. 

204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2%, 2055년

에 25%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4%~26% 수

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5).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출생률 감소와 

이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은 가정의 보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사회보장 특히 양로보험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급증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촌 청년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도시의 노인들

4) 全国老龄工作委员会办公室, 中国人口老龄化趋势预测研究报告, 2006年.
5) 王金营, 未来人口发展失衡引发社会保障制度的战略思考, 河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学报), 

2008年 第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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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촌으로 내려가는 추세는 장차 30년 동안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인구 이동 속도의 증가는 사회보장제도의 통합과 보험 관계의 전이

에 있어 훨씬 복잡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할 것이다.

셋째, 산업화 ․ 도시화 ․ 취업 형태의 다양화이다. 시장화 ․ 산업화 ․ 도시

화 ․ 현대화의 진행 과정이 빨라짐에 따라 국민 경제의 구조에 이미 엄청

난 변화가 발생하였고, 산업구조와 취업구조도 꾸준히 변하고 있다. 또한 

제1차 산업에서 제2차 및 제3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화 비율도 1978년 17.9%에서 2006년 43.9%6)(장기적

으로 도시에서 종사하는 농촌 인구 및 그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총 인구의 약 50%를 차지함)로 증가하였다. 

산업화 ․ 도시화의 가속화와 전통적인 호구제도의 모순은 대규모 농민

공과 토지를 상실한 농민의 급증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농촌 인구의 구조

에도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는 규모와 

속도 증가로 농촌 인구의 고령화, 농촌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 증가, 농촌 

부녀자 비율의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는 사회보장제도를 수립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도시와 농촌 간, 사회 각 계층 간의 관계와 모순

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데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취업 형태의 다양화는 전통 사회보험제도가 정규직 근로자

에게만 적용되는 국면을 완전히 타파하였다. 비정규직 ․ 자영업 ․ 무직자

는 사회보장 체계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에 해당되어 사회보장제

도의 조정을 통해서만 사회보장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중국이 현재 산업화 중기에 놓여 있고, 장차 장기적으로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음을 나타낸다. 격차 ․ 이동 ․ 분화 등은 이 

6) 闻哲, 中国城市化进程加快, 人民日报海外版, 2007年 9月 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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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에서 특이한 현상이며,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사회보장제도 수립에 

어려움을 더할 것이다.

넷째, 세계화 영향의 양면성이다. 세계화의 배경 하에서 무역과 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발전도상국에게 엄청난 발전 기회

를 가져다주었다. 만약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중국은 하루 

빨리 선진 국가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고, 국민들의 복지를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기회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결국 국민 복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세계화는 “강한 자본가와 약한 근로자”의 국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

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자본과 노동력이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어 항상 값싼 노동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 특히 개발도

상국은 자본을 흡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복지를 희생시키는 

것을 대가로 하는 발전 경로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비록 세계화 현상은 

최종적으로 노사관계 및 그 이익 분배의 공평성을 이루지만, 현 단계는 

물론 장기적으로 근로자는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세계화는 공평 ․ 정의 ․ 민주 ․ 평등 ․ 존엄 등 가치관

의 보급은 개발도상국이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할 때  

반드시 국가 발전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양자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밖에도 갈수록 현저한 취업의 세계화 및 사회보험 관계의 국제화(혹

은 지역화) 역시 미래의 제도 수립에 주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복지는 제도의 조정 과정 중에서 개선되리라 판단

된다. 하지만 세계화의 영향은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에 있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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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체계가 결여되어 있고 효과적이지 못하며 관련된 제도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현행 사회보장제도에 존재한다.

수억만 농민들에게는 관련된 양로보험제도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은 지금까지도 재원 조달에 있어 분할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보장 체계에서 급여가 낮고, 체제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진

료가 어렵고 진료비가 비싼”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제도에

서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불균형적인 발전과 각종 사회

복지서비스사업의 혼란하고 무질서한 국면은, 현행 사회보장 체계가 완

벽하지 않고 제도적 조치도 효과적이지 못한 현실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적 결함을 신속히 해결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호구제도나 소득 분배, 공공재정, 위생사업 등을 포함한 관련 

개혁이 낙후된 점은, 사실상 사회보장 개혁과 제도 수립을 심각하게 저해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경로 의존성과 관련 제도와의 

협력이 결여된 점은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밖에도 중국 국민들은 이미 계획경제시대에 만연했던 평균주

의와 “철밥통” 이념의 한계에서 벗어났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보장 관

념을 증진했다. 

하지만 자체적인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개인 이익을 중시하는 농

업시대 자급자족의 소농 의식이 어느 정도 사화보장제도에 반영되었다. 

가령, 일부 국민은 사회 책임의식과 상호 협력의 관념이 약화되고 있다. 

심지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100여 년 동안 소득 재분배에 대해 중요

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부자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

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로 여기고 있거나, 일부 국민들은 본인의 입

장만 생각해 당장 사회보장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여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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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만약 국민이 상호 협력과 공유를 원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는 수립

하거나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사회보장 관념을 

새롭게 수립하고, 국민의 사회 책임감을 확립해야 하며, 평등의식과 상호 

협력의 사상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 발전과 전체 사회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도전 과제들이 비록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지만, 중국에서

는 이미 국민을 근본으로 하는 발전 이념을 수립했고, 내수추진형 발전 

전략을 확립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요구와 갈수록 증가하는 국민의 복지 욕구는 중국이 시대 발전의 수요에 

순응하고, 보편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추진시키도록 하고 있다. 

전반적인 상황과 장기적인 발전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수립은 다음의 네 가지 기본 임무를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1. 제도의 결함을 개선하고 도농 주민의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하고 지

속적으로 개선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결함이 없는 수립은 내재적

인 요구이다. 그러므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그 효과를 향상시키는 동시

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의 결함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관련된 

제도적 조치를 통해 현행 사회보장 체계의 결함을 개선하고, 전 국민이 

다양한 제도로부터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가장 긴급한 임무는 바로 “두 가지 해소, 한 가지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 보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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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를 통해 생활고를 벗어날 수 없는 국민들의 생존 위기를 해소하

고, 의료보장 체계를 통해 “진료받기 어렵고, 진료비가 비싼”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 공포증을 해결하며,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원화된 양로

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노후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7).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전체 사회보장 체계를 점차 개선해 모든 국민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생활안전망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사회보장제도 정형화와 안정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한다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최적화하는데 노력하는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정형화 ․ 안정화, 지속가능한 발

전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는 입법을 통해 신속

하게 정형화되고 안정된 발전 단계로 들어서야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시대의 변화와 제도 자체의 규율에 부합되고, 지속

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키도록 해야 한다. 사회

보장제도 자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함과 동시에 전체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국식 사회보장제

도는 국가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일뿐 아니라 국가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말하자면,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중국식 사

회주의를 수립하는데 있어 수행해야 할 의무이다. 아울러 경제구조를 조

정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러일으켜 사회·경제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기도 하다. 

7) 郑功成, 当务之急是建构二免除一解除的制度骨架,《北京日报》, 2007年 4月 2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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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제도의 공평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한다

건전하고 완비된 사회보장 체계의 기초 위에서 국가는 반드시 제도상

의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격차와 불공평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공평의 실현과 불공평을 줄일 수 있느냐의 여부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기준과 제도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아야 

한다. 이후 점차적으로 제도의 차별적인 대우를 해소하여 최종적으로는 

전 국민 복지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공평하게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발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제도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고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국민들은 항상 생활의 안정을 중시하고, 생활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둔

다. 또한 진정한 사회주의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공동 부유의 목

표를 실현하는 복지사회이기도 하다. 국가의 경제 발전, 사회의 진보, 국

민의 전면적인 발전 요구와 더불어 사회보장에 대한 도농 주민의 욕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이성적으로 사회

보장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주의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

로 사회보장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민을 통합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

사회를 수립하고, 모든 국민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등하

며 존중받는 고품격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제2 장 

사회보장 이념 및 원칙과 상관관계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과정 중에서, 제도 설계의 우열은 종종 제

도 이념의 과학성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

는 기술 방안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과학

적인 이념은 제도 설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기술 방안보다 우선되어야 함은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논리이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사회보장의 이념을 확립하고, 이러한 이념으

로  사회보장의 제도 수립과 기술 방안의 선택을 지도하는 것은, 

중국의 사회보장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로 들어서

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 郑功成, 中国离福利时代还有多远,《解放日报》, 2007年 10月 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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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평 ․ 정의 ․ 공유의 가치 이념

전 세계의 (특히 선진국들의)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면, 공평 ․ 정의 ․ 공
유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가치 이념임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 사회

보장제도의 수립과 발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공평 ․ 정의 ․ 공유의 가치 이념으로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지도해야 사

회보장제도의 본질적인 규율에 부합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을 효과적으로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다. 

 

1. 공 평

 

공평은 현대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가치이다. 사회보장 중에서 공평

이란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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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충족시킨다는 의미이다. 어느 누구라도 신분 ․ 성별 ․ 민족 ․ 지역적 

차이에 따라 멸시나 차별당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복지를 

제공한다. 공평의 핵심은 관련 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 

출발의 공평을 조성하고 과정의 공평을 유지하며 결과의 공평을 촉진하

는 동시에, 결과의 불공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평을 조성하

고 유지하며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독특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시장이 효율을 추구하는 것처럼, 사회보장의 출발점과 귀결점

은 사회 공평에 대한 추구이다. 단체나 세대 간 불공평을 축소하던 단계

에서 공평을 실현하고 유지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사회 공평을 유지할 수 있느냐 혹은 사회 불공평을 해소시켰느냐의 

여부는 사회보장제도가 효과적인가를 판단하는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신분적인 차이를 해소해주고,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제도 설계를 통해 전 국민이 사회 발전성과를 공유하려는 욕구를 만족시

키며, 출발상의 공평을 보장하고 과정상의 공평을 유지하며 결과의 공평

을 촉진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법률적 제도를 통해 사회보장 권리의 평등을 확보하고, 사회 ․ 경제 경

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회의 공평을 실현하며, 소득 분배 결과의 불공

평을 해소하고, 기타 권리의 공평성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은 사호보장제

도 중에 공평의 가치 이념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반영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설계는 반드시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사회보장 권리

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사회보장 권리는 사회 계약, 국가 책임

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욕구를 기초로 한 기본적인 인권이다. 사

회 계층 혹은 집단 간의 “신분” 차이를 해소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을 만족시키거나 실현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는 적극적으로 사회 ․ 경제 경쟁 중에 국민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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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을 추구하고, 분배 결과의 공평을 촉진한다. 개인의 자질이나 인품 

등 선천적 요소와 생활환경, 소속된 사회 계층, 사회자본, 체제 등 사회적 

요소들의 차이로 인해 국민들이 사회 경쟁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출발점

이 공평하지 못하다. 이는 국민들이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장과 교육복지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나 문

화수준이 너무 낮아 빈곤에 빠지는 현상을 방지한다. 동시에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등 소득과 관련된 재분배 형식으로 국민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

고, 취약 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함께 근로자를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평

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일관적으로 지켜야 할 핵심적 가치 이념이다. 

 

2. 정 의

 

정의는 법률상의 정의와 분배상의 정의로 구분된다. 사회가 반드시 지

켜야 할 가치 이념이자 시대적 발전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는 성질이 

있다. 사회보장의 발전사는 사실 자비에서 정의로 발전하는 과정인데, 통

치자의 시혜와 인류의 동정심에서 출발하여 법을 기초로 한 현대적 사회

보장제도로 발전했다8). 

첫째, 사회보장의 법제화이다. 입법 선행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전제

이자 기준이 된다. 법률은 국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확립하고, 국민들에

게 평등한 사회보장 권익을 부여하며, 관련 제도를 통해 권익을 보호한다.

둘째, 사회보장은 사회 불공평을 축소하고 결과상의 공평을 촉진시키

8) 郑功成, 从慈悲到正义之路, 社会保障制度, 2002年 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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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분배시스템으로서, 관련된 제도적 조치를 통해 분배의 공평을 유지

하고 국민의 생존 위험과 생존 위기를 해소한다. 

최저생활보장제도, 의무교육서비스, 무의탁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모두 분배상의 정의에 기초한 제도들이다. 심지어 각종 사

회보험제도의 수립도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의 구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는 결코 부유한 자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자를 도우려는 제도가 아니다. 정의의 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공유를 추구하며, 현대사회 문명이 진보하고 있다는 표현이자 법률상의 

정의와 분배상의 정의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따라서 사회보장

제도는 사회 참여와 사회 관리를 통해 제도 설계 중에 실체적인 정의와 

제도 운영 및 관리 중에서 절차적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관리는 적극적으로 사회 관리의 사고를 참고해야 하며 

근로자, 자본가와 기타 사회단체들은 노동조합과 사회조직 등 여러 경로

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에 참여하고 감독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

영을 촉진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은 적극적으로 사회화와 다원화를 추진하고, 가

정이나 시장 ․ 비영리기구 등 여러 주체들의 사회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 

제도 운영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회 참여와 사회 관리는 제도의 

정의와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주고, 보장 대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

해준다. 

 

3. 공 유

 

공평과 정의에 대한 사회보장의 보호는 공유시스템에 의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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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경제의 발전을 공유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추구하는 기본

적인 목표일뿐 아니라, 사회보장과 기타 여러 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기본

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사회보장제도가 추구하려는 공유는 과정 중의 참여와 결과상의 분배

에서 표현되기도 하지만, 공유의 공평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과정 중의 

참여와 결과상의 공유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기본 권리의 평등과 실질적으로 기회 공평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치

가 있으며, 분배의 결과를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시하는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가 추구하는 것은 단지 공유와 보편적인 혜택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공유와 공평한 보편적 혜택도 포함된다. 

이는 사회보장의 본질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공유는 위험의 분산과 상호 

협력을 강조하는데, 단체 간의 상호 협력과 집단과 개인 간의 상호 협력

을 통해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하고 전체 사회의 단결과 

통합을 촉진하고자 한다.

한 마디로, 현대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가치 이념인 공평 ․ 정의 ․ 공
유는 일반적인 의미의 공유와 보편성에서 한층 높은 단계의 합리적인 

공유와 공평한 보편적인 혜택으로 발전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이러

한 가치 이념에서 벗어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공평 ․ 정의 ․ 공유의 가치에서 벗어나거나 위반하는 사회보장 개혁과 

제도 수립은 자체적인 가치와 내재적인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와 기타 관련된 제도

들의 내재적인 기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어 전체 사회의 건강과 문명,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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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한 여섯 가지 기본 원칙

인류 문명의 발전과 진보의 구현,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시스템으로서 사회보장제도는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발전 규율을 가

지고 있다. 중국은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국내 실정과 국민 

욕구의 변화를 고려하는 동시에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보편적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제도를 수립함에 있어 

다음의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보편성 원칙 

보편성 원칙은 국민들이 평등하게 사회보장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기

초로 한다. 평등 ․ 정의 ․ 공유 가치 이념의 구체적인 표현일 뿐 아니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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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의 구현이기도 

하다. 선진 국가들의 경우, 잔여형 혹은 선택형 제도에서 제도형 혹은 보

편형 제도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시대가 발전할수록 기본적인 사

회보장을 제공할 때 지역별 격차나 도시와 농촌의 격차, 재원의 격차를 

이유로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하는데 차별이나 불공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설계 시에 주민의 신분 차별, 직업 차별, 성 차별, 민족 

차별 등이나 불공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보편성 

원칙은 사회보장 권리의 평등을 구현하는데 반영되는데, 국민들이 사회

보장제도 중에서 보편적인 혜택을 받는 데에서 구현된다.

중국의 국내 실정을 살펴보면, 격차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발전의 불

균형이 단기적으로 사라질 수 없어 보편적인 원칙은 현실적으로 단계를 

나누어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즉 일반적 의미의 

보편적인 혜택에서 공평한 보편적인 혜택으로 나아가는 점진적인 방식

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에서는, 제도적 결함을 개선하고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인 혜택을 추진하면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간, 도농 간, 집단 간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존

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장 형식과 급여수준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가령, 현 단계에서는 군인무휼軍人撫恤10 대상자와 원로 홍군 등 특수 

집단에 대해서는 특별대우가 주어져야만 사회 공정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제2단계에서는, 공평하게 보편적인 혜택을 실현해야 한다. 사회·경제

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도농 간, 지역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기적 시기를 거친 후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은 적절한 시기



제2장 사회보장 이념 및 원칙과 상관관계  51

에 공평하게 보편적인 혜택을 실현하여 국민들이 사회보장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통일성 원칙 

 

통일성 원칙은 사회보장제도가 공평과 보편적인 혜택을 실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원칙이다. 이 원칙은 사회보장제도가 전국적으로 통일될 것

을 요구하는데, 통일된 사회보장제도만이 공평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통일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평등한 사회보장권을 향유하고 실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동시장을 촉진하고 유지하

는데 유리하다. 지역적 분할과 도시와 농촌 간의 분할을 방지하여 사회 

이동, 사회 단결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동시에 통일된 사회보장제도

는 효율이 높은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은 국민 기본생존권의 평등에 유리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은 전체 근로자들의 복지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며, 전국적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은 사회가 상호 협력의 기

능을 발휘하여 사회보장기금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

다. 또한 통일된 제도 수립은 표준화된 관리를 실시하고 협조 비용을 줄이

며,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효율과 관리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편리하다. 산

업 국가들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비록 제도의 다원화는 일정한 시기 

내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조치이지만, 다원적인 제도는 종종 불공

평한 특성을 나타내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근 10여 년 동안 프랑스 등을 포함한 선진 국가들의 사회보장 개혁의 

실패는 모두 다원화된 제도가 남긴 후유증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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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도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공평을 유지하고, 앞으

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해소하는 내재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발전이 불균형한 현실에 입각하여 볼 때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여전

히 단기적으로 고도로 통일된 제도를 실현하기 어렵고, 다원화된 제도는 

앞으로 20~30년 이내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국내 ․ 외의 경험과 교

훈을 수용해 제도의 분화를 최대한으로 방지하고, 제도를 전반적으로 통

일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역 간의 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설사 현 단계, 더 나아가 

일정한 기간 내에 다원화된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제도 

간의 연결성을 향상시켜 제도의 통일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문제점

을 최소화해야 한다. 

 

3. 상호 협력과 공제 원칙 

 

상호 협력과 공제 원칙은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들 내부의 상호 협력

과 공제를 실현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사회보험 및 기타 보장제도 중

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상호 협력과 공제 원칙은 사회보장제

도의 중요한 특성일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이론과 실천의 시각에서 볼 때 사회보장제도는 본

질적으로 복지의 특성을 가진 위험 분산과 상호 협력과 공제를 강조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 협력이 결여되면 공제도 결여되어 결국 

위험을 분산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빈곤 ․ 재해 ․ 양로 ․ 질병 ․ 실업 등의 위험 혹은 특정 사건은 

개인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두 책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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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반면에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상호 협력과 공제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호 협력과 공제

의 원칙은 사회보장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 

중 상호 협력은 공제의 필수적인 전제이고, 공제는 상호 협력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상호 협력과 공제는 사회 협력과 단결의 기초이기도 하다.

중국의 상황을 종합하면, 더는 평균주의를 실행하거나 “큰 솥밥”을 공

유할 수 없다. 그렇다고 평균주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 공평의 

포기를 의미하거나 “큰 솥밥”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호 협력과 공

제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제도 수립에 있어 상호 협력과 공제 원칙이나 이와 관련된 

특성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개인의 인센티브만 중시하여 자발적

인 보험 가입이나 탈퇴를 허락하고, 지나치게 많은 개인계좌를 소유하거

나 심지어 기금제도의 발전 추세만을 고려하는 자세들은 모두 상호 협력

과 공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들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개인 이익만을 지나치게 고려

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상호 협력하지 않으려는 풍토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상호 협력과 공제 원칙을 강조하고 그 정신을 불어넣는 

것은 건전하고 완비된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하는데 중요하다.

 

4.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사회보장제도는 전체 사회 ․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문명이 깃든 

발전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제도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제도 자체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동시에 전체 사회 ․ 경제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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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도 유리하다. 국내 ․ 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회보장제도의 낙후로 

인해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사회 충돌이 격화되어 사회 단결, 사회 

융합, 사회 조화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사회보장제도가 발전 단계를 벗어나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자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거나 조정할 때, 일반적으로 자국의 핵심적인 가치 관념을 보호하

는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지속가능한 발

전에 대한 추구는 각국이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개혁하는데 있어 점

차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중국의 현실적 상황에서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주로 제

도 발전의 객관적인 규율을 존중하는 데서 실현된다. 동시에 중국이 앞으

로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놓여 있을 국내 실정과 이러한 발전 

과정 중에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를 고려하고, 불공평의 축소에서 점진적 

공평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관련 제도 개혁과 수립 

과정 중에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채택하여 세대 간의 공평성을 

진정으로 고려하고 적절하게 인센티브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의 목적에서 살펴보면, 생존형 보장에서 발전형 보장으로 발

전하며, 나중에는 삶의 질 보장으로 발전해야 한다. 

사회보장의 층차layer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본형 보장에서 보충형 보장

으로 발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회보장의 적용 범위에서 살펴보면, 

우선 결함이 없고 다원화된 제도 체계를 수립하고 전 국민에게 적용된 

후, 다시금 제때에 제도 통합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이 일체화되고 전국

적으로 통일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설계 측면에서는 피동적인 보상이 위주가 된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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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상 ․ 예방 ․ 촉진이 서로 결합된 제도로, 경제보장 위주에서 경제 ․ 서
비스 ․ 정신보장이 보편적으로 반영된 제도로 발전하며, 경제 발전 수준과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 중 새로운 제도의 추진

은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옛사람은 구방안, 새로운 사람은 신방

안”의 개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9), 파레토 최적화 원칙과 어긋나는 

정책을 피해야 한다. 

또한 낮은 급여수준에서 시작해 차별성을 허용하여 개인의 급여수준

은 다르지만 최소한의 보장을 확보하고, 사회집단 간에 사회보장의 격차

를 점차 줄이며 공평한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하여 최종적으로 완벽하고 

삶의 질을 고려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 복지 권익이 평등한 복지사회

를 수립하려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5. 국민 본위와 약자 우선의 원칙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사회정책의 주요 핵심이 되는 사회보장제

도는 사회 발전과 국민들의 전념적인  발전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민 본

위는 국민을 위해 발전하고 국민들이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사회보장제도가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본위의 원칙은 사회보장제도가 사회 융합, 사회 발전과 국민들의 

건강하고 전면적인 발전을 근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제

도가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되 우선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하고, 더 나

아가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며, 국민들의 편안

9) “구인舊人은 구舊 방안, 신인新人은 신新방안” 원칙은 이전 세대들의 사회보장 이익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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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활을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는 사회보장 체계를 운영 ․ 관리할 것

을 기본으로 삼는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조정은 국민 복지를 

더욱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재원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 국민 본위의 사회보장 원칙은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약자 우선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약자가 관련 사회보장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사회

보장제도의 공평 ․ 정의 ․ 공유의 핵심 이념이 어느 정도로 구현되는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사회에서 저소득층과 빈곤층은 생존 위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집단들로, 생활의 위험에 저항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종종 생활 곤경에 

빠져버린다. 노인 ․ 장애인 ․ 미성년자 등은 생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

여 있는 사람들로 노동력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실하여 노동에 참여할 

수 없어 사회 ․ 경제 발전성과를 공유하기 어렵다. 

실업자 ․ 샤캉下崗
11
근로자, 농민공, 토지를 잃은 농민 등 집단들은 사회

의 급격한 변혁과 기타 체제적인 원인들로 인해 사회자원과 기회를 소유

할 기회가 없어 개혁 과정 중에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이다. 

이러한 세 가지 부류에 속한 사회 집단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에

서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할 대상들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의 개혁과 

제도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자원을 집중하여,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 본인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사회 경쟁에 참여하는 경로와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6. 정부 주도와 책임 분담의 원칙

 

사회보장은 공공재이거나 적어도 준공공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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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장 시스템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여 정부 주도의 사회보장을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국내 ․ 외 사회보장제도 수립과 발전에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국민 생활의 보장과 개선은 집권당의 목적이자 각급 

정부의 근본적인 직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 개선하

는데 근본적인 제도인 사회보장제도는 각급 정부의 중대한 사명이 되어

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개혁하든지 간에 정부는 주도

적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현 단계에서 미래의 일정 기간까지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더욱 

중시하고, 더욱 풍부한 재원을 투입해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진행을 추진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기타 책임 주체 간의 

책임분담시스템을 확립하고, 각 분야 사람들의 적극성과 자원을 동원해 

정부 기능을 보조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중국 사회보장제도가 국가 – 단위보장형에서 국가 – 사회보장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돌아보면, 정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책임지는” 상황에

서 가정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는데―한때는 가정

과 개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정부 책임에 공백이 생긴 적도 

있는데―제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은 정부의 주도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초 위에서 각 책임 주체 간의 책임분담시스템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이

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 ․ 시장 ․ 사회 등 주체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켜 최종적으로는 정책 결정의 

과학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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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올바르게 처리해야 할 여섯 가지 기본 관계

각국의 경험과 교훈,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제도 수립을 현실에 

입각하여 볼 때, 중국의 국내 실정에 부합되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국민 복지에 유리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려면 다음의 여섯 가지 기본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① 공평과 효율의 관계, ② 정부와 시장

의 관계, ③ 권리와 의무의 관계, ④ 본토화와 국제화의 관계, ⑤ 국민 

복지와 국가 경쟁력의 관계, ⑥ 중앙과 지방의 관계이다. 

 

1. 공평과 효율의 관계

 

공평과 효율의 관계는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올바르게 처

리해야 할 기본적인 관계 중의 하나이다. 국내 ․ 외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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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과정 중 공평과 효율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중국의 사회보장 개혁 과정 중 한때 경제 영역의 효율 우선주

의를 단순하게 사회보장 영역에 응용한 탓에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좋지 못한 후유증을 남겼다. 그러므로 공평과 효율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회보장이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천성적으

로 공평을 추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공평은 사회보장

제도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이고,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구현이

며, 효율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수단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우열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사회보장제도가 공

평의 가치 추세에 부합되느냐와 사회 공평을 촉진했거나 혹은 사회 불공

평을 축소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

는데 있어 반드시 공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며, 어느 때라도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 목표와 수단의 관계가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사

회보장의 공평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관

리와 운영 중에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사회 시스템과 시장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각종 사회조직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상업보험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증가하는 사회보장 자원을 집중하여 

사회보장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 단계의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심지어 심각

한 불공평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와 운영비용

이 높은 편으로 효율을 향상시켜야 할 여지가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러

므로 중국의 사회보장을 수립하는데 공평의 깃발을 높이 들고, 공평 ․ 정
의 ․ 공유의 이념을 보호하는 동시에 효율을 배제해서도 안 된다.

사회보장의 효율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어 먼저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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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이 아닌 거시적 효율과 미시적 효율로 구분

될 수 있다. 사회보장의 거시적 효율이란, 사회보장제도가 창조하거나 생

산할 수 있는 경제 효과, 정치 효과, 사회 효과, 윤리 효과의 총합을 말한

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미시적 효율이란,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을 말한다. 이는 비용 산출과 가타 관련 비교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비록 실천 중에는 사회보장제도의 미시적 효율을 중시해야 하지만, 사회

보장제도가 경제정책이 아닌 이상 거시적 효율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의 지출은 신속하게 직접적인 구매력으로 전환되

어 경제 이익을 창조할 수 있고, 국민들의 생활 근심을 덜어주어 장기적

인 안전 기대치를 형성해주며, 소비를 촉진시켜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장기적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는 인권 보호를 비롯해 정치 문화와 민주화를 촉진

하며,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감을 향상시켜 주는 일종의 

정치적 효과를 가진다. 더구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모순을 완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위험을 해소시켜 사회 공평, 사회 단결, 사회 융합과 

사회 조화를 향상시켜 주는 일종의 사회 효과도 가진다. 사회보장 중에서 

상호 협력과 공제, 위험 분산, 협력 정신 등은 국민들의 안전감을 심어주

는데 유리하고 봉건적 미신을 해소하며, 평등 ․ 박애 ․ 상호 협력 ․ 공유 등

의 사회도덕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앞서 말했듯이, 사회보장의 효율은 단순한 미시적 효율로 평가하기에

는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투자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투자 이후의 연쇄 효과와 이와 관련된 경제 ․ 정치 ․ 사회 ․ 윤리 등

의 종합적인 효과를 계산해야 한다. 게다가 전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실천 과정에서 보다시피, 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효율은 공평한 제도 설

계와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 시스템에서 나타난다. 동시에 이들은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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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도가 공평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그 기능을 발휘한다.

예를 들면, 홍콩 지역의 공공주택과 의료보장 등은 제도의 거시적 효율

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부 국가들의 사회 시스템과 시장 시스

템에 대한 활용은 관리와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효율을 대폭적으로 향상

시켰다. 반면, 일부 국가들은 시장의 효과와 개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

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제도 관리와 운영의 효율을 향상시켰지만, 국민

의 사회보장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당면한 생활 근심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면이 조성되어 사회보장의 거시적 효율이 낮아졌다. 그리고 이

것은 국내 사회 모순의 격화와 정치 혼란 등의 문제점들을 야기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함에 있어 거시적 효율을 추구함과 동

시에 미시적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거시적 효율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미시적 효과를 향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오직 거시적 효율과 미시적 효율을 유기적으

로 결합시켜야만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적인 요구에 부합될 수 있고, 최종

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리할 것이다. 

 

2. 정부와 시장의 관계

 

사회보장제도 수립 시 정부의 주도적 책임을 충분히 긍정해야 한다.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은 사회보장의 내재적인 요구일 뿐 아니라 정부 

합법성의 중요한 원천이며, 정부가 공공 책임을 수행하는 구체적 표현이

기도 하다. 각국의 발전 과정에서 볼 때,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정부의 주

도적 책임에는 일반적으로 입법 추진, 재정 지원, 관리 감독과 거시적인 

조정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현재 체제 변화 시기에 있기에, 중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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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형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특수한 의무를 가진다. 정부가 사회보장

제도의 수립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동시에, 정부의 신용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믿을만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렇게 

될 때 사회보장제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만능이 아닌 것처럼 정부

도 만능이 아니다.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주도한다는 것은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시장 개입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해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사에서 볼 때, 정부가 주도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증이며, 시장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보장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

휘하는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의 공평에 부

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시장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하고 

시장 자원을 충분히 동원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합해 보면,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처리하는데 있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시장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여기서 사회보장

제도 수립 시 시장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유는 정부의 기능을 개선하려는 

것이지 정부의 기능을 시장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시장 시스템은 정부의 주도적 기능을 따라야 한다. 

 

3. 권리와 의무의 관계 

 

권리와 의무의 결합은 현대사회보장제도가 지키는 기본적인 규칙으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역시 권리와 의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제2장 사회보장 이념 및 원칙과 상관관계  63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사회보장 권리는 국민의 권리

이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아니며, 국민의 사회보장 권리의 보장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권리의 주체이고, 정부 ․ 기업 ․ 사회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책임의 주체

이다. 그러므로 국민은 사회보장제도상 권리 주체이지만, 정부 ․ 기업 ․ 사
회는 사회보장제도상 책임과 의무의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차이

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일

반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기초 위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호할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보험제도는 정부의 신용 담보와 관련

된 재원의 지원 하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책임 분담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권익을 보호할 것을 강조한다. 

중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향은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권리와 의무의 긴 한 결합

이 요구된다. 국민이 관련된 의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과 공제를 실시

하는 것은 중국이 인구가 방대한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을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4. 본토화와 국제화의 관계

비스마르크 모델과 베버리지 모델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회보장 

모델이다. 하지만 사회보장에서 구현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와 객관적

인 규율은 여전히 세계 각국이 자체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거나 수

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화는 여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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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해 간접 경험이라는 중요한 경로가 되어주고 있다. 

어떻게 자국의 국내 실정을 존중하고 국제 경험을 참고하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회보장제로의 본토화와 국제화의 관계를 적

절하게 처리하느냐와 관련된 문제이다. 

인권 ․ 평등 ․ 자유 등은 국제사회에서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

로 인정되고, 산업화 국가는 이미 경제 ․ 사회 ․ 정치를 발전시킨 기초 위에

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인류의 존엄을 보호하고, 평등 ․ 자유 ․ 독립 등

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수립했다. 

국민 본위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토대로 

사회보장제도는 실천 과정 중에서 자체적인 발전 규율을 형성했다. 여기

에는 공평의 가치 추세, 정부 주도, 상호 협력과 공제, 위험 분산 등의 

고유한 특징이 포함되며, 이런 특징을 통해 사회보장의 국제화를 구현한

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는 결국 국가의 제도적 조치에 속하므로, 필연적

으로 해당 국가의 정치 ․ 경제 ․ 사회 ․ 역사 ․ 전통 등의 종합적인 요소의 영

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본토화의 특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국은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토화와 국제화

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본토화는 자국의 국내 실

정을 존중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제도 자체

의 발전 규율을 존중하여 실질적으로 국내 실정과 제도 발전 규율의 관계

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의 국내 실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할 때, 장기

적으로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놓여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

의 사회 ․ 경제 발전의 현실과 역사 ․ 문화 ․ 전통을 존중하고, 현 단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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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문제점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의 발전 규율을 존중하는 것은 중국 특색의 “신분상”의 차이를 철

저히 해소하고, 제도의 공평을 추구하는 동시에 제도를 통일하여 국민 

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국민 복지와 국민 경제의 조화로운 발

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실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제도 자체의 발전 규율을 간과하거나 

발전의 규율만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국내 실정을 간과하는 개혁 지침과 

제도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은 현실에서 출발하여 단기적으로 국내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며, 장기적으로 제도 발전의 규율을 존중하여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내 실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핑계로 사회보장제도의 객관적인 규율을 무시하여 제

도가 변이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5. 국민 복지와 국가 경쟁력의 관계

 

세계화라는 배경 하에서 국민 복지의 성장은 한 나라의 정치 ․ 경제 ․ 사
회 ․ 문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국제 요소들의 

영향도 받기 마련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전 세계와 점차 융화되기 

시작했고, WTO에 가입한 후에는 국제 경제의 주류 체계에 진입하기 시작

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중국은 사회보장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

민 복지와 국가 경쟁력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자체적 원인 이

외에도 국민 복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 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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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국가 경쟁력의 유지 여부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깊은 관계

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국민 복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룩한 후에는 건전한 사회보장

제도와 국민 복지 ․ 국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고 소비 수요를 늘리며 근로자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

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와 국민 복지

의 발전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인 경험에서 볼 때,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가 결여된 국

가는 대부분 국가 경쟁력이 약한 편이다. 비록 단기간에 국민 복지를 희

생시키는 것을 대가로 신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지만, 장기적 관

점에서 볼 때는 건전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건전하고 국민 복지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상대적

으로 국가 경쟁력이 강한 편이다. 물론 국민 복지는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해당 국가가 국가의 인구 요소, 

발전 단계, 공공부조 심지어 역사와 문화 등의 요소와도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쉽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일부 선진 국가들이 글로벌 시

대에서도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바로 국가 경쟁력을 강

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복지와 국가 경쟁력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있어 두 가지 편협한 

생각은 될수록 피해야 한다. 

첫째, 국민 복지와 국가 경쟁력을 대립시키고 국민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여기는 것이다. 

둘째, 북유럽 등 복지국가들을 실례로 삼아 오직 복지국가만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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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유지 ․ 보존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복지를 어느 곳에서나 부합

되는 진리로 여기는 생각이다. 

전자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현대사회보장제

도의 탄생과 발전이 자본주의 사회를 원시사회 시대에서 문명사회 시대

로 전환했고, 국민 복지와 국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 있어야만 이러한 

국가들의 화합, 안정과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 미국 ․ 영국 ․ 프랑스 ․ 오스트리아 ․ 캐나다 ․ 일본과 기타 선진 국가

들의 역사에서 보다시피, 국가 경쟁력과 국민 복지 사이에는 정비례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자는 북유럽 국가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와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

이 있다. 이는 북유럽 국가들이 200여 년 동안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 속에

서 충분한 물질적 조건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자체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국민 복지의 수준을 지속

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어 반드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외의 경험

과 교훈, 특히 선진국들의 경험을 토대로 국민 복지와 국가 경쟁력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 복지와 국가 경쟁력 

간에 정비례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국민 복지의 욕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

다. 부의 축적과 생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부의 합리적인 분배에도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30여 년 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 건전한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

하여 국민들의 생활 걱정을 해결하고, 안전과 행복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미 국가의 중요한 사명이 되었다. 다시 말해,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 모순을 완화시키는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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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뿐 아니라 국가 발전의 기본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는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로 진입하는데 있어서의 또 다른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인구가 많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물질적인 축적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에 속한다. 인구와 자원

적 요소는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고, 물질적인 부도 여전히 장기적인 발전

과 노력을 거쳐야만 풍부해질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실정은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북유럽 복지국가들과 동일한 경로를 선택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이다. 따라서 각국의 발전과 실천 과정에서 볼 때, 특히 독일과 일본

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보장제도의 선구자 독일은 100여 년 간 사회보험제도를 중심

으로 권리와 의무를 결합한 사회보험제도의 평형을 유지하는데 시종일

관 노력했다. 그 결과 독일은 기타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과 다른 사회

보장제도를 갖추었는데, 이는 매우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

록 보장해주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의 위치를 점하는데 필요한 국

가 경쟁력을 유지하게 했다. 또한 독일이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시작은 

비록 미약했으나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추진력이 되었다. 

과거 50여 년 동안 일본의 신속한 성장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속하게 

경제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건전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한 것과 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도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가정보장제도가 

결합된 발전 경로를 선택했다. 이는 일본 국민 복지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일본 경

제 발전의 침체는 경제 정책의 착오이지 사회보장제도와는 거의 무관하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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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형적으로 다수의 이민으로 구성된 국가이며, 산업수준이 높

고 개인의 자유를 상당히 강조한다. 이러한 국내 실정은 특수한 사회보장

제도를 위해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다. 미국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시장 

시스템을 활용하는 혼합적인 복지제도를 선택했지만, 다른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에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보장제도와 적절한 국민의 복지수준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조건이다. 불완전한 사회

보장제도 혹은 너무 높은 복지수준은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30여 년 간의 성장과 현재의 불완

전한 사회보장제도와 빈약한 국민 복지 현실에서 볼 때, 중국은 건전한 

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국민 복지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값싼 노동력으로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점했던 환경을 바꾸

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기술 혁신 등 핵심 경쟁력을 향상

시켜 공평하고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점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

러한 과정에서 사회보험이 중심이 되고, 다층적이고 사회화된 사회보장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6. 중앙과 지방의 관계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한 나라의 정치와 행정 체계와 관련되는 정치적

인 문제이다.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현실과 재정력을 함

께 고려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사회보장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국가 

인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공평성과 사회보장 권익



70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의 평등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통상 국가가 나서서 조직하고 

통일된 법규를 통해 규정한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많고 지역적 발전이 

불균형하며 여러 민족이 분포해 있어 사회보장 개혁과 제도 수립에 있어 

중앙과 지방이 적절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에서 지도하고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은 국내 실정에 부합되는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통일성과 소득 재분배 등 일반적인 특성

과 중국 사회보장제도가 장기적으로 분할된 특수성은 중앙정부가 사회

보장제도의 개혁과 수립을 지도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

한 지역적 차이와 사회보장 사무의 복잡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회보

장제도 수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도하고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분담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특색이 부족한 현상이 존재한다. 그 중 제도가 통일되지 못한 점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통일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특색의 복지서비스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지

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분담이 모호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앙에서 주도하고 지방에서 책임을 분담하는 원칙을 지켜 중

앙과 지방의 사회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전지불방식을 통해 지방

정부가 사회보장의 책무를 감당할 때 상응하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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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다섯 가지 정책 체계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사회보장은 독립적인 제도가 아니라 실천 과정에서 기타 관련 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제도 

수립 시 기타 관련 제도와 긴 한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은 사회보장제도

에서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점에

서, 특히 사회보장과 취업, 소득 분배, 공공 재원, 인구정책 사이에 합리적

인 협력이 요구되는 동시에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보충 사회보장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1. 사회보장과 취업 간의 관계

 

취업과 사회보장은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기본적인 국민 생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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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시에 국민 생활 복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양자는 긴

하게 내재적으로 연관되고 분리될 수 없는 유기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의 발전은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떠나서는 실현될 수 없다. 대

규모 정규직 취업은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보험의 위험

을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 취업률 증가는 빈곤을 감소하

고 공공부조제도의 재정적 압력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는 

취업을 촉진시킨다. 이는 사회보장이 실업자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노동력을 회복하고 다시 취업시장에 진입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구제형 복지제도는 노동력을 향상시켜 취업을 촉진한다. 다양한 사회

보장사업의 발전은 일자리를 대규모적으로 창출할 수 있어 수많은 국가

들이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제정하는데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

분이다. 이처럼 취업과 사회보장은 특별하게 상호 협력과 상호 촉진의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중국의 취업과 사회보장정책이 서로 대체되지 못하고, 심지어 어

긋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보편적으로 취업과 사회보장의 법제와 

정책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으로 사회보장을 대체하는 소위 

“취업은 최고의 사회보장이다”라는 관념과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취업 촉

진을 간과하는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하고, 근로자의 취업권과 사회보장 

권익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를 정책상의 최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를 설계하고 정책을 제정할 때, 여러 부문 사이에서 서

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하고,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취업과 사회보장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노동관계를 규범하고 정규 취업을 촉진시키며 

노동조합을 강화해 근로자와 자본가 간의 협상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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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의 관계

사회보장은 소득 분배와 재분배 영역에 속하지만, 국민 소득의 초기 

분배와 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득 분배는 사회보장제

도를 과학적으로 운영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사회보장기금의 재원을 확충시킬 수 있으며, 공공부조 등 프로그램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유리하다. 더 나아가 국가 재정의 수용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은 정부에서 사회보장의 재정 책임을 분담하는데 유리하게 작

용된다.

또한 규범적인 분배 결과는 명의상 소득과 실질적 소득의 격차가 사회

보험제도(특히 양로보험제도)에 미칠 수 있는 재무상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중국의 국민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개혁개방 이후 최고 

56%에서 45%까지 감소했다10). 하지만 산업 국가들의 수준(55%~60%)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 비중이 심각하게 낮은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유함이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

로 성장이 늦었던 직접적인 원인이며, 사회보장(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수

립)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분배제

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는 것은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다.

현 단계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근로소득이 전체 분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임금과 사회보험과 직업복지서비스가 

삼위일체 된 임금 체계를 수립하며, 정확한 소득 통계와 데이터 관리를 

통해 사회보장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10) 郑新立, 积极推进经济发展方式转变,《宏观经济管理》, 2008年 第7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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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건전하고 개선된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통해 근로자와 자본

가 간, 계층 간과 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조정하고 소득 분배상의 문제점

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국가 경제 발전의 성과를 합

리적으로 공유하고, 사회의 조화로운 화합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3. 사회보장과 공공재정의 관계

 

재원은 사회보장 자금의 중요한 출처이며,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중요

한 물질적 기초이다. 이는 정부가 공적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이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공공재정을 수립 ․ 개선하는 것이 중국의 재정 체제 개혁의 

기본 목표이다. 공공재정은 공공성 ․ 공평성 ․ 비영리성과 법치성 등 기본

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 핵심은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볼 때, 각국 재정의 공평성은 주로 건전한 사회보장

제도를 수립하고, 국민 교육과 의료사업을 발전시킨다. 국민에게 관련된 

생활 원조와 복지 제공, 사회보험제도 발전에 대한 지지는 공공재정의 

중요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현실적 상황에서 출발하여 사회보장과 공공재정의 관계를 정

립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공공재정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건전하고 개선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가 재정의 공

공성과 공평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부족한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 사회보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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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는 공공재정 체계를 수립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중요한 내용인 동시에 시장경제 배경 하에서 재원의 이용도

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둘째, 사회보장과 공공재정 관계의 제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국가 

재정이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후원과 함께 감독 역할을 반복함으로써,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자체 규율에 근거하여 발전하도록 보장한다. 이렇

게 함으로써 재원상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국가 재정에 대한 타격을 미연

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화에는 각급 정부가 분담하는 재정 책임

과 지원 금액, 특수 책임 등 여러 방면이 포함된다. 

셋째, 사회보장의 예산제도를 수립하여 사회보장의 수입과 지출을 정

부와 입법기관에서 효과적으로 감독하게 한다. 

넷째, 재정 정책의 조정을 통해 가능한 사회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고, 

보충적인 보장과 자선사업 지지를 통해 사회보장 체계를 개선하는 것

이다. 

다섯째, 각종 사회보험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민주적

인 입법과 주최 부서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발전

의 길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의 악성 팽창으로 인한 공공재정부담을 방

지한다. 

 

4. 사회보장과 인구정책 간의 관계

 

사회보장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실현하는데 이바지한

다. 각국의 사회보장정책은 인구정책과 긴 하게 연관되어 있고, 서구

의 선진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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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것은 두 가지 사회정책이 상호 작용한다는 증거이다. 만약 양자

가 적절하게 조합되면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목표를 실현하는 데도 유리하다. 이와 반대로 양자가 화

합하지 못하면 정책이 분할되어 자원이 낭비되고, 그 실시 대가가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은 인구정책과 사회보장정

책이 긴 한 유대 관계를 맺어야만 이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구 통제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인구정책은 인구 감소 측면에서 상당

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현상의 가속화는 

사회보장제도 영역에 있어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다. 

한편, 인구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피부양인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관련 노인보장제도에 대한 욕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구 연령층 구조의 변화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다. 

또한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인구정책과 긴 한 유대관계를 맺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시대에 알맞은 사회보장형 계획출산시스템이 아직 확

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대다수 계획출산 가정은 저출산으로 인해 가정보

장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고, 아직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받

을 수 없어 현실적인 생활 문제가 부각된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와 

인구정책의 협력과 연관성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와 인구정책의 관계를 처리하는데 있어 일단 출생률이 

한계점까지 내려가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구 통제정책을 적절히 조정하여 단순한 인구 통제에서 

균형적인 인구 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국은 도시 인구 통제에 대한 완화에서 출발하고, 퇴직 연령을 연장함

으로서 저출산 및 고령화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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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할 때 교육복지서비스제도와 부녀 및 

아동복지서비스사업(출산수당 등)의 발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국민

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히 농촌 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할 때 계획출산 가정이 우

선적으로 양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농촌 주민 사이에서 이성적인 출산혜택시스템을 조

성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농촌의 양로보험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

이 되고, 농촌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가속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을 발전시킬 때 가정보장 기능을 충분히 확대시켜 

사회복지수당으로 가정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본형 보장과 보충형 보장의 관계

 

중국의 사회보장 체계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기본형 보장과 시장과 사

회에서 공급하는 보충형 보장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전자는 법률제도와 강제적 규범 등에 의한 것이지만, 후자는 시장 시스

템과 사회 시스템에 의한 것이다. 또한 전자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후자는 주로 국민의 특수한 욕구 

혹은 높은 수준의 보장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 ․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들의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가 증가

함에 따라 보충형이 전체 사회보장 체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해지

고 있고, 이 두 가지 보장의 조화는 현대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핵심이 되었다. 

하지만 기본형 보장과 보충형 보장은 결국 완전히 동질적인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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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보충형 보장의 발전은 시장 규율과 사회조직의 발전 규율을 준수

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보장법이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만약 발전 과정 중에 기본형 보장과 보충형 보장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한다면, 하나를 잃거나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사회보장 체계의 개선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기본형 보장제도

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양로보험은 줄곧 다층제나 삼층제를 강조해왔다. 최

근에 와서야 주관 부서, 금융 체계와 자본시장이 보충형 보장제도를 수립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효과는 아직도 미비하다. 그 주요 

원인은 바로 기업연금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양로보험제도가 아

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본형 보장과 보충형 보장의 관계를 정립할 때 주요 부분과 

부과적인 부분을 구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하며,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건전한 기본 사회보장제도를 신속히 수립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업보

험의 발전과 자선공익사업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사회화 된 

복지서비스사업(예로, 민영양로기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아동복지원 

등)을 사회보장정책의 지원 사업 범위 내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건전한 기본형 보장제

도의 발전을 보장하고, 보충형 보장사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기본형 보장

과 보충형 보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제3 장 

전략 목표와 절차 그리고 조치

 

사회보장은 국가의 장기적인 평화와 국민의 평생 복지를 보장하

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목표가 명확할 때 국민들에게 안정

감과 긍정적인 안전 기대치를 가져다줄 수 있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전의 개혁 과정을 거쳐 이미 자체적인 

전략 목표와 절차를 확립했고, 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 적

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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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략 목표 : 공평, 보편적 혜택,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

개혁개방 30여 년 이래 중국이 이룩한 거대한 성과, 이미 마련한 발전 

토대와 수억만 국민들의 생활 걱정을 해결할 것에 대한 요구 및 안전 

기대치 등은 중국 사회보장제도가 다음과 같은 발전 목표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전략 목표는 제도의 결함을 개선

하고,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체계의 수립으로부

터 공평, 보편적인 혜택,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적극적이고 점진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걱정을 해결함과 동시에 삶의 

질과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의 자유 ․ 평등 ․ 존엄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에는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를 수립한다.

앞서 언급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은 국내 실정에 부합되는 

건전하고 완비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해

야 한다. 공공부조,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수당, 시설과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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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기본 생활부조

재해부조

전문부조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녀자복지

아동복지

교육복지

주택복지

군인무휼

군인안치

군인보험

군인 및 군가족 복지서비스

직업복지(가령, 기업연금 등)

자선사업

상업보험

기타 보장

중
국

사
회
보
장
 
체
계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군인보장

보충보장

［그림 1］중국 사회보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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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체계의 조화로운 발전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보장 체계, 상업

보험과 자선사업 등 보충보장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와 서비스 등의 보장

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중국 사회보장 체계는［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그림 1］은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일정한 시기의 수립 과정을 거쳐 완성된 사회보장 

체계를 제시해주고 있다. 미래의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체계는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항목의 다소나 명칭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선택적인 제도에서 보편적인 제도로 변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차별적이

고 불공평한 제도에서 점차 공평한 제도로 변할 것이다.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정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전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국민의 삶의 질과 그들의 행복감을 지

속적으로 향상시켜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존엄을 보호해줄 것이다.

그리고 제도와 사회 ․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인 

사회보장 항목을 개발하여 인구의 보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각종 전문 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특수 계층의 사회보장 욕구

를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 아래 전국적인 기본형 보장제도를 발전 ․ 강화하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충형 보장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 평등의 

사회보장 권익을 확립하고, 정부 주도와 책임 분담을 견지하며, 합리적인 

가정 가치관과 집체 상호 협력관을 유지 ․ 강화하여 각 계층 간 단합과 

단결을 촉진시켜야 한다. 동시에 소득 보장과 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사전 

예방과 참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인적자본 투자의 기능을 중

시하면서 상호 협력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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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략 절차 : 3단계 전략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의 수립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목표이다.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수요와 

발전 가능성에 근거하여 중국 사회보장의 발전 전략을 실현하는 절차를 

3단계로 나누었다. 즉 불완전한 사회보장 체계에서 건전하고 완비된 제

도로 발전하는 단계, 선별적인 사회보장에서 공평하고 보편적인 제도로 

발전하는 단계, 개인의 생존 보장에서 인간의 자유 ․ 평등 ․ 존엄을 보호하

는 제도로 발전하는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2008~2012년) : 현 정부 임기에 해당되고, “두 가지를 없애고 한 

가지를 해소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세우며, 건전하고 완비된 중국식 

사회보장제도의 견실한 마련의 기초를 수립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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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2013~2020년) : 차기 정부 임기에 해당되고,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를 수립하여, 중국식 사회보장제도가 보편적으로 정형화되고 안

정된 발전을 이루는데 그 목표로 한다.

제3단계(2021~2049년)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2040년대 말)에 해

당되고,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 욕구를 충족시켜 진정한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를 수립하는데 그 목표

가 있다. 

 

1. 제1단계(2008~2012년)

“두 가지를 없애고 한 가지를 해소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세우며, 

건전하고 완비된 중국식 사회보장제도의 견실한 기초를 마련한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는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 중요한 시

기이다. 이 시기에는 국민의 경제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지만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 재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발전 과정에서 국민 생활 문제도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사

회보장에 대한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욕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통

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각종 사회보장 개혁과 제도 수립의 진행은 뚜렷하

게 가속화될 것이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본 보장제도의 입법도 

이 시기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현 정부의 임기를 

기한으로 하는 사회보장 발전 전략의 제1단계의 목표 임무를 설정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생활보장제도,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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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도와 양로보장제도를 수립하여 “두 가지를 없애고 한 가지를 해소하

는” 기본적인 목표를 일차적으로 달성하여 전 국민이 기본적인 사회보장

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국민들이 생존 위기와 

질병, 고령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고, 기타 보장제도의 수립을 안정적

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단계의 중점 사항은 국민의 생활고와 기본 생활

의 욕구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중국식 사회보장제도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 최저 평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목표와 임무는 다음과 같이 아홉 가지 주요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관련 통계자료는 2012까지를 기준으로 함).

①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일해 두 지역 간

의 격차를 줄이고, 정형적이고 안정적이며 종합적인 공공부조 체계를 수

립한다. 빈곤선貧困線 ; poverty line의 기준은 일일 일인당 평균 1달러(국제빈곤

선은 이미 매일 일인당 평균 1.25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됨)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최저생활보장제도와 기타 공공부조에 대한 재

정지출이 재정적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보다 높아야 하고, 

최저생활보장제도와 기타 제도를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총 

인구의 8%(2007년 5%에도 미달)를 넘어서야 한다.

②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도시주민의료

보험과 농촌신형합작의료가 제도적으로 통합되어 두 지역 간 격차를 줄

이고, 의료보험제도를 비농업 인구의 모든 취업자에게 확대시키며, 상호 

감독 기능을 발휘해 업무처리기구들을 통합한다. 그리고 보장수준이 최

소 보험수급자 평균 의료비용의 65%(그 중 도시는 75%, 농촌은 50% 기준)

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총 의료비용의 35% 이하

로 낮추어야 한다(그 중 도시는 25% 이하, 농촌은 50% 이하로 낮춤). 이렇

게 함으로써 질병과 빈곤의 악성적인 순환을 막을 수 있고, “진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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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진료받기 어려운”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다원화된 양로보장제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적용하고, 생활을 보장

하고, 제도적 층차에서 개인마다 양로보험을 누릴 수 있는 목표를 실현한

다. 여기에서의 중점은 근로자들의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개선해 개선하

고, 기관機關12 및 사업단위事業單位13
 퇴직금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농민양

로보험제도와 도시와 농촌이 노인수당제도 수립 등을 통해 효율이 낮은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효과적이고 다원화된 양로보장제도를 수립하는

데 있다. 

④ 기본양로보장제도의 통주기금은 전국적으로 통합하고, 개인계좌는 

성급(지방정부)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제도 규율과 국제적인 관례를 

준수하고, 근로자와 고용자가 납부 분담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각자 50% 

부담). 그리고 근로소득이 일차 분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향상시키는 

것을 전제로,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을 높여 보험 가입자 간의 상

호 협력과 공제, 기능을 강화한다. 근로자와 고용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하에서 대부분의 개인 납부금을 통주기금으로 기록하여 

보험 가입자 간의 상호 협력과 공제를 실현한다. 

또한 개인 납부금의 일부분을 직접 개인계좌로 기록하여 개인이 적극

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리고 각종 사회

보장제도에 대한 감독 ․ 관리 체제를 개선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들을 

통일하여 수직적인 관리를 실시하며, 보험 가입자들의 퇴직 연령과 보험

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세대 간의 공평을 추진하고 제도 자체의 지속적

인 발전을 실현한다. 

⑤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현행 사회보장 지출

을 현재의 12% 미만 수준에서 15% 정도로 증가하여 공공부조제도, 의료

보장 체계, 다원화된 양로보험제도와 기타 관련된 보장제도를 수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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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한 재원 수요를 만족시키며, 제도적인 층차에서 “두 가지를 없애

고 한 가지를 해소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사회보장 실천 과정 

중에서 상하 책임이 중복되거나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근절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각급 정부들의 책임과 재정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

록 한다. 

⑥ 기타 각종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제도 수립의 진행을 가속화한다. 

특히 주택보장제도의 수립을 중시하고, 저소득 가정의 기본적인 거주 문

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와 기타 사

회서비스의 발전을 추진하여 상업보험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선사업과 

공익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⑦ 사회보장의 법률 체계를 일차적으로 구축한다. ｢사회보험법｣, ｢공
공부조법｣, ｢주택법｣, ｢자선사업법｣ 등 법률을 제정하고, ｢중화인민공화

국 노인권리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부녀자권리보장법｣ 등을 수정하

여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입법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성해야 한다. 또한 공

공부조, 사회보험과 관련된 행정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정상

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를 제공한다. 

⑧ 전문적인 사회보험예산제도를 수립하고 보험 업무처리기구의 수립

을 강화한다. 사회보험제도는 전체 사회보장 체계의 주요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와 감독에 대한 국가 입법기관의 역할을 강

화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

보장제도 역시 일정하게 정형화되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현재 사회보

험기금의 수입과 지출구조와 규모에 대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중국은 이미 전문적인 사회보험예산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현실적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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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 입법기관

의 연도별 심사와 감독을 받는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발전되고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숙되지 못한 사회보험 업무처리기구들

의 관리와 운영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업무처리기구의 설치, 명

칭과 직책 등의 개선이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통일된 사회보험 정보 네트워크를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기초사업에 해당되며, 과학적인 방안으로 직원을 편성하는 것은 사회보

험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조치이다. 더 나아가 사회보험업무

담당처리기관에서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사회보험금을 징수하는 시스템

을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록의 진실 여부와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고, 진정으로 세분화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제1단계에서는 

업무처리기관들에 대한 규범화와 기본적인 수립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⑨ 관련된 제도 개혁과 수립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예를 들면, 소득 분

배의 관계를 정리하고 소득 통계와 재산 현황 보고의 관계를 규정하여, 

근로소득이 일차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 정도로 향상시킨다. 또

한 재정의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의 관계를 상대적

으로 정형화해 의료위생사업의 개혁 진행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의 실시를 위해 

규범화되고 질서가 존재해 건전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

아가 노동조합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고용인 단체 등 이익 대표 단체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여기

에서 주의할 점은, 개인계좌에 대한 개인 관리와 투자의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목표와 임무를 완성한다면 건전하고 완비된 사회보장제

도의 수립을 위해 견고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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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농촌 주민들의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고, 

갈수록 확대되는 빈부의 격차를 줄여 지니계수를 낮출 수 있다. 

 

2. 제2단계(2013년~2020년)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를 전면적이고 정형화되며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 

이 단계에서는 중국식 사회보장제도가 정형화와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

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단계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어느 정

도 완만해질 것이지만, 발전 수준은 더욱 향상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시

장경제 시스템이 갈수록 성숙되고, 도시와 농촌 간의 통합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심각하게 불균형한 지역 발전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다. 

동시에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과 사회단체 간의 격차는 뚜렷하게 감소될 

것이다. 이 시기에는 민주 법제와 민주 사회의 수립이 사회 발전 과정에서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게다가 국민 사회 단계에 들어서며 전면적인 샤오

캉사회를 수립하자고 하는 국가 목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2013년 신정부의 임기 기간에는 중국식 사회보장제도가 전면

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개인마다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 여부는 

중국식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안정성, 각종 항목의 완비성, 제도의 규

범성과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사회 ․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제2단계에서는 중국식 사회보장을 보편적으로 수립하는 시기이다. 즉 

제1단계에서 확립된 공공부조, 의료보장과 양로보장제도를 더욱 개선하

고, 각종 사회보장사업과 다양한 보충형 보장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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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하여 전체 사회보장 체계의 정상적인 운영

을 보장해야 한다. 

2013년~2020년 사이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13개 항의 지표로 구분될 

수 있다(관련 통계자료는 2020년까지 실현해야 할 목표지수임).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형 공공부조제도를 정형화하며 안정

적으로 발전시키고, 빈곤선 기준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향

상시킨다(현재 일인당 평균 25달러보다 낮은 수준임). 생활 구제 기준과 

빈곤선 기준을 통일하는 동시에 각종 전문적인 구조 제도를 규범화하고 

국가 재정지출의 2.5% 이상을 공공부조제도에 투자한다. 종합형 공공부

조제도를 통해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해주며,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의 격차를 줄인다.

② 의료보장제도를 통합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된 의료보

험제도를 수립한다. 동시에 다층적인 의료보장 체계를 개선하여 질병 의

료 위험이 더욱 넓은 범위 내에서 분산되도록 촉진한다. 제2단계에서 의

료보장 급여수준은 평균 의료비용의 80%보다 높아야 하고, 개인 부담률

은 20% 이내로 통제하며,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질병 의료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보호 대상자의 차

별성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집단 간 누릴 수 있는 보장 혜택의 격차를 

줄인다. 

③ 양로보험제도를 통합 정리하고,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를 중심으

로 하며, 공무원퇴직양로보험제도, 농민양로보험제도, 노년수당제도 등

을 포함한 네 가지 제도로 구성되는 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한다. 그리고 

기업연금, 직업연금과 생명보험 등의 제도를 보충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

한다. 제2단계에서부터 제도 간의 차별적 대우는 현저하게 축소되어야 

한다. 반면에 다층적인 양로보험제도를 형성하고 개선하며, 양로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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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정 보조와 책임분담시스템을 성숙시켜야 한다.

④ 직업보험과 실업보험 등의 제도들을 보편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

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보험제도를 수립하여 산업재해, 실업, 부상, 퇴

직 등에 처했을 때 근로자들의 걱정을 해결한다. 특히 제도적인 조정을 

통해 산업보험과 실업보험의 예방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직업여성들의 

출산보험을 출산수당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수

립하여 의료보험, 직업보험, 양로보험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⑤ 노인수당, 장애인복지, 부녀자 ․ 아동복지사업의 발전을 보편적으로 

추진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녀와 아동들의 생활 

욕구를 만족시켜준다. 여기에는 지역사회노인서비스, 시설양로 서비스, 

장애인재활서비스, 부녀자 ․ 아동복지서비스 등 구체적인 사업을 발전시

키는 내용을 망라한다. 또한 노인수당제도와 장애인수당제도의 수립을 

통해 노인 ․ 장애인 ․ 부녀자 ․ 아동들이 합리적으로 사회 ․ 경제 발전의 성

과를 누리도록 한다. 

⑥ 교육복지와 주택보장사업의 발전을 보편적으로 추진시켜 “배울 수 

있고, 거주할 곳이 있는” 발전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이는 의무교육을 

9년에서 12년(직업훈련도 포함)으로 연장시키는 방안을 포함한다. 따라

서 교육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학교 교육과 직업 기술 교육의 

공익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공공주택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저소득 가정들의 기본적인 거주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

기관이 주택복지를 직업복지 범위 내로 포함시켜 직업복지형 주택복지

를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복지의 한계점을 개선하도록 한다. 

⑦ 군인보장제도 및 관련된 제도의 수립을 보편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건전한 군인보험제도를 수립하고, 군인무휼제도, 퇴역보상제도, 군인복

지서비스제도와 군인우대제도 등을 더욱 개선하여 군인들의 생활 보장



92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과 관련 이익을 진정으로 보호해야 한다.

⑧ 자선공익사업의 발전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상업보험과 기타 시

장 주체들이 사회보장 체계의 수립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하

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선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자선공

익 조직을 대폭으로 발전시키며, 관련 재원 지원 시스템의 수립을 통해 

사회자원의 동원 능력을 강화하고 규범적으로 운영하며 신용도가 높은 

자선공익사업으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기부금이 GDP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자원봉사

자의 참여율은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상업보험의 발전은 

중등 선진 국가들의 수준에 이르거나 넘어서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의 기업연금, 직업연금, 건강보험 등의 업무를 발전시켜야 한다.

⑨ 사회보장과 공공재정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이를 법률적 차원

으로 향상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사회보장 책임을 분

담하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현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에 대한 국

가 재정의 직접적인 투자는 재정지출의 20%를 넘어섰다. 따라서 재정 지

원과 세금 면제 등의 정책으로 사회자원이 사회보장 영역으로 이동하도

록 촉진해야 한다. 또한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 지출(사회보장 지

출, 사회보험기금 지출, 복지서비스 지출, 보충형 보장 지출 등을 포함)의 

비례는 15%를 넘어서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견고한 물질적 보

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소득 분배에 대한 사회보장의 조

정으로 인해 지니계수의 통계자료는 0.4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⑩ 중국 특색의 지닌 완비된 사회보장법 체계를 수립하고, 법률로서 

사회보장제도를 보편적으로 보장한다. 제1단계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

화국 사회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부조법｣ 등의 사회보장법을 수

정 ․ 개선해 새로운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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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사법제도를 개선하

여 사회보장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사법기관의 법률 감독의 기능

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⑪ 통일된 사회보장 행정 감독 ․ 관리기구, 즉 사회보장부 혹은 사회보

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회보장 업무를 통일적으로 감독 ․ 관리하도

록 한다. 비록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임무와 역할, 보장 대상자가 다르지

만 이것은 모두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민 생활보장사업이므로 출발선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각종 사회보장제도 간의 화합과 유효성을 유지하

려면 업무를 집중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2단계에서

는 직책이 명확하고 통일적이며 효과적인 원칙을 수립하고, 기본적인 사

회보장업무를 통일적인 사회보장 감독 ․ 관리기구로 집중시켜 관리해야 

한다. 통일된 사회보장부 혹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각종 기본적인 사회

보험업무, 가령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감독 ․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⑫ 사회보장 관리와 운영 시스템의 현대화와 규범화를 이룬다. 제2단

계에서는 각종 사회보장 업무의 감독 ․ 관리와 운영은 현대적이고 체계화

된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 공공 서비스 체계의 공개와 투명화를 통해 국

민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규범적인 사회보장 하부 서비스의 

토대를 마련하여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에게 편리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현재 분할된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도시

와 농촌 등에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수립하며, 보장 대

상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비록 1개 기관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각종 보장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각종 사회보장 업무를 하나로 통일된 서

비스로 집중시켜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제도 운영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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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는 내재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⑬ 관련된 제도 수립을 한층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들이 

포함된다.

첫째, 민주제도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입법기관이 사회보장제

도의 정책 결정기관으로 자리 잡고, 행정기관과 사회조직 등은 감독자와 

집행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일반 국민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장하여, 진정으로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셋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을 수립 ․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

와 가정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넷째, 수입 통계와 재산 보고를 법제화시켜 소득 분배제도를 개선하고, 

근로소득이 일차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최소한 55% 수준에 이르도

록 한다. 

종합적으로, 제2단계에서는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보편적으로 수립

하고 정형화되고 성숙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주력해야 하는 단

계이다. 앞서 언급한 목표와 임무를 완성한다면 충분하게 사회보장에 대

한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제3단계(2021년~2049년)

사회보장은 기본보장에서 삶의 질로 향상되고,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

회로 발전해야 한다. 

2020년은 중국이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를 수립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에 중국은 이미 공업화와 현대화된 발전 경로에 들어설 것이고, GDP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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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선두에 위치하며, 일인당 평균 GDP는 6000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 재정력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부는 상

당한 규모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며, 중간 계층이 공공부조에서 중심 측

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동시에 대다수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은 부유한 단계에 들어설 것이다. 앞으로 40여 년 간의 발전을 

거쳐 2049년, 즉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 무렵에는 중국의 국력은 

훨씬 증진될 것이고, 중국식 사회주의 수립 사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 정세에 따르면, 제3단계에서는 중국의 도시화율은 최소한 70% 이

상에 이르고, 전체 취업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업 근로자의 비중은 

10%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의 생활복지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이다. 즉 이러한 수요는 단지 생활 걱정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보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의 제도적 조

치로서 자유 ․ 평등 ․ 존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는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3단계에 진입한 후 중국 사회보장의 

발전 목표는 더 이상 사회보장 항목을 늘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

를 한층 개선하고 제도의 보장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성숙한 사회공

공서비스 체계를 수립하여 사회보장제도가 기본적인 보장형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단계로 성숙해야 한다. 

제3단계에서의 기본적 목표와 임무는 중국식 사회보장 체계를 한층 개

선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크게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공

평하게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더 나아

가 국민들의 각종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그들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주고, 개인의 자유 ․ 평등 ․ 존엄을 보호하며, 최종적으

로는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를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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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목표와 임무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8개항의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각종 사회보장제의 내용이 개선되고, 모든 국민이 공평한 혜택을 

받는 발전 단계로 들어서야 한다. 그 중 종합형 공공부조제도를 제도적으

로 통일해야 할 뿐 아니라 지역과 도시와 농촌 간의 부조도 공평의 원칙

하에 기준이 통일되어야 한다. 양로보험제도는 전체 양로보험 체계의 중

심으로 되며, 기관 및 사업단위 중에서 계약제 근로자들과 농민단체로부

터 분리된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의 근로자들을 모두 근로자기본양로

보험제도에 적용되도록 한다.

또한 양로보험제도 간의 격차를 점차 줄이고, 기본적인 양로보험제도

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갖춘 제도로 향상시켜야 한다. 전 국민 건

강보험제도의 수립은 국민들의 질병 의료에 대한 근심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공공위생사업과 의료보장수준 간의 격차는 점차 

줄어 일인당 위생보건 총 비용이 선진국의 수준에 근접 않도록 한다. 즉 

개인이 부담하는 질병의료비용은 총 지출의 20% 이하를 차지하고, 나머

지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정부와 사회에서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은 그 기능을 전환하여 취업 보장의 방향으로 발

전하며,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발전시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녀자 ․ 아동복지, 교육복지와 주택복지 등

도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회공공서비스는 보편적으로 발전시켜 각종 

사회보장에 대한 개인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는 각종 

지역사회서비스 네트워크,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장애인재활사업, 부녀

자 ․ 아동복지사업과 각종 복지형 혹은 공익성을 띠는 생활보장서비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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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기본이 되고, 사회공공서비스는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견고한 보호

망일 뿐만 아니라 고용을 촉진시키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③ 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충형 보장사업을 대폭

적으로 발전시킨다. 상업보험의 발전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기업연금과 직업연금 등을 포함한 보충형 보험

제도는 대다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사회 공정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자선사업의 발전은 고아와 장애인 등 특수 계층을 돕는 

단계에서 교육과 환경보호 등 관련 사회 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하는 단계

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를 넘

어서고, 자원봉사자 참여율은 70%를 넘어서야 한다. 아울러 개인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으로 정착하며, 이타적인 상호 협력은 사회보장 

체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국민들이 각종 상업보장을 

통해 개인의 생활 위험을 관리하는 생활 패턴으로 바뀌어야 하며, 관련 

사회보장과 세금정책의 지원을 실시한다. 

④ 시장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효율을 지속

적으로 향상시킨다. 제3단계에서 시장은 완전히 성숙되어 법제 규범의 

궤도 내에서 운영되며, 정부와 사회보장처리담당기구가 시장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 경쟁 행위를 통해 상업보험의 위험 

관리와 공제 기능을 구현하는 것 외에, 자본시장에서 사회보장기금의 지

위를 갈수록 향상시키며, 시장 시스템을 통해 투자 수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탁과 아웃소싱을 통해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관리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밖에도 시장화 

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료서비스 체계, 개인양

로보험 체계 등을 포함한 제도는 고소득층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공공복지자원을 절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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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회보장예산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

적인 사회보장이 전 국민들이 공평하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보편적인 제도적 조치로 발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일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등의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서비스로 바뀌어야 

한다.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사회보장의 지출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

에 대한 예산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법기관의 감독

을 강화해 국민들이 사회보장제도의 감독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의 예산을 국가 재정에 포함시키고, 2차 예산을 

통해 입법기관과 국민들의 감독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⑥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을 가늠하는 관련 지표가 선진국들 수준에 근

접하게 해야 한다. 그 중 재정적 사회보장 지출, 사회보험기금 지출, 복지

서비스 지출, 보충보장 지출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지출이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20% 이상에 이르도록 한다. 현재 통계자료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은 국가 재정지출의 25%를 초과하며, 소득 분배에 대한 사회보장제

도의 조절 기능을 통해 지니계수가 0.35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는 과정 중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평등한 국가로 변할 

것이다. 

⑦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개인의 자유 ․ 평등, 존엄을 보편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통일 ․ 공평, 보편적 혜택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자유

스러운 이동과 자유, 사회보장의 혜택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고,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높은 수준의 사회 보장과 사회 서비스 체계를 제공하

는데 유리할 것이다.

⑧ 민주 시스템과 기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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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이루어야 한다. 제3단계는 중국의 전면적인 산업화와 현대화를 실

현하는 시기이다. 민주 제도의 수립과 국가 업무에 대한 질서 있는 참여

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직접선거나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여 자신의 복지에 대한 의지를 대신할 수 있는 통로

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식 특색을 지닌 정치 협상 제도를 통해 

소속 집단이나 단체들을 대신하여 복지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각 사회 집단이나 혹은 단체들은 노동조합, 고용자조합, 기타 사회조직을 

포함한 자체 이익을 대표해주는 사회조직을 수립하여 사회보장제도 수

립에 대한 정책 건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감독 ․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

져야 한다. 

또한 입법 ․ 행정 ․ 사법기관이 사회보장에서 분담하는 직책은 점차 분

명해지고 서로 간의 제약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중들과 대중 매체

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감독 ․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성장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목표 임무를 완성한다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식 사회

주의 복지사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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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전략 조치 :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지탱하는 중대한 조치

사회보장 발전의 전략 목표를 실현하고 목표 임무를 완성하려면 장기

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히 강조해야 할 것은 중국 특색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 재정을 확보하고, 강력

한 조직과 인적자원을 지원하며, 발달한 기술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는 

동시에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 중국식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의 알 권

리, 참여할 권리, 표현할 권리와 감독 ․ 관리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공산당 제17차 대표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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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치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표현할 권리, 감

독 ․ 관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임무를 명확하게 제시했다11). 

중국의 현대화 과정은 바로 민주화 진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

국 특색의 민주정치의 발전 없이는 성숙된 중국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보장은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국민 복지와 

관련이 있다. 특히 국민이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선

진국들의 실천 과정에서 보다시피, 민주정치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복지

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보장의 

민주적인 정책 결정을 촉진하고 전체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

는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중국 특색의 민주정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

장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시해야 할 점은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표현할 권리와 감독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첫째, 국민들의 알 권리는 사회보장 업무의 공개성을 요구한다. 사회보

장의 감독 ․ 관리기구가 정기적으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 사회

보장의 발전 현황을 보고하고, 국가 입법기관의 예산에 대한 감독 ․ 관리

를 수용하며, 정기적으로 정책 소식과 업무 소식을 발표하여 사회보장 

소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자문을 만족시켜야 한다.

둘째, 참여할 권리는 사회보장의 입법 중에서 공개적인 입법을 실행하

여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조직 등 사회단체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요구한다. 

11) 胡锦涛在中国共产党第十七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全文),《人民日报》, 2007年 10月 2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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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표현할 권리는 순조로운 통로와 경로를 마련해 국민들이 즉각적

으로 자신의 복지 욕구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실현될 수 있다. 동시에 인민대표대회 제도와 정치 협상 제

도를 발전시켜 민주적인 방식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국

민들이 직접선거나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자유롭게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을 때 사회보장제도 수립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감독할 권리를 구체화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위 있는 

행정감독시스템과 사법감독시스템 수립을 요구한다. 게다가 사회보장제

도의 수립과 운영에 대한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전문적인 사회보장예산제도를 통해 효과적

으로 감독하고 각계 단체나 사회조직, 국민과 대중 매체들의 감독을 수용

함을 의미한다.

2.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자원을 동원하여 확실한 재정을 보장한다

사회보장은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복지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를 

지탱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과 재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략적인 시각에

서 볼 때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보장하는데 있어 두 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첫째, 공공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고, 보장 대

상자를 확대하고 소득 통계를 표준화하여 사회보험기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며, 복권 발행 등의 방식을 통해 공익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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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방안이 있다.

둘째, 각종 사회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주로 자선공익사업을 발

전시키고 각계 인사들이 기부와 기타 서비스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

도록 동원한다. 이 방면에서 발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관련된 목표와 지표를 확립해야 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지표들

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사회보장 지출(사회보장 지출, 사회보험기금 지출, 복지서비스 지출 

그리고 보충형 보장 지출 등 포함)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안정을 보호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화합을 실현하

는데 중요한 제도적 조치이다. 사회보장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정도와 사회 공평의 수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위와 작용, 국민 소득의 분배

에 대한 조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사회보장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민 복지가 국민 경제와 화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다수 국가들의 사회보장 지출은 GDP의 10%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유럽연맹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유럽연맹국들이 2003년, 2004년, 2005년의 사

회보장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4%, 27.3%, 27.2%에 이

르렀다12).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 지출은 심지어 30%를 넘어선다. 중국

의 경우, 2006년 사회보장 지출은 약 1.1만 여 억 위안으로 GDP의 5.2%를 

차지했는데13), 사회보장 지출이 턱없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

로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의 지위를 강화하고 GDP에서 차지

12) 新华社, 欧盟社会保障支出占 GDP 27.2%,《河北日报》, 2008年 5月 11日.
13) 필자가 中国统计年鉴(중국통계연감)에 근거하여 산출해낸 통계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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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보장 지출의 비중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 발전 전략 3단계 중에서 각 단계의 종점인 

2010년, 2020년, 2049년에 사회보장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

각 7%(1990년대 초 한국 수준), 15%(1980년대 미국 ․ 캐나다 ․ 뉴질랜드 수

준), 25%(독일 ․ 스위스 등 국가들은 1980년대에 25%에 이르렀음)에 이르

러야 한다. 이는 필수적인 목표임과 동시에 실현 가능한 목표이다. 

그 원인은 중국 사회보장 체계의 중심은 사회보험인데, 피보험자가 늘

어남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은 점차 커지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경제 건설은 주로 시장 시스템을 통해 해결되는데 

정부 재정은 공공재정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재정 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에 사용되는 재정이 점차 증가할 것이며, 사회자원의 동원 등은 

필연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 지출의 비중을 증가시킬 것이

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의 재정력을 높이려면 사회보장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종합적인 지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 지출이 총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계와 비교의 편리를 위해 이 책에서 사용하는 사회보장 지출에 관한 

지표는 사회보장 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국가 

재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에서 매우 중요한 재원이며, 공공재정의 가

장 중요한 직책은 관련된 제도로서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 지출 비중은 한 국가나 지역의 사회보장제도 발달 수준을 가늠

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게다가 정부가 국민 생활을 중시하는 정도, 재정 

공공성의 강약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 복지형 국가들에서 사회보장 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이며, 신흥공업국가와 일부 발전도상국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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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20% 이상이다. 2007년 중국의 사회보장 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였는데, 이는 분명 하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증가와 정부 직책의 전환에 따라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동안 사회보장 지출이 재정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은 필

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 요구와 가능성에서 볼 때 사회보장 발전 전략 3단계 중에서 각 

단계의 종점인 2010년, 2020년, 2049년에 사회보장 지출이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각각 7%, 15 %, 25%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정지출구조를 조정하고, 비중을 향상시켜 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의 비중을 확대하고, 사회보장 지출의 공평성과 효율을 보장함

으로써 불균형적인 분배 현상을 단절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전문적인 

사회보장예산제도를 수립 ․ 개선하여 정기적으로 입법기관에 보고하고, 

입법기관의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 

③ 사회보장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기금을 신속히 증가시킨다.

중국식 사회보장 체계는 권리와 의무의 결합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 체계이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자가 납부 분담의 

책임을 골자로 형성된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장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회보험제도의 국제적 경험과 

규율에서 볼 때,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역시 사회 ․ 경제 발전과 함께 지속

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제도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비중

은 현재 20% 수준에서 2020년까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사

회보험제도의 발전 공간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사회보장기금

도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 통계의 표준화는 명의상 급여

와 실질적인 급여 통일을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사회보험료가 급여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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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향 조정에 따라 증가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15년 동안 

사회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④ 전략적 예비기금을 적절히 수립하고, 투자 운영의 확대를 통해 2040

년 후에 기본양로보험제도의 기금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탱할 수 있는 핵심은 기본양로보

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이미 고령화시기에 들어섰으며, 

2040년쯤에는 고령화 현상이 절정에 달할 것이다. 중국은 2000년에 전

국 사회보장기금을 수립하여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략적 후원기금으

로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인구 고령화의 심화가 초래할 위험을 완화

시킬 수 있었다.

현행 양로보험제도는 선택형 제도이므로, 전국적으로 기본양로보험이 

통일되면 제도에 적용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퇴직 연령 조정 등으로 

2040년 이후에 제도 외부로부터 보충 재원을 마련해 기금 부족을 해결해

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2040년 이전에 이 제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될 수 있다면 기본양로보험기금을 전반기에 빠르게 적립할 수 있고, 후반

기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크지만 적어도 수입과 지출의 평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40년 이후에는 외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략적 예비기금을 마련하고 2040년 이후부터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7년까지 전국 사회보장기금 중에서 전략적 예비기금은 대략 5천억 

위안에 이른다. 연간투자율을 8%(2003년에서 2007년까지 평균투자율은 

10.7%에 이르렀음14))로 계산한다면, 30년 이후의 총 기금액은 대략 5만여 

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충분히 보충 재원의 기능을 발휘할 수 

14) 张艺․ 王宇, 戴相龙：全国社保基金总产市值已超过5000亿元, 新华社, 2008年 4月 1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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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전략적 예비기금인 전국 사회보장기금은 증가되어야 하지

만, 대규모적인 등록투자를 통해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 규모에서 

유상투자의 이익을 통해 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예비기금의 규모가 클수록 좋다는 사고방식보다는 상황에 알맞은 규

모의 전략적 예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기본양로보험제도의 불균형적인 수입과 지출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나친 기금 규모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관리와 투자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기금 투자를 규범화해야 한다. 사회 ․ 경제 발전의 요구에서 

볼 때는 전략적 투자와 장기적 수익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단기 투자활동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은 지양해야 한다. 

⑤ 다방면의 사회자원을 동원하여 사회보장 재원의 다양화를 실현하

고, 사회자원이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보충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첫째, 자선사업을 대폭적으로 발전시키고, 재정과 세금 우대 정책과 사

회자선활동 등을 통해 자선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자원의 투자를 확대하

고, 자선공익 기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향상시키며, 자원봉사활

동에 대한 대중들의 참여도와 열정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

하여 2012년, 2020년, 2049년에 중국의 사회자선기부가 GDP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각각 0.5%, 1%, 2%(2008년 원촨汶川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회 

각계 인사들의 기부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기부금이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0.5%를 초과했으리라 예상됨)보다 높아야 하고, 국민들이 자

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각각 20%, 50%, 70%를 넘어서야 한다. 

둘째, 공익 복권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타 카지노사업 등을 개발하여 

공익금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사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직업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임금, 사회보험, 직업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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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위일체 된 봉급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 직업복지의 수준을 

점차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기업연금, 직업연금, 보충의료보장, 단위의 

주택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하는데, 사회보장 체계의 재정력을 보충하

는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이밖에도 중국 특색의 경제구조와 

국유자산이 전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상황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국유자산의 수익이나 그 일부를 사회보장수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는 국유자원을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데 재정 지원의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다. 

3. 확실한 조직과 인적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조직과 인적자원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므로 건전하고 완비된 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전략 발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사회보장 조직 체계와 인적자원의 수

립을 중시해야 한다. 정부 기능의 중점을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방면에 두고, 사회보장사업 발전의 객관적인 욕구에 근

거하여 사회보장 조직과 전문 인원들을 배양할 것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보장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제이자 보증이기도 하다. 동시에 조직 수립과 인적자원 수립은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에 비해 지체되어서는 안 되므로 가능한 빨리 수립

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능한 빨리 관련된 조직 수립과 전문 

인재 양성의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직 체계와 전

문 인재 양성의 수립을 개선해야 한다. 조직 체계 수립과 전문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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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립은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임무에 속하는데, 이를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은 지표들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능한 

빨리 관련된 조직 수립과 전문 인재 양성의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직 체계와 전문 인재 양성의 수립을 개선해야 한다. 

조직 체계 수립과 전문 인재 양성의 수립은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의 임무에 속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표들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사회보장 조직관리 체계를 한층 개선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

는 모델로 전환하도록 한다. 조직관리 체계는 사회보장 체계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사회보장 조직관리 체계의 수립은 횡적으로는 합리적

인 분업, 종적으로는 효과적인 조화로움을 특징으로 한다. 

여러 부서에서 분담 ․ 관리하는 것은 중국 사회보장 수립의 현실적인 

요구이다. 하지만 사회보장, 특히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협력적인 발

전에서 볼 때 통일적인 사회보장 감독 ․ 관리 기구를 수립하고, 이러한 기

구에서 주요 사회보장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미래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현재,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민정부, 위생부, 주택도농건부

에서는 구체적인 사회보장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는 부서이며, 재정발

전개혁위원회, 회계 감사 등의 부서는 예하 부서들이다. 각 부서들은 직

책 분담에 대한 조정과 규정을 통해 직책의 중첩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기타 예하 부서들이 협력

하고 중앙정부와 효과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013년 새롭게 수립될 정부는 사회보장 감독 ․ 관리기구(사회보장부 혹

은 사회보장위원회)를 더욱 통일하여 각종 공공부조, 사회보장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종적인 시각에서 볼 때 상이한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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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각급 정부의 특성에 따라 사회보장 업무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과 직책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호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감독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조직관리 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사회보장사업의 발전 수요에 따

라 편제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하고, 정부는 공공관리를 실시하

고 공공 직책을 이행하는 주무 부서이며, 중국의 사회보장관리기구는 보

다 정부의 중요한 직능 부서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중국 사회보장의 관

리기구가 분담하는 직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서비스 대상자가 점차 늘

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② 적절하게 집중하는 원칙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기구를 수립

하고, 인원 편제를 하루 빨리 확정하고 업무처리기구를 수립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기구의 수립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사회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기구와 그 능력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먼저 사회

복지서비스기구의 설치와 명칭을 규범하고 통일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 업무처리기구는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와 의료

보험 업무처리기구로 나누고, 기타 사회보험 업무는 업무의 수요에 따라 

앞서 언급한 기구에 편입할 수 있다. 또한 기본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는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공공부조도 전문적인 업무

처리기구 수립이 필요한데, 구 ․ 현에 따라 전문적인 업무처리기구(단순하

게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에서 겸임하려는 것이 아님)를 설치해야 한

다.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의 발전은 정부에서 주도하면서 사회화된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한다. 즉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서 사회 공익조직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담당 인원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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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1 : 6000의 비례에 따라 전체 인원의 편제를 확

정하고, 중앙 업무처리기구에서 각 지역의 실제 수요에 의해 분배 ․ 사용

하거나 관할 지역의 서비스 대상자 수에 따라 공공부조 업무처리기구와 

그 인원들은 기타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사업도 겸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서비스 기구 특히 사회보험 업무처리기구들의 능력을 강화하고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동시에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기준을 

정하며, 직원들의 소질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기구를 수립하는데 있어 정부에서 수립한 기구를 기준

으로, 지역사회는 보조 능력을 수행해 사회자원과 시장 역량을 충분히 

동원해야 한다. 또한 활용 가능한 시장 시스템의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

램에 대해서 각종 형태의 사회보장 업무처리기구들이 공평한 경쟁을 통

해 참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밖에도 업무처리기구들이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부조 업무처리기구들의 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사회보장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재정에

서 보장할 수 있거나 사회보장기금에서 일정한 비례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업무처리기구들의 정상적인 운

영을 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③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가속화하고 능력을 갖춘 사회보장 전문 직원,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보장과 관련

된 전문 직원과 사회사업가의 능력이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업무의 수준

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적인 인

재를 배양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강한 사회의 책임감, 전문 지식과 실천력을 갖춘 전

문적인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보면 주로 사회보장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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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으로 전공이 나뉘는데, 전자는 사회보장의 각종 업무와 관련되고, 

후자는 주로 사회보장 혹은 공익 업무와 관련된다. 

최근 10여 년 동안 사회보장 전공과 사회사업 전공을 새롭게 신설하는 

대학이 많았으나 아직 그 수준은 높지 않다. 또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장 전문 인재의 양성

에서는 사회보장관리기구와 서비스 기구 사이에 긴 한 관계가 요구되

는 동시에 사회보장 자원봉사자의 양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자원봉사는 자원의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고 사회 화합을 이루는 효과

적인 수단이며, 강한 흡인력과 응집력이 있어 사회자원을 동원하는데 효

과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자들의 소질과 능력을 향상

시켜 자원봉사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힘써야 한다. 

4. 선진적인 정보기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선진적인 정보기술시스템의 뒷받침 없이는 현대사회보장제도의 정상

적인 운영과 실시를 논할 수 없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중국이 사회보

장제도를 수립하는 실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에서 살펴볼 때, 선진

적인 정보기술시스템은 객관적으로 사회보장의 정상적인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보장해주는 기초적인 조건이다. 그러므로 선진적인 정보기술시스

템의 구축은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사업으로 간주

해야 한다. 2012년 전까지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다음

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① 개선된 사회보장 관리 체계와 서비스 기준 체계를 하루 빨리 수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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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와 기준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사회보

장 관리 운영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제도의 변형을 방지하는 중요한 방안

이다. 게다가 이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제이자 기

술적인 보증이다. 동시에 국민의 사회보장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사

회보장에 대한 감독 ․ 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이기도 하다. 그러

므로 국가는 통일된 사회보장 정보관리 기술의 기준을 제정하여 각 지역

의 정보 기준과 관리 기준을 통일시켜야 한다. 

② 중앙정부에서 전문적으로 투자하여 사회보험 정보기술 플랫폼과 

공공부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각 지역에서 

각자 자체적인 사회보장 정보 플랫폼과 최저생활보장 정보 플랫폼을 활

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지방에 따라 분할된 현상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장 정보 플랫폼

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전문적 투자가 필요하다.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정보와 사회보장 예측 기술 방안들을 충분히 활용하

여 징수와 보장수준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과

학적인 조정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인 재무적 평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 관리 기술과 방안에 대한 연구에 투자를 증가하고, IT시

대에 적합한 선진 기술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보

장 관리 방안을 고안하고, 효율과 통일의 기술 체계를 수립하여 전국적으

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합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원 카드”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정보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내용을 중복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 체계와 사회보장 직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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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평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시장에 자

유롭게 진입하거나 퇴출하는 시스템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필수 조건이다. 

5. 신 ․ 구제도를 구별하고 제도를 연결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지속적인 발전의 중요 내용은 노인의 권익 문

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여 신 ․ 구제도를 순조롭게 전환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실시로 인해 이전 제도로부터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에 피해

를 주어서는 안 되며, 구제도로부터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새로

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자체적인 권위성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객관적인 요구로 사회 공평을 보

호하는데 있어 내재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다음 단계의 중국 사회보장의 개혁과 수립 중에는 “구인은 

구 방안, 신인은 신방안, 과도기 사람은 과도기 방안을 선택”하는 원칙을 

세우고, 자연스럽게 과도기를 넘어가는 방안을 선택하여 이전의 제도로

부터 새로운 제도로 순조롭게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개혁은 이러한 원칙을 잘 준수하지 못하여 일부 사람들의 

사회보장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새로운 제도의 추진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은 다음 단계의 사회보장 개혁과 

진행 과정 가운데 받아들여야 할 교훈들이다.



제4 장 

체제 개혁, 정부 책임 
그리고 제도의 최적화

사회보장의 이념과 전략 목표가 확정된 후 사회보장제도를 수립

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체제의 우열에 의해 제도와 그 제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결정된다. 사회보장 체제의 개혁 과

정에서 정부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시급히 사회보장 체제 개혁을 강화하

고,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제도를 개선

하고 조정하여 전체 제도의 개선을 가속화한다면, 국가 실정에 

부합되는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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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체제 개혁 목표 :
정책 결정 체제와 감독 체제 그리고 실시 체제의 분리

비록 중국의 경제 체제 개혁은 이미 거대한 발전성과를 이루었지만, 

행정과 사회 체제에 대한 개혁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사회보장 체제 

개혁이 지체되어 전체 사회보장제도가 시대적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천과정 중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사회보장 체제 개혁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1. 체제 개혁의 기본 사상 :

정책 결정 체제, 감독 ․ 관리 체제, 실시 체제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

한다.

현행 중국 사회보장 체제의 주요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입법기관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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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의 작용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책 결정 

체제, 감독 ․ 관리 체제, 실시 체제가 서로 엉켜 있어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은 사회보장 영역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 내부와 직무 부서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 협력이 어렵고, 심지어 

업무 역할이 불명확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주관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자체적인 책임을 질 

수 없고, 심지어 사회보장 업무를 주도하는 행정 체계 내부에서도 지방에 

따라 사회보장 관리 체계가 서로 분할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회보장 권리

는 직무 부서 간에 분할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협력 시스템이 부족한 탓

에 부서 간 역할이 중복되거나 심지어 직무상의 공백이 발생하여 제도의 

운영 효율이 크게 낮아졌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여러 사회보험료 징수 체제가 존재하고 있어 

징수 체계가 아직 통일되지 못하였다. 사회보험기금 관리 체제도 완전하

게 형성된 상태가 아니며, 심지어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사회보장기금은 

그들의 기득권으로 변해버렸다. 이러한 국면은 건전하고 완비된 사회보

장제도의 수립과 발전을 가로 막는 심각한 장애물이다.

선진국들의 사회보장제도처럼 정책 결정, 감독, 실시 등 세 가지 집행 

주체가 서로 조화롭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효과적인 운영

을 보장해주는 전제적인 조건이다. 만약 어떤 두 가지 주체가 중첩되어도 

전체 제도 운영과 운영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정책 결정, 감독, 실시 등 세 가지 주체들의 상호적인 조화는 상호 제약과 

균형을 보장할 수 있다. 즉 정책 결정 주체가 직접 감독 ․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책 결정 주체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책 결정 과정 

중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정 중에서 문제를 발견한다면 정책 결정 기관이나 감독 ․ 관리 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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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내재적인 요구와 세계 각국의 정세를 살펴보면,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목표는 바로 규범화와 유효성 원칙 하에서 정책 

결정 체제, 감독 ․ 관리 체제, 실시 체제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체제가 서로 조합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입법기관에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제도를 수정 ․ 개선하는 책임을 지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서는 각종 제

도의 운영을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업무 담당 기관

들이 자체적인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결정 기관, 관리 기관, 

실시 기관이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사회보장의 정책 결정 체제, 관리 체제, 실시 체

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기본

적인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 주체와 부문 간의 

권력과 직능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 고용자 조

직, 사회중개기구, 사회보장 대상자 등 관련된 이익 주체들이 사회보장의 

정책 결정, 감독 ․ 관리, 실시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민주적인 

정책 결정을 실현하고, 정부와 사법기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대

해 효과적으로 감독 ․ 관리하며, 각종 서비스나 업무담당기관에서 사회복

지 서비스를 올바르게 제공한다면 사회보장제도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이

며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궤도에 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므로 국가는 장

기적인 관점에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제도의 입법 

진행을 가속화하여 전체 사회보장 업무가 점진적으로 법제 규범의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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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르도록 추진해야 한다. 인민법원에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 영역 

중에서 각종 위법 행위나 범죄 행위를 처리함으로써 전체 사회보장제도

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정책 결정 체제의 개혁 방안 :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에서 입법기관의 정책 결정으로 전환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개혁개방 30년 동안 중국의 법제화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입법 추진에 있어서도 상당

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중국식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기본적으로 

수립한 상태이다. 하지만 사회보장 영역의 전문적인 법률은 아직 제정하

지 못한 실정이며, 보편적으로 행정 주도 혹은 정책 주도를 위주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사회보장 개혁과 제도를 선택하는데 있

어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제도 등 제도들의 정책 결정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행정 정책 

결정, 행정 감독, 행정 실시 등이 삼위일체가 된 체제이다.

국제적인 관례에서 보면 사회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고, 국가 ․ 조직과 개인 혹은 정부 ․ 기업 ․ 사회와 가정 혹은 개인의 이익

을 조정할 수 있기에 입법 선행의 경로를 선택했던 것이 관례이다. 다시 

말해, 입법기관에서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최종적인 정책 결정권을 행

사하며, 행정기관에서는 감독과 관리의 책임을 지고 전문적인 공립기관 

혹은 사회기관에서 책임지고 행사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에 대한 어떠한 조정이든지 관련된 주체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입법기관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최종적인 정



120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책 결정의 책임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정책 결정 과정 중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보장과 관련된 이익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보장하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과 마찬가지로 정

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이다. 그러므로 제아무리 공평

하고 투명하다 할지라도 행정기관에서 기타 책임 주체들이 평등하게 참

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란 법률 규정의 층차까지 향상되어야만 권위

성 ․ 안정성 ․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민간의 역량과 사회 기타 계

층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 입법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사회 대중의 감독 하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책 결정 이전에 공개 입

법과 공청회 등 다양한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

는 게 바람직하다. 중국의 경우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국가의 근본적인 

정치 제도인 동시에 중국 특색의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기관이자 헌법에서 정한 

최고 권력기관으로, 여기서 통과한 법률은 집권당의 의견이자 통일된 국

민 의지로 여겨진다.

최근 법률을 제정할 때 국가 입법기관에서는 공개적인 입법과 국민들

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입법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는 여러 사회 집단의 

요구가 입법기관에 직접 반영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광범위한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 개선 ․ 정책 결정

에 이르는 일련의 정책 결정권을 국가 행정기관에서 국가 입법기관으로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지역에 따라 분할된 상황이고, 정부가 

주도해 온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러므로 각급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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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의 정책 결정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당장 실현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일 것이다.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지방에서 분산하여 정책 결정하던 것에서 중앙

정부에서 집중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동시에 국가 입법기관의 기능을 강

화하고 사회보장의 입법 진행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 분산된 정책 결정

은 현재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분할된 상황을 초래한 핵심적인 원인

이다.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공평성 ․ 통일성, 소득 재분배 등 내재적

인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정책 결정을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자유롭게 탐색하거

나 실험하던 방식을 막고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전국인민

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 영역의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등 기본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설사 

최초 입법한 법률이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법률로서 최소한 사회보장

제도의 성질, 원칙과 일반적인 운영 규칙 등을 기본적으로 확립할 수 있

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조정하는 권력을 행정기

관에서 입법기관으로 양도해야 한다. 이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

위원회에서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제정 ․ 수
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직 법률 규정의 층차로 향

상 되어야만 사회보장제도는 명확하고 규범화된 제도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단편적으로 사회보장을 주도함으로써 기타 책임 주체들

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회보장제도 수립의 공평과 

공정을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의 입법, 특

히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등 기본적인 법률의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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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회보장제도 개혁 임무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인구가 많고, 지역적으로 불균형 발전을 이룬 국가이기에 

지방 입법기관에서 현지 사회보장정책을 제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입법기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최종적인 정책 결정권을 행

사한다는 것은 사회보장 수립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간과한다는 뜻

은 결코 아니다. 중국이든 외국이든 간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은 재정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

보장제도의 입법 업무에서도 나타난다. 수많은 사회보장법안은 행정기관

에서 제안하고, 입법기관에서는 법정 심의 절차를 책임지며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 입법기관에서 사회보장 정책 결정권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정한

다면, 자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편적인 입법 선행의 규칙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의 입법을 통해 집권당의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주장과 국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통일시켜야 한다. 어떤 사회보장제

도이든지 먼저 법률적 기초를 마련한 후 실시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가 법제 규범 내에서 이행되는 것을 보장

할 수 있다. 입법기관에서 정책 결정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전국인민대표

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자 ․ 농민, 기타 단체 대표

들이 인민대표대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사회보장 정책 결정에 반

영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입법기관의 정책 결정권은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는데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예산을 감독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

야 한다. 사회보장의 예산을 심사하고 비준하는 권한은 국가 입법기관의 

정책 결정권 내의 사항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사회보장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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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 재정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보험기금의 예산제도를 수립

하고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장 지출

을 국가 예산에 포함시키고 입법기관에게 통일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3. 감독 ․ 관리 체제 개혁 방안 : 

행정 ․ 사법 ․ 사회 감독 등 삼위일체의 감독 ․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사회보장 감독 ․ 관리 체제는 사회보장제도가 순조롭게 운행되고 자체 

기능을 충분하게 수행하는 것을 확보하는 제도적 보장이다. 이는 행정 

감독과 사법 감독 등 두 가지 방면을 포함하는데, 정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상적인 운영을 감독 ․ 관리한다. 사법기관은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위법 및 범죄 행위가 발생할 때 최후의 감독자라

고 할 수 있다. 완비된 사회보장 감독 체계는 건전한 행정 감독 체계, 권위

적인 사법 감독 체계, 효과적인 사회 감독 체계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공동으로 삼위일체 된 사회보장 감독 체계를 구

성한다.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감독 ․ 관리하는 것은 완비된 사회보장 감

독 ․ 관리 체제의 핵심이다. 전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 관리 실천 과정에서 

보다시피, 권력과 책임은 통일된 것이지 분할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함

으로써 주관 부서와 관리기구의 권위를 확립하고 주관 부서와 관리기구

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중국의 사회보장 행정 감독 ․ 관리 체제는 집중 관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여러 부서에서 실시하는 분산적인 관리를 통합해 통일된 

기구를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업무를 감독 ․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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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재정 ․ 심사 ․ 검찰 등의 부서들이 법정 직책 내에서 관련된 사

회보장 업무와 당사자들에게 감독을 행사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주관 

부서의 권위를 보호하고 행정책임제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러므로 주관 부서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

고 직무상 과오를 범한 자들은 법률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법 감독은 사회보장제도 운영 중 최후의 감독시스템이자 가장 엄격

한 시스템이기도 하다. 선진국에서는 법률 규정을 기초로 사회보장에 대

한 사법기관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보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

하는 위법 및 범죄 행위에 대해 민사 처벌 혹은 형사 처벌한다.

독일 등의 국가들은 전문적인 사회보장법원이 설립되어 있다. 이는 사

법 시스템에서 사회보장 감독 ․ 권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부분이다. 중국

의 사법기관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보장 입법이 지체되어 

있고, 사회보장의 사법 감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사회보장 감독 체제 중에서 사법기관의 역할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각급 인민법원에서 사회보장 업무 전문 법관들을 배치하고, 

전문적인 사회보장법원을 설치하여 각급 사법기관에서 사회보장 감독

․ 관리 업무를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위법 및 범죄 행위를 단절시

키고 사회보장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여러 사회 집단과 사회단체들이 사회보장 

감독에 참여할 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 고용자 조직, 대중 매체 및 기타 사회조직, 개인

들은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감독할 수 있고, 사회보장관리기구

에서는 사회보장 업무의 공개성과 투명화를 통해 모든 사회 이익 단체

들이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비탕으로 감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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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 : 

수요에 따라 설치하고, 적절하게 집중하며,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실시기구나 업무처리기구는 사회보장 대상자들과 직

접적으로 교류하는 서비스 기구인데, 실시기구의 서비스 기준과 질은 사

회보장제도의 실천 효과와 보장 대상자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 그러므로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집중된 사회보장 실시시스템을 수

립하고, 그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와 질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데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규모적인 우세를 활용하여 정책의 집행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보장 대상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

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하부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기구의 

기능은 통일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분할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플랫폼을 수립하여 사

회보장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특

성과 수요에 따라 집행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면, 의료보장 등

은 여러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를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담당하

도록 하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한 부서에서 주관하되 여러 부서에

서 처리하도록 하며, 경쟁 시스템을 통해 각종 업무처리기구들이 자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극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부조는 “정부에서 주관하고 처리하는” 원칙을 준

수해야 한다. 전문적인 공공부조처리기구를 설치하여 기타 하부 사회보

장업무를 감당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제도 자체의 내재적인 요구에 따라 현재 무질

서하고 혼란한 국면을 없애고, 완벽하고 전문적인 사회보험 업무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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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설치해야 한다.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을 바탕으로 각자 관련된 업무

처리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 중 기본양로보험 업무처리

기구를 지역에 따라 분할된 체제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리 실시 체제

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의료보험 업무처리기구는 지시급地市級을 통주단

위로 하고, 통주統籌14 층차 급별로 책임지고 관리한다. 산재보험, 출산보험

과 앞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통일적으로 의

료보험 업무처리기구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 의료보험 업무처리기구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본다면 사회보험

료의 징수는 하나의 업무처리기구에서 책임지고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 

노인수당, 장애인수당, 부녀자 ․ 아동수당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사

업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민간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전제 하에서 민간 조직과 사회단체들의 적극성을 최

대한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시장경제를 추진하여 복지사업의 운영 효율

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다시 말해, 사회보장 실시시스템을 수립하는데 있

어 사회보장의 유형에 따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적극성을 최대한 유도해 효율이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장 체제 개혁, 정부 책임 그리고 제도의 최적화  127

 제2절 

정부 책임 중심 : 재정 책임과 감독 ․ 관리 

사회보장제도의 주도자인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재정 책임, 감독 ․ 관리 책

임, 입법을 추진하는 책임, 거시적 조정 책임이 포함된다. 그 중 재정 책임

과 감독 ․ 관리 책임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 재정 책임 : 정부 공공 직책의 구체적인 구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기금의 주요 출처는 국가 재정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도 재정지출을 통해 

실현된다. 이는 정부에서 공공 직책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일 뿐 아니

라 공공자원을 국민 생활의 보장에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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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계획경제시대에서 정부는 도시 주민들의 사회보장에 대한 책

임을 졌다. 그 시기에 농촌 지역은 정부 지원 하에서 집체 경제의 복지 

및 이를 기초로 한 합작의료, 의무교육, 빈곤 구제 등의 제도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도시 주민의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의 재정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개인이 분담하는 책임은 점

차 강화되었다. 

하지만 사회보장 체제 개혁의 비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걱정이 갈수록 늘어나고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

지는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에서 재정 책임을 강화하

는 것은 바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고, 재정 책임을 행사하는 것

은 바로 정부의 책임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가가 사회보장의 재원을 제공하는데 있어 규범성과 안정성이 

결여된 현실에 대비하여 정부 재정 책임을 행사하는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역사적 책임과 

현실적 책임을 구분하여 여러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정 책임과 각급 

정부의 사회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보장 지출 책임에 대한 국가 

재정의 책임을 법제화 ․ 안정화해야 한다.

① 여러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

화한다.

국가는 공공부조제도에 대해 완전히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통해 공공부조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그 보장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사회

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책임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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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용자 책임 : 공무원(공무원 및 국가가 임금을 지급하는 대상자

를 포함)에 대한 고용자 책임으로, 그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데 있어 

각종 비용을 부담해주는 책임을 말한다. 

둘째, 공공재정 책임 : 사회보험제도란 공적 보험제도의 최후 “담보인”

으로서 농민 등 관련 계층들의 납부 책임을 일정하게 분담하며, 상황에 

따라 관련된 사회보험, 주로 양로에 관련된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사회보장제도에서 정부는 노인 ․ 장애인 ․ 부녀 ․ 아동 등 특정 계층을 대상

으로 하는 사회보장사업을 발전시키는 책임을 져야 하고, 전문적인 재정 

지원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보충형 사회보장제도에서 정부의 재정 책임은 주로 세금 혜택과 수당 

등을 통해 시장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사회자원이 

사회보장사업의 발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현된다. 이는 여러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에서 재정 책임을 질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조기금의 공급을 확보해야 하며, 사회보험 관련 제도(예를 

들면, 양로) 및 관련 계층(예를 들면, 농민)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현실적 수요에서 볼 때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려면 하

루 빨리 제도화를 실현해야 하고, 국가 재정지출을 상대적으로 안정시키

고 각종 사회보장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② 사회보험과 기타 관련된 기타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재정의 공급 

비율을 확정하고 제도화한다. 

사회보험은 근로자와 고용자의 책임 분담을 바탕으로 수립된 제도로

서 사회보장 체계의 주요 부분이다. 비록 국가별로 정부 재정과 사회보험

의 관계는 서로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첫째, 공무원이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법정 납부율과 고용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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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해야 할 금액에 따라 책임 비중이 결정된다. 

둘째, 농민들이 사회보험, 특히 양로보험에 있어서 책임을 분담한다. 이

는 국제적 관례이지만, 실제적으로 분담 비율은 30%~70%로 차이가 있다. 

셋째, 기본양로보험에 대한 보조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양로보험의 기

금 손실을 보충해주는 국가(복지국가)가 있는 반면, 양로금 지출을 일정

한 비례로 부담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한 국가(독일)도 있다. 전자는 주로 

양로보험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때 전액을 정부가 책임지지만, 후자는 단

지 양로보험기금의 책임을 분담하여 사회보험기구의 자체적인 평형을 

잡아줄 뿐이다. 

넷째, 공공부조는 전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서는 수혜자가 프로그램별로 다른 

재정 책임을 분담한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공무원직업연금 등 보충형 보장에 대한 재정 

지원의 책임도 진다. 이러한 책임을 질 때는 국가 재정을 지출하기 전에 

관련된 법률과 법규 ․ 규범에 의거하여 일정한 비례에 따라 실시해야 한

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 재정 책임상의 평등을 실현하고, 각종 사회보

장제도의 개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한다.

사회보장은 국가 책임에 속하고 중앙정부에서 주도적 책임을 지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중국은 지역적 발전이 불균형한 국가이다. 그러므

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시

간이 요구되며, 일부 사회보장제도는 지방에서 책임지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세금을 분담하는 전제 하에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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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사회보장에 대해 어느 정도 재정 책임을 지는 게 타당하다. 그러

므로 여러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각급 정부의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또한 재정권과 업무권을 통일시

키는 원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각급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을 확보

해야 한다. 중앙 재정에서 군인보장만 직접 책임지고, 전국적으로 기타 

기본사회보장제도는 중앙에서 주요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에서 세부적인 

책임을 지며, 지방색 짙은 사회보장제도는 지방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전국적 통일이라는 전제 하에서 공공부조제도에 대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자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 중 

중앙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어야 하고, 지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적인 통일을 목표로 하는 

기본양로보험제도의 경우 정부가 주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지방에서도 

지방공무원들의 납부 책임과 농민들이 사회보험금을 분담하는 등 일정

한 재정 책임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기본의료보험제도의 경우에는 통주 층차를 합리적으로 확정한 후, 지

역 재정에서 관련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한다. 하지만 중앙의 공공위생자

원은 지금처럼 지방에 분배해주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중앙 재정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프로

그램 지출, 예를 들어 기초교육수당 등을 분담해야 하고, 공공주택복지수

당 및 기타 복지사업 보조금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는 

현지의 재정력에 근거하여 지방 보충형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발전시

켜야 한다. 한 마디로 중앙과 지방에서 사회보장 재정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실현 가능성 또한 높다. 성공의 핵심은 재정 

책임의 분담률을 고정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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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보장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한다.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역사적 채무 문제가 발생했다. 이

러한 역사적 책임은 국가 재정에서 양로보험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치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다. 여기

서 주의할 점은 양로보험제도 중의 “시동납비視同納費 현상이다15). 

이 현상은 사실상 양로보험기금에 대한 역사적 채무이다. 역사적 채무 

역시 국가 재정에서 책임지고 갚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

에게 손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시동납비 현상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지

만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채무에 대해 반드시 세심

하게 체크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역사적 채무를 갚아 정

형화된 제도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국유기업의 현황에 근거하여 역사적 

채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중국은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균등하지 못한 점과 지역 특색

의 복지가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균등화 문제가 심각

하다. 그러므로 현행 재정 체계 하에서 지방 재정, 특히 미발달 지역의 

사회보장에 대한 이전지불轉移支拂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과학적인 이전

지불 시스템을 수립하고 지방 재정 격려 시스템을 확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자극하고, 재정 지원이 적어 발생한 사회보장 권익

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동시에 공공재정 체제와 지방정부 평가 체제를 

수립하여 지역성을 갖춘 복지서비스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15) 시동납비視同納費란 2001년 노동사회보장부, 재정부, 인사부, 중앙기구편제윈원회 사무실에서 반포

한 “근로자들이 기관 및 사업단위와 기업 간에 이동할 때 사회보험 관계를 처리하는데 관한 의

견”[노동부(2001) 13호] 에 근거하여 확립한 정책이다. 실제적인 내용은 근로자들이 기관 및 사업단

위에서 기업으로 이동할 때 기업근로자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양로보험의 개인계좌를 수립하여 기존의 근무기

간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간주해 퇴직 시 기업의 방안에 따라 기본양로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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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 ․ 관리 : 

주관 부서의 직책을 강화하고 행정문책제를 실행한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감독 ․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

도의 주도자와 공공관리자로서의 내재적인 요구일 뿐 아니라 공공재인 

사회보장제도의 내재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이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평형

과 순조로운 운영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 

사회보장을 감독 ․ 관리하는 정부의 목표는 사회보장제도를 법제 규

범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실시기구에 대

한 일상적인 감독과 재무적인 감독을 포함한다. 전자는 사회보장제도

의 운영이 규범화하는 것을 보장하고,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유효성을 

확보하여 규범적이지 못한 현상을 바로잡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후자

는 사회보장기금의 통주, 관리, 지급, 운영이 법제 규범에 부합되도록 

확보한다. 

현재 중국은 인적자원사회보장부와 민정부를 주요 감독 ․ 관리 부문으

로 하고 있다. 전자는 사회보험 업무와 보충형 보험에 대한 감독 ․ 관리를 

책임지고, 후자는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자선공익사업을 감독 ․ 관
리한다. 또한 위생부, 주택도농건설부, 재정부, 회계감사청 등의 부서들이 

각자의 직책 내에서 관련된 감독 ․ 관리 책임을 분담한다.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문제는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주관 부서들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 업무 관리에 대한 책

임을 명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서 주관 부서들의 감독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반드시 행정 책임을 묻는 문책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주관 부서들에게 명확한 책임과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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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법과 거시적 조정을 추진시킨다

재정 책임과 감독 책임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가장 보편적인 책임이다. 하지만 국민 이익의 대표자이자 보호

자, 공공자원의 관리자, 사회보장제도의 주도자인 정부는 사회보장 입법

과 사회보장제도를 거시적으로 조정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  

한편, 입법 선행은 세계 각국이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보편

적 규율이다. 정부는 법률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이므로, 정부에 

의한 입법 추진은 사회보장 책임의 구현이기도 하다. 사회보장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입법 건의는 그 법률의 가치 취향과 기본 내용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 이익의 대표자라는 

시각에서 부서의 이익을 버리고 사회보장 입법 중의 공평 ․ 정의 ․ 공유의 

가치 이념을 반영해야 한다. 

여기서 지적할 점은, 기본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에서 주도하고 확립하

는 제도이며, 입법 추진은 중앙정부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시험 지

역 방안을 제정하고 추진시킨 개혁 과정을 돌아보면, 이전의 개혁 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타협의 결과였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약화시켰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의 법제화 과

정에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시켜 통일되고 협력적이며 

안정적인 기본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재와 복지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은 효

율을 목표로 하는 시장 시스템과 부합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정

부에서는 사회보장을 거시적으로 조정할 책임이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① 사회보장의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세금 등으로 각종 사회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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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한다. 

② 여러 사회보장제도 프로그램 간의 관계를 조정한다. 

③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을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여 사회복지서

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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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중국식 사회보장제도 수립 
 

1. 국내 실정에 적합한 중국식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중국 사회보장 개혁이 큰 성과를 이뤘고, 개혁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다음과 같은 객관

적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개혁 중에서 드러난 자체적인 결함, 시장과 효율에 대한 신뢰성 결여 

그리고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임하는 현상은 사회보장

제도의 분열을 초래했고, 현행 제도의 완전성을 약화시켰으며 가치 이념

과 제도 수립의 혼란을 조성했다. 그러므로 현실적 수요에서 볼 때 중국 

사회보장 발전의 전략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진정

으로 중국식 사회보장 발전 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대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 과정에서 살펴보면, 사회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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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해당 국가의 정치 ․ 경제 ․ 사회 ․ 역사 ․ 문화 전통 등의 영향을 받는다

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보장은 단순히 경제적 요소 혹은 경제 

발전 수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사회보장제도 모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불 수 있다. 

소위 합리적인 사회보장 모델이란 국내 실정과 시대적 배경에 부합되는 

제도에 불과하다.

현대사회보장제도가 최초로 수립된 100여 년 전에 비스마르크 모델

(독일 모델)의 사회보장제도가 탄생했는데, 자본주의가 그리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시도한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였다. 이러한 사회보장 모델

은 독일 사회의 전통을 존중했고, 권리와 의무가 서로 통합했던 특징을 

가졌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복지국가를 수립한 영국 역시 국가의 발달 

정도, 정치 추세, 사회 발전의 요구 등과 접히 연관되어 있다. 미국은 

독일이나 영국과는 다른 모델, 즉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는 혼합형 제도

를 선택했다. 이것은 미국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요시하는 문화와 

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인류의 

긍정적 가치를 추구하고, 자국 국민 복지의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각자의 특색도 갖고 있다. 비록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점

에 직면하여 시대에 따라 조정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국의 대세와 

발전 규율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들은 장기적인 번영, 

안정과 화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회보장제도는 제도 고유의 규율을 준수하는 동시에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의 수립과 발전은 주권 국가의 범위에 속하고, 

국가의 대세와 발전 변화는 모든 사회보장제도에 직접적이고 심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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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구가 많고 지역적 발전이 불균형적이며 역사와 문화 전통이 

유구한 국가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중국의 사회보장을 발전시

키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경험을 단순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면

한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 중국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려는 목표는 중국

의 상황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인 요구이

지 개인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국내 ․ 외 교훈을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이 지체된 문제를 방임하면 심각한 사회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역사에서도 수없이 나타났

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들이 종종 숱한 대가를 치르고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해야만 했다. 

1990년대 중반, 경제 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시기에, 중국도 사회보장

제도를 제때에 수립하지 못했던 이유로 수백만 퇴직자들이 제때에 양로

금을 받지 못하고, 실업자와 도시 빈곤층이 관련된 사회 원조를 받지 못

해 국민 생활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1998년대에 이르러서야 중앙정부에

서는 “두 가지 확보, 세 가지 보장선”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최근 

10년간의 노력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해당 국가가 처한 시대를 초

월해서도 안 된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복지를 추구하거나 효율을 무시

하는 평균주의 등은 국가의 건전한 발전,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발

전과 국민들의 장기적인 복지에 해가 된다. 계획경제시대 및 경제가 낙후

된 시대에 중국이 생로병사 전반에 걸친 복지를 국가에서 책임지려했던 

것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앞서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해이한 가치관을 조성했고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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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보장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현재에도 일부 복지국가가 이

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은 시대적 발

전과 동일한 속도로 발전해야만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2. 중국식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특징 

이론적으로 볼 때,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란 중국식 사회주의를 구현하

는 것이며, 중국 국민들을 중국 특색의 복지사회로 이끄는 기본적인 제도

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가치 이념, 기본 원칙과 발전 

규율에 부합되는 동시에 중국 특색과 중국적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국 특색과 중국적 요소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에서 실

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관철된다.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를 수

립함에 있어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객관적인 규율, 국가 상황과 발전 변화

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제도 설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국제적 경험을 수용하고 공평의 가치 취향을 견지해야 하

며, 정부가 주도하고 책임을 분담하며 권리와 의무를 결합시켜 사회화된 

발전 경로를 견지해야 한다. 동시에 시대적 발전에 맞추어 직업복지, 사

회자본과 자산 수립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자체적인 발

전 규율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국내 실정을 존중

하는 동시에 발전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부합되고 중국 특색을 충분히 살리는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속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주

의 초급 단계에 놓여 있다. 이는 중국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중국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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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복지사회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경로를 선택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상황이기도 하다. 건전하고 완비된 사회보장제

도의 수립은 단시일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보장 권익의 격차를 줄이

고 건전한 제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제도를 실현하려

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전통적인 가정보장 등의 특색은 보류해야 하지만 관련된 인센티브 시

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실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국내 실정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실정을 구성하는 요소

도 사회 ․ 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

다. 그러므로 국내 실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역사 전통을 존중하고, 국내 

실정의 발전 변화에 적응하는 두 가지 방면을 포함한다. 

개혁개방 30여 년 이래 중국의 경제구조에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

났다. 사회구조는 단순한 농공農工 연맹 구조에서 다층적인 구조로 변하였

고, 국민 수입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의 생활 문제가 중요시되었

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도 지나친 효율 우선주의 심지어 효율 위주에서 

점차적으로 사회 공평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한 부의 축적을 

중시하던 관념은 부의 분배를 중시하는 것으로 전환되었고, 국민들의 가

치 취향은 점차 다원화 되어가고, 청년들의 논리 관념에도 변화가 생겼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와 계획출산정책으로 인한 저출산 ․ 고령화 현상도 사

회보장 전통에 역행하는 현실을 조성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의 객관적인 규율을 존중해야만 사회보장제도

를 올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고, 그 예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실정이 고정적이라는 사고방식을 전환해 국내 실정을 존중하여 시

대적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내재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국식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은 적어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4장 체제 개혁, 정부 책임 그리고 제도의 최적화  141

구현될 수 있다.

첫째,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는 지방 특색을 갖춘 제도라는 것이다. 해외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은 삼권분립 국가

가 아니라 중국공산당 지도하에서 인민대표대회제를 실시하며, 행정기관

에서 국가 업무를 주도하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의 정책 결정 

시스템도 중국 특색을 갖추었으며, 사회보장제도 수립에도 정부가 중심

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국가 입법기관에서는 국민 복지에 대한 집권당의 주장과 국민의 

의지 및 의견을 통일시켜 관련된 사회보장 법률을 제정한다. ｢중화국민

공화국 입법｣에 따르면, 중국의 법률 체계에는 국가 입법기관에서 통과

한 법률, 국가 행정기관에서 반포한 법규와 지방 입법기관에서 통과한 

법규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국가 입법기관, 국가 행정기관, 지방 입법

기관은 모두 관련된 입법 권리를 갖고 있다. 다만 국가 입법기관의 입법 

권리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 입법기관의 입법 권리보다 높을 뿐이다. 지

방 입법기관은 국가 법률,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해당 지역

에 적용되는 사회보장 법규를 제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국가 입법기관과 중앙정부가 통일되지 않는 사회보장 정책 결

정 시스템은 사실상 역사와 전통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의 방대한 인구

와 불균형적인 지역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일부 복지 업무는 지방 

입법을 통해야만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한 정치 정책 

결정 시스템은 사실상 중앙정부 지도하에서 지방 분권과 책임분리제도

로 구분될 수 있다. 이는 중국식 사회보장제도가 전반적으로 국가 통일과 

지역 특색이 서로 결합된 제도로 형성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중국식 사회보장 구조가 중국적 요소들로 인해 기타 국가들과 

일치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보장 체계 중 하부 시스템과 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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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국가와 다르다는 점 외에 가정보장, 친족 및 친구에 의한 부조, 

이웃 혹은 지역사회 상호 협력, 단위 보장 등은 모두 전형적인 중국적 

요소인데, 그 중 핵심은 가정보장이다. 사회보장, 가정보장, 친족 및 친구

에 의한 부조, 이웃 혹은 지역사회 상호 협력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

어서 가정, 지역사회, 단위조직과 혈연관계의 상호 보장의 기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는 중국 특색의 다양한 제도와 인류애를 반영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식 사회보장제도가 중국식 사회보장제도로 사

회화된 길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서구의 시장경제 체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고정적인 제도로 전통을 대체할 것이 아니라 사회 공정과 자유 ․ 평
등 ․ 존엄을 보호해주는 전제 하에서 가정보장을 기초로 단위나 지역사회

보장 등으로 보충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족, 친족 및 친구, 이웃, 지역사회 

간의 상호 협력과 공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기본보장제

도와 이러한 전통적인 보장 방식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가정보장, 지역

사회 및 이웃 간의 상호 협력과 공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전 

국민의 생활보장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중국식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이 자체적인 특색을 갖고 있다는 점

이다. 사회보장 운영기구에는 사회보장 법제시스템, 감독시스템, 관리시

스템, 실시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서구 국가에서 사회보장의 법제시스템

은 입법기관에 속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국가 입법기관,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입법기관 등이 각자의 직권 내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사회보장 법제시스템은 기타 국가들의 

법제시스템과 다르다. 서구 선진국들의 사회보장 감독시스템은 행정기관

과 사법기관에 속해 있지만, 중국은 집권당의 감독시스템과 특수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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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갖고 있는 노동조합, 부녀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국민 단체들도 

관련된 감독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또한 서구 선진국은 사회보장 업무 관리를 사회보장 업무처리기구

들의 기능으로 보고 자체적인 관리를 강조한다. 반면에 중국 사회보장 

업무처리기구들의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도 국가 행정기관

에 예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효과가 그다지 이상적이지 못하지만, 

중국의 전통과 행정 체제에 맞도록 개선하는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서구의 사회보장실시시스템은 종종 정부

기구와 기타 사회단체에서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선공익형 비정부기

구(NGO), 민간비영리조직(NPO)에서 광범위한 사회보장서비스 책임

을 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도농 하부조직과 행정 체계와 긴 한 관계를 갖고 있

는 서비스 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특수한 법률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 예를 들면 노동조합, 부녀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사회단

체 역시 상당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비공식 사회조직, 

예를 들면 동우회와 동창회 등의 조직도 일정하게 상호 협력과 공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참여 시스템은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한 차이가 있다. 

만약 사회보장을 운영할 때 이러한 전통과 특징을 간과한다면, 실천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심지어 전체 사회보

장제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중

국식 사회보장 운영 시스템은 법제시스템, 관리시스템과 실시시스템의 

합리적인 구조, 명확한 직책, 상호 협력과 고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동시에, 앞서 언급한 특색들을 고려해야만 훨씬 순조롭게 운영하려는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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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방대한 국유자산과 독특한 토지제도는 중국 사회보장 재원의 특

징을 말해주며, 자연스럽게 관련 제도 설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유자산의 풍요로움과 토지제도의 공유제는 국민의 

이익과 접하게 관련되며 국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사

회보장의 독특한 재원이기도 하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전 국민에게 속하는 국유자산의 규모는 매우 크다. 

2006년 전국적으로 국유기업의 자산 규모는 이미 13.52만 억 위안에 이르

렀다.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모두 국가의 안전과 국민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산업들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국유기업에서 창출한 2007

년도 이윤은 모두 1만 6200억 위안16)에 이르렀다. 

국유자산의 이익을 사회보장이나 기타 복지로서 전 국민들에게 돌려

줄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국유자산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종종 언급

되는 중 ․ 노년 근로자 양로금의 역사적 채무란 근로자들이 국유기업에서 

퇴직하거나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국유자

산의 이익 중에서 일부를 이들을 보상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토지제도는 국가소유제도와 집단소유제가 병존하는 제도

이다. 토지 사유화가 아닌 이상 국민들이 공공주택복지(예를 들면, 현행 

경제형주택, 염가대여주택) 혜택을 받을 때도 종종 토지국유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농민들에게 지급한 토지는 일종의 사회보장 기능을 갖고 

있다. 현재 이 기능은 점점 약화되고 있지만, 인구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

된 토지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사용자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개발하여 수익금을 벌 수 있다. 일부 지방

에서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개발 수익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거나 기타 

16) 李荣融, 宏大的工程，宝贵的经验—记国有企业改革三十年,《求是》, 2008年 第1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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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누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특수

한 현상이다. 중국의 농민들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할 때 토지권과 

결합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촌 생산 경영의 집약화

와 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방대한 국유자산과 토지의 공유화

는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섯째, 권리와 의무의 결합을 강조하는 중용의 문화는 보장 대상자에

게 관련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제도 설계와 경로 선택 간의 극단화를 

피해야 한다. 중국의 전통 문화 중에서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의 결합을 

인정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지만, 반대로 책임

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설사 그 권리와 

의무를 이행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질책을 받을 수 있었다.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실천 과정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사회보장 체계는 사회

보험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피보험자가 일정한 납부 의무를 가지는 

체계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고, 피보

험자들의 개인 책임감과 권익을 강화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중국은 일부 

복지국가들이 선택한 전반적인 사회보장 업무를 정부가 도맡아 하는 방

법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에 극히 빈곤한 특수 계층들 

외에, 중국은 피보험자가 납부금과 그들이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

보험 혜택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국 전통적인 문화의 핵심은 중용인데, 이는 균형의 지혜를 강조

한다. 즉 원칙을 견지해야 할 상황에서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원칙

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

다. 세대 간의 관계에서 보다시피, 법적으로는 아랫세대가 윗세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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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를 규정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윗세대의 아랫세대에 대한 책임

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용은 절대로 절충주의가 아니라 극단으

로 치우치는 양상을 피하여 서로 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사회보장제도의 법제 규범과 제약성에는 

차이점이 많다. 중용사상이나 모호한 개념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해서

는 안 된다. 하지만 실천 과정에서 균형의 지혜를 추구하고 비제도화된 

사회관계로써 외연성을 확대해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동시에 인센티브 시스템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공부조제도는 보

장 대상자들이 생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빈곤한 처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양로보험제도는 사람들의 노후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노동에 참

여하고 부를 축적하도록 고무시키는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 의료보장제

도 역시 질병 의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국민들이 스스로 질병

을 예방하고 건전한 생활방식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실업보험은 실업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고를 덜어주는 동시에, 실업

자들이 적극적으로 직업 기술을 연마해 취업시장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게 한다. 만약 중국 사회보장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통일하는 원칙

을 견지하고, 중용 중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지혜를 본받아 제도를 설계하

고 극단화를 피하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 점들은 중국식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특색에 불과하

며, 구체적인 특색들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구현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유형의 사회보장제도든 간에 앞서 언급한 특색들을 충분히 고려해

야 하며, 이러한 특색들을 제도 설계와 기술 방안 속에 충분히 반영시켜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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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보장제도의 합리적인 추세를 최적화한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최근 20여 년 동

안 개혁과 발전을 거쳐 기본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는 이미 정해졌다. 또

한 국민들이 점차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통해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자체적인 발전 규율과 변화하는 국가 실정에 부합

되느냐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기

본보장제도의 개선은 과학 발전 이념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의 통합을 

증진하고, 양자 간의 격차를 줄여서 사회보장제도를 최적화한다. 

이 책에서는 기본보장제도 개선 방향만 대략적으로 지적했을 뿐이다. 

구체적인 발전 목표와 조치들은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자료 보고서(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최적화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부록편을 참고하길 바람)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1) 공공부조제도를 최적화하는 합리적인 방향

공공부조는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 각종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는 제도

이며, 사회보장 체계 중에서 최후 안전망이라고 불린다. 공공부조는 사회 

취약 계층들을 도와 생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전 국민의 최저한의 

공평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 공공부조제도의 합리적 방향은 

바로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분담을 바탕

으로 최저생활보장제도에서 종합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각종 기본 생활 구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활고로 인해 곤경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재해부조나 의료부조, 교육부조, 사법부조 등 전문

적인 부조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혹은 취약 계층의 특수 욕구를 충족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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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속히 분할된 제도를 통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생존 우선, 수익 권익의 평등과 대상자들의 

인격 존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빈곤선의 설정

과 소득 통계, 가정조사, 구제 절차 등을 명확히 구분해 과거의 부조 이념

에서 탈피하고, 소극적인 부조에서 적극적인 부조로 전환해야 한다.

 

(2) 양로보험제도를 최적화하는 합리적인 방향

양로보험제도는 현대사회보장 체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양로보험제도의 성공 여부는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승패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는 전체적으로 피보험자의 적

용 범위가 좁고 통주 층차가 낮으며 제도가 분할되어 있으며 책임분담시

스템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는 노동력의 이동을 가로막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동시장의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더 나아

가 제도적 공평과 재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혁을 심화하여 최적화해야 한다. 

양로보험제도를 최적화하는 기본적인 사고로는 현재 복잡하고 무질서

하고 다원적이고 분할되어 있으며 중첩과 공백 현상이 공존하는 현실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즉 공무원 ․ 근로자 ․ 농민 

등 계층들의 특수성과 양로금이 부족한 저소득 노인들의 욕구를 고려해 

다원적이고 조화로운 “세 가지 보험, 한 가지 수당”의 양로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중 근로자들의 기본양로보험은 모든 양로보험제도의 중심이다. 따

라서 “근로자와 고용자가 책임을 분담하고 정부 담보, 재정 보조, 자체 

발전”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고용 단위 혹은 고용주 주도 하에서 보험료

를 납부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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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동시에 개인 납부금 중에서 통주기금과 개인계좌의 비례를 최적화

하여 피보험자 간의 상호 협력과 공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 재정지출의 비례를 제정하고 명확히 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계좌를 축소하는 동시에(3% 수준), 개인계좌를 

착실히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퇴휴양로금제

도는 보류할 필요가 있지만, “구인은 구방안, 신인은 신방안”의 원칙에 

따라 노동계약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통일된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농민을 위해서는 단독적인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개인이 책임을 분담(집체 보조는 개인 책임으로 

여김)하고, 사회 공평, 상호 협력과 공제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이밖에

도 노인수당제도를 수립하여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로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양로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양로보험제도를 더욱 개선하는 전제 하에서 기업

연금, 직업연금 혹은 연공연금 및 기타 형식의 노인 경제보장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3) 의료보장제도를 최적화하는 합리적인 방향

의료보장제도의 수립 목적은 자금 조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구매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모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목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의료보장제도를 최적화하는 방향은 다원적인 의료보장제도

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동시에, 개인과 정부에서 납부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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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하는 도시주민의료보험제도와 농촌신형합작의료제도를 통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와 고용자가 함께 납부 책임을 분담하는 근로자의료보험

제도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고, 개선된 의료부조제도를 수립하여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를 적용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

록 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계좌를 중지하여 피보험자 

간의 상호 협력과 공제의 기능과 제도 보장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감

독 ․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통일된 의료보장 업무처리기구를 설치하고, 

국가 재정을 확대하여 의료보장의 보장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의료비용 지불방식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적

극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의료보장제도의 최적화는 의료위생 체제의 개혁을 떠나서는 논할 

수 없는데, 공립의료서비스 체계를 합리화하고 공립의료 개혁을 추진

하며 법인 관리 체계의 개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장화 

된 의료서비스 발전을 통해 고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

고,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여 공공위생의 중점을 지역사회와 농촌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농촌 사립병원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중화된 의료서비스 인

재를 양성해야 한다. 

 

(4) 주택보장제도를 최적화하는 합리적인 방향 

주거권은 생존권과 발전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자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주택보장은 사회보

장과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인 동시에 국민의 복지권이지만, 현실

적으로 볼 때 주택보장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민 생활의 목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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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주택시스템은 규범적이지 못하고 불공평한 문제들이 존재해 

주민들의 거주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자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

는 역부족이다.

그 중에서도 상품방商品房15
은 주택시장에 그다지 적합하지 못하고 비시

장적 요소로 인해 시장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서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16
의 본래 취지가 점차 변질되었고, 염조방廉租房17

의 분

양은 아직 미약하며, 최저사회보장제도와 연결된 탓에 새로운 빈곤 함정

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주택보장제도를 최적화하는 방향은 도

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의 거주권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저소득층에서 기

본적인 거주권을 누리도록 사회보장 체계로 포함시켜 주민마다 거주할 

곳을 보장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

고, 경제적용방을 정부 공공주택으로 확대해야 하며,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표준화와 공평성의 원칙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거주조건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이밖에도 정부에서는 공공주택 공

급과 수요를 조정함으로써 상품용 주택이 시장 규칙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 궤도에 들어서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세무정

책을 통해 개인주택 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업체나 고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주택합작사

의 주택 공급을 통해 보충해야 한다.

주택보장제도를 최적화할 때, 특히 주택 소유율을 주택보장제도 발전

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비이성적인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공공주택 분배 

중에서 도시와 농촌으로 분할된 차별적인 혜택을 없애야 한다. 또한 도시

와 농촌의 통주와 동일한 기준, 공평한 권익에 고려하고,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가구들의 기본적인 거주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이성

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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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복지서비스제도의 수립과 최적화 

나이 들어 부양받는 것은 모든 노인의 생활과 접하게 관련된 기본적

인 국민 생활 지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로제도를 경제적으로 지원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각종 노인복

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비록 중국의 도시와 농촌에는 정부나 민간에서 설립한 양로기구의 시

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노인복지서비스제도는 진정으로 완비되지 않았

다. 심지어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의 복지 욕구가 점차 증가하는데 

비해 노인복지제도의 발전은 상당히 지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각종 노인복지서비스사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양로보

험의 연속성과 보장수준의 향상, 나이 들면 부양받을 수 있는 목표를 실

현하는 필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제도를 최적화하는 방향은 양로보험제도 개선과 더불

어 재정 지원과 사회자원의 분배를 최적화하고 정부와 민간을 결합하며, 

정부에서 보조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와 사회화

된 노인복지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노인수당제도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사회화된 노인복지서비스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전통 문화를 존중

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국가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들이 

가정에서 부양받고 지역사회에서 보살펴주는 형식을 노인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형태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노인복지서비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노인들의 노후문

제를 해결하며 사회화된 노인복지서비스 시설을 설립하는 사업을 지원

해주어야 한다. 또한 사회화된 노인복지서비스 단체를 통해 전문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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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갖춘 노인장기요양 인원들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의 생활보

호 네트워크, 의료위생 네트워크, 사회복지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노인들의 식사, 돌봄과 진료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

어야 한다. 

 

(6) 장애인복지서비스제도의 수립과 최적화

중국의 장애인 인구는 아주 방대하고, 사회에서 후천적 장애 요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후 장애인 규모는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

된다. 현재 장애인의 교육수준과 취업수준은 사회의 평균 수준보다 현저

하게 낮은 편이며, 대다수 장애인은 관련 경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수준은 그들의 실제적인 수요와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은 중국 사회보장제

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합리적인 방향으로는 일반적인 제도와 전문적인 제도를 서로 결합하

고 경제보장과 복지서비스보장을 결합하며, 생활 보장과 기타 보장을 서

로 결합하여 사회화되고 다원화된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서

비스제도를 수립하고 최적화하는데 있어 장애인 문제를 단순히 가정 문

제로 여기는 과거의 사고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 대신 장애인 문제를 

가정에서 전부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사회, 가정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 재정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장애

인들의 생활보장제도를 현실화하고, 장애인들의 재활이나 특수 교육, 취

업, 생활, 도서 등 문화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고, 그들의 평등 ․ 참여 ․ 공유의 발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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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애인의 특수 수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들 예를 들면, 

보장구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금 혜택이나 재정, 기술, 설비 

생산 등의 지원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기업福祉
企業18

의 사회보장 기능을 발휘하여 그들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 장 

기본 인프라 구축, 법제 수립 
그리고 관련 제도의 개혁

 

중국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는데 직면한 수많은 문제와 과제를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기본 인프라 구축과 법제 수립 그리고 관

련 제도 개혁의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

라 구축의 완성, 법제 수립과 기타 관련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반드시 기본 

인프라 구축, 법제 수립, 기타 관련 제도의 개혁을 중시하고 적극

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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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 인프라 구축을 중시 :
정보 플랫폼, 소득 규범화, 사회 분위기

건전하고 완비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더 나아가 규범적이고 건

전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의 기본 인프라 구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이다. 

 

1. 통일된 사회보험 정보 플랫폼과 공공부조 정보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수억 명 근로자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제도이다.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와 보장수준에 대한 관리는 그들

의 일생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시장경제의 시대적 배경, 노동시장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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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근로자 사회보험료와 보장수준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전국

적으로 기본양로보험과 기타 각종 사회보험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

할 수 있느냐와 사회보험 정보 시스템의 수립이 제도 통일의 요구와 부합

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회보험의 통일성이 

낮다는 현실이다. 비록 국가에서 선진 정보 시스템을 수용하여 각 지역에

서도 사회보험정보화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정보 기록이 완전하지 못하

다. 이밖에도 각 지역에서 기획한 정보화 구축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요구에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제도 정보 시스템을 수립

하는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고, 사회보험 이전지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사회보험 정보화 구축을 서두르고, 전국적

으로 통일된 정보화 기준을 표준화하며, 사회보험 정보화 구축의 기준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는 지역별로 분할된 지방 사회보험제도의 정보화 수립을 보류하

고 선진 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완비된 사회보험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적으

로 통일되고 표준화된 사회보험정보시스템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사회보험제도의 수립과 발전에 중요한 기초적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동시에, 이를 통해 기타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실시도 전국적인 정보 플랫폼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

는데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통일적인 정보 플랫폼은 각급 정부와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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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공공부조 부문과 재정 부문에서 자체 관할 내의 저소득층이나 보장 

대상자들의 정보와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 효과적인 부조제도를 실시하

는데 있어 필요적인 조건이며, 기타 사회보장제도 실시에도 기초 데이터

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완전한 부조 정보 플랫폼이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각 지역에서는 최저생활보장제도에 관한 데이터 구축 방안을 제시

했지만, 진정한 정보화 요구와는 아직도 먼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

에서 공공부조 정보 플랫폼의 구축은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중국 사회보

장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 프로젝트로 간주해야 한다.

 

2. 소득 분배 규범화와 소득통계제도를 개선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소득 재분배에 속하고, 각종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프

로그램은 개인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이다. 규범적인 소득 분배

제도 없이는 규범화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할 수 없으며, 완비된 소득통

계제도가 없으면 건전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할 수도 없다. 

현 단계에서 볼 때 소득 분배의 불균형은 사회보험료 징수 기점의 불정

확성과 이로 인해 재무 위험이 커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최저생활보장제

도를 포함한 공공부조제도는 정확한 통계자료의 지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낡은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소득 분배를 

규범하고 소득통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소득 분배와 소득통계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노동에 의한 분배를 위

주로 하고, 기타 다양한 분배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득 분배의 질서를 규범화하고 명의상 수입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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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일치되도록 한다. 

규범적인 소득통계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근로소득을 보편적으로 반

영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제도에서 정확한 통계자료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보고와 심사제도를 수립하여 사회 구성원의 

모든 소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회보장수당에 정확한 근거를 제

공할 필요도 있다. 

3. 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발전에 유리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다

성숙한 사회 분위기도 사회보장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기

초적인 조건이다. 경제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

고, 중국은 이제 사회 공평을 강조하고 조화로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

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로 탈바꿈하였다. 사회보장제도

는 바로 사회 공평을 보장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촉진시키는 근본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사회보장의 재정투자를 각급 정부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정치성과 

평가 체계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부 지방정부가 오직 경제 발전만 중시

하고 국민 생활보장과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를 간과했던 문제를 개선하

는데 도움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 새로운 사회 분위

기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의 위치와 그 긍정적인 기능을 충분

히 인식해야 하며, 경제 발전과 동시에 사회 발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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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개혁개방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 예를 들면, 

개인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부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현상들이 초

래한 문제들의 교훈을 되새겨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과 사회보장 

권리의식, 책임의식, 상호 협력과 공제 관념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자

선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 응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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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중국식 사회보장법 체계의 수립을 가속화한다

입법 선행은 사회보장제도의 정형화와 안정성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인 동시에 중국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하고 발전 전략 목표를 실현하

는 내재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중국의 사회보장 입법은 성숙되지 못했으

며, 아직도 현행 제도를 규정하는 사회보장법이 없다. 이는 중국식 사회

보장법 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의 큰 난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국식 사회보장법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시급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2012년까지 

기본적인 사회보장법 체계를 수립하고, 2020년경에는 성숙된 사회보장

법 체계를 형성하여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회보장업무들을 법제 규범의 

궤도에 올려놓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어떤 새로운 보장 프로그램의 

수립이나 원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수정도 반드시 입법기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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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법제화를 실

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식 사회보장법 체계 수립은 새로운 입법과 현행 법률에 대한 수정

과 개선 등 두 가지 방면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보장법 수립 

과정에서 제도의 내용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

장 대상자의 신분적 차이와 제도적 분할 현상을 단절하는 것을 중점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정형화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1.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입법 진행을 서두른다

 

수요와 가능성에 근거하여,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사회보장법｣은 2009년 이전에 완성하도록 하고, 국무원 법제 

사무실에서 반포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인 ｢공공부조법｣은 가능한 

2010년 이전에 완성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법률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되어 있기에 

더 지체된다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의 정형적이고 안정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군대 구축과 군인 권익과 관

련된 ｢군인보장법｣이나 ｢군인보험법｣을 완성하며, 국민의 거주권과 주택

복지와 관련된 ｢주택법｣, 자선공익사업의 발전과 관련된 ｢자선사업법｣ 
등의 입법 임무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위에 언급한 새로운 법률들은 비록 선진국들의 사회보장법처럼 구체

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지침은 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

들에 근거하여 관련 세부 규칙들을 제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가 법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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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방면

의 입법 임무는 현행 관련 법률의 수정을 통해 완성할 수 있다. 

 2. 현행 관련 법률을 수정하고 개선한다

중국 사회보장법 체계의 수립 과정에서 볼 때, 과거 사회보장법의 수립

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일부 현행 법률은 사실상 관련 사회보장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서비스사업에 관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복지 서비스 내용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들을 위한 종합적인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들이다. 하지만 강력한 구속력이 부족해 강제력

이 약한 법으로 간주된다.  

현재 중국의 사회복지서비스사업에 대한 입법의 욕구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위에 언급한 법률에 대한 수정, 즉 관련 

복지 서비스 내용을 개선하고 강력한 구속력을 통해 복지서비스사업의 

발전을 위해 한층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보장사업의 법제 수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올바른 길은 앞서 언급한 관련 법률에 새로운 내용을 보충하고, 정부

와 사회에 대해 강력한 구속력을 갖추어 현실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종합적인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고, 위에 언급한 여러 법률

을 수정 ․ 개선하여 공동으로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의 발전을 위해 규범과 

법률 보장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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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보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사회보장제도는 독립된 제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실천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기타 제도들의 개혁 진행을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는 호구제도 개

혁, 재정 체제 개혁, 위생 체제 개혁,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러

한 제도들의 개혁은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이러한 목표를 순조롭게 완성해야만 사회보험제도의 수

립을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 국가의 종합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1. 호구제도 개혁을 가속화하고 사회보장 권익의 평등을 실현하는 조건

을 마련한다

도시 호구와 농촌 호구에 따라 국민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인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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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제도나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통일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시장경제의 요구에 위반된다. 게다가 호구제도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과 평등한 사회보장을 누리는 권리에 부합되

지 않는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단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격한 호구제도는 사실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이동 인구와 현지 주민 간의 신분적 차별을 조성하

고, 사회보장, 국민 교육, 취업 등 기본적인 권리의 불평등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며, 제도적으로 차별적인 혜택을 초래한 주요 요소이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으로 분할된 전통적인 호구제도를 없애고 국민 

간 불평등한 신분적 차별을 제거하여 전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동시

에 각종 기본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는 국가가 

건강한 사회로 발전했다는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유, 권리

와 평등한 사회보장 권익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다. 

호구제도의 개혁은 국민들의 호구상의 차이를 없애고, 더 나아가 호구

상의 신분으로 인한 각종 경제 ․ 사회 ․ 정치 권리의 불평등을 없애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호적제도를 개혁하는 기본적인 사고는 통일된 

호구등기로 분할된 호구관리를 대체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실

현하며, 관련 경제 ․ 사회 ․ 정치 권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러한 목표의 실현은 여러 방면으로 가능하다.

첫째,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민 호구 등기 방안을 하루 빨리 제정하고, 

호구를 등기할 때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표기를 없애 호구부에 첨부된 

부가적인 권익을 없앤다. 사실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도시 주민 호구부

에 첨부되었던 식량과 식용유 공급 관계는 시장경제 체제 개혁에 따라 

자동적으로 취소되었다. 또한 의무교육을 추진시키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모든 교육비를 면제함에 따라 호구부에 첨부된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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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제한사항도 소멸되었다. 호구 등기를 통일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

들의 신분적 차별을 없애는 것은 호구제도를 개혁하는데 있어 필요조건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도시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도시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현재의 시

대적 배경 하에서, 도시화 발전을 지나치게 조심하던 과거의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반면에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의 가속화는 도시화 수준

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중 ․ 소도시의 발전을 적절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신흥도시의 건설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방법인 동시에, 더 많은 국민들이 도시 

주민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산업 

계획과 지역 기획을 제정하는데 있어 국가에서 도시화를 중시하고, 도시

화 발전 과정을 서두르며, 더욱 많은 농촌 주민들을 도시에서 수용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도시에서는 행정심사제도를 승인제로 대체하고, 조건을 심사하

는 방안을 사실만 확인하는 방안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에

서 취직하는 농촌 주민이나 외지 주민들이 도시에 적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소수의 특별시를 제외한 기타 도시에서는 

당사자의 거주 기간, 거주 조건, 생계 도모 능력 등의 사실(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의견에 의해 호구를 등기하고 현지 주민과 같은 권익

을 누리도록 보장해줄 수 있다. 여기에서 주지해야 할 점은 사실적 기준

에 근거하여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발전이 상당히 불균

형한 중국의 현실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농촌 주민과 외지 주민에 

닫혀 있었던 도시의 문을 개방해야 하는 현실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

로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인구가 일방적으로 이동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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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호구제도 개혁 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구가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대도시에서 직

할시(베이징, 상하이, 톈진, 총칭重慶)로, 미발달 지역에서 발달 지역으로 이

동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역방향의 이동은 그리 일반적이지 않다. 이는 일

부 도시들, 특히 직할시나 대도시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직할시와 대도시 주민들이 중 ․ 소도시, 심지어 농촌으로 이

동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이는 관련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전제로 한

다. 도시 주민들이 농촌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토지 임대를 허락해주고, 

친환경 거주 지역을 조성해 주민들이 자신에 맞는 거주지와 생활 지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들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동하도록 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에 따른 

이동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각종 권익들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호구 등기로 인해 초래된 신분적 차별을 해소해주고 사회보장 권리

의 평등이 실현된다면, 중국 사회보장제도 건설과 발전은 한층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다. 

 

2. 재정 체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사회보장제도 수립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 간의 긴 한 관계는 중국 사회보장제도 수립의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재정 체제 개혁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정 체제의 개혁에는 다음과 같은 개혁 방향과 사고

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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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업무권과 재정권이 정비례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각급 정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보장 업무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재정권에 

대해 상응하게 조정한다. 이는 정부의 운영과 공공관리 직책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둘째, 현재 업무권은 결정되어 있지만 재정력이 불균형적인 상황 하에

서 현실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재정 이전지불방식과 금액을 확정한다. 소

수의 프로그램 외에 모든 프로그램을 일반적인 이전지불 범위에 포함시

켜 지방 예산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행정비용을 축소한다. 

셋째, 예산 편성의 과학성, 재정의 표준화, 재정 재분배의 공평성을 향

상시키고, 입법기관과 사회 감독을 받도록 한다. 

넷째, 재정지출구조를 조정한다. 통계자료에 주의를 기울여 현행의 분

배구조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만약 증가량에 근거하여 지출구조 뿐만 

아니라, 현행 분배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증가량에 지출구조를 

조정한다면, 그 속도가 느리고 효과가 미흡하고 재원을 사용하는데 낭비

가 심하고 효율성이 낮으며, 사회보장 등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 부족 현

상을 개선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수요에서 출발하여 국민 생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정부와 사회보장 주무부서 간의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주무 부서에서 국가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책임을 지고, 재정 

부서에서는 엄 한 감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여섯째, 재정효익평가시스템을 수립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공공 

이익에 대한 보장, 국민 생활에 대한 보장과 발전 여부를 핵심적인 평가

지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건전한 발

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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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 체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의료보장제도 수립을 위한 조건을 마

련한다

건강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 생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

을 보장하는 것은 의료보장제도의 책임이자 공공위생사업의 목표이기도 

하다. 위생 체제 개혁과 사회보장제도의 수립도 내재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중국의 의료보험 개혁과 농촌신형합작의료의 실천 과정에서 보다

시피, 위생 체제 개혁의 협력 없이는 절대로 완비된 의료보장제도를 수립

할 수 없다. 설사 수립된다 하더라도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를 들면, 도시근로자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진료비가 비싸고 진료받기 어려운”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공립병원들의 시장화 추세, 치료와 의약의 미분리와 

사회화된 의료의 미발달 등은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

이다. 이에 중국 의료보장 체제의 수립 과정에서 위생 체제를 개혁할 필

요가 있다. 국가에서 주도하여 지역 위생 기획을 진행하고, 공공위생사업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위생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질병에 대한 중시와 공립병원에 대한 감독 ․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영역에 대한 민영자본과 기타 사회자원의 투자를 수용하여 의료서

비스기구 간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도 위생사업의 중점을 광범

위한 농촌 지역과 기타 도시의 지역사회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약품의 생산 유통 체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기본 

의약품 가격에 합리적으로 개입하고, 판매 수단과 방식을 규정하여 의약

품 유통 영역에서의 매수 현상을 근절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엘리트식 

의료 교육을 대중적인 의료 인재 양성으로 대체하여 질병 예방, 질병 의

료, 의료보건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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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조직의 인프라를 강화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

중국공산당 제17차 대회 보고에서, 후진타오 총서기는 국민 생활을 개

선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사회 인프라 구축의 임무를 제시했다. 사회 

인프라 구축은 사회보장제도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초 조건이

다. 그 이유는 사회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 바로 사회조직의 수립이고, 다

양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조직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사회단체를 활용하고 사회자원을 적극

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며, 서

비스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다. 그러므로 사

회보장제도는 정부에서 주도해야 하지만, 정부에서 모든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도맡아 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은 사회보장의 수립을 가속화하는데 각종 사회단체를 활용하는 

동시에 자선공익조직들을 격려하여 그들이 관련 사회보장의 책임을 분

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

과적인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조직의 발전 규율을 준수하고, 자선공

익사업을 전개하는 절차 및 조건을 완화하며, 자선공익조직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조치 등을 통해 그 진행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조직에서도 정부

의 사회보장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정부와 민영기구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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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발전관의 지도하에서 진정으로 국민 생활을 위하고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각급 정부의 근본적인 역할과 

핵심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공평 ․ 정의 ․ 공유의 가치 이념을 

항상 견지하며,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적인 보장제도를 바탕으로 공평하고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전략 목표로 삼아 사회 ․ 경제 발전과 함께 국민 복지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동시에 국민 경제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면 언젠가 중국식 사회보장 사회를 

수립하려는 목표가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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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로 매진한다

 

만약 사회 ․ 경제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발전을 실현하는 것

임을 인정하고 인간의 자유 ․ 평등 ․ 존엄을 누리는 조건 하에서 생활을 영

위하는 것이며 이러한 생활은 오직 공평 ․ 공유 ․ 화합, 안전하고 보장이 

제공되는 사회에서만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복

지사회의 진입은 인류사회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인 동시에 필연적인 추

세이자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라는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사회 발전사에서 보다시피, 자유와 발전은 개인이 추구

하는 최상의 목표였다. 그리고 국민 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발전의 전제조

건이자 디딤돌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와 미래의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중국 사회보장제도 수립의 미래 목표, 더 나아가 중국 

사회를 발전하는데 있어 장기적인 목표는 바로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

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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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회고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현대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대부분 국가로의 보급은 

자본주의 사회가 야만시대에서 문명사회로 진화하게 했으며, 약자를 향

한 동정이나 자비의식이 인류사회의 진리로 전환하게 한 중요한 요소이

다. 선진국 특히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더 이상 사회 모순을 

완화시키는데 쓰이는 수단이나 사회를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다. 공평 ․
정의 ․ 평등 ․ 자유 ․ 박애 등 인류의 가치관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건전하고 완비되며 발전한 사회보장제도를 핵심으로 하

는 복지사회의 수립은 사회 발전의 목표로 간주된다.  

여기서 특히 복지사회와 복지국가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즉 복

지사회는 인류 공통의 추구이지 피부색이나 민족, 의식 형태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오직 사회주의만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복지사회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서구 복지

사회의 발전과 실천과정도 성공적임을 인정해야 한다. 서구 복지사회는 

서구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주었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번영을 유지해

주고 있다.

역사와 인류의 실천 결과에서 보다시피, 복지사회는 사람을 본위로 하

고 국민 생활 중의 각종 걱정을 해결해준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 모순을 

완화해주고, 사회 생산력을 향상시켜 국민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

전을 추진시킨다. 한 마디로 사회보장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수록 사회

복지서비스는 한층 개선될 것이며,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도 보다 행복해

질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 모델이 복지사회로 진입하는 유일한 경로라는 생각을 

버리고, 북유럽 국가들을 복지사회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자세도 지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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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비록 복지사회로 진입하는데 있어 복지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효과적인 경로이기는 하지만, 복지사회를 수립하는데 있어 복지국가가 

결코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 대다수 북유럽 국가들은 확실히 국민의 행복

을 보장하는데 노력하는 복지국가들이다. 하지만 대다수 북유럽 국가들

은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으며 자원이 풍부한 동시에 사회보장의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에 속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세계적인 강대국에 속하는 독일과 일본

의 경험 및 교훈은 중국에게 많은 참고가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은 모두 사회보험과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했다. 더 나아가 국민 복지란 권리와 의무의 결합체임을 강조

하는 동시에, 전 국민이 최대한 높은 수준의 복지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복지사회로 발전하는 경로는 하나가 아니라, 자국의 상

황에 따라 알맞은 경로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비록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아직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중국 특색의 복지사회로 향하는 방안은 진입하는 점진적인 

과정이어야 하는 동시에, 국민의 행복만이 결국 국가 최고의 이익이어야 

한다는 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사회 ․ 경제 ․
문화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

지만 인구가 많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물질적인 축적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복지국가의 방안을 쉽게 선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복지사회를 수립하는데 주

력해야 한다. 이는 중국 사회의 특성, 국민들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추

구와 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발전 방향이 공동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복지사회를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것인 양 여기는 것이 아

니라, 객관적으로 복지사회의 미래를 설정하고 이성적으로 중국 특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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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로 진입하는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

게 미래에 대한 안전감, 행복에 대한 예견과 믿음을 가져다줄 수 있다. 

국가는 사회 공평을 더욱 중시해야 하고, 국민들이 사회 ․ 경제 발전성

과를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하며, 경제 발전의 성과

를 국민 복지로 전환하여 국민 복지와 국민 경제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40여 년의 노력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 즈음에

는 진정으로 사회주의 복지사회를 이루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수립해야 할 복지사회는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 구현이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을 실현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

이다. 이러한 특색은 사회보장 정책 결정 시스템 중에서 중국 특색, 제도 

구조 중에서 중국적 요소, 복지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정적 요소, 물질적 

기초 중에서 국유자산과 공유화된 토지제도, 제도화와 비제도화 간의 균

형 등의 방면에서 구현된다. 

중국 특색의 복지사회로 진입하는데 있어 가정보장과 상호 협력 등 

전통적인 시스템은 항상 중요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를 수립함에 있어 가정보장과 상호 협력 등 전통적인 시스템이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권리와 의무가 

서로 결합된다는 원칙 하에서, 보편적인 복지와 직업 복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내용

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에서는 사람마다 공평하게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고, 사회 ․ 경제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관련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 공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과 공제도 실현될 

것이며, 정치 정책 결정의 참여를 통해 자체적인 복지업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어린이는 교육받을 수 있고, 학생은 교육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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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소득이 있고, 질병은 치료받을 수 있고, 거주할 곳이 있고, 약자

에게는 도움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조가 있고, 고독한 자에게는 도

움이 있고, 상처는 치료받을 수 있고, 죽은 자에게는 장례가 있고, 재해를 

당한 자에게는 구제가 있으며, 직장을 잃은 자에게 도움이 있는” 등의 

국민 생활 목표들을 실현하여 모든 국민들이 공동으로 부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전하고 완비되며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와 발달한 사회복지서비스

는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해주고, 국민 복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경

제 발전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지속적인 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동경하는 사회이며, 이를 위해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사회이

기도 하다. 

오늘날 중국은 보기 드문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무수히 많고 국제 환경도 상당히 복

잡하지만, 중국은 이미 발전 선상에 서 있으며, 발전의 기회는 해결 과제

보다 훨씬 기대된다.  

과학 발전관의 지도하에서 진정으로 국민 생활을 위하고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각급 정부의 근본적인 역할과 핵심적인 목표

로 삼아야 한다. 공평 ․ 정의 ․ 공유의 가치 이념을 항상 견지하며, 도시 주

민과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보장제도를 바탕으로 공평

하고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전략 목표로 삼아 사회 ․ 경제 발

전과 함께 국민 복지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동시에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면 언젠가 중국식 사회보장 

사회를 수립하려는 목표가 실현될 것이다. 



<부록 1> 

중국 양로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 양로보장과 그 발전 경로 —

이 보고서는 국가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연구보고서 시리즈 

중 하나로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총 보고서)”을 중심

으로 “모든 노인이 부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가지고 

있다. 현재 당면한 주요 문제와 도전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기초 위에서, 이 보고서는 중국 양로보장제도 개혁과 발전 전략

에 대한 거시적인 사고, 목표 체계, 단계별 구체적 절차를 제시했

다. 동시에 기본양로보장제도 개혁과 발전에 대한 제도 설계도 

진행했으며,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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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양로는 모든 개인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이다. 양로보장제도는 세계 각

국 사회보장 체계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제도로서 종종 사회보장 

체계 수립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20세기 말 중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면

서부터 인구 고령화 속도는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출생률 감소, 핵

가족화의 심화 등으로 전통적인 가정양로보장의 기능 역시 점점 약화되

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양로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져 양로보장에 대

한 국민의 욕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중국공산당 

제17차 대표대회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나이 들어 부양받을 수 있는 목표

를 제시했다. 이에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양로보

장 체계의 수립은 중국 사회보장제도 체계를 구축하는데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 책은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의 주요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수많은 전문가와 대학 교수들이 수차례 전문가 회의와 조

별 회의를 통해 전문적인 연구 ․ 고찰과 교류를 거쳐 2008년 4월에 작성된 

보고 요약과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허베이河北, 간쑤甘肅, 광둥廣東,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베이징北京, 랴오닝遼寧, 저장浙江, 후난湖南, 산둥山東, 산시

陝西, 쓰촨四川 등 12개 성·시를 광범위하게 고찰하고 의견을 접수한 후 초고

를 작성했으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민정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

회 등 중앙 부서들의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중국 양로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의 정책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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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가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연구보고서 시리즈 중 

하나로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총 보고서)”을 중심으로 “모든 

노인이 부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가지고 있다. 현재 당면한 주요 

문제와 도전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기초 위에서, 이 보고서는 중국 

양로보장제도 개혁과 발전 전략에 대한 거시적인 사고, 목표 체계, 단계

별 구체적 절차를 제시했다. 동시에 기본양로보장제도 개혁과 발전에 대

한 제도 설계도 진행했으며,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관련 정책을 제

안한 것이 이 보고서의 지침이라 생각한다. 

 

1.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도전 

 

중국 양로보험 체계의 구축은 현행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제도상 층차

의 결함을 개선하고, 개혁과 발전을 심화해야만 정형화된 제도로서 지속

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양로보장제도의 미래 발전 경로를 

탐색하는데 있어 양로보장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문제점 그

리고 현실적인 도전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1) 주요 성과 

20여 년 동안의 개혁을 통해 중국 양로보장의 개혁과 제도 수립에 있어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그 주요 성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양로보험은 제도적 전환을 이루었다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는 양로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

도로서 기존 노동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형성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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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양로보험제도는 국가에서 주도하고 단위에서 책임지는 형태

이다. 폐쇄적인 운영을 실시하던 국가‒단위보장제
19
에서 국가에서 주도

하고 책임을 분담하여 사회화된 운영을 실시하는 국가‒사회보장제로 전

환된 형태이다.

제도의 전반적인 전환은 경제 체제의 전환과 함께 진행되었다.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통해 국가나 단위에서 주도하던 제도에서 단위(고용

기관)와 고용자가 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국가 재정의 지원 

하에서 삼자가 공동으로 양로보장의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되었다. 이는 대다수 국가들의 관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 함양과 제도 자체의 재무 안정에도 유리하다. 

양로보험제도는 단위의 폐쇄적인 운영에서 사회화된 운영으로 전환됨

으로써 점차 단위보험에서 사회보험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전

환은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이동의 기회를 제공했고, 통일된 노동시장

과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보호하는 기초를 마련해주었으며, 제도

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주지하다시피, 단일적인 책임 중심에서 모든 가입자들이 책임을 분담

하는 시스템으로, 단위의 폐쇄적인 운영에서 사회화된 운영으로의 전환

은 양로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으로서 제도 자체가 지속적으로 발전

하는데 합리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 전환이 유연

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성과라 할 수 있다.

 

② 중국 경제 개혁과 사회 발전의 진행을 가속화했다

중국의 양로보장제도 개혁은 최초 국유기업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

다. 국유기업의 개혁은 중국 경제 체제 개혁의 핵심이며, 그 목표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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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의 실현이었다. 경제 체제 개혁이 초래한 중대하면서도 심각한 변

화 중 하나가 바로 국유기업이 독점하던 경제구조에서 다원화구조로 전

환했다는 것이다. 국유기업은 어쩔 수 없이 시장 경쟁에 참여해 그 규칙

을 따라야 했고, 동시에 노동계약제를 추진시킴에 따라 근로자들도 더는 

종신적인 “철밥통”의 보장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그들은 갈수록 

심각한 시장 경쟁 환경에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렇듯 경제 체제 개혁은 단위에서 주도하던 노동보험제도를 점차 붕

괴시켜, 일부 부도난 기업이나 효율이 낮은 기업들은 퇴직자에게 제때에 

양로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사회 위험도 갈수록 늘어났다. 따라서 양로보험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퇴직자들의 생활은 어려움을 맞을 것이고, 국

유기업의 개혁도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양로금 문제가 

초래한 사회위기를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 통합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양로보험제도가 수

립되었고 점차 발전하고 있다. 비록 어느 시기에는 일부 퇴직자들이 양로

금을 지급 받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1998년 이후 중앙정부에

서 “두 가지 확보”와 사회화된 양로금지급시스템을 수립함에 따라 시장

경제 개혁이 퇴직자의 손해와 이로 인한 사회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게

다가 양로금증가시스템을 점차 수립함으로써 퇴직자들이 사회 ․ 경제 발

전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로보험제도의 개혁은 경제 체제 개혁의 필연적인 결과일 뿐

만 아니라 국가 경제 체제 개혁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국민 경제구조의 조정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양로보장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은 

이미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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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도 창신을 이루었다

양로보험의 책임을 분담하고 양로보험제도가 직면한 도전을 더욱 원

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중국은 외국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물론 국외의 경험을 참고로, 부과방식제pay-as-you-go를 기초로 하는 사회

통주계좌와 완전한 저축을 기초로 하는 개인계좌제도를 결합하여 사회

통주社會統籌20
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제도를 수립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 모델은 부과방식제나 완전한 저축제가 아니며, 전통적인 부분 저축

제는 더더욱 아니다. 이는 독특한 제도 모델이며, 그 목적은 바로 제도 

설계 중에서 상호 협력과 공제의 기능과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을 해소하

는 이중적인 기능을 발휘하는데 있다.

비록 수립 초기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모델에 부분적으

로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도 개선할 부분이 있지만, 이 모델이 제도 창신

을 이루었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

로 결합된 양로보험제도의 수립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기타 국가들이 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

고 있다. 

 

④ 현행 제도는 점차 많은 근로자와 퇴직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2000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피보험

자는 20136.9만 명이었으며, 그 중 퇴직자가 4953.7만 명이었다. 총 기금은

7834.2위안이었고, 기금 총지출은 5964.9억 위안이었으며, 각급 재정에서 

기본양로보험기금에 총 1157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당시 기금잉

여금은 7391,4억 위안17)이었다. 양로금은 제때에 충분히 지급되었는데, 

17) 국가통계국편, 中国统计年鉴 2008, 中国统计出版社, 2008年. 각급 재정 보조에 관한 통계는 인

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통계청에서 반포한 2007年 劳动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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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대부분은 사회화된 관리 체계 속에서 운영되었다. 즉 이 제도는 

점차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2) 주요 문제점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수립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인정

하는 동시에, 이 제도가 사회 ․ 경제 발전 요구와는 아직 상당한 거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인정해야 한다. 전체 양로보장 체계 내부의 결

함과 문제점은 양로보험제도가 전반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장

애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양로보장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도 체계가 완전하지 못하고, 권리와 책임이 모호

하며, 핵심 제도가 불완전하고, 보장수준의 격차가 너무 크다. 

 

① 제도 체계의 불완전 : 지나치게 분할되고 혼란스러우며 많은 결함이 존

재한다

현행 양로보장 체계는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분할되어 있고, 내재적인 

질서가 결여되었으며, 많은 결함이 존재하는 등 불완전한 상태이다. 이는 

현 시점에서 양로보장 체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실천 과정에서 볼 때, 중국에는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 

기관 및 사업단위퇴직양로제도가 수립되었을 뿐 아니라, 각 지역에는 농

민공양로보험, 농촌양로보험, 계획출산가정양로보험, 토지를 잃은 농민

들을 대상으로 양로보험 및 노인수당제도, 농촌오보호제도, 도시무의탁

노인복지제도 등의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분할

된 현실적인 국면은 양로보험제도의 분할과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

다. 이밖에도 각종 제도 간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 도시에서나 농촌에서 

모두 상당한 결함이 존재한다. 양로보장 체계에 적용된 보장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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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은데, 70% 이상의 국민들은 어떤 형식의 양로보장 체제에도 적용

되지 않는다.

도시를 기준으로 보면, 비근로자들은 아직 국가에서 수립한 양로보장

제도의 보장 대상자가 아니고, 기본양로보험제도 역시 그 입법 층차가 

낮고 강제성이 부족한 탓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농촌

의 경우에도 오보호五保戶
21
제도에 적용되는 노인, 일부 계획출산 가정, 딸

이 두 명인 가정의 60세 이상인 노인들만이 어느 정도 양로보험에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머지 대다수 농촌 주민들은 국가가 수립한 양로보험제

도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대략 60%18)는 어떤 형태의 양로금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고, 70% 이상 근로자는 아직 정식적인 양로보장제도의 보

장 대상자가 아니다. 앞서 보다시피, 제도적인 결함은 “모든 노인마다 부

양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다. 

 

② 권력과 책임 모호 : 역사적 ․ 현실적 책임, 주체 간의 책임이 모호하다

권력과 책임이 모호하다는 것은 국가 양로보장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나타

난다. 

첫째, 양로보험제도의 역사적 책임과 현실적 책임은 아직도 구분되지 

18) 中华人民共和国 2007年 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과 中国统计年鉴 2008 등 통계자료에

서 보다시피, 2007년 중국 60세 이상 노인은 1.534억 여 명에 이르렀고,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퇴직자는 약 4954만 여 명에 이르렀으며, 기관 및 사업단위의 퇴직자는 약 700만 여 명(전체 인원

은 약 1100만 여 명인데, 그 중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409만 여 명은 전자에 포함)이었다. 오보호

에 적용되는 자는 약 350만 여 명이었고, 보조금을 받거나 농촌양로금을 지급받는 주민(계획출산 

가정과 두 딸이 있는 가정, 농촌양로보험 대상자)은 약 200만 여 명이었다. 2007년 전국적으로 

7.7억 여 명 종업원 중에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자는 1.5억 여 명이었고, 기관 및 사업단위 

양로금제도에 가입한 자는 약 3000만 여 명이었으며, 농촌양로보험제도에 가입한 자는 약 4800만
여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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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이는 주로 전통적인 부과방식제에서 현행 사회통주와 개인계좌

가 서로 결합된 제도로 전환할 때 생긴 전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

템이 아직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납부율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

키고 있다. 또한 역사적 채무 문제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분할된 상황에

서 지역 간 양로보험료 부담비율은 너무 높거나 낮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시장 경쟁의 공평성은 물론 지역 간 양로보험제도의 통합 

수준도 예상보다 보다 훨씬 낮다. 

둘째, 정부와 시장과 개인의 책임이 모호하다. 비록 양로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법적으로 규

정되거나 통계화 되지 않아 책임 여부가 모호하다. 또한 정부 책임이 모

호한 문제는 시장이 자금을 운영 ․ 관리하고 양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어 보충형 보장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밖에도 명의상 

소득과 실제 소득 간의 격차로 인해 피보험자들의 책임이 불명확하다. 

피보험자들이 제도에 참여하는데 있어서의 권리, 특히 개인계좌에 대한 

감독 ․ 관리권은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간, 

정부 직무 부서 간의 권리와 책임도 아직 불명확하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 간의 권리와 책임이 모호하다는 뜻이다. 중앙정부에서 주요 

재정투자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양로보험은 아직 지방 통주 층차에 머물

러 있어 양로보험제도의 재정권과 업무권이 통일되지 못했다. 

또한 정부의 여러 부서들 간의 권리와 책임도 불명확하다. 주무 부처와 

비주무 부처의 권력을 지금까지 확정하지 못해 중국 양로보장제도의 수

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문책제를 추진할 수가 

없어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중국인민보험

회사에서는 강제적으로 도시 집체集體기업들로 하여금 양로보험에 개입



186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하도록 했는데, 이는 현재 수많은 집체기업 퇴직자가 양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③ 핵심제도 불완전 : 지역적 분할, 시스템 결함, 관련 제도의 개혁 낙후 

근로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는 전체 양로

보장 체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볼 때 근로자기

본양로보험제도는 자체적으로 불완전하고 통일성과 유효성이 심각하게 

낮다. 그리하여 현재 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복잡한 문제

로 여겨진다.  

첫째, 기본양로보험제도는 아직 지방 통주 층차에 머물러 있다. 수백 

개의 폐쇄적인 통주 단위는 분할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동시장

을 수립하려는 내재적인 요구와 부합하지 않아 제도 자체의 통일성과 

지역 간 상호 협력과 공제 기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는 기금이 넘쳐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재정 보조

를 받아야 하는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 이는 기금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더구나 노동력 이동에도 심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대규모 향진鄕進기업 근로자들과 도시로 들어와 종사하는 

농민공은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설사 제도 대상자가 된다 할지라

도 결국 타 지역 이동으로 양로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둘째,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장기적인 효과를 갖춘 시스템이 결여되었

다. 제도를 전환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줄이는 시스템과 재정 보조의 분담

시스템은 아직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합리적이고 

고효율의 개인계좌기금의 투자관리시스템, 양로보험 업무처리 체제, 양

로금증가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이 아직도 형성되지 않았다. 체제 보장과 

시스템의 결함은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정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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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저해하고 있다.

셋째, 관련 제도 개혁이 미비하다. 

• 호구제도의 개혁 미비 : 기본양로보험을 전 국민에게 적용시키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심각한 장애물이다. 

• 분배제도의 개혁 미비 : 근로자들의 실제 소득과 명의상 소득은 엄청

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미래 양로금 지출에 대해 잠재적인 위협이

기도 하다. 

• 공공재정 체제의 개혁 미비 : 양로보장기금에 대한 국가 재정의 보조

는 임의성을 갖고 있다. 

• 공정한 투자관리 체제에 대한 개혁 미비 : 증가하는 개인계좌기금의 

축적은 가치가 하락할 위험에 놓여 있다. 

④ 보장수준의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양로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기본양로보험제

도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50%19)에도 못 미친다. 더구나 보충형 양로보험

의 발전이 지체되어, 2007년까지 기업연금을 수립한 단위는 3.2만 개 밖에 

안 되며20), 이러한 단위마저 전력과 은행 등 독점적인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상업보험도 크게 발전하지 못해 다층화된 양로보험 체계가 

아직 수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사실상 단층적인 기본양로보험료로 노인

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동시에 정책적인 

유도와 재원의 지원이 결여되어 중국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과 노인들

19)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까지 매월 일인당 기본양로금은 

925위안이었고, 근로자들의 월 소득은 2077.7위안이었다. 이를 토대로 기본양로금의 대체율은 약 

44.5%이었음을 산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홈페이지에 실린 ｢2007年
全国社会保险情况｣와 ｢中国统计年鉴 2008｣를 참조.

20)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통계국에서 반포한 2007年 劳动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는 인

력자원사회보장부의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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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제적인 수요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문적인 노인복지서

비스사업이 심각하게 지체되어 있다는 사실은 일부 노인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과 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양로보장제도 간 보장수준의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 

퇴직자들의 양로금과 기관 및 사업단위 퇴직자들의 양로금 격차는 갈수

록 커지고 있다. 기관 및 사업단위 퇴직자들의 양로금은 재직자의 소득 

성장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

지만 기업 퇴직자들의 양로금은 합리적인 성장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

고 있다. 이로 인해 양자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게 되었으며 사회 모순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농촌에서 양로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노인들의 보장수준은 매우 낮은

데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있을 뿐이다. 2008년 8월,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국가심사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2006년 

전국적으로 1947개 현 중에서 1484개 현의 농민들은 현지 농촌최저생활

제도의 기준보다 낮은 양로금을 지급받았다. 양로금을 지급받은 331만 

명 농민 중에서 농촌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의 기준보다 낮은 양로금을 

지급받은 농민은 약 88%를 차지했으며, 매달 10위안 이하의 양로보험료

를 지급받은 농민은 약 12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원의 약 36%를 차지한

다. 이처럼 제도의 분할과 보장수준 성장 시스템의 결여는 양로금의 보장

수준의 현저한 격차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

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주요 도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킴에 있어 사회보장제도가 직

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해야 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도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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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으로 개괄

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 지역 발전의 불균형, 단체 간의 심각한 격차, 

취업 형태의 다양화 등이다.

 

① 점차 빨라지는 인구 고령화 속도 

사실 인구 고령화의 발생과 추세는 사회 발전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구 고령화는 노인들의 부양비율21)을 높이고 있

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인복지제도의 과제가 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중국 60세 이상 인구는 약 1.5340억 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총 인구

의 11.6%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1.0636억 명으로서 총 인구의 

8.1%를 차지한다. 인구 고령화의 연평균 증가율도 3.28%에 도달했는데, 

이는 총 인구 연평균 증가율(0.66%)의 5배에 이른다.22) 

인구학자들은 2010년부터 2040년까지는 중국 인구 고령화 속도가(중국

의 출산 계획 방안에 따라 계산) 가장 높은 시기일 것이라 예측하였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0년에는 22%, 2055년

에는 25%에 이를 것이고, 이후에는 꾸준히 24%에서 26%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23). 여러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의 인구 고령

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도시화 진행이 빨라짐에 따라 농촌의 인구 고령화는 도시의 인구 

고령화 정도보다 훨씬 심각하다. 

21) 노인부양비 혹은 노인부담지수라고도 불린다. 이는 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와 노동연령인구 

(15세~64세) 간의 비례를 말한다. 보통 %로 표시하는데, 100명의 노동연령인구가 부담해야 할 

노인 수를 가리킨다.
22) 전국노령사업위원회 사무처에서 2006년 2월 23일 반포한 ｢中国人口老龄化发展趋势预测研究报

告｣와 中国网에 실림. 2006年 2月 24日.
23) 王金营, ｢未来人口发展失衡引发社会保障制度的战略思考｣, 河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6年 2月 2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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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타 인구 고령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일인당 소득이 

낮아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셋째, 인구 고령화의 지역적 차이가 현저하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의 

인구 고령화는 미발달 지역보다 훨씬 심각하다. 

인구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배경에서, 중국의 노인부양

비율은 이미 1982년의 7.97%에서 2000년의 9.99%24)로 상승했으며, 2007년

에는 12.86%25)에 이르렀다. 동시에 기본양로보험제도의 피보험자가 제한

되어 있고, 도시에서 생계를 도모하고 있는 인구와 자영업자 중 대부분은 

적용되지 못한 탓에 제도 내부의 실제적인 부양비율은 훨씬 높아 2006년

에 이미 32.8%에 이르렀다. 양로보험제도에 대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양로보장제도에 대한 인구 고령

화의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고 보편적으로 보급함으로써, 각 

주체들이 서로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고, 정부에서는 

보조금 등의 방식을 통해 저소득층이 양로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모델을 견

지하는 동시에 개인계좌를 실체화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립기

금을 마련할 수 있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

로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전국사회보

장기금을 기본양로보험제도에 대한 전략 예비기금으로 만들고, 기금에 

대한 유상투자를 통해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양로보험기금의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 

24) 国家统计局 编, 中国统计摘要 2008, 中国统计出版社, 2008年.
25) 国家统计局 编, 中国统计摘要 2008, 中国统计出版社, 200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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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 발전의 불균형 

30년 동안 개혁과 발전을 거쳐 중국의 경제 발전은 눈부신 성과를 이룩

했다. 하지만 역사와 현실적 원인들로 인해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 불균

형 발전은 여전하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에 비해 농촌

의 사회·경제 발전 수준은 굉장히 낙후된 상태로, 이러한 격차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각 지역 간을 살펴보면, 경제 발전 수준과 인구구조에도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26). 한 마디로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 발전은 

상당히 불균형한데, 이는 중국의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부분이자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아직 통일

된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간 기본양로보험제도에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한다. 비록 지역 간에 

도시근로자기본양로험제도를 통일시킬 수는 없지만, 발달한 지역과 미발

달한 지역 간의 양로보험에 대한 수요에는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적인 통일과 지방에서 

지역적 요소를 고려한 보충형 양로보험제도의 수립을 유기적으로 결합

해야만 비로소 기본적인 보장의 공평을 실현하여 지역 간, 농촌과 도시 

간의 양로보험 보장수준의 격차를 점차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③ 계층 간 격차가 크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의 신분은 평등해야 하고, 정치와 사회 권리

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하지만 각종 역사적인 원인과 기회 불평등, 시

26) 2006年年底, 根据当地户籍居民统计, 全国老年抚养比最高的地区是上海 18.32%, 老年抚养比最低
的地区是宁夏 8.88%. 参见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中国统计年鉴 2008, 北京, 中国统计出版
社,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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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장애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사회구조가 급속히 분화되면서 

계층 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공직자나 사업단위 근로

자, 기업 근로자, 농민과 개혁개방(1978년부로 시행) 과정 중에 출현한 대

규모 농민공 등 사회 계층들은 양로보험제도에 대해 다양한 요구를 갖고 

있다. 

외국의 수많은 나라들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양로금제

도를 수립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사업단위 근로자도 공직자들과 

같은 제도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만약 사업단위 근로자도 공직자양로금

제도에서 분리시켜 기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 내에 

포함시킨다면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양로보험제도 체제

가 없었다. 현재 농민에서 분리된 농민공들은 점차 산업화 길에 들어섰는

데, 그들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설사 기업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유기업 근로자와 비국유기업 근로자 사이에도 일

정한 격차가 존재한다. 국유기업 근로자들은 정부 소유의 기업이기에 사

실상 같은 고용주를 위해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적어도 직업복지에

서는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층 간 신분 격차가 선명하고, 취업 특성과 소득수준에도 상당

한 격차가 존재한다. 비록 이러한 격차는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점차

적으로 줄어들 것이지만, 단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계층 간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거하여 국가는 적절한 수준으로 

통일하고, 집중된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양로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여러 제도 간의 연결 문제를 잘 처리하여 인구 

이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이후 제도의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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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업 형태의 다양화

개혁개방 이후, 노동계약제의 보급과 함께 근로자들의 취업 형태가 점

점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채용 방식의 다양화, 정규 취업자 비율의 상대

적인 감소, 비정규 취업자와 자영업자 비율의 증가 수치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 

산업화와 도시화 진행이 점점 빨라지고, 산업구조의 조정 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1, 2, 3차 산업의 취업인구구조에도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다. 2000

년까지만 해도 이 비율은 50 : 22.5 : 27,5였는데, 2006에는 40.8 : 26.8 : 32.4가 

되었다27). 또한 토지 집약적인 경영이 향상됨에 따라 제1차 산업의 취업

인구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자본의 유기적인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

한 제2차 산업의 능력도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일자리는 제3차 산업의 발전에 의해 추진될 것이다.

예측에 의하면, 2020년 중국의 제3차 산업 취업인구 비율은 50%를 초과

할 것이며, 제2차 산업과 대비해 볼 때 그 형식이 융통적이고 다양하며, 

근로자 파견, 자영업 등이 더욱 보편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취업 방식은 안정된 고용 주체가 결여한 탓에 안정된 근로

자‒고용자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양로보험제도의 구성에 대해 현실적

인 도전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진국의 

비정규직 취업이나 비정규직 구조에 비해, 현재 중국의 비정규직 취업구

조는 훨씬 복잡하다는 점이다. 즉 국유기업 실업 근로자가 “피동적으로” 

비정규직에 취업하거나 각종 형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에 취업

한 자들도 있다. 이처럼 취업 형태의 다양화는 인구 이동과 접한 관계

를 갖고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 진행이 빨라짐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

27) 国家统计局编, 中国统计年鉴 2008, 中国统计出版社, 200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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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규모적으로 도시로 진입할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이 자유롭게 이동

하고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근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

상이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가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기본양로보험제도 안에서 임시적인 납부 정

책과 양로금 권리의 단계별 누진시스템을 수립하고, 제도의 융통성과 적

응성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비정규직 취업자들에 대해서는 보험납부금의 기준을 낮추거나 정부의 보

조금을 통해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사영기업 경영

자 등 소득이 높은 계층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가입에서 강제적인 가입

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양로보험에 적용될 수 있기 위해, 국가에서는 노동시장에 

부합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현재 

양로보험 관계를 전이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통

일되지 못한 현실에 대비한 일시적인 조치로 결코 문제 해결의 본질적 

방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보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이전에는 근로자들의 양로보험 권익

을 단계별로 누진하거나 양로보험료 지급 방식을 통합하는 방식을 통해 

근로자의 이동과 양로보장제도 간의 권리 지속성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

하고자 했다.

2. 체계 구축과 전략 절차

양로보험제도가 중국 사회보장 체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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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양로보험제도를 발전시키려면 현행 

제도를 조정하고 개선해 객관적인 환경의 변화에 근거하여 미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양로보험제도가 더 성숙되기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발이 아프면 발을 치료받는” 국부적인 

생각을 버리고, 개혁에 대한 객관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

래의 사회 ․ 경제 발전 추세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전제로 중국 사

회보장의 총체적인 목표에 근거하여 양로보장제도의 목표 체계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1) 거시적인 사고 

중국 양로보장제도를 개혁하고 발전하는데 있어 거시적인 사고는 다음과 

같다. “공평 ․ 정의 ․ 공유”를 제도 수립의 핵심적인 가치관과 개혁의 기본 기

준으로 삼고, 모든 국민의 노후 걱정을 해소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확보해

주는 것을 제도 수립의 기본 목표로 하며, “통주를 발전시키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개혁의 역량을 점차 늘리고, 신제도와 구제도를 분리하는” 것을 

개혁의 기본 책략으로 삼아 양로보험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특색의 다층

화된 양로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① 핵심적인 가치 이념 : 공평 ․ 정의 ․ 공유

공평 ․ 정의 ․ 공유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가치 이념인 동시에, 양

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이념이기도 하다. 공평의 이념은 모든 국민들의 

양로보장 권리가 실체화될 것을 요구하고, 시작의 공평을 통해 계층 간과 

지역 간 양로보장 혜택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세대 간의 권익 

분배의 공평을 실현하여 결과적인 공평을 실현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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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이념은 양로보장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관련 이익 주체들이 양로보장제도의 감독 ․ 관리 

과정 중에 충분히 참여하여 절차상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공유의 이념은 양로보장의 보장수준을 경제의 성장과 합리적으로 연

결시켜 양로보장의 경제적 혜택을 향상시키고, 노인들의 복지 서비스와 

정신적 만족을 중시하여 노인들이 사회 ․ 경제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평 ․ 정의 ․ 공유”를 양로보

장제도를 개혁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어떠한 개혁 

조치든지 이러한 핵심적인 이념을 따라야 하고, 이러한 이념과 어긋나는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 

 

② 기본 목표 : 노후생활의 걱정을 해소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확보한다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이 부양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약속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로보장제도는 이 

목표를 실현하는 기초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직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만 양로보장제도의 보급을 전반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

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양로보험제도의 대상자들을 명확히 하고, 모든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들을 양로보장제도에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

과 도시 비근로자들을 위한 양로보장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

로써 제도의 전면적인 보급을 실현할 수 있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은 나이 들었을 때 부양받을 수 있는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

장해야만 노인들이 사회 ․ 경제 발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구

체화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다층화 된 양로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했을 때 소득이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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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노인들이 

전문화된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경제보장과 

서비스보장을 결합시켜야만 노인들의 생활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진정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확보해줄 수 있을 것이다. 

 

③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양로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권리와 의무는 서로 결합되어야 하듯이 중국 양로보장 체계도 이 원칙

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복지서비스형 양로보장이 위주

가 되지 않고 양로보험제도를 위주로 하는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양로보

험제도는 책임의 분담과 피보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독려나 제약 시스

템을 형성하는데 유리하다. 이는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연적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입법 형식을 통해 모든 도시와 

농촌의 각종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사회단체 근로자와 민간 비기업 근

로자 등을 통일적으로 근로자기본양로보험에 적용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영기업주와 영세업자에 대해 지원과 격려 등의 조치를 통해 농민기본

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납부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는 재정 보조

금을 적당하게 지원하여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이 기본양로보험제도

에 가입되도록 해야 한다. 

미래 발전 과정에서는 기관 및 사업단위에서도 동일한 양로보험제도

를 수립하고 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양로보험 체계 중

에서 양로보험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들의 85% 이상을 차

지하여 양로보장 체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양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핵심은 바로 근로자와 고용자가 책임을 분

담하고, 재정에서 보조금을 제공해주는 책임분담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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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로보험제도는 근로자와 고용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기초로 해

야 한다. 또한 제도 자체의 발전과 자체적 균형을 추구할 때는 국가 재정

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양로금제도의 재정에 대

한 고용자 책임,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 농민양로보험제도, 노인수당

제도 등의 재정에 대한 공적 지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기본양로보험제도

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에서 분담하고 

있는 재정 책임은 국가 재정에 대해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④ 통주를 발전시키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개혁 능력을 강화한다

통주를 발전시키는 것은 과학 발전관의 구체적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양로보험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발전과 지역적 

발전을 통일하고 사회 ․ 경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농민공, 토지를 잃은 농민

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로 문제를 기본양로보장 체계 내에 포함시켜 통합

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지 독립적인 제도를 수립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개혁 과정에서 각 주체들의 이익을 통일적으로 고려하여 파레

토 최적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점진적인 추진은 중국

의 발전 상황이 불균형적이고 격차가 크다는 현실을 감안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보급을 전반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

서 사회보장의 욕구에 대한 계층 간의 욕구에 따라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의 중심을 잡아 제도 수립을 촉진시켜야 한다. 

기본보장제도 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 보충형 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물질적인 보장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서비스보장과 정신적 보장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다층화 된 제도를 통해 전 국민의 권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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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 후 기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개혁 능력을 강화하

여 현행 제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노인들의 관련 이익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서 증가량에 대한 개혁을 통해 여러 양로보장제도 간의 격차와 불공

평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최종적으로는 제도의 공평을 실현할 것을 요

구한다.

 

⑤ 구인은 구방안, 신인은 신방안을 채택하고 신 ․ 구제도의 연결을 실현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은 구인과 

신인간의 권익 문제를 잘 처리하고 제도 간의 연결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제도의 추진은 절대 기존 인원들의 권익에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을 대가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즉 노인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거

나 그들이 신 ․ 구제도 중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공평성 본질, 권위성, 안정성의 내재적인 요구이기

도 하다. 그러므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고 개선하는데 있어 가

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추진 방식은 바로 “구인은 구방안, 신인은 신방안, 

중간인은 과도기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과도기를 거쳐

서 구제도에서 신제도로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전의 개혁은 이러

한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의 양로보장 

권리에 매우 큰 피해를 주었으며, 새로운 제도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교훈이다.

(2) 전략 목표

21세기 처음 20년은 중국에서 세 번째 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샤오캉사회를 보편적으로 수립하고,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전반적인 요구를 감안하여, 이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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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 사회보장 수립의 전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해야 한다. 2020

년까지 양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물질적 보장과 서비스보장을 결

합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다층화 된 양로보

장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노인들이 부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실현

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① 적절하게 집중되고 질서 있게 조합된 다원화된 제도로 전 국민을 포함

한다

모든 노인들이 부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결함이 없는 양로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 양로보장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현 단계의 주요 목표는 계

층들의 노동관계 특성에 근거하여 여러 계층에게 맞는 제도를 설계하

며, 적절하게 집중되고 조합된 다층화 된 제도를 전 국민들에게 적용시

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양로보험제도의 분할 현상을 방지하고, 각 계층

을 단위로 하는 양로보장제도를 수립하려는 의도를 정립해야 한다. 반대

로 중앙정부의 원칙과 지도하에서 공직자양로금제도, 근로자기본양로보

험제도,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 도농주민노인수당제도 등을 포함한 효과

적으로 조합된 다층화 된 양로보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그림 1‒1]

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② 다층화 된 제도로 양로보장수준을 향상시킨다

제도의 세대 간 공평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양로보

장이 적절한 수준의 양로 경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

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이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부양받을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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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양
로
보
장
제
도
 
체
계

중
국
 
특
색
을
 
지
닌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

공직자기본양로금제도

농민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

도농주민노년수당제도

공직자

현역 군인, 무장 경찰

사업단위 근로자

도시와 농촌의 각종 기업 
근로자

사회단체 종사원

기타 노동계약제에 적용된 
근로자

민간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제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고용 근로자

상기 제도에서 양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도농 주민→

→

［그림 1‒1］중국 특색의 기본양로보장제도 체계

는 목표를 실현할 수는 있으나, 노인들이 고품격의 노후생활을 누리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만약 국민들이 노후에 고품격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

록 해주려면, 기본양로보장제도 이외의 기타 보충형 보장제도가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볼 때 중국에서 다층화 된 양로보

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층화 된 양로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정부, 기업과 개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양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개인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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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시장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국제적 경험 및 중국의 

역사적 전통에서 볼 때, 중국의 다층화 된 양로보장 체계는 가정보장, 기

본양로보장, 직업양로보장, 상업양로보장의 4층으로 구성될 수 있다.

비록 가정보장의 기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한 양로

보장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분 관계와 감정적 요소가 

함유되어 휴머니즘적인 색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더 

확장하고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구조에는 개인의 저축, 가족 간의 

상호 협력, 정부에서 수립한 특수 양로저축 등 형식들을 포함한다. 이는 

중국 양로보장 체계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갖고 있다. 현 단계에서 중국 대다수 노인들은 실제적으로 이 구조의 보

장만 받고 있는 편이다. 

기본양로보장제도는 국가에서 수립한 정식적인 제도로서 공직자기본

양로보험, 근로자기본양로보험, 농민기본양로보험, 도농주민노인수당 등 

형식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세 가지 보험, 한 가지 수당”이라고 칭

하기도 한다. 이는 양로보장 체계의 두 번째 구조에 속하며, 현 단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구조이기도 하다. 이 두 번째 구조에서 실시되는 

각종 제도는 정부에서 주관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에서 정부의 기능은 다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직자기본양로보험제도에서의 정부는 주로 고용인 책임을 분담하지만, 

근로자기본양로보장제도에서의 정부는 주로 담보자와 일부 공공재정 책

임을 분담한다. 또한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에서도 정부는 주로 공공재정

의 책임을 분담하지만, 이는 특수한 고용주 책임이다. 도농주민노인수당

제도 중에서 정부는 주로 공공재정의 책임을 분담하는데, 양로금보장이 

결여된 노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사회 ․ 경제 발전 성과를 공유하는데 참

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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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기본양로보장제도 중에서 세 가지 보험의 대체율은 대략 

50%를 차지해야 하며, 수당 수준은 최저생활보장선이나 빈곤선보다 높

고 최저양로금보다 낮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미연

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양로보장은 직업과 관련된 직업복지 형식으로 수립한 보충형 양

로보장이다. 여기에는 공직자기업연금 혹은 연공연금28), 기업연금, 기타 

노인들의 경제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직업복지제도를 포함한다. 이는 

양로보장 체계의 세 번째 구조인데, 고용기관에서 근로자의 적극성을 자

극하고 직원들의 퇴직 혜택을 향상하기 위해 수립한 중요한 조치이다. 

직업 양로보장제도는 고용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개발하는데, 그 

비용은 고용주가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고 고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분담

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고용기관의 발전 전략

과 노동시장의 경쟁 수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직자기업연금 혹

은 연공연금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보조의 책임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업

연금에 대해서는 주로 세금 혜택을 통해 고용기관에서 자주적으로 제공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기업 및 기타 단

위에서 보충형 양로보험을 수립하는 것은 될수록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밖에도 농민들에 대해서도 사회 공평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

거나 정부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저축제도를 통해 농민들의 

보충형  양로보장을 독려해야 한다. 직업연금 혹은 연공연금, 기업연금의 

대체율을 전체적으로 대략 20%를 유지할 수 있다.

28) 직업연금은 기업연금과 비슷하다. 하지만 연공연금은 이 책에서 사용한 새로운 개념인데, 공직자 

근무기간과 업무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퇴직 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특수 양로금이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공직자기본양로보험료제도”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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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형 양로보장은 주로 상업적인 보험, 기타 시장을 통해 얻는 노인의 

경제보장을 의미한다. 이는 양로보장 체계의 네 번째 구조로, 그 비용은 

완전히 개인이 부담한다. 시장에서 양로 서비스의 확대는 양로보장을 향

상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방법이다. 이 구조에서의 정부 기능은 주로 상업

보험회사들의 발전을 독려하고 보험시장을 규범화하며, 상업 보험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업보험의 복지 색채를 강화하는 데에

서 드러난다.

거시적 구조에서 볼 때 다층화 된 양로보장 체계의 구축은 점진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먼저 중점적으로 

기본양로보장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충형 

보장의 발전 공간을 명확히 하고, 점차적으로 직업형과 상업형 양로보장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 원칙을 반

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본양로보장과 직업양로보장의 혜

택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상업형 양로보장제도

를 통해 자체적인 양로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양로보장 체

계의 다층화 된 구조는［그림 1–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③ 경제보장과 서비스보장 결합을 통해 양로보장의 질을 향상시킨다 

각종 양로금제도는 노인들의 경제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다. 나이 들어 부양받을 수 있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발달된 양로 

서비스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가정구조

가 갈수록 핵가족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양로 서비스보장이 발달하지 않

고 단순하게 양로금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최근 10년 동안 일부 지방에서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퇴직 노인들이 

자살하거나 사망한 사건들이 증가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양로서비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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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양로보장

직업양로보장

기본양로보장(노년수당)

가정보장

［그림 1‒2］다층화된 중국의 양로보장 체계

업을 발전시키고, 성숙한 노인사회서비스 네트워크를 수립하는 것이 시

급한 일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양로보험제도가 보편적으로 보급

되고, 노인서비스보장의 발전을 힘써 추진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는 노인서비스 산업을 대폭적으로 발전시켜 민간에서 주관하

게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식의 정부와 민간기구들의 협력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전문적인 간호 인재들을 양성하는 동시에, 노

인서비스와 정신보장에 대한 가족의 기초적인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④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시스템을 수립, 제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기본양로보장제도의 공평성과 유효성을 실현하고, 양로보장제도의 안

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자금조성시스

템,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합리적인 혜택확정시스템, 사회화된 서비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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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 기본양로

보장제도 체계의 4대 핵심 시스템은［그림 1–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자금조성시스템은 근로자와 고용자가 납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합

리적이고 통일된 납부율을 확립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 재정에서는 일정

한 기금을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책임분담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재정 예산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사회보장예산제도를 수립

하고, 공직자 양로제도 중에서 고용주의 책임과 기타 양로보장 프로그램 

중에서 공공재정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다층화 된 시스

템은 기본양로보장제도의 재무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줄 수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은 “관리자가 책임지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주무부서의 주체적인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은행에서 대리 징수

하는 기본양로보험료 징수 체계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본양로보험 업

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주무부서의 행정 감독을 핵심으

로 하고,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감독을 보충하여, 기타 관련 이익 주체

들이 충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적절하게 집

중된 감독 ․ 관리시스템은 양로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

고, 행정책임제도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다.  

합리적인 양로금확정시스템에는 양로금 확정과 조정이 포함되어야 한

다. 양로금의 보장수준을 정하는데 있어 노인들의 기본 생활을 보호해주

는 원칙을 바탕으로 여러 계층 간의 양로금 격차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양로금의 소득대체율을 충분하게 고려한 기초 위에서 개인의 납부 현황

을 연관되도록 하며, 기타 보장 기준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다층화 된 구조 내에서, 단계를 구분하여 계산하고 합병하여 계산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불이익을 받는 가

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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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된
서비스시스템

혜택확정
시스템

운영시스템

자금조성
시스템 재정 보조금

근로자와 고용주가
보험료 납부

독립 예산제도

은행에서 대신하여
보증금 징수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처리

권익이 누적되는 혜
택 합병계산시스템

인민대표대회 감독
행정감독, 사법감독
사회감독

대체율과 납부사항
종합적으로 고려함

물가지수와 연계됨

사회화된 
지급시스템

양로서비스사회화와 
공급시스템

재무 지속가능성

운영 효율 보장

공평한 혜택

고급 서비스

［그림 1‒3］중국 기본양로보장제도의 4대 핵심 장기 효율시스템

양로금 혜택의 조정은 근로자의 소득 성장과 물가지수 등의 요소와 

통일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생활수준을 유지해주고, 물가 상승

으로 인해 노인들의 삶의 질에 어려움을 주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노인들이 경제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주로 노인복지

서비스의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가에서는 여러 제도 



208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하에서 각 계층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공평한 양로금 보장수준을 확보하

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회화된 양로보장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기업, 사업단위에

서 완전하게 분리된 양로금의 사회화된 지급 시스템과 양로 서비스의 

사회화된 공급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로

금을 제때에 규정된 금액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고급 양로보장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3단계 전략과 추진 절차

중국 양로보장 체계의 구축은 낮은 수준의 보장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 보증이라는 높은 수준으로의 전환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는 한 번에 실현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므로,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 

단계를 구분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 경제

의 발전 추세에 근거하여 양로보장제도 수립의 추진 단계와 절차들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목표, 중점 및 주요 조치들을 명확히 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

략(총 보고서)”의 방안에 따라 3단계를 나누어 추진하는 전략과 관련 절

차들을 제시했다. 

 

① 제1단계(2008~2012년) : 질서 있게 조합된 다원화된 양로보장제도 체계

를 구축하고 제도를 보편적으로 보급한다

발전 전략을 실시하는데 있어 1단계 시기를 2008~2012년으로 결정했

다. 이는 현재 무질서하고 너무 분할되고, 각 지역마다 다른 양로보장제

도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통합적인 양로보장 체계

를 구축하려는 전체 방안에 따라 양로보장제도를 보편적으로 보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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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려는 현실적인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다. 최근 국가 

재정의 상황은 많이 양호해졌고, 사회보장제도 수립 진행도 갈수록 가속

화되고 있으며, “사회보험법”도 제정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이 기간은 

현 정부의 임기 내이므로 제도 수립의 전체 방안을 순조롭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2008년~2012년을 양로보장 개혁과 제도 수립의 

첫 단계로 삼고, 이 단계의 목표 임무를 확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 시간 주기 : 2008년~2012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노인부양비율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

다. 이 시기의 산업화 정도와 도시화 진행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경제

발전 속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민의 부는 

점차 축적될 것이고, 재정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 

부양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

다. 인구구조와 경제적 기초 등 두 가지 방면에서 볼 때, 이 시기는 인구 

고령화가 최고조에 도달하기 전에 양로보장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관

건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단계 목표 : 질서정연하게 조합된 다층화 된 제도를 수립하고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급한다.

모든 사람이 나이 들어 부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과 정부에서 

전 국민들과 약속한 중요한 방침인 동시에 모든 국민들의 사회 권리이기

도 하다. 양로금은 나이 들어 부양받을 수 있는 목표를 실현하는 물질적 

기초를 마련한다. 그러므로 2012년까지 현행 제도가 무질서한 국면을 해

소하고, 적절하게 집중되고 질서정연하게 조합되며, 빈틈없는 다층화 된 

제도를 전 국민들에게 보급하여 각 층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양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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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과 계층 간의 

취업 특징에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여 

이 단계에서는 여러 양로보장제도들의 병존을 허용해야 하며, 제도 혹은 

계층 간의 양로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한 마디로 이 

단계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양로금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 전략 중점

① 지나친 분할, 무질서, 중복, 결함이 존재하는 다원화된 제도에서 적절하

게 집중, 질서정연한 조합, 빈틈없는 다원화된 제도로 전환한다.

현재 중국의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적용 범위는 매우 좁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관 및 사업단위의 퇴직제도, 농촌오보호제도 등

의 대상자들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기타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로보험제도는 각 지역에서 분산되어 실험되는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적 조치와는 아직 거리가 있다. 한 마디로 대다수 국민들은 

정식적인 기본양로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제도의 전면적인 보급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각종 정식적인 양로보장제도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법률 형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근로자기본양로보험

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 및 사업단위, 공직자퇴직제도, 농

촌오보호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각 지역별로 분산된 실험 경험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농민과 도시 

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로보장제도를 수립하여 제도적 층차에서 

보편적으로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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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다수 제2차와 제3차 산업 근로자들을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에 적

용시킨다.

기본양로보장제도의 책임 분담을 실현하고 피보험자들의 권리와 의무

의 결합을 실현하며, 전반적인 양로보장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

하기 위해서 중국 양로보장제도 체계는 기본양로보험제도를 핵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법｣ 등 법률을 통해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규직 근로

자와 일정한 규모를 갖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근로자기본양로보

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타 형식의 취업자들에게 확

대 ․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의 독려 시스템과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즉 양로금 혜택과 개인의 납부 현황 간의 관계를 확정하

는 동시에 빈곤층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노인수당제도와는 혜

택의 격차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치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자기

본양로보험제도에 가입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③ 양로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막아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계층 간의 양로금 보장수준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관 및 사업단위 퇴직자들의 양로금의 보장수준과 기업 퇴직

자들의 양로금의 보장수준의 격차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양로금 격

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양로보험제도의 기본적인 가치 이념에 

어긋나며, 소득 재분배 기능과 사회 조화 및 안정적인 발전에도 불리하다. 

하지만 양로금 격차의 형성은 오래된 역사적인 복잡성을 갖고 있어 단기

간에 철저하게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격차를 완전하게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로금 격차가 두 

제도 간에 갈수록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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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금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은 바로 현행 기관 및 

사업단위의 양로금 계산 및 지급 방안을 개혁하는데 있다.  

현행 기관 및 사업단위 퇴직자양로금, 임금 성장과 연관된 방안, 물가

지수와 연관된 방안에서 개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양로보장의 근본적

인 목표를 재직자들과 함께 국가 경제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

라 퇴직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들이 경제성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려면 주로 전

문적이고 전면적인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④ 감독 ․ 관리 체계를 순조롭게 운영하고 통일된 업무처리시스템을 개선한다.

기본양로보험제도에 대한 감독 ․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통일된 업무

처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주관 부서의 감독 ․ 관리에 대한 권

한을 강화하고, 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권한을 명확

히 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운영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 외에, 양로보험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권력 예를 들면, 

양로보험기금과 투자 운영 등 권리들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통일

된 양로보험제도 업무처리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구 명칭과 직책을 통일시키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이는 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전제조건이

라고 할 수 있다. 

❒ 주요 전략 조치

첫째,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를 개선한다. 여기에는 ｢중화인민공화

국 노동계약법｣, ｢사회보험법｣ 등 법률들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기본양로

보험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며, 2012년 이전에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적으로 통일하려는 조치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기본양로보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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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모델을 개선하여 피보험자 간 상호 

협력과 공제 기능을 강화하여 납부율과 책임분담시스템을 조정하고, 기

본양로보험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수립 ․ 개선하여 제도의 흡

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사업단위를 분류해 개혁하고 공직자양로금제도를 조정한다. 공

직자와 재정에서 임금을 분담하고 있는 사업단위의 직원들을 공직자양

로금제도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공직자들의 소득을 표준화하고, 공직

자양로금의 보장수준과 재직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연관시키지 않는 대

신 기업 퇴직자의 양로금과 함께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농민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한다. 2009년부터 농민기본양로보험제

도를 수립하여, 제1차 산업에 종사하는 60세 이하 근로자들을 위해 부과

방식제를 운영하는 명의 계좌형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또

한 농민이 보험료를 지불하고 국가 재정에서 보조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현행 완전한 저축형 개인계좌를 개인의 자발적

인 저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농촌집체수당과 계획출산수당 등은 모두 

농민들이 기본양로보험제도에 가입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납부로 볼 수 

있다. 

넷째, 노인수당제도를 수립한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이며, 소득이 부

족한 도시와 농촌 노인들을 위해 노인수당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재정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70세 이상 노인들부터 시작하여 해당 지역 일인당 

최저생활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며, 각급 정부에서 재정 책임을 분담하도

록 할 수도 있다. 

다섯째, 농촌의 계획출산 가정과 두 딸을 가진 가정의 노인보너스지원

수당제도에서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나 도시와 농촌의 노인수당제도로 

합병시키며, 오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시킨다. 무휼제도, 이휴離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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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 기타 특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제도를 개선하고, 보험 관

계는 보장 대상자의 사망에 따라 종결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보험법｣의 제정을 가속화하고, 전문적인 ｢양로보험 조

례｣를 제정하여 정상적인 운영과 건강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구체

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 

 

② 제2단계(2013~2020년) : 양로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양로보장 체계를 안

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모든 사람이 양로금과 관련 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리도록 한다

2020년은 중국에서 샤오캉사회로 진입하고자 목표하는 시기이자, 도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사람마다 나이 들어 

보장받을 수 있는 목표를 실현하였는가를 검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

러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제도 수립 과정을 거친 후,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중국 양로보장 체계가 보편적으로 정형화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바로 모든 사람이 양로금 

및 그 관련 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시간 주기 : 2013년~2020년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중국 노인부양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시기

이다. 2020년에 노인부양비율은 약 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인구 고령

화의 급속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국민 경제는 국민 소득의 

향상과 함께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균형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민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샤오캉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양로보장에 대한 욕구는 경제보장뿐 아니라 점차 노인서

비스보장에 대한 욕구로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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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목표 : 적절하게 집중되고 질서정연하게 조합되며, 결함이 없는 

다원화된 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양로금과 관련 서비스

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제도를 적절하게 통합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완비된 공직자양로금제

도,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 등 3대 양로보험제

도에 적용되지 못한 기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수당제도를 수립

해야 한다. 양로금의 보장수준의 경우 여러 계층 간의 기초양로금의 격차

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보충형 양로보험제도의 발전을 통해 노인들의 

전체적인 양로금의 보장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

으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양로

금과 관련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

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야 한다.

 

❒ 전략 중점 

① 적절하게 집중되고 질서 있게 조합된 다원화된 제도를 개선한다.

제도를 한층 통합하여 일부 특수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로보장제

도(예를 들면, 이휴제도, 오보호제도) 등이 보장 대상자들의 자연적인 사

망이나 신분 전환과 함께 점차 소실되도록 한다. 기관 및 사업단위에서 

노동계약제와 고용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공직자기본양로보장제도의 대

상자들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 진행의 가

속화와 함께 농민들은 점차 제2차와 제3차 산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는 점차 전체 양로보장 체계의 중심으

로 변할 것이며, 도농주민노인수당제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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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로금 보장수준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인다. 

다원화된 양로보장제도(노인수당제도는 제외)는 계층 간에 양로금 보

장수준의 지속적인 확대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소득 규범화를 

바탕으로 여러 계층들 사이에 양로금 혜택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기업 근로자 사이에 양로금 보장수준의 격차를 축소하여, 근무

기간과 직종이 비슷한 퇴직자들의 양로금 보장수준이 기본적으로 일치

하도록 해야 한다. 여러 계층들의 양로금 보장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바로 공직자들의 양로금 소득대체율을 줄이고, 물가지수와 관련되어 있

는 통일된 양로금증가시스템을 수립하는데 있다.

③ 보충형 양로보험을 발전시켜 양로금의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

킨다. 

국가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된 직업연금이나 연공연금제도

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타 공직자들을 위해 직업연금이나 연공연금의 

혜택을 규정하여 공직자양로금의 소득대체율이 60% 이상을 유지해야 한

다. 이밖에도 국가에서는 기업연금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성실히 추진하

여 국유기업을 위해 통일된 기업연금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기타 

기업들을 위해 기업연금 발전에 유리한 정책 환경을 마련하고, 기업 퇴직 

근로자 양로금의 보장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농촌에서는 특수한 

양로저축제도를 실시하거나 농민들이 기업연금에 가입하도록 독려하여 

농촌 노인들의 경제보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주요 전략 조치 

첫째, 관련 제도들을 더욱 통합하여 중국 기본양로보장 체계의 거시적

인 틀을 마련한다. 주요 방식으로는 농촌의 오보호제도에서 기본양로보

험 혹은 노인수당제도로 전환하고, 노인무휼제도를 노인수당제도로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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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공직자양로금제도,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 농민기본양로보험제

도와 도농노인수당제도 등으로 구성된 “세 가지 보험, 한 가지 수당”의 

양로보험 체계를 형성한다. 통합 과정에서는 복지의 증가 원칙을 준수해

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65세 이상 무소득 노인들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 

수당을 제공하는 동시에 오보호와 계획출산 가정 등 특수 노인들을 위해 

특별수당을 제공하거나 그들에 대한 양로보험의 보장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공평하고 합리적인 양로금지급시스템을 수립하고, 양로금의 격

차를 지속적으로 줄인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의 경우, 

양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저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개인의 납부기간

을 연장시키는 등의 방식을 통해 양로금 혜택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양

로금 혜택과 납부 기준 그리고 납부기간의 관련성을 높여 “요금을 많이 

낼수록 수익이 높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양로금제도의 경우에는 공직자의 임금제도를 규범화하고, 투명

한 소득제도를 수립하는 동시에 기본양로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춰 취업

기간과 직급이 비슷한 기업 근로자의 양로금은 공직자들의 양로금의 보

장수준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양로금의 보장수준을 조정하는데 있어 

통일적인 양로금조정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근로자 양로

금이든 공직자양로금이든 간에 모두 물가지수와 연관되어야 하며, 퇴직

자들의 기본 생활수준을 확보하는 동시에 양로금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셋째, 보충형 양로보험을 발전시키고 다층화 된 양로보험 체계를 구축

한다. 공직자들의 경우, 그들의 고용주가 동일하기에 통일적인 공직자직

업연금 혹은 연공연금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 발

전이 불균형한 현실에 대비해 일정한 탄성적인 공간을 보류하고,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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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체적인 재정력에 따라 직업연금 혹은 연공연금의 수준을 향상시키

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직업연금은 개인의 납부 현황과 개인 

직급과 관련되어야 하고, 연공연금은 공직자들의 근무기간과 평가 결과

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기타 공직자들을 위해 국가는 일정한 

신축성을 갖고 있는 직업연금 혹은 연공연금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데, 

각 단위에서 자체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융통성 있게 자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연금도 대폭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업에서 일정한 금액의 기업연금 납부금을(예를 들면, 총 임금의 5%) 

원가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동시에 독점기업의 보충 연금의 규모를 통제

하고, 중소기업들이 업종성 ․ 지역성 ․ 집합성 등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기업연금제도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농민들을 포함한 

저소득 노동자들이 기업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당을 제공해

야 한다. 이는 사회 공평의 구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는 개인 저축형

의 양로보험을 발전시키는 것도 지원하고, 상업적인 보험회사들이 다양

한 연금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 마디로 다층구조 양로보험 

체계 수립을 통해 양로금의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양로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서비스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민간과 정부가 서로 결합하는 

노인서비스시스템을 수립한다는 의미이다. 재가在家양로와 지역사회 양로

를 주체로 하고 노인주간보호센터, 노년아파트, 양로복지원 등 다양한 형

태의 양로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도 장기적인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를 수립하고, 전문적인 간호사제도를 수립하여 양로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양로보험기금 특히 개인계좌기금에 대한 감독 ․ 관리와 투자시

스템을 개선한다. 모든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전제 하에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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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확보하여 기금 가치를 증가하려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③ 제3단계(2021~2049년) : 제도 통합을 추진하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노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실현한다

❒ 시간 주기 : 2021년~2049년

2021년부터 2049년까지 노인부양비율은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인구학

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현행 퇴직 연령에 따라 계산한 2049년 노인부양비

율은 48%에 이른다. 2020년 후 중국은 중등 정도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

설 것이며 발달 국가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요구와 알맞게 양로보장제도의 수립 역시 갈수록 공평해질 것이다. 이 

시기는 다층구조제도에 대한 진일보적인 통합을 통해 모든 사람이 근사

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는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중국 특색의 양로보장 체계를 개선하여, 인구 고령화

의 최고조에 대비해야 한다. 

 

❒ 단계 목표 : 제도 통합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근사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양로보험제도에 대한 인구 고령화의 도전에 대비해 이 단계의 전략적 

목표는 제도를 통합시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점차 

수립하며, 주민노인수당제도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

해졌다. 여러 계층들 사이에 기초양로금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이고, 

기타 각종 보충형 양로보험도 충분하게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사회

의 공공복지가 매우 발달하고, 양로복지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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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질도 부단하게 향상되어 노인들은 근사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 전략 중점

①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한다. 

근로자 ․ 공직자 ․ 농민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전

국적으로 통합해 통일된 국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해 사회의 공평을 

촉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로보험제도의 위험 분산 기능, 상호 협력과 

공제 기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다. 사회 ․ 경제의 전국적인 통합 발전과 

함께 지역적 격차와 계층 간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 것이며, 통일된 기본

양로보험제도는 피보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동일한 보장수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초양로금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된 기본양로금

제도는 세수를 바탕으로 하는 기초형 국민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② 노인복지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21 세기 중반기에 이르면, 중국은 중등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설 것이고 

점차 선진 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이는 노인들도 고품질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 물질적인 보장을 중심

으로 하던 것과는 달리, 제3단계에서는 복지서비스보장과 정신보장 등의 

제도 수립에 중점을 두고, 노인들의 생활 욕구를 보편적으로 만족시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양로복지의 사회화 원칙을 견지하고, 노인복

지서비스의 공급과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

서는 관련 보조를 통해 노인들이 사회와 시장에서 제공해주는 각종 양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적인 혜택을 

통해 사회자원이 양로복지서비스 산업에 투자되도록 유인해야 하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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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중국 양로보장 체계 구축의 3단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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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조정을 통해 양로서비스 자원의 분배 효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로보장제도 수립의 3단

계 전략에 의하면, 2012년에 중국은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 공직자양

로금제도, 농민양로보험제도, 농촌오보호제도, 도농노인수당제도, 무휼

제도 등으로 구성된 다층화 된 제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전 

국민이 양로보장 체계에 적용되고, 제도 측면에서 사람들마다 양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초급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2020년경에는 공직자기본양로보험제도,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 농

민기본양로보험제도, 도농노인수당제도 등으로 구성된 “세 가지 보험, 한 

가지 수당”의 제도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 

전 국민들을 그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양로금과 

관련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49년에 이르면, 중국 양로보장제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본양로보

험제도(혹은 통일된 국민연금제도)와 노인수당제도로 구성되게 될 것이

다. 이 제도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이다. 중국 양로보장 체계 수립의 

3단계 전략은［그림 1‒4］에서 표시한 바와 같다. 

3. 다원화된 제도 설계와 발전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긴 시일 내에 전 

국민이 동일한 양로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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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고도 질서 있게 조합된 다원화된 양로보장제도를 수립해야 할 것

이다. 이 목표를 달성한 후 점차 각종 제도 간 격차를 감소하여 최종적으

로는 통일적이며 공평하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 공직자기본양로금제도

공직자들은 법률에 의해 공무를 이행하고, 국가 편제의 관리 하에 있으

며, 국가 재정에서 그 소득과 관련 복지를 지급하는 인원들을 말한다. 중

국의 공직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법｣(이하 공무원법으로 칭함)의 규정 

내에 속하는 각종 공무원, 예를 들면 당위원회, 정부, 인민 대표, 정치협상

회, 법원, 검찰원 및 민주당파에 종사하는 인원들을 말하며, 군인 및 무장

경찰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공립기관의 교육 근로자, 의료위생 근로자, 과학기술 근로자 

등이다. 그들은 국가 재정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받고 관련된 공공서비스

의 직책을 갖고 있으며, 모두 국가를 본인들의 고용주로 하고 있다. 기타 

근로자들에 비해 공직자들은 몇 가지 특수성을 갖고 있다. 즉 그 경비 

출처가 국가 재정에서 분담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편제의 관리

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원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국가에서는 공직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양로금제도를 

수립했으며, 부과방식제를 채용하고 있다. 중국 기관 및 사업단위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제도는 개혁개방 이래 계속 독립적인 운영 방식

을 유지했다. 지금까지도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이 계층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 단계나 미래의 상당한 기간 내에, 현명한 선택은 바로 공직

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양로금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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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를 국가의 통일적인 기본양로보험제도 안에 포함

시켜야 한다. 

 

① 기본 배경 

첫째, 기관 및 사업단위 퇴직자와 기업 퇴직자 사이에 양로금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공직자들의 양로금제도에 대해 개혁이 필요

함을 의미한다.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와 비교할 때, 기관 및 사업

단위의 양로보험제도 개혁은 아직도 각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시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 기관 및 사업단위의 퇴직

자에 대한 퇴직금은 재직자의 임금 상승에 맞춰야 한다는 정책을 선택한 

결과 기관 및 사업단위의 퇴직자과 기업 퇴직자 사이에 양로금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5년 말, 기관의 일인당 평균 퇴직금은 1만8410원이었고, 사업단위의 

일인당 퇴직금은 1만6425원이었으며, 기업의 일인당 퇴직금은 8803원29)

이었다. 기업 일인당 퇴직금은 기관 및 사업단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

인데, 최근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기관 및 사업단위 양로금제

도 개혁의 진행이 느린 현실은 여러 양로보험제도 간 불공평을 조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 및 사업단위의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심한 압박

을 가져다주고 있다. 2005년, 기관 및 사업단위의 퇴직금에 대한 국가 재

정의 지출은 1800억 위안을 초과했다. 기관 및 사업단위 근로자와 기업 

근로자 사이에 양로금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국가 재정에도 

점차 부담을 주고 있다는 현실은 현행 기관 및 사업단위 퇴직제도에 대해 

하루 빨리 개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9) 中华人民共和国劳动和社会保障部, 中国劳动和社会保障年鉴2006, 中国劳动社会保障出版, 2007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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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직자의 특수성은 그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독립된 양로금제도

를 수립했다. 공직자들은 국가 각급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적 기초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이기도 하다. 국제상의 보편적인 관례를 

보더라도, 공직자들의 상대적인 안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양로

금제도를 수립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에서 볼 때 공직자는 아직 완전하게 노동계약법의 범위 내에 속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노동관계 역시 특수성을 갖고 있다. 공직자들

의 직업 특징, 특히 양로금 출처, 모금 방법과 혜택 기준 등에 특수성으로 

인해 기타 직업 계층들과 동일한 제도를 공직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었다.  

 

② 제도 설계

❒ 피보험자

공직자기본양로금제도의 적용 범위는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당위원

회, 정부, 정치협상회, 법원, 검찰원, 민주당파 등 기관들의 취직 인원들 

및 공립기관의 교육 종사자, 의료위생 종사자, 과학과 기술 종사자, 군인, 

무장경찰 등을 포함한다. 이 부류의 인원들은 공직자기본양로금제도의 

보장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복지형 정부의 수립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

가 점차 감소되어, 그 구조에도 현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반면에 관

련 공공관리 부문과 공공서비스 기관의 종사자 규모는 더욱 확충될 것이

다. 2020년까지 공직자 기본양로금제도의 적용 인구는 모두 6000여 만 명

에 이를 것인데, 그 중 퇴직자는 대략 3000만 명에 도달할 것이다. 

 

❒ 제도 설계 : 일원화된 제도, 두 가지 층차

국가에서는 전국의 공직자들을 위해 통일적인 퇴직양로금제도를 수립

해야 한다. 지역 혹은 기관에 따라 여러 가지 기본양로금제도를 수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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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양로금

직업연금 혹은 공직자연금

공직자기본양로금

［그림 1‒5］공직자양로금제도 구조

는 절대 안 된다. 공직자들의 노동관계 특성은 동일하다. 즉 정부가 그들

의 고용주이고, 공직자들의 직책은 국가 공공관리에 종사하여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한 가지 제도를 운영하는 대가를 감

소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 내부의 이동에도 유리하다. 

그리고 “구인은 구방안, 신인은 신방안”의 원칙에 따라 기관 및 사업단

위 근로자 기본양로금의 소득대체율을 일정하게 낮추어, 기업 근로자기

본양로금과의 격차를 줄어야 한다. 하지만 공직자 양로금의 소득대체율

을 유지하기 위해 공직자 중 특히 공무원을 안정시키고, 그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해서 전국적으로 규범적인 직업연금 혹은 연공연금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그림 1-5］에서 보다시피, 중국 공직자의 양로금은 기본양로금과 직

업연금 혹은 연공연금과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양로금은 부과방

식제를 선택하는데, 그 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직업연금은 기준을 통일하는 동시에 책임 분담 원칙과 일정한 격차를 

인정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구인과 신인을 구별하는” 원칙에 의해 

새롭게 공직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 개인 납부금과 재정 보조를 결합하는 

기업연금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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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연금의 혜택은 개인 납부 현황과 직급별로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야 한다. 공직자들의 경우,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연금제도는 탐

색 단계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보충형 양로금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연금에 비해 연공연금이 더욱 우세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위 연공연금제도란, 공직자 중 특히 공직자를 대

상으로 하는 특수한 보충형양로금제도이다. 이는 공직자들이 국가를 위

해 일한 근로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일정한 연공 포인트를 계산하

고 누적하여, 퇴직 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공연금의 장

점은 적어도 다섯 가지로 나열할 수 있다. 

• 퇴직자들은 자체적인 양로 수익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

는 사회 엘리트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근로자들의 근면성과 진취성을 자극한다. 국가를 위해 근무한 기간

이 길수록 연공 포인트는 높다. 업무처리 능력이 우수한 자는 일정한 

연공 포인트를 장려하고, 규율을 위반한 자는 관련 연공 포인트를 

삭감할 수도 있으며, 심각하게 위법한 자나 공직자 신분을 상실한 

자들의 연공연금은 자연적으로 상실된다. 

• 관리비용은 거의 제로다. 그 원인은 공직자의 연도 평가 및 관리에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금의 저축이 없기에 기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이나 투자 위험

이 거의 없다. 

•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직자들이 퇴직 전에 공직 지

위를 포기하거나 기업으로 진출한다 하더라도 연공연금의 포인트에 

따라 일정한 연공연금을 지급하거나 직접적으로 기업연금으로 환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공연금은 보충형 공직자기본양로금의 정책

적 방향으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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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일원화된 제도와 두 가지 층차의 제도 설계는 공직자의 

특성에 부합되고, 그들의 양로금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자금 조성 모델 : 부과방식제와 예산관리 

공직자기본양로보험은 독립적인 제도이다. 공직자양로금의 재원, 편제

의 안정성, 개인계좌기금을 적립하는데 있어 재무 위험을 감안한다면, 공

직자기본양로보험에 대해 부과방식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

단을 내릴 수 있다. 재정년도 예산의 특성은 공직자양로금이 부과방식제

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 개인계좌의 수립으

로 인해 정부에서 그 기금의 가치가 떨어질 위협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부과방식제가 국가 재정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는 

관건은 공직자기본양로금의 소득대체율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편제의 합

리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기본양로금 지급은 반드시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공직자양로금이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조건이

기도 하다. 각급 재정 예산에 전문적인 항목을 수립하고 공직자양로금 

지급을 안전하게 기록해야 한다. 공직자기본양로금 지급은 중앙과 성급

에서 책임지고, 중앙과 성급 재정에서 책임지고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직자양로금 권익의 공평성과 국가 정권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보장이기도 하다. 빈곤 지역에 대해 중앙 재정에서는 일차적

인 이전지불을 통해 보조를 제공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도 반

드시 지방의 재정예산 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현지 입법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직자 중에서 사업단위 공직자와 

일반 공직자들에 대해 노동계약제를 점차 추진함에 따라, 공직자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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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점차 많은 사람들이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근로자기

본양로보험제도에 포함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지급 모델 : 지급을 확정하고 물가에 따라 조정한다 

공직자양로금의 보장수준을 확정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

려해야 한다. 하나는 공직자들의 근로기간과 공헌, 즉 그들의 직급과 재

직기간이다. 두 번째 요소는 공직자들의 퇴직 후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퇴직 시 사회 평균 소득 현황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 방면의 요소를 충분하게 고려해 공직자들의 근로기간이 일정한 요

구에 이르고, 법적 퇴직 연령에 도달 시 퇴직 전의 소득을 기수로 하여 

평균대체율을 50% 수준으로 통제하여 양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체 양

로금대체율(직업연금 혹은 연공연금도 포함)은 대략 70%에 도달해야 한

다. 재직기간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해서는 양로금 권리를 누적

시켜 일시적으로 지급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공직자양로금과 소득 상승이 연계된 모델을 채택하

고 있다. 이는 공직자와 기업 근로자 사이에 양로금의 격차가 점차 커지

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재직자 소득이 점차적으

로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양로금의 보장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

지만 양로보장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노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

는 것으로, 그들이 국가 발전성과를 누리도록 보장해주는데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델은 양로보장제도의 근본적인 목적과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노인들이 국가의 발전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려는 노

인복지제도는 결국 분화되어 사회에서 새롭게 증가한 부에 대한 분배가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실 공직자들에게 양로금을 지급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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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들의 기여도를 감안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공직자기본양로보험료

의 증가는 반드시 재직자의 임금 상승과 달리하는 반면에 물가 상승과 

연관되어야 한다. 결국 이 제도의 목적은 퇴직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

는 것이지, 경제 발전의 성과를 누리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 목적은 오직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장정책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즉 기관 및 사업단위 퇴직자들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감독 ․ 관리 체제 : 중앙에서 주도하고, 중앙과 성급 양측에서 책임지며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재정 체제 및 간부관리 체제를 감안한다면, 중국의 공직자기본양로금

제도는 중앙에서 주도하고, 중앙과 성급 등 양측에서 책임지며, 집중적으

로 관리하는 모델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앙에서 주도한다는 것은 중앙에서 통일적인 공직자양로금제도를 제

정하고, 주요 행정관리 사무는 중앙공무원(공직자) 관리 부서에 집중되

며, 공직자양로금의 보장수준을 확정하거나 조정하는 등 사무는 그 부서

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관리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중앙과 성급에서 공직자양로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을 맡을 수 있

다. 성급 부서에서는 양로금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성급 이하 부서들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급 이하의 부서들이 공직자직업연금 혹은 

연공연금제도를 수립하는데 일정한 권력을 부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공직자양로금제도는 인사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했

다. 2008년에 국무원 기관을 조정하면서 인사부노동보장부는 인력자원사

회보장부로 합병되었다. 이는 집중적인 공직자양로금 관리 체제에 대해 

조직적 기초를 제공해주었다. 성급 이하 단위에서도 관련 공직자양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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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감독 ․ 관리하는 통일적인 시스템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③ 주요 개혁 조치 

위에서 언급한 일원화된 제도, 두 가지 층차의 제도 설계에 따라 다음

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사업단위의 성질에 의해 사업단위의 분류 개혁을 가속화한다. 공

직자양로금제도의 개혁은 사업단위의 분류 개혁을 기초로 해야 한다. 사

업단위는 중국의 행정 체제 개혁을 실시하던 시기에 발생한 특수한 산물

로 복잡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다. 효율이 높은 행정 체제를 수립하고 공

공복지를 만족시키려는 목표 하에서 국가는 사업단위의 분류 개혁을 추

진하고, 사업단위를 공립기관과 비공립기관으로 구분해야 한다. 

공립 사업단위에 대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관리를 참고하여 공직자양

로금제도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재정에서 전액 보조를 받고 있는 단위들

은 이 부류에 속한다. 비공립 사업단위에 대해서는 기업관리를 참고하여, 

기업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익과 손실을 자주

적으로 책임지는 사업단위가 이 부류에 속한다. 이익과 손실의 차액에 

대해서만 재정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단위를 놓고 볼 때, 먼저 그 기능 

및 국가의 수요에 의해 공립 혹은 비공립의 성질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 후, 구체적으로 공직자양로보험 혹은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 중 어

느 것에 가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공직자의 소득을 규범화하고 투명한 임금 체제를 제시하는 동시

에 물가 수준과 연계되어 있는 양로금 증가 체제를 수립한다. 퇴직 전의 

공직자 임금은 양로금을 계산하고 지급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중국 현행 공직자 임금 체제는 복잡한 구조이다. 이 때문에 퇴직 

전 갑자기 임금을 상승하는 등 규범화하지 못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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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대비하여 하루 빨리 공직자의 소득을 규범화하고, 공직자들의 

직급을 근거로 임금수준과 조정 시스템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투명

한 임금 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양로금 지출에 대한 재정의 불필요한 부담

을 해소해야 한다. 공직자양로금증가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은 공직 퇴직

자와 기업 퇴직자 사이에 양로금의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관건이다. 

또한 전체 양로금제도의 공평성을 실현하고 기본양로금제도를 더욱 

통합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이기도 하다. 양로금의 본질적인 목적은 

퇴직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시켜 주는데 있다. 퇴직자들은 직

접적으로 생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양로금의 증가 시스템과 재직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에는 관련이 없어야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공직자

들의 임금을 하루빨리 규범화하고, 양로금을 계산하고 지급하는데 있어 

지급지수와 성장 방식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공직자 노동계약제를 추진한다. 노동계약제를 맺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재정 보조와 개인 납부를 결합하는 제도를 선택하여, 근로자기

본양로보험제도와 여러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기본양로보

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공직자 사이에서 노동계약제를 보급화 시킨다

는 것은 시장경제의 개혁 및 사회 진보의 요구에 부합되는 선택이며, 이

미 전 세계적으로 실천했던 방안이다. 이는 노동력 이동에 유리할 뿐 아

니라 공직자와 기타 근로자 사이에 권익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도 유리하

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노동계약제는 사업단위의 신입사원들로부터 시작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세분화된 분류를 거쳐 일반 공

직자 혹은 직급이 낮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노동계약제를 통한 고용제

도를 수립해야 한다. 노동계약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구인과 신인을 

구별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새로 재직한 공직자들(공직자 중 간부 제외)은 모두 새로운 제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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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를 참고하여 관련된 납부 의무를 부담하

도록 한다. 기타 재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정 후의 원래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다. 공직자양로보장제도는 개인과 재정에서 공동으로 납부하는 책임을 

분담하고, 근로자양로보장제도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양로보험기금에 대한 관리는 통일된 부서에서 집중적으

로 진행하여 양로금제도의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공직자들의 신분 전환으로 인한 양로보험 관계의 전환을 올바르

게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볼 때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관 및 사업단위에 노동계약제도를 보급한 후, 노동계약제를 맺은 

공직자들은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근로자기본양로보

험제도에 가입하도록 한다. 

• 기업으로 이동하거나 전환되어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시동납비의 방

식을 선택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직급, 임금수준과 관련 납부율에 따

라 재정에서 관련된 자금을 지원하고, 근로자기본양로보험의 사회통

주계좌와 개인계좌로 기록하여 양로금 권익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 일부 공직자들이 간부가 되면 계약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할 시 신분 

전환과 함께 전문적인 공직자기본양로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④ 제도 운영에 대한 예측 

현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 기관 및 사업단위의 전체 

퇴직자는 3000여 만 명에 이를 것이고, 양로금 지출 규모는 7000억 위안을 

초과하여 총 재정지출이 대략 4.74%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30). 

30) 측량의 가정 조건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한다. 첫째, 해외 경험에서 볼 때 선진국들의 

공직자 수는 일반적으로 6%~8%를 차지한다. 하지만 노동보장과 교육 등 공공복지에 대한 국민들

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공직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공직자 수는 총 

인구의 5%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둘째, 연간 평균임금 증가율은 8%이고, 공직자기초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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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는 중국 노인보장제도 체계 중에서 중심적인 

구성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85% 이상의 근로자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

다.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하는 목표는 근로자와 고용주 쌍방이 

책임을 분담하여, 제도의 자체적 평형과 자체적 발전을 실현하려는데 있

다. 기본양로보험제도 중에서 정부와 재정은 담보자의 책임을 분담하고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운영을 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된 재정 책임도 

분담하여, 이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0여 년 간 개혁과 발전을 거친 중국의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는 

이미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기본 모델을 확립했는데, 이는 

개혁의 기초이기도 하다. 

 

① 기본 배경 

첫째, 중국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적용 범위가 좁고 통합 정도가 

낮다.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적용 범위가 좁은데, 거의 도시 근로자

들에만 제한되어 있다. 대다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 혹은 도시에서 

취직하고 있는 농민들은 아직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의 대상자가 아니

다. 2007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에 가입한 인구는 

20136.9 만 명이었다. 그 중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15183.2 만 명이었

고, 보험에 가입한 퇴직자는 4953.7만 명이었다.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도시 취업인구의 51.7%에 이른다31). 

금 평균 소득대체율이 사회 평균임금의 50%라고 가정한다. 셋째, GDP 연간 증가율은 8%이고,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라고 가정한다. 넷째, 공직자의 퇴직금은 모두 재정 

예산으로 충당되며, 개인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31) 국가통계국에서 편찬한 中国统计年鉴 2008(中国统计出版社, 2008年)에서 공포한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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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근로자기본양로보험의 통합 정도는 낮은 편인데, 지역에 따

라 심하게 분할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다수 지역은 지(시)급의 통주

에 머물러 있고, 일부 지역은 심지어 현(구)급 통주에 머물러 있다. 일부 

성급 통합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기금을 조정하여 사용하

고 있을 뿐 책임과 관리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한 것은 아니다. 양로보험

의 통합 정도가 낮아 일부 지역의 양로보험료 기금은 여유를 갖고 있지

만, 일부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정적인 보조금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이는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의 자체

적 평형, 상호 협력과 공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불리하다. 

이밖에도 지역적으로 분할된 저층차 통주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동

시장을 수립하려는 목표와도 위반된다. 즉 노동력 이동은 자체적인 양로

보장 권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대가로 하는데, 이는 인력자원의 배치에 

매우 불리하다. 그리고 원래 통일되어야 했을 양로보험료는 지방의 이익

으로 기형적으로 발전했다. 게다가 중국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는 심각

하게 분할되어 있다. 그 형식도 다양해 지역적 분할, 관리 권력 분할, 보험 

대상자의 계층적 분할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도시에서 취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양

로보험제도에 적용되지 않아 호적에 따라 제도가 분할되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이 비록 관리적으로 지방 기업과 통일되었지만, 자금적으로는 독

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사이에 실질적으로 제도가 분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개인계좌가 빈 계좌로 운영되어 있고 제도 개혁은 목표와 위반된

다. 중국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부과방식

제로 운영되는 사회통주계좌와 완전히 누적되는 개인계좌를 결합하는 

제도를 수립하려는데 있다. 개인계좌를 수립하는 직접적인 목표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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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인구 고령화 문제가 초래한 양로금 부담의 

세대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 2) 피보험자에 대한 개인적인 인센티

브를 증가한다. 제도 개혁 초기에 단위보험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로 전

환하고, 부과방식제에서 상호 결합형 모델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할 비용

에 대한 예측이 불충분해 재무적인 분배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많은 지방에서는 개인계좌기금을 당시 퇴직자들의 양로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했다. 그리하여 개인계좌가 장기적으로 자금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이는 제도 개혁의 목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금 지급에 화두가 될 것이다. 비록 2000년부터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계좌가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역사적

으로 자금이 부족하고 자금 출처 문제, 개인계좌기금 투자 방식 등 핵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대다수 지역들의 개인계좌는 아직 자금이 부족

한 상태이다. 즉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모델로 인구 고령화

의 위협을 줄이고, 세대 간 부담을 균등하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셋째,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시스템이 부족하

다. 중국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 개혁은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에서 시

작되었다. 관련 제도들은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중점을 두었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시스템의 수립을 간과해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치

료받고, 발이 아프면 발을 치료하라”는 개혁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기본양로보험의 역사적인 채무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은 아직도 형성

되지 못했는데, 현재 기업들의 납부율은 기형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양로보험제도의 진

일보한 보급을 저해하고 있다. 노동집약형 기업, 중소기업, 이윤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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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현행 높은 납부율을 감당할 힘조차 없다. 또한 기본양로보험에 

대한 정상적인 재정투자시스템도 부족해 재정자금과 양로보험기금의 관

계가 혼란스럽다. 이로 인해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양로보험제도

의 자체적 개선과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기본양로보험

제도에 대한 감독 ․ 관리시스템도 없다. 그러므로 퇴직자 양로금 증가는 

극히 불안정하고 통화 팽창 문제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 모든 것은 

퇴직자들의 삶의 질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도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국가는 하루 속히 이에 대비한 시스템

을 구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제도 설계 

❒ 피보험자 

근로자양로보험은 현재 지역적으로 분할되고 인구가 분할된 상황을 

해소하고, 각종 기업 근로자, 사회단체 근로자, 민영 비기업 근로자 및 

기타 노동계약제에 적용되는 근로자들을 강제적으로 제도에 가입하도록 

한다. 반면에 영세업자, 사영기업주, 자영업자들은 근로자양로보험에 적

용되도록 독려해야 한다. 중국 도시화 ․ 산업화의 진행이 빨라짐에 따라 

제2차와 제3차 산업 근로자는 점차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기본

양로보험제도에 가입하는 근로자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 판단된다. 2020

년경에 이르면, 이 규모는 약 6억 명 이상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32). 

납부율이 높고 제도 통합의 정도가 낮아 기업 혹은 고용기관 사이에 

능력에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를 보편적으로 보

급시킨다는 것은 단시간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2008년 이후 

32) 총 인구는 14.33억 명이고 도시화 비율은 65%, 노동참여율은 70%, 실업률은 4%에 의거하여 산출

한 통계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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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이하 ｢노동계약법｣) 실천 중에서 많은 질

의를 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사회보험이다.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이 제도를 보급화 시키자는 목표는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시킬 수 있다. 

제1단계는 정규직 근로자 혹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고용기관에 종사

하는 근로자들을 이 제도에 적용시키고, 입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추진시

킨다. 제2단계는 제도가 통일되고, 납부율이 어느 정도 낮아진 조건 하에

서 법률과 법규를 수정하여 기타 근로자들을 제도에 적용시킨다.  

 

❒ 제도 :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하고 전국적으로 통주한다.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모델은 부과방식제 모델과 완전 

적금식 모델의 장점을 겸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부는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모델의 실현 

방식에 달려 있다. 중국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의 수립과 발전은 사회

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모델을 견지해야 하지만, 그 실현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적인 통

합을 서두르는 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모델에 대해 개조를 진행하는 핵

심적 사항은 바로 사회통주계좌기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부담하고, 피

보험자 사이에 상호 협력과 공제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 부분의 기금은 부과방식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 재정

과 성급 재정은 그 부족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퇴직자들의 기초양로

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개인계좌는 전적으로 개인 납부금에 의해 충당되며, 완전 저축형 모델

을 채택한다. 사회통주계좌와 개인계좌기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분리하

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즉 개인계좌는 피보험자 개인의 소유임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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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고, 이 부분도 피보험자 개인의 양로금을 지급하는데 쓰일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모델 하에서 기초양로금이 반드

시 전국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동시장 요

구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양로금제도가 자체적 평형과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기초 조건이기도 하다. 전국적인 통합을 이룬다면, 고령화 현상

과 경제 발전의 격차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납부율의 격차를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공평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발휘

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전국적인 통합은 바로 양로보험기

금을 동일하게 징수하고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부지수(본인 임금 총액)가 통일되어야 한다. 

• 납부율 및 개인과 고용주에서 분담할 비율이 통일되어야 한다.

• 양로금 지급 시 방안 및 감독 ․ 관리시스템, 업무처리시스템이 통일되

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는 성급 사회보험 업무처리기구에서 관리하고, 

노동조합, 기업연합회 등 관련된 이익 주체에서 감독 ․ 관리하며, 공사公私
를 결합하는 투자관리 방법을 통해 자금의 가치를 증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개인계좌의 규모를 줄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개인계좌를 관

리하는데 있어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며, 최종적으로는 기본양로보험의 

상호 협력과 공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금 조성 방식 : 근로자와 고용주가 책임 분담하고 납부기간을 연장하

며 납부율을 낮춘다

전 세계적으로 통행되는 방식이라는 사실과 노동복지의 중요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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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라는 양로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자금 조

성 방식 역시 근로자와 고용주가 책임을 분담해 평등하게 보험료를 납부

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지급할 수 

없거나 노동자와 고용주가 더는 납부율을 개선할 수 없을 때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조금을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의 최종 목표

는 제도의 자체적 평형과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납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을 총결해 볼 때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를 전환하면서 생긴 비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탓에 

현행 제도의 납부율을 높여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주로 “시동납비” 

기간의 규정에서 나타난다. 

둘째, 이 제도의 적용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제도 내 부양비율은 

근로자들의 총체적인 부양비율보다 높아 납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셋째, 통주 층차가 낮다. 일부 지역의 납부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예를 

들면, 선전深圳 등 지역), 일부 지역의 납부율은 더 이상 낮출 여지가 없다. 

넷째,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 전국적으

로 매년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하지 않은 양로보험료는 재정에서 보조해

준 양로보험료와 거의 비슷하다. 

이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통주하고 기본양로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

대하는 기초 위에서, 체제 전환 비용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

직 연령과 양로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납부율을 낮추어야 

한다. 만약 25세에 보험 가입하고 65세에 퇴직하여 15여 년의 여생이 남아 

기초양로금의 소득대체율을 40%라고 하자. 체제 전환의 비용을 고려하

지 않는 상황 하에서, 사회통주계좌의 납부율이 15%가 되면 제도가 정상

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체제 전환 비용을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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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현실을 감안해 사회통주계좌의 납부율을 17%로 조정할 수 있다

면 모든 피보험자를 위해 개인계좌를 수립할 수 있다. 

대다수 국가들의 관례와 양로보험료는 개인 양로에 쓰일 것이라는 현

실을 감안해 볼 때, 고용기관 혹은 고용주들이 요금을 납부하는 의무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주로 고용기관 혹은 고용주들이 이러한 의무를 지도

록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의 합리적인 소득 

체계를 변질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조치는 바로 근로자와 고용자가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평등하게 분담하고,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대부분

은 통주기금으로 사용하며, 남은 부분은 개인 소유의 개인계좌에 사용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산출에 의하면, 기본양로보험 사회통주계좌의 납부율을 17% 

수준으로 통제한다면,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계

좌기금의 납부율은 3%가 적당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기본양로의 

납부율을 20%가 되는데, 근로자와 고용자 측에서 각기 10%를 분담하도

록 한다. 

이렇게 한다면 2040년쯤에는 수지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중 고용기관 혹은 고용주가 납부한 보험료가 전부 사회통주계좌에 

들어가야 하고, 개인 보험료 중에서 7%는 사회통주계좌에, 3%는 개인계

좌로 들어가게 한다. 현재 기업 납부율은 20%이고, 개인 납부율은 8%이

다. 그러므로 점차적으로 기업 납부율을 줄이고 개인 납부율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쌍방 책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근로자의 납부율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들

의 소득을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폭은 개인 납부율의 증가폭보다 커야 한다. 전체적으로 개인 납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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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가 근로자들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

한 납부율의 증가는 현재 근로자 소득 체계의 합리적인 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밖에도 체제 전환 시기에 일부 소득이 낮은 프리

랜서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납부율을 낮추거나 양로보험료를 보조해주는 

방식을 통해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에 가입하는데 있어 인센티브를 제

공해주어야 한다. 

 

❒ 지급 모델 : 요금 납부를 격려하고 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준다

근로자기본양로보험의 지급 방식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납부 현황과 

양로금의 소득대체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퇴직 후 그들의 기본 생활

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정한 기간(현재 15년 이상이지만, 이후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15년

을 양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삼는다)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법적 퇴직 연령에 도달한 피보험자들은 사회통주계좌에서 기

초양로금을 지급받고 개인계좌로부터는 개인계좌양로금을 수령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양로금을 계산하고 지급하는 방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

식을 채용해야 한다. 

그 중 사회통주계좌의 양로금은 반드시 현지의 사회 평균 임금과 피보

험자 납부 현황(납부기수 및 납부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즉 양로

금의 보장수준은 납부기수와 납부기간과 정비례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

계좌의 개인계좌양로금은 개인계좌 저축금과 지급기간을 종합적으로 계

산한 뒤 결정되거나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양로금의 소득대체

율을 50%로 통제해야 하며, 기업연금으로 보충하도록 한다. 납부기간이 

미달한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누적시켜 일시적으로 지

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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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양로금의 정상적인 조정 시스템을 수립하고, 양로금의 보장수준

과 물가지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퇴직자의 기본 생활수준이 물가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을 피할 

수 있다. 

❒ 감독 ․ 관리 업무처리 체제 : 집중적으로 감독 ․ 관리하고, 통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투자를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기본양로보험을 통합하고 “감독 ․ 관리하는 자가 책임지

는”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국가에서는 기본양로보험제도에 대한 일상적

인 감독 ․ 관리권을 사회보험 행정 주무 부서에 맡고, 엄격한 행정문책제

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기관, 사법기관, 재정부서, 심계부서 및 사

회 중립기구들의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 행정 

주무 부서에서는 기본양로보험 예산 혹은 사회보험료 예산에 관한 이슈

들을 입법기관에 보고하여 감독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노동조합, 기업연

합회 등 관련 이익단체들을 감독 ․ 관리에 참여하여 감독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행 해당 지역 업무처리시스템은 1998년 이전에 실시했던, 즉 11개의 

대형 업종에서 자율적인 양로보험의 통주와 지역적인 양로보험의 통주

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개혁 조치이다. 이 조치는 양로보험의 

사회화를 추진시킴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모순은 이미 해결된 상황이며, 노동시장의 통일도 기본양로보험제도

가 하루 빨리 전국적으로 통일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재정에서 

세금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시스템의 영향으로 인해 기본양로보험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기본양로보험제도의 통일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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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자체적 평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를 전국

적으로 통일시킬 현실적인 필요성과 긴박성을 갖고 있다. 전국적으로 기

본양로보험제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통일적인 업무처

리 절차를 수립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전국에

서 통일된 기본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를 수립하여 중앙과 성급 등 양측

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때 성급 이하가 파견 기관이 되고, 지방정부의 업

무처리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중앙정부의 업무처리기구에 책임져야 한

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본양로보험제도의 통일성과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양로보험의 사회통주계좌는 중앙정부의 양로보험 업무처

리기구에서 통일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중앙 주무부서의 행정 감

독을 받을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게다가, 개인계좌는 성급 업무처리기

구에서 관리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위탁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이 불균형적인 상황을 고려한 동시에 지방에서 

기본양로보험제도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현실을 감안

한 처리 방법이다. 

이밖에도 국가에서는 공공영역에 대한 투자를 위주로 하는 개인계좌 

투자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개인계좌의 투자관리에 대해서는 위탁 대리

의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금의 가치를 보존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일정하게 제한된 시장화 운영

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주요 개혁 조치 

첫째, ｢노동계약법｣을 바탕으로 노동계약제를 보급하고, 근로자기본양

로보험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계약법｣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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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각종 노동계약제에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들을 기본양로보험제도

에 적용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정기적으로 규범적인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법｣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기업 근로자, 사회단체 근로자, 민영기업 근로

자들을 강제적으로 양로보험의 적용 범위 내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해야 

하며, 영세업자, 사영기업주와 자영업자들은 근로자기본양로보험에 참여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기초양로금을 전국적으로 통주한다. 우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

보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사회보험 전이관리 방법을 확정한 후, 중앙정

부에서 결심하여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증하는 것에서 출발

하여 기초양로금을 전국적으로 통주해야 한다. 현재 기득권을 가진 지역

은 아직도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분산 통주의 기초 위에서 전국 통주를 

실시하고, 지급시 통주에서 성급 통주로 전환하고, 다시금 전국 통주를 

실시하는 것에 비해 분산 통주를 전국 통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12년을 계기로 중앙정부에서 결심을 내린 

후 기초양로금의 전국 통주를 실현할 것을 권장한다.

셋째, 근로자와 고용자 측의 부담비율을 조정하며, 개인계좌를 축소하

고 실체화 한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책임을 분담하는 원칙에 의해 양측에

서 요금을 납부하는 책임을 평등하게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산출 결과에 

의하면, 대체율이 50%이고, 새로운 가입자가 꾸준히 가입하고 있는 기본

양로보험제도는 납부율이 20%일 때 제도 자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국 통주를 추진하고 총 비율을 줄이는 전제 하에서, 근

로자 임금의 상승에 따라 개인 납부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시기 내에 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임금 상승뿐 아니라, 양로보험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 보험 및 복지의 권익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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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개인 납부율은 총 임금의 10%이어야 한다. 

그 중 70% 이상은 기존의 양로보험 사회통주계좌로 남겨 개인 간 상호 

협력과 공제 기능을 향상시키며, 그 외 30% 이하의 금액은 개인계좌에 

들어가도록 주장한다. 즉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임금의 3%를 꺼내 개인계

좌를 실체화(현재, 랴오닝성遼寧省의 개인계좌를 실체화하는데 8%를 사용

하고 있다. 기타 시험 지점의 개인계좌는 대략 3%~7% 수준이다. 수많은 

지역에서는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다)하여 개인계좌를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하루 빨리 개인계좌기금 투자를 운영하고 관리하

는 방법을 제시하여 성급 업무처리기구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당한 방식을 선택하여 피보험자의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

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위탁 대리의 기금투자관리 모델을 명확히 하고, 

공공영역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인 시장화 된 투자정책을 

제시하여 개인계좌기금의 안전과 가치 증식을 이루려는 목적을 이루고, 

투자 위험을 줄여 투자 이윤을 높여야 한다. 

넷째, 역사적 채무(주로 체제를 전환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

상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중 ․ 노년 근로자 노년보장의 역사적 책임은 

전체 양로보험제도의 개혁과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는 하루 빨리 역사적 채무를 갚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비한 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책무를 합리적으로 계산된 기초 위에서 재정적인 보조를 통해 

계속 갚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유자산의 수익을 구분하는 방법을 

통해 관련된 자금을 모아야 한다. 전자는 중 ․ 노년 근로자의 노인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고, 후자는 국유 경제 발전을 통해 책임을 소

화하는 것이자, 중 ․ 노년 근로자의 역사적 책무를 분담하고 있는 젊은 세

대들의 자세이기도 하다. 현행 제도 중에서 역사적 채무는 주로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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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현재 양로금의 개인계좌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보조이다. 다른 하나는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납부기간

이 인정되어 통주기금의 부족분에 대한 보조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책임을 갚아주려고 모은 자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면에 쓰여야 할 것이다. 즉 하나는 개인계좌를 개선해야 하고, 다른 하

나는 현재 양로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조이다. 하지만 양자를 비교해 

볼 때 아직은 후자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④ 제도 운영에 대한 예측 

근로자기본양로보험을 전국적으로 통주하고 퇴직 연령을 연장하려는 

정책을 전제로 한다면, 2040년까지 근로자기본양로보험 사회통주계좌는 

자금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역사적 채무를 갚을 재정은 

주로 개인계좌를 개선하는데 쓰일 것이다33).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

통주와 퇴직 연령을 연장함에 관한 정책은 본 연구 보고의 다섯 번째 

부분 중 ‘부록 1’과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다. 

(3)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

1986년, 국가의 “7 ․ 5” 계획 중에서 각 시범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농촌사

33) 주 : 예측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포함한다. 첫째, 2009년에 이르러, 노동계약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맺은 피고용자(농민 포함)는 모두 기본양로보험제도에 가입한다. 둘째, 2009년부터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데 2049년에 남녀 모두 65세에 퇴직한다. 셋째, 2009년~2013년까지 개인의 납부율은 10%
대로 상승하고(그 중 3%는 개인계좌로, 7%는 사회통주계좌로 들어감), 기업의 납부율은 점차 10%
대로 감소하여 모두 사회통주계좌로 들어간다. 넷째, 체제 전환 비용은 간과한다. 이 부분의 비용

은 당시 양로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부족한 자금 및 개인계좌의 부족에서 나타난다. 계산에 따르

면, 전국적인 통주를 실현하는 전제 하에서 사회통주계좌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역사적 채무를 

갚는다는 것은 주로 개인계좌의 빈틈을 채우는데 쓰이게 된다. 다섯째, 임금 증가율은 8%대이고, 
투자 이윤율은 임금증가율과 동일하다. 여섯째, 기본양로금(사회통주계좌 양로금과 개인계좌 양

로금의 합계)의 대체율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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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험제도를 수립할 요구를 제시했다. 1992년 민정부에서는 “현급 농촌사

회양로보험 기본 방안”을 제정했으며, 조건이 허락하는 지역들에서는 농

촌 사회양로보험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8년 농촌 사회양로보험을 

관리하는 권력은 민정부에서 노동사회보장부로 이관되었다가, 2008년 농

촌 사회보험 업무를 관리하는 권력은 새로 만들어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로 양도되었다. 

① 기본 배경 

첫째, 농민양로보험제도 수립은 시급한 시대적 임무이다. 도시화와 산

업화의 진행이 빨라짐에 따라 중국의 농촌 지역 인구 고령화는 이미 도농 

지역보다 훨씬 높아졌다. 노년 인구의 65% 이상이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가정구조의 핵가족화 및 인구 이동 속도의 증가와 더불어 

가정보장의 기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토지 집약형 경영은 개인의 양로보장 기능을 본격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때문에 수많은 농민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도화적인 조치를 통해 

그들의 노후생활 수준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 기타 근로자

와는 달리 중국 대다수 농민들은 생산책임제 하에서 자체적인 고용 형태

를 띤다. 이로 인해 노동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고용자가 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농민의 고령화 현상은 도시 

지역에 비해 심각하다. 그러므로 농민양로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필연

적으로 국가 재정의 힘을 기초로 해야만 한다. 개혁개방 이래 재정의 힘

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미 농민양로보험제도의 수립을 감당할 정도가 

되었다. 

둘째, 각 시범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양로보험제도에 대한 통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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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가 필요하다. 비록 양로보험의 시범 지역을 실시한 각 지역 중에서 

긴 곳은 10여 년이며 짧은 곳은 10년 이하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경험보다는 교훈이 더 많은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 그 발전 속도가 

완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아직은 명확한 방향을 확정하

지 못해 무질서한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농민들은 아직 제도적

으로 양로보장 체계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농촌양로보험에 가입한 인구는 5171.5만 명이었고, 391.6만 명의 농민이 

양로금을 지급받았다34). 

또한 지급한 양로금은 총 40억 위안에 이르는데, 연말 농촌양로보험료 

적립금은 412억 위안 정도 남았다35). 대다수 시범 지역에서 농민의 양로

보험에 대해 개인계좌 형식을 채용했는데, 이러한 모델은 위험 분산, 상

호 협력과 공제의 기능을 발휘하는 사회보험제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

다. 그리고 농민들의 노동관계가 특수해 양로보험료는 선진국조차도 비

교적 낮은 편이다. 더구나 특수한 토지제도 때문에 국가의 현실에 부합되

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농민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해외의 경험을 참고하고 중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국가에서는 하루 

빨리 개인이 납부하는 요금과 재정 보조를 바탕으로 통일된 농민양로보

험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역시 사회통주계좌와 개인계

좌가 서로 결합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과방식제 모델을 

선택하는 편이 옳다. 즉 개인계좌는 명의계좌 기능만 갖고 있기에, 이를 

위해 자금을 축적할 필요가 없다. 

34) 国家统计局编, 中国统计年鉴 2008, 中国统计出版社, 2008年.
35)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国家统计局, 2007年 劳动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人力资源和社

会保障 홈페이지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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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민들이 요금을 납부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자금을 적

립하면서 초래될 기금 관리와 투자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더구나 현 

세대 사람들의 이중적인 부담도 피할 수 있어 세대 간 균형을 지키는데 

공정하게 부담시키는 규율에 부합된다. 현재 일부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

는 개인계좌 중에서 잉여금은 새로운 제도의 요금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저축으로 전환하여 보충형 양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② 제도 설계 

❒ 피보험자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의 피보험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직접적

인 농업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호적 개혁의 추진과 함께 중

국 도시화 진행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 인구수는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20년경에는 약 5억 명 정도일 것이며, 농민기

본양로보험제도에 가입할 근로자는 약 2억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판단

된다36). 

 

❒ 제도 :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모델, 부과방식제, 질서 있

는 점차적 추진, 전국적인 통일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하는 기본적인 사고는 사회통주와 개인

계좌가 서로 결합된 모델, 부과방식제, 질서 있고 점진적으로 추진, 전국

적인 통일 등으로 개괄할 수 있다.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이 제도의 인센티브 기능에 착안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

36) 도시화 비율은 65% 이상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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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와 발을 맞추어 농민들이 공인이나 도시인 신

분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통주와 개인계

좌가 서로 결합된 모델은 결코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와 같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시 말해 농민의 개인계좌는 명의상 계좌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자금 적립이 필요없다. 

부과방식제를 선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세계 각국의 농민 양로금의 보장수준은 보편적으로 낮은 편이다. 

양로금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농민들의 

양로금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이 제도의 잠재적

인 지급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못된다. 더구나 이 제도의 관리 운영 

대가를 확대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농촌 인구와 관련된다. 2020년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65%

에 이르고, 농민 인구는 대략 5억 명이 된다. 그리고 이 보험제도에 가입

해야 할 인구는 약 2억 명 정도이다. 이렇게 방대한 계층들을 위해 완전한 

저축형 개인계좌를 수립한다는 것은 그 규모가 어떻든 간에 거액의 자금

이 요구된다. 사회의 평균 투자비율이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

에서 엄청난 금액의 안전과 가치를 보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

고 볼 수 있다. 

현재 일부 지방의 기금 저축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투자처가 쉽지 

않은 현상과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발생된 중국 외화 가치의 감소 등은 

모두 기금제도가 일정한 내재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그리고 중국 농촌 

주민은 높은 저축 성향을 보인다. 

그들을 위해 전적으로 저축형 개인계좌를 수립하는 것보다 일종의 양

로저축제도를 수립하거나 그들이 기업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본인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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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민들의 납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양로금의 보장수준이 

낮으며, 기금의 관리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에는 전적으로 저축되는 개인계좌보

다 명의계좌가 더욱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명의계좌의 경우는 

현유 피보험자들이 납부한 요금 그리고 재정에서 보조해준 금액은 기금

의 지급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 

점진적인 방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중국 농촌 지역 간 발전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고, 농민 계층이 빠르게 분화되는 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첫째, 발달한 지역에서 시작하여 점차 미발달한 지역으로 확산시킨다. 

둘째, 감당할 능력을 갖춘 지역에서 시작하여 점차 감당 능력이 떨어지

는 지역으로 확산시킨다. 

셋째, 계획출산 가정에서 시작하여 비계획출산 가정으로 확산시킨다.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분담

해야 할 책임의 비율과 각급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 지역에서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수립했다면, 그 제도를 조건에 부

합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 절대 농민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농민들에게는 국가나 집체에서 보조하는 등 방식을 통해 그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전국적으로서 통일된 제도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시에서 

취직한 인구는 매우 방대한데, 이는 필연적으로 유출 지역과 유입 지역 

사이에 노인부양비율의 차이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각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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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미치는 영향이 변하고, 재정이 감수해야 할 부담 역시 불균형적이

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를 사용하고, 분급화 관리를 실현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중앙정부에서 보조한 자금은 전국농민양로보험을 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상호 협력과 공제 기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여러 지역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이후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와 근로자기본

양로보험제도를 합병시키는 데도 기초가 될 수 있다. 

❒ 자금 조성 모델 : 개인 납부 및 재정 보조 

제2차와 제3차 산업의 고정적인 노동관계를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들

과 달리, 농민들은 매우 오랫동안 자체 고용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근로자와 고용자가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개

인 납부는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출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기본양로보험료 기준을 참조하여 농민들의 실제 소득에서 일정한 

비례에 의해 양로보험료를 징수하고, 정부에서 농민 고용주의 기능을 발

휘하여 관련된 재정 보조를 제공할 것을 건의한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토지의 생산책임제과 집약화, 농업기계화 경영 향

상과 더불어, 중국의 농업 근로자는 농장주와 농민으로 더욱 세분화될 

가능성이 크다. 농장주와 농민공의 노동관계가 형성된다면, 농민공은 기

타 산업의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그들 역시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비

용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농촌 집체 경제 

보조금의 경우 농민의 개인 납부금으로 봐도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농촌

에서 토지나 산림을 경영해서 얻은 수익도 농민들 양로보험의 출처로 

사용할 수 있다. 



254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 지급 모델 : 보장수준을 확정하고 재정에서 최저한도를 보장한다

기타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로보험제도처럼 농민양로보험제도 역

시 노인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확보해주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정한 

연령 요구를 충족시키고 요금을 납부한 기간이 끝나는 농민일 경우 농민

기본양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양로금의 보장수준은 당시 농민의 평균 소득과 피보험자의 납부 상황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확정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피보험자가 요금을 

납부할 시간이 길고, 납부한 요금의 지수가 높을수록 양로금의 보장수준

은 높아야 한다.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의 소득대체율은 50% 좌우의 수

준을 유지해야 한다. 납부기간이 미달한 자들에 대해서는 양로보험 권익

으로 축적하여 일차적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민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개인이 납

부한 요금을 기초로 하는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는 필연적으로 크나큰 

기금 격차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 격차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분담하도

록 해야 하는데, 이는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에 대한 국가 재정의 지원을 

구현해주고 있다. 

해외의 실례들을 살펴볼 때, 일반 재정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농민양로

보험기금 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심지어 어떤 국가들의 통계자료

는 70%에도 이른다. 중국 현행 재정분권제도를 결합하여, 중앙 ․ 성 ․ 현 

등 3급 재정에서 분담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경제 미발달 지역에 대해서

는 이전지불 등의 수단을 통해 중앙 재정에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 관리 체제 :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관리 체제는 반드시 제도 체계에 부합되어야 한다. 비록 농민기본양로

보험제도는 기타 양로보험제도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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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보험 행정 주무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해

야 한다. 업무를 수행할 때 근로자양로보험제도의 정보 시스템과 조직 

기구를 충분히 이용하여 농민양로금의 예산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양로

금을 지급할 때는 시장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 양로금의 사회화된 방식

으로 지급하고, 농민들이 제때에 규정된 양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할 것이다. 

③ 주요 개혁 조치

첫째, 호구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전제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농민기본

양로보험제도 방안을 제시한다. 호구제도를 더욱 개혁해야 한다. 도시에 

정착한 농민들이 토지책임권을 포기할 때 그들에게 관련 복지 보상을 

제공하여 도시 호구로 전환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주민들의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농촌 주민의 부양비율을 계산

하며, 최종적으로 농민양로보험의 개인 납부율을 적절하게 계산한다. 현

재 각 지역의 농민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를 근로자기본양로보험 업무처

리기구들과 합병시켜 운영비용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제도의 효율을 향

상시킨다.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할 때 반드시 토지를 잃은 농민과 농민

공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도시에서 취직한 농촌 인구 중 안정

된 노동관계를 수립한 농민들은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유동성이 강한 이동 인구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어느 제도에 

가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양로보험

료가 누적되므로 유동 인구는 단계별로 납부할 수 있되 이를 합계하여 

산출한다. 토지를 잃은 농민들에게는 그들에게 적용되는 보상제도와 양

로보장제도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즉 토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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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련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지만, 토지를 잃은 농민들에게 관련 

보상을 제공할 때는 그들이 자유롭게 근로자기본양로보험이나 농민기본

양로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에 대한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집

체 경제가 점차적으로 와해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민의 납부금은 농민기

본양로보험제도의 중요한 자금 출처이다. 이는 이 제도의 재무적 지속가

능성에 대해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각 시범 지역의 양로보

험제도가 충분히 표명해주고 있다시피, 재원은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의 

순조로운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출처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에 대한 각급 재정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

기적으로 볼 때, 재정에서는 농민의 양로보험료를 보조해주어야 하지만

(적합한 방법은 정부와 농민 개인이 요금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에서 정부 책임을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임), 장기적으로는 

재정에서 농민기본양로보험기금 부족분에 대해 보조해주어야 한다. 

셋째, 시범 지역의 개인계좌 양로금을 분화하여 처리한다. 현재 실행하

고 있는 시범 지역의 양로보험 개인계좌에서 보충형 양로보험으로 전환

하되 개인계좌를 보류하고 싶은 자들은 계속 보류하도록 한다. 반면에 

보류를 원치 않는 자들의 개인계좌에 대해서는 그 자금과 운영 수익을 

일차적으로 농민 본인들에게 돌려주거나 농민기본양로보험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도 운영에 대한 예측

2020년까지 농민기본양로보험에 대한 재정의 보조는 1800억 위안을 넘

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총 재정지출의 1.2%를 차지할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2049년 전까지 자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예상된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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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농주민노인수당제도

① 기본 배경 

사람마다 부양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국가 발전에서 이미 결정한 국

민 생활의 주요 목표이자, 2020년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 ․ 외 발전 실

천 경험에서 보다시피, 기본양로보험제도의 발전이 빠르고 적용 범위가 

넓다 할지라도, 모든 개인이 적용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

는 각종 원인들 때문에 제도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종종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대규모 60세 이상 도시와 

농촌의 노인(주로 농촌 노인)들은 아직 어떠한 양로보험제도에도 적용되

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떠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노후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일부는 관련 노후생활을 유지하려면 이

러한 양로금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후 경제보

장에 대한 이러한 노인들의 절박감을 더해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중 ․ 청년층이라 할지라도 자아 고용 등의 문제들로 인

해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실업 ․ 질병 등의 문제들 때문에 양

로보험 관계의 중단, 심지어 회복 불가 등의 문제들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러한 상황도 양로보험료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결론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혹은 최소한 이번 전략 

37) 예측의 가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부터 18세~60세의 농촌 주민들은 농민기본양로보

험에 가입할 것이며, 60세부터는 양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둘째, 농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

의 8%를 차지하고, 정부에서는 동일한 금액으로 보조한다. 셋째, 농민기본양로보험제도는 부과방

식제를 실시한다. 첫해의 보험 납부금은 5%의 투자 수익률을 가진다. 넷째, 양로금의 평균대체율

은 50% 좌우이다. 다섯째, 농민의 순소득 증가율은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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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서 기획한 2049년 전까지는 양로보험제도가 어느 정도까지 개선되

더라도 제도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람

들에 대해서, 양로보험제도의 권리와 의무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양로보험제도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반면에 새로운 제

도 설계를 통해 그들의 양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비하여 도농주민노인수당제도를 수립해 기본양로보험제도의 

대상자가 아니지만 양로보장에 대해 절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도록 해야 한다. 현재 중국에도 특수한 노인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당제도인 농촌오보제도, 상호 협력, 무휼제도, 도시

노인수당제도 등이 존재한다. 베이징 등 지방 재정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재원을 바탕으로 도농노인수당제도를 수립했다. 그런데 적은 비용으로 

양로보험제도의 보급화를 실현했으며, 그 결과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

다. 이는 전국적으로 노인수당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귀중한 경험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② 제도 설계 

노인수당제도는 일종의 비납부형 노인보장제도이다. 이는 양로금이 

부족한 노인들이 경제성과를 공유하는데 참여하도록 보장시켜주는 특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양로보험료가 부족한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노인수당제도 역시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양로

보험제도에 가입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수당을 지급받는 노인

은 점차 줄어들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기본양로보험제도에 대한 보충형 

보장제도로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제도 설계의 기본적인 사고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인수당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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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점차 수혜자의 연령 기준을 낮추지만, 최종적으로 법적 퇴직 연령보다

는 높아야 한다. 

❒ 보장 대상자

노인수당제도의 보장 대상자는 일정한 연령 기준을 만족(법정 퇴직 연

령보다 높음)시키고, 실제 소득이 관련 소득 기준보다 낮으며, 공직자양

로금제도, 근로자기본양로금제도, 농민기본양로금제도 등 기본양로금제

도로부터 양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인이어야 한다. 

현재 중국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대략 1억 명 노인은 어떤 형식의 양로

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도 양로보험제도에 

가입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2012년까지 제도적 층차에서 모

든 사람이 양로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는 도농주민노인수당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국가 혹은 지방 재정의 수용 능력에 따라 노인수당제도는 고령수당제

도에서 시작할 수 있다. 즉 우선 전국적으로 고령수당의 수혜 기준을 결

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75세 혹은 70세로 결정할 수 있는데,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의 수용 능력에 따라 수혜 기준을 

일정하게 내릴 수 있다(하지만 최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령이 높을

수록 혜택 수준이 높아진다는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함). 

반면에 미발달한 지역에서는 고령수당의 수혜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

다. 지역의 차이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지방 재정의 수용능력이 더욱 향

상된 후 수혜 기준을 점차 낮추면 되지만, 최소한 법적 퇴직 연령보다 

높아야 한다. 국가 재정에서는 고령수당에 대해 전문적인 예산을 마련하

고, 재정 이전지불 등 방식을 통해 미발달한 지역의 고령수당과 노인수당

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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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설계 : 일반수당 + 특수수당 

현실 가운데 여러 노인 계층들은 신분적인 격차를 갖고 있다. 이러한 

신분적인 격차를 하루 사이에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

로 노인수당제도를 수립하는 데도 일정한 격차를 허용해야 한다. 현 단계 

합리적인 노인수당제도는 일반적인 수당과 특수수당 등 두 부분으로 형

성되어야 한다. 일반수당은 연령조건과 소득조건에 부합되고, 정식적인 

양로보험제도 보장이 없는 노인들이면 모두 지급 가능한 수당이다. 이는 

사회 공평의 원칙과 보장수준의 균등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최저 양로금의 일정한 비례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생활원 부족분을 

어느 정도 개선해야 한다.  

특수수당이란 노인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신분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 노인들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주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계획출산 부부 중의 적령 노인, 장애 노인, 오보호 조건에 부합

되는 노인, 무휼조건에 부합되는 등의 노인들이 포함된다. 그들은 일반수

당을 얻는 동시에 일정한 수준의 특수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두 부분을 

포함한 보장수준은 제도가 분리될 때 얻는 수당 수준보다는 높아야 한다. 

이는 역사를 인정하고 제도의 연관성을 유지하는 필연적인 선택이자 사

회의 공정 원칙에 부합되는 선택이다. 

 

❒ 자금 조성 모델 : 재정에서 예산 집행하고 각급 정부에서 책임진다

도농주민노인수당제도는 재정을 바탕으로 하는 비납부형 노인보장제

도이다. 이로 인해 노인수당의 지출은 반드시 정부의 예산 속에 포함되어

야 한다. 이 제도는 주로 지방정부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업무권과 재

정권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한다면, 지방정부 예산에서도 일정

한 지출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재정 체계와 각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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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이 불균형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노인수당제도에 대해서는 각급 

재정에서 서로 분담하고 중앙과 성급 재정에서 이전지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거나 중앙 재정에서 전국적으로 고령수당의 지출을 책임지고, 지

방 재정에서는 퇴직 연령보다 높은 노인수당의 지급을 책임지도록 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에서 책임지는 노인수당제도를 수립하

고, 각급 정부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노인수당제도의 수립 

사업을 추진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성과 긴박성에서 출발한 것일 뿐

만 아니라 비교적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갖고 있다. 

 

❒ 지급 모델 : 혜택은 확정하고 분류하여 진행한다

노인수당제도의 기본 목적은 양로보장제도에 적용되지 못한 도농노인

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또한 노인수당제도는 일종의 비납부

형 노인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그 보장수준은 기본 생활과 접히 연관되

어 있다. 그러므로 현지의 평균 최저생활 기준에 의해 노인수당을 지급하

고, 최저생활보장 기준에 따라 일정하게 조정할 것을 건의한다. 

그 전제는 최저생활보장 기준이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된다는 것이다. 

도농주민노인수당제도의 기본 설계에 따라 일반수당은 평균 최저생활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수당은 주무 부서에서, 여러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들에 대한 분류를 거쳐 그 기준을 확정한 뒤 물가지수에 

의해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수당의 지급 방식은 사회화된 개혁 방향

을 준수해야 한다. 즉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통해 지급받는데, 이는 수혜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리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관리 체제 : 지방에서 책임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도농주민노인수당은 지방정부에서 책임질 것을 권장한다. 이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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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더 가깝고, 국민들의 실제 생활 형편을 잘 

알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농 주민 노인수당은 

자산조사를 기초로 하는데,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자산조사에 유리하

다. 더구나 여러 지역에는 일정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정부에서 보충형 노인수당제도를 수립하여 지방 주민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노인수당제도는 어느 정도 집중적인 관리가 실시되어야 한다. 즉 민정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중 관리를 

진행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전제조건이 있다. 현행 관련 노인수당제도의 

예를 들면, 계획출산 가정, 노인지원제도, 오보호제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휼제도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관련 특수수당을 책정해야 한

다. 집중적인 관리의 목적은 관리 운영의 효율을 꾀하고, 노인수당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제도가 분화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제도의 공평

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③ 제도 운영에 대한 예측 

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노년 인구 중 80세 이상 인구는 총 

인구의 1%, 75세 이상 인구는 2.5%, 70세 이상 인구는 4.5%를 차지했다. 

현재 도시와 농촌 노인의 비례는 약 1 : 3으로, 이 중 도시 노인의 약 10%

는 양로금이 없으며, 농촌 노인 중에서 대략 80% 이상이 양로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수당제도는 주로 농촌 노인을 대상

으로 하는 복지형 노인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노인(고령)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80세로 정하면, 이미 

퇴직금과 양로보험료를 지급하고 있거나 오보호 및 노인복지원의 도움

을 받는 노인들을 제외하면 대략 800만 명의 노인이 보장 대상자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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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만약 모든 노인에게 매년 500원~1000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면, 매년 45억~85억 위안의 보조금을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 75세 기준 

시 금액은 100억~200원이고, 기준을 70세로 낮춘다면 200억~400억이 소

요된다. 

65세 이상 조건에 부합되는 노인들이 모두 노인수당을 받는다고 가정

할 경우, 60세 이상 노인은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2025년 이전까

지는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노인들은 비교적 많을 것이다. 하지만 2025년 

후에는 기본양로보험제도의 보급화와 함께 이 통계자료는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최저생활 기준에 의해 금액을 지급하고, 최저생활보장 기

준이 매년 5%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가정한다면 예측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제도를 보편적으로 수립한다면, 2009년 노인수당에 사용될 국가 재

정지출은 약 1100억 위안이다. 그리고 이후로는 계속 내려가 2020년에는 

약 350억 위안, 그 후에는 300억 위안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노인수당의 지급은 공공부조에 사용될 국가 재정을 사용하기 때

문에 재정의 총지출에 미치는 이 제도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다시 

말해, 현재 중국의 재정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4. 중요한 정책 건의

 

양로보험제도를 낮은 층차에서 높은 층차으로 발전시키는 목표를 실

현하려면, 일부 중대한 정책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혁 사고와 발전 경로

가 필수적이다. 확실한 목표가 설정되고 사고 방향이 정확할수록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고,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정책을 결정해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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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실행 과정에서 부딪친 난제들 때문에 현실에 굴복해 양로보장 체계

의 수립과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양로보장 체계를 수립하

는데 필요한 중대한 정책 문제를 과감한 조치를 통해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 문제들이 포함된다. 기본양로보험제도

의 전국 통주, 퇴직 연령의 연장, 체제 전환을 위한 비용 분담, 감독 체제, 

업무처리기구 및 전략 예비기금 등 앞에서 언급한 6개 방면에 대해 명확

한 정책 건의를 하고자 한다.

 

(1) 3단계를 1단계로 전환 :

   기본양로보험의 전국 통주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현재 기본양로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적으로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반드시 기본양로보험의 전국 통주를 추진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 가입자들의 납부 기록을 명시하고, 각종 보험 탈퇴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통주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제시

해야 한다. 그리고 2012년 이전까지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 통주의 목

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데 현실적으로 긴박하다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목표인 

동시에 현실적인 긴박성을 갖고 있다. 

첫째,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 것은 제도의 공평성

과 유효성의 본질적인 요구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동시장을 유

지하는 내재적인 요구이자, 이 제도의 재무적인 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객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제도의 객관적인 규율 존중과 시장

경제의 객관적 요구에 대한 준수는 이 제도의 양호한 수립과 함께 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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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본양로보험제도가 지역에 따라 분할되어 있고, 통주 층차가 낮

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 이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직접적

으로 저해하고 있다. 현재 중국 대다수 지역의 통주 층차는 아직도 지급

시, 심지어 현급 층차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낮은 층차의 통주 수준은 

지역에 따라 양로보험료의 부담이 불균형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공평적인 환경에 불리할 뿐 아니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기금을 동일하게 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부 지역

의 기금에는 여유가 생기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정의 도

움을 받아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동 인구의 양로보험 권

익에 피해를 주고, 대규모 농민공들이 보험에서 탈퇴하는 등 부정적인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전국 통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 단계 노동시장의 통일을 이룩

할 수 없다. 더구나 노동력 양로보험 권익이 침해당하고, 양로보험 비율

이 전체적으로 높으며, 각 지역의 부담비율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제도

의 자체적 발전이 어렵다는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러므

로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 것은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조치이자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조치이다.  

셋째,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 것은 당과 정부에서 

이미 확정한 목표이다. 당의 16기 3중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고 통과한 <사

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에 관한 몇 가지 결정> 중에서는 이미 점차적

으로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 통주를 실현할” 것을 명확하게 제출했

다. 전국 통주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동시장을 수립하는 필연적 요구이

다. 그 후 당 중앙의 수차례 정책 결정 및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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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도 양로보험의 전국 통주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다시금 제시했

다. 그러므로 이는 제도 발전의 객관적인 규율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추세

로, 지금 이 목표를 실현할 시기가 다가왔다.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 통주를 실현한다는 실질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 관리기구, 납부율, 양로금 계산 방법을 통일시킨 기초를 바탕

으로, 전국적으로 양로금을 동일하게 징수하고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통일된 관리기구는 전국 통주의 조직적 기초이다. 그러

므로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중앙에서 책임지는 양로보험 업무처

리기구를 지방에 설치해 양로보험기금의 징수 ․ 관리 및 지급을 책임지도

록 해야 한다. 

통일된 납부율은 기업이 소재한 지역이나 개인이 사는 지역이 다르더

라도 동일한 납부율을 부담할 것을 의미한다. 양로금을 동일하게 계산하

고 지급하는 것은 이미 실현되었다. 양로보험 기금을 동일하게 징수하고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구현이

다. 이는 업무처리기구들이 기본양로보험료를 동일하게 징수하고, 전국

적으로 연계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앙의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

가 통합하여 중앙 업무처리기구에서 각 지역의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재원을 지원할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특히 강조할 사항은 근로자기본양로보험의 전국 통주는 기본

양로보험제도 중 기초양로금의 전국 통주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초양

로금 중 개인계좌 부분은 성급 사회보험 업무처리기구에서 책임지고 관

리하며, 시장 시스템을 통해 투자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된 

피보험자 감독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 것은 결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임금 

기준에 따라 양로금을 계산하고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국 통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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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한다는 전제 하에서 근로자들은 실제 임금(비전임 근로자 등의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피보험자들에게 현지의 사회 평균 수준을 참고할 

수 있음)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초양로금은 현지의 평균 임금과  

개인 임금을 지수로 삼아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평한 경쟁 시장 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필연

적인 전제이다.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 통주를 실현해야만 여러 지역

의 기업 납부율을 통일시켜 기업 간 공평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

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통일을 유지하는 조

건 하에 시장경제가 요구에 의해 인력자원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이동시 그들의 양로보장 권익에 피해를 입지 않고, 

기본양로보험제도의 공평성과 유효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지역에 거주

하거나 소득이 있는 계층들이 책임 분담의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

써 양로보험기금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 제도는 

자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거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② 3단계를 1단계로 전환 :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 통주를 추진하는 절차

전국 통주의 목표를 설정한 이상,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 절차가 기본양

로보험제도를 개혁하고 개선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전

국 통주를 실현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방안이 있다. 

하나는 3단계 전략이다. 이 사고는 현재의 현급 통주에서 지급시 통주

를 실현하고, 지급시 통주에서 성급 통주을 실현하며, 성급 통주에서 국

가 통주를 실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단계 전략이다. 지급시 통주에서 성급 통주는 필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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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거쳐야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역적으로 분할된 현실에서 

출발하여 1단계를 거쳐 직접적으로 전국 통주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사고를 비교 검토한 결과, 1단계 전략이 비용과 대가가 가장 

낮고 제도 수립에 가장 유리한 방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 주요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의 양로보험의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 전략은 기본양로보험의 

자체적 균형과 발전에 유리하다.

통주 층차가 낮은 상황에서 지역 간 양로보험료는 충분히 조정하여 사

용할 수 없다. 설사 성급 통주를 실현한다고 해도 성 간 자금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중국의 여러 성 간의 고령화 현상은 현저한 격차가 

나타내고 있다. 2006년 퇴직자 부양비율이 가장 낮은 광둥성(0.153)에 비해 

퇴직자 부양비율이 가장 높은 총칭重慶시(0.718)는 4배나 높다. 이는 일부 

성에서의 기금 여유와 일부 성에서의 기금 부족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부양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공공재정은 과중한 

재정 압박을 받기 마련이다. 그리고 2006년 전국 퇴직자 부양비율은 0.402

였는데, 같은 시기의 전국 23개 성 ․ 구 ․ 시의 부양비율보다 낮다. 이로 인

해 일단 전국 통주를 실현해 양로보험료를 전국적으로 조정하여 사용한

다면 최소한 23개 성 ․ 구 ․ 시의 재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며, 중앙 재정

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다. 그러므로 1단계를 거쳐 기본양로

보험의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 것은 기금의 지역적 분할을 해소하여 재정

과 양로금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 양로보험제도의 자체적 평형과 발전

에 유리할 것이다. 

둘째, 1단계의 양로보험 전국 통주를 실현하려는 전략은 공평과 효율의 

원칙에 더 부합된다.

현급 통주에서 지급시 통주로, 다시 성급 통주에서 최종적으로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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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주를 실현함에 있어, 각 단계의 통주 절차 때마다 직면하는 곤란과 문

제는 본질적으로 같다. 하지만 3단계를 걸쳐 통주를 실현하려면 세 번의 

대가와 비용을 치러야 한다. 3단계 전략은 부담이 불공평하고 일부의  

권익에 피해를 주며,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 차례 변화를 꾀하는 제도는 양로보험제도의 안정성

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에 1단계 전략은 사회 공평의 원칙에 부합될 뿐 아니라 한 번의 

대가와 비용만 치루며, 거듭 제도를 바꾸는 등 제도의 안정성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 또한 성급 통주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동일한 성의 각 

시들 간에 관계를 조정해야 하지만, 전국 통주를 실현하려면 성과 성 사

이의 관계를 조정시켜야 한다. 

1991년의 <기업 근로자 양로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서는 이미 성급 통주의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부 성에서만 

성급 통주를 실현했다. 대다수 성에서는 아직도 성 단위로 기금을 조정해 

사용하고 있는데, 상호 협력과 공제 기능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만약 3단계 전략을 선택한다면, 현재 동일한 성의 각 시들 간에 이익 

관계를 조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전국의 성들이 성급 통주를 실현한

다면 성급 수익이 고정될 것인데, 그때 가서 다시 성과 성 간의 이익을 

조정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에서 볼 때, 중국 성과 성 간의 사회 ․ 경제 발전

의 격차는 동일한 성의 각 시들 간에 존재하는 격차보다 심한 편이다. 

만약 격차에만 착안해 제도 통일의 필요성과 긴박성을 뒤로 미룬다면, 

성급 통주에서 전국 통주로의 전환은 더욱 불가능할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오직 일부 지역에서만 대규모 기금을 적립

했다. 또한 이러한 이익은 아직 완전히 고정화되지 않았으므로, 현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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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양로보험의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판단된다. 그

러므로 국가에서는 시대적 기회를 잡아 3단계 전략을 포기하고 가장 적

은 대가로써 기본양로보험의 전국 통주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1단계의 양로보험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 전략은 업무권과 재정권이 

결합되는 원칙에 더 부합된다. 

통주 층차가 높은 양로보험제도의 재정권과 업무권에 대한 분배가 다

른 각급 정부 간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통주 층차가 낮은 상황 

하에서 양로보험을 관리하는 업무권은 각급 지방정부에서 소유하고 있

다. 반면에 양로보험료가 부족 할 때는 재정에서 책임지는데, 주로 중앙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즉 양로보험제도의 재정권과 업무권은 통일되

지 못했다는 뜻이다. 

지방정부에서 재정 분권제도를 실시하고 지나치게 정책성과를 중시한

다면, 설사 양로보험의 성급 통주를 실현한다 해도 성급 정부에서는 부족

한 기금에 대한 보조 책임을 중앙정부로 넘기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급 통주는 이 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익 배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사람이 나이 들어 부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는 양로보험제도에 대한 재정

권과 업무권은 중앙에서 주도하고, 지방정부에서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실례들을 보더라도, 양로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보조는 중

앙정부에서 책임지고 있다. 그러므로 1단계의 양로보험 전국 통주를 실

현하는 전략은 업무권과 재정권이 결합되는 원칙에 더 부합된다. 이는 

각급 정부들 간의 양로보험제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구분하는데 유리

하기도 하다.

넷째, 1단계의 양로보험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 전략은 현실적인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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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데 유리하다.

중앙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한 양로보험 이전지불은 적극적인 조

치이다. 하지만 양로보험의 전국 통주를 실현해야만 그 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양로보험제도가 지역에 따라 분할되

었다면, 노동력이 자주 이동함에 따라 양로보험 관계도 빈번하게 전이되

어야 하는데 이는 제도의 운영비용을 높이기 마련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권익에 피해를 주거나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함으로 

인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데, 이는 제도의 효과에 장애가 될 것이다. 그

러므로 기본양로보험의 전국 통주를 실현해야만 이동 근로자들의 권익

을 보장해줄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3단계 전략은 겉으로 보기에 

안전한 듯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비용이 매우 높고 당면한 문제도 많

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측한 기초를 근거

로, 2012년 전에 전국 통주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확정할 것을 건의한다. 

전국 통주를 실현하기 전에는 과도기적인 방안을 채택해야 하는데, 여기

에는 양로보험 피보험자의 납부기록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③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 통주를 실현할 때 올바르게 처리해야 할 몇 

가지 문제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 통주는 이 제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과 관련된 중대한 변혁으로, 몇 가지 문제들을 올바르게 처리해야만 한다. 

첫째, 양로보험 피보험자의 납부기록제도가 전국 통주의 과도기 조치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12년까지 전국 통주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설정한 이상, 성급 통주나 

시급 통주를 개선하는 단기 목표로 설정해 추진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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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양로보험 피보험자의 납부기록 규정을 제정

해 제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한 가지 통주 구역에서 다른 통주 지역으로 

이동해 취직할 때, 이전 지역에서는 양로보험에 가입했다는 납부 기록과 

권익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전국 통주를 실현한 뒤 통일된 납부기

간을 계산하고 관련 혜택을 확정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각 

지역의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양로보험 전이 수속과 중복 수속을 피할 수 

있고, 근로자들 역시 보험 탈퇴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관리와 운영의 시각에서 보거나 개인 권익의 

시각에서 볼 때 모두 효과적인 조치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집중된 기본양로보험 업무처리 체제를 수립하

고,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 조직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중국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는 지역에 따라 분할된 관리 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업무처리기구들은 상급 업무처리기구가 아닌 지방정부에

서 책임을 진다. 재정 분권 체제와 정치성과에 대한 지방정부의 단면적인 

강조 하에, 지방의 양로보험이 일단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상급 정부 재정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진다. 이는 양로보험제도의 자체적 

발전과 개선에 불리하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관리 체제는 기금의 지역적 

분할을 조성하여 기금 안전에 불리하다. 그러므로 지역에 따른 관리 체제

는 통주 층자가 낮은 현실적 문제이며, 기본양로보험의 발전 규율과는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전국 통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중되고 통일된 업무처리기구 설립

이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는 업무처리기구의 성질과 명칭 통일을 바탕으

로 조직 인사의 수직적인 관리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즉 하급의 업무

처리기구는 상급의 업무처리기구에서 책임지고, 지방의 업무처리기구는 

중앙의 업무처리기구에서 책임져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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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통주를 실현한 후에는, 지방 업무처리기구는 양로보험료를 징수

하고 중앙 업무처리기구는 전국적으로 양로보험기금의 소득과 지출에 

관한 예산을 제정해야 한다. 통일되고 집중된 업무처리 관리 체제는 양로

보험기금의 통일된 징수와 통일된 지급을 실현하는 조직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국 통주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집중된 양로보험 업무처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신 ․ 구제도 재무 분리를 실시하고, 증량의 개혁 원칙 준수는 통합을 

저해하는 부분을 줄이는 합리적인 조치이다. 

현재, 전국 통주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지역들은 적은 편이지만, 반대

하는 주요 원인은 현재 잉여금이 전국 기금에 통합될까 하는 걱정 때문이

다. 그리고 그 지역의 퇴직 양로 혜택이 혹시나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퇴직 양로 혜택이 줄어들까 하는 것은 솔직히 불필요한 걱정이다. 

그 이유는, 양로금의 소득대체율은 전국 평균지수에 따라 계산하고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임금수준을 기초로 지급되는 것이라는데 있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양로보험료

도 높기 마련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원인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형성된 양로보험기

금 적립은 객관적으로 볼 때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 통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주요 저해 요인이다. 이에 대비하여 신 ․ 구제도의 재무 분리를 

실시하고 증량의 개혁 원칙을 준수할 것을 건의한다. 즉 구계좌는 관대하

게 처리해 전국 통주 이전에 형성된 양로보험기금 적립은 지방 소유로 

중앙에 귀속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한다. 

또한 전국 통주 이전에 생긴 적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일정한 

비례에 따라 분담하도록 한다. 반면에 새 계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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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권장한다. 즉 전국 각 지역에서는 통주를 실현한 날부터 중앙의 

통일적인 제도 하에 반드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통일

적인 납부율로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도의 통일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양로보험 잉여금 사용처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성 보충형 양로보험료 등을 

마련할 경우 적어도 근로자양로보험 영역에 사용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신 ․ 구 계좌를 관리한다면 증량 개혁을 통해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데 있어 관리와 운영상의 비용 문제를 상대적으로 수월

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기본양로보험 전문예산제도 수립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책임 

분담과 인센티브 시스템을 명확히 한다. 

기본양로보험제도의 전국 통주를 실현한 조건 하에서, 중앙과 지방의 

권리 책임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독려

와 통제 시스템을 수립하며, 중앙 재정에 대한 의존성을 방지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관건적인 문제들이다. 

기본양로보험 단독 예산제도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리

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한다. 기본양로보험 예산제도 하에서, 

양로보험 행정관리 부서에서 각 지역의 피보험자와 임금수준에 근거하

여 현지의 양로보험료를 확정하고, 각 지역 퇴직자에 맞춰 양로금 지급을 

확정해야 한다. 

그런 뒤 지방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에서는 확정된 이 징수금에 근거

하여 양로보험료를 징수하고, 징수금을 중앙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에 

납입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에서는 다시 이 지출 

금액을 각 지역으로 분배해야 한다(조정금은 사실 각 지역 양로보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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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양로보험료를 지급할 때의 격차이다. 여기에는 적자와 잉여가 포함

된다). 현 단계에서 각 지역 대다수 양로보험기금의 부족분은 체제를 전

환하면서 생긴 비용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급 정부는 현 단계의 부족분에　대해 재정 보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각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과 고령화 정도에 따라 전국

에서 통일된 보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급 재정의 지출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명확한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함으

로써 지방정부에서 흥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책임 분담비율을 확정하려

는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제도 전환이 실현된다면, 중앙정부

는 양로보험기금 운영의 최후 담보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 재정과 

국가 양로보험의 전략 예비기금은 양로금 지출을 보조해주는 주요 책임

을 짊어져야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1단계에서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 것은 제도

의 발전 규율에 부합되고, 제도의 장기적인 이익과 거시적인 이익에 부합

되는 최선의 선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

고 실천 과정 에서 발생한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필연적

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현실적인 긴박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중앙정부에서는 과학적으로 예측한 기초를 근거로, 국가의 전반적

인 이익과 제도의 건강성, 지속가능한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전국 통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퇴직 연령 연장을 점차적으로 추진

퇴직 연령을 연장시키는 것은 인구의 수명이 늘어나고 인적자본의 투

자연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비한 필연적 조치이다. 또한 인생 

주기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자 양로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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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필수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퇴직 연령 연장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현재 퇴직 연령을 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2040년에는 

남녀 모두 65세에 퇴직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여성을 우선으로 하고, 

그 후 남성에게 적용하여 근로자의 퇴직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퇴직 연령은 아직 1950년대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즉 남

자 직원들은 60세, 여직원들은 50세, 여성 간부들은 55세에 퇴직한다. 인

구의 평균수명 증가 및 교육을 받은 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행 퇴직제도는 개인의 생명 주기에서 차지하는 취업 연수의 비례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는 세대 간 공평에 불리할 뿐 아니라, 양로보

험제도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오늘날 하루빨리 퇴직 연령

을 연장해야만 한다. 

 

① 퇴직 연령 연장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사회 ․ 경제가 발전한 

필연적 요구이다

첫째, 퇴직 연령의 연장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필연적 결과이

다. 인구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퇴직 연령을 연장시키는 근본

적인 원인이다. 최근 반세기 동안 중국의 평균수명은 20세기 50년대의 

50세 정도에서 2005년 72.9세으로 높아졌다38). 낮은 수준의 법적 퇴직 연

령과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인간 평균수명 사이에 갈수록 격차가 

생겨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선진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보통 65세 

이상으로 계속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별의 시각으로 볼 

때, 중국의 현행 퇴직제도는 불합리한 편이다. 비록 여성들의 평균수명이 

38) 卫生部统计信息中心에서 반포한 ｢2003–2–7年 中国卫生发展情况简报>，中国人民共和国卫生部
网站에 실렸음, 2008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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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보다 길지만, 남성들에 비해 퇴직 연령은 10년 혹은 5년이나 빠르다. 

이는 성 차별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양로금의 보장수준에

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특별히 지적할 점은,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양로기금이 

충분한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퇴직 연령을 연장하면 

제도의 부양비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양로보험제도의 재무적인 지속가

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퇴직 연령을 연장시키는 필연적인 

결과이지 결코 퇴직 연령을 연장시키는 원인은 아니다. 

둘째, 퇴직 연령을 연장시키는 것은 인적자본의 투자 수익을 높이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퇴직 연령 연장은 생명주기의 합리적인 분배를 실현

하는데 있어 필연적인 요구이다. 사람들이 교육 받는 연수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개시연령도 높아질 것이다. 

통계자료가 표명하다시피, 중국의 평균 교육 연수는 1982년 5.2에서 

2005년 7.83년으로 높아졌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평균 나이는 16세에서 18

세로 높아졌다. 이 두 가지 지표는 아직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적

자본 투자주기의 연장은 근로자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는 퇴직 연령을 연장시키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인적자본을 육성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

의 개시연령이 높아지며, 평균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오늘날 만약 

퇴직 연령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실제 취직시간은 지속적으로 하향곡선

을 그릴 것이다. 이는 개인의 생명주기 구조에 불리할 뿐더러, 개인의 생

명주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취직시간 비례를 낮춰 인적자본 투자 수익의 

최대화에 불리하다. 

한 가지 사회를 놓고 말한다면, 개인 생명주기 구조의 불합리는 사회의 

노동생산율의 향상을 저해하며 사회의 총체적 발전에 불리하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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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로자들의 인적자본을 육성해 효익을 최대화하고 개인 생명주기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해서 반드시 퇴직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 

셋째, 퇴직 연령을 연장시키는 방안을 즉시 시작해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퇴직 연령을 연장시키는 방안은 세대 간 이익을 조정하는 것과 관

련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므로 

최선의 선택은 비교적 긴 주기를 거쳐 점차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

으로써 각 세대와 계층 간 이익의 공평에 유리하고,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퇴직 연령을 연장시키는 방안은 충

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천천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에서는 과감하게 정책을 결정, 즉시 착수하고 진행해 2010년부터는 퇴직 

연령을 연장시키는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이 작업을 뒤로 미룬다면 남녀 간의 불평등 그리고 세대 간의 불공

평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층 간, 세대 간의 사회 

모순도 점점 격화될 것이다. 또한 기본양로보험제도에도 장기적으로는 

불리한 영향을 주어 필연적으로 정부에게 압박을 주게 될 것이다.

 

② 퇴직 연령 연장의 기본 전략 : 여자 먼저, 남자 다음 그리고 점차적 추진

사회 ․ 경제 발전의 변화 추세,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연장 그리고 미래 

30년의 노동력 공급 ․ 수요 관계의 변화 추세에 착안하여 2040년까지 퇴직 

연령을 남녀 모두 65세로 설정하는 것은 적합한 목표이지만, 일정한 여유

는 남겨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착수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첫째, 현행 퇴직 연령의 규범화를 기초로 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조기 

퇴직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비인기 업종에 종사

하는 근로자들이 조기 퇴직하고 있는 탓에 실제 퇴직 연령은 법적 퇴직 

연령보다 무척 낮은 현실이다. 그러므로 퇴직 연령을 높이기 위한 기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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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업은 현행 퇴직 연령 정책을 엄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 양로금지급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들이 퇴직 연령의 규정을 준수하

도록 유도한다. 

• 각종 비규범적이거나 비정상으로 퇴직하는 행위를 통제하며, 특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국가는 관련된 정책을 

하루 빨리 제시하고, 구체적인 업종 범위를 명확히 해 엄격한 심사제

도를 제정해야 한다. 

• 감독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예를 들면 조기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공시제도를 수립하여 직원들의 명예 권리, 개인사적 권리를 침

범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직원들의 명단과 성별 그리고 이유 등을 

정리하고 공포하여 사회와 직원들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이와 동시

에 조기 퇴직한 근로자들이 소속된 기업 혹은 단위에 대한 처벌 강도 

강화를 통해 퇴직제도를 규정한다.  

둘째, 여자 먼저, 남자 다음으로 시행한 뒤 점차적으로 남녀가 같은 나

이에 퇴직하도록 한다. 현재 여성들의 퇴직 연령 기준은 남성들에 비해 

무척 낮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긴 주기를 가지고 퇴직 

연령을 점차 높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자 먼저, 남자 다음의 기준을 지킬 

것을 권장한다. 즉 2010년부터 여성들의 퇴직 연령을 늘리고, 2015년부터

는 남성들의 퇴직 연령을 연장시켜 2040년경에는 남녀 모두 65세에 퇴직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퇴직 연령 연장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여성 근로

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해야 한다. 현행 퇴직 연령과 퇴직자들의 

선택을 근거로 계층을 나눈 뒤 점차적으로 퇴직 연령을 연장시키는 정책

은, 이를 실시하는데 있어 감수해야 할 저해 요소를 줄이는데 유리할 뿐 

아니라 그 실행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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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퇴직 연령 기준을 조금씩 높인다. 20세기 90년대 일부 OECD 나

라들은 최저 퇴직 연령 기준을 높였으며, 21세기부터 새로운 기준을 사용

하기 시작했다. 퇴직 연령을 높이는 나라들은 종종 점진적인 방식을 통해 

이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퇴직 연령의 연장은 개인의 직업 생애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대 간 이익 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점진적인 전략을 통해 퇴직 연령을 점차 높이도록 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간부)의 경우, 만약 2010년부터 퇴직 연령을 50세(55세)에

서 2040년 65세로 연장시킨다고 하면 매년 6개월(4개월) 정도 연장하면 

곧 실현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도, 만약 2015년부터 현재의 60세에서 

2040년 65세로 연장하면 매년 2개월만 연장시켜도 앞당겨 실현할 수 있

다. 구체적 실시시기는, 전기에는 속도를 서두르고 후기에는 일정하게 속

도를 낮추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진적인 방식은 비록 

제도의 실현 과정을 길게 연장시킬 수도 있지만, 퇴직 연령을 연장함으로 

인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사회의 공평 

원칙에 부합되어 개혁의 저해요소를 줄이는 데도 유리하다. 

퇴직 연령 연장시 점진적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가는 시급히 이 정책의 실체화에 착수해야 한다. 이 작업을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이후 매년 연장해야 할 시간은 길어질 것이다. 이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이 직면할 저해요소가 커질 것임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③ 퇴직 연령 연장은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볼 때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취업인구에 일정한 영향

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퇴직 연령의 높고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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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시적인 취업인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것과 취업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취업률은 퇴직자가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수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 창조한 일자리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 사회 ․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수도 

증가할 것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 부족 현상”이

나 인건비 상승 현상은 노동력 잉여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없음을 

표명하고 있다. 10년 후, 20년 후 특히 30년 후 중국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 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노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것

은 미래 20년~30년 사이에 발생할 노동력 공급과 수요 관계의 전환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대책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퇴직 연령의 연장은 청년들의 취업을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중국의 노동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노인들의 취직과 젊은이들

의 취직은 절대적인 대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원인 때문이다. 퇴직 연

령이 낮아 노인들이 “퇴직했으나 쉬지” 않은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다. 

대규모 퇴직 노인들은 소득이 있는 노동에 참여하고 있기에 전체적으

로는 젊은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다. 노인들이 

퇴직 후 가정에 복귀할지라도 노인들의 사회노동을 가정노동으로 전환

시킨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 이는 가정 서비스업에 대해 직접적인 대체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점진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식은 취업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 감소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사람들이 현재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는 취업에 대한 퇴직 연령의 

연장은 전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50% 이상의 퇴직 노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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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퇴직했지만 쉬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간과했으며, 점진적

인 전략의 영향력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사실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정책

이 타당하면 취업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 퇴직 연령을 연장하면 근로자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국가 경제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데 유리하다. 이는 인생주기에 대한 수명 연

장의 영향에 대비한 효과적인 방식이다. 

• 노동력 잉여 현상의 점차적인 소실에 대해 일정한 보상 효과를 탄생

할 수 있으며, 미래에 발생할 노동력 공급과 수요 관계의 전환에 대해 

일정하게 준비할 수 있다. 

• 퇴직 연령 연장은 인력자원을 절약하고 국민의 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마련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일부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자리에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기술자가 

근무한다면 높은 생산율을 보증할 수 있다. 

• 퇴직 연령 연장은 양로보험율을 낮출 수 있다. 이는 근로자들이 노동

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도록 독려할 수 있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유리할 것이다. 

• 보장수준이 일정할 시 퇴직 연령을 연장하면 양로금의 지급을 줄일 

수 있다. 절약된 이 부분의 자금은 일자리 취업률을 높이는데 투자하

여 쓸 수도 있다. 

이밖에도 퇴직 연령을 연장하면 잠재적인 가사노동 일자리를 사회노

동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이롭다. 

 

(3) 책임 분담 : 체제 전환 시 발생한 비용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한다 

단위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던 원래의 노동보험제도에서 현행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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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전환할 때 비용을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비용 문제는 현재 중국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의 개혁과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그러므로 현재 피보험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이 주도하고, 정부 ․ 기업과 개인이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수립하여 

비용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할 것을 건의한다. 재정 보조금의 성질을 

명확히 하고, 공개적 보조에서 비공개적 보조로 전환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유자산의 수익을 분배하여 이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① 체제 전환 시 발생한 비용 문제는 기본양로보험제도의 개혁과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다

체제 전환 시 발생한 비용은 국가‒단위보장제에서 국가‒사회보장제로 

전환하고, 부과방식제에서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함된 재무 시

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국가‒단위보

장제 하에서, 퇴직자들의 양로금은 전적으로 기업에서 지급(국가 재정은 

최후 책임을 보증함)했고, 부과방식제를 사용했다. 하지만 현행 사회양로

보험제도 하에서는 퇴직자의 양로금은 주로 보험료로 구성된 양로보험

료에서 지급하고, 보장수준은 개인 납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사회통

주와 개인계좌를 서로 결합한 특수 재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 개인계좌는 개인 적립형에 속한다. 국가‒단위보장제에서 피보

험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지만, 현행 사회보험제도에서는 개

인 양로금은 개인이 납부하는 요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또한 

부과방식제 자금 모델과 저축형 자금 모델의 모순으로 인해 체제 전환 

시 비용이 생겨났으며,  자금 지급 시 국가 재원과 양로보험기금 간 모순

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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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비용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했으

며, 새로운 제도 역시 순조롭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 비용 문제는 양로보

험제도의 개혁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제도 전환을 실현하는데 

있어 근로자양로보험의 권익은 “납부기간으로 여기는” 방식을 통해 확립

했다. 그리하여 체제 전환하는 과정 중 근로자들의 권익은 효과적으로 

보호되었지만, 관련된 자금 출처까지 확립하지는 못했다. 제도를 실제적

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역사적 채무와 현재 양로보험기금은 서로 뒤섞여 

있는 상황이다. 비록 양로금 지급을 확정한 상황에서 체제 전환 비용 문

제가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제도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던져주고 있다. 

• 현재 피보험자와 기업이 납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근로자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체제 전환 비용을 고려하

지 않고 전국적인 통합을 가정한다면, 납부율을 15%로 유지할 경우

사회통주계좌는 자금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

만 체제 전환 비용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피보험자

와 기업은 이중 납부 부담을 가진다. 이는 피보험자 소득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사회 통합과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모델이 올바르게 운영되지 못

하고 있다. 체제 전환 비용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해 사회통주계좌

의 지급 압박은 매우 크다. 그리하여 개인계좌 자금은 현재 양로금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대다수 개인계좌는 빈 

계좌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모

델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국가 재정에 대해 장기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비록 현재 각급 재정

에서 양로보험기금에 대해 일정하게 보조하고 있기에 객관적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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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환 비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것처럼 보이나 재정 보조의 

성질이나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은 탓에 비공개적 보조에 지나치지 

않는다. 근로자와 고용자 쌍방의 납부율이 이미 상당히 높은 상황이

어서 만약 체제 전환 비용 문제가 점차 뚜렷해질 경우 양로금 보조로 

인한 재정 압박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체제 전환 비용 문제

는 이미 기본양로보험제도의 개혁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었다. 만약 이 문제를 시급히 명확히 하고 이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제도의 진일보한 개선과 건전한 발전에 필

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② 책임을 분담하는 체제 전환 비용을 해결할 시스템을 확립한다

체제 전환 비용 문제는 정부에서 주도하고, 정부 ․ 기업과 피보험자 개

인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정부가 체제의 주도자

로 주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실제적인 실행 측면으로 볼 때는 꼭 그렇지 

않다. 즉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 기업 ․ 개인 삼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뜻이다. 

근로자기본양로보험제도에 대한 예측에 의하면, 사회통주계좌의 납부

율이 15%쯤에서 유지될 경우, 비로소 새로운 제도의 자체적 평형을 유지

할 수 있다. 목표 납부율을 17%로 정하고, 그 비율을 점차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이는 기업과 개인이 일부 체제 전환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체제를 전환한 후 피보험자들

이 감당하는 높은 납부율은 사실상 어느 정도 비용 문제를 해결한 셈이

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체제 전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체제 전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의 핵심 작용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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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제 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분담시스템을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체제 전환 이전 기업의 귀속 상황에 따라 각급 

재정의 분담 비례를 확정할 것을 건의한다. 즉 체제 전환 전 중앙 기업 

근로자의 체제 전환 비용은 중앙에서 부담하고, 지방 기업 근로자들의 

체제 전환 비용은 지방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실행하

는데 있어서는, 지방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상해 책임의 합

리적인 분배를 확정하도록 해야 한다. 

체제 전환 비용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임기를 담당한 정부더러 

단시일 내에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그 실현 가능성도 낮

다. 체제 전환 비용은 장기적으로 실행해 온 계획경제의 산물이므로, 장

기간에 거쳐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체제 전환 

비용 문제는 장기간에 점차적으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각급 정부에서 

양로금의 지급을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③ 비공개적 보조에서 공개적 보조로 전환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체제 전환 비용 문제를 해결한다

현재 각급 정부(주로 중앙정부)에서는 양로보험기금 부족분에 대해 보

조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이는 통합 절차가 낮아 기금이 

조정되어 사용되지 못하는 본래의 이유도 있지만, 사실 체제 전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 부분의 재정 보

조의 목적을 확실하지 않은 탓에 재정의 역사적인 고용주 책임과 현재의 

공공재정 책임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체제 전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재정자금의 목적을 확실히 하여 비공개적 보조

에서 공개적 보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국유자산의 수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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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국유자산의 소득 분배를 통해 체제 전환 비용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양로보험제도 개혁과 근로자개인양로보험의 권익은 이미 국

유자산의 저축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므로 일부 국유자산 수익을 구분해 

체제 전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전환 비용 문제를 해결할 때 현행 제도의 피보험자의 

이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측에 의하면, 전국 통주를 실현하고 퇴직 연령 연장을 실현한 후, 중

국 기본양로보험제도는 자체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

서는 피보험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이용해 체제 전환 비용 문제를 해결

하면, 비록 재원에 대한 압박을 감소할 수 있지만 미래에 재정부담은 더

욱 커질 것이다.  

또한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하는데 있어 반드시 근로자양로보

험제도의 체제 전환 비용 문제가 남긴 역사적인 교훈, 경험과 해외의 경

험을 참고해야 한다. 이렇게 “신인은 신방안, 구인은 구방안”의 원칙에 

따라 제도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감독 책임 : 적절하게 집권화된 감독 ․ 관리 체제를 수립한다

건전한 감독 시스템의 수립은 양로보장제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

전을 확보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에 대비하여 엄격한 “관리자가 책

임지는” 원칙에 의해 집권화된 양로보험 감독 ․ 관리 체제로써 현재의 권

리와 책임이 분산된 모호한 감독 ․ 관리 체제를 대체할 것을 건의한다. 양

로보장 주무부서의 행정 감독을 중심으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감독

을 두 날개로 삼고 사회 감독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와 고용자 쌍방이 양로보험에 대한 감독 ․ 관리에 충분히 참

여토록 보장해 제도의 자체적인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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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절하게 집권화된 감독 ․ 관리 모델로 분산된 감독 ․ 관리 모델을 대체

한다

양로보험의 감독 ․ 관리 체제는 사회보험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제도

의 자체적인 개선과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보장이다. 중국의 

양로보험 감독 ․ 관리 체제는 그 집권화가 낮은 탓에 제도의 정상적인 운

영에 대해 피해를 주었다. 심지어 일부 피보험자의 이익에도 손실을 가져

다주었다. 

현재 중국 양로보험 감독 ․ 관리 체제는 그 주체나 조직 형식 등 여러 

방면에서 수많은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양로보험제도의 정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선진국들의 실천과 행

정책임제 등 제도의 요구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때, 감독 ․ 관리 체제는 양

로보험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제도 속성에 맞추어 엄격

히 “관리하는 자가 책임지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양로보험제도의 운영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 ․ 관리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지려면 

반드시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어떤 감독 ․ 관리시스템도 반드시 지

켜야 할 보편적인 규칙으로, 양로보험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집권적인 감독은 감독 책임의 전제이고, 감독 ․ 관리 체제는 또한 책임과 

권리의 분배와 일치해야 한다. “감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회

보험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는데 있어 꼭 지

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리고 집권화된 감독 ․ 관리는 감독기구의 권위를 유지하고 감독기관

들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분권화된 감독은 감독자의 

책임이 모호하거나 서로 책임을 모면하는 현상을 초래해 효과적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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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형성할 수 없다. 중국 현행 양로보험 감독 권리는 심각하게 분

할되고, 여러 부서에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진정으로 책

임지는 자가 없고 오히려 기본양로보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만 가져다주고 있는 현실이다. 

② 주무 부서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감독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집권 감독의 원칙에 의하면, 감독 ․ 관리를 행정 부서 한 곳에 집중시켜

야만 효과적인 행정문책제를 실행할 수 있고, 감독 주체의 책임성을 발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로보험 사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보장 부서

는 충분한 권리를 갖는 것 외에 자체적인 감독 ․ 관리 책임을 져야 할 것이

다. 

사회보장 행정 부서의 감독은 행정 감독과 기금 감독 두 가지 부분을 

포함한다. 행정 감독에는 각급별 양로보험 업무처리 부서들이 기본양로

보험제도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도록 감독하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

해서는 처벌을 가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기금 감독은 주로 각급 양로보험 

감독 ․ 관리 기구들이 양로보험기금의 전문적인 예산을 합리적으로 제정

하고, 양로보험료 징수와 지급 사업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계

좌기금 투자에 대한 관리가 관련 법률 법규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확보해

주는 사업이 망라된다.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은 행정 집권 감독을 강조하는 것은 일상

의 감독 ․ 관리를 행정 부서 한 곳으로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주무부서는 

중앙정부를 대표하여 일정하게 감독 ․ 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2개

혹은 2개 이상의 행정 부서에서 동시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하지

만 이는 기타 행정 부서들이 자체적인 법적 직책에 의해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재정 ․ 심사 ․ 검찰 등 행정 부서들은 법규에 



290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의해 여전히 자신을 직책을 이행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일상 사무에 대한 

감독 ․ 관리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③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양로보장제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확보하려면 각급 인민대표 

기관과 사법기구들의 특수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입법기관은 민

의기관으로, 이는 양로보장제도의 본질적인 요구와 세계에서도 보편적으

로 준수하는 규칙들을 준수한다. 

입법기관은 양로보장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기관이

자, 입법 감독기관 및 예산 감독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입법기관의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사법기관은 모든 법률의 감독기관으로, 법률을 집행하는 강제력을 갖

고 있다. 사법기관은 법률의 집행을 확보하고 법률의 권위를 보호하는 

부서이며, 양로보장제도를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최후 감독 시스

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의 감독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양로보험제도의 입법 절차를 정비하여 현재의 정

책 규정의 층차에서 법률 규정의 층차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입법기관의 감독은 주로 양로보험제도를 확립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여기에는 제도 규정이 공평하고, 기본양로보험제도가 노인들의 기본 생

활 수준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제도화해 제도의 합리성과 공평성이 실

현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된다. 

그리고 예산 감독을 통해 양로보험 예산의 합리적인 편제와 집행을 

확보해야 한다. 사법기관의 감독은 주로 양로보험제도를 운영할 때 나타

나는 법률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도의 권위성과 유효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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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사회 주체들의 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국내 ․ 외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양로보험제도에 대한 행정 집권 감독

은 사회 감독과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 행정 집권 감독은 사회보험 주

무 부서들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각 

부서들이 기금의 장기적으로 이성적인 운영에 대해 책임지도록 격려

할 수 있다. 

사회 감독은 사회보험 업무처리기구들이 기금 징수와 지급, 관리 방식

과 방법 등을 사회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질의와 고소 등을 받아드릴 것이 

요구된다. 이는 사회보험 업무처리기구들과 감독자들에 대한 외부적인 

통제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유리하고, 사회보험기금의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 고용자 조직, 사회단체와 매체의 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양로보장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여기서 특히 지적할 점은 근로자와 고용자 양측이 책임 주체의 자태로 

양로보험에 대한 감독 ․ 관리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실천이 보여주고 있다시피, 사회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는 종종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인데,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에서 고용

자와 담보자의 이중적인 역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합리적인 경로를 통해 양로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책

임 주체인 근로자와 고용주가 이 제도의 운영에 대한 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는 제도의 자체적 평형과 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책임 주체가 양로보험의 

감독 ․ 관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인 국면을 해소하고, 노

동조합과 고용자 조직이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감독 ․ 관
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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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일적 업무처리 : 업무처리기구 능력 수립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업무처리기구들의 능력 수립은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중대한 현실적인 문제이다.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들의 관리상에서의 주

도적 지위를 명확히 한 기초 위에서 통일적인 업무처리시스템으로써 지

역에 따라 분할된 관리 시스템을 대체하고, 업무처리기구에서 심사하고 

은행에서 보험 요금을 대신 징수하는 체제를 수립할 것을 건의한다. 그리

고 업무처리기구의 인원 보장과 자금보장시스템을 수립해 업무처리기구

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①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의 관리상의 주도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업무처리시스템은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제

도적 조치이다. 그러므로 업무처리기구를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응당 기

본양로보험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기본

양로보험제도의 “자체적 개선”의 제도적 목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전국 통합의 양로보험기금은 효과적인 운영에 유리할 것이다.

각국의 사회보험 관리 실천이 보여주듯이 관리와 업무의 분리는 보편

적인 원칙이다. 즉 사회보험의 감독 ․ 관리는 종종 행정 부서에 부여되었

고, 사회보험의 업무를 수행하는 권리는 독립적인 업무처리기구에 부여

되었으며, 업무처리기구들은 감독 ․ 관리 기구들의 감독을 받는 것이다. 

업무처리기구들이 직접적으로 양로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권리와 책임이 통일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처리기구들의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책임 회피 현상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양로보험기금을 징수하고 지급하는 사무는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

들에 통일되어 집중적으로 관리되도록 확보해주어야 한다. 

업무처리기구의 업무가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관에 집중되는 것은 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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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자체적인 개선에도 유리하다. 통일된 업무처리기구를 통해 

자금을 징수하고 지급하며 운영한다면 한 가지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룰 

수 있고, 모든 부분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총체적인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보면, 중국의 사회보험 업무처리기구와 사회보험 관리부서

는 동일한 시스템에 속한다. 업무처리기구들은 긴 하게 연계된 정보 시

스템을 통해 피보험자의 취업과 임금 등의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이는 

업무처리 관리의 기초이기도 하다. 

미래의 발전 방향은 반드시 관리와 업무처리가 분리되는 것이어야 한

다. 업무처리기구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동시에 자체적인 책임을 져

야 한다. 그리고 주무 부서들과의 긴 한 협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은 제도 운영 시 비용을 줄이고 효율화를 꾀하는데 유리하

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와 감독 ․ 관리 기관을 분리시켜 철저하게 독립된 법인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들의 능력 수립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업무처리기구들의 능력 수립을 강화하는 것은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

들의 업무처리 효율화를 꾀하고, 피보험자 대상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전제적인 조건이다.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들의 

능력 수립을 강화하는데 있어,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업무처리기구들의 통일성 문제이다. 

현재 각 지역의 양로보험기구들은 그 명칭이나 기구, 업무 범위 등 여

러 방면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응당 빨리 통일되

어야 한다. 명칭은 양로보험사업 관리국을 중심으로 하고, 성질은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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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지원을 받거나 혹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비례에 따라 기금에서 

운영기금을 구분하는 준공무 성질의 사업단위로 정해야 하며, 업무 범위

는 양로보험사무로 해야 한다. 의료보험 등 기타 사회보험 사무에 대해서

는 기타 업무처리기구를 수립해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들의 능력 수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관건은 

업무처리기구 운영 경비에 대한 보장 시스템과 인원 보장 시스템을 수립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보 베이스를 수립하는데 있다. 

업무처리기구의 사업단위 성질 및 독립적인 법인 지위를 확립한 전제 

하에, 그 운영비용을 재정의 예산에 포함하거나 법률로써 기금에서 일정

한 비례에 의해 운영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을 통해 운영 

경비의 출처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처리기구들의 인원 보장 시스

템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예측을 기초로 하여 양로보

험 업무처리기구 인원과 보장 대상자들의 인구에 비례하여 기구 인원의 

편제를 확정하여, 업무처리기구의 인력 기초를 마련하며, 양로보험시스

템의 정보 수립을 촉진해야 한다. 

③ 통일적인 업무처리시스템으로 지역에 따라 분할된 업무처리시스템을 

대체한다

중국의 양로보험제도가 지역에 따라 분할된 업무처리시스템을 실행하

고 있는 현실적인 배경이 있다. 바로 1998년 이전에 업종 통합과 지역 

통합이 병존하던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있다. 1998년에 노동사회보장부를 

수립하면서부터 10여 개 업종에서 자주적으로 자체적인 양로보험을 통

합하던 방안은 취소되었고, 그 양로보험 업무는 모두 지역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10년간의 실천 경험이 표명하다시피, 중국의 재정 분권과 편면적

인 정치성과 추구 관념의 영향 하에, 지역에 따라 분할된 관리 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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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양로보험제도의 자체적 평형과 자체적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에서는 시급히 양로보험의 업무처리 체제를 통일

해야 한다. 또한 통일적인 업무처리시스템으로써 현재 지역에 따라 분할

된 업무처리시스템을 대체해야 하는데, 이는 기본양로보험제도가 전국적

인 통합을 실현하고 자체적 평형과 개선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필연

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양로보험기금이 전국 통주를 실현하는 기초 위에

서, 중앙과 성급 양측이 분담하여 책임지는 양로보험 업무처리시스템은 

적합한 개혁 방안이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국가는 전국 범위의 통일된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를 수립하고,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양로보험의 업무처리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성省급 업무처리기구는 중

앙 업무수행기구가 책임지고, 성급 이하의 지방 업무처리기구는 파견기

구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구체적인 양로보험 업무에 종사한다. 

또한 인사 ․ 경비 등의 방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중앙 업무처리기구에 종

속되거나 지방정부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다. 통일된 업무처리시스템

은 기본양로보험제도의 독립적인 운영과 자체적 발전을 보증하고, 양로

보험료의 통일적인 징수와 지급을 실현하는데 있어 조직적 기초이다. 이

는 업무처리의 흐름을 통일하고 기금 관리 효율성을 높이며, 기금의 위험

을 감소하는 등의 현실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④ 사회보험에서 검찰하고 은행에서 징수하는 납부 시스템으로 현행 이원

화 징수 체제를 대체한다

1992년 1월 22일, 국무원에서 반포하고 실행한 ｢사회보험료 징수 조례｣
에 따르면, 중국의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에서 규정하는데, 세무기관에서 징수할 수 있고 노동보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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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사회보험 업무처리기구에서 징

수할 수도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는 각 성마다 다른 이원화된 

사회보험료 징수 시스템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원화된 시스템은 각 성 사이에 여러 사회보험 징수관리 체제

가 구축되었고, 한 성에서 여러 시 ․ 현 간의 불일치를 조성했다. 이는 제

도 운영과 조정 비용을 높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 징수 지역의 

장부가 불명확하고, 사실을 고의적으로 기록하지 않아 피보험자의 이익

에 피해주는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제도의 위기와 정치

적 위험을 가중화시키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객관적인 규율로부터 출발한다면, 양로보험료 징수 

체제는 제도 모델에 부합되고, 양로보험 관리 서비스의 사회화된 개혁 

방향과 일치해야 하며, 양로보험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는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중국의 양로보험은 독특하게 사회통주계좌와 개인계좌

를 결합하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 전적으로 저축되는 부분이 있

는데, 이렇게 징수된 양로보험료는 근로자의 취직, 소득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아 고용기관이나 고용주의 경영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

도 없다. 그러므로 세무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사회보험 업무기구에서 양

로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의 내재적인 요구에 더욱 부합

된다. 그리고 이는 현 단계의 느슨한 관리에서 세분화된 관리와 업무처리

로 전환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이다. 양로보험의 독립적인 운영과 자체적 

개선의 목표에 의하면, 중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로보험료의 징수권

을 사회보험 업무처리기구에게 부여하고, 사회보험 업무처리기구에서 보

험 가입 단위와 개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심사하고 확정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는,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나 의료보험 업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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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구에서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권력

이 분할되지 않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즉 양로보험 업무처리기구나 의

료보험 업무처리기구를 막론하고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권력이 부여된 

이상 전적으로 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보험 업무처리기구의 업무 직책

은 근로자의 취업과 소득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결정했다. 

또한 고용주, 고용기관의 고용 상황과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비교적 

쉽게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에, 이러한 징수 체제는 제도의 운영비용

을 삭감하고 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꾀하는데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장기

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적 우월성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양로보험 사회화된 개혁 방향에 근거하여 은행에서 양로보험료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시스템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즉 사회보험 업무처

리기구에서 확정하고 심사한 금액 기준을 기초로, 은행에서 고용기관과 

고용주 및 피보험자의 계좌에서 관련된 금액을 인출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업무처리기구들이 심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고, 납부를 

거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현상을 없앨 수 있다. 또한 은행의 사회화된 

서비스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양로보험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6) 전략 예비 : 전국 양로보장기금을 적절하게 증가시킨다

사회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기본양로보험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즉 기본양로보험기금

이 자체적으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느냐 혹은 기금이 자체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없을 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전략 예비기금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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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지급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① 일정한 전략 예비기금을 마련해 미래의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지급 문제

에 대처한다

중국은 이미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2040년경에는 인구 고령

화의 최고봉을 맞이할 것이다. 현재의 양로보험제도는 일종의 선택형 제

도로서 기본양로보험료는 전국 통주를 실현해 그 피보험자가 점차 늘어

나고, 퇴직 연령이 일정하게 연장됨에 따라 2030년경에는 중국의 기본양

로보험기금은 징수액이 지급액보다 많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 시기의 자금 적립은 2030년~2040년경까지 기금 지급에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2040년부터는 제도 외의 외부적인 경로를 통해 자금 지원을 

찾아내야만 한다. 다시 말해 2040년 전까지 제도가 점차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시기의 기본양로보험기금은 전반기에는 빠르게 적

립되고, 후반기에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평형을 

이루는 국면이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2040년부터는 외부적인 자금 지원

을 찾아야 한다. 기금의 지급 압박을 해소하려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중국

에서 전략 예비기금을 마련하고, 2040년 후부터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2000년에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수립했다. 이는 주로 기본

양로보험제도의 전략적 저축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인구 고령화 최

고조가 초래할 지급 위험을 대처하는데 쓰이는데, 이 기금의 규모를 확대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전략 예비기금을 일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하여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

시에 투자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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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까지 전국사회보장기금 중 전략 예비기금은 약 5000억 위안에 

달했다. 만약 기금의 연간 투자 수익율을 8%(2003~2007년까지 이 기금의 

연 평균 투자 수익율은 10.7%)로 계산한다면, 30년 후 이 기금의 총액은 

5만억 위안을 초과하게 되어 중요한 기금 보충 출처가 될 것이다. 전략 

예비금인 전국사회보장기금은 반드시 증가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 실현 방법은 대규모적인 투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규모

를 기초로 유상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획득하고, 그 수익을 다시 기금

지수를 확대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기금의 

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임을 의미하는데, 이는 현재 국가 재정의 합리적인 

계획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금관리와 투자의 위험도 증가시킬 것이

다. 그러므로 전략 예비기금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본양로기금의 부족 문제

를 해결할 수 있고, 지나치게 큰 규모로 인한 투자와 관리 위험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개인계좌를 실체화 한 뒤 피보험자 혹은 피보험자 대표의 

감독 하에서 협의를 통해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에서 투자 운영을 진

행하도록 권력을 양도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시장 규칙에 

부합되어야지 행정적인 강제적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③ 전략적인 투자를 주요 방향으로 삼고, 적극적이고 안전하게 유상투자 

사업을 전개한다

사회보장 전략 예비기금은 수십 년 후에 사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상

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 수익을 얻는 방식을 통해 그 규모를 지속적

으로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전략 예비기금인 이상 투자 방향은 

심사숙고를 거친 후 확정되어야만 한다. 비록 전국사회보장기금이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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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기금의 주요 투자 

방향은 최소한 전략적인 투자를 위주로 중국 자본시장의 확실한 보유자

로 활동하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한다. 

최근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에서는 유익한 기금 투자를 시도했다. 

여기에는 해외 투자와 주식시장 진출 등이 포함되는데, 그 효과를 충분히 

지지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기금 투자에 대해 규정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는데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록 2> 

중국 의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 의료보장과 그 발전 경로 —

이 보고서는 중국 의료보장의 개혁과 수립 중의 중요한 성과와 

직면한 과제를 분석한 토대 위에서 장기적으로 이론적인 측면에

서 중국 의료보장제도의 수립 취지, 기본 사고와 목표 모델을 확

정했다. 또한 의료보장제도의 수립 절차와 조치 등에 대해 기본

적으로 기획했으며, 현재 의료보장제도 수립 중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관련 정책 건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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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국민들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치료받을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중국 사회보장 체계를 개선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를 건설하는 디딤돌이다. 건강한 삶은 국민

들의 요구에 부합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개선하는데 있어 중요

한 측면이기도 하다. 더욱이 인적자본의 인프라를 구축해 사회 ․ 경제 발

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략적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

므로 중국 의료보장제도의 개혁과 발전 진행을 서두르는 것은 보편적으

로 “질병을 치료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의료위생사업은 매우 가시적인 발전을 이루었

고, 의료보장 개혁도 이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진료받기 어렵고, 진료비가 비싼” 문제는 남아 있으며, 심지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이후, 국가에서는 의료위생의 체

제 개혁을 상당히 중시한 결과 의료위생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렸고, 농촌

신형합작의료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의 수립을 가속화시켰다.

현재 제도 체계의 층차상 이미 국민의료보장을 전면적으로 보급하여 

어느 정도는 “의료비가 너무 비싼”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하지만 공평하

고 효율이 높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의료보장제도는 아직 탐색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 의료보장제도의 단기적 개혁과 장기적 발전

은 모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전략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의료보장 체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내 실정에 부합되며, 보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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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된 의료보장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중국 사회보장 발전 전략 연구”

에서는 의료보장제도 수립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었다. 

이 보고서는 전국의 수많은 전문가와 교수들이 수차례 연구와 토론을 

거치고, 조별 공동 연구자들이 일부 지역의 병원과 환자들에 대한 정  

조사를 진행한 후, 해외의 관련 경험 및 교훈을 참고하고, 인력자원사회

보장부, 재정부, 민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12개 성 ․ 시의 관련 부서

에서 전문적인 회의를 거쳐 토론한 후 완성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 의료보장의 개혁과 수립 중의 중요한 성과와 직면

한 과제를 분석한 토대 위에서 장기적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중국 

의료보장제도의 수립 취지, 기본 사고와 목표 모델을 확정했다. 또한 

의료보장제도의 수립 절차와 조치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획했으며, 

현재 의료보장제도 수립 중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관련 정책 

건의를 제시했다. 

 

1. 의료보장제도 개혁의 성과와 도전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중국 의료보장 체계 중에서 도시에서는 정부에

서 책임지는 공비의료제도公費醫療制度와 단위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노동

보험의료제도勞動保險醫療制度로 구성되었고, 농촌에서는 집체 경제가 책임지

는 합작의료제도合作醫療制度를 수립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할된 의료보장 체계는 비록 제도 간의 격차가 상당

히 컸지만, 적어도 모든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의료보장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리

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평균수명을 연장시키는데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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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전통적인 의료보장의 기반이 되었던 제도가 점차

적으로 변화되었는데, 제도의 운영과 효과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다주었

다. 우선 토지책임제로 인해 집체 경제가 점차 해체되어 농촌합작의료의 

경우에는 거의 붕괴하다시피 되었다. 그리고 도시 국유기업의 개혁은 노

동보험의료제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어쩔 수 없이 의료보장제도에 대

한 사회화된 개혁을 진행해야만 했다. 

10여 년 동안의 탐색 기간을 거쳐, 특히 2003년 이후 의료보장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이 가속화되었다. 전통적인 세 가지로 구성된 의료보장 체

계는 현재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농촌신형합

작의료 등 새로운 세 가지 제도에 의해 점차 대체되었다. 

새로운 의료보장제도의 수립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현행 

의료보장제도는 본질적으로 “진료받기 어렵고, 진료비가 비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의료보장제도의 체계 설계 ․ 운영 ․ 관리에 

있어 몇 가지 심각한 과제가 남아있다.

 

(1) 성과 및 경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의료보장 체계 개혁은 중대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 성과는 주로 노동보험의료에서 사회의료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바탕

으로 도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화된 의료보장 체계를 점차적으

로 수립한 점에서 나타난다. 중국 의료보장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성과와 

경험은 주로 의료보장과 의료서비스의 사회화된 추세와 관련된 제도 수

립에서 나타난다. 

첫째, 의료보장은 자체 폐쇄적 상태에서 사회화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계획경제시대의 노동보험의료는 전형적인 자체 폐쇄형 단위보장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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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자금의 사회통주시스템, 개인 납부, 공동지불시스

템이 없었다. 자금 조성과 분담 방식이 서비스 프로그램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과 함께 하는 국면은 의료기구나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지나치게 사용하도록 자극하여 노동보험의료 비용이 대폭 증가되었다. 

사회 협력이 약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체계는 제도를 위험 분산 

기능을 약화시켰고, 단위 간 의료비용 부담률이 불균형한 국면을 초래함

으로써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노동보험의료에서 사회화된 의료보험제도의 전환은 이러한 분할 국면

과 폐쇄적인 운영 국면을 해소했다. 질병의료 위험의 분산 공간을 확대했

고, 시장경제 체제와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의 요구에 부합됨으로써 개혁 

중 질병의료의 위험을 낮추고 통일된 노동시장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서 보다시피, 노동보험의료에서 사회화된 의료보험으

로의 전환은 제도 자체적인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고 의료 공평을 촉진시

키는데 유리하다. 이로써 국유기업 개혁을 포함한 전체 사회 ․ 경제 체제

를 개혁하는 과정은 한층 가속화되었다. 이는 중국 경제 개혁과 사회 발

전 방향에 부합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의료비용 분담 시스템의 확립.

전통적인 의료보장 체계 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공비의료의 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책임지고, 노동의료의 비용은 

전적으로 단위 재정에서 부담했으며, 농촌합작의료의 비용은 농촌 집체 

경제에서 해결했다. 의료보장제도의 개혁 이후 점차 의료비용의 분담 시

스템이 확립되었다. 

정부의 보조, 고용기관 혹은 고용주가 납부한 비용, 피보장자 개인이 

납부한 비용은 공통으로 의료보장제도의 재정적 기초를 구성하고 있다. 

그 중 개인이 관련된 의료보장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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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농촌신형합작의료의 대상자들이 

의료보험을 누릴 수 있는 전제가 되었다. 의료비용 분담시스템의 확립은 

의료보장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용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제지하여 국유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의료보험료용 분담 시스템은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지

만,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 중국이 얻은 의료보장 개혁의 눈부신 성과

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공급 방식은 피보험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었다.

도시 의료보장 개혁 과정 중에서 의료보험기구는 통일적으로 의료기

구를 지정하는 개혁적 조치를 선택했다. 이전에 피보험자들이 오직 한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을 없앴으며, 농촌신형합작의료

도 청구 범위를 도시 의료서비스까지 확대시켰다. 이는 피보험자들의 선

택권을 대폭적으로 넓혀주었는데, 의료보장제도의 발전 규율과 피보험자

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다원화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 체계가 정식으로 

형성되었다.

현재 중국은 일차적으로 도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의료보험

제도, 도시 비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농촌 주

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신형합작의료 등 3대 의료보험제도를 수립하

였고, 도농의료부조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현재 도농의료부조와 3대 의료보험제도는 제도적 층차에서 모든 국민

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관련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거나 

의료부조를 통해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보험, 한 

가지 부조”로 구성된 다원화된 의료보장 체계는 적용 범위를 넓히고 여

전히 개선해야 할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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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은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록 각종 의료보장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갈 길이 멀고 감독 ․
관리시스템도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사회보장 체계 구축 

중 도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가장 먼저 확립되었다. 

이는 전반적인 사회보장 체계 수립에 대한 중대한 공헌이라고 해도 지나

치지 않다. 

다섯째, 의료보장제도 개혁과 관련된 의료위생 체계 수립도 일정한 성과

를 거두었다.

의료보장제도 개혁의 직접적인 추진, 중국 공공위생 체계의 수립과 의

약 생산 및 유통 체제의 수립은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의료서비스 체

계에는 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발생했으며, 의약 생산과 유통 영역에는 

시장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민간 경제 논리가 광범위하게 개입된 원인

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영역의 공급 능력은 보편적으로 향상되었다. 또

한 의료서비스기구의 수량, 의사 수, 병원의 수용 능력도 현저하게 향

상되었다. 기술 수준도 전면적으로 향상되었는데, 특히 의학산업은 눈

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은 의료보장제도와 공공위생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기초를 마련해주었다. 

위에 기술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설사 현 단계의 도농 주민 의료보장 

문제가 이상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개혁성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명확한 발전 방향과 전략을 갖고 있는 성과

들은 이 제도의 심화된 개혁을 위한 긍정적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2) 해결할 주요 도전과 문제들

의료보장의 개혁 과정에서 얻은 놀라운 성과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 

제도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들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한편으로는 생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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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지속적인 향상과 함께 의료보장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장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보장제도와 의료서비스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이러한 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는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새로

운 도전을 가져다줄 것이다. 인구 고령화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보장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것이며, 의료비용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 의료보장제도는 아직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이다. 이밖에도 의료보장제도의 공공위생 체제와 의료 유통 체제 모

두 경로 의존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경로 의존성은 계획경제시대가 

남겨준 문제이자 개혁개방 이후 실수 등이 초래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

므로 중국의 의료보장 체제 개혁은 사실 도농 주민의 현재 기본의료보장

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미래의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

적 임무를 지니고 있다.

앞서 언급한 과제들과 현행 의료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이 낮고, “진료받기 어렵고, 진료비가 비싼”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농촌신형합작의료제도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의 수립 진

행이 현저히 빨라졌고, 의료보장제도의 보급화 수준이 높아졌지만, 전체 

의료보장의 보장수준은 낮은 편이다. 국민 대부분이 아직도 의료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진료비가 비싼” 문제는 중요한 국민 생활 문제로 갈수

록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국민들은 “진료비로 인해 빈곤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도농 간과 지역 간 의료위생 자원은 매우 

불공평하게 배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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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우수한 의료자원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진료의 경우

에도 계층 효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나 외진 지역에 사는 농촌 주민들이 

제때에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도시 주민들도 “진

료받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진료비가 비싼” 문제는 개인이 

지불하는 의료위생 비용이 지나치게 빨리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진료비가 비싼” 문제는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를 줄일 뿐 아니라, 그들의 기타 생활비 지출에도 영향을 끼친

다. 예를 들면, 근로자기본의료보험은 진찰이나 입원 등 두 부분의 의료

비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직도 높은 편이다. 

그리고 농촌신형합작의료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은 일부 중환자에게

만 제한되어 있다. 

2006년 위생비용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위생 지출에 대한 

정부 예산은 18.1%를 차지했고, 사회 위생 지출 32.6%, 개인 현금 지출은 

49.3%에 이르렀다39). 의료비용은 주로 개인이 분담하고 있어 국민들이 

“진료비가 비싼” 것 때문에 진료받기를 거부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제3차 전국 의료서비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 도농 주민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진료를 포기한 사람들은 진료가 필요했던 

인구수의 40%를 차지했다40). 이러한 문제는 낙후된 농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 “진료비가 비싼” 문제와 더불어 “진료받기 어려운” 문제도 존

재한다.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제때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일컫는다. 현재 중국의 양호한 의료자원, 고급 의료장비, 고

급 의료서비스 인원은 대부분 발달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39) 国家统计局 编, 中国统计年鉴 2008, 中国统计出版社, 2008年.
40) 卫生部统计信息中心编, ｢中国卫生服务调查研究－第三次国家卫生服务调查分析报告｣, 中国协和

医科大学出版社, 200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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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농촌 지역이나 외진 지역에는 “병원이 적고 의약품이 모자라

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외진 산간지대나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

민들은 의료기구와 먼 거리에 있거나, 현지 의료수준이 떨어지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의료기관 분포도

의 격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고급 의료서비스 자원이 도시에 집중된 것에 반해, 농촌의 의료위생 

자원은 낙후된 편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과 지역 간 의료위생 자원은 

불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으며, 등급별 병원, 의료기술 장비, 의료 인원의 

분배도 불균형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직접적으

로 낮추어 “진료받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② 의료보장제도의 다원적으로 분화된 운영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운영 효율도 떨어진다

현재 중국의 의료보장제도는 다원적으로 분할된 체제이며, 농촌신형

합작의료,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은 각각 호적

을 근거로 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에서는 취업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가 동시에 운

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기관 및 사업단위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하는 공비의료제도는 아직도 남아있고, 근로자기본의료보험과 분

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근로자기본

의료보험의 기준을 낮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다원화된 개혁 조치가 제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농촌신형합작의료제도 역시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체 

의료보장 체제는 지나치게 분할되어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의료보장제

도는 주로 현 ․ 시급 통주 층차에 머물러 있고 위험 분담의 범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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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나치게 분할된 체제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리하며, 전체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의 상호 협력과 공제 기능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의료

보험기금의 재무 지속성을 저해하는 등의 제도 운영 효율에 직접 영향을 

준다. 더구나 지나치게 분할된 국면은 제도의 강제성을 낮추고, 도농 이

원화구조와 사회 계층의 구조를 고정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이는 노동시장을 통일하는데 있어 장애물이기도 하다.

 

③ 의료보장제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효율성이 낮다 

현재 의료보험 운영 시스템에 불합리한 현상이 존재해 전체 제도의 

운영 효율이 높지 않은 편이다.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비용 지불 시스템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아직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 구매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의료보험제

도는 확립되었지만, 의료보험기금의 통일적인 계산과 지불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비용 청구시 아직도 사후 

청구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보험 자금을 조달하여 삼자가 

집중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들의 행위에 대한 통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에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지불하는 모델이 아직 지배적인 지

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투자가 부족하고 감독 ․ 관리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 현실 하에서 이러한 모델은 수요 행위를 유도하도록 의료서비스기

구를 자극하였다. 즉 지나친 의료서비스 제공, 특히 고급 과학기술 의료

서비스나 고가의 의약품을 제공하는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의료자원에 

대한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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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촌신형합작의료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은 자발적 보험 가입

과 중병을 통합하는 제도 설계를 채택해 제도의 운영 효율이 낮아진다. 

빈곤층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자금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전제 하에,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제도는 결과적으로 빈곤층

들을 배제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유 계층들에 대한 재정 보조로 인해 역방향의 이전지불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 보장의 목표는 여전히 중환자 보장

에 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수많은 일반 가입자, 특히 젊은 농촌 주민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듯 “자발적 가입”, “중환자만 보장하는 한계” 정책은 보험 가입자

들에 대한 역방향의 선택을 초래하게 해 제도의 재무 지속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경환자에 대한 보장”을 포기하면 질병을 예

방하는 주요 기능을 약화시켜, 최종적으로 의료 체계의 치료비를 가중시

킬 것이다. 그리하여 대다수 주민들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할 수 없는 국면

이 야기될 것이다. 

셋째, 의료보험기금 관리는 기금 달성의 목표만 중시하고, 기금의 잉여 

및 지불 능력만 지나치게 강조해 의료보험 자체의 취지, 즉 기본의료보장

을 제공하고 주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원칙에 어긋난다. 의료보험기금 조

성 방식은 부과 방식으로 균형추를 유지하고자 한다. 

잉여기금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의 잉여 의료보

험기금은 많은 편이다. 이 또한 사회보험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려는 목표

와는 어긋난다. 잉여기금의 일부는 의료보장 지출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인해 발생하는데, 특히 현재 환자에 대해 지나친 통제에서 비롯된다. 지

불한도가 높고, 공동으로 지불하는 비율이 높으며, 상한선에 대해 지나치

게 엄격한 관리는 지나치게 높은 의료비용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의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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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수요자들에 대한 의료보험기금 통제가 높은 탓에 주민들의 의료비

용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진료비가 비싼” 현상이 지속된다. 

④ 의료보장제도는 질병 형태의 변화에 적응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질병은 인구 고령화의 최고조기에 진입함에 따라 주로 전염병 

위주에서 비전염 만성병 위주로 변하였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병환의 

가능성도 증가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점차 늘어난다. 발병률 특히 

만성 발병률의 증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질병의 부담이 커질 것이고, 

이는 의료보장 시스템에 재정 압박을 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의료보장제도는 제도의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고,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촉진해야 할 이중적인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질병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급

성전염병이나 감염성 질병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만성병과 사람들의 

불규칙한 생활방식으로 인한 질병이 주가 되었다. 

만성병은 사망 원인의 가장 주요한 요소로, 그 중에서도 악성종양, 뇌

혈관 질병, 심장병, 호흡계 질환은 중국 국민들의 4대 사망 원인이다. 2007

년, 이러한 병으로 인해 사망한 인구 비율은, 총 인구 대비 도시의 경우는 

75.96%, 농촌은 77.43%에 이르렀다41). 만성병은 전체적으로 병환주기가 

길고 의료비용이 높으며 의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의료비용의 지출을 대폭 상승시킨다. 전염성 질병과는 달리 만성병의 발

병률과 사망률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사람들의 불건전한 행위를 

개선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그런데 의료보장의 중점을 질병 치료가 아닌 공공위생 등 예방성의 

41) 国家统计局 编, 中国统计年鉴 2008, 中国统计出版社, 200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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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방면에 둘 것을 요구한다. 한 마디로 질병 형태의 다양화는 현

재 의료보장제도의 중점사항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구조를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질병구조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의료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의료서비스 제

도는 이러한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2. 제도 수립의 목표와 사고 그리고 절차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의료보장제도의 수립에 있어 보

편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내 실정과 사회 ․ 경
제 발전 추세에서 출발하여 의료보장제도의 수립 계획을 확립하고, 구체

적인 제도 모델을 선택하며, 구체적인 절차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1) 제도 수립의 목표와 원칙 

중국 의료보장제도 수립과 발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즉 현행 제도에 

대한 유기적인 통합을 통해 도농으로 분할된 세 가지 제도를 통합하여 두 

가지 제도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는 통일된 국민의료보험제도를 발전시킨

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비교적 충족한 기본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을 누리는” 목표를 실현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킨다. 

이 제도 수립의 최종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료보장제

도 설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첫째,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의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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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다양한 기본의료보장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다. 

둘째, 제도 설계는 대다수 원칙에 부합하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

킬 수 있으며, 피보험자들이 진료 행위와 의료서비스 제공 기구들의 치료 

행위를 적당하게 통제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 즉 국민들의 질병의료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

에 의료비용의 지나친 증가를 억제시킬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

킬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래의 원칙을 철저하게 준

수해야 한다. 

① 공평 ․ 효율 ․ 품질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한다 

공평은 주민들이 의료보험의 자금 조성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공

평한 혜택을 받음을 의미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기본 의료위생서비

스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평한 자금조성시스템은 고급의 위험분

담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의료비용 부담 위험을 저하시킬 것을 요구하고, 

빈곤층에 대한 우대와 지원에서 나타난다.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는 

것은 제도 체계의 설계가 개인을 공평하게 대우하며, 배제적인 요소나 

차별적인 혜택을 방지함을 의미한다. 주민들은 실제적인 욕구에 따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반면, 소득수준이나 지역 등 요소의 

제약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료보장의 공평은 제도 수립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효율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피보험자를 놓고 말하자면, 효율

은 의료보험의 자금조성시스템이 효과적인 위험분산시스템으로 작용하

며, 주민들의 의료비용 위험을 저하시킬 것을 요구한다. 

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을 놓고 볼 때, 효율은 주로 기술 효율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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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효율에 대한 강조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의료비용 지불제도 중에서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의사와 의료기구들에서 질병 예방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의료 개입을 통해 의료비용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적합한 의료 

기술과 의약품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의료 영역의 정책 제정자와 감독

자들을 놓고 볼 때, 효율은 주로 합리적인 배치의 효율을 의미한다. 이는 

의료서비스기구들에서 체계적인 시장구조를 수립하고, 의료기관 간의 경

쟁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의료자원을 계획할 것을 요구한다. 효율은 제도

를 설계, 개선, 운영, 감독 ․ 관리하는데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중 

하나이다. 

품질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의 품질의 보증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의료보장제도 설계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

록 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에서도 의약품과 서비스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 

효과적인 감독 ․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

상시키고, 단순한 의료비용 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발전하는 것은 국민

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중시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보장제도 수립

에 있어 필수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공평은 의료보장제도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인데, 각종 제도의 설

계는 이 목표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효율은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다. 물론 공평

과 고품질의 효율도 이 제도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이다. 

 

② 정부 주도와 시장의 작용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의료보장제도의 수립은 정부에서 주도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 문제나 독점 문제로 인한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의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공평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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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능을 강조하여 시장을 대체하거나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사회 공평을 확보하는 전제 하에서, 

의료보장제도의 수립은 시장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하여 의료서비스시스

템의 효율을 높이고 사회 공평의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은 정부가 더욱 많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차지하거나 더욱 많은 업무를 

수행하나다는 것은 아니다. 의료보장제도 수립 중에서 정부 주도의 원칙

은 정부에서 의료위생 체제의 제도 설계를 개선하여 의료보험과 의료서

비스의 시장 실패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에서 도농 의료위생 자원에 대해 통합적인 계획을 진행하고 

취약 계층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해주며, 의료위생 자원의 접근

성과 공평성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한다. 한 마디로 정부 주도로 시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결함”을 개선

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은 제도 계획과 설계 등 다방면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구매를 통해 시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는 방면에서도 나타난다. 시장은 의료위생 자원을 배치하

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하고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데 유리하다. 

 

③ 통주를 고려하고 협력을 추진한다 

의료보장제도 수립은 자금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두 가지 

방면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 등 두 가지 시장과 

연계되어 많은 이익 주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통주

를 고려하고 협조를 추진하려는 제도 수립은 “여러 가지 개혁을 함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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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것을 요구한다. 

의료보장제도 수립을 통해 공공위생시스템, 의료서비스제공시스템, 의

약생산과 유통시스템, 의료위생 행정관리 및 감독 시스템의 수립을 추진

하고 통합하며 모든 방면에 대한 개혁에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체제와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할 때 진정한 의료 시스템 개혁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보장제도의 설계는 의료위생사업 발전의 일반적인 규율, 시대적 

특징, 구제적인 상황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통주를 고려하고 협력을 

추진하는 제도 수립의 원칙은 중국 현재의 국내 실정에서 출발하여 미래 

사회 ․ 경제 발전의 도전과 요구를 고려하고, 해외의 경험을 참고한 기초 

위에 국내 실정에 부합되는 의료보장 모델과 제도 수립 방안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이밖에 통주를 고려하고 협력을 추진하는 제도 수립은 전통적인 체제

가 남겨둔 문제와 미래 발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할 것도 요구한다. 

즉 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 “후발자의 장점”을 이용해 외국에서 범했던 

착오를 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인은 구방안, 신인은 신방안”의 개혁 

원칙에 따라 안정적이고 순조로운 개혁의 진행을 추진해야 한다. 

(2) 기본 사고, 목표 모델, 주요 임무

① 기본 사고 : 국내 실정에 입각한 전 국민 의료보험의 길

중국의 국내 실정을 감안해 모든 사람이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중국의 의료보장제도 수립은 점진적으로 전 국

민 의료보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은 두 가지 중요한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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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 모델과 일정한 지역 범위의 도농 주민에 대한 통일적 조치

이다. 이 두 가지 제도 설계는 국내 실정과 미래의 발전 추세에 부합된다. 

구체적으로 볼 때, 이는 의료위생 체제 개혁을 추진시키고, 의료위생시스

템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도농의 통합과 사회 공평을 추진시킨다. 

첫째, 의료사회보험제도 모델은 국내 실정과 미래의 발전 추세에 부합

된다. 지금 중국의 경제 발전은 급격한 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급격

한 산업화와 도시화 진행과 함께, 인구의 취업구조는 제2차와 제3차 산업

을 위주로 하게 되었고, 정규직 근로자가 미래 취직 인구의 중심으로 자

리 잡을 것임을 결정했다. 

이렇게 근로자와 고용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에 가입하고, 

그들은 의료보험제도 가입자의 주체가 될 것이다. 비취업 주민들이 의

료사회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인이 납부 의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정부

도 일정한 보조금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제도는 미

래 인구의 취직구조에 부합되어 경제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 더구나 

취업자와 비취업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 통제를 통해 사회 통합

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의료사회보험제도는 중국 시장화 개혁의 

요구에도 부합된다. 

현재 중국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의 운영 효율이 낮은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립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고, 이

에 대한 정부의 보조와 감독 ․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

하면 공립의료기관들이 “비싼 의약품을 통해 병원 재정을 늘리고 있고,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는 등의 문제들이 존재하

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기구들이 앞서 언급한 의료 소비 욕구를 

유도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의료보장제도 수립의 중요한 관건으로, 

정부 주도 하에서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 시장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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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건전한 의료보험은 삼자 구매 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통해 독려 시스템과 시장경쟁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측의 

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 세금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공비의료 모델에 비해 의

료사회보험제도 모델은 권리와 의무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더욱 

부합되고, 인구 고령화의 도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더구

나 인구 고령화와 질병 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의료비용의 부담과 양로보

험에 대한 재정 보조 부담으로 인해 미래 정부의 재정은 심각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보험은 고용주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로 대

부분 의료비용을 분담한다. 이는 개인이 지나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

는 행위를 통제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둘째, 의료사회보험제도 설계는 의료위생 체계와 관련된 개혁을 추진

하고 통합할 수 있다. 의료보험시스템은 두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 자금 조성과 위험 분산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피보험자에게 의료비를 보장한다. 

• 서비스를 구매한다. 의료보험기구에서 모든 보험 가입자들의 이익을 

대표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급 의료서비스를 구매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의료보험제도의 설계는 의료보험의 보급수준도, 

보장수준, 위험을 분담하는 효율과 관계된다. 더욱이 어떻게 인센티브 시

스템을 통해 의사와 병원들의 의료서비스 행위와 의약품을 제공하는 행

위를 통제하느냐와 관련된다. 또한 의료서비스시스템, 의약품 생산, 유통

시스템에 대한 개혁, 의료 위생에 대한 행정 관리와 감독 ․ 관리의 업무 

중점, 감독 ․ 관리 방식의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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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는 것은 전체 의료위생시스템의 개

혁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지시급 통주를 위주로 한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사회 공평을 촉진

시킬 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의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 설정

한 의료보험제도의 이상적인 모델은 바로 같은 지역 내(현 단계까지 장기

간 지시급 통주 층차가 적합할 것임)에서 도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원화된 제도이다. 

이러한 일원화된 제도는 도농 주민의 신분 차이를 해소하고, 통주 지역 

내 모든 주민들의 위험을 분산하고 상호 협력과 공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시급 층차에서 통주 실시를 건의하는 이유는 지역 

발전의 불균형, 의료보장에 대한 각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차이, 지

시급 통주가 의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 의료서비스 내용은 현

지의 유행병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등 수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린 판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약 300여 개의 

통주 단위로 나누며, 통주 단위마다 약 300~400만 명의 피보험자를 포함

할 것이다. 각자의 의료보험제도를 수립하면 현지 의료서비스 욕구를 더

욱 충족시킬 수 있다. 

② 목표 모델 :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의료보험 수립의 최종 목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공평한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다음과 같

은 중요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표 2–1> 참조). 

첫째, 통일적인 제도이다. 전반기의 지시급 층차의 지역적인 국민의료

보험제도이든 후반기의 전국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이든 모두 국민들에

게 적용시킨다. 통일된 제도는 호적 등의 요소로 인해 초래된 신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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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도 설계의 특징

제도 모델 통일된 국민건강보험제도

통합 층차

2020년까지 지시급 통합 지역의 범위 내에서 통일된 국민의료보험제도
를 수립한다
2020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한다

보장 책임

•전반기 :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주로 기본적인 질병의료비용 보험보장
을 제공한다.

•후반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인센티브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기구
들이 질병 치료를 핵심으로 하고, 질병 예방과 회복을 겸비한 보건서
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와 국가 공공위생사업의 긴밀한 
결합을 추진시킨다

자금 조성

근로자과 고용주가 납부한 보험료
주민(퇴직자 포함)이 납부한 보험료, 재정 보조
의료부조제도는 빈곤한 근로자와 주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
여 일부 개인 보험료를 부담해준다

비용 지불

진찰 의료서비스, “사람 수에 따라 지불하는” 모델을 위주로 하는 지불
방식
입원의료서비스, 총액 지불, 질병의 종류에 따라 지불하는 등 여러 가
지 지불방식을 사용 
효율이 높은 1차 진료와 2차 진료를 실시

서비스 구매

의료보험 업무처리기구 수립을 강화하고 집체적 담판 등 형식의 서비
스 구매시스템을 수립한다
의료기구의 설비, 서비스 질, 환자의 만족도 등 지표를 통해 정기적으
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기구의 지정 의료 자격과 의료비용의 
지불액을 결정한다. 효과적인 서비스 구매시스템을 형성한다

서비스 제공

공립, 사립, 비영리 의료기구 네트워크가 병존한다. 경쟁을 통해 지정
의료 자격 획득하고 고객을 유치한다
다층적인 의료보장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2-1〉국민건강보험제도 설계의 특징

를 해소할 수 있고, 위험 분산과 사회 통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사회 통합

을 촉진시킬 수 있다. 현행 다층화 된 구조를 통합하려면, 반드시 점진

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일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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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러 계층들이 누릴 수 있는 의료보장제도는 보험료와 보장수준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계층 간의 차이는 제도

가 통일되면서 점차 감소될 것이다.  

둘째, 책임을 분담하고 개인이 납부한다. 고용주 혹은 고용기관, 근로

자 및 주민들이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은 피보험자들이 의료보험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정부는 일반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

험 가입 보조금과 취약 계층들에 대한 전문적인 재정 보조를 통해 근로

자와 주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전 국민들

이 보험에 가입하고, 책임을 서로 분담하며,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도

록 하는 제도 설계는 빈곤층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일 뿐만 아니라, 보험

의 위험 분산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감수해야 할 진료비를 감소시키는 

데도 유리하다.

셋째, 치료를 위주로 하고 예방과 회복 등 보건서비스도 고려한다. 즉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치료를 위주로 하고, 예방과 재활 등 보건서비스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전면적인 건강보장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용지불시스템과 서비스구매시스템 등 인

센티브형 요소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측의 의료 개입 중점을 치료로부

터 치료를 기초로 하고, 예방과 재활 등 보건서비스도 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의료서비스 제공 측들은 더 이

상 질병이 발생한 뒤 치료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아프지 않거나 

이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 

넷째, 서비스구매시스템을 확립한다. 이는 의료비용 지불 방안을 개선

하고 지정의료 자격에 대한 합동 관리를 통해 의료서비스구매시스템을 

수립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시장 시스템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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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를 통제하고 규정하여 그들의 행위가 의료 개입 방식과 의료서비

스 계획에 부합시키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정부 책임의 중점과 제도 수립의 중점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수립 중에서 정부 책임의 중점은 체제와 시스템

의 구축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측과 수요 측 간의 상호 협력과 제약 

시스템을 수립하고 의료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리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공공위생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방향과 

구조를 개혁하고, 취약 계층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의 책임 중점은 다음과 같은 4개 방면의 제도 수립에서 나타난다.

첫째, 의료보험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향상시키고, 의료보장 체계를 

조정하고 개선하여 점차적으로 통일된 국민의료보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시급 통주 층차에서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

보험과 농촌신형합작의료제도를 개선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국민기본의

료보험제도로 통합시킨다. 

둘째, 의료보험기금의 재무제도와 의료비용 지불제도를 개혁하여 제

삼자 의료서비스구매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먼저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 사회통주와 개

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모델을 기초로 하고, 과학적인 의료비용 지불방식

을 채택하여 합리적인 진찰의료서비스와 입원의료서비스 지불제도를 수

립해야 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의료보험기금의 서비스 구매자의 역할

을 충분히 발휘하여 의료서비스기구의 행위를 통제해야 한다. 

셋째, 공공위생 재정지출의 방향과 구조를 개혁하고 조정하는데 있어

서의 중점은 취약 계층들이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도와주는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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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공공위생 재정지출은 점차 “공급 측을 위한 보조”에서 “수요 

측을 위한 보조” 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립병원의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재정 보조를 중지하고, 공립병원의 “관리와 업무처리가 분리”되도

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립병원들이 민영의료기구와 함께 경쟁

하고,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들을 유치해 국민의료보험기금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공공재정은 주민들이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취약 계층들이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의료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공공투자에 대한 국가 

재정을 확대하여 개인의 진료비를 경감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다원적으

로 분할된 시스템을 통합하여 제도의 효율을 향상시킨다. 동시에 관리를 

강화하고 낭비 현상을 근절하여 질병 의료비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지속

적으로 낮춘다. 

(3) 3단계 전략 : 다원화된 의료보장제도에서 통일된 국민건강보험으로 

① 3단계 전략의 기본 사고

현재 중국의 기본 의료보장 체계는 “세 가지 보험, 한 가지 부조”로 

구성되었다. 즉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농촌신

형합작의료, 도농의료부조제도이다. 그 중 “세 가지 보험”은 사회보험에 

속하는데, 근로자와 고용주 쌍방 혹은 피보험자 개인과 정부가 납부 책임

을 분담한다. “한 가지 부조”는 공공부조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실천 과정에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대상자들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통주 층차가 낮으며 관리 체제가 균형적이지 못하며, 보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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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차이가 생기는 탓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관리 운영비용이 너무 높고 효율이 낮을 뿐 아니라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도 가로막아 사회 통합에 불리하다는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현

재 다원적으로 분할된 의료보장 체계는 중국 의료보장제도 수립의 출

발점이다.  

지역적 발전이 매우 불균형한 상황 하에서 “세 가지 보험, 한 가지 

부조”의 다원화된 의료보장 체계에서 통일된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전환

할 때 점진적인 발전 경로를 선택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현재 분할된 

제도를 통합하고 정책 설계를 개선하여 점차적으로 제도 통합을 촉진

하여, 최종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그 발전 경로는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다원화된 제도에서 이원

화된 제도로, 이원화된 제도에서 다시 일원화된 제도로, 오직 질병 의료

만 중시하던 보험에서 다양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역적인 의료

보험에서 전국적인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008년부터 2049년까지 전국적으로 통일하려는 국민건강보험의 길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현 정부의 임기를 기한으로 한다. 즉 2012년 전에 다원화된 

의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동시에 도

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농촌신형합작의료의 통합을 추진한다. 

제2단계는 차기 정부의 임기로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이다. 목표인 

2020년까지 지역적인 국민의료보험제도를 목표로 하고, 지역 범위에서 

제도 통합과 공평한 혜택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제3단계는 2020년부터 2049년까지이다. 제3단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수립하여 전 국민들이 공평하게 충분한 의료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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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제1단계(2008~2012년)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원화된 의료보장 체계를 수립한다

1단계는 현 정부의 임기에 해당된다. 그 핵심적인 임무는 현행 제도의 

적용 범위를 향상시키고,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농촌신형합작의료의 

통합을 추진시켜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질병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동시에 감독 ․ 관리와 실시 시스템을 개선

하여 “진료받기 어렵고 진료비가 비싼” 현상을 근절하여, 질병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감을 해소해야 한다. 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중점적 

조치는 아래에서 열거한 바와 같다. 

첫째, 제도 체계를 개선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을 바탕으로 도농에서 통일된 근로자기본의

료보험제도를 수립한다. 도시근로자의료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잔존하는 기관 및 사업단위 공비의료제도를 취소하며, 아직 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기관 및 사업단위의 공직자들을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킨다.

의료공공부조 등 전문적인 보조금을 통해 조건에 부합되는 중소기업

의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 적용 범

위에 포함시킨다. 호적의 제약을 제거하고 도시화가 진행 중인 농촌의 

제2차, 제3차 산업 근로자와 제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 근로자들을 근

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에 적용시킨다. 마지막으로 도농 근로자들을 대상

으로 통일된 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를 수립한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도시주민의료보험과 농촌신형합작의료를 도농주

민의료보험제도로 통합되도록 추진한다. 농촌신형합작의료는 통일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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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단계 2단계 3단계출발점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신형 
농촌합작
의료제도 

근로자기본 
의료보험

주민기본 
의료보험

전국적인 
국민의료보험

지역적인 
국민의료보험

 ➜

기관 및 
사업단위공비 
의료제도

  ［그림 2-1］의료보장제도 수립의 3단계

료보험 업무처리기구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통일한 업무처리기구의 전제 

하에서, 먼저 지시급 통주 지역 내에서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 운영

과 관리 시스템의 기준을 통해 도시주민의료보험과 농촌신형합작의료제

도를 개선하고, 양자의 제도 체계 구조와 관리 흐름 등 설계 기준을 통일

하여 제도와 관리를 통일시킨다. 이후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정부의 보조

금을 확대하여 두 제도의 보장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보

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로 통합시킨다. 

게다가 각 지역에 알맞게 지시급 통주 지역을 추진하여 실제 상황에 알맞

게 혜택의 격차를 축소시켜 제도 통합을 추진한다. 

둘째, 통주 층차, 관리와 책임 위치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기구를 통일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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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격차와 위험을 분산시킬 요구에 입각하여 지시급 통주 층차

를 확립하고, 지시급 통주 지역 내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중국의 실정에 맞는 선택이다. 이는 더욱 높은 통주 층차로 발전하고, 

최종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제도를 통합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구이기

도 하다. 또한 의료보험의 업무처리기구를 통일시키고, 통일된 의료보험 

업무처리기구가 3대 의료보장제도를 관리하도록 하면, 업무처리 분할로 

인한 낭비와 제도 통합에 대한 불리한 요소를 해결할 수 있고, 제도의 

위험 분산, 관리 수준, 재무 안정성을 향상시켜 3대 제도의 통합을 위해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의 재무관리 모델을 수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찰 의료서비스의 개인계좌를 취소하고, “사람 

수에 따라 지불하는 것을” 주요 지불 모델로 삼는 것과 입원 의료서비스

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지불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다원화된 지불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농촌신형합작의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진료서비스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도시근로자기본

의료보험의 재무구조와 비용 지불 관리 방식을 참조하여 기술 기준과 

관리 기준이 통일된 비용 지불과 서비스구매시스템을 수립하고 적절할 

때 개선해야 한다. 또한 공립의료기관의 법인 구조를 개혁하여 “관리와 

업무처리” 분리하는 동시에 사립 의료서비스기구들의 발전을 추진시켜

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효율의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양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③ 2단계(2013~2020년) : 지역적 국민의료보험제도 수립

2단계는 의료보장을 통합하는 관건적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제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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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적인 임무는 일정한 지역에서 다원적인 의료보장제도를 보편적

으로 통합하여 통일된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수립하는데 있다. 그리고 의

료서비스구매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비용을 통제하며 의료서비스의 질

을 향상시키는 등의 조치들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보장 욕구를 

충족시킨다. 제2단계의 중점적인 제도적 조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첫째, 제도를 더욱 통합하고, 통주 지역 내에서 통일된 국민의료보험제도

를 수립한다. 

먼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농촌신형합작의료를 합병한다. 이후 이

를 바탕으로 근로자기본의료보험과 주민기본의료보험에 대한 통일된 비

용 지불, 서비스구매시스템, 운영과 관리 체제를 바탕으로 납부율과 혜택

의 차이를 줄여 최종적으로는 통일된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의료보장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부담율을 낮춰 의료에 대한 국

민의 근심 걱정을 해소한다.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고급 의료보장을 제

공함과 동시에 의료보장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비용지불시스템과 서비스구매시스템을 개선한다. 

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 진료서비스와 입원서비스의 비용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다층화 된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의료기구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지표는 비용 지불 기준과 연관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서비스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의료비용을 통제하고 의료보

장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기본의료보험과 주민기본의료보험에 대한 통일적인 비

용 지불, 서비스구매시스템 및 운영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양자의 

구별은 오직 보험 납부율과 혜택 수준에서만 나타나야 한다. 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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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과 서비스 구매 제도 설계를 통일하여 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와 

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역적으

로 통일된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의료서비스 제공 체제에 대한 개혁을 심화한다. 

공립병원에서 “관리와 업무처리의 분리”를 추진하고, 민영병원들이 의

료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진료 의료서비

스와 입원, 전문 의료서비스와 이중적인 의료서비스 네트워크를 수립해

야 한다. 

 

④ 3단계(2021~2049) :

   공평하고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제도 수립한다

3단계의 발전을 통해 전국적으로 제도를 통일시키고, 의료보장의 사회 

공평을 실현하여 기본의료서비스보장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시기 제도 수립의 목표는 지역적 국민건강

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발전시키고, 보장수

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보장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늘려 

국민의 건강수준을 확실히 증진시켜 공평하고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수립하는데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0년부터 2040년까지는 중국의 인구 고령화 속

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시기이다. 중국의 계획출산 방안에 따르면, 65

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0년 22%, 2055년에는 

25%에 이를 것이고, 이후 인구 고령화의 수준은 24%~25% 수준에 머물 

것이다42). 인구 연령구조의 심화 및 이로 인한 질환 형태의 변화가 가져

42) 王金营, ｢未来人口发展失衡引发社会保障制度的战略思考｣, 河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8年 第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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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질병 부담은 이 시기의 의료보장제도 수립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

한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로부터 시작하여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전략적인 임무는 바로 공공위생서비스의 균형을 강화하고 

예방과 보건서비스의 제공을 중시하며, 의료서비스 구매와 비용 지불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하여 의료보험제도에서 건강보장제도로 전환함

으로써 인구 고령화의 위기에 대처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 조치들이 포함된다. 

• 납부시스템과 서비스구매시스템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기구 사이에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서비스기구가 치료 위주에서 점차 예방, 치료, 

재활 등을 함께 보장하는 건강보장서비스로 전환되도록 한다. 

•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업재해보험제도, 출산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

제도, 장애인재활제도, 공공위생제도를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보편적

으로 건강보장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개선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 단계에서 의료보장제도의 수립에 있어 중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보험제도에서 건강보험제도로 전환하고, 지역적으로 통일된 제

도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로 발전시킨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보험 미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제

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임분담시스템을 확립한다. 중앙정부에서는 기

본의료보장에 대한 재정적인 보조 책임만 분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지

방정부에서 재정 보조를 증가시킴으로써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

준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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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2단계 3단계

제
도
수
립
의
 
중
점

지시급 통주 지역을 통주
단위로 하는 의료보험 체
계를 수립하고, 모든 사
람이 기본적인 의료보장
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
장해주며, “진료받기 힘
들고 진료비가 비싼” 문
제를 완화한다

지역적으로 통일된 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수립하
고, 국민의료보험 및 이
에 대한 관리 운영 시스
템이 정상화되도록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수립하
고, 공평, 호혜의 의료보
장 목표를 실현한다

제
도 
체
계
의
 
적
용
 
범
위

호적의 제약을 해소하고 
농촌신형합작의료제도와 
도시주민기본의료제도를 
합병하여 근로자기본의
료보험제도와 병존하는 
이원화된 제도를 수립한
다

근로자기본의료보험과 
주민기본의료보험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지역 
범위 내에서 일원화된 국
민의료보험제도를 수립
한다 

전 국민이 공평하게 적용
되고, 일부 인원들이 배
제되지 않도록 투자를 확
대하여 보장수준을 향상
시킨다

비
용 
지
불
 
서
비
스 
구
매

의료보험의 진료 및 입원 
서비스에 대한 지불방식
을 개혁한다. 공립의료기
관의 개혁을 추진하고 민
간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를 발전시키며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수립한다. 

진료와 입원 의료서비스
에 대한 지불방식과 구매 
시스템을 최적화한다. 의
료서비스 체계에 대한 개
혁을 추진시켜 진료 의료
서비스와 입원 및 전문적
인 의료서비스의 이중적
인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를 수립한다.

1. 의료기구들이 치료 위
주에서 치료와 예방, 재
활을 함께 중시하는 건강
보장으로 전환시킨다
2. 의료서비스 제공 시장
의 경쟁을 추진하고 서비
스 질을 향상시킨다
3. 관련 건강보장제도의 
서비스구매과제공시스템
을 통합한다

〈표 2-2〉국민건강보험제도 수립의 3단계별 전략

그리고 지역마다 국민건강제도를 개방하여 자본, 근로자, 주민 지역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 지방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관리 수준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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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료비용지불시스템과 의료서비스구매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고, 건

강보험제도와 기타 제도 간의 통합을 촉진한다. 

의료비용지불시스템과 의료서비스구매시스템 및 지정의료 자격에 대

한 평가와 서비스질평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구들이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 ․ 치료와 재활을 

중시하는 건강보장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분담 및 합력과 공평한 경쟁의 이중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네트워

크를 수립하여 의료 개입의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밖에도 국민건강

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사업 및 공공위생

재 서비스 구매와 제공 시스템을 통합하여 기본적으로 기준이 통일된 

의료서비스 구매와 제공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도 

간 분담 및 합력을 강화하여 전체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효율을 종합적으

로 향상시킬 수 있다. 

3. 의료보장제도 개혁과 최적화

공평하고 보편적인 의료보장 체계의 수립은 중국 의료보장제도를 수

립하고 개선하는데 있어 전략적인 목표이다. 중국 현재의 다원화된 의료

보장 체계에서 출발하여, 각종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개혁하거나 개선하

여 점차적으로 효율이 높고 합리적인 의료보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1) 제도 체계 최적화 목표와 개혁 사고 

의료보장제도의 발전 목표는 전국적으로 도농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수립하려는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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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분할 취업기준 호적기준

공
비
의
료

농
촌
신
형
합
작
의
료

도
시
근
로
자
의
료
보
험

도
시
주
민
의
료
보
험

다원화된 제도

취업기준

근
로
자
기
본
의
료
보
험

주
민
기
본
의
료
보
험

국
민
건
강
보
험

이원화된 제도
일원화된 
제도

［그림 2-2］ 다원화된 제도에서 일원화된 제도로의 전환

도 수립의 방향은 사회 ․ 경제 발전, 주민의 취업구조, 연령구조의 변화 

요구에 의해 불합리적인 제도 내의 분할된 기준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기본의료보장제도를 통합해야 한다. 즉 현재의 삼원화된 제도에서 이원

화된 제도로, 다시금 이원화된 제도에서 최종적으로는 통일된 건강보험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본의료보장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는 

공공위생과 보충형 의료보장을 대폭 발전시켜 다원화된 의료보장 체계

를 구축해야 한다. 발전 사고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면에서 나타

난다. 

① 현재 다원화된 체계 중에서 분할된 기준을 없애고 제도를 통합한다 

현재 다원화된 의료보장제도는 호적 기준, 취업 기준(근로자와 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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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업종부문 기준(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심지어 연령 기준(예를 들면, 

일부 도시기본의료보험제도는 노인과 아동들을 위해 각각 독립적인 의

료보험제도를 수립했는데 ［그림 2–2］에서 표시한 바와 같음)에 따라 제

도는 분할되었다. 

그 중 호적 기준은 계획경제 체제의 산물로 도시와 농촌이 차별적으로 

대우받았으며 현재 이동 인구의 실질적인 취업구조와도 맞지 않다. 업종

부서 기준은 통일된 노동시장을 수립하는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

하게 혜택의 격차도 조성하고 있는데 사회 모순을 야기함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위협 요소이다. 연령 기준은 제도의 위험 분산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보험 시스템 대다수 법칙에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관리의 운영

비용을 증가하고 운영 효과를 저하시킨다. 다원화된 제도 체계는 사회 

통합과 사회 이동에 불리하다. 

그러므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추세는 바로 불합리적인 

호적 기준, 취업 기준, 업종부문 기준이 잔존한 국면을 없애고 , 오직 취업 

기준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으로 구분된 이원화된 제도로 발전시키며, 최

종적으로는 일원화된 제도로 이동한다. 

② 기준이 통일된 관리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의료보험 프로그램의 운영 원리를 일치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제도 통

합은 주로 제도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한 설계와 납부, 보장수준을 설정하

는 등 두 가지 방면에 집중되어 있다. 전자는 실질적인 제도이지만, 후자

는 제도 간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다원화된 의료보험제도에서 통일된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하는 과

정에서, 먼저 관리운영시스템과 체제 수립의 통일에서 출발하여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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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관리와 운영 체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제도 간의 차이는 납부

율과 보장수준의 차이 등에 보류될 수 있는데, 이는 제도 통합을 위한 

견고한 기초가 될 것이다. 납부율과 보장 수준을 통일하는 것은 재정투자

와 관련 주체들 간의 책임 분배 문제에 지나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의료보험 체계의 개선은 우선 지시급 통주 지역 내의 기금 

통합과 운영관리 기준의 통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료보험 업무처리기구를 수립하여 모든 의료보장제도를 통일적으로 책

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 재무구조, 비용 지불, 서비스구

매 등의 제도 기준을 바탕으로 기타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제도

관리운영시스템을 통일시켜야 한다. 그 후 여러 의료보험 프로그램의 납

부율과 보장수준의 격차를 점차 조정한다면, 최종적으로 제도 통합을 실

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각종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최적화 

현재 중국의 다원화된 의료보장 체계는 크게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농촌신형합작의료 등 3대 제도로 구성되었다. 

이밖에도 도농의료부조제도 역시 관련 보장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표 2–3>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현행 의료보장제도는 피보험자, 가입 

원칙, 보장 범위, 자금 조성, 통주 층차, 관리기구 등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그러므로 의료보장 체계의 개혁과 개선은 이를 바탕으로 제도별

로 진행해야 한다. 

①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의 최적화 

첫째, 통주와 관리 층차를 향상시켜 지시급 통주 지역 내의 의료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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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 도농의료부조

보

장 

대

상

자

가

입

  

원

칙

도시 모든 고용 단
위와 그 근로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
다.
향진 기업과 그 근
로자, 도시 자영업
자 및 근로자는 지
방에서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전체 도시 비근로
자, 초·중학생, 아동, 
청소년 및 기타 비
근로 도시주민. 자
발적으로 가입

농민들이 가정을 단
위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자발적으
로 가입

최저보장대상자 혹
은 저소득층 중에서 
부조가 필요한 자

 

적

용

 

범

위

진료 및 입원 서비
스, 최저한도와 최
고한도 및 공동지불
시스템 설계함. 환
자가 일부 의료비용
을 부담한다 

주로 입원과 중환자 
진료를 보장하고, 최
저한도과 최고한도 
및 공동지불시스템
을 설계함. 환자가 
일부 의료비용을 부
담한다

주로 입원이나 중환
자 의료에 지출한다. 
최저한도와 최고한
도 및 공동지불시스
템을 설계함. 환자
가 일부 의료비용을 
부담한다

신형농촌합작의료
나 근로자의료보험
에 가입하도록 지원
한다. 일부 의료비
를 감면하거나 일부 
의료비용을 지급한
다

자

금

 

조

성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가 공동으로 납부한
다. 고용 단위의 납
부율은 임금 총액의 
6% 정도이고, 근로
자의 납부율은 본인 
임금의 2%이다. 사
회 통주와 개인계좌
를 서로 결합한 모
델을 채택하고 퇴직
노인은 보험료를 납
부하지 않는다

가정 납부를 위주로 
하고, 정부에서 일
정한 보조금을 주며 
세금 우대정책을 실
시한다. 
보편적인 보조금 및 
취약 계층을 대상으
로 하는 전문적인 
보조금이 있다. 노
인은 보험료를 납부
한다

개인 납부, 집체 지
원 및 정부 지원이 
결합된 자금 조성 
시스템임. 노인은 보
험료를 납부한다

제정 예산에서 지
급, 복권 공익금 사
회기부금 조달
지방 재정에서 구제
금을 지급하고 중앙
과 지방급 재정에서 
보조한다

통

주 

층

차

관

리

기

구

지급 이상 행정기구
를 통주 단위로 하
거나 현(시)을 통주
단위로 할 수 있다. 
인적자원사회보장
부서에서 관리한다 

시범 지역 방안 도
시, 시를 통주 단위
로 한다.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서에서 
관리한다

현(시)급을 통주 단
위로 하고, 낙후된 
지역에서는 향(진)
을 통주 단위로 한
다. 위생부에서 관
리하던 것을 점차 
사회 부문에서 관리
하도록 전환한다

각 현(시)급 지방정
부에서 책임지고, 민
정부에서 구체적으
로 관리한다

〈표 2-3〉현재 중국 도농 의료보장제도의 기본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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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주과 통일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지시급 통주 지역 내의 기금 통주와 통일적인 관리를 확정한 

후, 현 ․ 시급 통주 층차에 머물러 있는 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를 개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각 현 ․ 시급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에 대한 

통일된 관리 절차, 통계지표, 서비스 기준 등 기초적인 제도와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 기준, 업무처리 절차, 규율이 통일된 운영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방된 의료보험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시급 통주 지역 내의 정부와 하급 

정부의 재정과 관리 책임을 확정한 후, 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의 시급 

통주와 수직 관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지시급 통주 지역에서 통합한 후 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

도는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납부비율은 각 

현 ․ 시의 평균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현 ․ 시 사이에 이전지불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개혁의 지체됨을 해결해야 한다.

둘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공직자와 기타 고용 근로자에게로 확대한다.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 적용 범위를 공직자와 기타 고용 근로자에

게 확대되어 지시급 통주 지역 내에서 통일된 근로자의료보험을 형성해

야 한다. 한편으로는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

는 임무를 완수하고, 기관 및 사업단위의 공비의료를 점차적으로 없앤다. 

기관 및 사업단위의 공비의료는 오직 일부 공직자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데, 단위 보장의 색채를 띠고 있어 위험분산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환자들이 지나치게 의

료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심각한 낭비 현상이 나타난다. 더욱이 과학적

인 비용지불시스템과 서비스구매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탓에 의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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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공 측의 소비 유도 행위를 통제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의 

불공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을 낮추어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

게 된다. 

그러므로 한층 심도 깊은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급 정

부에서는 기관 및 사업 단위 근로자의 편제에 따라 분배된 공비의료 비용

을 고용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즉 현재 도시근로

자기본의료보험의 납부 방식과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여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 

적용되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이 제도에 

적용시켜야 한다. 더욱이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은 통주 지역 내의 농

촌 제2차와 제3차  산업 근로자 및 제1차 산업 근로자까지 보급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융합과 통합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재무시스템을 개혁하여 개인계좌를 없애고 모든 보험료를 통주기금

에 포함시켜 의료보험기금을 조성하고 각종 비용시스템을 개선한다.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는 사회통주와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된 

재무구조를 이루고 있다. 사회통주기금은 주로 입원비나 중환자 진료비

를 지불하는데 사용되고, 개인계좌는 주로 일반 진료비를 지불하는데 사

용된다. 그 중 개인계좌를 수립하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 즉 소비

자들의 지나친 의료 소비 행위를 통제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기

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는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 개인계좌기금은 개인이 프로그램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

을 통해 의료기구로부터 직접적으로 의약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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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본인이 직접 소비하는 제도와 별 차이가 

없는데, 의료보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구매하는데 장점을 발휘하지 

못한다.

더욱이 프로그램에 의해 비용을 지불한다면 의료서비스기구에서 소비

를 유도하는 행위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비록 이러한 제도 설계는 환자

들이 지나치게 의료서비스를 소비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 통제하지만, 의

료서비스기구들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계좌기금의 잉여가 제한되어 있고, 투자의 경로가 제한된 탓

에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기금을 조성하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행 제도를 한층 개혁할 필요가 있다.

• 개인계좌를 정지한다. 새롭게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더 이상 의

료보험 개인계좌를 만들지 않고, 모든 보험료는 직접 통주형 의료보

험기금으로 들어간다. 원래의 피보험자들도 더 이상 개인계좌를 만

들지 않고 통주형 의료보험기금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통주기금을 확대하고 상호 협력과 공제 기능을 발휘한다. 

• 근로자들이 원래 소유한 계좌 중에 있는 잉여금은 계속 보통 진료와 

입원 치료비로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통일된 의료보험기금에서 피보험자들의 질병 의료를 책임진다. 즉 

진료 의료비용도 통주기금에서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료 의료서비스와 입원 의료서비스의 특징에서 질환의 종류와 총 

금액에 따라 지불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다원화된 지불 방식을 수립

하여 의료서비스기구들의 행위를 통제하고 규정한다. 

넷째, 자금조성시스템을 개선한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책임을 분담하고 

퇴직 노인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한다.

근로자의 질병 의료는 고용주나 고용기관에서 납부 책임을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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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분담시스템이 지

나치게 고용주나 고용기관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결국 질병 의료는 

개인 소비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관례에 따르면, 고용주 및 고용기관과 개인이 각각 50%의 납

부 책임을 가진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자가 책임을 분담하

는 것과 비용을 공통으로 부담하는 의료보험 규정을 준수하여 고용자나 

근로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의 심화와 인구 이동의 요구에서 볼 때, 퇴직자들도 

계속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인은 구방안, 신인은 신방안”의 원

칙에 따르면, 새로운 규칙이 실행되기 전에 퇴직자는 의료보험료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노후시기에 의료비용 지출이 많고 인구 고령화 진

행이 심화됨에 따라 노인들이 소비하는 의료보험기금이 갈수록 증가하

기 때문이다. 

만약 퇴직 노인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채 근로 세대들이 의료비

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고액의 의료비용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동

시에, 보험료 납부 세대들도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는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위반된다. 그

리고 현행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농촌신형합작의료제도는 모두 평생 

납부형 제도에 속한다. 제도 합병과 공평성 요구에서 볼 때, 퇴직 노인들

은 평생토록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퇴직 노인들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의료보험에 대한 인

구 고령화의 압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료보험기금의 지속성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공평 원칙에도 부합된다. 

퇴직자들도 평생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 설계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현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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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역에서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퇴직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 바로 퇴직자가 퇴직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

간이 해당 통주 지역에서 제정한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다수 기본의료보험 납부기한은 25년이고, 오직 그 통주

기금의 의료보험 혜택만 누릴 수 있다. 기본의료보험의 최저 납부기한

을 제정하는 규정은 근로자들이 여러 통주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불리

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동 근로자들의 의료보험 관계가 순조롭

게 이전되지 못하거나 새롭게 취업하여 최저 납부기한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원인들로 인해 노후기간에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일부 근로자들은 그들의 보장수준이 낮아질까 두려워 자유

롭게 이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 퇴직자도 다른 지역에서 진료 받거나 진

료비를 청구하는데 불편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평생토록 보험료를 

납부하는 정책을 통해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 최저 납부기한에 관한 

규정이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여 의료보험 관계의 이전되거나 지속되는

데 훨씬 편리해질 것이고, 근로자들이 다른 통주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 

더욱이 퇴직 노인의 의료보험 관계를 더욱 수월하게 이전할 수 있고, 

퇴직 노인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지역의 의료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유리하다. 이는 외지 진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조치이다. 

정책 설계상에 퇴직 노인에 관한 의료보험 정책은 여전히 근로자기본

의료보험에 속한다. 즉 퇴직 노인들은 사회의 평균임금지수로 근로자기

본의료보험의 납부율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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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부 재정에서 보조금 등의 형식을 통해 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 기금

을 투자할 수 있으며, 보장수준도 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 보장 기준을 따

를 수 있다. 또한 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하여 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 급여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노인들이 퇴직금으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기본의료보험의 혜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의료보험기금을 관리한다. 

의료보험기금 관리는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에 부합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단편적으로 환자를 통제함으

로써 의료비용을 통제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즉 상한선을 높이고(최

종적으로 상한선을 없애야 함), 환자들의 부담비율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의료보험의 보장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의료보험기금에 대한 

관리의 과학 수준도 향상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의료비용 지출을 더욱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관련 납부 수준

을 확정하고, 잉여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자들의 행위를 지나치게 통제

하는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 비용의 통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의료서비스기구들이 지나치게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통제하여 의료비용을 통제하려

는 방식과 실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②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의 최적화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 경험에 의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첫째, 통주와 관리 층차를 향상시키고 위험 분산의 범위를 확대한다.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 통주 층차를 향상시키는 목표와 실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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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의 통주와 관리 층차를 향상시키고 관리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시급 통주 지역의 기금을 통합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제도와 적용 범위를 통일한다. 

일부 지정된 시범 지역에서 다원적으로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를 

추진하는 방식을 중지해야 하는데, 이는 아동 ․ 학생 ․ 노인에 대해 단독으

로 실시하자는 의료보험 계획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 분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도시 주민들은 

통일된 의료보험에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보장수준을 향상시키고 제도의 강제성을 강화한다.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보편적인 보조와 전

문적인 보조 등 두 가지를 포함된다. 그 중 보편적인 보조는 모든 보험 

가입자들에게 지급되는데, 지급된 금액은 주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납

부하는 보험료와 유사한다. 여기에는 주민들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 재정으로 빈곤층, 장애인, 퇴직금이 없는 노인 등 사회 취

약 계층들에 대해 전문적인 보조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보조는 “차이를 

보조하는” 원칙에 따라 확정되는데, 빈곤층이 주민의료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이 반영된다. 

또한 개인의 납부 수준을 향상시켜 총 기금을 증대시킴으로써 진료와 

입원 두 가지를 보장한다. 보장수준이 높으면 자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이후 제도의 강제성을 강화하여 보험 가

입자에 대한 역방향의 선택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비용 지불과 서비스구매시스템을 개선한다.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가 진료와 입원 보장을 제공하기 시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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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의 비용 지불과 서비스구매시스템의 관련 

제도 설계 기준을 참고하고, 이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서 도시주민기본

의료보험제도의 비용 지불과 서비스구매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농촌신형합작의료제도의 최적화 

각 지역마다 농촌신형합작의료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실천 

과정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최적화해야 한다. 

첫째, 통주와 관리 층차를 향상시킨다. 

마찬가지로,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 통주 층차를 향상시키는 목표

와 실현 방안에 따라 농촌신형합작의료제도의 통주와 관리 층차를 향상

시키고 관리 체제를 개선하도록 한다. 일부 지역에서 농촌신형합작의료

제도는 이미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와 통합되었는데, 관련 방안을 통

해 통합한 후 의료보험제도의 통주 층차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제도 체계와 적용 범위를 개선한다.

가정을 단위로 한 엄격한 보험 가입 방식을 개선한다. 농촌에서 제2차

와 제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촌 호적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이 

속한 지시급 통주 지역에서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

록 한다. 외지에서 취업한 농민들은 단위가 소속된 지역의 도시근로자기

본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농촌신형합작의료제도의 가

입자는 바로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순수한 농민들과 아동 ․ 노인 등 

농촌 비근로자일 것이다. 

셋째, 보장수준을 향상시키고 제도의 강제성을 강화한다. 

재정 보조금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의 납부율을 높여 기금을 확대한

다. 보장수준이 높으면 자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이

다. 이후 제도의 강제성을 강화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역방향의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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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여 점차 그 격차를 줄여야 한다. 

넷째, 비용 지불과 서비스구매시스템을 개선한다.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의 비용 지불과 서비스구매시스템에 관

한 관련 제도 설계와 기준을 참고하여 이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서 농촌

신형합작의료제도 비용 지불과 서비스구매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신형합작의료제도와 도시근로자의료보험제도는 자금 조

성 방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최대한 서로를 참고하고 통합해야 하는데, 제2단계에서 주민의료보험을 

수립하는데 기초를 마련해줄 수 있다. 

 

(3) 다원화된 제도를 단계별로 통합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의료보장제도의 통합은 두 가지 절차로 나누어 추

진해야 한다. 제1단계는 제도 체계와 관리운영시스템을 통일하는 것인데, 

제도 수립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제2단계에서는 납부율과 보장수준을 

통일하려는 것으로, 재무 투자와 책임 분배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

한 의료보험제도의 최적화는 사실 제1단계 제도 통합을 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적인 국민의료보험을 수립하는데 있어 해당 지역의 사회 ․ 경제 발

전 상황에 따라 점차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제1단계 제도 개혁의 

유효성과 관련 제도 개혁의 협조성은 전체 제도의 통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최종 기한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지방정부에서 제

때에 관련 제도를 통합해야 한다. 즉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데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합하는데 주로 다음의 두 가지 절차를 거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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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주민기본양로보험과 농촌신형합작의료보험을 통합한다

현재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해당 지역의 발전 상황에 따라 도시주

민기본양로보험과 농촌신형합작의료보험을 통합하여 통일된 주민기본 

의료보험제도를 수립했다. 보편적으로 제도를 통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도시주민기본양로보험과 농촌신형합작의료보험에 대한 최적화

인데, 이는 두 가지 방면의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기금 조성과 가입 보조

금 측면에서, 주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 보조는 그 절차가 

통일되고 체제가 완벽하며 관리 기준이 통일되어야 한다. 빈곤층에 대한 

분별  시스템도 완벽하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그들에 대한 보조 시스템은 

건전하고 효율이 높아야만 한다. 보장 기준과 비용 지불, 서비스구매시스

템 측면에서 양자 모두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의 기준에 따라 통일된 

제도를 이미 수립하였다. 그러므로 주민의료보험의 수립은 견고한 제도 

운영과 관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각급 정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

고 납부율과 보장수준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 

둘째, 호구제도 개혁과 재정 체재 개혁의 효과적인 협조. 호구제도 개

혁과 함께 지시급 통주 지역에서 도농 주민들의 호구가 이동되거나 이전

되도록 도와준다. 재정 체제의 개혁은 주로 지방정부의 재정 체계를 개선

하고 이전지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낙후된 현 ․ 시에 대한 재정 보조 

부담에 제도화되어야 하지만, 지시급 통주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방정부

가 전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② 주민기본의료보험과 근로자기본의료보험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제

도를 수립한다

발전이 불균형한 탓에 지역 간의 격차가 심각하다. 비록 앞으로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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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내에 이러한 격차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지만, 최소한 2020년까지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는 첫 단계의 목표는 바

로 2020년까지 지역적인 의료보험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즉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과 농촌신형합작의료를 통일된 주민의료보험으로 통합한 

후, 다시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제도와 통합하여 통일된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수립은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국민의 소득수준이 대폭 향상되고 재직 근로자들은 높은 재무력

을 소유하며, 가족(자녀와 퇴직 부모)을 위해 일정한 금액의 의료보험료

를 납부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주민기본의료보험과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이 합병되더라도 재원 지속성을 갖출 수 있으며, 대다수 근

로자들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민기본의료보험과 근로자기본의료보험 모두 효율이 높은 지

불시스템과 서비스구매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의료비를 통제하고 의료서

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만약 이원화된 의료보험제도가 의료비용

을 통제해야 할 압력을 받고 관리 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면,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수립하는데 장애물에 봉착할 것이다. 

3단계 전략 중에서 제3단계에서 국민의료보험제도를 국민건강제도로 

발전시키고, 의료보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 단계에

서 제도 통합을 실현하려면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보장수준을 향상시켜

야 한다. 또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측이 의료 

개입의 중점을 개선하고 의료 개입의 효율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4) 다층화된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의료보험제도의 수립과 그 보장 내용이 질병 치료 위주에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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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치료를 핵심으로 하되 질병 예방과 재활 등을 고려하는 보건서비스

로 전환된다면, 국민들에게 충분한 의료보장을 제공해줄 수 있고 “질

환이 생기면 치료받을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게다가 건강보

장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도 유리하다. 

하지만 다층화된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한 뒤에야 이를 완전하게 실현

할 수 있다. 

다층화된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관건은 건강보장 중에서 여러 가

지 층차의 보장 속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층차에 속한 의료보장제

도 중에서 정부, 사회와 개인의 책임을 확정하는데 있다. 보편적으로 공

공위생서비스는 공공재의 성질이나 강한 외부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세수를 지원하여 공공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

을 다해야 한다. 

기본의료서비스의 시장에는 정보의 혼란과 독점 등의 문제들이 초래

한 “시장 실패” 문제와 분배 결과가 불공평한 탓에 초래된 “시장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강제적인 사회보험과 의료부조 등의 형

식을 통해 기본 의료 시장에 개입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율을 촉진하여 기본의료서비스의 보장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고급 

의료서비스는 개인적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의료

서비스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정

부에서는 다층화된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층차 간 의료

서비스보장에 대한 정부 개입 방식과 개입 수준을 확정하여 전체 의료보

장 체계의 협력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원칙을 확정한 후, 현재 각 층차별 의료보장의 실제 현황

에 따른 명확한 조치를 제시하여 다층화된 의료보장 체계의 협력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에서 책임지고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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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위생서비스와 기본 의료보장 외에도 다음에서 언급될 의료보장 프

로그램을 대폭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① 고용업체에서 보충형 의료보험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고용업체에서 보충형 의료보험을 전개한다면, 기본의료보험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 임금복지의 경쟁성을 높여줄 수 있고, 기업 

인력자원 관리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보충형 의료보험은 질병 예방을 위주로 하는 서비스보장일 수도 있고, 

신체검사와 건강 증진 등 특수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장일 수

도 있고, 기본의료보장 사항이 아닌 거액의 의료비용 위험일 수도 있다. 

고용기관에서는 자체적인 인력자원 관리 발전 전략에 의해 보충형 의료

보험의 서비스 중점과 특색을 자주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는 중병 의료보장이나 질병 예방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제공되며, 기본 

의료보장의 압박과 부담을 줄이는데 유리하다. 

보충형 의료보험을 대폭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 정부에서 관련 정

책들을 제시하여 유도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에서는 세무 

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보충형 의료보험을 전개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

해야 한다. 

기업연금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세무 혜택을 통해 기업에서 보충형 의

료보험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며, 근로자의 의료보건서비스를 중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관련 정책들을 제시하여 기업에서 보충형 

의료보장을 전개하는 사업을 유도하고 규정해야 한다. 고용업체에서 보

충형 의료보장을 전개할 경우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대회의 감독과 참

여가 필요하고 상업보험회사의 참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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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절차의 공평, 재무 지속성과 위험의 통제는 모두 정부에서 사전

에 제시한 기초적인 정책의 규범과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서비

스가 제공하는 시장 및 의약 생산과 유통에 대한 규정은 의료비용을 정확

하게 통제하고 예측하는데 유리하며, 보충 의료보험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② 상업건강보험과 상업형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추진한다 

상업보험회사는 고용업체의 보충형 의료보험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인이나 가정에 다양한 의료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정부는 각종 조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위험 관리를 

교육시키고, 국민들의 위험관리 의식을 함양하여, 상업의료보험을 포함

한 상업보험이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업의료보험은 국민들의 일부 의료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의료보험과 사회의료부조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

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상업형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상업형 의료서비스는 일부 체제 개혁 이후 공립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거나 신설된 사립병원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 의료위생부에서는 현재 

공립병원들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자본이 의료서비스 영

역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불합리적인 제약을 완화하고, 다층화된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최선

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급 의료서비스 욕구를 가진 주민들은 사회의료보

험에 제한시키지 않고 개인 비용을 통해 사립병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의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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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부조를 강화하고 최후 보장선을 제공한다 

의료부조는 빈곤한 주민들에게 최후 보장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공평

을 보장하여 “질병으로 인해 가난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설사 

국민의료보험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할지라고, 빈곤한 주민들은 보

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보험에 가입한 

뒤에도 개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러므

로 정부에서는 의료부조를 강화하여 최후 보장선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부조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빈곤한 주민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후 의료

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등 두 가지 방면의 내용을 포함한다. 

의료부조는 단독적으로 빈곤층을 위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기구

들로부터 의료서비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단지 관리와 

운영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자금 보조를 통해 빈곤층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이는 단독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구매

하고 제공하는 데에서 초래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의 사전적 예방과 상호 협력과 공제의 효과가 빈곤층까지 미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의료부조제도와 의료보험제도 사이에 

협력과 분업은 의료보험제도의 보급을 확대하고 제도의 운영 효율을 향

상시킬 수 있다. 

의료부조의 주요 형식으로는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하게끔 도와주는 보

조와 일반적인 의료부조 등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빈곤층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 후자는 빈곤층이 보험을 

가입한 후 개인이 납부해야 할 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빈곤층이 보험에 

가입한 후에 확실히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354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이 두 가지의 의료부조 형식은 과학적인 대상자 확인 시스템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의료부조 기회를 

가로채는 현상을 근절하여 빈곤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4. 의료보장제도 운영 시스템의 개혁과 최적화 

의료보장제도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혁과 최적화는 주로 업무처리기

구의 통일, 의료비용의 지불, 의료서비스 구매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중 핵심은 바로 과학적이고 효율이 높은 의료비용제도와 서비스 구매

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기구들의 행위를 통제하고 의료비용을 조정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들의 진료 행위

를 통제하고 규정하여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사용하고 건전한 생활 습

관을 배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 운영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목표와 개혁 사고

① 의료보장제도 운영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목표 

의료보험 비용지불시스템은 의료서비스 제공 측의 행위를 통제하여 

그들이 “사회 공익적인” 의료보장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

료보험, 농촌신형합작의료를 막론하고, 진료와 입원 서비스는 여전히 낙

후된 “사후 청구”제도와 “프로그램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사

용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1차 진료와 2차 진료 제도가 수립되지 못해 

의료보험의 서비스구매시스템의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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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를 통일하는 과정 중에서 특

히 의료비용지불시스템을 중요시해야 한다. 즉 효과적인 제삼자 구매 시

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측이 서비스 효율과 질을 향상시키도

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보장의 비용지불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목표는 바로 의

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

서비스기구들의 도덕적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의료보장의 효율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개방적인 1차 진료와 2차 진료 제도를 수립하

여,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분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자

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여 환자가 만족하는 조건 하에서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 개혁 방식 : 통일된 업무처리시스템과 비용지불시스템을 수립

비록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농촌신형합작

의료 등 3대 의료보장 프로그램은 납부율이나 보장수준에서 차이를 보이

지만, 서비스구매시스템은 통일되고 동일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

고 지시급 통합 지역 내에서 3대 의료보험제도의 일원화를 실현하려면, 

제도 수립을 진행하는 제1단계에서 업무처리시스템과 비용지불시스템을 

통일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떠한 보험 방식이든지 혹은 제도 분할이 

어떠한가를 막론하고 모두 통일된 의료보험 업무처리기구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절약적인 방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도 통합을 위해 견고한 기초를 마련해줄 것이다. 

그리고 통일된 비용지불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도가 분할된 상황에서 3대 의료보장기금에 대해 각각 분리하여 관리해

도 괜찮지만, 제도를 통합한 후 3대 의료보장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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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록 3대 의료보험제도는 납부율과 보장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통

일된 업무처리기구에서 관리하고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절차, 시스템과 

규정이 같으며, 동일한 의약품 청구 목록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의료사

회보험의 업무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제도의 운영비용을 대폭 감소시켜 

주며, 관리의 효율을 향상시켜 다음 단계에서 3대 제도 간의 격차를 감소

시킨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통합하는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다. 그

러므로 의료보장제도를 통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현재 근로자의

료보험 업무처리기구를 최적화하고, 필요한 인원들을 확충하여 3대 의료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감당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통일된 업무

처리기구는 모든 보험 가입자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자의 

역할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2) 의료비용 지불방식을 개혁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과 질을 향상시킨다

국내 ․ 외 의료보장 발전 실천 과정에서 볼 때, 의료비용의 지불방식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질과 효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의

료비용 지불방식을 개혁해야 한다. 여기에서 관건은 바로 합리적인 의료

비용 지불방식을 선택하고, 합리적인 1차 진료와 2차 진료 제도를 수립하

는데 있다. 

 

① 의료비용 청구제도를 포기하고 의료비용 선불제도를 채택한다 

의료비용의 사후청구제도는 전통적인 의사와 환자 간의 직접적인 서

비스 구매 관계를 보류시킨다. 이는 의료보험의 제삼자 구매 시스템이 

의료서비스 제공 측의 행위를 통제하고 규정하는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

한다. 그리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측의 “수요를 지나치게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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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하고 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의료비용 청구제도를 포기하고 

의료비용 선불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의료비용 선불제도 하에서, 피보험자들이 진료나 입원서비스를 사용

할 때 본인 의료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기타 대부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기금에서 결산하는데, 이는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 하에서, 의료보험기구들은 전적으로 치료 과정에 개입할 수 

있으며 의료보장 감독의 역할도 발휘할 수 있다. 선불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의료기관과 환자 쌍방이 자체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감독 ․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일반진료는 1차 진료제와 2차 진료제를 채택한다

3대 의료보험제도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점차적으로 1차 진료와 2차 진

료제를 채택하는 것은 제도를 최적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

어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 먼저 

의료서비스기구를 초급 의료서비스기구와 전문 의료서비스기구로 구분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피보험자들이 본인이 속한 지역의 초급 

의료서비스기구 중에 한 곳을 본인의 1차 지정 기구로 삼도록 한다. 이 

피보험자의 일반 진료서비스는 초급 의료서비스기구에서 제공하게 된다. 

본인은 의료기구 서비스 질에 관한 기록에 따라 선택하는데 매년 한 번씩 

새롭게 선택할 수 있다. 

비용 지불 모델은 “사람 수에 따라 지불하는 모델”을 채택하는데, 매년 

의료보험기금에서 의료보험기구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이는 

지정의료 기구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줄이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환자가 병원을 옮기거나 

특정한 전문 의료기구로 이동하는 문제는 초급 의료서비스기구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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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데, 양쪽 병원을 옮겨가며 진료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③ 다원화된 의료비용 지불방식을 추진한다

의료서비스 기관과 의료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원화된 의료비용 지불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 측이 합리적인 가격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반진료는 사람 수에 따른 비용 지불을 위주로 

하는 지불 방식을 선택하는데, “건강 쿠폰”의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잠재적인 초급 의료서비스기구와의 경쟁을 통해 피보험자들이 그 기

구에 등록하도록 유도하며, 규정한 시간 내에 고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만약 규정한 시간 내에 초급 의료서비스기구들이 질병을 예방하

거나 혹은 질병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와 합리적인 의료비용으로 환자들

이 가능한 빨리 낫도록 도와준다면, 남은 비용은 그 기구의 수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 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건강 쿠폰은 

초급 의료서비스기구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의료 수단과 치료 

방식을 선택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급진, 입원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는 질병의 종류에 따른 지불

을 위주로 하는 의료비용 지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수많은 지역

에서 입원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경험과 교훈을 종합하고 제도를 보급해 개선해야 한다. 

 

(3) 개방적인 1차 진료제와 2차 진료제를 수립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은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최적화와 개혁과 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의료보험의 1차 진료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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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구축하려는 목표에 부합되기 위해 시설이 아닌 임무에 따라 의료

서비스기구들의 분업을 구분해야 한다. 즉 초급 의료서비스와 보편적인 

진료 의료서비스는 주로 1급 병원과 일부 2급 병원에서 제공한다. 반면에 

입원이나 희귀병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는 3급 병원과 일부 2급 병원에

서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초급 병원 기구에서는 “사람 수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고, 1차 진료 기구에서는 환자들

이 어느 전문 의료서비스기구로 옮길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원과 전문 의료보장기구에서도 경쟁을 통해 환자

들을 받는 상황이 조성된다. 이동한 환자들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 효과와 지불한 치료비용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초급 의료서비스

기구의 질과 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더 나은 병원으로 옮겨 

진료하는 기록도 초급 의료서비스기구들이 “사람 수에 따른 비용을 부과

하는” 경쟁구조에 있어 중요한 장점이다. 그러므로 초급 의료서비스기구

에서 2차 진료를 결정할 때 기구에서는 종합적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기 

마련이다.

이렇게 초급 의료서비스기구와 고급 혹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기구 

사이에 어느 정도 경쟁 관계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초급 의료서비

스기구와 고급 혹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기구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제

약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이를 조건으로 삼아 효율이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시스템은 점차 실체화 될 것이다. 

5. 관련 제도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의료보장제도의 수립을 추진하고, 전체 의료 위생 체계의 효율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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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 입각하여 의료위생 사업관리시스템, 공공위생 체계, 의료서비

스 제공 체계, 의약품 생산과 유통 체계에 대한 개혁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1) 의료위생 사업관리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관리 수준과 효율을 향상시킨다

의료보장제도의 개혁과 발전은 자금 조성과 서비스 제공 등 두 가지 

방면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과학적이고 효율이 높은 의료보험 업무처리 

관리와 의료보장 제공에 대한 감독 ․ 관리는 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위생 사업에 대한 투자와 관리에 있

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리의 구분도 개혁에서의 핵심이 되

는 문제이다. 의료 위생 관리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운영관리의 수준과 효

율을 향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서 착수해야 한다. 

① 위생 체재 개혁의 통주와 기획을 강화하고 부서들 간의 행동을 조율한다 

의료보장제도의 수립은 중국 의료 위생 체제 개혁에 있어 중요한 부분

이다. 전체 의료위생 체재 개혁은 한 가지 종합적인 시스템 작업, 공공위

생,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및 의약품 생산과 유통 등 여러 가지 방면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여러 직무 부서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보험을 책임지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의료부조를 책임지고 

있는 민정부 외에도, 발전개혁위원회, 위생부, 재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

리국, 물가부 등 여러 부서들도 참여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 자체가 피보험자, 의료보험 기구와 의료서비스 제공 측 

등 간 이익 경쟁인 탓에 관련 정부 직무 부서들 사이에도 이익 충돌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여러 부서에서 평등하게 참여하려면 정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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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율도 필수적이다. 

부서 간의 이익 충돌이 관련 정책의 출시를 가로막거나 부서 간의 협조

가 부족한 탓에 관련 정책의 종합적인 효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현재 부서보다 급수가 높은 의료위생 체제 

개혁 지도기구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부서 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의료보장, 의료위생 

체제, 의약 생산과 유통 체제들의 개혁사업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전

문적인 개혁협력위원회를 수립해야만 의료보장제도를 최적화하고 기술 

방안을 선택하는데 있어 부서 이익의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부서 간의 합작과 협조가 부족한 탓에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의료 위생 체제의 개혁을 추진시킬 수 

있다. 

② 재정 분권과 이전지불제도를 최적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동

을 조율한다 

현재 중국의 재정 분권 체제는 완벽하지 못하고 재정 이전지불제도의 

효율도 낮은 탓에 “업무는 하급으로 향하고 재정은 상급으로 향하는” 현

상이 발생하고 있다. 비록 의료위생 사업을 포함한 사회사업은 지방정부

에서 책임지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감당할 재정력

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경쟁은 지방정부가 재정력을 사회사업에 투자

하는 것을 꺼려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만 몰두할 뿐이다. 앞에서 밝

혔듯이, 지방정부에서는 의료위생 사업을 발전시킬 정치적 욕구가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직책을 감당할 재정력도 부족하다. 이는 공공의료서비스

기구와 공공위생기구들에 대한 재정 보조가 부족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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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러한 서비스 기구들의 행위에 점차 변화가 생겼다. 이는 현재 의

료보장제도 개혁이 직면한 핵심 문제 중의 하나이다.

재정분권제도를 최적화하여 정부 등급에 따라 의료위생 체제 개혁 중

에서 합리적으로 분업하는 것은 공공위생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해 매

우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볼 때, 먼저 경제지표로만 정부의 정치성과를 가늠하는 시

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반대로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개선한 성과, 특히 

기본 국민생활과 관련된 의료위생사업 등 사회지표들을 평가 기준에 포

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표 성향은 지방정부가 의료위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

고 의료위생 체제 개혁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데 유리하다. 다음으

로 세무분리제도와 이전지불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정부가 의료위생사업

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정력을 부여한다. 

③ 통일된 업무처리 기구를 수립하고 의료보험의 관리 운영수준을 향상시

킨다. 

의료보험 업무처리기구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 약속자의 기능을 발

휘하는데, 주로 자금을 조성하고 위험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

행한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집중적인 구매자의 기능도 발휘한다. 구체적

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의료서비스기구들의 행위를 통제하고 규정하

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의료보장제도의 관리 운영수준을 

향상시키려면 통일된 의료보험 업무처리기구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어

야 한다. 

첫째, 먼저 한 부서에서 3대 의료보험제도를 관리하고, 동일한 업무처

리기구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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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본의료보험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관리하는 반면, 농촌신형

합작의료는 주로 위생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두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

는 것은 행정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도농의료보장제도의 통합에도 불

리하다. 그러므로 농촌신형합작의료제도 역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는 제도 통합을 이루고 관리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도 유리하다. 그리고 한 업무처리기구에서 통합적

으로 3대 의료보험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는 제도 통

합을 실현하는 첫 걸음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오직 3대 의료보험 업무처리기구를 통일시켜야만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

험의 비용 지불과 서비스 구매 등 관리운영시스템이 다른 두 가지 의료보

험제도에도 적용되어 세 가지 제도 간에 기초적인 통합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동일한 업무처리기구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비

용을 줄이고 제도 간 서로 참고하고 학습하는데 유리하다. 

둘째, 의료보험 업무처리기구의 조직을 구축한다. 의료보험 업무처리

기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과 관련된 관리 활동에 집중적으로 참여한다. 

의료보험 업무처리기구는 어느 정도 행정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결코 

순수한 정부의 행정관리 활동은 아니다. 그러므로 조직 수립에 있어 의료

보험 업무처리기구는 정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행정관리와는 일정

한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와 행정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인한 의료보험 업무처리의 순조로운 전개가 변질되는 것을 막

을 수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 업무처리기구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사회보

험의 책임을 분담하는 관리 운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노동조합과 고용주 대표 등을 받아들여 그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 

셋째, 의료보험 업무처리기구의 인원 편제와 정보를 구축한다. 현재 의

료보험 업무처리기구의 인원 편제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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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가 부족하고 의료보험 업무처리기구의 전문 인원 편제와 관리 수준

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업무처리 인원과 피보험자의 적절한 비율(예

를 들면, 1 : 6000)에 의해 업무처리기구의 인원 편제를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재정 보조를 확대해야만 비로소 고급 전문기술 인원과 관리 인원

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보험 관리 서비스의 정보화 및 네트워크

화는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행정비용을 줄이는데 유리하다. 또한 의료

보험 및 의료서비스 중에서 사기 현상, 지나치게 의료서비스를 사용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근절하고, 자금의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미래 자금 조성의 발전 욕구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보험 정보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플랫폼과 기본적인 관리 통계 기준을 개발하고, 전국 각 

지역의 의료보험기구들이 사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후 지역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통주 관리 층차를 향상시키고 인구

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을 최적화하며, 

   질병예방사업을 전개한다 

공공위생 영역에서 일부 제품은 공공 의약품의 성질(예를 들면, 전염병 

및 기생충 방지, 치료) 혹은 높은 외부성(예를 들면, 면역 계획과 예방접

종, 부녀자 ․ 아동보건과 계획출산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는 이들에 대한 생산 측과 공급 측에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해야만 공급

할 수 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재정 분권은 공공위생기구에 대한 지

방정부의 지원을 대폭 감소시켰다. 이는 공공위생기구들의 정상적인 운

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런 기구들의 변화

를 초래했다. 공공위생 체계의 질병 예방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 



<부록 2> 중국 의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365

의료서비스 체계의 치료 임무가 가중될 것이고 전체 의료비용도 증가하

게 된다. 이로써 전체 의료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의료기금에 압박을 가해 

의료보험 체제의 개혁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체 의료위생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위생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최적화하며, 질병예방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① 지역 위생 계획을 세우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의료 투자를 강화하며,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대다수 공공위생기구의 운영비용은 정부에서 

책임졌다. 경제 체제의 변형 과정에서 재정 분권으로 인해 위생사업에 

투자할 지방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낮추었을 뿐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서

는 그 지방의 제한된 재정력으로 인해 충분한 투자를 지원받지 못하였다. 

중국의 재정 분권 체제 설계에 따르면, 위생사업에 대한 지출 책임은 주

로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1991~2004년 전국 위생사업비용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약 2%~3%만을 지출했을 뿐 전국적으로 지방정부가 97% 

이상을 위생사업비로 지출했다43). 또한 지방정부 중에서 현縣 ․ 향진鄕鎭이 

총 예산의 55%~60%를 지출했다44). 

중국에서 하급 지방정부가 의료위생사업의 주체인데, 중앙과 성급 정

부는 의료위생 지출의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지 않는다. 지방정부의 재정

투자가 부족하고 안정성이 떨어진 탓에, 공공위생서비스기구가 위생서비

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어느 정도 변화가 발생한다. 그리하여 공공위생서

비스의 제공이 부족하고 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예방 기능도 

43) 刘民权, 李晓飞, 俞建拖, 我国政府卫生支出及其公平性探讨,《南京大学学报》, 2007年 第3期.
44) 黄佩华, 迪帕克, 중국 : 国家发展与地方财政, 中信出版社, 200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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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더욱이 지역 공공위생 자원이 불합리적으로 분포

하고 있다. 

현재 중국 위생 자원의 배치에 심각한 도농 차이와 지역적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의료위생 영역의 최신 기술, 최신 설비, 우수한 인재들은 거의 

도시의 대형병원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낙후된 지역의 일반 병원 수는 

극히 부족하고 불합리적으로 분포할 뿐 아니라, 조건이 떨어지고 우수한 

설비와 의료 인재들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지역 위

생 계획을 세우고, 낙후된 농촌 지역에 공공위생 자원을 더 많이 투자해

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구의 지리적 분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의료위

생 자원의 양과 질을 골고루 배치할 수 있다. 

② 공공위생서비스의 공급 방식을 최적화한다

공공위생서비스는 계층별 공공위생서비스와 개인별 공공위생서비스

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과 제공 방식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는 분류 작업을 통해 제공 방식을 최적화해야 한다. 

계층별 공공위생서비스 예를 들면, 질병 예방 통제, 환경 위생, 식품 

위생, 근로 위생 등은 계층별로 제공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향상되는 

규모 효과가 발생한다. 즉 정부에서 직접 조직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공공위생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계층별 공공위생서비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접 조직하고 

생산하여 제공하는 모델이 더욱 적합하다. 현재 각급 정부의 의료위생 

재정권과 업무권 간의 관계를 확정하고, 완비된 재정 이전지불제도를 수

립하여 정부에서는 하급 공공위생서비스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급 공공위생서비스의 자금을 보장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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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공공위생서비스가 제때에 규정에 따라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

해야 한다. 

개인별 공공위생서비스 예를 들면, 임산부 보건, 정신 위생, 계획출산 

등은 도농 주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위생서비스이다. 외부성이 강

한 개인 소유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규모 효

과가 크지 않고 기술 수준이 낮아 보편적으로 지역사회 위생기구나 일반

적인 병원에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별 공공위생서비스에 대해서 정부 구매의 형식을 채택

하여 통과된 의료서비스기구에서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위생서비스 

금액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공위생서비스의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개인별 공공위생서비스도 서비스 구매 방법을 통해 자격을 갖춘 

지역사회 의료서비스기구나 일반 병원에서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위생서비스 기구들의 경쟁을 통해 자체 지출을 낮추고, 공

공위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더

욱이 이미 일정한 서비스 구매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기구를 수립하고 

인원을 배치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위를 통제하고, 대신 낙후된 지역에서 

의료위생기구의 수립에 투자를 자극할 수 있다. 

 

③ 질병 형태의 변화에 대비하고 비전염 만성병의 예방치료사업을 발전시

킨다

질병 형태가 점차 변함에 따라 비전염 만성병은 중국 국민에게 있어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다. 비전염 만성병에 대한 치료비용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그 치료 효과도 뛰어나지 않다.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전염 만성병에 대한 예방치료 사업의 전개는 전체 의료위생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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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공위생 업무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 치료 위주로 하는 것 

외에 비전염 만성병에 대한 예방치료 사업을 대폭적으로 발전시켜 의료

위생 시스템의 개입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3) 공립병원 관리와 업무처리를 분리하고, 

   민영자본을 도입해 의료서비스 효율을 향상시킨다 

현재 수많은 의료서비스기구들은 “사회 공익성”을 잃고 있다. 의사와 

의료서비스기구의 소득이 위생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는 것이 원인이 

아니라, 그 관련 방식이 불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공립병원에서는 “관리와 

업무처리가 중첩” 되는 조직관리 방식을 사용하고, 공립 의료서비스기구

에서는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을 수립하고 

의료비용 지불방식을 개혁하며 효과적인 서비스 구매를 실현한다면, 외

부로부터 공립의료기관들의 행위를 통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공립의료

기관들이 “사회 공익성”을 회복하는데 외부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도 관련 개혁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향은 주로 다음과 같다:

① 공립병원들의 관리와 업무처리를 분리하는 개혁을 심화하고 병원 법인 

구조를 개선한다

현재 공립병원은 아직도 의료서비스 제공 체제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정부는 아직도 행정관리의 방법에 따라 병원의 인력, 재무와 

서비스 등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공립병원은 전형적인 

“관리와 업무처리가 중첩된” 관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와 

업무처리가 중첩”되는 관리 모델은 병원들의 “수익과 손실을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재무운영시스템과 충돌됨에 따라 공립병원들이 변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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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개혁개방 이후 세무분리제도의 실시와 함께 공립병원에 대한 지방정

부의 예산 지원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체제 전환을 통해 대다수 병원들은 

수익과 손실을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독립적인 운영으로 전환된 것이다. 

병원의 주요 소득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재정투자와 의료서비스 소득 

그리고 “의약품 판매를 통해 병원을 먹여 살리는” 것과 관련된 의약품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이다. 의료서비스 가격은 정부의 가격 제한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기구들은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나친 의료서비

스를 공급하면서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더욱이 높은 가격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가격이 높은 의료서비스 기재들을 맹목적으로 사용하는 방

식을 통해 수익을 도모하고 있다.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의료서비스

기구 간의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졌다. 그리하여 그전에 의료서비스 시스

템의 각 의료기구들에서 협력하고 분업하던 관계는 점차 전면적인 경쟁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의료서비스기구들이 맹목적으로 첨단 의료 설비

를 도입하고, 의료서비스 체계가 주로 부유한 지역과 부유한 계층으로 

치우치는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

고 있다. 공립병원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점차적으로 관리

와 업무처리를 분리시키고, 공립병원의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을 회복하

는데 있다. 의료보험의 제삼자 구매시스템으로서 공립병원의 행위를 통

제하고 규정하여, 그들이 공익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

렇게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공립병원의 운영 정책 결정권을 회복한다. 의료서비스 가격에 대

한 지나친 행정적 개입을 자제하는 대신 시장시스템을 점차적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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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부에서는 적당하게 가격에 대해서만 관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사와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점차 이성적으로 회복

될 수 있고, 의료보험기금은 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지불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관리와 업무처리를 분리해야만 공립병원들의 행정적인 힘에 의

해 의료보장 제공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현상을 근절할 

수 있다. 민간자본을 의료서비스 제공 시장으로 끌어드리고, 의료서비스

기구 간의 경쟁을 자극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셋째, 관리와 업무처리의 분리는 공립병원의 일반적인 시장의 주체적 

지위를 회복시킬 수 있다. 즉 “관리와 업무처리가 중첩된” 체제 하에서, 

공립병원이 “주관자”, 의료행정기구의 “감독 ․ 관리자”와 “주관자”(소유

자)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여 초래된 역할의 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이는 의료보험이 공립병원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와 감독 ․ 관리를 실

시하고, 더 이상 의료위생기구들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줄 수 있다.

관리와 업무처리를 분리시키는데 있어 개혁사업은 먼저 공립병원의 

행정관리와 구체적인 업무처리의 기능을 두 가지 정부기구로 분리시켜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정부가 공립병원을 행정하고 

관리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업무처리기구도 자체적으로 독립성과 자주

권을 가지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립의료기관들의 업무처리에 있어 자

율성을 향상시키고, 관리와 업무처리를 완전하게 분리시키는 개혁 방식

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최종적으로 공립병원의 관리운영시스템을 최적

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납부형 의료사회보험 제도 하에서, 공립병원이 의료보험 가

입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주로 사회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혹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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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피보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부조를 통해 

이러한 부류의 계층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는 공립병원에 대한 일부 재정 보조를 유지하여 공립병

원에서 낮은 가격에 심지어 무료로 앞서 언급한 부류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공립병원의 공립성의 

구체적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의료서비스는 병원과 

의사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계를 갖고 있지 않다. 

해외 공립병원의 환자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거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정 보조도 공립병원

에서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

로써 공립병원이 취약 계층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

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의료서비스 시장 영역에 민간자본과 사회 역량을 도입하여 경쟁을 강

화한다

민간자본을 도입하고 의료서비스기구를 수립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의

료서비스기구 간의 경쟁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제공 시장

을 최적화하는데 있어 관건이다. 사회 역량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기구

를 수립하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발달한 지

역에서 볼 때, 정부의 공립의료기관은 적당하게 빠질 수 있는 대신에 정

부의 공공위생자금 투자를 낙후하고 외진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의료위생 자원의 분포를 합리화시키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의료기구 간

의 경쟁을 강화하고 공립의료기관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개선해야만 제

삼자 구매시스템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종적으로 의료비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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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의료서비스 시장에 민간자본과 사회 역량을 도입시키는 데는 여러 가

지 방식이 있다. 

첫째, 비영리조직의 관리 법규와 관리 체제를 최적화하고, 사회 역량들

로 비영리 병원을 수립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민간자본을 발달한 지역의 공립병원에 도입하고 주식제도를 통

해 개혁을 단행하여, 공립병원을 점차 주식제 의료서비스기구로 전환시

키는 것이다. 

셋째, 참여할 조건을 완화하여 민간자본이 의료서비스기구를 수립하

도록 도와준다. 

또한 의료서비스 시장 영역에 민간자본과 사회 역량을 끌어들이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제도적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의료서비스기구의 조직과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의료서비스기

구의 감독 법규와 체제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둘째, 의료사회보험의 지정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소유제가 아닌 수준

과 질을 자격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③ 의료서비스기구의 전문적인 분업구조와 지역적 분포구조를 최적화한다

공립의료기관들이 “관리와 업무를 분리”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시장

에 민간자본과 사회 역량을 끌어드리는 조건 하에서, 정부는 의료서비

스기구의 전문적인 분업구조와 지역적 분포구조를 최적화 할 필요가 

있다. 

다원적인 투자와 다양한 투자 형식을 통해 병원을 수립하는 모델이 

형성된 후,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기구들의 지역적 분포구조를 최적화하

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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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서비스 자원들이 부유한 지역에서 농촌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으로 흘

러가고, 거기서 공립 의료서비스기구를 수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

게 해야만 낙후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인원들이 제때에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시스템의 분업을 최적화하고, 직무가 명확하게 분리

된 초급 의료서비스와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시설조건과 치료 수준에 의해 공립병원은 세 등급

으로 구분되었고, 점차 분업과 합작 체계를 수립했다. 앞서 말했듯이, 현

재 공립병원 간의 전면적인 경쟁 구도로 인해 이러한 분업과 합작 체계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것과 다름이 없다. “관리와 업무처리의 분리”로 

인해 행정 관리의 방법을 바탕으로 수립된 도시와 농촌의 공립병원의 

세 등급별 분업 체제도 최종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의료보험의 1차 진료와 2차 진료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시설조건이 

아닌 직무에 의해 의료서비스기구의 분업을 실현해야 한다. 즉 초급 의료

서비스와 보편적인 진료 의료서비스는 주로 현재 1급 병원과 일부 2급 

병원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반면, 입원과 희귀병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는 3급 병원과 일부 2급 병원에서 제공하도록 한다. 

(4) 의약품 생산과 유통 체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 

의약품 생산과 유통 체제에 대한 개혁은 의약품의 생산, 유통과 판매 

등 세 가지 영역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그 중 중국의 의약품 가격이 

이상하리만큼 비싼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과 유통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구들의 변질된 조직관리 방식과 의약

품 판매에 있어 그들의 독점적 지위에 있다.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조성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의약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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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통 체제와 접한 관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의약품 유통 영역에는 아직도 불법 영업 및 부패 등 행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보장제도의 수립과 의료 위생 체제의 개혁

을 추진하기 위해,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체제에 대해 개혁을 진행하고 

불법 영업 및 부패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의약품 생산에 존재하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의약

품 생산에 대한 진입 시스템이 건전하지 못하고, 감독 ․ 관리의 역량이 부

족하며, 의약품 생산 기업 수가 너무 많아 중복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제약산업의 생산성이 낮고, 전체 제약품 생산량이 

과잉되어 있으며, 생산력 효율이 지나치게 낮아 제약회사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제약회사의 평균 이윤은 낮

은 편인데, 심지어 전국 산업의 평균 이윤보다도 훨씬 떨어진다. 이를 대

비하기 위해 의약품 생산에 대한 개혁과 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이 확정해

야 한다.

첫째, 의약품 생산 산업에 대한 진입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관리 ․ 감독

을 엄격히 하여 제약회사의 수를 통제하고 선진적인 제약회사의 규모를 

확대한다.

둘째, 지방보호주의로 탄생된 제약회사의 중복적인 수립을 해소하고, 

합병을 통해 제약회사의 구조를 최적화하며, 제약회사의 생산 집중도를 

향상시킨다. 

셋째, 제약회사에 대한 감독 ․ 관리를 강화하여, 그들이 가격이 합리하

고 치료 효과가 뛰어난 의약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의약품을 도매하는 부분에 존재하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도매 

절차가 지나치게 많은데, 모든 절차마다 일정하게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

문에 의약품 유통 비용이 높다. 동시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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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만 규모가 작고 효율이 낮다. 현대화된 의약품 수송 체계는 아직 수

립되지 못했고 유통 비용이 매우 높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

에 대한 개혁과 조정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 의약품의 유통 체계를 최적화하고 매매 절차를 줄인다.

둘째, 현대화된 의약품 수송 체계를 수립하고 의약품의 유통 비용을 

절감한다. 

의약품의 최종적인 매매 부분에서 볼 때, 공립의료기관들은 이중적인 

독점 지위를 차지하며, 공립병원 관리 체제는 “의약품으로 병원을 살리

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의약품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가장 근본

적인 원인이다. 관리와 업무처리가 중첩된 체제 하에서 공립병원의 의료

서비스 가격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병원과 의사들의 정당한 

서비스 소득으로 정당하게 보상을 받지 못한다. 

세무 분리제도는 공립병원에 대한 보조를 줄이고 있는데, 공립병원의 

운영비용에 대한 보상 체제는 내제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공립

병원들은 “의약품을 통해 병원을 살리는”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공립병원들은 의약품의 매매를 독점하고, 의료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 독점적인 지위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독점은 병원들에게 자체적인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

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의약품으로 병원을 살리는” 

상황을 해소하려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시스템에서 착수하여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혁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의료기관들의 “관리와 업무처리”를 분리하여, 의료서비스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조정시스템과 의료보험기관이 의료서비스기

구들에 비용을 지불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지불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서 “의약품으로 병원을 살리는 행위”에 대한 의료기구들의 동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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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체제 문제를 점차 해결할 수 있다. 

둘째, 합리적인 의료보험 서비스구매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서비스 

시장에 민간과 사회 역량을 도입하며,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강화하여 

공립병원의 독점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진료 처방에 대해서는 “의약품과 병원이 분리된” 형태를 실시한

다. 의료기관에서는 처방할 수 있지만, 의약품을 제공하는 기구들을 제정

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공급 측을 선택한다. 의약품 사용자들

의 선택권을 회복하여 의약품 매매상 간의 경쟁을 부추기며 의약품 비용

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부록 3>

중국 공공부조 개혁과 발전 전략
—생존부조에서 종합부조로—

 

공공부조는 현대 사회보장 체계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다. 공

공부조는 빈곤층의 생존 위기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최소

한의 사회 공평을 유지하는 제도로서 정부의 공공 책임과 사회도

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보장 체계 수립에

서 공공부조 체계 수립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며, 국가 재정

의 물질적인 보장을 제공해주는 기초적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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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공공부조는 현대 사회보장 체계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

는 빈곤층의 생존 위기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최소한의 사회 공평

을 유지하는 제도로서 정부의 공공 책임과 사회도덕을 구체적으로 구현

한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보장 체계 수립에서 공공부조 체계 수립은 우선

적으로 해야 할 일이며, 국가 재정의 물질적인 보장을 제공해주는 기초적

인 제도이다. 

현재 중국 공공부조제도는 급속한 발전 시기에 접어들었다. 최저생활

보장에서 종합형 공공부조 체계로의 시대적 발전과 사회 진보에 적응해

야 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존 위기를 해소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공부조제도를 발전시키는 데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

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관련된 전략 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국가 사회보장제도 발전과 전략 연구 보고 시리즈 중 <부

록 3>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국 사회보장 전략 계획의 중요한 일부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 임무는 “중국 사회보장 발전 개혁과 발전 전략(총 보고

서)”의 큰 틀 안에 사회 ․ 경제 발전에 알맞은 종합형 공공부조 체계를 수

립하고, 공공부조제도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종

합형 공공부조 체계로 발전시키는 절차를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도 설계와 정책 건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총 보고서) 및 양로보

장, 의료보장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의, 1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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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시에서 전문적인 연구 및 조사와 여러 방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완성

한 정책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 현 상황에 대한 분석 : 성과 및 문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당과 정부에서는 공공부조사업에 관

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상황에서 볼 때,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관리

원칙에 따라 농촌에서는 재해부조救災救濟, “오보호五保戶”와 특수빈곤가정

부조特困戶救濟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조 체계를 수립했고, 도시에서

는 취업과 부조를 강조한 최저생활보장제도最低生活保障制度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 체계를 수립했다.

개혁개방 이후 농촌의 가정생산책임제家庭聯生承包責任制 실시와 도시의 경

제 체제 개혁과 더불어 농촌 집체보장과 도시 단위보장을 기초로 하던 

원래의 사회보장 체계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농촌의 빈곤과 도시의 

샤캉과 실업 등의 문제는 물론 도시와 농촌의 빈곤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

졌다. 

1980년대 당시 중국 공공부조 개혁의 핵심은 농촌이었다. 각급 민정부

의 통일적인 조직 관리 하에서 농촌재해부조, 구제救濟, 오보호와 빈곤 부

조 등 네 가지 방면에 대한 개혁을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의 국유 개혁

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시작되었다. 도시의 빈곤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

으며,  공공부조 개혁과 제도 수립에 대한 관심도 점차 도시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9년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여 도시 빈곤층의 

기본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최근 10여 년 동안의 발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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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현재 중국은 도농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를 바탕으로 농촌오보호공양

제도, 재해부조, 의료부조, 유랑구걸인원부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주택

부조, 교육부조, 법률원조제도法律援助制度 등 관련 제도를 부가적인 조치로 

하면서 임시부조제도를 보충하여 자선사업과 연계된 공공부조 체계 틀

을 구축했다. 이 체계는 아직 정형화되거나 안정화되지는 않았지만, 생활

보장과 생산을 서로 결합하고 물질적인 원조와 사회서비스를 결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도농 빈곤층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등 다방면에서 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1) 주요 성과 

최근 10년 동안 개혁과 발전을 거쳐 중국 공공부조제도의 수립은 놀라

운 성과를 가져왔는데, 다음 몇 가지 방면에서 주로 나타난다.

 

① 국민 기본 생활보장 권익이 초보적으로 확립되었다

1999년 수립된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는 중국 공공부조 체제를 구

축하는데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제도 개혁에서 가

장 먼저 실질적인 발전과 돌파구를 찾아낸 중요한 표징이기도 하다. 도시 

주민들이 생활고에 직면했을 때, 이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기본 생활보장 권익에 관한 제도이다. 

이전의 재해부조도 중요한 정부의 국민 생활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러

한 부조에 대한 법적인 부조 기준이 결여되었고, 수혜자의 범위 및 급여

수준은 정부 재정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심지어 집행자 취향에 따라 좌우

되기도 했다. 수혜자는 재해부조를 당과 정부, 심지어 집행자의 시혜라고

까지 말할 정도로 재해부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통제가 마련되지 않았

다. 결과적으로 재해부조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적 권리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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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가 수립된 후 법규를 통해 빈곤층을 지원하

는 정부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졌다. 이러한 책임은 사람의 주관적인 의지

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이전에 정부 재정에 따라 부조 범위와 수혜자를 

확정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최저생활보장기준과 이에 필요한 정부 예산

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해 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법규

에서는 소득수준이 해당 지역 최저생활보장선最低生活保障線보다 낮은 모든 

가정들은 최저생활보장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했다. 이후부터

는 관련된 신청 절차 후 자산조사를 거쳐 심사가 통과 된 후에는 수혜자

가 될 수 있다. 최저생활보장제도는 최초로 법규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권익을 규정했고 수혜자를 명확히 정한 셈이다. 

또한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권익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의 적용 

범위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국민 기본 생활보장 권익

의 법제화는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국민 생활의 위기를 극복

하려는 목표를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초로 국민들의 수급권을 법률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새로운 이정표 역할을 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최저보장 권익이 법제화된 사회에서는 기타 공공부조 프로그램

을 실시하는데 법률과 법규의 규정이 마련되어 최종적으로 국민 기본 

생활보장의 완전한 법제화를 실현할 수 있다. 

 

②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핵심으로 한 공공부조 체계 틀이 기본적으로 형성

되었다 

국민들이 빈곤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부조제도를 가지고 국민들의 생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선진국이

나 신흥 산업국의 공공부조는 종종 생활부조를 중심으로 하고, 기타 전문

적인 부조 역할을 겸하는 종합형 공공부조 체계를 채택한다. 수십 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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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연구와 발전을 거듭한 결과 도농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를 위주로 

하고, 장기생활부조, 임시응급부조, 전문부조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공공

부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공공부조 체계 틀을 구축했다. 

예를 들면, 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유랑구걸인원부조 

등 일부 특수 부조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중국 공공부조 체계의 기본 

틀을 구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 구성에서 최저생활보장제도만이 법

적으로 보장된 제도이다. 2007년, 최저생활보장제도는 농촌까지 확대 ․ 보
급되었다. 비록 중국에서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한 지 1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저생활보장제도는 현재 전체 사회보장 체계 중에서 비

교적 잘 정비된 제도로서 수혜자가 가장 많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통계에 따르면, 2008년 7월 최저생활보장에 적용된 인구는 

전국적으로 6000여 만 명에 이르렀다. 그 중 농촌 주민은 3797만 명을 초

과했고, 도시 주민은 2272만 명을 초과했다45). 

 

③ 법제화와 정보화 구축이 크게 발전하였다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수립이 가속화되면서 공공부조제도의 수립도 주

목을 받기 시작해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다. 1999년, 국무원에서는 전문 

법규인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 조례｣를 반포했다. 이전에 국무원에서 반

포한 ｢농촌오보호공양사업 조례｣와 더불어, 최저생활보장제도는 중국 개

혁개방 이후 공공부조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법규로 자리 잡았다. 또한 

중앙정부는 수재민부조, 농촌특수빈곤가정생활부조, 유랑구걸인원부조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정책과 규정들을 제정했고, 일부 지방에서는 통제

성이 강한 지방 공공부조 법규를 제정했다. 예를 들면, 상하이 ․ 광둥 ․ 저

45) 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 2008年七月份民政事业统计月报, 民政官方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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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 성 ․ 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혹은 정부에서는 지방 공공부

조 법규를 반포했고, 공공부조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행정 법규나 규정 

문서를 제정했다. 개혁 이전 공산당 지도부에서 하달하는 공문이나 지도

자의 개별 전화 지시에 따라 공공부조 사업을 전개하던 모습과 비교해보

면 놀라운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법규들의 출현은 공공

부조 법제화를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정보 관리를 통해 각급 정부 및 관련 부서

에서는 공공부조의 관리 수단과 조건을 기본적으로 개선했으며, 빈곤 가

정들을 위해 문서보관실을 수립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속한 관리 방안을 실시하는데 변화된 정보에 따라 신속하게 

업데이트 된다. 이러한 것은 한층 표준화된 관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주

었다. 이밖에도 각 지역에서는 현장조사, 경험 교류, 간부 교육, 이론 연구, 

국제 협력 등을 통해 공공부조사업의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다. 

 

④ 공공부조 역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전통적인 공공부조는 급여수준이 낮고 적용 범위도 극히 제한적이고 

임시부조의 성격이 강해 정부의 재정투자도 매우 미약하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특히 5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모두 공공부조에 

대한 지출을 확대시키기 시작했다.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예로 볼 때, 1999년 최초로 수립되었을 때는 중앙 

재정의 재정 지출은 불과 수억 위안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수십 

억 위안 심지어 수백 억 위안으로 증가되었다. 2007년 국가에서 재해부조, 

최저생활보장, 오보호공양, 의료부조 등에 지출한 국가 재정은 544.6억 

위안에 이르렀다. 그 중 재해부조의 지출이 65.6억 위안, 도시주민최저생

활보장의 지출이 274.8억 위안, 농촌주민최저생활보장의 지출이 10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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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 농촌오보호공양의 지출이 59.6억 위안, 성 ․ 시 의료부조의 지출이 

12.5억 위안, 농촌의료부조의 지출이 23.5억 위안을 차지했다46). 또한 생

활이 빈곤하여 부조를 받는 도농 주민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저생

활보장제도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2007년, 전국 도시최저생활제도의 수혜자는 모두 2272만 명이었고, 최

저생활보장금을 지급받는 농촌 인구는 3451.9 만 명, 농촌오보호공양의 

수혜자는 525.7만 명이었다. 전체적으로 생활부조를 지급받는 도농 주민

은 모두 6200만 명을 초과했다47). 동시에 생활부조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

에 따라 생활부조의 급여수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최저

생활보장제도는 수립 초기에 비해 5배 이상으로 향상되었으며48) 재해부

조의 급여수준도 대폭적으로 향상되었다. 한 마디로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공공부조 체계는 갈수록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가지 기능을 겸비한 효과적인 정부 재정투자로 전환되었다. 

결과적으로, 최저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생존 위기를 해소하는데 핵심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주요 문제점 

경제가 빠르게 발전되고 있지만, 현재 체제 전환기에 있는 중국의 공공

부조제도 수립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비록 이러한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제도 수립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지만, 공

공부조제도의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

들을 중요시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공공부조 

46) 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 2007年民政事业统计公报, 民政官方网站에 실림.
47) 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 2007年民政事业统计公报, 民政官方网站에 실림.
48) 1996년~2008년까지 베이징 최저생활보장 기준은 12차례나 상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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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구축하는데 드러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①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이 낮고 제도의 적용 범위가 좁다

전체적으로 중국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은 낮은 편에 속한다. 최저생활

보장을 예로 들면, 현재 대부분 도시주민최저생활제도의 급여수준은 해

당 지역 주민들의 일인당 평균 실질소득의 20%보다도 낮다. 전국적으로 

36개 주요 성 ․ 시 중에서 최저생활보장기준이 해당 지역 주민 일인당 실

질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30%이고, 가장 낮은 것은 

16%로 평균 22%를 기록하였다. 실제적인 차액 보조가 해당 지역 주민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최고 18%, 최저 6%를 기록하였으

며, 대부분은 10% 미만이었다49). 

2006년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 일인당 금액은 월 82위안이었는데, 

당시 도시 주민 일인당 지출 가능한 소득(979.79위안/월)의 8.46%밖에 안 

된다. 그리고 2006년 농촌주민최저생활보장의 평균 급여는 33.2위안으로 

그 해 농민 주민 일인당 순소득(3587/년)의 11.1%밖에 되지 않는다50). 또

한 전국적으로 도시주민최저생활제도 기준은 해당 지역 실제 빈곤선(최

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장선)보다 낮으며, 일반적으로 실

제 빈곤선의 80%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일부 지방의 최저생활 기준은 

실제 빈곤선의 60%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재해부조도 최

근 들어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재해 후 주택을 재건하는데 사용되는 

중앙 재정의 부조는 집 한 채 당 1500위안뿐이며, 수재민들에 대한 양식

부조는 매일 0.5위안이 지급된다. 이러한 기준은 현재의 주택 기준과 생

활수준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51). 

49) 杨立雄, 社会救助研究, 经济日报出版社, 2008年, 第222~2227页.
50) 2006年民政事业统计公报의 관련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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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빈곤선 기준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농촌의 빈곤선 기준을 볼 때, 1990년대의 국제 빈곤선 기준(일인당 매일 

1달러)과 격차가 존재하며, 현재 국제 빈곤선 기준(일인당 매일 1.25달러)

과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선은 심지어 

빈곤선보다도 훨씬 낮다. 

또한 엄격한 신청 절차와 자산조사로 인해 빈곤한 가정이 효과적으로 

부조를 지급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 최종적인 수혜율이 감소하고 있

다. 비록 선진국의 빈곤 현상은 개발도상국보다 덜 심각하지만, 공공부조

의 수혜율은 훨씬 높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의 수혜자는 총 인구의 25%, 호주 17.8%, 영국 10%, 

캐나다는 9,9%를 차지한다. 2007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1064.3만 여 가

정과 2272.1만 명 도시 주민들이 최저생활보장금을 지급받았으며, 수혜자

는 도시 총 인구의 5.6%였다. 

농촌에서 볼 때, 수혜자는 농촌 총 인구의 4.2%를 차지했는데, 전국적

으로 최저생활보장금을 지급받은 인구는 총 인구의 5%에도 미치지 못 

한다52). 또한 여러 지방에서 의료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등에 관한 관

련 정책을 제시했지만, 최저생활보장과 중첩된 원인으로 인해 소수 사람

들만이 그 혜택을 누리는 실정이다. 이는 관련 제도들이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부조 기준이 엄격하면 수혜자도 적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을 초

래하는 주요 원인은 부조 기준이 엄격하고, 지방정부의 지출이 적기 때문

이다. 1979년, 전국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공공부조의 비율은 0.6%였

51) 中华人民共和国 民政部社会福利与社会进步研究所, 建立与完善我国城乡社会救助体系研究, 
2007年.

52) 中华人民共和国 民政部, 2007年民政事业统计公报의 관련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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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후 점차 낮아서 2001~2004년 사이에 0.2%보다도 낮았고, 국

가 재정 지출의 1%에도 못 미쳤다53). 

이 통계자료는 베트남과 몽골 등 주변 발전도상국보다도 낮은 수준으

로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조에 대한 정부 재정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

이다. 농촌 빈곤 가정 중에서 기본 생활부조에 대한 지출이 너무 적어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부조 사업과 현실적인 공공부조의 수요 사이에 엄

청난 격차가 발생하였으며, 지역 간 발전 불균형 문제도 초래했다. 

2007년은 개혁개방 이후 도농주민최저생활부조에 대한 재원이 가장 많

이 지출된 해이다. 그렇지만 총 금액은 500억 위안 이하였다. 이와 반대로, 

600만 명 인구의 홍콩 지역에서는 2006년에 종합부조(홍콩의 종합 원조)

에 대한 재정으로 176.3억 홍콩 달러를 지출했다54).

 

② 제도 분할은 공공부조의 전반적인 효능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공부조의 적용 범위가 좁은 동시에 중국의 공공부조제도는 도농 분

할과 부서 분할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농 분할과 분할 관리는 이원

화된 중국 사회구조의 특징으로 공공부조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신 중국 건국 초기 특수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중국에서는 도시와 농

촌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선택했다. 그리하여 공공부조 

체계는 도농으로 분할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1980년대 농촌 경제 체제 

개혁의 심화와 더불어 농촌 공공부조의 기반이 무너졌으며, 농촌 수혜자

도 점차 줄어들어 한때 90만 여 명으로 떨어진 시기도 있다. 

도시의 경우에는 1990년대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기 시

작한 이후, 도시 샤캉 및 실업자 등 도시 빈곤층의 기본 생활은 보장되었

53) 杨立雄, 社会救助研究, 经济日报出版社, 2008年, 第122页
54) 国家统计局编, 中国统计摘要2007, 中国统计出版社, 2007年, 第215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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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수혜자는 2200만 명 정도였다. 도농으로 분할된 공공부조제도는 자

원 분배가 불균형 문제를 초래해 도농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7월 농촌주민최저생활보장 일인당 평균 

차액 보조금은 동부 44위안, 중부 20위안, 서부 19위안이었다. 각각 동

부 ․ 중부 ․ 서부의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 기준의 35%, 22%, 20%에 못 미

치는 수준이었다55). 또한 공공부조 프로그램 증가와 함께 현행 체제의 

행정 부서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중 민정부는 비록 공공부조의 주무 부서이지만, 전체 공공부조제도

를 효과적으로 감독 ․ 관리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

부 전문부조제도가 수립됨에 따라 기타 정부와 직무 부서에서 단독으로 

관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가 생겨났다. 하지만 부서 간의 협조가 원활

하지 않아 각종 부조정책이 협력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전체 공공부조 

체계의 설계, 관리 통합, 협력이 약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그 분할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통일된 공공부조 관리부서가 없다. 예를 들면 재해부조, 최저

생활보장, 의료부조, 유랑구걸인원부조는 민정부의 관리 하에 있지만, 민

정부 내부의 별도 기구에 속한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부조, 주택부조, 법률지원부조 등 특수 부조들은 

부서별로 분할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분할된 상황은 정책 간, 부서 

간, 정부와 사회 간의 분할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직무가 

중첩되거나 공백이 발생하여 공공부조상의 중복 현상과 공백 현상이 발

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조 자원에 대한 심각한 낭비일 뿐더러 공공부조 

체계의 효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불리하다. 

55) 中华人民共和国 民政部社会福利与社会进步研究所, 建立与完善我国城乡社会救助体系研究, 
200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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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용 보장과 책임분담시스템이 규범화되지 못했다

공공부조는 정부의 중요한 책임으로 일반적으로 국가 재정으로 충당

한다. 또한 공공부조는 국가 재정으로 보장해야 할 국민생활보장 업무라

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공공부조를 실시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의 

비용 보장과 책임 분담 원칙을 명확히 확립했다. 하지만 각급 정부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통제가 마련되지 않아 일부 지방 재정에

서 공공부조금을 불합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일부 

수혜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제때에 부조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공부

조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기도 있다. 

비록 최근 중앙 재정에서 예산제를 실시했지만, 전체 예산은 매년 3

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통과를 거쳐야만 실시될 수 있다. 또한 성 ․ 시
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 ․ 현에 도달하면 하반기가 되어 빈곤층이 제때에 

부조금을 수급 받지 못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더욱이 정부 투자가 

적고, 아직 비용보장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아 공공부조 재정에 대한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분담시스템도 모호하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책임을 얼마큼 분담하느냐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 규범이나 

통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공공부조 재정에 대한 책임분담시스템

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각 지역마다 공공부조 발전 수준에는 커

다란 격차가 생긴다. 

경제가 발달해 빈곤 인구가 비교적 적은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혜

를 모두 보호”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높은 편이다. 반면에 경제가 발달

하지 못하고 빈곤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적용 범위가 좁고 급여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공공부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즉 빈곤층을 

위한 최후 보장선을 정해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호해주고, 소득 격차를 

줄여 사회 공평을 촉진한다는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기능이 제 역할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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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④ 취업장려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고 소위 ‘빈곤 함정’과 ‘복지 의존성’이 

발생했다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공공부조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 아직도 전통적인 공공부조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다. 즉 개인과 가정 

소득에 대한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이나 가정 소득이 정부에서 규정

한 부조 기준보다 낮은 자에게만 부조를 지급하는 것이다. 실제 부조금은 

정부의 부조 기준에서 신청자의 실질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로 인해 

수혜자는 노동과 기타 방식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득을 벌어드릴 인센티

브를 상실하게 된다. 소득이 증가한 만큼 보조금이 적어질 것이고, 이는 

100%의 소득세를 감수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만약 소득 보조 외 기타 공공부조(예를 들면, 교육부조, 의료부조, 주택

부조 등)가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면 불평등한 구조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특히 소득이 최저보장기준선보다 높지만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차

상위층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특정한 부조에 대한 수요가 필요할 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

다. 불합리한 취업장려시스템으로 인해 수혜자들의 퇴출시스템이 완벽하

지 못해 이러한 현실을 파악한 일부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들은 장기적으

로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 소위 “빈곤 함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확한 감독과 관리 시스템이 결여되어 일부 수혜자들의 경제조건이 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복지를 누리는 현상이 종종 발생되는

데, 이는 소위 “복지 의존성” 현상에 속한다. 

여기서 지적할 점은 중국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항상 낮은 편이어서 

“빈곤 함정”과 “복지 의존성” 현상이 흔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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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조사에 따르면, 최저보장의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전국적으로 최저

생활보장 수혜자들은 일할 수만 있다면 임시직 혹은 시간제 취업 등 비정

규직 취업을 통해 가정 소득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들에게 “게으름” 현상이 심각하지 않은 편이고, 반

면에 대다수 수혜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리고 빈곤층이 공공부조의 수혜 자격에서 탈락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력과 소득이 낮아 공공부조가 확실히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일부 가정은 빈곤에서 벗어날 능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공공부조는 수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최저생활보장에

서 벗어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결여되었다. 즉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공공부조가 중첩되거나 공공부조가 혜택이 단순하게 근로소득을 대체했

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최저보장제도는 게으른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시대착오적 

관념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공공부조 프로그램과 

연결하거나 협력하여 일정한 소득세 면제를 통해 수혜자들이 노동을 통

해 생활을 개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결함

을 개선할 수 있다.

 

⑤ 공공부조서비스의 비전문화는 효율성을 낮춘다

생활부조(최저생활보장제도), 주택부조, 의료부조, 교육부조 등을 포함

한 각종 공공부조는 정책성이 강한 사회보장사업으로써 전문적인 기구

와 전문 인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전문적인 공공부조 업무처리기관을 수립하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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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의 업무처리는 아직도 시급市級, 구급區級 혹은 지역사회 사무처

의 소수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농촌에서는 일부 시, 현 ․ 구 혹은

향 ․ 진 민정 부서에서 새롭게 노동보장과 공공부조 종합관리사무처를 

설치했다. 일반적으로 현 ․ 시에서는 민정부에 소속한 공공부조실에서 업

무를 겸하여 수행하는데, 관리와 업무처리가 통합된 체제가 형성되었다. 

관리 수단을 놓고 볼 때, 농촌에서는 최저생활보장 수혜자의 이름, 신

분증, 주소, 우편번호, 소득 현황 등 상세한 정보를 수집할 때 아직 수동적

인 통계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수단이 낙후되었고 업무처리 시설도 매우 

떨어진다. 이처럼 공공부조 프로그램 증가와 더불어 수혜자가 갈수록 늘

어나고 있음에도 최저생활보장 관리자가 부족하고 관리자의 자질과 정

보 수단이 뒤떨어지는 등 현실적인 모순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더구

나 하부 사업비용과 관리자도 부족해 관리자들의 부담이 커짐으로서 최

저생활보장 업무처리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대다수 공공부조사업에 종사하는 관리자와 종사원은 사회보장

이나 사회사업 전공자가 아니다. 재직 인원 중에서 대다수는 간단한 업무 

훈련을 거친 후 실제 업무에 종사하면서 관련 업무를 터득하고 익힐 뿐이

다. 기본적으로 완전한 체계를 갖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업

무 수단과 방식으로 다양하고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업종의 자율과 평가가 결여되고 심리학 기본 

이론과 기능을 겸비하지 못하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최저생활보장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일상적

인 관리와 서비스 사업은 가도, 주민위원회, 농촌 간부들이 책임지고 있

어 주로 간부들의 전문적인 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간부들의 전공 지식과 전공 기능, 직업 도덕성과 책임감, 최저생활보장제

도에 대한 이해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관리 수준은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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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저생활보장정책의 집행 수준을 결정한다. 하지만 현 상황을 살펴보

면, 대다수 최저생활보장 관리자의 문화수준은 낮고, 공공부조 이론과 최

저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며, 관련된 전공 지식이 부족해 

정책 집행의 수준이 낮은 편이다. 심지어 일부 관리자들은 최저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들

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나 혹은 최저생활보장의 자격을 비준하는 것을 

일종의 시혜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들은 평등한 

인격과 존엄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밖에도 법률 규정이 미비해 각급 정부의 관련 부서에서 공공부조 

업무를 처리하는데 적용할 법률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공공부조 행위를 이해하고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공공부조 행위의 임의성을 초래하기도 하고, 공공부조 발전

의 불균형과 각급 정부 및 각급 부서 간의 공공부조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종합해 보면, 비록 중국 공공부조 체계(특히 최저생활보장제도)가 눈부

신 발전을 이루었고 점차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결함과 문제들도 결코 만만치 않다. 이러한 결함과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공부조제도를 전반적으로 확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속적

인 발전 과정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없을 것이다. 

 

2. 발전 전략 : 목표와 절차

 

(1) 전략 목표 및 기본 사고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한층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추구, 중국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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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수립과 총체적인 발전 요구에 따라 중국 공공부조의 개혁과 발전 

전략 목표는 단편적인 공공부조에서 종합적인 공공부조로, 생존형 공공부

조에서 선진형 공공부조로, 기본 의식주 해결형 공공부조에서 일정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공공부조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 전략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 사고를 명확

히 확립해야 한다. 

 

① 입법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부조를 누리는데 평등한 권리를 확립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큼 눈부

신 성장을 했다. 하지만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도농 주민 중에

서 빈곤 가정도 매우 방대하다. 농촌에는 아직도 수많은 가정들이 정부와 

사회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도시의 저소득층 중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즉 지역과 

도농에 따라 최저생활보장제도 수혜자 간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

다.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한 오늘까지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경제 성장이 침체되어 있거나 국가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공부조권이 최종적으로 확립되지 못했

기 때문이다. 비록 최저생활보장제도 실시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부조권

이 기본적으로 확립되었지만, 아직 법률적 단계까지 발전하지 못해 공공

부조는 오직 도시 주민의 식품부조에 지나지 않을 뿐 현대사회에 적합한 

법률로서 제도화된 공공부조권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취약 계층들이 생활고에 허덕일 때 강제적으로 정

부에 지원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아직도 공공부조

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부조의 수립이 

지체되고, 농촌에서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공공부조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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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전한 공공부조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통해 국민의 공공부조권을 확립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경제 발전 수준과 알맞은 사회보장제도

를 수립하고, 국민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헌법의 원칙은 구체적

인 법률 규정을 통해서만 실체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하루 빨리 

｢공공부조법｣을 제정해 국민의 공공부조권을 확립해야 한다. 국민에게 

공공부조권은 일종의 법적 권리이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의 소

득이 빈곤선 혹은 기타 법정 기준보다 낮을 경우 공공부조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부조권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국민들

의 공공부조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를 충분히 혹은 제때에 지급받

지 못할 때 공공부조기구가 그 임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지원하거나 혹은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공부

조기관에서는 관련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의 공공부조권을 확립함과 동시에 공공부조 실시 과정에서 공

개와 공평의 운영 방식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와 감독할 권리를 보장해주

어야 한다. 공개 사항으로는 공공부조 사항, 근거, 조건, 절차, 기한, 공공

부조의 실시 과정과 결과를 포함한다. 공평은 공공부조 수립 절차가 부조

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수혜자의 

자격과 급여수준을 확정할 때는 통일된 공공부조의 기준과 절차가 평등

하게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도농과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지역 간 발전이 불균형한 국내 상황을 

단시일 내에 개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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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권 확립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제1단계에서는 국민들이 어려움에 겪을 때 자격조건에 부합되면 관련 

공공부조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

리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즉 시민과 농민, 발달 지역과 미발달 지

역 주민들이 공공부조에 적용되는 자격조건과 급여수준에 일정한 차이

가 있음을 의미한다. 

제2단계는 권리와 평등의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도시나 농촌, 동부

나 서부에 거주하는 국민을 막론하고 평등한 공공부조권을 누릴 수 있는 

단계이다. 이는 중국 공공부조제도 발전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② 종합적인 구조제도로서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 체계의 최저선 혹은 기초적인 제도로 간주된다. 

그러나 결코 공공부조가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공공부조의 임무가 국민들의 생존 위기를 해결하는 것으로 제

한해서는 안 된다.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진화해나갈 것이고, 경제 기반이 갈수

록 튼튼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점차 나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새로운 공공부조는 종합형 공공부조 체계여야 할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 생활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주 등 

기본 생존 조건에 대한 생활 욕구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료 ․ 교육 ․ 사법 소송 등 여러 문제로 가정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국가에서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특수 빈곤 가정들

이 치료받거나 자녀 교육비를 지급받거나 법률 지원을 받는가 하면, 겨울 

난방비 사용 등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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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수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빈곤층이 사회 ․ 경제의 발전성

과를 공유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도 설

계 중에서 종합형 공공부조가 필요하고, 그 급여수준은 “최저한”으로 제

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 경제 발전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향상되

어 수혜자의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한다. 

③ 제도 통합을 통해 공공부조의 도농 일체화를 실현한다

도시화 진행의 가속화와 도시로 이동하는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와 더불어, 도농 공공부조 사업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도농 협력을 

위한 공공부조의 도농 일체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공공부조의 협력적

인 발전을 추진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착수할 수 있다.

첫째, 도농 공공부조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된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하고, 도농 주민의 의료부조와 관련된 

기금을 통합적으로 조달하며, 도농 빈곤 가정의 주택부조와 교육부조와 

관련된 기금을 통합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둘째, 도농 공공부조사업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에서는 해당 지

역 빈곤층에 대한 부조사업을 착실하게 실시해 그들이 도시 유랑자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해 전문

적인 지원을 확대하거나 개선하고, 도농 주민 간의 상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도농 공공부조제도의 정보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리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여 도농 공공부조 수혜자들의 기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점진적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도농 공공부조를 통일시키

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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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통일된 법률이나 법규를 제정하여 도농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

합하고, 차별적인 최저생활보장제도에서 공평한 최저생활보장제도로 발

전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타 공공부조제도를 통합하여 공공부조

권의 평등을 실현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부 지역에서 이미 도

농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도농 일체화를 실현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기타 공공부조의 도농 일체화를 먼저 조사해 전국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중앙정부 주도하에 중앙과 지방의 책임 분권제를 실시한다

공공부조는 정부 책임으로 평등한 공공부조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

앙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은 전제조건이 된다. 오직 중앙정부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지역 주민들이 공공부조권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조제도는 본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주도적

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책임은 다음 몇 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공부조 정책을 확립하고 공공부조법을 개

선한다. 

둘째, 공공부조제도의 운영 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시에 대해 감독한다.

셋째, 공공부조 보조금을 제공하되 매년 필요한 자금의 50%(현 단계는 

중앙 위주로 함) 이상을 지원한다. 

넷째, 통일된 기술 기준, 예를 들면 빈곤선의 측량, 소득 통계 및 자산 

조사 등을 제공하여 전국의 공공부조사업을 표준화한다.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방대할 뿐 아니라 지역마다 불균형적으로 발전

한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시일 내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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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되기는 어렵다. 또한 세무분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에서 

일정한 책임을 분담하고, 업무권과 재정권을 통일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

구된다. 이는 공공부조의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이

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해야 할 책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 보조에 대한 책임이다. 보통 전체 비용의 50% 내에서 책임

을 진다. 성급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부담하거나 성급과 지시급 정부 혹은 

현급 정부에서 다시금 분담할 수도 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의 구체적인 실시에 대한 감독이다. 

셋째, 보충형 공공부조시스템을 수립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 ․ 규정한다. 

오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책임분담

시스템을 수립할 때, 중국 공공부조제도는 지속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조직과 재력을 마련할 수 있으며, 국민의 공공부조권도 더욱 보

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⑤ 3단계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도농 분할과 지역 분할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라는 현실 상황에 근거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공부조제도를 한 번에 수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 공공부조제도를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불

공평한 제도에서 점차 공평한 제도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보장 체계 중 일부인 공공부조도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총 보고서)”에서 제시한 “3단계 전략”에 따라 3단계 발전 계획을 수립해

야 한다. 

현실적으로 제1단계에서 제3단계로 발전하려면 공공부조제도는 다음

과 같은 제도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단편적인 공공부조에서 종합적인 

공공부조로, 생존형 공공부조에서 선진형 공공부조로, 생존 문제의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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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부조에서 일정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공공부조로 발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핵심으로 하던 분산된 제도에서 통일

적으로 도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종합형 공공부조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바로 생활보장제도와 재해부조제도를 기반으로 교육 ․ 주택 ․ 의료 ․ 법
률 등 전문적인 부조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상호 협력과 자선사업을 

보충으로 해 최종적으로 생활고에 대한 욕구를 전반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형 공공부조 체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급여수준, 운영 효율, 사회 효익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 빈곤층과 취약 계층들의 기본 생활권을 충족시켜 주고, 평등권과 

존엄을 보호하여 최종적으로 사회 협력과 사회 ․ 경제 발전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2) 제1단계(2008년~2012년) : 

   통일된 최저보장제도를 수립하고 ｢공공부조법｣을 제정한다

제1단계는 현 정부의 임기에 해당한다. 제1단계의 핵심적인 임무는 분

할된 도농 최저보장제도를 통합하고, ｢공공부조법｣을 제정하며, 법률 원

칙 하에서 기타 부조 프로그램과 업무처리시스템을 건전하게 발전시키

는 것이다. 개괄적으로, 제1단계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통일된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고 도농 빈곤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

한다

최저생활보장제도는 중국 사회보장 체계 중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 중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다. 도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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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최저생활보장제도는 10여 년 동안의 실천 과정 중에서 빈곤층의 생존 

위기를 해결하고, 도시 빈곤의 심화를 억제하며, 사회 단결과 안정을 촉

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농촌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가 수립되어 다방면에 가시적

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와 농촌

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의 분할은 자원 통합을 이루는데 불리할 뿐 아니

라, 사회 공평을 실현하는 데도 불리하다. 도농 간 통합적인 기금 조성과 

산업화 진행이 빨라짐에 따라 도농이 점차 융합되는데, 분할된 현실은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도농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가 분할되어 운영되는 상황을 개

선해야 한다.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합시키는 것은 전체 공공부조 체계

를 수립하고 개선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저장

성 등 일부 지역에서 최저생활보장제도는 이미 도농 간 통합을 이루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다.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완전히 도농 일체화를 실현하는 것은 장기간의 시

간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도농의 격차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차별적인 급여수준을 개선하여 점차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도농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하는 과정 중에서 국가는 최저생활보장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는 최저생활보장제도 입법을 촉진하여 2010년 이전에 

종합형 ｢공공부조법｣을 제시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

하여 최저생활보장을 실시하는데 있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한다. 기본 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는 

기초 위에서 각 지역의 실제적인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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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산조사를 표준화하고 “퇴출”시스템을 수립한다. 현재 각 지역

에서 실시하는 자산조사는 그 방안과 내용이 달라서 지역에 따라 급여수

준이 다르다. 이 현상을 해결하려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도농에 따라 

일정한 격차가 존재하며, 기준이 표준화된 자산조사 방법과 내용이 수립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 소득과 재산보고제도를 수립하여, 가정 재산을 

최저생활보장의 자격조건을 확정하는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최저생활보장 기준의 조정 시스템을 수립하고, 주민의 기본 생활 

소비가격지수, 평균 소득수준과 최저생활보장 기준 사이의 관계를 규정

한다. 이러한 개혁과 발전을 거쳐, 2012년 이전까지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정형화되고,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급여수준이 적절하고, 출구가 순조

로운” 목표를 이루고, 기타 관련 제도와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빈곤층

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빈곤층을 위한 생활부조제도의 “입구”와 “출구”는 역동적이어야 한다. 

즉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빈곤선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

이지만, 생활필수품도 계속 변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항상 공공

부조금을 신청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수혜자들은 근로소득 증가와 기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어 더는 국가 부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원래 수혜자들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전제 하에 “퇴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또한 사회 ․ 경제 발전의 수준과 물가 

요소 등에 근거해 빈곤선이나 법적 부조선의 기준을 높여 지원이 필요한 

자들이 관련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② 전문 공공부조제도를 수립하고 공공부조 체계 틀을 개선한다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에서 볼 때 최저생활보장 체계는 너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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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기능을 맡고 있다. 현 단계에서 분류해 실시하고, 기타 구조제

도를 최저생활보장제도와 중첩해서 실시하는 방안은 기타 관련 제도의 

설계와 실시에 불리하다. 다시 말해, 분류하여 실시하는 방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들에 대한 분류이다. 즉 최저생활보장 수혜

자들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 전통적인 민정 구제救濟 대상자, 즉 “삼무三無
22” 인원을 가리킨다. 주로 

노동 능력이 없고 생활 소득원이 없으며 법적 부양인이 없는 도시 

노인이나 고아 등이다.

• 특수한 곤란에 처한 최저생활보장 수혜자이다. 최저생활보장에 적용

되는 고령 노인, 중증장애인, 중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 노동력을 갖춘 최저생활보장 수혜자이다.

둘째, 최저생활보장 기준에 대한 분류이다.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들을 

분류하여 최저생활보장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수한 대상들

을 위한 최저생활보장금을 일정하게 향상시키거나 혹은 장애인이나 고

령층 최저생활보장 수혜자 등 특수 계층에게 일정한 생활보조금을 제공

하거나, 특수한 곤란에 처한 자들에게 관련 공공부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고령층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들을 위해 의료부조를 실시하고, 정신질

환자를 돌보는 가정에 기본적인 의약품 구조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현실적인 운영 과정에서 이렇게 분류하여 실시할 때, 분류 자

체가 어렵고 조잡하며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분류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부조제도를 

수립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은 제1단계에서 완수해야 할 임무이다. 수혜자

를 분류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전문적인 부조제도로 대체한다는 것은 중



404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국 공공부조제도 수립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다. 전문적인 부조는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초래된 저소득층의 임시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주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문적인 부조는 종종 일회성 부조 방식을 채택하는

데, 주로 의료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법률부조 등으로 구성된다. 

중국은 2012년까지 “세 가지 영역, 아홉 가지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조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세 가지 영역”에는 장기생활부조, 

임시응급부조, 전문적인 부조가 포함되며, “아홉 가지 제도”에는 최저생

활보장, 오보호공양, 재해부조, 유랑구걸인원부조, 임시부조, 의료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법률지원부조 등이 포함된다. 

장기생활구조는 빈곤층의 기본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대부분 수혜자들은 취약 계층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수혜

금이 장기적으로 지급되는 특징을 가진다. 주로 최저생활보장제도와 오

보호공양제도 등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된다.

임시응급부조는 “응급”에 그 목적이 있다.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한 

임시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수혜금은 단기적으로 지급되

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주로 재해부조, 유랑구걸인원부조, 장애인재활부조, 

임시부조 등이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아홉 가지 제도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사회 위험을 해결하

고, 모든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공공부조법｣을 제정하여 공공부조 발전에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를 

제공한다

공공부조사업은 정책성이 매우 강해 하루 빨리 입법을 통해 규범화시

킬 필요가 있다. 제1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공공부조에 대한 입법은 국민

들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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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법 초안｣은 이미 국무원 법제사무처에서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2009년 이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공부조법을 2010년 이전에 통과시키는 것은 제1단

계의 핵심 임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부조법｣과 관련된 전문적

인 공공부조 법규를 제정하고, 전체 공공부조제도의 운영에 관련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조법의 법적 임무는 공공부조의 성질과 위치를 제정해 체계 틀, 

정부 책임, 비용 보장, 전 국민의 공공부조권, 감독 ․ 관리시스템, 업무처리 

혹은 실시 체계, 구제 절차, 법률적 임무 등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공공부조법이 제정 초기부터 완벽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문적인 부조 법규를 제정

하는데 원칙과 규정을 제공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종합형 ｢공공부조법｣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때, 중앙정부에서는 최저생활보장 조례, 재해구조 조례, 의료구

조 조례, 사법 조례 등을 포함한 공공부조 행정 법규를 바탕으로 전문적

인 부조 실시에 관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④ 공공부조국局과 공공부조 업무처리기구를 수립하고 관리와 업무처리를 

분리한다

현재 각종 공공부조사업은 여러 기구로 분할되어 있는데, 아직 통일

된 공공부조 감독 ․ 관리기구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민정부에는 최

저생활보장사司와 재해구재사가 설치되어 있지만, 기타 전문적인 공공

부조는 주관 부서별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직 전문

적인 공공부조 업무처리기구가 마련되지 않아 전체 제도의 운영은 분

할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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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사업은 정책성이 강해 비록 각종 공공부조의 중점은 서로 다

르지만 모두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공통점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수혜자의 

소득 현황이며, 각종 공공부조를 최대한 종합적인 공공부조 관리기 구에 

통합시켜 감독 ․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제1단계에서는 민정부에 통일된 공공부조국을 수립하고 

그 권리를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공공부조국에서 전국적으로 공공부조 

업무를 감독 ․ 관리하는 동시에, 공공부조 체계의 발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실시에는 전문적인 업무처리기구와 전문 인재 양

성이 요구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최저생활보장제도는 주

로 도시주민위원회와 농촌마을주민위원회 등 하부 자치 조직에 의해 실

시된다. 사소한 업무처리에는 적합하나 공공부조 정책을 전반적으로 시

행하거나 기타 전문 공공부조를 통합해 실시하는데 부적합하며, 전체 공

공부조에 대한 세분화된 관리에도 불리하다. 이처럼 전문기구들의 업무

처리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이 변질되거

나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수혜자 

인격도 손상을 입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전문적인 공공부조 업무처

리기구의 수립을 통해 공공부조제도가 한층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관리와 업무처리의 분리 원칙에 의해 전문적인 공공부조 

업무처리기구를 수립해야 하며, 관련된 전문 인원 편제를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⑤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도농구조의 격차를 줄인다

재정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도농구조의 격차가 심한 점은 현재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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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보장제도와 기타 관련 공공부조제도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2012년 이전까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점진적

으로 도농 일체화에 주력하고, 각종 전문 구조제도를 수립해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기초 위에서 국가 재정은 공공부조에 대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최근 공공부조에 대한 지출을 바탕으로 적용 범위와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이러한 지표를 확정할 수 있다. 즉 2012년쯤에 전국 공

공부조가 국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2007년에는 약 1%를 

차지)보다 높아야 하고, 도농 주민의 빈곤선 기준은 일인당 평균 1달러의 

국제 최저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최저보장제도와 기타 생활구조제

도를 통해 구조를 받는 저소득층(재해주민들은 제외함)이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농 간의 불평등한 권리를 점차 해소해야 한다. 최저생활보장

제도에서 농촌 주민 최저생활보장 기준은 도시 주민 최저생활보장 기준

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5분의 1에도 못 미친

다. 제1단계 종료 기간이 4년도 채 남지 않은 현실과 도농 간의 현실적인 

격차에 근거하여 도농 최저보장 기준의 격차를 원래의 4 : 1에서 3 : 1로 

줄여야 한다. 이는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가 되어

야 한다. 그리고 의료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등과 관련된 제도 역시 

도농 간의 격차를 점차 줄여야 한다.

만약 제1단계에서 앞서 언급한 임무를 완수한다면, 중국 공공부조 체

계는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2단계(2013~2020년) : 

   종합형 공공부조제도의 정형화 ․ 안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

제2단계는 차기 정부의 임기로부터 시작하여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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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는 2020년까지이다. 종합형 공공부조 체계가 전반적으로 정형화되

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중국 사회보험제도는 완전히 성숙해 노동자들을 보장해주고 가족들에게

도 혜택을 줄 수 있는 핵심 제도가 될 것이며, 각종 사회보장사업도 발전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공공부조 체계의 수립 및 발전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보편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급여수준이 적절하고 법제가 완비되어 

운영이 조화로운 종합형 공공부조 체계를 수립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중요한 임무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종합형 공공부조제도의 전면적인 정형화 

현재 중국 경제 발전 속도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국력은 크게 성장

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중등 선진 국가의 수준에 이를 것이며, 빈곤층

의 생존 욕구도 갈수록 다양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56), 재해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기타 관련 부조제도들을 포함한 

급여수준이 적절한 종합형 공공부조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착수해야 한다.

첫째, 제도를 통합하고 법률 차원에서 종합형 공공부조 체계를 전반적

으로 확립한다. 공공부조는 빈곤층의 기본 생존과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빈곤을 조성하는 원인은 다양해 계층별로 생존 욕구

도 각각 다르다. 

56) “최소한의 생활보장”의 용어는 최저생활보장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최저생

활보장은 절대적인 개념이지만, 최소한의 생활보장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사회

․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후자는 사회 ․ 경제 발전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향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최저생활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하

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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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경험에서 볼 때, 공공부조제도는 크게 일반 공공부조, 전

문 공공부조, 특수 공공부조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시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된다. 대다수 선진국의 공공부조 네트워크는 

건전한 편이다. 

미국을 예로 들면,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80여 종이 넘는다. 예를 들면, 푸드스탬프, 미성년자 가정의 임시지원계

획, 보충보장소득, 연방주택구조, 저소득층에너지구조, 의료구조, 학교 아

침 및 점심 프로그램, 특수 보충식품 프로그램 등이 있다. 홍콩의 종합구

조에도 20여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 전화비와 아동통학 교통지원 

등이 포함된다. 

중국 국민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사회보장에 대한 욕

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공공부조는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

는 기초 위에서 계층 간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은 종합형 공공부조 체계를 수립해

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지켜야 한다. 

• 최저생활보장제도와 기타 전문 공공부조와의 관계를 분리시켜 독립

적으로 계층별로 다른 생존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 

• 최저임금 기준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효과적인 자산조사시스템을 

수립하여 소득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 빈곤층이 최저생활보장금을 신청 시 권리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

들의 존엄성과 인격을 보호해야 한다. 

• 현행 책임이 불분명한 재해부조를 개선하여 책임이 명확한 재해부조

로 대체한다. 

• 빈곤층의 주택 환경이 열악한 현실에 근거하여 주택제도를 지속적으

로 개선하여 주민들이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에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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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택 정책과 관련된 주택 보조를 수립하여 빈곤층의 기본적인 주

택조건을 보장해준다. 

• 빈곤층의 생활 현황과 사람들을 절망으로 이끄는 의료 문제에 대처

하기 위해 빈곤층을 위한 의료지원제도를 수립해 생활 압박을 완화

한다.

둘째,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물가

와 생활수준 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최저생활보장 급여수준은 

낮아 수혜자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빈곤이 되풀이 되

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인 빈곤선 측량 

방안을 채택하여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빈곤층에게 사회의 발전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발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빈곤선조정시스템을 수립

해야 한다. 빈곤선은 1년이나 몇 년을 기준으로 한 번씩 조정되는데, 물가 

상승으로 그 급여수준이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조 기준의 분기별 조정시스템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물가 상승에 

따라 급여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물가 상승에 따라 높아진 급여수준이 

물가 하락으로 실질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탄성제彈性制를 채택할 수 있

다. 즉 정상적인 공공부조 급여수준과 관련된 물가조정지수를 확립하는

데, 그 지수는 정상적인 공공부조 급여수준과 관련되지만 물가 상승 혹은 

하락에 따라 조정된다. 또는 급여를 현물화 할 수 있다. 즉 급여를 식품 

등 현물로 대신 지급하여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급여의 

일률적인 증가를 막는다. 

셋째, 적극적인 공공부조를 실시한다. 종합형 공공부조는 현물뿐만 아

니라 서비스도 강조한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서비스 인원 편제를 수립하

여 수혜자들의 특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때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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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하루 빨리 복지 의존성에서 벗어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② 법제 수립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부조의 법제화를 전반적으로 실현한다

｢공공부조법｣을 제정하며 전체 공공부조 체계를 위해 기본적인 법률

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초 위에서, 제2단계에서는 ｢공공부조법｣을 수정하

여 법률 규정의 내용을 개선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공공부조 프로그램

을 법률적 차원으로 향상시켜 국가의 입법기관만이 공공부조 프로그램

의 수립과 수정을 결정하고, 행정기관은 감독과 관리의 기능을 발휘하도

록 해야 한다. 

완비된 공공부조 법률제도는 국민들의 평등한 공공부조권과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공공부조에 대한 책임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각종 공공부조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하여 공공부조사업의 법률적 근거

로 삼고, 법률에 따라 위법 사항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는 법제 환경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③ 감독 ․ 관리시스템과 업무처리기구의 수립을 개선한다

각종 사회보장제도 간의 협력을 증대하고 종합적인 효능을 향상시키

기 위해 사회보장업무, 특히 기본 보장제도를 하나의 행정 관리 부서에 

통일시켜 감독 ․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공부조 업무에 대

한 감독 ․ 관리 중에서도 기타 주요 사회보장 업무의 종합 통주와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통일된 사회보장 감

독 ․ 관리기구를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사회보장 업무를 관리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조치이다. 이렇게 공공부조 업무의 감독 ․
관리도 기타 기본 사회보장업무의 감독 ․ 관리와 통합되어야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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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해 종합적인 사회보장 감독 ․ 관리기구 중에서 전문적인 공

공부조국이나 공공부조총국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각종 공공부조 업

무를 감독 ․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기타 기본사회보장업무와 협력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 자원을 통합하여 전체 사회보장 체계의 종합적

인 효능을 향상시켜 전 국민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그

리고 공공부조 실천 과정 중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인민법원의 법률적 

감독도 착실히 수행하여 공공부조가 법제의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보장하는 권위 있는 감독 시스템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부조 업무처리기구는 직접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

스기구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공공부조사업을 실시하는 임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관련 사회

보험 업무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공부조 

업무처리기구는 지속적으로 규범화되어야 한다. 

 

④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도농의 격차를 줄인다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확장되고 급여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가 재정

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형 공공부조제도는 2020년까지 전반적

으로 정형화될 것이고, 공공부조의 급여수준도 사회 ․ 경제의 발전과 더불

어 향상될 것이다. 빈곤선 기준은 중등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고, 각종 전

문적인 공공부조제도는 점차 규범적이게 될 것이다. 

또한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국가 재정지출이 2.5%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도농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고 역시 종합형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관련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제2단계의 공공부조의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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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주로 빈곤층이다. 

그렇지만 10여 년 간의 발전을 통해 중국의 도농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한 사회 공평을 유지하면서 공공부조의 급여수준

도 도농 간의 엄청난 격차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제2단계에서 도농 

빈곤 주민의 공공부조 보장수준의 격차는 현재 4 : 1에서 2 : 1로 줄어들어

야 할 것이다. 

 

(4) 제3단계(2021~2049년) :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선택형 공공부조를 보충으로 삼는다

앞서 2단계의 발전을 거친 후 2020년부터 전반적인 샤오캉사회를 수

립하려는 목표는 이미 달성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점차 부를 축척하

게 되고, 국가 재정력도 더욱 튼튼해지며,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전반적

으로 향상될 것이다. 절대 빈곤은 거의 해결될 것이고, 상대 빈곤의 지

표도 상승되며, 공공부조에 대한 저소득층의 욕구도 한층 증대될 것이

라고 판단한다. 

공공부조는 생존 위기의 해결에서 인격 존엄의 확보로, 생존형 공공부

조에서 선진형 공공부조로 발전하여 최종적으로 저소득층들이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주도

하는 보편적인 복지를 위주로 하고, 선택형 공공부조를 보충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3단계에서 발전의 기본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선택형 공공부조를 보충으

로 삼아 사회 통합을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볼 때 공공부조의 위치 설정에 주로 세 가지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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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소수

의 보편적인 이전지불 혹은 제한된 사회보험 계획을 보충으로 삼는다. 

이는 일부 발전도상국에서 채용하는 모델이다. 

둘째,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고 취업 및 임금과 관련된 양로보험, 의

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등의 제도를 통해 빈곤의 발생을 예방한다. 

정부에서는 취약 계층의 공공부조를 위한 책임만 부담한다. 

셋째, 모든 국민들의 사회권을 강조하여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수립하여 전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이러한 모델

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자산조사의 이전지불 작용은 그다지 크지 않다. 국

력의 신장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샤오캉사회를 수립하려는 

목표를 실현한 후, 사회보험제도는 모든 노동자와 근로자 및 가족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전체 사회보장 체계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공공부조제도에 적용되는 일부 

수혜자들은 사회보험 및 보편적인 복지제도에 적용될 것이기에 미래의 

발전 과정 중에서 그 발전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볼 

때 그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노인과 아동복지사업이 발전되고 복지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촌오

보호공양제도는 노인과 아동사회보장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 의무교육제도 개선과 더불어 교육구조의 중점은 비의무교육 단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사업도 크게 발전할 것이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보편적인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상업보험의 발전에 따라 재해 손실은 주로 상업보험회사에서 보상하

고, 정부의 재해 구제책임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 가정수당제도의 수립과 개선에 따라 노인 ․ 아동 ․ 장애인 등 특수 계



<부록 3> 중국 공공부조 개혁과 발전 전략  415

층들의 빈곤 발생률은 내려갈 것이고, 공공부조 수혜자의 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건전하고 완비된 사회보험제도와 개선된 전 

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빈곤 발생률을 줄이고, 공공부조의 부

담을 경감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부조가 소수의 특수 계

층에게 집중되어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될 것

이다. 

하지만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

되며,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이 어떻게 발달하든지 간에 공공부

조는 전체 사회보장 체계 중 없어서는 안 될 기초적인 제도이다. 왜냐하

면 빈곤은 상대적이고 빈곤의 내용도 발전하면서 변하기 때문이다. 국가

는 보편적인 복지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공공부조를 통해 상대적으로 빈

곤한 국민과 곤란에서 허덕이는 국민들이 관련 공공부조를 받도록 보장

해주어야 한다. 이는 사회 통합으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② 국민의 공공부조권이 공평해진다

제3단계에서 중국은 이미 중등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고 앞으로 선진국

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지속적

으로 향상되고, 빈곤에 처한 국민도 점차 감소될 것이다. 또한 빈곤 인구

들의 빈곤 정도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사회보장 체계의 구조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이 개선되

어 빈곤을 방지하고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공공부조제도, 심지어 일부 사회보험제도 역시 보편적인 복지제도

로 전환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재활부조는 전문적인 장애인복지사업으로 대체될 

것이고, 현행 사회보험제도 중 출산보험제도는 보편적인 출산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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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 배경 하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들의 욕

구는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구현될 것이다. 공공부조의 기능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공공부조의 수준과 질은 상승될 것이며, 재정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다. 

제3단계의 중요한 임무는 바로 전 국민의 공공부조권의 공평을 실현하

는 것이다. 즉 도시나 농촌, 동부나 서부 어디에서 거주하느냐에 상관없

이 동일한 조건에 따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공공부조권의 평등을 실현하

는 것이다. 이 공평한 제도는 결코 특수 빈곤층이나 국민을 위한 특수 

공공부조도 포함한다. 권리의 공평 및 욕구에 따라 공공부조를 제공하는 

것은 제3단계 공공부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샤오캉사회의 수립 목표를 완성한 뒤, 공공부조는 종합형 공공부조로 존

속하여 공공부조에 대한 특수 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③ 공공부조의 관리와 운영의 현대화를 전반적으로 실현한다

사회 ․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빈곤층의 공공부조 욕구를 전반적으로 

충족시켜 주려면, 중국의 공공부조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현대화가 필

요하다. 즉 모든 공공부조의 업무를 법제화의 궤도에서 법에 따라 운영

하고, 각종 공공부조와 관련된 정보, 특히 수혜자의 완전한 정보를 전국

적으로 연결하여 통계화와 정보화를 실현하고, 공공부조 업무처리기구

와 업무 인원의 전문화를 실현하며, 공공부조의 운영 과정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공공부조의 관리와 운영의 현대화는 공공부조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

적인 감독 ․ 관리에서도 반영된다. 즉 국민들은 공공부조 정책과 실천에 

대해 알 권리, 심사할 권리, 감독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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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설계와 창신創新

전략 목표, 발전 절차와 주요 임무를 확정한 후, 사회구조제도를 설계

하고 창신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조제도 체계, 감독 ․ 관리 및 운영시스템, 

서비스, 실시 체계, 자금보장시스템 등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1) 공공부조 체계의 수립과 발전 경로

현재 중국은 이미 장기생활구조, 전문부조, 응급부조 등 3대 시스템을 

포함한 공공부조 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그 중 장기생활구조에는 

도농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와 농촌오보호공양제도를 포함하고, 전문부

조에는 의료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장애인재활부조 및 법률부조가 포

함되며, 응급부조에는 재해부조와 유랑구걸인원부조가 포함된다. 이러한 

체계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제도는 빈곤선을 기점으로 빈곤층에게 “차액을 보

조”하여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방안은 빈곤층

의 취업을 촉진시키는데 불리하다.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들에게 새롭게 

증가한 소득에 대해 100%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또한 차상위층(빈곤선 주위의 계층)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전문부조를 사용할 때 수많은 지역에서 관리 비용을 줄이고, 심

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최저생활보장의 자격을 전문부조에 적용하

여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수혜 폭이 넓어져 수혜자의 취업 의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미래의 공공부조 체계의 개혁과 발전 경로는 최저생활

보장제도를 바탕으로 현행 관련 제도를 통합하며, 기타 공공부조의 내용

을 확충하여 종합형 공공부조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종합형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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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기본적인 사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지역의 사회 ․ 경제 발전의 수준과 주민들의 생활 상황에 따

라 생활필수품 목록을 확정하는데, 이 목록은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목록은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즉 도농과 지역 및 시대에 따라 생활필수품 내용

은 서로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 전체 공공부조 중에서 차지하는 식품 

비중은 갈수록 적어지고, 주택, 교육, 정신문화 등과 관련된 공공부조와 

사람들의 존엄, 평등과 관련된 기타 공공부조의 비중은 높아질 것이다. 

둘째, 공공부조 신청자의 재산과 생활 수요를 고찰한 후, 부족한 필수

품의 종류에 따라 지급한다. 종합형 공공부조제도에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존재한다. 

• 공공부조제도가 안전하고 전문부조를 강조한다. 

• 대처성을 강조한다. 빈곤 유형에 따라 계층별로 여러 가지 공공부조

제도를 활용한다.

• 적극적인 예방을 강조한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자립

을 격려한다. 

최저생활보장제도에서 종합형 공공부조 체제로 전환되려면 다음과 같

은 방면에서 사업을 충분히 진행해야만 한다.

①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기본 생활부조제도로 발전시킨다. 생활부조 

방면에서 동일한 기준과 차액을 보조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계층별로 관

련된 부조 기준을 제정하며, 실물부조, 서비스부조, 가정수당 등을 유기적

으로 결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빈곤 인구의 생활고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차상위층의 욕구도 고려할 수 있다. 

② 기본 생활구조제도와 기타 전문부조 간의 관계를 분리시켜 더 이상 

기본 생활구조제도에 적용되는 조건이 기타 공공부조에 적용되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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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체계

장기생활부조 전문부조 임시응급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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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중국 공공부조 개혁 경로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③ 노동력을 갖춘 수혜자들을 위해 취업 지원 계획을 세운다. 빈곤 가

정을 위한 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그들의 소질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노

동시장 정책”을 실시한다. 

④ 사회 참여를 수용한다. 예를 들면, 자선공익사업과 공공부조제도 간

의 유기적인 통합을 실현한다. 

⑤ 공공부조제도의 평등성을 강화한다. 도시와 농촌으로 분할된 상황

을 해결하고 도농 공공부조제도를 통일시킨다. 그리고 도농 간의 공공부

조의 격차를 점차 줄여 최종적으로는 조건에 부합되는 수혜자를 위해 

공공부조권의 평등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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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공부조 체계의 수립과 발전 경로도는［그림 3–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장기생활부조제도 중에서 도농주민최저생활보장

제도는 종합형 공공부조의 일부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 생활수준

의 향상과 농촌 양로보험의 수립에 따라 농촌오보호공양제도는 각각 사

회양로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문부조 중에

서 도농주민의료보험체계를 서둘러 수립하고, 의료부조와 의료보험을 서

로 연결하며, 의료부조의 수혜자는 의료보험이 없는 빈곤층과 의료보험

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

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주택부조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의 개발과 수립을 중지하는 대신 공공주택 계

획으로 전환시켜 정부에서 소유하도록 하며 중 ․ 저소득층이 시장 가격보

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여 낮은 가격의 염조방廉租房이나 주택보조

금을 제공한다. 교육구조에도 두 가지 발전 방향이 있다. 

• 의무교육 보급화와 전 국민 교육복지의 실시에 따라 의무교육 단계

에서의 부조 내용은 점차 줄어든다. 하지만 무료 점심 등을 포함한 

학생 생활부조를 실시한다. 

• 비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주로 정부와 민간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식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다. 임시응급부조의 개혁 방향

은 바로 정부에서 단지 재해민의 생활부조만 책임지고, 재해 후 재건

은 주로 상업보험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임시부조는 점

차 기타 전문부조로 포함시켜야 한다. 

(2) 감독 체제와 운영 시스템의 개혁과 발전 경로 

공공부조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공공부조의 비용 지출 규모도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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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될 것이다. 건전한 감독 시스템이 없다면 부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 그리하여 수혜자들의 권익에 피해를 준다. 현재 중국 공공부조

의 감독 ․ 관리 체제에는 행정 감독 ․ 관리, 사법 감독, 사회 감독이 포함된

다. 그 중 행정 감독 ․ 관리는 가장 중요한 감독 ․ 관리 시스템이다. 

중국 현황에서 볼 때, 민정부에서 재해부조사업 중에서 종합 협력 기

능, 도농최저생활보장, 농촌공공부조, 사회 기부, 의료부조를 책임지고 있

다. 교육부조, 주택부조, 법률부조 등은 각각 교육부, 건설부, 사법부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이러한 관리 체제는 자원 통합에 불리할 뿐 아니라, 

중복적인 구조나 자원의 불균형적인 분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구나 

각 부서 간 기능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공공부조 감독 ․ 관리 체제의 개혁 방향은 집중적인 관리 방안을 선택

해야 한다. 이때 한 가지 부서에서 주관하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협력하

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공공부조 주무 부서에서 각종 공공부조 업무에 대한 전반적

인 감독 ․ 관리를 책임지고, 관련 부서에는 공공부조제도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서 민정부와 협력하여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현행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교육부조,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주택부조, 사법부에서 관리하

는 법률부조 등 전문부조를 공공부조 주관부서의 감독 ․ 관리 하에 통일

시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방안은 각종 공공부조의 업무를 협력하는데 유리할 뿐 아니라, 공공

부조의 자원을 통합하여 최적화된 효과를 얻는 데에도 유리하다. 공공부

조의 감독 ․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제1단계는, 현 상황에서 통일된 협조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공

공부조 수혜자의 통일적인 관리, 자금의 공동 분담, 통일적인 사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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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부 건설부 위생부 ……

공공부조 협력 시스템 민정부

［그림 3-2］공공부조 행정관리 체계

사회공공부조제도를 채택하여 정부의 통일된 지도하에 재정, 교육, 위생, 

노동, 사법, 노동조합, 공청단, 부녀연합회 등의 부서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을 집중하며, 모든 공공부조 수혜자들이 각급 민정부에서 책임지고 

분류하여 통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정에 따라 민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공공부조 수혜

자에 따라 분배하며, 부족한 부분은 재정에서 책임지도록 한다. 이는 공

공부조 수혜자들의 중복적인 계산 혹은 누락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공

공부조의 기준을 통일시키는 데도 유리하다. 

중앙정부에서는 국무원 공공부조사업부 연합회의제도를 수립하여 전

국 공공부조사업의 지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국무원의 통일된 지도

하에 민정, 발전과 개혁, 재정, 교육, 주택과 도농 건설, 인력 자원사회보

장, 위생, 사법 등의 부서들이 각자의 직책 내에서 취약 계층에게 현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조합과 배합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각급 부서에서 각자의 책임을 지는” 공공부조사업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부조사업의 전반적인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각급 정부에

서도 동일한 모델을 채택하여 공공부조사업의 통합과 협조를 증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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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의제도를 수립하여 정보가 제때에 교환되고 상호 협력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제2단계에서는 각종 공공부조 업무를 민정부로 통일시키고, 민정부에

서 전문적인 공공부조국(현재 최저생활보장, 재해부조, 기타 부서의 감

독 ․ 관리를 받고 있는 각종 전문부조 등의 감독 ․ 관리 직책을 모두 포함)

을 수립하여 전반적으로 공공부조의 감독, 관리와 직책을 수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조 감독 ․ 관리기구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공

부조 감독 ․ 관리기구로 통일시키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법정 감독 ․ 관
리의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행정 감독 ․ 관리를 집중하는 동시에 공공부조의 정책과 예산 감독에 

대한 입법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 등은 법률 감독의 

책임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 업무의 공개화를 통해 국민들

이 공공부조제도의 운영 상황을 이해하고 감독을 수락한다. 

(3) 서비스 체계의 수립과 발전 경로 

공공부조서비스 체제의 발전 방향은 “관리와 업무처리의 분리와 사회 

참여”이다. 관리와 업무처리의 분리란, 공공부조의 행정과 구체적인 업무

처리의 관리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 참여는 광범위한 사회 역량

을 공공부조 업무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부조 수혜자들은 하부조직에 분산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

의 법규와 정책은 하부조직에서 실체화되어야 하며, 공공부조의 구체적

인 업무도 하부조직(주로 가도와 향진)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수많은 가

도 사무처와 임무가 많은 편인 향진에서는 필요에 의해 공공부조기관을 

수립했고, 필요한 전문 및 겸직 사무원을 배정하였다. 심지어 지역사회주

민위원회와 마을주민위원회에서도 공공부조의 일상 업무를 이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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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부서들의 간부들은 종종 여러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서 사무원들의 업무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비전문화된 서비스로 

인해 수혜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관리와 업무처리를 

분리하는 것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공공부조 업무처리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면에서 개혁과 발전의 임무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와 업무를 분리하고 전문화된 업무처리기관을 수립하여 하부조

직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형 공공부조기관으로 발전시킨다. 

미래에는 기타 사회보장 업무, 특히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들을 이들의 

업무처리 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중앙과 성 ․ 시 양급에서 공공부조 업무

처리 사무처 혹은 관리 센터를 수립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직책은 예하 

공공부조 업무처리기구의 사업을 지도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또한 구 ․ 현급에서는 공공부조 업무처리기관을 수립

하고, 수요에 따라 가도나 향진에서 파견기구를 수립하여 구체적인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한다. 

공공부조 업무처리기관을 수립하고 민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부조사

업과 기타 부서에서 주관하는 교육, 주택, 법률 등 공공부조제도들을 유

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부조직의 공공부조사업을 집중하고, 공공부조 수

혜자들을 통일된 공공부조 관리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규모 효과를 거두어 공공부조제도를 통합하는데 

유리하며, 하부 공공부조사업의 종합성 ․ 다양성 ․ 일체화를 실현하는데 

유리하다. 

공공부조 업무처리기관은 사회보험 업무처리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일한 시설 내에 분리된 창구를 수립하는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 업무처리기관은 수혜자들과 사무 인원의 일정한 비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시에서는 500 : 1, 농촌에서는 400 :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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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로 설치할 수 있다. 

둘째, “한 가지 통로”의 공공부조서비스 플랫폼을 수립한다. 

공공부조 지역 업무처리기관을 플랫폼으로 삼고, 모든 공공부조 프로

그램은 이 플랫폼을 통해 “한 가지 통로”로 향상시켜 신청되도록 한다. 

또한 모든 공공부조에 사용되는 자원은 공공부조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가지 통로”를 통해 예하로 지급한다. 이는 여러 통로를 통해 중복 신청하

거나 여러 부서에서 중복 심사로 인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현상을 방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 수혜자들의 편리에 유리하고 운영비용을 

낮추며 사업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

 또한 공공부조사업의 정보화를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 즉 공공부조 

정보관리시스템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수립하여 공공부조사

업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이는 제때에 정확한 공공부조와 관련

된 정보를 파악하고, 공공부조사업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공공부조 관리 

서비스의 규범화, 현대화와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셋째, 사회화된 지급 시스템을 수립하고 전문적인 금융기구에 위탁하여 

공공부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현재 대부분 농촌에서는 이미 사회화된 방식을 통해 최저생활보장금

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량이 적고 은행 저축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은행 시스템(혹은 신용사)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공공부조 주무부서와 은행 시

스템을 연결하여 은행에서 대신하여 공공부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수립할 것을 건의한다. 

도시에서 사회화된 방식을 통해 최저생활보장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훨씬 유리하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화된 방식을 통해 지급하여 

관리 업무를 줄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수혜자에게 제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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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민정부

시 ․ 현 민정국

성 ․ 시 공공부조 업무처리 센터

전국 공공부조 업무처리 센터

구 ․ 현 공공부조 업무처리 센터

가도 공공부조 업무처리 센터

수혜자

성 ․ 시 민정청(국)

［그림 3-3］공공부조서비스 체계

공공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넷째, 공공부조서비스 체계는 관리 책임의 주체와 일치하여 수립해야 한다. 

만약 현급 정부를 관리 책임의 주체로 본다면 현급 이하는 파견기구가 

되고, 지시급 정부를 책임의 주체로 본다면 지시급 이하의 업무처리기구

들은 상급 업무처리기구의 파견기구가 된다. 그리고 해외의 경험을 참고

하여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각종 사회조직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전문화 된 사업 인원들을 도입하여 공공부조서비스 체계가 

최대한 사회 참여와 발전 이념을 구현해야 한다. 

(4) 사회구조 자금보장시스템 

사회구조 책임의 주체에서 볼 때, 사회구조 중 정부의 주체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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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조에 대한 재정 지원

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처리기구들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사업 인원들의 수준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시장 수단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활용하여 시장 시

스템을 통해 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공공부조와 관련된 기능을 강

화해야 한다. 

또한 자선사업을 대폭적으로 발전시키고 민간조직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공부조는 결코 사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극

적인 구조가 아니라, 공공부조를 통해 수혜자들의 적극성을 유도하여 수

혜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

로써 그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빈곤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공공부조의 재원은 재정 예산이지만 법정성과 강제성을 띄며, 사회적 

재화의 2차 분배에 해당된다. 비록 최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에 대한 국가 지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편이

다. 2006년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민정사업비용의 비율은 2.28%이었지

만, 2007년에는 2.45%로 증가되었다57). 이 중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비용도 

포함되는데, 선진국의 공공부조 지출 수준과는 아직도 큰 차이가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공공부조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1.8%인데, 그 중 호주 ․ 뉴질랜드 ․ 영국 ․ 아일랜드 ․ 미국 ․ 이탈리아의 비중

은 3%를 초과한다58). 

57) 2006年民政事业发展统计公报와 2007年民政事业发展统计公报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산출.
58) 杨立雄, 社会救助研究, 经济日报出版社, 2008年, 第118~119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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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지속성 향상과 GDP의 급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GDP에서 차지

하는 공공부조의 투자 비율을 1% 이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공공부조의 

발전 추세에서 볼 때,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공공부조의 비율도 향상되

어야 한다. 2012년에는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공공부조의 비율은 1.5%

를 초과해야 하고, 2020년에는 2.5%를 초과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이 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새롭게 

증대된 재정을 공공부조에 우선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농촌으로 집중되어

야 한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중앙 재정의 보조를 강화

하고, 기금 관리를 규범화하며 전문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리고 공공재정 체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의 구조를 조정하

고, 각급 재정에서 취약 계층의 실제 욕구에 따라 공공부조 비용을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 재정 소득과 함께 증가시켜야 하며, 안정된 투자 시스템

을 형성하고 공공부조의 증가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책임분담시스템을 수립하고 각급 정부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한다.

중국은 지역적인 발전이 매우 불균형한 나라이다. 국민들의 공공부조

권이 평등해야 하고, 지역적 격차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현실 때문

에 중앙정부 주도하의 지방분권제를 실시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공부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이고 대규모

적인 재정지출에 대해 각급 정부에서 별도로 분담하는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 분담은 각급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부조 지출의 

기초를 증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같은 급의 정부 간에 책임이 불균형적이고,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서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행 재정 소득 관리 체제에 따르면, 공공부조금은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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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빈곤 현상이 심각한 행정 구역에 대한 지방정

부의 공공부조 지출이 높은 편임에 반해, 빈곤 현상이 심각하지 않은 행

정 구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공부조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정부 

책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즉 재정이 풍부한 정부에서는 적게 지출하고, 

재정이 부족한 정부에서 오히려 더욱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

러한 구조로 인해 일부 지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은 확실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

는 공공부조 수혜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해외 경험에서 볼 때, 공공부조 비용의 분담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즉 “중앙 재정에서 전적으로 부담”, “지방정부에서 예산하고 중앙

정부에서 보조”, “지방정부에서 모두 부담”하는 방식 등이다. 영국에서는 

중앙집중관리 체제를 실시하는데, 공공부조의 비용은 중앙 재정에서 직

접 부담한다. 호주에서는 공공부조가 지방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규

정했다. 그리고 미국의 공공부조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 양급 정부 

재정에서 분담한다. 또한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분담 방식을 채택하

지만 주요 책임은 지방정부가 진다. 예를 들면, 스위스의 경우 대부분 공

공부조 지출은 지방에서 부담하고, 독일에서는 공공부조 지출 중 75%는 

지방에서 제공한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방식은 중국의 “분리된 재정”에 

알맞지 않다. 만약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공공부조 지출의 발전 추세를 볼 때, 지방정부의 책임은 점차 

연방정부로 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공공부조 중에서 연방정부

의 지출은 1960년 44%에서 1980년 68%로 증가하였다. 비록 1980년 이후 

연방정부의 지출이 어느 정도 내려갔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이 상

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연방정부의 지출은 항상 60% 이상의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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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한 1950년대에 연방정부는 비록 의료부조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

하지 않았지만, 90년대에는 총액의 53%를 차지했다. 그리고 소득보장 보

조금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출은 81%까지 이르렀다59). 

중국의 재정 소득에서 볼 때, 중앙정부의 재정 소득은 이미 지방정부의 

재정 소득을 초과한 상태이다. 공공부조에 대한 중앙 재정 역시 국가 재

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공공부조 방면에 대한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과 성급 정부에서 재정 

이전지불 방식을 통해 전국과 성에서 지역 간 불균형적인 현상을 조정하

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국가 재정 지출구조 중에서 독립

적으로 종합 공공부조 이전지불제도를 수립하여 공공부조의 비용을 확

보할 수도 있다.

셋째,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재정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한다. 

각종 부조제도에 대한 책임 주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농주민최저생활보장과 미래의 종합적인 부조제도의 재정은 중앙, 

성(시 ․ 구), 시, 현급 재정에서 분담하는데, 그 비율은 경제 발전의 상

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후 중앙, 성, 현 등 3급(성에서 현을 관리하는 

모델을 적용함)에서 분담하는 관리제도로 넘어갈 수 있다. 

• 현 단계에 있어 오보호공양에 대한 재정 책임은 종합적인 부조제도

로 통일할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이후 노인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

의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재해부조 중에서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 재해에 대

한 부조를 제공하는 책임을 분담하고, 중앙정부에서는 피해가 심각

한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며, 각종 사회단체와 개인이 기금

59) 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社会福利与社会进步研究所, 建立与完善我国城乡社会救助体系研究, 
200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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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증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의료부조에서 볼 때, 의료보장제도의 통주 층차에 적응하여 지방정

부에서 책임지고, 중앙 재정에서 이전지불을 통해 중서부 빈곤 지역

의 의료부조에 적당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 교육부조는 각급 재정의 예산기금을 위주로 한다. 지방 재정에서는 

매년 교육기금을 마련하여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키되 중앙 재정

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 적절한 보조를 제공한다. 

• 주택부조는 재정 예산을 위주로 하는데, 여기에는 재정 예산에서 배

정한 자금과 주택공직금 수익 중 일정한 비례에 따라 인출한 도시 

염조방 보조금을 포함한다. 

• 법률부조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에

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사법부조사업을 추진하고 사법 지원을 

위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사회 기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중국 공공부조 재원의 기증 시스템에는 복지복권과 사회자선 기

증 등 두 가지 방면이 포함된다. 복지복권사업을 계속 전개하여 복지복권

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 공공부조금의 규범화, 규모화와 제도화를 실현해

야 한다. 또한 자선사업을 대폭적으로 발전시켜 사회 기증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사회 기증의 협력 시스템을 수립한다. 

• 기부금의 관리와 운영을 규범화한다. 

• 사회 기부 통로 정리, 합리적인 기부 통로 수립, 사회 기부 네트워크

를 개선한다. 

• 사회 기부 세무 혜택 정책을 조정하고 통일하며, 사회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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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부조 방식의 다양화 

공공부조 내용이 확장되고 공공부조제도 수혜자의 욕구들이 다양해짐

에 따라 공공부조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조는 다음

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첫째, 현금을 제공한다. 

수혜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그들이 본인의 욕구에 따라 관련된 생

활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현물을 제공한다. 

식품, 옷, 건축재료, 공공주택 등을 제공해 수혜자들의 생활고를 해결

한다. 

셋째, 쿠폰을 지급한다. 

수혜자들에게 특정한 욕구를 만족하는 데만 쓰일 수 있는 쿠폰을 지급

하여, 그들이 쿠폰으로 직접 소비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식품 쿠폰, 교육 

쿠폰, 교통 쿠폰, 주택임대 쿠폰 등이 있는데, 정부는 수혜자들의 실제적

인 생활 욕구에 따라 관련된 쿠폰을 디자인할 수 있다. 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바로 수혜자들이 신청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

고, 현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넷째,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실 공익성을 띠는 직장 혹은 기타 직장을 제공하여 임금 혹은 노동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 관련된 취약 계층에게 공공부조를 제공하

는 것이다. 이는 재해부조뿐 아니라 일반 생활부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부조를 실시할 때, 수혜자들의 인격 존엄

과 평등 권익을 보호하고, 최저임금 기준 등 규범을 지키는데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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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 공공부조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은 생활서비스가 필요할 것이

다. 예를 들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그들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면에서 사회 자선 공익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활

용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공공부조의 방식은 다양해야 하며, 각종 공공부조의 방식

도 합리적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혜자들의 다양한 욕

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동시에 공공부조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현행 정책적 건의

 

현행 공공부조제도 실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 보고

서에서는 전략 기획의 기초 하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건의를 

제시한다.

 

(1)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규범한다 

공공부조의 책임 주체는 정부이다. 하지만 아직도 공공부조에 대한 각

급 정부 혹은 부서 간의 책임이 불분명하여 공공부조의 기능이 효과적으

로 발휘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공공부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

첫째, 공공부조 지표를 각급 정부의 업무 실적과 평가 체계 속에 포함

시키고, 공공부조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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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급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만 빈곤층들의 기본 생활 권

익을 보호할 수 있다. 공공부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정

부가 국민을 위해 집권하는 집권 이념의 진정한 구현인 동시에 국민 생활

에 대한 보장을 실체화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보증이다. 

둘째,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한다. 정부는 공공부조

의 책임 주체이자,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재정 책임을 진다. 하지만 공공

부조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공공부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취약 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빈곤층의 생존 위협을 해결해주고, 저소득

층의 기타 생활 욕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볼 때, 정부는 현 단계의 최저생활보장, 오보호공양, 유랑

구걸인원부조, 미래 종합형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재해부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주로 응급부조와 재해 후 생활부조

에서 나타난다. 재해 후 중건사업은 주로 시장(예를 들면, 재해보험시스

템)을 통해 해결함과 동시에 자체적인 생산과 상호 협력을 지지해야 한

다. 임시부조 중에서 수혜자들은 종종 빈곤선 주위를 맴돌지만,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개인과 가정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정부의 주요 책임은 일시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하여 문제

가 장기적인 문제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의료부조와 교육부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은 크지만, 상호 협력과 자선 

기부를 통해 사회단체와 개인이 서비스와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

다. 주택부조에서 볼 때, 정부는 빈곤층에게 염조방을 제공할 책임을 갖

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시장과 정부의 힘을 결합하여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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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공부조에 대한 각급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현재 공공부

조 관리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즉 “중앙집권관리, 지방분산관리, 중앙

과 지방의 분권관리”이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분권 관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를 예로 들면, 최저생활보장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제정하고 책임

지며 관리하는 대신 일부 전문부조는 관련된 사회보험관리기구에서 통일

적으로 관리하는데 자금은 중앙정부의 재원과 보험료로 충당한다. 또한 

기타 비현금 구조는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며 필요한 자금은 자율적으로 

해결한다. 미국의 경우, 일부 연방정부에서는 공공부조의 기준을 제정하

고 관리하며 재정을 부담하는 제도(예를 들면, 식품 쿠폰)가 있다.

또한 일부 연방정부에서는 공공부조의 기준을 제정하고, 지방정부에

서 관리하며 공동으로 재원을 책임지는 제도가 있다. 이밖에도 지방정부

에서 공공부조의 기준을 제정하고 관리하며, 모든 재정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도 있다. 중국 각급 정부의 업무 분담은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분권

관리 모델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단순한 중앙집권제의 공공부조 혹은 

단순한 지방 분권제의 공공부조 관리 모델은 모두 공공부조 분배의 효율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중국 공공부조의 실천 과정에서 볼 때, 중앙

정부의 확실한 재원 지원과 정책적 지도가 없이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공공부조의 기능은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공공부조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더 많이 지원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최대한 

발휘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빈곤선을 과학적으로 측량하고 자선조사를 표준화한다

단순하게 취약 계층의 생존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서 사회 ․ 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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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취약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빈곤선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자산조사를 표준화해야 한다. 

 

① 빈곤선을 과학적으로 측량한다

공공부조제도의 실시 과정에서, 수많은 지방에서는 빈곤선을 측정할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과학적으로 측량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주관적인 추측에 의해 빈곤선을 설정하곤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재정 수용 능력에 의해 공공부조의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돈이 

있는 만큼 일을 하는” 현상은 매우 보편적인데, 공공부조의 기준은 “재정

보장선”으로 변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생활필수품이나 그 수

량을 확정하는데 있어 조사와 측량 방식이 지나치게 조잡하거나 심지어 

경험이나 주관적 판단과 기타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 제정되어 기준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 시 누락과 중복 

문제들도 심각하다. 그러므로 중국은 과학적으로 빈곤선을 측량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공부조의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빈곤선을 제정하는 방법에는 엥겔지수, 국제빈곤선, 

시장바구니, 생활 형태법 등이 있다.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는데 있

어, 국무원은 각급 정부들이 각자의 관할 범위 내에서 빈곤선을 제정하도

록 요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지역에서는 “기본 수요법”을 채택하여 물가지수, 

소비구조, 일인당 소득수준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빈곤선을 설정했다. 지

금까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이 빈곤선을 측정하는데 있어 세부 규칙

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각 지역에서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과 결과가 

서로 다르고 기준이 너무 낮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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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근본적인 목표이다. 빈곤은 주로 소득 

부족에서 발생하며, 빈곤을 해결하는 정책은 주로 각종 현금 재분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수혜자들의 생존만 보장해준다면, 현 상황을 유

지할 뿐이지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소득상의 빈곤

과 능력상의 빈곤의 차이를 구별하고, 공공부조의 목표를 소득상의 빈곤

을 극복하는 것에서 능력상의 빈곤을 해결하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혜자들의 사회 참여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자립과 

자조를 도와주며, 최종적으로 사회 배제를 해결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현재 절대 빈곤 측정 방식을 

상대 빈곤 측정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상대 빈곤 측정 

방식은 국제빈곤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빈곤기준선을 사용하면 

절대 빈곤 측정 방법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쉽고 간단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다. 이를 사용하려는데 복잡한 조사가 필요 없

고, 현재 통계에 따라 빈곤선을 조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 

년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있다. 

상대빈곤선은 임금, GDP, 평균 소비 지출, 평균 가정 소득 등과 관련된

다. 국제빈곤선의 측량은 중위 소득의 백분율로 계산되지만 정확한 중위 

소득을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중국의 실제 상황에서 볼 때, 일인당 가처분 소득은 가정의 실질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들은 매년 국가통계국에

서 얻을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유리하다. 상대 빈곤 측량

을 통해 얻은 수치가 절대 빈곤 측량 방법을 통해 얻은 수치보다 절대적

으로 높은 것은 아니다. 즉 합리적으로 비율을 측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선진국(주로 OECD국가)에서는 중위 소득 혹은 평균 소득의 50%~6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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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사용했다. 

미국에서는 1960~80년대에 줄곧 “엥겔계수> 33%”의 기준을 사용했는

데, 실제적으로 측정한 공공부조의 기준은 대체적으로 중등 가정 소득의 

37%~40%에 해당된다. 계측에 따르면, 중국 도농 빈곤선은 일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의 30%~35% 수준으로 정할 수 있다. 공공부조의 기준을 향

상시키는 것은 공공부조의 적용 범위와 수혜율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하

다.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 물가 수준, 소비 수준 등의 변화에 따라 

공공부조의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기본 

생활수준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영향 받지 않고, 그들이 사회 ․ 경제 

발전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때에 보장해줄 수 있다. 

현재 각 지역의 최저생활보장 기준은 대부분 피동적으로 조정된다. 즉 

양식과 식료품 등의 가격이 상승하여 취약 계층의 기본 생활이 심각하게 

영향 받아 지속되지 못할 때에만 정부에서 보장기준을 조정하는 피동적

인 방식이다. 빈곤선의 정상적인 증가 시스템을 수립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진행해야 한다. 

첫째, 시장평가 체계를 수립한다. 저소득층의 옷, 음식, 물, 전기, 연료, 

자녀 입학, 의료 등 기본 생활비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지역의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들의 일인당 연평균소득과 일인당 소비수준의 증

가 폭의 비례에 따라 다음해 도농 주민들이 누릴 최저생활보장의 기준을 

확정하여 자연증가시스템을 수립한다. 

둘째, 시장개입시스템을 수립한다. 국민들의 생활과 접하게 관련된 

양식과 식료품 등의 가격들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경보하고 예비안을 

제정해야 한다. 시장의 가격 파동 및 최저생활보장 수혜자의 생활에 미치

는 영향에 따라 제때에 예비안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저생

활보장과 저소득층에게 생활 보조를 지원하여 시장 가격 파동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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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도농주민임시부조제도를 더욱 개선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

정을 지원하고 자금원을 확보하여 최저생활보장 수혜자와 최저생활보장 

주변에 처한 가정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때 효과적으로 지원하

여 사회 ․ 경제의 발전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자산조사를 표준화한다

자산조사를 표준화하는 것은 과학적인 빈곤선 측정과 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빈곤선을 확정한 후, 관련된 자산조사를 통해 수혜

자의 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대 공공부조에서 자산조사는 자격 심

사에서 필수조건이다. 

자산조사 방법에는 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단편적인 자산조사이다. 개인 혹은 가정의 

경제 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낮으면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둘째, 취직 ․ 재산 ․ 소득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면적인 자산조사이다. 이

는 소득과 관련된 조건, 예를 들면 신청자의 주택, 교육, 취업 상황, 심지

어 개인 습관이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최저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자산조사는 종종 두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수혜자의 신분과 가족 수이고, 또 하나는 가정 소득

이다. 전자는 쉽게 확정할 수 있지만, 가정 소득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이러한 복잡성은 기술적 영역이나 이론적 영역에서 드러

난다. 

공공부조제도를 놓고 말한다면, 자산조사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 사업

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공공부조제도는 효과적인 자산조사사업을 

전개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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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완비된 금융 신용 체제가 없었다. 지금까지 중국은 사회주의 시

장경제 체제와 적응되는 금융 신용 체제와 개인소득 보고제를 수립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개인 소득과 금융자산은 투명하지 못하고, 개인소득세

제도도 완벽하지 못하며, 효과적인 감독 ․ 관리 수단과 관련 조사 통계 수

단이 없었다. 또한 공공부조 수혜자를 식별하는 사회 신용 인프라도 없는

데, 소득 확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은 피동적인 방식에 의해서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가정 재산과 잠재적인 소득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신청

자의 주택, 유가채권, 유산 등 재정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

라, 취업 형태의 다양화와 소득원의 출처가 다양한 문제는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지적해야 할 점은 일부 비정규업에 취업하여 매우 적은 노동 

대가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에게 노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과학적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지표를 수립하지 않았다. 사실 빈곤

의 측정에는 소득과 지출 두 가지가 포함된다. 실제적으로 조사할 때, 소

득 상황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지출 상황을 간과한다. 신청자의 가정 재산

과 소득수준에 대한 신용 체제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조사에 

주관적 요소와 비이성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

어진다. 이는 가정 소득조사 결과의 신뢰도와 유효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전문적인 조사기관이 없다. 자산조사는 도시주민위원회 혹은 농

촌 하부조직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경험이나 소문 혹은 짐작 등

의 모호한 개념으로 과학적이고 정확한 자산조사를 대체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하여 가정 현황조사를 핵심으로 하는 심사제도를 규범화하는 

것은, 현재 공공부조제도 관리 업무 중에서 시급히 해결할 문제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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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사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수립한다. 

은행, 세무서, 노동보장, 공상행정관리 등 부서들의 정보시스템을 이용

하고,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신청자와 그 가정의 재산과 소득 현황을 확

보할 수 있고, 개인 보고와 결합하여 공공부조 자격 평가 중에서 각 기구 

및 개인의 직책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동보장부에서는 직장이 있지만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 중재하거나 증명하고, 노동력을 갖춘 무직자들에게 기능 

훈련과 직업을 소개한다. 공상부와 시장관리부서에서는 아침과 저녁 벼

룩시장 및 정규적인 시장의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세무서는 

세금 납부 상황에 따라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필요 시 금융과 증권 등 

부서에서는 민정부에서 실시하는 통장과 증권거래 등 방면에 대한 조사

도 실시해야 한다. 

② 가정 경제 상황을 조사하는데 세부 규칙을 제시한다. 

소득조사와 소비 지출 등 두 가지 방면을 바탕으로 개인 소득, 가정 

재산, 소비 지출 등을 결합하여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들을 결정한다. 소득 

보고와 감독통제시스템을 개선하여 가정 소득 통계의 규범화를 개선해

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채택하는 기타 탄력적인 기준, 예를 들면 

가정 재산과 과소비 경향 등에 대해서도 점차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적인 가정조사기관을 수립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도농 주민의 

소득과 재정 현황을 조사하도록 한다. 

이후 이 기구에게 은행, 증권, 교통, 경찰 등 기관들에서 통장, 주식, 

차량, 호구 등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소득과 자산 상황에 대해 조사하여 신청자가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권위를 제공한다. 이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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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하이는 이미 시범 지역 방안을 실시하였는데, 독립적인 가정소득

심사인증센터를 수립하였다. 가정소득심사인증센터는 공공부조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3) 취업을 촉진시키는 것과 관련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공공부조제도에 있어 중요한 원칙은 바로 역동적인 관리 원칙이다. 즉 

가정 소득이 빈곤선보다 낮을 때 수혜자의 범위에 속하지만, 가정 소득이 

변함에 따라 적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정 소득이 빈곤선을 넘어서

면 수혜자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적극적인 공공부조제도는 수혜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그들이 자체적인 노동을 통해 생활을 개선하도록 독

려해야 한다. 반면, 피동적인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의 함정”을 조성하여 

수혜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고, 빈곤이 세대 간에 상속되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중국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실천 과정에서 볼 때, 소득이 증가한 후 최저

생활보장 수혜자들이 퇴출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특히 잠재적인 취업자

를 놓고 볼 때 취업 방식이 불규칙적이고 시간이 탄성적이며 소득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 조사하기 어렵다. 심지어 일부의 경우에는 최저생활

보장사업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수혜자들이 속한 단위에서 조사를 진행 

시 고용기관에서 수혜자들을 도와 관련 인원들을 기만하는 현상까지 발

생하고 있다. 

일부 최저생활보장제도 수혜자들은 집에서 주식을 판매하거나 기타 

투자 행위를 한다. 이밖에도 퇴직 연령에 도달한 퇴직자의 경우에도, 현

재 최저생활보장부, 노동보장부, 민정부 간의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다. 이로 인해 최저생활보장부에서 사실에 따라 가정 소득 현황을 보고하

지 않으면, 최저생활보장 관리 부서에서는 소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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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저생활보장사업을 즉각적으로 조정하

지 못하면 전체 제도의 공평과 효율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① 과학적인 평가제도를 수립한다. 

역동적인 관리는 정기 관리와 비정기 관리 등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부조직의 종사 인원들이 비정기적으로 조사 혹은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 공공부조 수혜자들에 관한 정보나 실제 현황을 파악하도

록 한다. 또한 모든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심사제도를 

수립한다. 

수혜자들에 대한 1차 심사의 엄격성 정도, 급여수준의 높고 낮음, 관리

비용 등의 요소에 따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시간, 절차와 자료의 준비성

을 결정할 수 있다. 농촌의 오보호와 도시의 “삼무” 인원 등 전통적인 

공공부조 수혜자에 대해서 각급 최저생활보장 업무처리기관에서 매년 

한 번씩 심사할 수 있고, 소득원이 명확하고 변화가 크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심사할 수 있다. 또한 심사는 소득원이 고정적

이지 않고 심사하기 어려운 가정에 중점을 두어 매달 한 번이나 필요 

시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한다. 

공공부조와 노동시장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공공부조제

도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핵심이 된다. 또한 공공부조 수혜자들이 순조롭

게 이동하고, 공공부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관건이기도 하다. 그

러므로 국제적으로 공공부조를 설계할 때, 종종 공공부조 정책과 기타 

사회 ․ 경제 정책(특히 노동시장 정책)과 결합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 공공부조제도와 노동시장의 관계를 살펴볼 때, 노동시장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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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공부조의 효율 향상과 공공부조의 이동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공공

부조 수혜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수많은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

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높은 편이고, 노동시장 공급이 수요

보다 많은데 일자리 수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취업의 질이 높지 않으며, 

노동시장 법규 수립이 낙후하여 노동자들의 취업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

고 있다. 공공부조 수혜자들은 자체 신체 기능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인

해 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보편적으

로 존재하는 취업차별 문제로 인해 공공부조 수혜자 중에서 여성들이 

“실업의 함정”에 빠지는 현상이 훨씬 높다.  

또한 노동시장의 임금수준이 낮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인센티

브가 결여되는 등 문제들도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공공

부조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공공부조 수혜자들이 최후 안전망을 벗어나

기 싫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최선을 다해 공공부조 수혜자들, 특히 건전한 인원

들의 재취업을 추진시켜야 한다. 기업이 새로운 노동자를 선택할 때 차

별 문제, 특히 연령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사회보장과 결합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들이 복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원사업

을 지원하도록 독려할 수도 있다. 또한 취업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독려 조치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정의 평균소득이 기준을 초과하

더라도 우선 몇 개월 동안 혜택을 보류하여 최저생활보장의 기준을 초과

한 일정한 기간 내에서 관련 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조치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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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득삭감제도를 수립한다. 

일본이나 홍콩의 경험에서 보다시피, 공공부조(특히 장기생활부조)에 

적용되는 공공부조 수혜자들을 위해 소득삭감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즉 

수혜자들의 매달 실질소득 중에서 일부를 삭감한 후 가정 소득 상황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으로, 취업을 대대적으로 독려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최저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는 가족 구성원

이 노동에 참여하여 얻는 소득은 최저생활보장 혜택을 대체할 뿐이다. 

더욱이 최저생활보장의 자격을 박탈당함으로서 교육부조, 의료부조, 주

택부조 등도 함께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제도는 수혜자들

의 취업을 촉진시키지 못한다. 

만약 일정한 소득삭감제도를 수립한다면 수혜자들은 노동을 통해 생

활을 개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공공부조 권익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다. 그러므로 일정한 소득삭감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중국 공공부조제도

를 개선하는데 있어 한 가지 방안으로 삼아야 한다. 

④ 공공부조 기준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상호 협력과 연결되어야 

하고, 사다리형 보장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빈곤선을 확정할 때, 빈곤선과 실업보험금 기준, 최저임금 사이에 일

정한 간격을 두고 빈곤선과 최저임금보장선의 연동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력을 갖고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빈곤

선에 근거해 일정한 비율로 수익수준을 줄여야 하며, 일자리가 있는 빈

곤 가정들에 대해서는 가계를 조사할 때 일정한 범위 내의 소득을 삭감

해야 한다. 

 

(4) 법제 수립을 가속화한다

공공부조사업의 법제화를 실현하는 것은 제도 자체의 요구일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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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민의 공공부조권을 보호하고 공공부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통제

하는 보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공공부조의 법제화를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① ｢공공부조법｣ 수립을 가속화한다.  

제10기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 규칙에 따르면, ｢중화인민

공화국 공공부조법(초안)｣은 이미 민정부에서 기안하여 국무원 법제수립

사무처에 전송되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무원의 절차를 

신속하게 완성하여, 2009년 이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늦더라도 2010년에 제시되어야 한다. 

｢공공부조법｣ 제정은 전체 공공부조사업을 위해 기본적인 법률적 근

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최초의 입법을 통해 모든 

입법 임무를 완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공공부조사업을 구체적으로 규범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부조의 통일적인 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

영될 수 있고, 공공부조 수혜자들의 신청, 심사와 비준 등의 관련 시스템

과 절차가 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구조금의 투입, 지급과 감독 ․
관리 등도 규범화되어 공공부조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전문적인 공공부조법을 제정하고, 법률 법규로서 전체 공공부조의 관

리사업을 규범한다. 

현재 국무원, 관련 직무 부서, 최고인민법원 등의 부서에서는 이미 농

촌오보호공양제도, 도시 주민최저생활보장, 교육부조, 재해부조, 도시염

조방, 법률부조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규와 정책 명령 혹은 문건을 제시

했다. 하지만 그 층차가 낮고 내용이 빈약하므로 현재 문서들의 내용을 

통합하여 행정 법규상의 층차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후 이를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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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여 국가 입법기관에서 공공부조제도의 단독적인 입법을 제정하여 

상대적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③ 공공부조와 관련된 법률 조례를 개선한다. 

예를 들면,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 조례｣의 제5조에서는 도시최저생

활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 인민정부의 예산에서 충당한다고 규정했

지만, 중앙 재정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현행 제

도에 따르면, 공공부조 수혜자들을 확정하는 것은 호구와 재산을 근거로 

한다. 호구, 소득 보고와 재산 확정 등과 관련된 법률을 조정하고 개선하

는 것은 공공부조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 조례｣ 중의 감독 ․ 관리 조항은 거의 표

면적인 조례나 다름이 없다. 최저생활보장에 종사하는 인원들을 기만하

거나 최저생활보장 수혜자들이 소득을 기만하여 수혜를 받는 행위에 대

해서도 관련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는 보장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합법

적인 권익을 손상할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자원의 낭비를 조성한다.

그러므로 법률 법규의 벌칙은 명확하고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수단으로 사회를 기만하거나 법률에 어긋나는 수단으로 최저생활보장제

도에 피해를 입힌 주민이나 근무 인원 및 관련 단위의 근무 인원들을 

대상으로 벌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적인 수단으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은행, 세무서, 상공업, 노동보장기구 등 부서들의 조사에 대

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공공부조 정책이 직면한 문제들에 따라 현재 

구체적인 공공부조 정책과 조치를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가정 소득 조사

와 확인 제도를 수립하며, 외래 인구와 이동 인구 중의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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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률을 통해 공공부조의 감독 ․ 관리시스템과 업무처리시스템을 확립

하고 운영 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 

현재 대다수 공공부조정책은 부서별 규정에 지나지 않아서 감독 ․ 관리 

체제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제정 중인 ｢공공

부조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을 통해 감독 ․ 관
리를 명확히 하고 행정문책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공공

부조 업무처리기구들에게 신청을 처리하고, 조사, 심사와 비준 등 일련의 

사업을 전개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관련된 책임을 지고 주무 부서

들의 감독 ․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적해야 할 것은, 국가는 현재 분할된 상황을 개선하여 하부에서 

통일된 종합형 사회보장 플랫폼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최저생활

보장, 의료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임시부조를 신청할 때 가정을 단위

로 하여 가장이 호적 소재지의 사회보장종합서비스 플랫폼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해당 서비스 지점에서 업무처리기관에게 보고하여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해야 한다. 재해부조, 사법부조, 취업부조, 사회 상호협력제도는 

관련 규정에 의해 신청, 처리, 심사와 지원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분할된 공공부조의 조건하에서, 먼저 조건이 맞는 지역에서 공공

부조부서 연합심사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전문적인 공공부조 업무처리

기관과 사회보장종합서비스 플랫폼을 수립한 후 해당 기구에서 책임지

고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5) 광범위한 사회 역량의 참여를 동원한다

공공부조는 정부의 책임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여러 나라들에서는 정부에서 수립한 기구에서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한

다. 하지만 최근 20여 년 동안의 발전 추세를 살펴볼 때, 공공부조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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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범위한 사회 역량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특

히 공공부조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적인 배경 하에서, 정부와 업무처리

기관들은 모든 공공부조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 

광범위한 사회 역량을 동원하여 공공부조사업에 참여한다면, 사회 각

계의 적극성을 발휘하여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한 자금과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공공부조의 재원을 확대하며, 공공부조의 적용범

위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도 유

리하다. 

공공부조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등 민간 조직들의 힘을 발휘하여, 사회

화 된 전문 인원 편제를 수립하여 그들이 물자를 조달하고 인원을 훈련시

키며, 사회적인 감독을 실시하는 실제적인 직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가볍게 하는데 유리할 뿐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사

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사회의 형성과 성숙에도 유리하다. 유랑청소

년부조를 예로 들면, 유랑 청소년을 위한 센터를 수립하고, 교육, 훈련과 

카운슬링 등을 결합하여 사회화 된 기관들에서 실시하는 것은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민정부에서는 등록, 지도, 검사 감독 등 경로를 통해 공공부

조에서 사회 계층 및 기금회 등 민간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이 

공공부조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제도를 수립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 인원 편제를 수

립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는 동시에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지역사회구조 네트워크에 포함시

켜, 다양한 서비스 방식을 통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

족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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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선 집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 역량을 상호 협력과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조직하고 동원한다. 사회기부금 세금 감면 정책

을 실시하고, 모든 구 ․ 현(시) ․ 가도,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 기부 접수실

을 설치하여 다층적인 사회기부 네트워크를 수립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

인 사회기부시스템을 수립하고 사회 기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도농 취약 계층의 생활고를 해결해주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목표가 뚜렷한 공공부조 활동을 전개하여 기관, 학교, 부대, 기업

과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들이 공공부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취약 

계층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조직의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발휘하여 그들

이 공공부조서비스의 실체가 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더욱

이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공공부조 업무 인원과 사회복지

사의 업무를 결합하고, 정부 부서와 사회단체들이 결합하며 전문적인 인

원과 자원봉사자들을 결합하여 고급 하부 공공부조서비스 인원 편제를 

수립하여 공공부조 체계에 강력한 인력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중시해야 할 것은 바로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발휘하

고, 자선과 사랑, 빈곤 보조 등 가치관을 보급하여 사회 각계의 역량들이 

사회기부에 참여하는데 있어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단결, 상호 협력, 협력

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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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주｜
 

1. 민정부(民政部) : 민정부는 중국의 국가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國務院) 산하 중

앙정부의 부서로써 사회 행정사무를 주관하며, 사회복지 측면에서 재해구제, 도

시 주민과 농촌 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 농촌 오보제도 등 사회 취약 계층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2. 중화전국총공회(中華全國總工會) : 우리나라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3. 사회보장(社會保障) :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社會福祉)제도에 해당되는 용어로써, 크게 사회보험, 사회구조(社會救救助, 공

공부조), 사회복리(社會福利, 사회복지서비스), 자선사업 및 군인보장 등 기타 보

장 등 4가지로 구성된다. 그 중 사회보험은 크게 양로보험(養老保險, 연금), 의료

보험(건강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상보험(工傷保險 , 산재보험), 생육보험

(生育保險, 출산보험) 등 5가지 보험으로 구성된다.

4. 공공부조(公共扶助) : 중국에서 공공부조의 명칭은 社會救助이며 이를 엄격하게 

번역하면 사회구조이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가운데 그 의미가 가장 적합한 

용어는 공공부조이기에 단순한 직역을 넘어 그 의미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사회

구조 대신에 공공부조라 칭하였다.

5. 단위(單位) :단위란 생산이 수행되는 기층 조직인 기업, 사업조직과 국가기관 등

으로 구성된 조직 형태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생산 영역뿐만 아니라 도시 주민의 

생활과 재생산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공범위한 공간을 지칭하는 일반적 명칭이기

도 하다.

6. 집체(集體) : 여럿이 모여 하나를 이룬 집단이나 조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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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구조(社會救助) : 중국의 현행 공공부조는 사회구조(社會救助)이고, 과거에 

실시된 전통 공공부조는 사회구제(社會求濟)로 일컬었다. 하지만 본서에서는 독

자의 이해를 위하여 사회구조를 공공부조로, 사회구제는 그대로 사회구제로 구

별하여 사용했다.

8. 사회화(社會化) : 중국에서 사회화된 사회보장 혹은 사회보장의 사회화는 이전에 

기업(또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담당한 복지를 기업에서 벗어나 국가, 기업, 개

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9. 철밥통 : 철밥그릇(면직될 염려가 없는)이나 확실한 직업(주로 국영기업체나 공

무원)을 의미한다.

10. 군인무휼(軍人撫恤) : 현역 군인이 일반인으로 신분을 전환하거나 군대에서 

사망 혹은 상해를 당했을 때, 그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을 위한 우대정책을 

의미한다.

11. 샤캉(下崗) : 문자적으로‘직장(崗)에서 내려오다(下)’의미로 우리나라의 정리

해고와 비슷한 개념이다. 하지만 중국 샤캉제도의 특징은 정리해고된 후에도 

명의상 자신이 근무했던 직장에 여전히 소속되거나 정리해고 된 후에도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는 점이다.

12. 기관(機關) :  소위 국가기관을 의미하고, 국가가 그 직능을 행사하기 위해 설치

한 각종 기관이며, 전문적으로 국가 권력과 국가 관리 직능을 행사하는 조직이

다.

13. 사업단위(事業單位) : 사업단위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설치한 공익성을 띤 기관

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동일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업단위는 국가로부터 재정 보조를 통해 지원받는다. 예를 

들면, 학교나 연구소는 전액 지원 대상 사업단위에 속하고, 병원은 차액 지원 

대상 사업단위에 속하며, 국가로부터 일체 지원을 받지 않는 자주적인 사업단위

도 있다.

14. 통주(統籌) : 통일적으로 조달한다는 의미이다.

15. 상품방(商品房) : 판매용주택.

16.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 : 국민주택.

17. 염조방(廉租房) : 공공임대주택.

18. 복지기업(福祉企業) :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운영하는 특수한 기업으로써 종

업원 중 35% 이상이 장애인이면 민정부나 세무부 등 관련 부서의 심사와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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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걸쳐 복지기업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19. 국가-단위보장제: 지금까지 고찰한 문헌 중에서 아직 국가-단위보장제와 국가

-사회보장제라는 개념은 이전의 중국 사회보장제도와 현재 확립중인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차이점에 대한 새로운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

20. 사회통주(社會統籌) :사회통주는 중국 특색의 개념으로써 사회에서 통일적으로 

조달한다는 의미이다.

21.  오보호(五保戶) :의, 식, 주, 의료, 장례(어린이 경우 교육) 등 다섯 가지 방면에 

걸쳐 복지를 제공하는 집체복지사업이며, 간략하게 오보라고 칭하기도 한다.

22. 삼무(三無) : 삼무 계층은 다음과 같다. 1) 자신 스스로 부양할 능력(근로 능력) 

이 없거나, 2) 단위나 친척이 없으며, 3) 법적 부양인이 없는 계층을 포함한다.





● 지은이_ 쩡꽁청(鄭功成)

1964년 중국 후난성(湖南省)에서 태어났다. 1985년 중국 우한대학(武漢大學)를 졸업한 후 

1993년 부교수, 1995년에 정교수가 되었다.
2000년 중국인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국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부학장, 
중국사회보장연구소 소장, 장애인사업연구원 원장, 중국인민대학교 교무위원회 부주임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사법위원회 위원이면서 

중국 각개 중앙부서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중국 “사회보장 30인 토론”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재해보험 및 민생에 관련된 영역을 연구하였고, 중국에서 수많은 

주요 사회보장 연구 프로젝트를 책임졌으며, 사회보장학, 재해경제학, 중국 사회보장론,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의 길을 논하다,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 평가, 중국 사회보장 30년,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등 30여 편의 저술과 함께 약 3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 저널에 게재하였으며, 중국 정부가 그의 정책 연구 성과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학자이다. 

● 옮긴이_ 김병철(金炳徹)

영국 노팅험 대학에서 사회정책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연구원 방문학자를 역임하였으며, 
중국인민대학에서 박사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중국인민대학에서 사회보장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 ․ 중 ․ 일 3국의 사회보장 비교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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