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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문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고 있으며, 

기존의 소득보장체계는 이러한 문제에 처하기에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탈빈곤 정책으로 자활지원정책 는 근로연계형 복지

정책에 한 논의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와 실험이 우리사회와 무 한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의 

복지부재를 만회하기에 여념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격히 증가하는 고용․복지

욕구에 어떻게 처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실

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과거 서구 복지국가가 걸어왔던 길을 답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서구 각국이 취하고 있는 실험은 심의 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에서 최근 서구 각국이 시도하고 있는 각종 탈빈곤 정

책과 련된 실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소득보장체계가 확충되고 노동시장여건이 

개선되며 실업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여 히 일자리와 소득으로부터 소외되

어 있는 사회  취약계층이다. 소득보장정책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에 많은 장애를 안고 있는 집단을 상

으로 어떻게 탈빈곤을 한 정책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천착하고 있

는 것이다. 그리고 취약계층 에서는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소득여성

가장 등이 주요한 분석 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나 특징 인 것은 본 연구가 2000년 10월 이후 본격 으로 실시되어 왔

던, 자활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한 비  문제의식을 출발 으로 삼고 

있다는 이다. 즉, 자활지원사업이 지난 2년간 경험했던 많은 문제 에 한 

비 을 출발 으로 삼아, 향후 자활사업이 사회  취약계층을 한 탈빈곤 정

책으로 발 하는데 필요한 제와 여건에 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좀더 구



체 으로 본 연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한 고용창출  고용지원체계 구축을 

해, 어떠한 소득보장체계가 필요하며, 고용지원정책에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

족되어야 하며, 자활지원정책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 명 책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박찬용 부연구 원, 선우

덕 책임연구원, 이태진 빙연구 원, 송연경 연구원, 송민아 연구원, 김선미 연

구원이 참여하 다. 연구과정에서 안상훈 교수, 원종욱 부연구 원과 이 주 책

임연구원이 주신 조언과 조에 감사드린다. 본 연구에 들인 많은 노력에도 불

구하고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으로 연구진의 능력 탓이다. 

  본 보고서가 향후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 자료

로 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하며,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 둔다. 

                                              2002年 12月

                                              韓國保健社 硏究院

                                              院 長   朴  純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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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第 1章 序論

  第1節 硏究의 目的

□ 본 연구는 한국 자활사업 2년의 경험에 기 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근로

빈곤층의 근로활동을 진하는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의 체계 구축방안

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이 있음.

□ 재 자활지원제도는 한국사회의 근로빈곤층에게 실질 인 소득보장과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첫째, 제한된 자원으로 자활지원 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근로빈곤층이 제외되고 있음.

  - 둘째, 제도 으로 자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기 생활보장제도가 근로인센  

티 (소득공제) 없는 보충 여방식과 통합 여체계에 따라 운 됨으로서    

탈빈곤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에 한 기상담  유형화 로그램  이를 실시

할 수 있는 체계 이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운  

반에 걸쳐 어려움이 있음.

□ 본 연구가 지닌 문제제기는 근로빈곤층이 근하기 용이한 '다양한' 일자리

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와 탈빈곤을 유인할 수 있는 실질 인 지원체계로 

행 자활지원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구 각국의 자활사업  취약계층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시사 을 도출하고, 한국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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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상 소득보장  고용지원사업의 황과 문제 을 분석

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회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종합 인 고용

창출  고용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第2節 硏究 象  硏究方法

□ 탈빈곤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의의 탈빈곤정책은 빈곤상태에 빠진 집단의 빈곤탈출을 진하는 제반 

지원정책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의의 탈빈곤정책은 빈곤상태에 빠진 집단의 탈빈곤을 해 다양한 정책

수단, 특히 빈곤층에 한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의 기능을 통합한 하나의 

정책 는 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여기서 비교하게 될 상국가는 스웨덴, 랑스, 국, 미국임.

  - 이들 국가는 한국 복지국가 모형을 구축함에 있어, 서구의 다양한 복지국

가모형을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모형간 이질성을 고려하여 선택하 음.

  - 각국의 탈빈곤 정책, 특히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고용창출  고용지

원정책, 빈곤가구에 한 소득보장에 한 검토에서 출발하여, 1990년  이

후 본격화되고 있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에 을 두고 분석하 음.

□ 연구방법은 각국 탈빈곤 정책에 한 문헌분석에 기 하여, 정책의 구조와 

효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第3節 硏究의 構成과 內容

□ 본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은 1990년  이후 서구 근

로연계형 복지정책의 탄생배경과 이론  논의를 정리하고, 제3장은 네 국가

의 1980년  이후 경제성장률, 고용률, 실업률  장기실업률, 빈곤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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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고용정책 련 지출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한 후, 시사 을 도출

하고 있으며, 제4장은 한국의 실업문제와 빈곤문제를 체 으로 살펴보고, 

지원정책을 소득보장, 고용지원, 자활지원 세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며, 제5

장은 서구 탈빈곤 정책의 경험으로부터 시사 을 도출하고, 한국 취약계층

에 한 종합 인 고용창출  고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 

第 2章 脫貧困政策에 한 理論的 檢討

  第1節 脫貧困政策의 誕生背景

1. 서구 복지국가의 기

□ 제2차 세계  이후 서구의 경제  번 기에 자리잡은 복지국가는 1970년

 석유 동, ‘ 인즈  합의’의 시 의 종말을 겪으며 실업과 빈곤문제로 

인해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음.

  - 서구 복지국가는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변화하는 사회 실과 복지체계간의 

부 응, 이를 둘러싼 사회세력간의 갈등이라는 복합  문제에 착해 있음.

  - 따라서  서구 복지국가는 사회세력간의 합의를 통해 유연해진 고용구

조와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이념  재편, 반 인 사회보장체계의 재편이

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음.

2. 기에 한 응

□ 각국의 응방식은 경제구조  노동시장구조의 성격, 문제에 한 인식정

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1980년  미국과 국 등을 심으로 확산되어 온 신자유주의  

처방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복지축소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음. 이 

방법은 노동시장에 임  노동의 공 을 증 함으로써 성장에 기여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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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빈곤계층을 양산하는 문제 을 안고 있음. 

  - 둘째, 1990년  유럽 륙국가를 심으로 시도된 노동공 축소를 통한 

처방법으로 조기퇴직유도나 노동시간단축과 같은 정책이 특징을 이룸. 그

러나 복지지출의 증가라는 문제는 여 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음.

  - 셋째, 1990년  북유럽국가를 심으로 나타난 사회  투자를 통한 처방

법으로 사회보장정책과 고용 진정책을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교육과 훈련

에 의한 인 자본개발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한 사회  투자를 

강화하는데 특징이 있음. 

  第2節 貧困‧脫貧困 問題에 한 理論的 論議

1. 개별  근방법: 인  자본(human capital) 이론

□ 노동의 질  차이를 간과했다는 비 을 받아 온 신고 주의 경제이론에 비

해, 인  자본 이론은 노동의 질  차이에 주목하여, 탈빈곤의 해법을 개인

에 한 교육과 훈련에서 찾고 있음. 

2. 구조  근방법: 신호이론과 직무경쟁이론

□ 인 자본이론이 방법론  개인주의에 기 하고 있다면, 신호이론과 직무경

쟁이론은 구조  근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음. 이 이론은 빈곤과 실업의 문제를 개인의 능력차이보

다, 사회  노동시장에 내재된 선택기 의 계질서에서 찾고 있음.

3. 노동시장분  이론

□ 노동시장분 이론은 노동시장의 통합성과 동질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노동

시장은 임 을 결정하는 독립된 역으로 분 되어 있으며, 각 시장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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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동자들은 이 분 선을 넘나들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4.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 이론

□ 1990년  반 유럽연합 내부의 치열한 이론  논의를 통해 탄생한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 이론은 앞서 언 했던 개별  근방법과 구조  

근방법을 충하고 있으며, 빈곤계층이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과정에서 겪

게 되는 사회  배제를 해소하는 종합 인 근을 강조하고 있음. 그것은 

앞서 언 했던 사회  배제자(Excluded)의 특성에 따라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정책을 탄력 으로 결합시키는 종합 인 탈빈곤 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  토 를 제공하고 있음.

  第3節 脫貧困政策의 多樣한 經路

1.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출 과 분화

□ 복지국가의 재정 기에 직면한 서구 각국은 다양한 방향에서 해결책을 모색

하고 있으나 그 공통  한 발견할 수 있음.

  - 각국 복지개 의 공통 은 소득보장정책과 극  노동시장정책의 연계성 

강화이며, 이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정책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공공부조정책과 련해서, 다수 서구 국가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의 근로활동참여를 진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제도 탈출한 이들이 고용안정과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2. 사회  일자리 창출을 한 모색

□ 사회  일자리는 사회  취약계층에 한 기존 고용지원정책의 한계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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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서구 각국은 노동시장의 구조  한계로 인해 취업이 힘든 취약계층에게 공

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사회  유용성을 가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사회  일자리 창출을 해서는 국가와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실험은 이미 세계 으로 확산되고 있음.

  - 한국사회의 사회  일자리 창출 정책은 근로빈곤층의 실업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개발과 다양한 사회  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음.

第 3章 各國 脫貧困政策의 經驗과 示唆點

  第1節 各國 脫貧困政策의 推進 件

1. 각국의 경제성장률  실업‧빈곤율 비교

□ 각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빈곤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동질성과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제성장률: 비교 상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1980~90년  반 으로 낮은 

수 을 유지하여 왔으나, 1990년  후반을 기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음. 물론 한국은 2001년을 기 으로 상 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이

고 있으나, 이는 비교 상 국가에 비해 높은 수 임. 

  - 고용증감률: 1988~1998년 사이, 각국의 고용증감률은 미국이 1.3%로 가장 

높고, 랑스가 0.3%, 국이 0.4%로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스웨덴은 

0.9%의 감소세를 보 음. 그러나 1999년 이후 네 국가 모두 높은 고용증가

율을 보이고 있음. 한국은 2000년을 기 으로 고용증가율이 서서히 증가하

는 경향을 보 으나, 2001~2002년에 와서는 다시 낮은 수 으로 떨어진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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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률: 1988~1998년 사이, 각국의 실업률은 미국이 5.8%, 스웨덴이 5.4%로 

OECD 평균 실업률 6.9%에 비해 낮은 수 을 보이고 있으나, 랑스와 

국은 각각 10.9%, 7.9%로 높은 실업률을 보 음. 그러나 2002년에는 랑스

를 제외한 나머지 세 국가 모두 OECD 평균 실업률 6.3%보다 낮은 실업률

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은 외환 기직후 높은 실업률을 보

이다, 2002년 말에는 2.7~4.0%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음.

  - 빈곤율과 빈곤체류기간: 소득 50%를 기 으로 랑스, 국, 미국 세 

국가의 빈곤율을 추정해 보면, 미국이 1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국과 

랑스는 이 보다 낮은 12.1%와 9.6%를 나타내고 있음. 아울러 빈곤체류기

간은 랑스와 국의 빈곤층  3년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18.3%와 12.3%

인데 비해, 미국 빈곤층  3년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무려 40.6%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각국 취약계층의 고용실태

□ 각국의 반 인 실업문제에서 보편 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기실업자, 고

령자, 장애인, 소득 여성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의 문제임. 이들은 복지

개 과정에서 복지지출의 긴축으로 인한 소득보장의 과 변화된 노동시

장 구조에 근로활동 기회를 쇄 당하는 이 고를 겪고 있음. 

□ 각국 사회  취약계층별 고용실태는 다음과 같음.

  - 장기실업문제: 2000년 재, 체 실업자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는 

랑스가 약 6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스웨덴이 43.2%, 국이 41.5%의 비

율을 보인 반면, 미국은 1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같은 시  한국

의 장기실업자 비율은 14.3%로 나타나고 있음. 

  - 각국의 고령자 고용문제: 각국의 고령자 고용실태는 성별에 따라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는데, 1980~1996년 사이 남성 고령자의 고용률은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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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보이고, 여성고령자의 고용률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그 

에서도 랑스의 경우, 남성 고령자의 고용감소폭이 26.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각국의 장애인 고용문제: 각국의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스웨덴이 61%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랑스와 국 그리고 미국이 각각 53%, 

46.4%, 26.2%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비해, 한국의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47%로 국수 이나, 실업률은 국의 두 배에 달하는 양태를 나

타내고 있음.

  - 각국의 여성 고용문제: 각국의 여성고용문제는 일반 여성의 고용문제와 편

부모 여성,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의 고용문제가 요한데, 편부모 

고용률은 1999년 기 으로 미국, 스웨덴, 랑스 국 순으로 나타나며, 국

이 가장 낮은 36.8%를 기록하고 있음. 반면, 6세 이하 보육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스웨덴, 미국, 랑스, 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3. 각국 사회복지부문 지출추이

□ 각국의 공공사회복지부문 지출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반 사회복지

산이 모두 정에 달하고, 1990년  후반에 들어서면 한국을 제외한 부분

의 국가에서 지출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실제 1980년 각국의 GDP 비 복지지출은 미국이 13.1%, 국이 18.2%, 

랑스가 21.1%, 스웨덴이 29.0%를 나타내고 있었음. 하지만 1993년에 이르

면, 미국이 15.4%(2.3% 증가), 국이 23.6%(5.4% 증가), 랑스가 

29.3%(8.2% 증가), 스웨덴이 36.7%(7.7% 증가)로 격하게 증가함.

□ 사회복지 련 공공지출  실업률이나 빈곤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회부조 련 지출(Social Assistance Expenditure)임.

  - 네 국가의 사회부조 련 지출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 GDP 비 사회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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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은 랑스가 가장 높고, 스웨덴, 국, 미국 순으로 나타나며, 이 순

는 18년이 지난 1998년에도 바 지 않고 있음.

4. 각국 빈곤계층의 빈곤진입  빈곤탈출 경로

□ 각국의 빈곤계층이 빈곤에 빠지게 되는 공통의 원인은 가족해체(이혼이나 

별거), 이 소득 감소, 근로소득 감소 등을 들 수 있으며, 한편 빈곤가구가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주요 경로로는 이 소득의 증가, 근로소득의 

증가, 근로자 수의 증가라고 말할 수 있음.

□ 각국의 빈곤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음.

  - 랑스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원인  가장 요한 것은 이 소득의 증가

(29.6%)로 나타나고 있음.

  - 국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원인은 이 소득의 증가(40.3%), 근로소득의 증

가(23.7%), 근로자 수의 증가(20.5%)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국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원인은 근로소득의 변화(36.8%), 가족구조의 변

화(27.0%), 근로자수의 증가(19,1%)의 순임.

  第2節 美國의 脫貧困政策과 雇傭政策

1. 미국 탈빈곤정책의 시  배경

□ 미국은 1930년  공황으로 사회보장법(1935년)을 제정하 고, 1960년  

“ 한 사회(The Great Society) 건설”이라는 슬로건 하에 시작한 빈곤과의 

쟁(War on Poverty)은 사회복지 로그램을 속히 확 시켰음.

□ 하지만 이러한 략이 실업자들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복지의존

을 심화시킨다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1993년 복지개 을 통해 복지축소와 

노동시장참여를 강조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이 탄생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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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계층 상 소득보장 로그램

□ 미국의 소득보장 로그램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되며, 사회보험은 

노령‧유족‧장애연 제도(OASDI), 노인의료보험(Medicare), 실업보험, 산재보

험  기타 특수직역 연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부조는 빈곤‧노인‧

장애인을 한 보충  소득보장(SSI), 식품교환권(Food Stamp), 일시부조제도

(TANF),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로 구성되어 있음. 

□ 아울러 조세제도로서 소득 근로계층(Working Poor)의 소득보장을 목 으로 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3. 취약계층 상 고용지원 로그램

□ 미국의 취약계층 고용지원 로그램은 다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직업능력개발 로그램은 보편  로그램으로 인력투자법(WIA)과 소득

층을 한 직업기회  기 기술 육성 로그램(JOBS)을 들 수 있음.

  - 공공부문 고용창출 로그램은 1982년 제정된 직업훈련법(JPTA)에 통합되

어, 공 고용창출에 직업능력개발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 음.

  - 간 인 일자리 창출을 한 고용보조 제도로는 연방지역개발 로그램

(FEZP)을 들 수 있고, 취약계층의 고용 진을 한 정책으로는 근로기회세

액공제제도(WOTC)를 들 수 있음.

  -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로는 원스톱 경력 리센터(One Stop Career Center)

를 운 하고 있음.

4. 취약계층을 한 자활지원서비스

□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 로그램

  - 일시부조 로그램(TANF) 수 자  17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 활동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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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취약계층을 상으로, ① 민간 는 공공부문에 의 고용, ② 직장에서

의 직무교육(on-the-job training), ③ 근로경험 습득활동(work experience), ④ 

최  6개월간 허용되는 구직활동(job search), ⑤ 지역사회 사활동

(community service), ⑥ 지역사회 사활동에 참여하는 부모를 한 탁아

사 제공(provision of child care), ⑦ 최  12개월까지 허용되는 직업교육훈

련(vocational educational training) 등의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탈복지를 한 취업복지 트 십(Welfare-to-Work Partnership)

  - 연방정부는 일시부조 로그램 수 자들의 취업을 진하기 해 1999년 균

형 산법(Balanced Budget Act)을 통해 노동부로 하여  민․  력을 강

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근거를 마련하 음. 특히 복지수혜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고용 진세액공제  임 보조를 하고 있음. 

□ 자활지원정책의 성과

  - 복지개  이후 복지제도에서 벗어난 수 자 수가 극 으로 증가하 으며, 

이에 따라 수 자 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일시부조

로그램(TANF)의 근로의무 부여와 강제 인 근로집 ‧근로연계복지 로

그램이 단기 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수 제한 규정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수 자  상당

수가 다시 수 자로 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5. 취약계층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 정책의 특징

□ 미국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핵심은 복지수혜 자격을 제한하고, 근로활동을 

강화하여 탈복지(disengagement from welfare)를 유도하는 것임. 

□ 미국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취업우선 략에 

기 한 직업훈련의 분권화, 민간참여를 강화하고, 행정과 정보를 모두 갖춘 

원스톱시스템의 구축, 민간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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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節 英國의 脫貧困政策과 雇傭政策

1. 국 탈빈곤정책의 시  배경

□ 국은 1980년  불경기로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두하 으며, 1990년  

반부터는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어 복지 여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수 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 음.

□ 1998년부터 국 정부는 고질 인 실업문제와 복지지출 증가문제를 해결하

기 해 ‘복지에서 노동으로(Welfare to Work)’ 는 ' 극  고용정책(Active 

Employment Policies)'을 강력하게 추진하기에 이르 음. 

2. 취약계층 상 소득보장 로그램

□ 국의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지 되는 여로, 퇴직연 , 기여형 

구직 여(JSA_Contribution Based), 법정상병 여, 장해 여, 법정해산수당, 사

별 여, 과부‧홀아비수당, 사별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편  수당(비자산조사형 여)은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기록이나 자산조사 

없이  국민을 상으로 질병, 장애, 아동양육, 노인보호 등 개별 인 욕구

에 따라 지 되는 여로서, 장애생계수당, 아동수당, 보호자수당, 출산․입

양보조 , 산업재해보상 여, 질환․장애인보호수당, 요보호노인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공부조(자산조사형 여)는 자산조사(means-test) 등의 지원 상자 선정기

을 충족해야 지 되는 여로서, 소득지원, 자산조사형 구직 여

(JSA_Income Based), 주택 여, 지방세감면, 육아지원 , 소득근로가구세액

공제, 장애인세액공제 등이 있음.

□ 기타 소득보장제도는 조세제도를 활용한 간 인 소득보장제도인 근로가구

세액공제제도(WFTC)와 사회  취약계층을 한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 NHS)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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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계층 상 고용지원 로그램

□ 국의 고용지원 로그램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성인 실업자 훈련 로그램(Work-Based Traning for Adult: WBLA)은 실

업 여를 6개월 이상 신청하고 있는 25세 이상 63세 미만의 성인을 상으

로, 기본 인 문자해독능력을 배양시켜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한 로그

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성인 근로 학습 로그램(Work-Based Learning for Adult: WBLA)은 실

업수당을 6개월 이상 신청한 25세 이상의 실업자들을 상으로, 취업과 훈

련을 한 개별 특성과 욕구 악 등의 기본평가 과정을 거친 후, 문  

직업훈련을 제공함. 

  - 통합 인 취업지원서비스(Jobcentre Plus 서비스)는 2001년 10월에 50개 지역

을 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실업 여뿐 아니라 다른 복지 여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으로 복지 여에 한 정보제공뿐 아니라 근로 -인

터뷰 서비스를 통합 으로 제공하고 있음. 

4. 취약계층 상 자활지원서비스 

□ 1998년 도입된 뉴딜 로그램(New Deal program)은 다양한 고용․소득지원 

로그램을 패키지화한 자활지원정책으로, 궁극 인 목 은 사회  배제

(Social Exclusion)와 복지의존(Benefit Dependency)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계

층의 고용가능성을 증 시켜 경제  자립을 진하는 것임.

□ 근로유인을 한 인센티 (Work Incentive)는 복지수 자의 취업유도와 고용

유지를 해 구직시 보 스를 지 하거나 각종 여를 연장해 주는 등의 

다양한 정책(In-Work Benefit)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 으로 근로복귀보

스, 취업장려 , 육아지원보 스, 인턴채용에 한 지원, 주택 여  지방

세감면 여 연장제도, 편부모 여연장제도, 직장알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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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자활지원정책의 성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외형 인 면에서는 어느 정

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여겨짐. 특히, 뉴딜 로그램 등 취약계층을 상으

로 하는 로그램은 비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음.

5. 취약계층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의 특징

□ 뉴딜을 심으로 한 국의 취약계층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의 특

징은 근로의욕을 감소시키지 않는 복지제도의 구축과, 체계 인 기상담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을 세부 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한 지원을 하는 통합 인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임.

  第4節 랑스의 脫貧困政策과 雇傭政策

1. 랑스 탈빈곤정책의 시  배경

□ 1980년  이후 랑스는 유럽사회의 고질 인 문제인 근로빈곤계층 문제  

장기실업에 따른 빈곤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실업률은 2000년 재 

9.7% 수 이며, 그  장기실업자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빈곤율은 

1996년 소득 50%이하 기 으로 180만명, 소득 60%이하 기 으로는 

320만명 규모임.

□ 랑스는 장기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해 1998년 7월 반소외법을 제

정하고,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을 연계한 강력한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기에 

이르 음. 특히, 사회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고용지원 로그램이 

폭 강화되었음.

2. 취약계층 상 소득보장 로그램

□ 랑스의 소득보장제도는 강력한 사회보험체계에 기반하고 있음. 이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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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퇴직연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한 가입률이 매우 높

아 약 90% 수 에 이른다는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랑스 공공부조제도의  다른 특징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제도를 보완한

다는 의미에서 범주  수당제도를 폭 넓게 운 하고 있다는 임. 이는 사

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보호하지 못하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빈곤층의 욕구

를 충족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랑스 사회부조제도는 ① 자활수당(AI), ② 특별연 수당(ASS), ③ 최소

응수당(RMI), ④ 편부모수당(API), ⑤ 과부수당(AV), ⑥ 성인장애수당(AAH), 

⑦ 장애인보충수당(ASV)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혜자는 1999년 12월

말 기 으로 약 613만명에 이름.

3. 취약계층 상 고용지원 로그램

□ 랑스의 고용지원정책은 근로빈곤계층을 발생시키는 노동시장의 왜곡 상

을 교정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취업 진을 한 실업자  

재 취업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기업운  여건을 개선, 격한 산업구조변화

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의 응력 제고, 직장에서의 남녀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임.

□ 랑스 고용지원 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새출발 로그램(Nouveau Depart): 25세 이하 청년  6개월 미만의 실업자

와 12개월 미만의 성년실업자에 해 기상담 로그램, 취업계획  직

업능력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함. 상담과정을 개별화‧안정화하 음.

  - 구직자 상 직업훈련: 문직업훈련기 (AFPA)에서 담당, 구직자의 직업

훈련을 자격증의 취득과 연계시켜 운 하며, 자격증을 취득에 해서는 공

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를 제공하여 참여율을 제고하고, 기술훈련형 취업

로그램과 자격취득형 훈련 로그램으로 나 어 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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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고용 진 훈련: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진하기 해 300만명의 장

애인을 상으로 직업훈련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작업장에 

한 보조  지원체계를 개선, 장애인 사업장의 근로여건과 사업운 방식을 

실화시키고 있음. 

□ 2000년 4월에는 ‘창업지원을 한 의회’가 발족, 실업자를 한 창업지원

정책의 새로운 기를 맞았고, 이를 계기로 창업  기업인수에 한 지원

과 비 리민간단체의 사회  기업 창업에 한 지원이 강화되었음. 

4. 취약계층 상 자활지원 서비스

□ 랑스의 자활지원정책은 반소외법에 기 하고 있으며, 그것은 상자 선정

과 련해서, 주로 사회부조 수혜자를 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형태와 상

자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보 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보편  형태로 구분됨.

□ 소득보장형 자활지원제도: 연 고용계약(CES)과 추가고용계약(CEC)

  - 연 고용계약(CES)은 취약계층의 인 계  직업능력 배양, 고용가능성

(Employabilité) 제고, 사회활동을 한 디딤돌로서의 기능 등을 수행하며, 

취약계층을 상으로 3~12개월까지 임 총액의 65~85%를 보조함.

  - 추가고용계약(CEC)은 직업능력향상보다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보장에 

을 두고 있으며, 노동시장진입이 힘든 취약계층을 상으로 1~5년까지 장

기간 소득보장형 일자리를 제공함.

  - 고용훈련계약(CIE)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목 으로, 장기실업자, 고

령실업자, 최소 응수당 수 자, 장애인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반을 포 하며, 2~3년간 월 2000 랑을 2년간 지원하는 방식과 1000 랑

을 2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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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  자활지원제도 (IAE)

  - 자활지원사업(IAE)은 고용연 계약(CES)과 추가고용계약(CEC) 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거나, 취업에 각별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참여하는데, 

체계 인 기상담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사나 최소 응수당 담당자 등이 비

리민간단체 실무자와 함께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자활지원기업

(EI), 임시직노동통합기업(ETTI), 지역 리공사, 무료숙박과 사회재편입 센

터(CHRS), 공동작업장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 됨.  

  - 이 기 들은 매를 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 , 사회  유용성을 

가진 사업을 추진하는 기 , 상업과 사회  유용성을 가진 활동을 병행하는 

기 으로 구분되며, 정부는 이 기 들에게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분담  

감면, 취약계층 고용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리비 지원을 하고 있음.

□ 랑스 자활지원사업의 성과

  - 자활사업 참여자의 50% 가량이 자활사업 참여기간  수 상태에서 탈출

하 으나, 그 후에도 실업상태나 비경제활동상태 등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

의 규모는 자활기업 참여자의 32.7%, 비 리민간단체 자활사업 참여자의 

31%, 임시자활기업 참여자의 27.9% 등임.

5. 취약계층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의 특징

□ 랑스의 취약계층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의 특징은 반소외법 이념

에 기 하여 포 인 탈빈곤 정책의 틀 속에서 운 되고 있고, 달체계를 

효율화하고, 기상담기능을 폭 강화했으며, 취약계층의 능력과 여건을 고

려하여 사회  일자리 창출 로그램을 극 으로 추진하 다는 임.

  第5節 스웨덴의 脫貧困政策과 雇傭政策

1. 스웨덴 탈빈곤정책의 시  배경

□ 스웨덴은 1990년  들어 경제 기와 경제의 개방성 증 로 인해 실업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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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이 높아져,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을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 고, 부분 으로 소득보장과 근로활동 진

을 연계하는 방향에서 안을 모색하게 되었음.

□ 스웨덴은 1990년  후반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를 개 하여, 보편  

소득보장제도를 극  노동시장정책과 연계시키는 방향에서 출로를 모색

하고 있음. 특히 웁살라(Uppsala)모델 등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근

로연계형 복지정책이었음.

2. 취약계층 상 소득보장 로그램

□ 스웨덴의 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보

험의 폭 넓은 보호범 와 높은 보장수 이 극  노동시장정책에 의해 뒷

받침되고 있음.

□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부모보험, 노령연 , 장애연 , 실업보험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보호범 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스웨덴의 사회부조제도는 질병 여, 연 여, 실업부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기타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상으로는 가족수당이 지원됨. 

3. 취약계층 상 고용지원 로그램

□ 노동공  련 로그램

  - 고용훈련(Employment Training): 개별근로자의 취업  직무수행을 해 필

요한 지식 기술  교육을 보완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목 이 있

으며, 개개인의 능력  특성에 맞게 개발된 특별 로그램을 운 함.

  - 작업장 배치훈련(Workplace Introduction): 1995년에 시작된 직업훈련 로그

램으로, 20세 이상의 등록실업자들과 사회  취약계층을 상으로 최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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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까지 직장에 배치되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노동수요 련 로그램 

  - 고용보조 : 일반고용보조 , 신규채용보조 , 훈련 체지원 , 특별고용보

조  등이 있음. 

  - 장애인고용보조 : 수 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

  - 공공고용보호: 공공부문의 고용주들이 사회병리 인 장애(약물 독 등)를 

가진 사람을 고용할 때, 보조 을 지 해 주는 제도임.

  - 창업지원 (Start-up Grants): 실업자나 직장을 잃을 기에 놓인 사람들, 

는 신규개발지역의 거주자  자 업을 시작하려 할 경우 창업기간 동안 

실업 여에 해당하는 생계보조 을 지원해 주는 것임. 

□ 취업지원 로그램

  - 고용서비스(Employment Service): 스웨덴의 극  노동시장정책에 있어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 목 은 한 일자리에 한 구

직자를 최 한 단시간에 취업시키는 것임. 

4. 취약계층 상 자활지원 로그램

□ 스웨덴의 자활지원 로그램은 1998년 개정된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에서 그 단 를 발견할 수 있으며, 같은 해 제정된 청년실업자를 한 

자치단체의 책임에 한 법률에서 구체 인 로그램(Development Guarantee 

Program)을 발견할 수 있음. 

□ 이 법률들은 사회부조를 수 하는 신 일을 할 수 있는 한 능력이 있

는 사람들에게는 극 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공된 일자리나 계획을 거 하면, 사회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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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수 자  25세 이하 수 자,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기술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 25세 이상 수 자, 교육수당(Study Allowance)을 받고 교육

로그램에 등록된 학생 등 세 집단에 해서는 부가 으로 다른 조건을 

요구할 수 있음.

□ 자활지원 로그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열

거할 수 있음.

  - 자활보장(Activity Guarantee): 자활보장의 큰 목 은 장기 실업자를 감소시

키는데 있으며, 참가자들은 10～15명의 그룹 안에서 직업센터의 슈퍼바이

에 의해 지원을 받고, 기본 인 고용지원 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 임시 일자리(Relief Work):  주로 계  실업의 향을 많이 받는 고용취약

계층을 해 임시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로 사회간 자본에 

한 투자를 통해 이루어짐. 

  - 노동경험(Work Experience): 실업보험 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

거나 훈련 혹은 다른 노동시장 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

들을 주 상으로, 비 리단체, 시설, 정부, 기업 등에서 약간의 노동력이 

필요한 부문에 한정하여 노동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취약계층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의 특징

□ 스웨덴에서의 고용창출‧고용지원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취약계층에 한 

극  노동시장 로그램의 강화이며, 그 에서도 인 자원 개발에 을 

두고 있음. 

□ 아울러 스웨덴의 탈빈곤 정책은 장애인 등 자력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으로 일자리에 한 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개발

하고 있다는 에서 매우 큰 시사 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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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6節 各國 脫貧困政策의 示唆點

□ 각국 탈빈곤 정책이 서로 다른 제도  운 체계 내에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

고 노동시장구조, 소득보장정책, 사회보호정책, 시장편입정책 등에 한 객

인 지표로서 각국의 사회복지 지출을 활용하여 비교할 것임.  

1. 각국 탈빈곤정책의 지출구조

□ 1990년  각국의 사회복지부문 공공지출을 복지‧고용지출의 두 측면에서 비

교하면 아래와 같음.

  - 첫째, 복지정책  고용정책 련 지출측면에서 미국은 모두 최하 를 나

타내고 있으며, 국은 복지지출은 상 으로 높으나 고용 련 지출이 낮

게 나타나고 있으며, 랑스와 스웨덴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둘째, 민간복지 지출은 미국은 35.7%, 국은 15.0%, 스웨덴은 8.6% 수 으

로 나타나고 있어, 미국 사회복지의 척박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셋째, 사회부조지출은 GDP 비 랑스가 가장 높고 스웨덴과 국이 비

슷한 수 이며 미국이 가장 낮은 수 을 보이고 있음.

  - 넷째, 극  노동시장정책 련해서, 스웨덴은 지출규모가 가장 높은 반면 

행정비용이 낮고, 미국은 지출규모와 행정비용이 모두 낮고, 랑스가 지출

수   행정수 이 높고, 국은 지출규모는 낮고 행정비용은 미국보다는 

높은 편으로 나타남. 

  - 다섯째, 고용정책 련 지출에서 취약계층과 련하여 랑스와 스웨덴은 

많은 산이 투입되었으며, 상 으로 국과 미국은 산의 규모가 매우 

작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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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 고용지원정책의 지출구조

□ 각국의 고용정책 련 공공지출은 사회복지부문 공공지출 규모에 의해 향

을 받는데, 그 내부에서도 지출규모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1997년 GDP 비 고용정책 련 공공지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스웨덴으

로 체 GDP의 3.88%가 투입되었으며, 랑스가 3.18%, 국이 1.18%, 미

국의 경우 극히 낮은 수 인 0.42%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은 1996년의 0.11%에서 1997년에는 0.64%로 신장세를 보이다가 1998

년을 정 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음. 

□ 각국의 고용정책 련 공공지출의 구성은 극  노동시장정책  정책분야

별 지출규모 한 국가별로 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1999년을 기 으로 고용정책 련 공공지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랑스는 

보조 지원 고용이, 스웨덴은 장애인 고용지원이, 국은 청년실업 책이, 

미국은 공공고용서비스 리비용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음.

3. 각국 탈빈곤정책의 성과와 한계

□ 각국의 탈빈곤 정책의 성과와 한계는 아래와 같음.

  - 미국은 실업‧고빈곤의 노동시장 여건에서 임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

로빈곤층이 증가함. 따라서 복지개 의 성격은 사회  취약계층의 탈빈곤

보다는 탈복지에 치 하면서 복지수혜자의 취업은 증가하 으나 부분 일

시 인 탈복지 상이었고 근본 인 탈빈곤은 이루어지지 않음.

  - 국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임  일자리 창출을 고수함. 청년실업자

의 취업은 증가하 고 실직 수 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한 로그램을 강

화하는 면에서는 미국과 차이를 보임. 그러나 취약계층에 한 지원은 상

으로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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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랑스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상 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반소

외정책을 통해 빈곤의 다양한 경로를 악하여 취업잠재력이 있는 계층에

게는 직업능력개발 로그램을, 장기실업자에게는 사회  일자리 창출을 국

가가 극 으로 실시함. 그러나 장기실업자의 취업에는 정 으로 나타

났으나 사회  일자리는 항상 임 ‧고용불안의 과제를 가지고 있음.

  - 스웨덴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취약계

층에게는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 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진함.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내부자와 외부자의 문제는 계속 나타나고 있음.

4. 각국 탈빈곤정책의 시사

□ 각국의 탈빈곤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은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하고 있음.

  - 첫째, 소득보장  재분배기능과 련해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율에 매우 큰 향을 미치고 있음. 

  - 둘째, 사회보장체게를 구축함에 있어 빈곤화 과정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사회보험에서 제외된 사회  취약계층을 모두 포 하여 정책   

이 추진되고 있음.

  - 사회보장 사각지  해소와 탈빈곤 정책 활성화와 련해서는 보편  소   

득보장과 범주  소득보장제도가 결합된 방식이 매우 효과 으로 작동하   

고 있음.

□ 각국의 고용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하고 있음.

  - 첫째, 각국의 탈빈곤 정책이 효과 으로 기능하기 해서는 강력한 고용    

지원인 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둘째, 각국의 고용지원 정책은 평생교육과 다양한 직업훈련 체계를 유지    

하는데 을 두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 자본을 개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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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탈빈곤 정책을 추진하는데 유리    

한 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각국의 자활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하고 있음.  

  - 첫째, 정확한 기상담이 자활지원정책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는 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국의 기상담 로그램은 한국 자활사

업에서 근로능력자 정과 련해 많은 도움을  것으로 단됨.

  - 둘째, 공공부조 수 자에 한 자활사업은 값싼 노동력의 량공 을 목표로 

하는 규제 일변도의 제도가 아니라 소득보장과 인 자본개발을 제로 상

자 특성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을 두어야 할 것으로 단됨.

  - 셋째, 자활사업 내에서 인 자본 개발정책은 소득층의 소득욕구와 고용

욕구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과 취업과의 연

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발 시켜야 할 것으로 여겨짐.

  - 넷째,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은 자 출 외에도 업종선

택  사업운 에 따른 기술훈련 등 문 컨설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

인 사례 리를 통해 심리  지지망 형성과 불의의 산을 방할 수 있는 

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다섯째, 각국의 자활지원정책  공공근로(Public Work) 로그램의 활용방법 한 몇 

가지 시사 을 안겨 . 랑스의 공공근로 로그램을 볼 때, 참여자 특성에 따라 사

업내용과 운 방식을 다양화하고 유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第 4章 韓國의 失業‧貧困問題와 脫貧困政策

  第1節 韓國 脫貧困政策의 時代的 背景

□ 한국사회는 빈곤층의 소득보장을 해 지난 40여년 간 생활보호제도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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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왔으며, 2000년 10월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도 최 생계비에 

하는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 음. 

  -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에 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와 물 여를 보장하는 이른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Workfare)을 포함하고 있음.

  - 내용 으로 자활사업은 소득보장뿐 아니라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등을 통

합한 종합  탈빈곤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 

  - 그러나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수 자 선정과 련하여 소득층(부양의

무자 있어 수 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지원기 을 소폭 과하는 차상  

빈곤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1. 1990년  한국의 빈곤실태

□ 한국사회의 소득분배구조는 하 소득계층에게 불리하게 변화하고 있음.

  - 이는 IMF시기에 상 계층의 소득감소는 하지 않았던데 비해 ‧하

계층의 소득감소는 반 으로 큰 폭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임.

  - 바꾸어 말하면, 외환 기가 소득계층별로 다른 향을 미쳤으며, 특히 하

계층에게 부정 인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한국사회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 음.

  - 1996년 0.3104, 1997년 0.2995에서 1998년 0.3191, 1999년 0.3260으로 정 을 

이루고, 2000년 0.3175, 2001년 0.3190에 머물러 경제 기 이 의 상태에 이

르지 못하고 있음.

  - 10분  분배율은 1996년 56.2%에서 1999년 49.3%로 떨어진 후, 2001년 

49.3%로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최상 소득계층과 최

하 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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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년  한국의 고용실태

□ 외환 기 이후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는 반 인 경기여건 외에도 고용․임

구조의 변화와 한 련이 있음. 그리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빈곤율이 외환 기 이  수 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의 빈곤율은 고용불안  임 의 문제와 한 련이 있다고 여겨짐.

□ 먼  실업률이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음은 분명함. 외환 기가 정이던 

1999년 한국사회는 6.8%에 이르는 최악의 실업률을 경험하 으나, 차 낮

아져 2002년에는 2% 의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실업률 감소의 이면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라는 문제 이 도사

리고 있음. 임 근로자의 종사상의 지 를 살펴보면, 체 임 근로자  비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1998년 47.4%에서 1999년 51.7%로 격히 증가하

고, 2002년에는 52.0%의 수 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한국사

회가 근로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第2節 韓國의 失業問題와 貧困實態 

1. 장기실업자와 근로빈곤층

□ 2002년 12월 재 실업자 66만 4천명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11만8천

명으로 체 실업자의 약 1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12개월 이상 장

기실업자가 1만6천명이나 되어 체 실업자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음. 

□ 학력별로는 졸 이하의 학력 층에서, 연령 별로는 30  이상에서, 그리

고 가구주 는 배우자인 장기실업자의 비 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임시‧일용직 장기실업자의 비 이 증가하 고,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들이, 직종별로는 기능직‧기계조작  조립‧단순근로에서 장기실업자

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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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상 으로 높은 단기실업자의 비율은 한국사회의 취약계층이 당면

한 가장 큰 문제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계층임을 말해주며, 이

들이 근로빈곤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

2. 고령자 고용  빈곤실태

□ 2000년 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체 인구의 7.2%로, 한국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2019년에는 14%, 2026년에는 20%를 상회할 것으

로 망됨. 

□ 하지만 재 고령층을 한 사회보장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부양할 가족

이 없는 실직 고령층은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빈곤에 빠질 험

성이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음.

□ 반면에 고령자의 상당수는 근로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소득을 보충하고자 하

는 욕구를 갖고 있음.

3. 장애인 고용  빈곤실태

□ 우리나라 장애인 출 율은 장애범주 확 와 자연증가율에 의해 차 증가하

여 왔으며, 고용 진  직업재활서비스 등 일차 인 정책 상이 되는 등록

장애인수도 등록원년인 1989년에는 218,601명에 불과하 으나 매년 속히 

증가하여 2001년 12월 말에는 1,205,368명에 이르고 있음.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기회가 고 고용된 경우라 하

더라도 임  직종이나 임시‧일용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

해 빈곤에 빠질 험이 훨씬 큼. 

4. 여성의 고용  빈곤실태

□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74.4%가 경제활동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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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도인 49.1%만이 경제활동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더욱이 여성은 생산성‧ 임 ‧고용불안의 하층부에 머물러 있음. 특히, 경

제 기 이후 여성은 구조조정시 여성우선해고와 비정규직화, 임 의 불안

정한 취업의 증가 그리고 기존의 여성직종이라고 불리던 직종의 사양화로 

인해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음.

  第3節 韓國의 脫貧困政策과 雇傭政策

1. 소득보장정책의 황과 문제

□ 한국의 소득보장정책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인 기 생활보장제도, 그리

고 각종 수당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 을 안고 있음.

  - 첫째, 사회보장체계 반에 걸쳐 사각지 를 보완하는 종합 인 설계

(Mapping)와 제도간의 연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행 소득보장

제도는 사각지 와 복지원의 문제 을 안고 있는 것으로 단됨.

  - 둘째, 행 소득보장제도는 불충분한 보호범 와 보호수 으로 인해 빈곤

방정책의 기능을 효과 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회보험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부조제도에 과도한 무게가 실리고 있음.

  - 셋째, 재의 소득보장정책은 빈곤탈출을 고려한 근로유인정책과 유기 인 

련성을 맺지 못하고 있음.

□ 4  사회보험  소득보장을 통해 빈곤완화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연 ,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을 안고 있음.

  - 국민연 : 국민연 은 장기 으로 고령빈곤층의 빈곤화를 방할 수 있

는 통 인 사회안 망이나, 재 운 과정에서 미가입자  미신고자의 

규모가 많으며, 그  상당수는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고용보험: 실업 여는 빈곤 험이 큰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이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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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소득보장기능을 담당하기에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비정규

직을 상으로 고용보험을 용한다 할지라도 실업 여만으로 빈곤탈출을 

유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포 범 가 넓어 사각지 의 규모가 상 으로 

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는 여 히 사각지 에 놓여 있음. 이는 재

해나 질환으로 인한 빈곤화를 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을 의미함.

  -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보호범 는 4  사회보험  가장 높은 수 이나 여

히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질환, 즉 빈곤화를 조장하는 과도한 의

료비 부담을 덜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최후의 사회안 망인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의 사각지 로 인해 빈곤화 

과정에 들어선 집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단됨.

  -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2000년 10월 실시된 제도로서 소득층에 한 국

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최 생계비 이하의 모든 소득층의 기

생활보장을 목 으로 하나, 여 히 최 생계비 이하의 소득가구에 해

서도 사각지 를 남겨두고 있음.

  - 자활지원제도: 기 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도입된 자활지원사업은 실직 수 자

를 상으로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이라는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기능과 련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범주  공공부조제도는 보편  공공부조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해야 함에

도, 사회보험  기 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 와 지원수 을 고려하여 구성

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

2. 고용지원정책의 황과 문제

□ 한국의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고용정책은 직업훈련 로그램, 일자리 창

출 로그램, 고용 진 로그램 등 크게 3가지로 나 어 볼 수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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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은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로그램의 미개발을 지 할 수 있음. 

□ 직업훈련 로그램

  - 실업자 재취직훈련: 실업자 재취직훈련기 은 훈련기 의 특성에 맞게 훈

련 로그램을 자율 으로 정하되 취업이 용이한 과정을 우선 으로 설치하

도록 권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취업이 힘든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부정

인 효과를 래하는 측면이 있음.

  - 고령자 단기 응훈련 실시: 고령자고용 진법에 근거하여 50세 이상인 

․고령자를 상으로 취업이 용이한 26여개 직종을 심으로 무료훈련실

시  취업알선을 병행하고 있으나, 취업 가능성의 측면에서 여 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한국장애인고용 진공단 산하의 장애인직업 문

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특수학교, 민간훈련기  등을 활용하여 훈련을 실

시하고 있으나, 여 히 장애인들의 훈련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일자리창출 로그램

  -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지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직업능력향상이나 안

정된 일자리로의 취업 등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부족했음. 

  - 노인공동작업장: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일거리를 만들고, 생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일감을 확보하고 있으나, 소득과 사업의 활성화라

는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002년 재 국 으로 108개소의 직업재활시설, 13

개소의 근로작업시설, 72개소의 보호작업장, 15개소의 작업활동시설이 운

되고 있으나, 안정된 일감확보와 수익창출을 통한 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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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로그램

  - 실업자 취업알선: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 등 많은 취업알선기 이 설치‧

운 되고 있으나, 근로능력이 미약한 빈곤층의 취업알선은 용이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용직을 심으로 하는 취업알선 한 민간의 직업알선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고용 진장려 : 사업주가 고령자와 여성가장,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도록 보

조 을 지 하는 제도로 외환 기 이후 인턴사원제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취약계층 반에 걸쳐 체계 으로 추진되지 못하 음.

  -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 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재 

YWCA, 종합사회복지 , 한노인회, 산업인력공단 등 국 36개 기 을 

지정‧운 하고 있으나, 취업알선 등의 성과는 미흡함.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체 으로 장애인 취업알선기 이 장애인고용 진

공단, 장애인복지 , 장애인단체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들간의 정보공유 

등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취업 후 사후 리가 미흡하여 이직률

이 높으며, 실업과 취업이 자주 반복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창업지원 로그램 

  - 장기실업자 창업지원사업: 장기실업자 창업지원사업은 출에 따른 조건과 

차상의 어려움과 창업에 필요한 컨설   사후 리 기능이 취약하여 지

원을 받는 실업자 규모가 고, 사업 성공률이 낮음.

  - 고령자 창업지원사업: 재 고령자를 한 창업자 출  창업에 따른 

자문 등의 서비스를 문 으로 담당하는 조직이나 사업은 존재하지 않으

며,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 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 창업지원사업: 장애인 창업지원사업은 창업교육, 시설  장비 구

입, 장소매입, 상품구입비 등에 해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 을 

융자해주고 있으나, 창업 비  창업이후의 지속 인 지원기능이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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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고용정책기본법과 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9조 내지 제13조에 의거, 실직여성가장에게 연리 7.5%의 이자로 1억원 

이내의 포임  자 을 지원, 창업을 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는데 목 이 

있음. 그러나 창업 비와 사후 리 기능이 취약함.

3. 자활지원사업의 황과 문제

□  자활사업은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  실직자에게 ① 각종 상담  정

보, ②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한 교육, ③ 취업알선, ④ 직업훈련, ⑤ 

창업지원, ⑥ 소득보장형 일자리 제공(자활근로), ⑦ 자활후견기 사업(자활

공동체), ⑧ 재활 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자활사업 추진 황

  - 자활사업 참여 상자 추이를 보면, 제도시행 기인 2000년 10월 이후 근

로능력이 있는 수 자들이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득실 단에 따라 격히 

빠져나가다 2001년 4월 이후 일정수 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임. 

  - 2002년 12월 재 자활사업은 미약한 근로능력으로 취업이 곤란한 수 자 

심으로 운 되고 있는데, 일반 수 자  차상 층 약 2만 명을 포함하

여, 자활사업 참여자는 총 5~6만 명 수 임. 이  조건부 수 자는 체 수

자 130만 명의 3%인 4만여 명 수 에 그치고 있음. 

  - 20~30  조건부 수 자를 상으로 하는 취업 상자 자활사업은 노동시장

여건개선으로 인해 상자가 감소하여 격히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상

으로 비취업 상자 심의 자활사업은 활발하게 추진됨. 

□ 자활사업의 특성과 한계

  - 로그램별 자활사업 참여자 황을 살펴보면, 자활지원의 성격보다 소득

보장의 성격이 강한 자활사업에 수 자들이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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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 자활사업은 수 자 근로의지 회복과 사회  지지망 형성에는 일정 부

분 기여하나, 근로활동을 통한 탈빈곤 진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자활사업의 각각의 로그램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직업훈련 로그램은 취업으로의 연계성이 약하고, 훈련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장치가 없음.

  - 창업지원은 창업자 출에 앞서 각종 문 인 자문과 사후 리 시스템이 

취약하여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 자활근로 로그램은 수익창출형의 경우에도 참여자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

  - 자활공동체의 경우, 일부 공동체는 수익성의 측면에서 잠재력을 보이고 있

으나, 지원체계가 취약하여 반 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함.

□ 소득노인 상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

  - 2001년 시작된 지역사회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s Club)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을 확보하고자 하는 고령자를 사업참여자로 선정, 각 노인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로그램을 제공함. 

  - 사업내용에 있어 매우 높은 성공잠재력을 보이고 있으나, 기단계에 있어 

지원체계  로그램 개발이 미진함.

第 5章 脫貧困型 雇傭創出‧支援體系 構築方案

  第1節 韓國 脫貧困政策의 基本方向

1. 한국 탈빈곤정책의 세 가지 제

□ 우리사회는 시장경쟁에서 뒤쳐져 고용불안, 실업,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사



46

회  취약계층을 한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 특히 서로 분 으로 제공되어 왔던 각각의 서비스를 통합한 

탈빈곤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 에 놓여 있음.

□ 한국 탈빈곤정책의 세 가지 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사회는 한 일자리 창출을 진하는 고용친화  성장 략을 

추구해야 함.

  - 둘째, 한국사회는 복지․고용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며, 투입 비 성과를 극

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셋째, 취약계층의 탈빈곤을 진하기 해서는 이들의 특성에 맞는 고용창

출  고용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함.

2. 한국 탈빈곤정책의 기본구조

□ 이제 앞서 언 했던 세 가지 제를 토 로 한국 탈빈곤정책의 기본구조를 

나타내면 아래 [그림 1]과 같음.

  - 이는 성장과 분배의 원활한 순환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용친화  성장

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진으로 실업자  빈곤층에 한 복지지

출을 감하고, 증하는 복지수요에 맞게 사회안 망을 확 ․개편(효율

화)하고, 탈빈곤정책을 강화함으로서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사회통합을 진

하며,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의 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장잠재력을 극 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

〔그림 1〕 한국 탈빈곤정책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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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탈빈곤정책을 와 같은 선순환구조로 재구성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 인 노력이 필요함.

□ 사회보험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특히 국민연 과 고용보험제도의 가입 상

을 확 하는 방안이 필요함. 참고로 고용보험 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와 련해서 고용보험기 을 실업부조사업에 해

당되는 고용지원 로그램에 투입하는 경우로 랑스의 특별연 수당(ASS)

이 좋은 가 될 것임.

□ 마찬가지로 공공부조제도 한 사각지 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특히

재의 통합 여체계를 개별 여체계로 개편하여 수 상을 진 으로 

확 하는 방안이 필요함. 아울러 가구특성에 따른 소득보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각종 수당(경로연 , 장애수당, 아동수당)을 기 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여와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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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민이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보편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고용

지원 인 라를 확충하고,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취약계층을 한 여와 서

비스를 통합 으로 제공하는 방향에서 인 라를 확 ‧개편함.

□ 공 인 성격을 갖는 교육‧보육‧보건 서비스 등은 수익성 이상으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서비스 

확충의 제1단계에서는 실직 여성가장이 서비스 제공을 해 창출되는 일자

리에 참여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곤층의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

는 「사회  일자리」방식을 취하고, 제2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산․

서민층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취업을 진하는 정책을 취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미 빈곤화된 가구의 빈곤탈출을 진하는 정책은 재의 자활사업을 탈빈

곤정책의 핵심  지원제도로 개편함으로서 취약계층에 한 자활지원을 확

‧ 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第2節 脫貧困型 雇傭創出‧支援體系의 特徵

1. 고용창출‧고용지원체계의 기본구조

□ 취약계층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체계는 경제 , 사회 , 문화  측면의 

종합  서비스를 제로 하고 있으며,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음.

  - 시장진입이 가능한 집단에게는 직업능력개발과 창업지원 로그램을 강화

하여 ‘자력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 반면에 근로능력이 취약한 집단에게는 취업알선 외에도 일정 규모의 사회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서 장기  빈곤완화  빈곤탈출을 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경로  근방법을 통한 사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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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빈곤 정책은 경로  근방법(pathway approach)을 통해 상자에 한 

기상담을 강화하여 자활이 가능한 합한 상자를 선발하고, 능력과 욕구

에 맞는 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통합  서비스 지원체계

  -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감안하여,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를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통합 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지원체

계를 구축해야 함. 

□ 민‧  지원 네트워크

  - 취약계층 상 탈빈곤 정책은 지원 상의 증가와 행정조직의 슬림화로 인

해,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을 감안하여 민간기업  비 리

단체의 참여를 진해야 함.

2. 고용창출‧고용지원체계의 세부구조

□ 직업훈련 로그램의 취업연계성 강화

  - 직업훈련 로그램을 취업유망직종을 심으로 구성하는 것도 요하나, 

사회  취약계층을 상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 취업희망자와의 경쟁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을 감안하여 지역차원에서 일자리를 발굴하

고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창업지원 사업의 내실화

  - 취약계층 상당수가 자 업 종사 경험이 있어 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희망하

고 있어, 창업지원정책의 양  확 뿐 아니라, 출조건의 완화, 정보와 기

술의 제공, 지속  사후 리 등 질  변화에 역 을 두어야 함. 이를 해

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생업자 융자사업을 

민간의 창업지원 네트워크와 극 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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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 강화

  - 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  자활근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임 과의 큰 격차

를 보이는 재의 사회  일자리에 해 임 수 을 실화함으로서 낙인

효과를 해소해 나가야 함. 이는 사회  일자리를 정임 을 통해 정한 

강도의 노동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第3節 脆弱階層別 雇傭創出‧支援體系 構築方案

1. 장기실업자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 개선방안

□ 장기실업자 상 직업훈련 강화

  - 일정 수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장기실업자에 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익

히는 로그램보다 이미 그가 보유한 숙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단기 로그

램이 유용함. 이 경우에는 해당자의 근로능력과 의지를 고려하여 지원 상

으로 선정하고, 취업 망을 고려하여 훈련직종을 개발해야 함.

  - 숙련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장기실업자의 경우에는 착형 혹은 장형 교

육훈련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기실업자 상 사회  일자리 창출

  - 장기실업자  실업기간이 길고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문기술이 없으며, 

새로운 직업훈련을 이수하여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에 해서는 사회  일

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의 하나로 자활근로와 같은 방식 외에도 자

활공동체 는 사회  기업의 창업을 진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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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 개선방안

□ 직업훈련 로그램

  - 고령자 직업훈련 로그램은 청장년 상과는 달리, 기존에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의 교육에 을 두어야 함.

□ 취업 진 로그램

  - 고령자의 취업은 실 으로 매우 어려우며, 취업가능 직종이 제한되어 있

다는 을 감안할 때, 소득층 고령자를 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 

트타임  임시직 - 를 제공하는 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창업지원 로그램

  - 고령자의 창업욕구에 비해 창업지원 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임을 감안하

여, 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을 육성하여 고령자에 한 일

자리 제공 규모를 늘리고, 창업이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고령의 퇴직 

CEO 등을 활용하여 창업컨설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3. 장애인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 개선방안

□ 장애인고용지원사업의 다양화와 질  개선

  - 장애의 종류와 수 이 다양한 만큼 정확한 근로능력평가를 통한 고용창출‧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정확한 근로능력평가기 이 마련되어야 함.

□ 직업능력개발 로그램의 다양화  사업 확충

  - 정책의 상집단을 4가지(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장애인/일할 능력은 있

으나 일할 의사를 상실한 장애인/다소 일할 능력은 떨어지지만 일할 의사

가 있는 장애인/선천 으로 일할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로 범주화하여 특

성에 맞게 개별화된 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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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지원 연계망 구축

  - 직업재활 욕구를 가진 장애인들이 쉽게 찾아가 상담에서 취업알선과 사후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직업재활센터를 설치‧운 해야 하는 것은 물

론 그 기능과 역할을 좀더 확 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사업장에 한 지원 강화

  - 장애인에 한 창업자 지원을 확 , 공공기 의 장애인 사업장 생산 재화의 우

선 구매, 장애인 사업장 생산재화에 한  신뢰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4. 여성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 개선방안

□ 여성의 고용 진을 한 장기 해결과제

  -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을 근 할 수 있는 책을 수립해야 함. 

  - 한 결혼‧출산에도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제도의 정착, 행정감독 강화, 출산휴가비용의 사회화 등이 필요함.

□ 직업훈련 로그램

  - 장년층 소득 여성실업자의 문제는 빈곤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수한 

로그램 자체뿐 아니라 운 방식과 훈련유인을 한 지원과 혜택, 지속  

사후 리가 요함. 

□ 창업지원 로그램

  - 여성자 업자와 무 가족종사자의 황과 문제 , 여성고용주의 황과 애

로사항 등을 악, 창업지원의 세부 책을 수립해야함. 한 여성창업자의 

생존율을 제고하기 한 로그램을 개발‧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의 일자리 제공 로그램

  - 장년 소득 여성가장은 노동시장에 가장 근이 힘든 계층이며,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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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자활사업을 통한 사회  일자리의 제공과 로그

램 개발이 필요함. 

第 6章 結論

  第1節 中長期 政策課題

□ 한국사회가 사회보장체계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을 결합시킨 탈빈곤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것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에 바탕을 두어야 함.

□ 탈빈곤정책이 효과 으로 기능하기 해서는 각 부처의 업무를 종합 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는 단일한 기구가 설치․운 되어야 함.

□ 그리고 이 기구는 다음 세 가지 정책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함.

  - 취약계층의 취업을 진하기 한 정책을 강화해야 함.

  -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 를 최소화하고, 여수 을 정화해야 함.

  - 고용지원 인 라를 통합 으로 연계 운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장기 으로 사회  취약계층인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소득여성가

장에 한 자활지원체계를 통합 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第2節 短期 政策課題

1. 자활지원제도의 개편

□ 앞서 언 하 던 것처럼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진하는 정책은 재의 

자활사업을 개편함으로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 일 것임. 자활

사업은 자력으로 취업이 힘든 실직수 자를 상으로 소득보장‧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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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등을 종합 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임.

□ 그 다면 자활지원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자활지원제도는 기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재의 기 생활보장제도

와 다른 상자 선정기   여체계를 용해야 함. 그리고 자활지원 

상은 재의 실직수 자에서 임 ‧고용불안의 취업수 자와 비수 빈곤

층으로 단계 으로 확 하고, 최종 인 단계에서는 빈곤화를 방하는 측

면에서 차상 층 실업자를 상으로 지원을 확 해야 함. 

  -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에 해서는 근로유인형 여체계와 여방식을 도

입해야 함. 먼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에 해서는 행 통합 여체계

와 보충 여방식을 개선하여 부분 여체계와 정액‧보충혼합방식을 용하

고, 비수 층과 차상 층에 해서는 부분 여와 자활지원 서비스만을 제

공하는 방식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자를 

한 근로인센티 의 일환으로 수 자에게는 근로장려 을 지 하고, 일반 

취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용하는 방안 한 마련해야 함.

2. 자활지원 달체계 시범사업 운

□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탈빈곤 정책의 성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이

들의 능력과 욕구를 정확하게 별할 수 있는 달체계(조직과 인력)가 구

축되어야 하며, 이를 본격 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나 비 리단체 는 민간 자활사업 실시기  등을 결합시킨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취약계층 상 직업훈련 로그램 개발

□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문직업훈련 로그램은 지역노동시장의 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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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여 개발함과 더불어 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업훈련 이수자의 취업

을 진하기 한 민간기업과의 지속  의(민‧  의기구)가 필요함. 

한 이들의 기능을 지속 으로 높여나가기 해서 국가공인 기능체계 속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기능수 에 따른 임 의 차별화를 가능  

하여 교육 참여  근로유인효과를 높여갈 필요가 있음.  

4. 취약계층 상 창업지원사업 강화

□ 기존 개인단 의 창업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 문기 과 연계하여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 인 

사후 리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함. 아울러 민간차원의 창업지원단체

와의 유기 인 력 한 강화되어야 함.

5. 취약계층 상 사회  일자리 로그램 내실화

□ 공공근로  자활근로 로그램은 단순 소득보존형 로그램과 정임   

일정수 의 기술 훈련을 필요로 하는 시장형 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취약계층이 안정 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  기업의 창업

을 진하는 제도 인 장치를 갖추어야 함.



第 1 章 序 論

第 1節 硏究의 背景과 目的

  1. 연구배경

  본 연구는 최근 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을 상으로 

하는 고용창출  고용지원을 한 정책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2000년 10월 1일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시

작되었던 자활사업이 본래 의도했던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실직빈곤계층의 경

제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방안 마

련이 실하기 때문이었다.

  먼  자활사업은 많은 근로빈곤층  불과 4만 5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 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등의 취업 진사업보다 

정부의 직 고용창출(Public Work)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다. 근로능력이 미약하

여 노동시장 진입이 힘든 집단이 자활사업에 집 되고, 여체계 한 근로유

인효과가 미미하여, 완 한 의미의 경제  자립보다는 정부의 보조 지원 일자

리 창출정책을 통한 소득보 형 근로활동 진사업이 주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

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빈

곤탈출의 역동성보다는 자활근로 등에 의존한 소극  소득보장의 성격이 강해

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 자활사업이 탈빈곤정책 고유의 역동성을 상실하게 된 원인은 크

게 세 가지 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외환 기이후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산업구조  노동시장구조를 지

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충분한 고용창출, 더 나아가 한 임 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자리(decent jobs) 창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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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낮아지고, 산업구조가 속히 개편되고,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가속화되는 

상황은 역동 이고 풍요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임 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외환 기 이

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비자발 인1) 세자 업의 증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왜 자활사업이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 내에서 안정

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가를 말해 주

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보완하는 안의 하나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트 십

을 통해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한 순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하

다. 먼  사회  일자리 자체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익성 한 낮

아 참여자에게 시장임 에 하는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일자리

를 창출하는 조직(일종의 사회  기업)의 제도  상마  불확실한 상황이다. 요

약하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여건 악화와 안  고용창출정책의 지체가 근로빈곤

층의 빈곤탈출을 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주요한 원인인 것이다.

  둘째, 격한 사회  변화에 처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미비를 지 할 

수 있다. 1990년  후반 한국사회는 가족 계의 약화, 고령인구의 증가 등 다양

한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는 이러한 험을 

방하거나, 속한 빈곤화를 차단하기에는 여 히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연  미가입자와 고용보험 사각지 , 더 나아가 건강보험 체납인구 등은 

사회보험이 1차 사회안 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이다. 더욱이 사회보험 미가입자나 사각지  계층의 빈곤화를 차단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층 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조제도(기 생활

보장제도)에 무거운 하 이 집 되는 양상마  우려되고 있다.2) 그 외에도 복

1) 한국사회는 선진국에 비해 자 업자의 비율이 높은 사회이나, 그 에서도 세자 업자의 비

율이 매우 높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임 노동자로서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자 업을 택한 경우에 해당된다.

2) 물론 2002년 말 재 기 생활보장제도가 지원 상이나 지출측면에서 심각한 수 에 이른 것

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후의 사회안 망인 공공부조제도가 다양한 선정기 을 통해 상당 

규모의 빈곤층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 재의 기 생활보장제도는 결코 안정 인 

상태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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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서비스 한 미미하여 산층‧서민가구가 보육‧간병 등의 이유로 빈곤화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체

계가 체 으로 빈곤 방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빈곤화된 실

직수 자를 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이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

음을 의미한다.

셋째, 실직수 자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자활사업의 운 체계 문제를 지 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한된 자원으로 자활지

원 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집단이 소외되

는 문제 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먼  재 취업상태에 있는 수 자는 비록 근

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지라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형 인 근로빈곤계층

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들  상당수는 자활사업 참여자와 별 차이가 없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한 소득보장 외에도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안정과 

임 상승을 목표로 하는 자활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어서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에서 탈락하 으나 자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 존

재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이 최 생계비를 과하는 차상 층 뿐만 아니라, 소

득이 최 생계비 이하이나 다른 수 기 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 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  빈곤층으로 구성되어 있다3). ② 기 생활보장제도

가 제로 하고 있는 보충 여방식과 통합 여체계,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제도

가 함께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표 하면, 보충 여방식은, 용

상의 어려움(특히, 소득층 소득 악의 어려움)은 논외로 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제도가 제 로 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유인효과보다는 근로기피 는 

근로소득은폐라는 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통합 여체계 한 근

로소득이 최 생계비를 넘어서 수  혹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유인하려는 정

책목표와 달리 소득이 최 생계비를 과하면 모든 여를 박탈함으로써 자활

3) 실제로 재 1만 명 가량의 차상 층(실제로는 비수  빈곤층을 포함한 집단)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재의 공공부조제도 하에서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 한 자활지원의 확 는 재정 인 측면에서나 

제도 인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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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③ 자활지원 로그램이 체계화‧내실화 되어 있지 

않다는 이다. 이는 앞의 두 가지 이유와 한 련이 있다. 한 자활지

원 상자가 확보되지 않았고, 이들을 한 탄력 인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

다는 에서 로그램의 체계화와 내실화는 태생 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다. 그 지만 자활지원사업은 내 으로도 다음 두 가지 문제 을 안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먼  상자에 한 심층상담을 거쳐 욕구와 능력을 악하고 그

것에 걸맞게 단계 으로 로그램을 제공하는 상자 리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이다. 이어서 취업연계 로그램, 소득보장형 일자리 창출 

로그램, 직업훈련 로그램, 창업지원 로그램 등도 상자의 욕구에 맞게 

효과  편성‧운 되지 못하 다는 이다.

결국 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망이 불투명하고, 사회안 망마  취약한 상황

에서 소극 인 고용창출 책, 획일 인 소득보장제도, 취약한 고용지원 인 라

로 직업능력이 취약한 이들의 자활을 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에서 기존의 탈빈곤정책이 기 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겨진다.

  2. 연구목

본 연구의 궁극 인 목 은 재 정책지원의 사각지 에 놓여 있는 근로빈곤층

의 빈곤탈출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 인 지원정책과 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다. 좀더 세부 으로 언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다양한 능력과 욕구를 가진 근로빈곤층이 ‘ 근하기 쉬운’ 일자리 창출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임 ‧고용불안의 일자리를 규모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임 과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한 일자리

(decent jobs) 창출을 지향해야 한다는 을 염두에 둘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①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창출을 진하는 방안과 ② 사회  일자리 창출을 지원

하는 방안에 주목할 것이다. 특히 사회  일자리 창출과 련해서는 사회  서

비스 역처럼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역을 심으로 일자리를 개발하여,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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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특히 여성)의 취업을 진하고, 장기 으로 이 일자리를 한 일자

리로 발 시켜 시장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다루게 될 것이다.

  둘째, 실직빈곤층이나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탈빈곤을 진하기 한 사회보

장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련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합

시킨 종합 인 탈빈곤정책의 필요성  용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이다. 여기

서 다양한 정책수단이란 ① 사회  서비스(보육‧간병 등)를 확충하여 여성 등 

근로빈곤층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②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③ 취업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최 생계비에 미달하는 취업

자에게는 기 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 주고, ④ 수 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차상 층  비수  취업빈곤

층에게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 등을 의미한다.

  셋째, 재 자활지원제도가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진할 수 있도록 근본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자활지원제도를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에 국한된 소극  지원제도가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로 임 ‧고용불안

에 시달리는 근로빈곤층 체를 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제도를 구축하는 방

안을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세부 으로는 ① 상자 선정기 을 완화하고, ② 

여체계를 근로유인형으로 재편하고, ③ 각각의 로그램을 내실화 하는 방안 

등을 다룰 것이다.

第 2節 硏究의 象과 方法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 탈빈곤정책을 한 구체 인 정책 안을 도출할 

것인가. 한 마디로 본 연구는 서구 각국이 1990년  이후 실험해 왔던 근로연

계형 복지정책(Welfare to Work Program)이나 취약계층 상 반소외정책(Policies 

against Social Exclusions)으로부터 시사 을 얻고, 한국사회의 소득층의 실업‧

빈곤실태와 정책 황에 한 분석을 토 로 제도개선과 로그램 내실화를 

한 정책 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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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탈빈곤정책이 각국 특유의 소득보장체계와 고용지원정책으로 구성되

어 있고, 그에 한 연구경험마  축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 상을 명

확하게 규정하기조차 힘든 일이다. 그리고 연구 상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할지

라도, 연구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2차 자료를 심으로 한 문헌분석에 치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각국의 련 정책에 한 연구자료

를 구하는 일마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탈빈곤정책의 범 를 어떻게 한정하고, 비교 상 국가를 어떻게 결정하

는지, 그리고 어떠한 연구방법으로 분석을 하 는지 간략히 언 하기로 하겠다.

  1. 탈빈곤정책에 한 정의

  본 연구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한 고용창출‧지원체계 구축방안을 탈빈곤정

책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탈빈곤정책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먼  의의 탈빈곤정책은 빈곤상태에 빠

진 집단의 빈곤탈출을 진하는 제반 지원정책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보면, 조세정책이나 문화정책 등도 그것이 빈곤층의 탈

빈곤을 진하는 경우, 하나의 탈빈곤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의의 

탈빈곤정책은 빈곤상태에 빠진 집단의 탈빈곤을 해 다양한 정책수단, 특히 

빈곤층에 한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의 기능을 통합한 하나의 정책 는 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탈빈곤정책을 주로 의의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럼

에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의의 탈빈곤정책이라 할지라도 국가마다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에 따라 반소외정책

(Social Inclusion Policies), 근로연계형 복지정책(Workfare, Welfare to Work), 자활

지원정책(Self-Sufficiency Policies) 등 다양한 표 이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각

각의 정책은 지원 상과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세 가지 개념을 간략하게 정의함으로서 본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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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반소외정책은 “지원 상이 복지수혜자에 국한되지 않고, 지원내용 한 

취업 진뿐 아니라 소득보장, 조세정책, 문화정책, 사회서비스 정책 등을 포

하는 하나의 정책 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에서 반소외정책은 탈빈곤정책 

 가장 포 이며, 하나의 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근로연

계형 복지정책은 ”공공부조나 실업부조 수 자  근로능력자에게 근로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복지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것(탈복지)을 목표로 하는 정책 

는 제도“를 의미한다. 구체 인 사례로는 미국의 TANF나 국의 New Deal, 

랑스의 Insertion par l'activité écnomique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자활지원정책

은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한국형 모델에 해당된다. 이는  자활지원제도가 

수 자의 탈복지를 요한 목표로 설정하 다는 에서 근로연계형 복지정책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면 탈빈곤정책은 어떠한 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할 것인

가. 이와 련해서 본 연구는 ① 극  노동시장정책, ② 사회보험, ③ 공공부

조(실업부조 포함), ④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는 자활지원정책)을 탈빈곤정책

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요소, 즉 달체계와 산에 해서도 언 할 것이다. 먼  달체계는 각 

정책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간략히 소개하고, 각각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된 

산은 별도의 (節)을 할애하여 비교‧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극  노동시장

정책과 련해서는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 주요 취약계층에 한 

지원정책을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2. 비교 상 국가의 선정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약계층을 한 각국의 탈빈곤정책을 비교‧분석함

에 있어서 왜 미국, 국, 랑스, 스웨덴 4개국을 선택하 는지 설명하고자 한

다. 첫째, 한국사회가 처한 복지국가의 상문제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복

지국가를 비교 상 국가로 선택하 다. 재 한국사회는 복지국가 형성기 혹은 

구성기에 들어서고 있으며, 복지 산의 속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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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구 각국의 다양한 복지국가 모형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국가를 선정할 필요

가 있었다. 둘째, 이질 인 노동시장구조와 사회보장체계가 고르게 반 되도록 

상국가를 선정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사회  취약계층을 한 각국의 지

원정책을 비교하여 한국사회의 경제  산업구조, 노동시장구조, 사회보장체계

에 합한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에서 각국의 노동시장구조와 사

회보장체계의 성격을 상국가 선정의 기 으로 삼았다.

  이를 좀더 구체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서구 복지국가의 지배 인 

두 가지 모형을 심으로 이것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복지국가 모형을 반 하

다. 따라서 서구 복지국가의 두 가지 표 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베버

리지형 복지국가)과 스웨덴(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을 상국가에 포함시켰다. 

노동시장정책과 련해서, 자는 시장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지향하고, 후자는 

노동시장에 한 강력한 국가간섭을 지향한다는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사회보장체계에 있어서도 자가 보편  소득보장체계에서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강화로 선회하고 있다면, 후자는 복지지출의 격한 감소를 피하며, 노동시장에 

한 정책  간섭을 통해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모형을 표하고있는 두 국가가 국과 스웨덴이라면, 이러

한 지배  모형과 다른 비교 상 국가로 최소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미국과 복지

국가 강화를 표방하는 랑스를 선택하 다. 먼  미국은 복지국가 모형이라는 

표 을 사용하기 어색할 정도로 복지정책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랑스는 1980~90년 의 반  기상황에서도 복지국가의 강화 

 상유지를 주장하는 외성을 보이고 있다. 좀더 구체 으로 언 하면, 미

국은 경제정책  노동시장 정책과 련해 형 인 신자유주의  근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빈곤계층을 상으로 해서는 근로활동을 통한 수

탈피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탈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반면에 랑스는 1998~2001년까지 경제 역의 세계화가 래하는 불균등발

을 비 하고, 복지재정 지출에 있어서도 축소 지향 이기보다 확  지향 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로연계형 복지정책과 련해서 랑스는 세를 

따르고 있지만, 구체 인 용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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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네 국가는 탈빈곤정책의 다양한 흐름을 고르게 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면 이들 국가는 경제  노동시장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다양한 

형태와 련해서도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가. 뒤에 구체 으로 언 하겠지만, 이 네 

국가는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정책에 있어 매우 복잡한 흐름을 보이며, 서로 독

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에서 네 국가의 탈빈곤정책에 한 

비교는 한국의 탈빈곤정책 수립과 련해서 요한 시사 을 안겨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외국의 다양한 정책구성  성과평가 등과 련한 문헌연구, 국내 

자활사업 련 실태분석, 각국 정부의 공식 황 자료를 활용한 분석 등의 방법

을 사용하 다.

가. 문헌연구

  각국의 련정책에 한 문헌연구에 기 하여 각국의 련정책을 복지국가의 

특징  모형으로 분류하고, 정책 추진 황을 비교‧분석하고, 그로부터 시사 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특히 노력을 기울 던 부분은 각국

의 복지국가모형에 기 하여 취약계층 상 지원정책이 가진 특성을 다양한 측

면에서 살펴보고, 한국의 취약계층 상 고용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구

체 인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나. 황분석

  한국사회의 빈부격차, 고용실태, 차별실태 등과 련된 각종 조사자료를 분석

함으로서 사회통합을 해하는 사안의 심각성을 분석한다. 자료와 련해서는 

복지욕구  고용욕구와 련된 개개의 조사자료를 활용하되, 근로빈곤층의 실

태를 악할 수 있는 기존의 조사결과를 주로 활용할 것이다.

  정부의 기 생활보장정책  자활지원정책 련 정책추진 황 자료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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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사회통합과 련된 정책실태를 분석한다. 이는 한국의 자활지원사업이 

당면한 문제 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부분으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공식 발간된 자료를 심으로 언 할 것이다.

第 3節 硏究의 構成과 內容

  본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모두 4개

의 장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제2장은 1990년  이후 서구 각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탈빈곤정책을 경제의 세

계화, 복지국가의 기, 사회보장체계의 개편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탄생배경과 주요 흐름을 정리하는데 을 두고 있다. 

  제3장은 서구 각국  랑스, 스웨덴, 국, 미국을 상으로 1980년  이후

의 경제성장률, 고용률, 실업률  장기실업률, 빈곤율 등을 종합 으로 비교분

석 하는 로 출발한다. 이어서 각국의 탈빈곤정책 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좀더 구체 으로 언 하면, 각국의 소득보장제도와 

고용지원제도에 한 비교분석을 토 로 각국의 탈빈곤정책 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구조와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에서는 이러한 분

석에 기 하여 한국 탈빈곤정책을 한 구체 인 시사 을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은 한국의 실업문제와 빈곤문제를 체 으로 살펴본 후, 다시 

상집단별로 분석하고, 각 지원정책의 추진 황  문제 을 지 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사회  취약계층은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소득 

여성가장 등을 지칭하며, 체 으로 이들의 실업‧빈곤실태와 련정책의 황

과 문제 을 지 하는데 을 두고 있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각국 탈빈곤정책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한 시사 을 종합

하고, 한국 취약계층의 실업‧빈곤실태에 한 분석에 기 하여, 탈빈곤정책을 

한 제도개선방안과 세부 로그램 내실화방안, 그리고 종합 인 고용창출  

고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第 2 章 脫貧困政策에 한 理論的 檢討

第 1節 脫貧困政策의 誕生

  1. 서구 복지국가의 기

  1980~1990년  서구 복지국가가 성장‧고실업 문제에 직면하여 복지지출을 

이고 성장 친화 인 복지정책을 구축하는데 고심하고 있었다면, 부분의 

발 국은 여 히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고심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근까

지도 이들 발 국 내에서 복지정책에 한 활성화된 논의를 발견하기란 힘든 

일이었다. 그나마 이들 국가  일부가 복지문제에 심을 갖게 된 것은 산업

화가 일정 수 에 도달하고, 가족을 심으로 하는 사  안 망이 해체되고, 실

업과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1990년 부터 다. 그리고 한국 등 일

부 국가는 외환 기 등으로 인해 실업과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

었던 1990년  후반에 이르러서야 복지문제에 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21세기  서구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쟁 은 사뭇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서구 복지국가의 형성과 기 그리고 재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한국사회가 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 가는데 매우 큰 시사 을 

갖는다. 실제 한국사회에서 복지 역이 압축성장을 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 은 

서구 복지국가가 성장기에 겪었던 문제와 성숙기에 겪었던 문제 이 첩되어 

나타나고 있다(김연명, 2001). 한국 사회보장체계는 1950~60년  서구가 직면했

던 선별  보장체계에서 보편  보장체계로의 성장기(成長期) 문제와 1990년  

경제여건  고용구조의 변화로 인한 복지국가 재편기(再編期)의 문제에 동시

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좀더 구체 으로 공공부조제도와 련해서 언 하면, 

한국 공공부조제도는 수 자의 확 와 여의 내실화와 같은 성장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 서구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이 갖는 재편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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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4). 그리고 발 국 는 개발도상

국이 직면하고 있는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가는데, 서구 복지국

가의 경험은 교사와 반면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에서 서구의 복지국가 재편을 둘러싼 논의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서구 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  이후 1970년  반까지 황 기, 즉 ‘30

년 간의 번 '을 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 동을 

겪으며,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본과 노동간의 역사  타 5)을 가능하게 했던 토 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세계질서의 재편을 알리는 새로운 변화들

이 잠복되어 있었다. 국제질서가 냉 에서 데땅뜨로 변화하고, 신생독립국  

일부가 빠른 속도로 산업화되면서 서구가 향유했던 ‘고요한 안정의 시기’는 서

서히 종식되기 시작하 다. 이들 신생독립국  일부는 독자 인 정치세력을 

형성하거나, 자원을 무기로 삼아 서구 일변도의 세계질서에 도 하기 시작하

고, 다른 일부는 산업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선진국들이 지배해 왔던 역들

을 진 으로 잠식하기 시작하 다. 비록 그것이 여 히 세계의 불균등발 이

라는 구조에서 완 히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발 국에 한 수탈을 통

해 내부의 계 간 타  혹은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에 기 했던 서구 복지국가

를 태롭게 하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에서 서구 복지국가 재편

을 한 사회세력간의 힘 겨루기가 그 내부로터 다시 시작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4) 달리 표 하면, 재 한국사회는 복지욕구 증 에 따른 사회보장체계 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

반 문제 을 해결해야 함은 물론이고, 서구가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가족 계 변화 등의 여건과 

고용형태 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에서, 자활지원정책의 개편은 복지국가 재편기의 서구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근로연계형 복지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 문제와 련해서도 무

조건 인 답습보다는 비  이해를 통한 제한  수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5) 서유럽 국가에서 1970년 를 장식했던 가장 흥미로운 담론  하나는 ‘역사  타 ’ 

(Compromis historique)이었다. 그러나 이 역사  타 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1980년   

들어서면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실업과 정체된 경제  성

장 앞에서 심각한 기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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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즈  합의’의 시 에는 사회보장과 경제성장, 평등과 효율 사이의 상충

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이후 그와 같은 합의의 기

를 이루었던 질서는 격히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인 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수요견인 성장이 불가능해졌다는 , 제조업 분야의 고용상실을 서비스분

야에서의 고용창출로 해결해야 한다는 , 남성 심으로 구성된 통  형태의 

가족이 해체되어가고 있다는 , 표  생애주기가 변동하고 있는  등은 

인즈  합의가 기반하고 있던 사회질서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  변화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복지국가 기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첫째, 

복지국가의 지나친 개입정책이 노동, 축, 투자 등에 한 인센티 를 축소시

켜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있으며, 둘째, 장기 인 에서 인

구 노령화 경향이 사회보장체계에 변화를 가져 왔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며, 셋째, 새로운 세계경제질서가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시장개입을 최소화

하도록 압박함에 따라 나타난 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들은 일반화의 수 이 지나치게 높아, 개별 국가가 갖는 특성을 간

과할 험성이 있다 하겠다.

  이 을 고려할 때, 복지국가 기의 원인을 내‧외  요인으로 나눠 설명하

는 방식이 보다 실용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앞의 문제의식을 상당부분 

공유하지만, 복지국가 기의 원인을 개별국가의 경제 ‧제도  특성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는 에서 복지국가 유형의 다양성과 함께 기에 한 다양한 

처방식에 주목할 수 있게 하는 장 을 갖는다. 이 에 따르면, 복지국

가가 겪고 있는 문제는 ‘시장의 실패’(외  요인)와 ‘복지국가의 실패’(내  요

인)로 별된다. 자는 노동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재의 사회보장

체계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것이 기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후자는 

‘복지국가의 실패’, 즉 사회보장체계가 과거의 사회경제  질서에 고착되어 발

해옴에 따라 새로운 욕구와 기에 하게 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

지 못하는 을 문제로 지 한다(Piersen, 2001; Iversen and Cusack, 2000; Sarfati 

and Bonoli,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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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서구복지국가의 문제 은 사회구조의 격한 

변화에 한 사회보장체계의 부 응에 기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사회보장체계가 변화하는 실과 그에 따른 시민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서 변화된 실  가장 표 인 것

으로는 가족‧인구구조의 변화와 직업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먼  가족‧인구구조의 변화에 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개별 국가가 겪고 

있는 인구학  변화의 핵심은 사회 반의 노령화다. 인구의 노령화는 본질

으로 낮은 출산율과 기 수명의 연장에서 기인하여 궁극 으로는 사회보장체계 

 연 제도에의 의존률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수  이상의 경제성장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체계는 심각한 재정 기

를 겪을 수 있다. 그런데 인구노령화가 복지재정 기로 이어지기까지에는 여러 

매개변수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선 인구노령화를 겪고 있는 국가가 장기

인 경제성장의 추세를 지속해갈 수 있다면, 노령화가 재정 기로까지 이어지지

는 않을 것이다. 한 노령화 문제는 해당사회의 출산 문제와 한 련이 

있다. 그리고 출산의 문제는 각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여성친화  복지정책의 

유무에 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보육 등의 사회  서비스와 더불

어 유  출산휴가의 보장정도 등에 따라 여성고용과 출산력이 변화하고, 이것

이 노령화에 미치는 향 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해 다.

  다음으로 서구 복지국가가 공통 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른 변화는 노동시

장의 구조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제조업 분야를 심으로 일자리가 사라져 

가고, 기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한, 실업문제는 본원 으

로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불가피하게 고실업과 장기실업 문제에 착하

게 된다. 반면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임 ‧고용불안의 일자리를 양산한

다면, 외형  실업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근로빈곤층의 문제에 착하게 된

다. 물론 후기산업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은 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다기능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많은 실업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비숙련 혹은 숙련 실업자들은 상 으로 열악한 일자리

에 근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이들은 비정규 인 불확실한 일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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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배치되고, 핵심부 노동자와 주변부 노동자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게 

된다(Rodrik, 1997). 그 다면 그 양극화의 양태는 어떠한가. 노동의 주변부는 

장기실업자와 근로빈곤층이라는 두 집단으로 분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고실업과 장기실업자의 문제, 실업과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하나의 짝을 이루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유럽 륙국가의 부분은 고실업 하에서 장기실업자

의 증가라는 문제에 착하고 있으며, 국과 미국 등의 국가는 상 으로 낮은 

실업률 하에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문제에 착하고 있는 것이다6). 하지만 이

것이 한국사회의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서구 복지국가는 변화하는 사회 실에 

한 복지체계의 부 응과 그것에 한 사회세력간의 이해 계의 갈등이라는 문

제에 착해 있다. 즉, 서구복지국가는 변하는 실 속에서 다양하게 분화된 

는 분해된 사회세력들이 보편성  획일성을 상징하는 기존의 복지국가모형

을 통해 타 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보편주의와 평등

이라는 복지국가의 이념은 노동계 을 심으로 구성된 비교  동질 인 사회

계층구조 에 기 하고 있었다. 하지만 후기산업사회를 특징짓는 직업  생

애주기와 련한 변화들은 노동계 이라는 범주로 포 하기 힘든 다양한 계층

을 형성해 가고 있으며, 이들간의 이해 계는 재의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쉽

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복지국가가 기반하고 있

는 표 화된 가족구조 한 더 이상 과거의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

해 있다. 통 인 가족구조와는 다른 형태의 가족이 속하게 증가하고 있으

6)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  낮은 실업률에 놓여 있는 것으로 해지고 있지만, 빈

곤선 이하의 낮은 임 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는 은 그와 같은 고용경향을 뒷

받침해 다. 그와 같은 양극화 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빈곤의 덫(poverty trap)을 근거로 사

회  여체계마  조정함으로써 에는 미처 볼 수 없었던 빈곤화 정도를 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임 의 환경 속에서 사회  여도 낮아지는 상은 빈곤의 증가와 소득

의 양극화를 가져와 사회질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eatly, 1999).

7) 이는 각국이 처한 경제  여건과 이에 한 정책  응이 낳은 상이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 지만 실업문제에 한 해결책이 사회보장체계의 강화나 임  일자리의 양산  

어느 하나에 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각각의 정책이 해당 

사회에 미치는 경제 ‧사회  장에 비추어 볼 때, 정책방향의 설정은 매우 신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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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는 이들의 욕구에 탄력 으로 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서구 복지국가는 사회세력간의 합의 는 타 을 통해 유연

해진 고용구조와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념  재편, 지원체계의 재편, 새로운 

재원의 모색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2. 기에 한 응

  이처럼 서구 복지국가는 공통된 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그 정도나 양태 

그리고 처방식이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먼  각국이 경제 역의 세계화라는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경제구조  노동시장구조의 성격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에 한 인식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각

국이 취하는 처방법 - 가령, 노동시장정책의 재구조화, 여수 기   지

방식의 변경, 기여형 여의 강화 등 - 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서구국가들간에도 복지국가의 기라는 공통된 문제에 

응하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의 지배  모형을 설정하

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단 인 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최근까지도 조합주의  타 에 

기 한 고용확 략을 추진하여 왔으며, 앵 로색슨 국가들은 임 과 노동시

장의 탈규제 략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 왔다. 그리고 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노동공 을 이는 방식으로 기에 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 다. 이처럼 각국의 응 략이 다양한 양태를 나타내는 것은 

각국의 복지국가 형성사와 한 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  차원의 경

쟁이 가속화되며, 식민체계의 유지를 통해 내부의 평화 는 타 을 유지할 수 없

는 상황에서 서로 상충하는 이해 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은 각국이 복지국가 형성에 있어 어떠한 방식과 차를 거쳐왔으며 재 어떠한 

문제 에 착해 있는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더 명확하게 표 하면, 복지국가의 기에 한 처방식은 사회보

장체계를 둘러싸고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집단 혹은 계층의 이해 계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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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향을 주며, 해당 집단이나 계층과 기타 계층 간의 힘의 계가 어떻게 구

조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아래 언

하고 있는 세 가지 근방식은 이러한 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가. 신자유주의  근

  1980년  미국, 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질서 

심의 략을 채택했다. 정책의 요지는 거 한 노동시장에 임 유연성을 강화

해 경제퇴조와 국내실업을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사회  임

과 최 임 을 삭감하는 조치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략은 선별

주의, 여수 과 그 용 상의 진  축소, 노동연계복지 등을 결합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좀더 본질 으로 근해 들어가면, 이러한 근방식

은 복지제도의 부정  측면 - 를 들면, 복지수혜자의 도덕  해이 -을 부각시

켜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축소지향  개편을 추진함으로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정책이 래한 결과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 임  노동의 공 을 증 시킴으로서 성장에 기

여하고 상징 인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빈곤계층

을 양산하는 것이다. 특히 임 규제 완화는 특히 비숙련 노동자, 노동조합이 없

는 비조직 노동자, 청년 신규취업자 등이 임  노동자로 락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 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에 해서는 다음과 같

이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른다. 즉, 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사회부조와 같은 공 소득이 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된 반면, 임 화 그 자체

는 노동시장참여동기를 해함으로써 사회보장체계에 더욱 긴장을 래하는 부

작용을 래하고 있다는 이다. 더욱이 국가복지가 제 로 발달되지 못한 나

라의 경우, 보완  역할을 수행해오던 기업복지마  더욱 열악해 짐으로써 사

회보장체계는 반 으로 더욱 약화된 모습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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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공 축소(labor reduction)를 통한 근

  1990년  유럽 륙은 탈산업화과정에서 조기퇴직이나 노동시간단축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공 을 축소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기에 처하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이러한 근이 가능했던 이유는 유럽 륙국가의 강력한 사회보장체계와 

1990년  반을 풍미했던 사민주의 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고용을 진하고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고 인 방법은 노동비용

을 낮추고,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장기실업자나 청년실업자 

등의 취업을 진함으로서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는데 직 인 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 다. 먼  노동

비용을 낮추고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작업이 기 했던 것만큼 취업을 진하

고 복지지출을 감하는데 기여하지 못하 다는 이다. 이어서 이러한 노동 

유연화 작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이다. 특히 1990년  반의 사회

민주주의 정부의 집권은 이러한 움직임에 부정 으로 작용하 다8). 그리고 그

나마 얻어진 노동의 생산성 향상효과마 도 량퇴직과 량실업에 따른 고정

노동비용의 증가 등으로 상쇄돼 버리고, 퇴직인구에 한 이 지출규모의 증가

는 사회보험 재정의 자문제 등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 유럽의 사민주의 정부는 노동공 을 조 하려는 실험에 착수하게 된

다. 이와 련해서 표 인 정책은 조기퇴직 진정책과 노동시간단축정책이었

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실험의 성과에 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특

히 노동시간단축은 시장의 환 를 받지 못했다. 1998년 랑스의 ‘노동시간단

축’은 역사 으로 노동시간의 진  단축과 임 의 상승이라는 거 한 흐름을 상징

하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기업을 심으로 하는 고용주들의 항에 직면하 을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이 낮은 사업장에는 용자체가 어려웠다는 문제 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공 의 축소가 래하는 복지고용 련 지출의 증가와 그것에 한 용의 

어려움은 여 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노 명, 1999).

8) 물론 이러한 상이 보편 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국의 블 어 정부는 사회민주주의 정  

권이면서도 신자유주의  요소를 강하게 맥시킨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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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  투자를 통한 근

  1990년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복지국가의 기에 처하여 사회  투자를 통

한 근방식을 취하 다. 각종 사회보장정책을 고용 진을 한 정책과 연계시키

는 과정에서 인 자본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부각시키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1970~80년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의 특징은 극  노동시장정책, 사회  

서비스 확 , 남녀평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탈산업화에 따른 제조업부

문에서의 고용감소를 공공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확 와 연계시키고, 여성인구

의 노동시장참여와 보육수당 강화를 통한 출산력 증진의 균형을 유지하고, 비

숙련 노동자에 한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취업을 진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자본집 을 통한 기업 심의 성장 략과 공공부문의 확 에 기

한 조합주의  타 이 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국가모형은 1980

년  반이후 경기침체와 더불어 심하게 동요하기 시작하 다(안재흥, 2001).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취했던 처방식은 성장을 한 사회보장체계의 재편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80년   제3의 길을 통해 노동의 유

연화와 주요 사회  여의 삭감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 던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정책변화는 다음과 같은 에서 미국 등의 신자유주의 략과 

구분되어야 한다. 첫째, 통 인 연 임 의 원칙 신 임 의 유연화를 채택

한 것이나 한계세율  사회  여 수 권을 조정했던 것은 노동의욕 감소와 

그에 따른 사회 체의 생산성 하락 문제를 해소하는데 목 을 두고 있었다. 

둘째, 복지제도에 한 수 권 통제만이 아니라 ‘ 극  노동시장정책을 기반

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추구하 다는 을 들 수 있다. 셋째, 서비

스 달체계의 지방분권화와 민 화 략은 기존의 앙집  체계에서의 비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후기산업사회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욕구에 능동 으로 

응하는 것을 목 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책( 상)의 우선 순 가 청‧장년층에게

로 옮겨지고 있다는 이다. 이는 후기산업사회가 겪고 있는 가족구조의 변화 

 고용형태의 변화에 한 인식에 기 한 것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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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주요한 정책목표로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투자  근으

로의 이행은 사회보장체계가 기존의 소극  소득보장에서 극  고용지원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불어 그러한 이행은 기존의 공공부문에 

의한 고용창출보다는 훈련, 유동성, 임 보조 등과 같은 노동시장정책이 우선시 

되기 시작하 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第 2節 脫貧困政策의 理論的 傾向

  앞서 언 했던 탈빈곤정책의 흐름은 빈곤원인  탈빈곤 경로에 한 각국의 

문화  인식과 한 련이 있다. 특히 빈곤원인에 한 해석은 탈빈곤 정책

의 방향제시에 결정 인 역할을 하게 된다.9) 그러나 빈곤원인을 둘러싼 기존의 

이론  논의들은 빈곤에 한 개인의 책임이나, 빈곤의 구조  원인을 일방

으로 강조하는데 을 두어 왔던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이러한 근방법은 

탈빈곤정책 수립에 실질 인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더러, 편향된 해석을 토

로 추진된 각종 탈빈곤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 다. 

  하지만 1990년  이후 빈곤이론은 탈빈곤이론으로 외연을 계속 확장하여 왔

다. 한편으로는 근로빈곤층 문제로,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의 틀을 넘어 사회  

배제의 문제로 그 이론 인 역을 확장시켜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는 각국의 탈빈곤정책 결정과정에 요한 향을 미쳤던 것처럼 보인다. 여기

서 쟁 이 되는 것은 빈곤탈출의 일차  문이라 할 수 있는 취업가능성

(Employability)에 한 상이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에서는 

통  탈빈곤 이론의 토 를 이루었던 인 자본이론을 심으로 그것에 한 

비 과 재비 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9) 를 들면, 개인의 나태가 빈곤의 원인이라고 이해한다면, 빈곤탈출의 핵심경로는 개인의 근

면과 노동이 될 것이다. 반면에 사회구조의 변화가 빈곤발생의 원인이라고 이해한다면, 이러

한 변화에 응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지원이 탈빈곤의 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빈곤원인에 한 이해는 탈빈곤 경로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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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  근방법: 인  자본(human capital) 이론

  통 인 신고 주의 경제학에서 상품으로서의 노동의 가치는 한계생산성 이

론에 따라 설명된다. 이로부터 노동의 가격, 즉 임 은 시장에서 수요‧공 되는 

노동의 양  변화에 따라 설명된다. 이 에서 신고 주의 경제이론은 노동의 

질  차이를 간과해 왔다는 비 을 받곤 하 다. 이에 비해 인  자본 이론은 

노동의 질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각 노동자간의 생산성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노동의 공 자는 생애소득의 에서 미래의 더 많은 소득을 

기 하여 재의 이익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자기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임 의 향

상을 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 불균형, 특히 임   그에 따른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낮은 생산성, 그리고 궁극 으로는 개인에 한 공식 ‧비공식  

능력개발 부족으로 설명된다. 바로 이 에서 인 자본이론이 탈빈곤의 해법을 개

인에 한 교육과 훈련에서 찾는 것은 무도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이와 같은 인 자본이론은 60년 이래 특히 미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발

되어, 임 결정요인, 빈곤, 소득불평등 등을 설명하고 그에 한 실  처방을 

내어놓는 데 크게 기여하 다. 특히 이 이론은 탈빈곤 정책과 경제성장정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유인하는데 지 한 역할을 하 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러나 70년 로 어들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인 자본이론이 제시하는 탈빈곤 

처방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비 의 핵심은 인 자본이

론이 근거하고 있는 가정과 조건이 실과 부합하지 않는데 있었다(P. 

Bourdieu, 1976). 비록 인 자본이론이 노동의 질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고는 

해도 여 히 완 한 정보공유와 동질  노동시장에서의 완 경쟁을 상정한다는 

신고 주의 경제이론의 비 실  가정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한계로 지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인 자본이론은 그것이 갖는 많은 강 과 타당성에도 불

구하고, 빈곤층의 탈빈곤 문제가 단순히 인 자본개발이라는 도식에 따라 해결

될 수 없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에서 신자유주의  복지개 의 

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던 이 이론은 신호이론이나 사회  자본론 등으로부터 

비 을 받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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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조  근방법: 신호이론

  암묵 으로 자유경쟁의 동등한 조건을 제하는 인 자본이론이 방법론  개

인주의에 기 하고 있다면, 이를 비 하는 다양한 이론은 사회  자본(Social 

Capital)으로 상징되는 구조주의로부터 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과 련되어 있는 이론으로는 신호이론과 직무경쟁이론 등을 들 수 

있다. 그 에서 신호이론에 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먼  신호이론(Signal theory)은 학력과 임 간에 정의 상 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와 같은 상 계가 인  자본 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

이 교육수 이 실제로 노동의 생산성을 증 시켜서라기보다 노동의 생산성과는 

무 하게 시장에서의 거래에 지속 이고 반복 인 신호기제로서 작용하기 때문

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신호이론에 따르면, 부분의 업무는 처음부터 명확히 

구분된 숙련이나 기술을 요구하기보다, 장훈련이나 실제 일을 통해서 학습되

는 것(learning by doing)이다. 

  따라서 신호이론에서의 쟁 은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임 이 높아지는 가운데 

어느 정도가 신호효과이며 어느 정도가 생산성 향상 효과인가 하는 이다. 개별 

노동공 자의 생산성 련 정보가 보다 많이 공개되어 신호효과가 약해질 경우, 

이는 약한 신호효과로 개념화되는 반면, 개별 노동공 자의 생산성 련 정보공개 

정도와는 무 하게 학력 그 자체가 개인의 생애에 걸쳐 원한 사회  지 를 

변하는 하나의 상징  신호역할을 할 경우는 강한 신호효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를 좀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취업이나 직무경쟁에 있어 인 자본은 고용주가 

그것을 평가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화된, 따라서 사회  편견이나 통념이 반

된 신호를 경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 자본에 한 객 인 평가에 

앞서 인종이나 학력 등의 일반화된 단기 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호효과가 빈곤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개인  차원에서라면 개

인의 교육수 이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든, 아니면 단지 시장에서의 신호체계로

서의 의미를 갖든, 임 수 과 정의 상 계를 갖는 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체로 보면 교육이 신호효과에 머물 경우 교육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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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성  효율성에 한 의문이 제기되게 된다. 인 자본개발보다 학 취

득이 보다 효과 인 취업수단으로 고착화된 사회에서 취업 진정책의 기본방향

과 추진 략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노동시장분  이론

  인 자본이론은 노동시장은 통합 ‧동질  공간이라고 가정하는 신고 주의 

경제이론의 기본가정을 그 로 수용하고 있다. 반면, 노동시장분 이론은 그와 

같은 노동시장의 통합성과 동질성에 근본 인 의문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독특한 임 결정과정으로 작동하는 부분들로 분 되어 있으며, 그 

각각의 부분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분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지 못한다(Doeringer and Piore, 1971). 따라서 노동시장참여자들 간 임

격차 자체는 상이한 임 결정과정을 따르는 노동시장의 분 상(分節像)을 반

할 뿐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장분 이론은 다시 내부시장론과 이

시장론으로 별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시장분 이 발생하게 되는 

구체  과정에 한 설명차이로부터 기인한다.

  내부시장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분 은 내부노동시장 속에서 발생한다. 즉 

시장분 은 내부시장과 외부시장 간에서 나타나며, 외부시장을 경쟁시장으로 

가정할 때 내부시장은 그러한 경쟁의 논리로부터 괴리된 채 작동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내부시장의 형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재의 기술발 수 은 

기업에게 기업특유의 기술이나 직무특유의 기술을 필요로 하게 하는데, 노동시

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이는 기업 간 는 직무 간 이동이 그만큼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더불어 기업의 입장에서 이는 기업특유의 혹은 직무특유의 교육훈련

의 필요성을 의미하므로 피고용자의 고용안정은 반복 인 교육훈련비용부담의 

경감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해당 직무숙련도가 안정 으로 축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안정을 해 각종 임 ‧비임  보상체계의 구축, 근로조

건의 향상, 내부 진 의 가능성 개발 등을 주요한 경 략으로 채택한다. 이상

과 같은 다양한 내부시장 구축노력의 일부는 피고용자의 이해와도 부합하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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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갖게 되는데, 그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와는 다른 피고용자들의 노력-비

공식  작업규칙의 형성 등-에 의해서도 유지되는 측면을 갖는다.

  반면에 이 시장론에 따르면, 시장분 은 산업자본주의의 고유한 목 , 즉 자

본축 에 을 두어 설명된다(Baran and Sweezy, 1966). 자본은 노동의 잉여

가치로부터 자기축 을 하는 동시에 개별 자본간 경쟁을 끊임없이 개한다. 

그에 따라 자본은 차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 되어 동질 으로 가정되었던 시

장부문이 핵심부문(독 부문)과 주변부문(경쟁부문)으로 이분화 하는 경향을 밟

아가게 된다. 이러한 이분화 속에서 각각의 시장부문은 경제규모, 총시장 유, 

자본집 도, 조직구조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차

이가 노동시장참여자들의 임 격차를 설명하게 된다. 

  이상의 노동시장분 이론들은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과 분석 이기보다 기

술 이라는 에서 비 을 받고 있다. 더불어 시장분 의 구체  단 에 한 

확인, 상이한 임 결정과정에 한 실증 등과 같은 과제들을 남겨두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론은 노동자가 일류와 이류로 분할되고, 이 와 에서 

실업자와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는 실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사 을 안겨주고 

있다.10)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탈빈곤정책이 단순히 근로빈곤층의 인  자본의 

단선  향상에 머물지 않고, 보다 근본 인 노동시장의 구조나 안  일자리 

창출 략의 강화로 발 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해 다. 즉, 성장을 통해 시장

이 일자리를 창출하면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시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개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과 자활지원방안

의 필요성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10) ILO가 OECD 19개 회원국의 1985～1996년 동안 숙련수 별로 실업과 경기변동 간 계에 

내재하는 인과율을 따져본 결과에 따르면, 불황국면에서 비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은 GDP가 

1% 하락할 때마다 23% 정도의 증가세를 보 지만 고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은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ILO, 1998). 최근 들어 고소득을 리는 지식노동자가 새롭게 나타

나 노동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면, 통산업에 종사하던 많은 비숙련 노동자들은 일정 

수 의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격리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사회보장과 련된 각종 여가 삭감되면서 지 까지 근로활동에 참

여하지 않았던 많은 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 - 이 이러한 일자리의 새로운 경쟁

자로 등장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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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 이론

  경제 역은 빠른 속도로 세계화되어 가지만, 각국의 노동시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이 확산되고 있다. 놀라운 속도의 정보화와 세계  차원

에서의 새로운 의체(Governance)를 꿈꾸는 학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그리고 그들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 정보, 문화, 정치 공간에서 지속 으로 

배제되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은 의 빈곤계층이 

사회경제  조건의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 참여를 포함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

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주목하고 있다. 즉, 이 개념은 가구차원에

서 일정수  이하의 소비지출이나 소득으로 정의되었던 통  빈곤개념을 사

회경제  제 측면에서의 배제 상을 담는 다차원  개념으로 체하는 것이다. 그

리고 이를 통해 빈곤이론은 소득( 임 )이나 실업 이외에 교육, 보건, 환경, 문

화, 기본권에 한 근 등 다차원 인 사회  박탈이나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  배제집단(The Socially Excluded)

은 외부자(The Outsiders), 하층계 (The Underclass), 복지의존계층(Benefit 

Dependency), 신빈곤계층(The New Poor)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담론은 유럽연합 국가 에서도 1980년  반이래 랑스로부터 유럽 각

국으로 속히 퍼져 나갔다. 구체 으로는 1989년 유럽공동체 사회부 장 회의

에서 ‘사회  배제’를 극복하기 한 방안들이 의결되었고, 1994년 유럽공동체 

백서에서는 ‘배제  빈곤 극복을 한 성장, 경쟁, 고용 책’이 제시되었으며

(EC Commission, 1994), 1998년 OECD 사회정책장 회의에서는 사회  배제 문

제가 집 으로 거론되었다(OECD, 1999). 이러한 논의의 결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구조 인 변화들 - 지식 정보사회로의 이행, 고령화  인구구성

의 변화, 지역간 불균등 발  - 은 더욱 새로운 형태의 빈곤문제를 래할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에 이르 다(EC Commission, 2000).

  사회  배제이론이 빈곤정책에 던지는 실  함의는 종합  빈곤 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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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과 극  탈빈곤정책에 한 강조, 그리고 각 집단의 층  욕구에 

따른 다양한 책의 마련일 것이다.

  먼  사회  배제이론은 사회보장체계와 련한 역별 근방식을 취하기보

다,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의 틀을 넘어서 사회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종합 책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 으로 사회  배제이론이 주목하는 

부분은 복지권리에 한 근성의 문제, 고용에 한 근성의 문제, 교육의 문

제, 차별의 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종합 인 근이 불가피한 것이다. 실제로 사회  배제이론에 기 하여 제정된 

랑스의 반소외법(la loi contre les exclusions) 한 고용지원, 소득보장, 주거, 

보건, 가족정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좀더 미시 으로 근하

면, 사회  배제이론은 기존 사회보장체계가 해결하기 힘든 구체 인 문제에 

을 두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11).

  이어서 사회  배제를 둘러싼 논의는 탈빈곤정책에 많은 시사 을 주고 있

다. 그것은 사회  배제와 련한 많은 배제요인  고용과 련된 부분에 강

조 을 두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서구사회가 반 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다

한 복지지출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성장친화 인 복지정책을 구축하기 한 것

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 책의 지향을 소극  빈곤완화에서 극  

탈빈곤으로 환하려는 문제의식에 기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끝으로 빈

곤층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탈빈곤을 진하기 해, 소득보장정책과 고용 진

정책을 하게 연계시킬 뿐 아니라, 교육‧주거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합시

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 사회  배제이론은 노숙자, 알코올 독자, 청소년가출, 여성가장, 장애인, 노인문제 등에 주

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의 빈곤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정책  수단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소득이 을 통해 해결

될 수 없으며, 교육‧고용‧문화‧보건 등 다양한 정책을 민‧ 이 함께 하는 달체계와 결합

시킬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해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한 로 국 사회  배제 기획단(Social Exclusion Unit)은 다양한 

부처와 산 그리고 민간의 력을 종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설치‧운 되고 있다(SEU,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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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節 脫貧困政策의 多樣한 經路

  1.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출 과 분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 복지국가들은 70년  량실업을 겪으면서 기존

의 사회보장체계가 복지지출의 규모를 격히 증가시켜 재정 기를 래하는 

것을 경험하 다. 그 결과, 기존의 소득보장 심의 소극  사회보장체계는 변

화가 불가피하 고, 각국은 그들이 사회보장체계 형성기에 구축하 던 국가  

특성에 따라 나름의 정책  변화를 구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는 그것을 통하는 한 가지 공통 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것은 사회보장체계의 개 이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는 이다. 그것이 미국과 같이 소극 이고 민간부문 심의 노동시장정

책과 연계되는 형태를 취하든, 랑스나 스웨덴과 같이 공공부문  민간비 리부

문과의 력에 기 한 극  노동시장정책과 연계되는 형태를 취하든, 그 변화는 

노동시장정책과의 연 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Sarfati and Bonoli, 2002).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보험은 물론이고 공공부조정책에도 심각한 향을 

미치게 된다. 취약계층에 한 최후의 사회안 망인 공공부조제도의 문제 을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의 도덕  해이 - 공공부조에 안주함으로써 노동시장참

여를 통한 근로활동을 기피하는 상 - 로 부각시킴으로서, 공공부조제도와 노

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년  반까지도 공공부조 상자는 근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나 잠재력이 희박한 장기실업자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로만 

인식되었다. 더욱이 이들에게 극  노동시장 로그램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성을 기 할 수 없을뿐더러 여수 과 훈련참여를 성 으로 오가는 

회 목마 효과(Carousel Effect)만을 보인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Gary Burtless, 

2000).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와 극  노동시장정책은 상이한 조직에서 다른 

집단을 상으로 하는 별개의 로그램으로 기능하 다. 복지국가 창기부터 

공공부조는 노동시장과의 분리를 제로 해서 출발하 기 때문에 체계 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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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공부조에서 복지

국가의 역할은 그  노동시장 참여가 원칙 으로 차단된 취약집단 - 장애인, 

만성질환자, 은퇴자 등 - 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에 한정되어 있었다.

  더욱이 회 목마 효과는 일단의 진실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10% 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유럽 륙에서는 실업자의 반이 1년 이상의 장기실업

에 놓여 있어(OECD, 1999), 일단 어떤 이유로든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이 매우 

어려웠다. 유럽연합에서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는 1996년 체 노동력의 5.5%

인 9백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가운데 60% 이상이 2년 이상 실업상태에 놓

여 있다. 특히 학력‧ 고령‧여성과 같은 특정 계층은 장기실업을 거쳐 실망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Katz, 1994). 1996년의 유

럽연합 통계를 보면, 실직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가운데 반은 여 히 실업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단지 1/4정도만이 재취업에 성공하 고, 나머지 1/4은 

구직자 열에서 이탈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ILO, 

1998). 결국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제노동이나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직 일

자리가 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킨다는 것 자체가 단히 

힘들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구복지국가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의 노동시

장 참여를 진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은 그 내용이야 어 되었든, 빈곤으로부터

의 탈출을 유인하는데 목 을 둔 정책이라는 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일차 으로 공공부조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들 - 미

국의 빈곤가구한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수혜자, 

국 New Deal정책의 6개월 이상 구직 여(Job Seeker's Allowance) 수 자 - 에게 구

직노력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실제로 ‘노동을 통한 

자립’이나 ‘복지수혜자의 근로의무’와 같은 표 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제도 

개 이나 국 노동당이 주창하고 있는 제3의 길을 상징하는 표 인 슬로건이었

다. 그리고 이러한 슬로건을 뒷받침하는 이론  근거는 복지의존 자체가 이미 빈

곤의 결과이므로 복지의존문제의 궁극  해결은 포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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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Mead 1986; Murray 1984; Solow et al., 1998).

  재 미국 등이 취하는 복지수 에 한 노동조건 부과나 수 기간 제한 역

시 복지로부터의 탈출 혹은 탈빈곤을 해서는 취업 진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제를 깔고 있다. 당장 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발 망은 매우 낮

고 임  일자리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노동시장경험이 이들의 추

가  노동시장 참여기회를 열어  것이라고 믿는 낙  망에 기 하고 있는 

것이다(Holcomb et al., 1998).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정책효과를 평가해 보면, 

수 자의 노동시장참여가 얼마나 안정 으로 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노동시

장으로의 복지탈출 효과가 단기 인 미 책에 불과하다는 비 이 가능할 것이

다. 미국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복지 제도에서 탈출한 이들의 상

당수가 근로빈곤계층으로 락하고 있는 상황에서(Lopres, 2002), 근로연계형 복

지정책은 복지제도탈출 이후 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한 일자리(decent jobs)를 어떻게 창출하며, 그들의 지속  노동시장 참여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한 구체 인 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략을 강행할 경우, 노동시장이 이들을 안정 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해서도 신 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Duncan, 2000; Burtless, 2000). 

  2. 사회  일자리 창출을 한 모색

  재 선진국의 탈빈곤 정책은 기존의 복지수혜자들이 상호호혜성과 자기책임

의 원칙 하에 극 인 노동시장 복귀를 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OECD, 2000). 그러나 취업을 통한 빈곤탈출이 사회  배제

계층에게 얼마만큼 효과 인지에 해서는 비 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더

욱이 재의 노동시장 여건 하에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한가에 

한 의문 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  반이후 유럽 연합

을 심으로 ‘사회  일자리12)’ 창출 실험이 시작되게 되었다.

12) 사회  일자리(Emploi Social)란 ‘사회  유용성을 가진 일자리’이다. 구체 으로 얘기하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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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앞서 언 하 던 사회  취약계층에 한 기

존 고용지원정책의 한계에서 생겨난다. 1990년  반까지 서구 선진국은 기존

의 빈곤정책을 통해 실직빈곤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 취업이나 창업 - 을 유도

하는 것으로 일 하 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시장 진입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 다. 그들 부분이 장기실업자로 학력이 낮거나, 나이가 많거나, 

건강상태가 열악하거나, 기술이 없거나, 가구여건이 열악하거나, 여성이거나, 장

애를 겪고 있는 노동계층으로 잦은 실업과 임 으로 인한 빈곤문제에 직면하

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취업 수 자의 상당수는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수

자로 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 다. 

  그 결과, 노동시장진입이 힘든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은 개인 ‧가

구  특성에서 기인하는 문제 을 해결하는 한편, 거시 으로는 노동시장의 구

조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 을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으며, 그 안  하나로 도입된 것이 공공과 민간이 힘

을 합쳐 사회  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이었다(Mastroatefano, Messina & Naticchioni 1998).

  유럽 각국의 국가별 고용지원 략을 한 지침인 유럽고용가이드라인 제12조는 

이 문제와 련해서 다음과 같이 지 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지역사회와 사회  

경제, 환경기술  시장 등에서 아직 충족되지 않고 있는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한 

다양한 활동 역에서의 고용창출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치들을 발 시켜

야 한다”는 것이다(EC Commission, 2000). 그리고 이러한 실험은 유럽 륙 역에 걸

쳐,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제3섹터에서 사회  유용성을 가진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략으로 구체화되기에 이르 다(MacGregor, 1999).

  물론 사회  일자리가 유럽 륙에서 발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민사회의 

성숙이라는 사회  여건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그리고 많은 비 리민간단체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자연환경을 보호하거나, 소득층 질환노인에게 무료간병서

비스를 제공하거나, 사라져 가는 통문화를 복원하는 것 등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이다. 따라서 

사회  일자리는 수익성보다는 사회  유용성과 주민들의 만족도를 시한다. 그에 따라 사회  

일자리 역은 사회경제(Economie Sociale), 연 경제, 제3섹터, 제3체계 등으로  명명되는데, 이

로부터 '시민사회의 경제참여 역‘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노 명,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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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다. 실제로 사회  일자

리를 창출하고 있는 비 리민간단체로는 시민단체(Associations), 생산자 동조합

(Worker's Cooperative), 사회  기업(Social Enterprises)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비 리민간단체가 담당하는 이유는 분명하

다. 우선 정부가 비능률 이며 인력이 과다하다는 비 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기 한 담인력을 배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음

으로 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 인력을 이고 비정규직 노동

자의 비율을 확 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들이 다른 노동자들

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란 기 하기 

힘든 일이다. 이 이 왜 사회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민‧  력방식을 취

해야 하는가를 말해 다.

  참고로 아래 <표 2-1>은 유럽 각국이 시장도 아니며 국가도 아닌 제3섹터에

서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를 창출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악한 것이다. 1999년 

재 유럽 8개국의 제3섹터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총 721만개 수 이며, 국가별

로 일자리의 규모는 독일, 랑스, 국 순이고, 체 임 노동자 비 비

율로 보면, 스페인, 랑스, 핀란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체 피고용

자 비 비율을 살펴보면, 포르투갈이 가장 낮은 3.34%를 보이고, 나머지 국가

들은 7~8%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국가에 

따라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직의 역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이다. 포

르투갈과 스페인의 경우는 동조합과 기타조직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

가 비슷하게 나타나며,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는 동조합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기타조직을 통해 창출되는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기타조직을 통한 사회  

일자리 창출 규모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과 련해서 동조합이 아닌 기타조

직이란 개의 경우, 시민단체 는 비 리민간단체를 지칭한다고 여겨진다. 그

것은 랑스나 벨기에의 경우처럼 자활지원기업의 형태를 띠고 운 되는 경우 

외에도, 많은 일자리가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를 통해서 창출되고 있음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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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유럽 각국의 제3섹터 고용 규모(1999)

국가 조직유형 고용규모(명) 합계(명)
총피고용자 비 

비율(%)

독일

동조합 495,000

2,241,530 7.04공제조직 143,000

기타조직 1,603,530

벨기에

동조합 33,500

271,010 8.72공제조직 11,230

기타조직 226,280

스페인

동조합 410,700

871,256 9.44공제조직 21,234

기타조직 439,322

핀란드

동조합 80,000

150,000 8.82공제조직 -

기타조직 70,000

랑스

동조합 325,627

1,710,627 8.88공제조직 85,000

기타조직 1,300,000

포르투갈

동조합 45,082

105,895 3.34공제조직 1,078

기타조직 59,735

국

동조합 181,000

1,681,500 7.62공제조직 27,500

기타조직 1,473,000

스웨덴

동조합 100,000

183,000 7.21공제조직 8,000

기타조직 75,000

합계   7,214,818 7.69

주: Campbell(1999)의 11쪽 Table 2를 인용

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수가 많다고 그러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아

니다. 사회  일자리가 증가하기 해서는 국가와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특히, 사회  일자리는 공 인 지원이 제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

다. 기본 으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  일자리는 공공부문의 

제도 ‧재정  지원이 없이는 제 로 기능할 수 없다(Lloyd et al., 1999). 물론 

사회  일자리에 한 정부의 지원은 정부가 단계 으로 용범 를 확 해 나

아가야 할 보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에서, 즉, 공공재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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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다는 에서 지원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Campbell, 1999). 

  이미 유럽 각국은 환경보호, 재활용, 청소사업 분야에서의 사회  일자리 창

출과 련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9년부터 제3섹터(The 

Third System) 개발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다양한 사회  일자리를 창출해 왔으

며, 그 의 몇몇 로그램은 참여자는 물론이고 지역주민으로부터도 큰 호응

을 받았다. 국의 보육  간병사업단이 그러했으며, 랑스의 재활용기업 앙

비(Envy)가 그러했으며, 벨기에의 청소공동체가 그러했다. 아울러 한국사회도 

외환 기이후의 공공근로사업 민간 탁이나 자활사업  자활근로 탁사업 등

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회  일자리 창출실험을 계속하여 왔다.

  이 에서 사회  일자리 창출정책은 한국사회 취약계층의 실업  빈곤문제

를 해결하고, 열악해진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  한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임 과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는 극  노동시장정책을 제

로 해야 한다는 이다. 만일 노동시장 내에서 근로빈곤계층이 양산된다면, 사

회  일자리 창출사업은 필요이상으로 규모가 확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에서 사회  일자리 창출정책은 사회 으로 확산되어 있는 임 ‧비정규 

노동문제와 분리시켜 논의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사회  일자리를 기존의 공공

근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다. 비록 사회  일자리 창출

을 한 실험에 공공근로사업이 활용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은 빈곤탈출과 련해

서 기 했던 성과를 보장하지 못하 다. 그 이유는 지나친 임 과 사업의 불안

정성으로 인해 ‘三流 勞動 場’ 혹은 ‘貧民勞動 場’을 형성하는데 그쳤기 때문이

다. 바로 이것이 한국사회의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이 고민해야 할 문제 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사회  일자리 창출의 망은 어둡다고 말할 

수 없다. 한국사회가 오랜 시간 간과해 왔던 다양한 사회  서비스에 한 

 욕구의 증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진 인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에서 사회  일자리 창출은 존폐의 문제라기보다 어

느 역을 심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  일자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창출하고, 

어떠한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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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節 各國 脫貧困政策의 推進 件

  본 은 각국의 취약계층 상 소득보장  고용지원 정책, 좀더 구체 으로 

탈빈곤정책이 탄생하게 된 사회‧경제  여건을 비교‧분석하는데 그 목 이 있

다. 따라서 각국의 경제‧고용 련 지표, 사회  취약계층 련 고용지표, 사회

복지 련 지출추이를 비교하는데 을 두고 있다.

  1. 각국의 경제성장률  실업‧빈곤율 비교

  에 언 한 네 국가의 취약계층 상 탈빈곤정책 는 자활지원정책의 특성

을 살펴보기 해서는 그러한 정책이 어떠한 환경 하에서 생성되었는가를 분석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네 국가의 경제성장률,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등을 종합 으로 비교해 볼 것이다. 각국의 탈빈곤정책을 분석하기에 

앞서, 각국의 경제성장률, 고용률, 실업률, 장기실업률, 빈곤율 등을 비교하는 

이유는 각국 탈빈곤정책이 갖는 의미를 상  에서 직시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기 함이다.

가. 각국의 경제성장률

  먼  1980~90년  서구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 에 비해 크게 낮은 수

을 유지하 다. 아래 <표 3-1>에 나타난 것처럼, 1988년에서 1998년 사이 

OECD 회원국 체의 경제성장률은 2.6% 수 에 머물러 있었다. 상  호황

을 경험하 던 미국이 평균 2.9%의 성장을 기록한 반면, 스웨덴, 랑스, 국

은 각각 1.3%, 1.8%, 1.9%의 성장을 기록하 다. 물론 1999년과 2000년을 기



90

으로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진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과 장기실업률 하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

이 모두 빈곤율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는 실직빈곤계층과 

더불어 근로빈곤계층의 증가가 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000년을 기

으로 유럽연합이 고용창출과 재취업 심의 국가실천계획을 취약계층 상 사회통

합정책에 을 둔 국가실천계획으로 환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다.

  한국은 1988~1998년 10년간의 성장률(5.6%)보다는 낮으나, 이들 서구 국가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는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망이 상 으로 밝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실

업자와 근로빈곤계층의 확산문제가 자동 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바로 이 에서 한국사회가 사회  취약계층을 한 고용창출  고용지

원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표 3-1〉 1980년  이후 5개국의 GDP 성장률

 OECD 총GDP 

 % (1995)

1988～1998

평균
1999 2000 2001* 2002*

미국 35.0 2.9 4.2 5.0 1.7 3.1

국 5.2 1.9 2.3 3.0 2.5 2.6

랑스 5.7 1.8 3.2 3.2 2.6 2.7

스웨덴 0.8 1.3 4.1 3.6 2.8 3.0

한국 2.9 5.6 10.9 8.8 4.2 5.5

OECD 체 100.0 2.6 3.2 4.1 2.0 2.8

  주: OECD 추정치 (추정방법은 "Sources and Methods: OECD Economic outlook" 참조)

자료 : OECD(2001c), OECD Economic Outlook, No.69, June.

나. 각국의 고용증감률

  이제 좀더 구체 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의 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표 

3-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비교 상인 네 국가의 1988년과 

1998년 사이의 고용증가율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OECD 평균 증가율을 

도는 수 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이 1.3%로 OECD 평균 증가율을 조  넘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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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랑스와 국은 각각 0.3%와 0.4%의 낮은 증가세를 보 고, 스웨덴은 

0.9%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 으로 스웨덴이 1990년  반

이후 기존의 포 이고 강력한 복지국가 모형에서 부분 으로 후퇴하게 된 이유

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1999년 이후의 고용 증감률을 살펴보면, 네 

국가 모두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고용증

가율이 2.2%에 달해 다른 국가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는 

1999년 이후의 경기회복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분 으로 각

국 고용정책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국과 랑스의 경우는 

1997년 좌 정부가 추진했던 고용창출정책이 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네 국가에 반해, 1988년에서 1998년 사이 한국의 고용증감률은 경제성

장률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수 을 유지하 다. 비록 OECD 평균 증감률인 

1.2%보다 높은 1.7%를 기록하 지만,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이 OECD 평균 성

장률의 두 배가 넘는 높은 수 이었음을 감안할 때, 상 으로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외환 기의 충격이 최고조에 달한 

1999년을 기 으로 더욱 낮은 수 으로 떨어지다 2000년을 기 으로 서서히 회복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01년과 2002년에 한 추정치는 다시 매우 낮은 수

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 의 고용증가율에 해서는 다

양한 설명이 가능한데, 외환 기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고용창출 효과가 상

으로 낮은 첨단산업이 주도하 다는 이 그 이유  하나일 것이다.

〈표 3-2〉 1980년  이후 5개국의 고용증감률

 OECD 
총GDP내 비  

(1995)

1988～1998

평균
1999 2000 2001* 2002*

미국 133,501 1.3 1.5 1.3 0.4 0.4

국 27,649 0.4 1.3 1.0 0.6 0.4

랑스 23,222 0.3 1.4 2.4 1.6 1.5

스웨덴 4,067 -0.9 2.2 2.2 1.6 1.0

한국 20,281 1.7 1.4 3.8 0.5 2.0

OECD 체 470,727 1.2 1.1 1.2 0.6 0.9

자료: OECD(2001c), OECD Economic Outlook, No.69,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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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국의 실업률

  이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증가세가 실업률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 3-3>에서 1988년에서 1998년의 기간  실업률은 미

국과 스웨덴을 제외하고 모두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

국과 스웨덴이 OECD 평균 실업률 6.9%에 비해 낮은 수 인 5.8%와 5.4%의 실

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랑스와 국은 각각 10.9%와 7.9%의 실업률을 보이

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스웨덴의 경우, 같은 기간  낮은 경제성장

률과 고용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 인 5.4%

에 머물고 있다는 이다. 이는 극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지속 인 일자리 창

출‧분배, 특히 교육훈련의 강화와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3-3〉 1980년  이후 5개국의 실업률

1988～1998 평균 1999 2000 2001* 2002*

미국 5.8 4.2 4.0 4.6 5.0

국 7.9 6.0 5.5 5.4 5.5

랑스 10.9 11.2 9.7 8.6 8.1

스웨덴 5.4 5.6 4.7 4.1 3.9

한국 2.8 6.3 4.1 4.1 4.0

OECD 체 6.9 6.7 6.3 6.3 6.3

자료: OECD(2001c), OECD Economic Outlook, No.69, June.

  이들 네 국가에 비해, 한국의 실업률은 1999년 1/4분기를 정 으로 차츰 낮아지

고 있으며, 2002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2002년 

10월 재 실업률은 2.7% 로 외환 기이 의 수 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그 다

고 해서 실업문제가 근본 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일시

으로 경기가 악화될 경우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은 여 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다. 더욱이 문제의 핵심이 실직빈곤계층에서 근로빈곤계층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신 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실업률이란 조사시 을 기 으로 일정기간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조사하는 것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임   임시직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집단이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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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온 하게 반 되지 않는다는 에 비추어 볼 때, 실업률만으로 한 국가의 실업

구조나 빈곤문제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라. 실업률과 빈곤율의 계

  앞서 언 했던 것처럼, 실업률만으로 각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빈곤층의 실

태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990년  들어 각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실

업률만으로 이해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실업과 빈곤의 계에 해, Atkinson의 한 논문13)은 매우 요한 

시사 을 던져주고 있다. 그는 1970년 부터 1990년  반까지 미국, 국, 독

일, 이태리 등 네 나라의 실업률과 빈곤율의 추이를 그래 를 통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미국은 1980년  이후 실업률은 매우 낮지만 빈곤율이 

높은 구조를 유지해 왔던 반면, 국은 실업률과 빈곤율이 서로 비슷한 수 을 

유지해 오다, 1985~1986년을 기 으로 실업률이 감소하고, 빈곤율이 상승함으로

써 미국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근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실업자

로 악되지는 않지만, 임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빈곤상태에 빠져 있는 계

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면 실직빈곤계층  근로빈곤계층의 존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를 해서는 소득을 기 으로 40~60% 선에서 다양하게 빈곤층의 규모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각국의 빈곤율과 련해서는 국제  비교 자체가 용

이하지 않다는 을 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네 국가의 

빈곤율을 비교하면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4>는 1970~1980, 1981~1990년 그리고 1995년 시 으로 구분하여 빈곤

율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먼  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1990년  미국의 빈곤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

면, 국은 같은 시기에 빈곤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3) Tony Atkinson (1998), “La pauvreté et l‘exclusion en Europe”, Pauvreté et Exclusion, CA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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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이 1990년  반을 기 으로 실업률은 감소하나 빈곤율이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랑스의 빈곤율은 1990년  들어 소

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업률의 증가가 빈곤율 증가에 단

선 으로 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스웨덴의 빈곤

율은 상 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면 이제 실업률의 감소와 빈곤율의 증가를 다양한 소득기 을 용하여 

살펴 으로서 근로빈곤층의 존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  1995년 시 에서 

소득의 40%이하를 기 으로 할 경우, 미국이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며 스

웨덴이 국이나 랑스보다 다소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득의 

50%와 60%를 기 으로 할 때, 1995년의 빈곤율은 미국과 국이 랑스나 스웨덴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득 60% 이하의 빈곤율이 근로빈곤

계층을 포 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미국과 국이 보다 많은 근로빈곤층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결과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 폭 넓게 진행된 미국과 국에서 취업빈곤층의 증가를 지 하고 있다.14)

〈표 3-4〉 각국의 상 빈곤율 추이(1970～1990)

소득의
40% 이하

소득의
50% 이하

소득의
60% 이하

미  국 - 1995
 mid-70s~mid80s
 mid-80s~mid90s

11.1
2.1

-1.2

17.1
2.8

-1.2

24.0
2.8

-0.1

  국 - 1995
 mid-70s~mid80s
 mid-80s~mid90s

3.8
-0.3
2.2

10.9
0.5
4.0

19.5
4.6
1.9

랑스 - 1994
 mid-70s~mid80s
 mid-80s~mid90s

3.2
-

-1.2

7.5
-

-0.5

13.5
-

-0.2

스웨덴 - 1995
 mid-70s~mid80s
 mid-80s~mid90s

4.4
0.5
0.9

6.4
-0.8
0.5

10.3
-2.7
0.5

자료: Michael F. Förster (2000), OECD Working Papers 94쪽

14) 미국에서의 근로빈곤층에 한 포 인 연구로는 Kelleen Kaye and Demetra Smith 

Nightingale, The Low-Wage Labor Market, 2000, US DHH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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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996년 시 에서 각국 실업‧빈곤문제의 특성을 하나의 그림 속에 치 

지우면, 아래 [그림 3-1]과 같다. 여기서 비교시 을 1994~1996년으로 정한 이유

는 그것이 각국의 탈빈곤정책이 발아(發芽) 는 시작되었던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각국 실업‧빈곤문제의 특성이 탈빈곤정책을 어떻게 치 지웠는

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은 비교 상 4개국의 실업‧빈곤문제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타국과

의 계에서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실업‧고빈곤

의 구조로 근로빈곤층을 양산하고, 빈곤층에 한 소득보장이 취약하다는 을, 

랑스와 스웨덴은 고실업‧ 빈곤의 구조로 고용창출이 활발하지 않고 빈곤층에 

한 소득이 으로 복지지출부담이 크다는 을, 국은 실업률과 빈곤율이 미국과 

랑스의 간지 에 치하는 과도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을 말해 다.

〔그림 3-1〕 각국의 실업률과 빈곤율 비교(1994～1996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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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프랑스

      주: 랑스는 1994년, 한국은 1996년 기  자료임.

    자료: Michael F. Förster(2000), OECD Working Papers 94쪽; OECD(2000), OECD Employment 

Outlook; 석재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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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각국의 빈곤율과 빈곤체류 기간

  근로빈곤층에 해 설명하기에 앞서, 유럽 각국의 빈곤율을 빈곤경험여부나 

빈곤체류기간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아래 <표 

3-5>에서 사용한 자료의 출처에 해 간략히 언 하기로 하자. 먼  국과 

랑스는 유럽연합가구패 (ECHP) 자료를 활용한 것이고, 미국은 가구소득패 연

구(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자

료에 따르면, 소득 50%를 기 으로 세 국가의 빈곤율을 추정할 경우, 국

과 랑스의 빈곤율은 의 <표 3-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양 

국가의 빈곤율 격차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표 3-5〉 서구 3개국의 빈곤율  빈곤층

빈도수1 빈곤율2 빈곤경험자 상시빈곤층 소득빈곤층3

미  국 7,325 16.0 23.5 9.5(0.40) 14.5(0.62)

  국 8,713 12.1 19.5 2.4(0.12)  6.5(0.34)

랑스 15,470 9.6 16.6 3.0(0.18)  6.6(0.40)

자료: ECHP(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1994, 1995 and 1996); PSID (1987~1989) for 

the United States (OECD (2001), OECD Employment Outlook에서 재인용)

       1) 패 데이터에 3회 모두 체크된 이스

       2) 소득의 50% 이하 가구의 가구원 수 비율(1993～1995년 평균)

       3) 조사기간 내내 빈곤선 이하의 소득생활 가구

  이제 좀더 구체 으로  세 국가의 빈곤층( 소득 50% 이하)이 어떠한 상

태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기 해 평균 빈곤체류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 3-2]는 1993～1995년 사이 빈곤을 경험했던 랑스, 국, 미국 등에 

해 빈곤층의 빈곤체류기간을 1년, 2년, 3년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은 랑스와 국의 빈곤계층  빈곤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18.3%와 12.3% 수 인데 비해, 미국 빈곤계층  빈곤체류기간이 3

년 이상 되는 사람의 비율은 무려 4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다. 이에 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

해 실업률을 낮추고 장기실업자의 비율 한 낮추었지만, 이들 실직빈곤계층  



各國 脫貧困政策의 經驗과 示唆點 97

근로빈곤계층에 한 소득보장정책이나 조세감면을 통한 탈빈곤 정책이 큰 성과

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 랑스, 국, 미국 빈곤층의 빈곤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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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CHP(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1994, 1995 and 1996); PSID 

(1987~1989) for the United States (OECD (2001), OECD Employment Outlook에서 

재인용)

  2. 각국 취약계층의 고용실태

  지 까지 네 국가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그리고 빈곤의 문제에 해 간략히 

살펴보았다면, 좀더 구체 으로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내고 있는  다른 딜

마에 해 언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소득 여

성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의 문제이다. 이들은 기존 복지국가 하에서는 사회

보장체계를 통해 소득을 보장받던 집단들로 복지개 과정에서 이 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즉 복지국가의 재정지출 축소로 인해 여를 박탈당하거나 여액

이 삭감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쇄되어 빈곤탈출마 도 난망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비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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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의 사회  취약계층 고용실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각국의 장기실업자 문제

  각국의 실업자  6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체 실업자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랑스로 2000년 재 약 61.9%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

는 유럽연합 평균인 63.1%에 비해 다소 낮은 수 이지만, 아래 네 국가와 비교

했을 때, 단히 높은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과 스웨덴도 장기실업

자 비율이 각각 41.5%와 43.2%로 결코 낮은 수 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장

기실업자 비율은 11.4%로 매우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해 한국의 

장기실업자 비율인 14.3%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이상과 같은 장기실업자 추이를 살펴볼 때, 이들 네 국가의 실업‧빈곤문제는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먼  미국의 낮은 장기실업률과 

국의 진  실업률 감소는 경제정책  노동정책의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 

 근로빈곤계층의 증가를 가로 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반면, 스웨

덴은 노동시장에 한 국가의 간섭과 부분노동에 한 효과 인 리 등을 통

해 실업률을 일정 수 으로 유지함으로써 근로빈곤계층을 양산하는 문제 을 

유발하지 않지만, 상 으로 높은 장기실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랑스는 최근 들어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변

화에 맞는 유연한 실업 책을 구축하지 못함에 따라 10% 에 이르는 높은 실

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빈곤율의 증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체 실업자 에서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높은 비율은 랑스의 실업문제가 실

직빈곤계층의 문제로 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  한다. 따라서 여기

에서 랑스 정부가 장기실업자  사회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고용창출 

 고용지원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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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각국의 장기실업자 비율

1990 1997 1998 1999 2000

6월
이상

12월
이상

6월
이상

12월
이상

6월
이상

12월
이상

6월
이상

12월
이상

6월
이상

12월
이상

미국 10.0 5.5 15.9 8.7 14.1 8.0 12.3 6.8 11.4 6.0

국 50.3 34.4 54.8 38.6 47.3 32.7 45.4 29.6 43.2 28.0

랑스 55.5 38.0 63.7 41.2 64.2 44.1 55.5 40.3 61.9 42.5

스웨덴 22.2 12.1 50.8 33.4 49.2 33.5 45.2 30.1 41.5 26.4

한국 13.9 2.6 15.8 2.6 14.7 1.6 18.6 3.8 14.3 2.3

유럽연합 65.3 48.6 68.2 50.1 66.7 49.1 63.8 47.5 63.1 46.6

OECD 체 44.6 30.9 50.9 35.0 48.5 33.3 47.1 31.8 46.7 31.4

  주: 랑스는 15살 이상 인구, 미국과 국은 16세 이상

자료: OECD (2001), OECD Employment Outlook

  장기실업자는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실업문제는 앞서 언 했던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장기실업자를 노동시장에 재진입 시키기에는 한 일자리(decent jobs)

를 제공하기 힘들고,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재정  어려움

이 큰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빈곤층을 양

산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지게 된다. 그리고 서

구 각국은 이러한 선택에 따라 근로능력 보유 빈곤층에 해 공공부조 수 자

격을 강화하거나, 자활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 근로

연계형 복지정책(Workfare)의 수 기간제한(Life-Time) 규정이나, 국 구직자수

당(JSA-Income based)의 구직노력요구 규정은 근로빈곤층의 양산을 지향하는 경

향을 띠고 있으며, 랑스 최소 응수당의 자활사업(Insertion par Activité 

Economique: IAE) 등은 그러한 선택을 우회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 히 빈곤계층이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다시  공공부조 

수 선 안으로 려드는 역류 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집단이라는 에서, 

앞서 언 했던 정책들 한 근본 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부 국가는 이러한 역류 상을 막기 해 미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처럼, 조세제도를 통해 취업빈곤층의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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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해 주는 정책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나. 각국의 고령자 고용문제

  오늘날 각국의 고령자는 청년실업자들의 일자리를 해 조기퇴직을 요구받거

나,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연 재정의 기를 타개하기 해 보다 오랜 시간 

근로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EU, 2002). 즉 퇴직

연령을 상향조정함으로써 - 그것이 가시 이든지 아니든 - 고령자들의 근로활

동 기간을 연장하고, 변하는 노동 장에 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교육

을 강화하는 정책과,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공공부문을 활용하여 그들에게 다양

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와 련하여, 아래 <표 3-7>은 미국, 국, 랑스, 스웨덴의 고령자 고용률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다. 그러나 공통된 상은 고령의 

남성노동자들의 고용률이 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이다. 특히 랑스의 경

우는 1980~1996년 사이 약 26.7%의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실업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와 조기퇴직에 한 정책  지원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 로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률은 랑스를 제외

한 모든 국가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체 인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 증가와 한 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7〉 각국 고령자(55～64세)의 성별에 따른 고용률(1980～1996)

남성 여성

1980 1996 1980~96 1980 1996 1980~96

미  국 69.7 64.7 -5.0 40.0 47.9 7.9

  국 62.6 57 -5.6 33.4 38.8 5.4

랑스 65.3 38.6 -26.7 37.6 28.8 -8.8

스웨덴 77.5 66 -11.5 54.4 60.7 6.3

한  국 - 78.5 - - 49.4 -

자료: Kalisch D. and Tetsuya A. “Retirement Income System: the Reform process across OECD 

countries”, 19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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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은 고령의 남성노동자들의 고용률이 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사

회보장체계를 통해 소득보장을 약속할 수 없는 이상, 장기 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EU, 2002).

  앞서 언 한 향후의 고용 망과 련해서는 2000~2002년 서구 각국에서 나

타나고 있는 고령자 고용정책과 련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멀

지 않은 시기에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상을 가능하

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참고로 국은 최근 들어 직업훈련 참여연령을 59세에

서 63세로 상향조정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령의 노동자들로 하여  노동시

장과의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찬가지

로 랑스 한 다양한 형태의 공  고용지원 로그램에 고령의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연령을 상향조정하 으며, 55세 이상의 조기퇴직자들에 

해서는 일제노동에 따른 임 의 80%수 에서 부분노동(Part-Time Work)을 

하도록 권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 다. 이는 고령의 실업자들이 실업 여로 

충당할 수 없는 생계비를 조달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 으며 

미국 한 마찬가지로 같은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고령의 임 노동자에 

해 취업  직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매우 흥미로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즉 

비 리민간단체로 하여  고령의 임 노동자의 직과 련된 상담과 훈련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높은 취업률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물론 비교  최근까지

도 고령의 노동자들이 정부가 실시하는 고용지원 로그램이나 직업훈련 로

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추세이다. 그러나 차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지원 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각국의 장애인 고용문제

  장애인 한 실업과 빈곤문제에 시달리는 표  취약계층  하나이다. 

1991~1992년 유럽 연합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럽 연합 차원에

서 장애인 평균 출 율은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U, 2000). 이는 

장애인이 소수의 특정집단이라고 표 하기 힘든 규모로 사회 체에 분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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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 한 로 고령자  장애인 비율이 높고, 장기실업자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상은 장애인 문제가 사회 체로 확산되는 이유를 잘 말해 다. 

  그리고 장애인의 빈곤문제는 고용문제가 한 계를 갖고 있다. 물론 이

들  상당수는 사실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하여 국가와 시민사회가 소득  사

회복지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 집단으로, 이들에 한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 

제공은 지속 으로 확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수동 으로 

소득보장을 받음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그  많은 사람들은 근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득과 성취감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른바 주류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며, 비장애인과의 자

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참여는 문화  배타성,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지원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여 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아래 <표 3-8>은 각국 장애인의 고용참여율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먼

 랑스와 국의 장애인 경제활동참여율과 실업률을 비교해볼 때,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랑스가 53%로 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

업률에 있어서는 14.1%로 국의 11.2%보다 높은 수 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1999년 시 )은 일반 노동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

해 극히 낮은 수 이며, 그것은 스웨덴이나 랑스와 비교했을 때, 반에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업률을 비

교해 보면, 장애인의 실업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47.8%로 서구 복지국가와 비슷한 수 을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은 28.4%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장

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이 비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에서 

차지하는 비 을 살펴보면, 한국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장애인에 한 사회보장체계가 취약하여 그들 스스로 생계를 해 노동하지 않

으면 안된다는 이다. 둘째, 비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타 국가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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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낮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이다. 셋째, 장애인이 참

여하는 일자리의 형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즉, 정한 임

을 보장받는 일자리보다 자 업이나 무 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높으며, 임시

직이나 일용직 등의 불완  고용형태가 확산되어 있는 것이다. 

〈표 3-8〉 각국 장애인의 고용참여율  실업률(1996)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비장애인

경활률 실업률 경활률 실업률 경활률 실업률

미국
1) 26.2 9.3 77.5 4.2 0.34 2.21

국 46.4 11.2 82.6 7.1 0.56 1.58

랑스 53.0 14.1 73.1 10.7 0.72 1.33

스웨덴2) 61.0 9.0 73.0 8.0 0.84 1.03

한국3) 47.8 28.4 58.5 5.0 0.82 5.70

  주: 1) 미국의 자료는 1999년 기  자료임.

      2) 스웨덴의 자료는 1998～99년 기  자료이며,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포함한 체인구임.

      3) 한국의 자료는 2000년 기  자료임.

자료: EU(2001), ‘The employment situ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European Union', 40쪽; 

U.S. Census Bureau(1999), ‘Work Disability Data from the March 1999'; Swedish Government: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2002), ‘Welfare in Sweden: the balance sheet for the 

1990s';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라. 각국의 여성고용 문제

  소득층 가구의 여성 한 실업과 빈곤문제에 시달리는 사회  취약계층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  편견에 의해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소외되

는 이 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혼을 할 경우에는 보육의 부담으로 인해 근로활

동에 참여하지 못해 빈곤상태에 빠지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1990

년  이후에는 보육으로 인한 근로활동 단에 해 육아휴직수당을 보장하는 방

안과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 본격 으로 논의되고 있다.

  아래 <표 3-9>는 편부모의 고용실태와 련해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요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각국의 일반가구 고용률과 편부모가구

(특히 소득층 여성가장)의 고용률을 비교하고, 둘째, 일반가구의 여성 고용률

과 여성가장 고용률을 비교하고, 셋째, 보육의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과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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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여성 고용률을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3-9〉 각국 빈곤층의 “자녀 보육여부”에 따른 취업률

결혼 가정의 고용률

편부모 
고용률

편부모 
비율

20~60세 
아이없는 
여성의 
고용률

6세 이하 아이 
보육모(母)의 

고용률
부모 

고용률

모(母) 교육수 에 따른 
고용률 모

(母)
고학력 학력 학력

미국
1999 77.4 - - - 60.6 67.7 24.6 85.2 61.5

1989 74.6 - - - 55.7 47.5 21.6 79.9 54.0

국
1999 75.1 70.3 60.3 32.2 61.3 36.8 21.8 74.3 55.8

1989 66.5 58.9 46.0 39.2 45.3 27.5 13.3 70.8 42.7

랑스
1999 72.9 72.2 54.9 29.0 56.8 51.6  8.7 64.7 56.2

1989 71.9 - - - 52.2 60.8 7.0 60.6 52.6

스웨덴
2000 - - - - - 64.6 - - 77.8

1990 - - - - - 85.9 - - 86.6

  주: 1) 고학력은 재 이상, 학력은 고등교육 이상, 학력은 고등교육 미만

      2) 교육수 별 모(母)는 6세 이하 아이를 보육하는 사람

      3) 모(母)는 25～54세, 아이는 7세 이하

자료: EUROSTAT  각국 정부자료에 기 한 Secretariat 분석결과(1989년, 1999년)

  먼  1989년과 1999년 사이 모든 국가에서 일반가구 고용률이 상승하 으며, 

일반가구에 속한 여성고용률 한 상승하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과 국의 편부모가구 고용률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반해, 랑스와 스

웨덴의 고용률은 각각 9.2%와 21.3% 감소하 다. 그러나 랑스는 같은 기간 

 편부모가구 비율이 7.0%에서 8.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장의 고

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허용하는 각국의 문화와 제도

의 향을 받으며, 특히 보육 련 복지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향을 받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별로 편부모가구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99년 일반가구의 고용률이 77.4%인 것에 비해, 편부모 가구의 고용률은 

67.7%로 낮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가구의 여성 고용률은 60.6%

로 편부모가구의 고용률보다 낮은 수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편부모 가구의 경우, 가구의 생계유지를 해 근로활동 참여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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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TANF 등이 여성가장의 근로활동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을 반 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 한 일반가구의 고용률뿐 아니라 편부모가구와 여성가장

의 고용률이 같은 기간 큰 폭으로 상승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

하 던 것처럼, 국의 편부모 고용참여율은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3. 각국 사회복지부문 지출추이

  앞서 각국이 실업‧빈곤문제의 심각성에서 탈빈곤정책의 필요성을 감하 다

는 을 지 하 다. 그 다면 이제 각국이 복지지출에 압력을 느 는지, 그랬

다면 그 정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에서는 각국의 사회복지부문 

공공지출, 특히 사회부조와 련된 지출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가. 각국의 사회복지 공공지출 추이

  먼  각국의 공공사회복지부문 지출추이를 살펴보면, 실업문제가 극심했던 

1990년  반 사회복지 산이 모두 정에 달하고, 1990년  후반에 들어서면 

한국을 제외한 부분의 국가에서 지출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이다. 이는 

1990년  반까지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과 복지개 을 통한 지

출억제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1980년 각국의 GDP 비 복지지출은 미국이 13.1%, 국이 18.2%, 

랑스가 21.1%, 스웨덴이 29.0%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13년 이후 네 

국가의 복지지출은 그 정에 이르게 된다. 아래 [그림 3-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93년에 이르면 미국이 15.4%(2.3% 증가), 국이 23.6%(5.4% 증가), 

랑스가 29.3%(8.2% 증가), 스웨덴이 36.7%(7.7% 증가)로 격하게 증가한다. 이

는 주로 연 , 건강보험 등의 재정 자로 인한 지출의 증가와 사회부조 련 지

출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1993~94년을 후하여 이 네 국가에서는 

탈빈곤정책을 둘러싼 복지개  논의가 활발히 나타나게 된다. 실제 미국의 근

로연계형 복지정책의 이념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으며, 국 보수당의 복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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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시기에 견되었으며, 스웨덴 사민당 정부의 복지개  한 그러했다. 

아울러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93년 랑스 우 정부의 단명했던 복지개  

한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림 3-3〕 각국의 GDP 비 공공사회복지지출 (1980～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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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복지부문 공공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Adema, W. (2001), "Net Social Expenditure",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 No.52., Paris.에서 인용

나. 각국의 사회부조 련 지출 추이

  그리고 사회복지 련 공공지출  실업률이나 빈곤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은 사회부조 련 지출(Social Assistance Expenditure)이라고 말할 수 있

다. 네 국가의 사회부조 련 지출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 

3-4]를 통해 알 수 있듯, 1980년 GDP 비 사회부조지출은 랑스가 가장 높고, 

스웨덴, 국, 미국 순으로 나타나며, 이 순 는 18년이 지난 1998년에도 바

지 않고 있다.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980년 재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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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비 사회부조지출은 미국이 0.25%, 국이 0.27%, 랑스가 0.29%, 스웨

덴이 0.26%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1993년과 1994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국가의 사회부조지출은 속하게 증가하여, 국이 0.44%(1.7% 증가), 랑

스가 0.51%(2.2% 증가), 스웨덴이 0.45%(1.9% 증가)를 나타내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1980년에 각국 복지지출의 최소값과 최 값이 GDP 비 

0.25~0.29%로 불과 0.04%의 편차를 보 던 것에 비해, 1998년에는 0.23~0.51%로 

무려 0.28%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82년에 사회

부조지출이 정에 달하고, 1992년 그와 유사한 수 으로 소폭 증가하는 양상

을 나타내지만, 나머지 국가는 1990년  반부터 사회부조지출이 속하게 증

가하는 양상을 겪게 된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세 국가의 경우, 사회부조 련 

지출의 증가가 복지수혜자를 상으로 하는 탈빈곤정책 는 취업 진정책의 

출 에 큰 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4〕 각국 사회부조지출의 추이(1980～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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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국 빈곤계층의 빈곤진입  빈곤탈출 경로

  앞서 각국의 실업‧빈곤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한 사회복지 련 지출추이를 간

략하게 살펴보았다. 그 다면 좀더 구체 으로 각국의 빈곤층이 어떻게 빈곤상태

에 빠지고, 어떻게 빈곤상태에서 벗어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각

국의 빈곤진입  빈곤탈출 경로를 원인별로 정리한 것이다15). 먼  각국이 공통

으로 보이고 있는 상에 해 언 하면, 빈곤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는 가족해체(이혼이나 별거), 이 소득 감소, 근로소득 감소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빈곤가구가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원인 혹은 경로로 이

소득의 증가, 근로소득의 증가, 근로자 수의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 각국 빈곤가구의 빈곤진입 경로

  아래 <표 3-10>은 랑스, 국, 미국 빈곤가구의 빈곤진입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먼  1994년~1996년 사이 랑스의 빈곤가구를 상으로 한 조사는 빈곤

상태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소득의 감소(35.3%)를 들고 있다. 이는 공

‧사  여의 감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실업 여나 각종 수당의 

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빈곤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를, 다른 한편으로는 수

기간축소  여율 하락 등으로 빈곤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여

기서 공 ‧사  이 소득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빈곤층의 상당수는 근로무능력

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빈곤원인에 있어서 그 다음으

로 큰 이유는 가족구조의 변화(27.1%)를 들 수 있다. 가족구조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이혼과 별거이며(붙임 2 참조), 다음은 근로소득의 감소(21.7%)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근로자 수 감소(10.8%)와 함께 고려해야 할 항목이다. 여기서 근

로소득의 감소란 1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의 빈곤가구가 빈곤상태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 한 이 소득의 감

소(32.9%)이며, 가족구조의 변화(25.9%)나 근로자 수의 감소(17.5%)의 순( )이

다. 이는 랑스 빈곤가구의 빈곤진입원인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

15) 참고로 이 자료에서 스웨덴은 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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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흥미로운 은 패  체가구의 빈곤원인  이 소득이 차지하는 비 이 

랑스와 국에 비해 상 으로 낮은 25.6% 수 에 머물고 있다는 이다. 

이는 유럽연합 내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여정책변화  여수 이 매우 다양

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어서 미국 빈곤가구가 빈곤상태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가족구조의 

변화(37.5%)이며, 근로소득의 감소(27.6%), 자본  기타소득의 감소(16.5%)가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이 소득의 감소(2.8%)는 큰 원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빈곤가구가 이혼 - 좀더 넓은 의미에서 자

녀출생 혹은 새로운 가구원의 발생을 포함하는 가족구조 변화 - 이나 실업으로 

인해 빈곤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보장의 수 과 보호

범 가 낮고 소하여 그것으로 인해 소득층 가구가 빈곤상태에 빠지는 경우

가 많지 않다는 을 의미한다.

〈표 3-10〉 각국 빈곤층의 “가족  직업 련” 빈곤 진출입 원인 분석

빈곤진입 원인

빈도수
가족구조

변화

근로자수

감소

주요 감소원인

근로소득 이 소득
자본  

기타소득
기타

랑스 1,285 27.1 10.8 21.7 35.3 3.1 1.9

국 1,015 25.9 16.2 17.5 32.9 5.8 1.7

ECHP평균 12,419 24.8 18.4 21.7 25.6 5.2 4.4

미국 564 37.5 15.0 27.6 2.8 16.5 0.7

자료: ECHP(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1994, 1995 and 1996); PSID (1987~1989) 

for the United States

나. 각국 빈곤가구의 탈빈곤 경로

  이제 랑스, 국, 미국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경로를 살펴보기로 하자(아래 표 

3-11 참조). 먼  랑스 빈곤가구가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소득의 증가(29.6%)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근로무능력자에 한 여의 

인상이나 근로능력자의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  제공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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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의 증가(22.4%)나 근로자 수(26.9%)의 증가가 빈곤에

서 벗어날 수 있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빈곤탈출이 임 인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와 새로운 취업자의 출 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로 별된다. 하

지만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기존 취업자의 능력개발이나 직장 내 승진 등을 

통해 가구소득이 증가할 가능성보다 자녀나 배우자의 취업을 통해 가구소득이 증

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결혼 등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게 

될 확률은 타 항목에 비해 상 으로 낮은 14.4%를 나타내고 있다.

  국의 빈곤가구가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랑스와 마

찬가지로 이 소득의 증가(40.3%), 근로소득의 증가(23.7%), 근로자 수의 증가

(20.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랑스 빈곤가구의 빈곤탈출과정과는 다

른 이 존재한다. 그것은 이 소득의 증가를 통한 빈곤탈출이 매우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다. 일견 이러한 상은 매우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즉 

한편에서는 이 소득의 감소로 빈곤상태에 처하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소득의 증가로 빈곤에서 탈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이 지원기 을 변화시킴

에 따라 사각지 가 발생하고, 새롭게 지원을 받는 집단이 공존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둘째,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통해 여 외에도 근로소득에 한 

공제를 받음으로써 빈곤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미국의 빈곤가구가 빈곤상태에서 벗어나는 경로는 앞서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경로와 한 계를 갖고 있다. 가장 큰 빈곤탈출 요인은 근로소득의 변화

(36.8%)이며, 그 다음이 가족구조의 변화(27.0%), 근로자수의 증가(19,1%)의 순

이다. 먼  별다른 소득보장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가 빈곤탈출의 첫 번째 요인이라는 은 무나 당연할 것이다. 이어서 가족 

 군가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빈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한 상식

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족구조의 변화는 해당가구의 피부양자  군가가 

독립함으로써 상 으로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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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각국 빈곤층의 “가족  직업 련” 빈곤 진출입 원인 분석

빈곤탈출 원인

빈도수
가족구조

변화

근로자수

증가

주요 증가원인

기타
근로소득 이 소득

자본  

기타소득

랑스 1,333 14.4 26.9 22.4 29.6 3.1 3.7

국 1,062 12.1 20.5 23.7 40.3 [3.4]

ECHP평균 13,097 15.2 24.2 25.4 27.9 2.0 5.3

미국 698 27.0 19.1 36.8  3.8 13.2 0.1

자료: ECHP(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1994, 1995 and 1996); PSID (1987~1989) 

for the United States

第 2節 美國의 脫貧困政策과 雇傭政策

  1. 미국 탈빈곤정책의 시  배경

  1930년  미국은 공황으로 인해 량의 실업자  빈곤층이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 고, 연방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뉴딜 정

책(New Deal)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써 미국 사회복지의 제도화 과정이 시작

되었으며, 이는 1935년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과 2차 세계  

이후 다양한 사회보장정책의 수립과 실시로 이어졌다. 즉, 미국은 량의 실업

자와 빈곤층의 발생 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처함에 있어서 실업과 빈곤을 구

조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 로그램을 확 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60년 의 “ 한 사회(The Great Society) 건

설”이라는 슬로건 하에 시작된 빈곤과의 쟁(War on Poverty)은 사회복지 로

그램의 수와 지원규모를 속하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 과정은 정부의 공공복지가 오히려 빈곤문제를 악화시켰

으며, 빈민들의 자립심을 손상시키고, 자기책임정신을 괴하 으며, 복지의존계층

을 양산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래하 다는 비 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1970~1980년  사이 복지수혜자의 증가에 따른 복지비 지출의 증가로 미국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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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큰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막 한 정부의 복지지출에

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미국의 공식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하 다는 이다. 

  1978～1980년 사이 미국은 속한 경기침체를 체험하 고, 이 과정에서 실업

률은 1980년  말까지 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고 실업률이 장기

간 높은 수 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장기실업률 한 격히 증가하기에 이르

다. 그리고 1980년  말 경기가 부분 으로 회복됨에 따라 실업률이 5% 

반까지 낮아지는 듯 하 다. 그러나 1992년 다시 찾아온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

률이 다시 7%로 상승하고 실업자수도 1000만 명에 육박하기에 이르 다. 그러

다가 1993년 이후 미국 경제의 장기호황에 따라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여 2001

년에는 24년만의 최  수 을 기록하 다. 

〈표 3-12〉 미국의 고용자  실업자 수 변화
(단 : 천명, %)

년도 체고용인구 실업자 실업률

1994 124,450 7,412 5.95

1995 125,221 7,392 5.90

1996 127,840 7,173 5.61

1997 130,504 6,413 5.01

1998 132,302 6,138 4.64

1999 134,292 5,711 4.25

2000 135,649 5,609 4.13

2001 134,308 7,983 5.94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Population Survey, U.S, 2001

  이와 같이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장기실업자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미국의 장기실업률은 유럽 각국의 장기실업률보다 매우 낮은 수

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국가간 비교라는 측면에서 상 인 의미를 갖고 있

다. 즉, 장기실업률이 상 으로 낮은 것이 미국의 노동시장구조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단기실업자 혹은 근로빈곤계층의 증가

를 가로 하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표 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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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경기변동과 그에 따른 실업률의 증감은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제 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 앞에서 언 하 던 것처럼, 미국사회는 실업률과 빈곤율이 

비슷한 수 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이 낮더라도 빈곤율은 상 으로 

높은 수 을 유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표 3-13〉 미국의 실업기간별 실업자 규모
(단 : 천명) 

           연도
실업기간 1998 1999 2000 2001 2000/2001

5주 이하 2,648 2,593 2,497 3,066 569

5～14주 1,906 1,748 1,772 2,606 834

15주 이상 1,567 1,383 1,306 2,256 950

15～26주 728 691 689 1,213 524

27주 이상 839 692 617 1,044 427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Population Survey, U.S, 2001.

  결국 실업문제나 장기실업문제에 한 해결 노력에 있어 미국은 유럽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 각국이 이러한 문제를 하기 해 극  노동시장정

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을 두고 있다면, 미국은 역으

로 노동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해 복지축소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강화하

는데 주력하 던 것이다. 

  1990년  이 까지 미국에서 사회  취약계층에 한 책은 공공부조에 의

한 소득보장 략 주로 개되었으며, 고용지원정책은 부가 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책결정자들은 한 소득이 정책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려는 실

업자들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한편, 복지수혜자로 복지제도에 안주하게 만들었

다고 생각하기에 이르 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해 복지축소와 근로를 

통한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

는 1993년 빌 클린턴 통령의 ‘복지개 ’(Welfare Reform) 정책에서 본격화되

었다. 이후 미국의 사회  취약계층에 한 책은 일방 ‧시혜  복지정책에

서 벗어나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복지개 은 미국의 기존 정책에도 많은 향을 미치게 되었다. 1935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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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에 근거한 각종 공공부조제도는 차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를 강조

하는 양상을 나타내었고, 1996년 ‘개인의 책임과 근로기회 보장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

었다. 이 법은 복지 여 삭감과 함께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실제 아동부양가족지원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의 하

향조정과 함께 소득 아동가족, 노인, 장애인을 한 복지 혜택을 폭 삭감하

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요보호 아동을 가진 가족이면 별다른 조건 없이 생계

여를 제공하던 아동부양가족지원 (AFDC)제도는  생애에 걸쳐 5년 간만 

수 할 수 있도록 수 기간을 제한하고, 이 제도의 용을 받는 수 자는 반드

시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한 빈곤가구 일시부조 로그램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 TANF)과 취업기회  기 기

술 훈련 로그램(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Support Act: JOBS), 그리고 

긴 부조 로그램 등으로 체되었다. 

  이는 1996년 복지개  이후 실시된 각종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이 수 자의 노동시장 

참여의무를 강화하고, 반자를 제재하며, 수 기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

국 공공부조제도를 소득층의 근로동기를 강화하는 노동 심의 복지체계(Work-Based 

Welfare System)로 변화시켰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공부조 수 자가 

아닌 사회  취약계층에 한 고용 진정책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2. 취약계층 상 소득보장 로그램

  미국의 소득보장 로그램은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

 사회보험은 노령‧유족‧장애연 제도(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 노인의료보험(Medicare),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산재보험  기타 특수직역 연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부조는 빈곤‧노

인‧장애인을 한 보충  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식품교환권

(Food Stamp), 일시부조제도(TANF),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로 구성되어 있

다. 이와 함께 세 공제를 통해 소득 근로계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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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득세액공제(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제도가 근로빈곤계층을 

상으로 하는 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소득보장제도의 특징은 지극히 선별 이라는 이다. 즉 다른 선진국과 달리, 빈

곤층 체를 상으로 하는 보편  소득보장 로그램이 취약하다는 이다. 재 운 되

고 있는 지원제도인 실업보험을 제외하면, 공공부조제도인 보충  소득보장제도(SSI)는 근

로능력이 없는 빈곤노인과 장애인만을 상으로 하고, 일시부조제도(TANF)는 노동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낮고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만을 상으로 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노동능력이 있고 취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만을 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주정부 차원에

서 운 되는 일반부조만이 빈곤층 체를 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가. 노령‧유족‧장애년 제도(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 

  노령‧유족‧장해연 은 연방정부에 의해 지 되고 리되며, 노령‧유족‧장애연

여를 받기 해서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보험의 용 상이 되는 직장에 고

용되어 있어야 하고, 최소 40분기(10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납입해야 한다. 이밖에

도 노령연 을 받기 해서는 65세를 넘어야 하며, 유족연 은 사회보장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 되고, 장애연 을 받기 해서는 보험

에 든 상태, 신체  상태와 기능손상의 평가, 노동능력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기 을 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유족‧장애연 제도는 미국의 사회

보장체계에서 매우 요한 치를 하고 있는 소득보장제도로서 2000년 재 약 

45,414,800명의 퇴직자, 유족, 장애인이 여를 지  받고 있다. 

나.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실업보험 여의 용 상이자 자격요건은 주에 따라 그 기 이 다르지만 공

통 은 주에서 정한 기간동안 일정수  이상의 소득을 획득해야 하고, 최소 근

로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에 한 하여 여자격이 주어진다. 연방실업보험법

은 당해 연도 는 년도에 분기별로 1,500달러 이상의 임 을 지불하는 고용

주에게 용된다.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일정기간 혹은 지속 으로 실업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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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노동자 가운데 실업 여를 신청하고 고용국에 등록된 노동자에게 실업

여를 인정하고 있다. 실업 여는 정규 실업 여와 연장 실업 여로 구분되는

데, 연방정부가 로그램에 해 상이 되는 산업과 노동자 등 몇 가지 기

을 정하긴 하지만 주정부가 여제공기간, 여수 , 자격조건 등 기본 인 사

항을 독자 으로 결정한다. 연방정부는 사용자로 하여  갹출 을 내도록 하여, 

피고용인이 실직하 을 때 보험 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 빈곤‧노인‧장애인을 한 보충  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이 로그램은 사회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령과 장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자의 소득보장을 목 으로 한다. 따라서 보충  소득보장(SSI)은 

다른 공 부조 로그램에 비해 자격요건이 덜 까다롭고 근로에 한 의무조항도 

없다. 보충  소득보장(SSI)을 받기 해서는 노인의 경우는 65세 이상이어야 하

고, 맹인과 지체부자유자의 경우는 연방정부에서 정하는 장애에 한 규정에 해당

되어야 한다. 이 제도의 여형태는 매월 지 되는 여이다. 보충  소득보장

(SSI)은 매월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여로 연방 규

정에 따라 모든 주에서 동일한 자격기 과 여기 이 용되고 있는데(표 3-14 

참조), 2002년 기 으로 자산이 개인의 경우 $2,000, 부부의 경우 $3,000을 넘지 않

아야 한다. 재원은 연방정부의 일반재정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표 3-14〉 SSI수 기 (2001/2002년)

월별 지 액 (Maximum) 2001 2002

개인 $ 530 $ 545 

부부 $ 796 $ 817 

개인 임 근로자 $1,145 $1,175 

개인 비임 근로자 $ 550 $ 565

임 근로 배우자 $1,677 $1,719

비임 근로 배우자 $ 816 $ 837

자료: www.ssa.gov/pubs/10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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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시부조 로그램(TANF)

  일시부조 로그램(TANF)은 연방정부의 지침을 수하는 범  내에서 주 정

부가 운 하기 때문에 주마다 수 자격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 으로 부

모의 사망, 가출, 정신  는 신체  무능력, 실업 등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부

양 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 , 법정 공제액을 제외한 소

득과 재산이 주에서 정한 기  이하이어야 한다. 

  여 수 기간에 제한이 있어, 일시부조를 받는 가구는 60개월 이상 여를 수

할 수 없으며, 일시부조를 받은 가구의 부모 는 보호자는 여를 받고 24개월 

이내에 주정부가 규정한 일에 종사해야 한다. 복지개 법은 주정부가 일시부조를 

받는 수혜자의 근로참여율을 차 증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부조

로그램의 수 자들은 주당 20～35시간을 근로해야 하는데, 편부모의 경우, 주당 

20시간을, 그리고 2000년부터는 주당 30시간을 근로해야 하며, 부부의 경우에는 주

당 35시간을 근로해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피부양아동이 있으면서 한 아동

양육서비스를 찾지 못하거나, 1세 미만의 피부양아동을 가진 편부모의 경우에는 

외가 용된다. 이처럼 강화된 근로요건에 따라 피부양아동이 없는 부모가 요구

받은 근로 는 직업훈련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나 설명이 없

이 주 정부가 지정한 부모 원조나 아동양육 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부조 로그램의 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일시부조 로그램의 재원과 련해서 연방정부는 각 주별 일시부조 로그램

에 한 지원 산을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DHHS)를 통해 리하며, 2002년까지 매년 164억 달러의 기본포 보조

(Base-level Block Grants)을 지원한다. 그리고 TANF 수 자에게 제공되는 근로 

 직업훈련 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은 연방정부가 직업훈련 트법에 의해 

조성한 기 으로부터 일부 조달한다. 연방정부는 기본 인 포 보조 (Block 

Grant) 이외에 ① 빈곤율  인구증가율이 일정수  이상인 주(州), ② 일정기한 

내에 사생아의 수를 감소시킨 주, ③ 성공 으로 일시부조 로그램을 운 한 

주, 그리고 ④ 최근 분기 동안 실업률이 6.5% 이상이거나 실업률이 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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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동일 분기 실업률보다 10%가 높은 주에 해서 추가 보조

(Supplemental Grants)을 지원한다. 반면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규정을 수하지 

않는 주에 해서는 지원 을 감액할 수 있다. 

마. 식품교환권(Food Stamp)

  식품교환권은 가구 총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의 130% 이하이고, 가구 가처

분 자산이 2,000달러 이하이며, 가구 세후(稅後) 소득이 연방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빈곤선 보다 낮은 가구에 지 된다. 수 기간은 가구의 소득수  등의 조

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년 단 로 수 자격을 재확인하여 수 자격 확인서

를 재발  하도록 한다. 부양아동이 없고 18세 이상 50세 이하인 경우 주 20시

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면 수 기간이 제한된다. 

바.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 GA)는 일시부조 로그램(TANF)이나 보충 소득

보장(SSI)의 수 자격이 없는 빈곤가구나 개인에 해 물 는 여를 

제공하는 주정부 는 지방정부의 공공부조제도이다. 이는 연방정부의 다양한 

공공부조제도의 자격기 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긴 한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사각지 에 있는 상자들을 한 보완  성격의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의 재원은 연방정부와 계없이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조달

되며, 자율 으로 로그램을 리‧운 한다.

  일반부조도 자산조사에 입각하여 수혜자격을 결정하는데, 이 때에는 모든  

종류의 소득이 고려되며, 어떤 주에서는 여의 조건으로 최소한도의 주거기간

(residency requirement)을 요구하기도 한다. 여의 형태는 부분의 경우 

으로 지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식료품이나 집세보조, 열비보조, 긴  피

난처의 제공, 의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주어진다. 일반 으로 식

품교환권(Food Stamps)과 식품무상공 (Commodities)도 이 로그램과 연계되어 

제공된다. 일반부조의 체 비용은 개 주정부에서 모두 부담하지만, 어떤 주

에서는 지방정부(County of City)가 모두 부담하기도 하며, 주와 지방정부의 기



各國 脫貧困政策의 經驗과 示唆點 119

이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로그램의 운 은 주와 공공부조국이 

담당하거나 주정부의 감독 하에 지방정부가 운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

방정부가 단독으로 운 하기도 한다. 가장 보편 인 운 형태는 지방(County) 

단 로 운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일반부조(GA)의 수 상자 선정기   

여수 과 서비스 형태는 각 주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주에서도 지방마다 다르

게 나타난다. 재 부분의 일반부조(GA) 로그램은 근로 가능한 수 자에게 

최 임  수 의 공공근로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 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는 연방정부가 소득 노동자의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처음에는 한시 인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1978년 구 인 

제도로 자리잡기에 이르 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는 가구의 소득, 피부양아동

의 수, 과세 상인 사회보장 여나 실업 여 등의 항목들을 모두 포함한 총소

득에 따라 다르다. 특히, 피부양아동의 수에 따라 공제율 용한도, 공제 한계

율, 최  공제액 등이 달라진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기본 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자국민 는 1년 이상 지속 으로 거주한 외국인으로, ② 사회

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③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④ 자산투자에 의한 소득이 연간 $2,350 미만이어야 한다. 한 기혼일 

경우, 부부간에 분리 신청할 수 없다.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과의 계, 아

동의 연령, 아동의 거주여부에 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아동이 없는 경우에

는 가구주의 연령이 25세 이상 65세 이하이고,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

다. 피부양 아동이 있는 소득 가족  근로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가구이며 

납부해야 할 세 이 없거나 세 의 액수가 소득세 공제액보다 은 경우에는 

공제액의 일부 는 부를 으로 지 하기도 한다.

  3. 취약계층 상 고용지원 로그램

  미국의 취약계층 상 고용지원 로그램은 4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첫

째, 직업능력 개발을 한 교육  훈련 로그램으로 복지수 자 상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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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복지 로그램과 실업자 상의 직업훈련 로그램이 있다. 둘째, 직 인 

일자리 창출 로그램으로 공공부문 고용창출 로그램이 있다. 셋째, 간 인 

일자리 창출 로그램으로 고용보조 제도가 있다. 그리고 넷째, 이 세 가지 

로그램을 통합 으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가 있다.

가. 직업능력개발을 한 교육  훈련 로그램

  미국에서는 1962년 인력개발훈련법에 의해 최 로 규모 정부훈련 로그램

이 시작되었다. 이 후 복지 서비스와 함께 청년, 노인, 미숙련공, 복지수혜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상으로 직업훈련 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이르 다. 

  1974년에는 고용  훈련법(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CETA)을 제정하여 소득층  소수민족 등 사회 으로 매우 취약한 사람들을 

상으로 다양한 훈련과정과 함께 여 지 을 통해 빈곤퇴치 효과를 극 화 

하고자 하 다. 그러나 훈련 뿐 아니라 공공부문 고용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

써 민간부문으로의 고용을 축시키고 지방의 정치  이해 계에 의해 운 이 

매우 어렵게 되는 등의 문제 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들에 의해 1982년 고용  훈련법은 직업훈련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으로 체되었으며, 공공부문에 한 고용이 아닌 훈련에

만 을 두고 상층도 사회 으로 매우 취약한 사람 뿐 아니라 직장을 잃은 

일반 노동자들까지 확 하기에 이르 다. 직업훈련법(JTPA)이 정한 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은 소득층, 실업 여 수 자, 일반부조, 식품교환권 는 일시부

조 로그램(TANF)과 같은 공공부조 수 자  기타조건16)에 해당하는 자이다.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직업훈련법(JTPA) 지원 을 받기 한 제조건은 ① 

22세 이상 성인 상 로그램(Title ⅡA), ② 14세 이상 21세 이하 청소년을 

한 하계 로그램(Title ⅡB), ③ 14세 이상 21세 이하 청소년을 한 상시 로

그램(Title ⅡC), ④ 실업자를 한 로그램(Title Ⅲ) 등 네 가지 종류의 로그

16) ① 학업 퇴자나 퇴가능성이 높은 학생, ② 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계층, ③ 청소년 미

혼모  임산부, ④ 장애인, ⑤ 노인, ⑥ 퇴역군인, ⑦ 과자, ⑧ 약물남용자와 같이 취업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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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지원자   일정비율은 참여자의 실제 직업훈련활동

에 지출되도록 하여, 다른 부분의 훈련이나 인건비와 행정비용 등이 차지하는 비

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한 이 로그램은 지역과 민간

의 수요를 히 반 하기 한 몇 가지 특징 인 조직을 갖고 있었다. 우선 

직업훈련의 기획이나 자 의 배분은 노동부를 신하여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

며, 주지사는 주 직업훈련평의회의 도움을 받아 주 내의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일종의 직업훈련 지역 의체(Private Industry Council: PIC)와 력하여 직업훈련

로그램을 승인하고 조정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자 배분과 련해서 주지사는 

연방지원자 의 상당 부분을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 직업훈련법(JTPA) 로

그램 운 기 (Service Delivery Area: SDA)에 히 할당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가장 곤궁한 사람들에게는 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 의 소리가 나오게 되

었고, 1998년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에 통합되었다. 

  한편 과거 아동부양가족지원(AFDC) 수 자만을 상으로 근로인센티 (Work 

Incentive) 로그램을 통해 아동양육 서비스, 건강검진, 상담, 직업소개 등 보충

 서비스와 함께 직업훈련 로그램이 실시되어 왔으나, 자  부족으로 종합

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했고 1986년 당시 160만 명의 수 자  22만 

명만이 참여함으로서 활성화되지 못하 다. 이에 1989년에는 1988년에 제정된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을 모태로 직업기회 기본기술(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JOBS) 로그램으로 체되었고, 복지수 자들이 의무 으로 

이 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주정부 한 실행의무가 강조되었다.

  이 법에 따라, 각 주는 직업기회 기본기술(JOBS) 로그램을 개설할 의무를 

지녔으며, 나이가 3세 이상인 자녀를 가진 모든 사회복지 련(아동부양가족지

원 (AFDC)) 수혜자들은 의무 으로 이 로그램에 등록해야만 했다. 이 로

그램의 목 은 아동부양가족지원 (AFDC)을 받는 성인들이 직업훈련을 통하여 

경제 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는데, 연방정부차원에서는 보건

복지부가 주 하 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당시 직업훈련법(JTPA)을 장하는 

노동부, 기타 교육훈련과 연계되어 있는 교육부 등과의 긴 한 조를 통해 동 

로그램을 운 하 다. 그리고 각 주는 매칭펀드 형태로 연방정부의 자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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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직업기회 기본기술(JOBS) 로그램을 운 하 는데, 구체 인 서비스의 내용

과 용 상자 선정 등은 거의 으로 각 주의 소 이었다. 그리고 실제 훈련의 

실시는 종합고등학교, 직업학교, 지역사회 학, 일부 4년제 학, 지역사회단체

(CBO) 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로그램 한 자  제약으로 본래의 

목 을 달성하지 못하 으며, 1996년 복지제도의 개   일시부조 로그램

(TANF) 실시와 함께 직업기회 기본기술(JOBS) 로그램은 종식하게 되었다. 이 

후 일시부조 로그램 제도하에서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일 보조 을 지원 받

아 자율 으로 훈련, 구직, 기타 복지를 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인력투자법은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직업훈련 로그램들을 하나로 통합

하고 IT 인력양성 등 21세기를 비한 종합 인 교육훈련제도를 확립하기 해 

도입되었다. 주요 세부 목 은 참여자들의 취업률과 소득수 을 향상시키고 산

업인력의 기능수 을 향상시키며, 복지의존도를 감소시키고 국민 체의 생산성

과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에 있다. 기존 직업훈련법의 주요 상이 소득계층

의 성인, 청소년, 실업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에 비해 이 법은 장애자, 고령자, 

재향군인 등을 포함한 모든 성인까지 상층을 확 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핵심서비스(Core Services), 집 서비스(Intensive Services), 훈련서비스(Training 

Services) 등 고용지원 련 서비스들을 단계 이고 통합 으로 제공한다는 것

이  하나의 특징이다. 핵심서비스는 경력상담을 포함한 직업탐색과 배치, 구

인수요를 심으로 한 노동시장정보제공, 직업에 필요한 기술정보제공, 고용동

향제공, 최  취업에 필요한 기능과 필요조건의 평가, 유용한 서비스와 로그

램에 한 정보제공, 직업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후 리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집 서비스는 기본핵심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와 만

족할 만한 일자리를 다시 구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재직근로자를 상으로, 

심도 깊은 기술능력 평가, 개인별 취업계획 개발, 집단  개인 상담, 진로지도, 

사례 리, 단기간 직업생활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훈련서비스는 집 서비

스를 통해서도 취업하지 못하 거나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훈련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직업기술훈련(Occupational Skills Training), 장직업

훈련(OJT), 창업훈련(Enterpreneurial Training), 기술업그 이드훈련(Skill Upg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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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비훈련(Job Readiness Training), 성인교육, 교양교육활동, 고용희망 기업체의 

요구에 따른 주문형 훈련 등이 있다.

나.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 를 통한 직 인 고용창출 로그램

  미국의 공  고용창출 로그램으로 고용  훈련법(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CETA)에 근거한 공공서비스 고용(Public Service Employment) 

로그램이 있었는데, 1973년에서 1975년의 경기후퇴와 실업에 응하여 무직자

를 이고 경제성장을 진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부문과 민간 비 리부문에서

의 일자리 창출을 시작하 다. 이 고용창출정책은 카터 행정부 시기에는 그 규

모가 상당히 확 되기도 하 다. 이 로그램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기인 1978년

에는 약 40억 달러의 연방재정을 소요하여 7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 다. 

하지만 고용  훈련법(CETA)의 공공서비스 고용 로그램은 지역수 에서의 오

용과 불법 인 로그램 참여 등의 많은 문제 이 지 되었다. 따라서 에서도 

언 하 듯이 1982년에는 이러한 비 을 수용하여 고용  훈련법(CETA)이 직업

훈련법(JTPA)으로 체되었다(Friedlander, Greenberg, & Robins, 1997).

   다른 공  고용창출 로그램으로는 소득 근로자를 상으로 하는 많은 소규

모 로그램이 있다. 이 로그램은 직업기술 개발과 근로의무의 강제, 지역사회에 가

치 있는 서비스의 제공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일부 

로그램은 직업기술의 획득을 강조하고 다른 로그램들은 공공부조 개 의 일환으로 

개인의 근로의무나 지역사회 개발에의 기여를 강조한다(Johnson et al., 2000). 특히 근

로의무가 부여된 공공부조 수 자를 한 직업창출 로그램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을 목 으로 하는 로그램과 근로하지 않는 공공부조 수 자들을 노동시장에 참여시

키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로그램을 결합시킨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로그램의 주

된 목 은 수 자가 사회 인 근로의무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욕구를 지닌 정당한 수

자가 근로를 통해서 정부의 여를 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의무를 회피

하는 사람들은 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다. 아울러 수 자의 소득을 향상시

키는 것 한 그 목 에 포함된다(Ellwood & Welt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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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후반 이래로 진행된 이러한 소규모의 고용창출 로그램들은 비교

 정 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1994년 스콘신주의 

워키에서 실시된 ‘새로운 희망’(New Hope) 로그램과 1987년에서 1990년까지 

미네소타주의 세인트폴에서 실시된 ‘이행’(Transitions) 로그램은 근로경험과 

직업기술을 획득하도록 돕는 한시 인 공  일자리를 강력한 구직활동이나 직

업배치활동과 결합시킴으로써 취업이 어려운 개인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데

에 기여하 다. 그밖에도 아동부양가족지원제도(AFDC) 하에서의 고용창출 

로그램(HHHAD) 로그램과, 1970년  이래로 시행되어 온 청소년 직업훈련학

교(Youth Corps) 로그램은 로그램 산출물의 사회  가치가 로그램에 소

요된 비용을 넘어선 를 보여 다. 그리고 많은 공공기 이나 비 리 민간기

, 소득지역의 단체들이 지역사회에 한 로그램의 기여도를 제고하는 것

을 목 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 다.

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 를 한 간 인 고용창출

  민간부문에서 임  노동자의 고용을 확 하는 정책으로는 고용유지세

(Employment Tax Credit)와 임 보조 (Wage Subsidy) 정책이 시행되었다. 1993

년 연방정부의 연방기업 로그램(Federal Enterprise Zone Program)은 경제 으로 

침체한 지역에서 해당 지역 출신 노동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해 조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고용을 진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1979년에서 1995년까지 시행된 직업세액공제제도(Targeted Jobs Tax Credit: 

TJTC)과 이후 이를 체한 근로기회세액공제제도(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한 특정 취약집단(disadvantaged group)에 속하는 임  노동자를 고

용하는 기업에 해 조세혜택을 제공한다. 

  직업세액공제제도(TJTC)에 한 안으로 1977년에서 1978년까지 숙련 노동자를 

한 직업창출을 해서 시행된 신규고용세액공제제도(New Jobs Tax Credit: NJNC)의 

확장이 제기되었다. 를 들어 신규고용세액공제제도(NJNC)는 기업의 년도 고용수

의 102%를 과하는 경우, 기업에 고용된 각 노동자에게 지불된 첫 만달러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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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보 세(Tax Credit)를 지불한다. 이러한 보조 은 숙련 노동자를 고용하

는 경우 임 비용  더 큰 비율을 지원함으로써, 선별 (categorical) 로그램이 수반

하는 낙인효과 없이 참여자에게 고용에 따른 경제  인센티 를 제공한다.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 로 시행된 고용보조 은 1960년  인력개발‧훈

련법(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 MDTA)으로 민간부문에서 취약계

층 노동자를 훈련시키는 가로 임 보조 을 지 하는 방식이었다. 아울러 그 

뒤에는 고용  훈련법(CETA), 직업훈련법(JTPA)에 이어, 재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이 시행 인데, 취약계층 노동자를 채용하고 이

들에게 장직업훈련(On-The-Job-Training)에 참여하는 것을 제로 보조 (OJT 

reimbursement)을 지 하고 있는데, 보조 은 임 의 약 50% 수 이다.

라. 통합 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재 미국에서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고용과 련된 모든 업무는 원스톱 경력

리센터(One stop career center)에서 리‧운 하고 있다. 이 센터는 직업은행과 인

력은행, 경력정보 등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교육과 훈

련서비스를 지역별, 주별, 국수 에서 체계 이고 효율 으로 리하고 있다. 특

히, 원스톱 경력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핵심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을 두고, 핵심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취업

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다 심도 있는 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취약계층 상 자활지원서비스

가.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 로그램

  근로연계형 복지 로그램(Welfare to Work: WTW)은 1996년 복지개  이후 새

로이 도입된 것으로 주(州) 단 로 실시되며, 연방정부의 기본지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는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원을 삭감하는 강력한 규제력을 가진 제

도이다17). 이 로그램은 참여 상이 17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근로 활동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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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약계층은 모두 해당이 되며 특히 연방정부의 일시부조 로그램(TANF)등 공

공부조를 수혜받는 사람이 해당된다. 일시부조 로그램(TANF) 여를 받는 사람 

에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는 의무 으로 근로연계복지(WTW) 로그램에 참가

해야 한다. 이 로그램은 1차로 18개월부터 24개월 간 제공되며, 재평가 후 6개월 

단 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훈련이 이루어진다. 근로연계복지(WTW) 로그램 조건 

이행 기 으로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경우 주당 35시간(부모  한 명은 주

당 20시간 이상 참여해야 함), 편부모 가정은 주당 32시간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일시부조 로그램(TANF)이 노동시장 참여로 인정하는 활동은 ① 민간 는 공

공부문에 고용되는 것을 비롯하여, ② 직장에서의 직무교육(On-The-Job Training), 

③ 근로경험 습득활동(Work Experience), ④ 최  6개월까지만 허용되는 구직활동

(Job Search), ⑤ 지역사회 사활동(Community Service), ⑥ 지역사회 사활동에 

참여하는 부모를 한 탁아 사 제공(Provision of Child Care), 그리고 ⑦ 최  12

개월까지 허용되는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al Training) 등이다.

  근로연계복지(WTW) 로그램은 취업  로그램과 취업 후 로그램으로 나 어 

운 되고 있는데 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직을 한 경우 직장을 유지하고 더 나은 취

직기회를 찾아보며 경제 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  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보조  없는 취업

(Unsubsidized Employment)으로 정부 로그램 보조  없이 100% 고용주로부터 

을 받는 로그램이다. 둘째, 보조 이 지 되는 민간부문의 취업

(Subsidized Private Sector Employment)으로 정부로부터 보조 을 받은 민간부문

에서 피고용인(수 자)이 을 받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 보조 이 지 되는 

공공부문의 취업(Subsidized Public Sector Employment)으로 정부로부터 보조 을 

받은 공공 혹은 비 리 부문에서 피고용인(수 자)이 을 받고 있는 경우이

다. 그밖에도 장체험(Work Experience), 장직업훈련(OJT), 직업기술훈련, 성

인 기본훈련, 구직활동, 기본소양교육, 환고용, 특정분야 직업훈련, 고등학교 

진학교육 등이 있다. 

17) 노동조건, 최  수 기간 등에 한 이러한 연방정부의 지침은 최소한의 기 이다. 따라서 각 

주가 자체 으로 노동조건을 강화하거나 최  수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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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서비스(Supportive Services after getting a job)는 직장을 유지하거나 

장래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한 자립할 수 있는 정보, 자원, 수단을 제

공하는 것을 말하며 주당 32～35시간 근로활동을 하는 수 자만 해당된다. 취

업 후 서비스로는 의료보호(medicaid)혜택이 12개월 간 지속되고 탁아 혜택이 

24개월 간 유지되며, 직장에서 제공하는 장직업훈련(OJT) 소득이 일정 한도

를 과하지 않는 한 여를 계속 받게 된다. 아울러 교육‧훈련 등의 취업 후 

서비스를 받기 해 필요한 양육비, 교통비 등 기타비용도 지원 받게 된다.

  일시부조 로그램(TANF)에서의 상자들에 한 근로활동 참여 요청(work 

requirement)은 단순히 직업활동으로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로그램들의 참여도 

포 되어 있어 개별  상황과 특성에 합한 근로활동 로그램에의 참여가 보장

되고 있다. 일례로, 남다코타주(South Dakota)는 연수고용 로그램, 장 직업훈련 

로그램, 직업훈련 로그램, 공공근로활동(Community Work) 로그램, 산학연계

(Combined Work and Education Activity) 로그램, 학교교육(High School Attendance 

Program) 로그램, 취업 비 로그램(구직활동, Job Club) 등이 마련되어, 상자 

스스로의 능력과 특성에 합한 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취업  직업능력을 제

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 취업 이후에도 상자들이 고용능력을 제고하여 직업의 

상향이동  고용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련 교육훈련 로그램들이 마련되

어 있고, 이들에 한 지속 인 상담활동 역시 수반되도록 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

히, 이들 로그램들에서는 여지원뿐 아니라 상담  심리검사, 사례 리, 로

그램 종료 후 취업알선  지도 등을 통해, 상자 리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례 리자의 역할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체로 기 상담부터 수

자격 정, 고용  보육서비스 연계, 일시부조 로그램(TANF)과 연 된 여안

내, 복지탈출 이후의 사후 리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직업능력 향

상에 을 둔 로그램 뿐 아니라 인성교육  생활교육 로그램도 극 마련

되어 있는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밖에 아리조나주(Arizona)의 생활기술훈

련(Life Skill Training) 로그램은 시간 리, 가계부 리, 가족갈등 리, 아동양육

법, 의사소통기술, 용모 리법 등에 한 교육을 통해 상자들의 생활방식과 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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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탈복지를 한 취업복지 트 십(Welfare-to-Work Partnership)

  1999년 균형 산법(Balanced Budget Act)은 일시부조 로그램(TANF)을 일부 

개정함과 동시에 일시부조 로그램(TANF) 수 자들의 취업을 진하기 해서 

연방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로 하여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한 민‧  

력(Welfare-to-Work Partnership)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근거를 제공하 다. 즉 

취업희망 복지수 자들(welfare recipients)과 복지수 자 고용희망 기업들을 상

호 연결시켜 복지수 자의 취업을 진하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와의 

제휴(partnership)를 뜻한다. 사업운  방식은 ① 기업이 직  직업훈련 로그램

을 운 하는 방식, ② 민간기 과 계약을 맺는 방식, ③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직

고용방식이 있다. 더불어, 연방정부는 기업들로 하여  복지수 자들에게 고

용기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해서 고용 진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18)와 임 보조(Wage Subsidy)19)를 하고 있다. 이 로그램의 참여자격은 일

시부조 로그램(TANF) 수 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방노동성이 지원하는 이 

로그램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그리고 기업의 제휴 하에 운 된다20).

다. 성과

  미국의 자활지원 로그램이 성공하 는지는 일시부조 로그램(TANF) 수 자

18) 복지수 자를 고용한 기업에 한정하여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방세 가운데 일부를 감면하

는 제도이다. 기업이 복지수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기업은 400시간 이상을 근로한 복지수

자에 한하여 그 복지수 자에게 지불된 임  가운데 처음 6,000달러의 35%에 해당하는 연

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 연방정부가 주정부로 하여  주정부가 필요로 하는 임 보조 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기존의 공공부조 로그램을 한 재원에서 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

다. 일단 복지수 자가 기업에 취업하면 공공부조(TANF) 로그램을 통한 여는 지된다. 그

신 공공부조 로그램을 통해서 지 되던 여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 보조비가 제공된다. 

사례) 매달 TANF($250)와 식품교환권($350) 여를 받아오던 수 자가 취업복지 로그램을 통해 

기업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그 복지수 자에 해서 최고 $600까지의 임 보조비를 지

원받을 수 있다. 단, 고용주는 복지수 자에 해서 어도 최 임  수 의 임 을 지 해야 

하며, 최 임 과 임 보조 간의 차액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20) 유길상 외 7인, 실업자 사회안 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1998), pp.186～188. 

원문에는 취업복지를 한 트 십이나 편의상 취업복지 트 십으로 용어변경을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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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얼마나 감소하 으며, 일시부조 로그램(TANF)을 떠난 수 자의 취업  

근로와 련된 활동이 얼마나 증가하 는지를 통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기 만을 용했을 때, 재 미국의 복지개 에 한 평가는 체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른다.

  2001년 일시부조 로그램(TANF) 연례총회보고서에 따르면, 복지개  이후 취업

하 거나 지역사회서비스  근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복지제도에서 벗어난 수

자 수가 극 으로 증가하 으며, 이처럼 복지수 자가 복지제도에서 벗어나면서 

수 자의 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 말 수 자 규모는 월평

균 540만 명으로 1996년 아동부양가족지원 (AFDC) 수 자 규모에 비해 56%나 

감소하 다. 일시부조 로그램(TANF) 수 자가 540만 명인 것은 1967년 이후 가

장 은 수치이며, 수 자 비율로는 1961년 이후 가장 낮은 수 이다. 

  복지제도로부터의 탈출을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하려면,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고용률이 요한 단자료가 된다. 이와 련해서 복지개  이후 복지수혜자들

의 고용은 극 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개 의 주요한 평가기

은 고용에 한 향이다. 모든 가능한 자료들은 재  과거 일시부조 로

그램(TANF) 수 자의 고용비율이 매우 증가하 다. 1996년에 11%인 것에 비해 

2000년에 성인수 자의 33%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총수 자의 

26%, 수 자  근로하는 사람의 80%가 임 을 받는 일자리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근로경험 로그램이나 지역사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일시부조 로그램(TANF) 행정자료에 의하면,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편모의 

1988년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2.9%와 9.2% 으나, 2000년에 이르면 고용률

은 64.5%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6.9%로 감소하 다. 한 18세 이하 아동이 있

는 편모의 경우, 1998년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44.0%와 9.3% 으나 2000년

에는 고용률은 60.8%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7.4%로 감소하 다. 여기서 주목해

야 할 것은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의 감소세가 1996년 복지개 이후 꾸 히 유

지되고 있다는 인데, 이는 1996년 개인책임과 근로기회법(PRWORA) 도입이

후 일시부조 로그램(TANF)의 근로연계복지(welfare-to-work) 로그램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3-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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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미국 TANF 수 편모의 고용상태변화
(단 : %)

1988 1990 1992 1994 1996 1997 1998 1999 2000

편모(6세 이하) 

 -취업 42.9 47.8 44.0 46.4 52.6 57.6 58.8 61.9 64.5

 -실업 9.2 7.9 8.7 9.7 8.4 9.8 9.2 8.2 6.9

 -노동시장비참여 35.6 33.9 47.3 43.7 31.2 27.6 26.4 25.4 24.1

편모(18세 이하)

 -취업 34.7 38.3 44.1 46.1 42.6 50.4 51.1 54.6 58.5

 -실업 9.3 9.5 9.7 10.0 8.6 10.3 9.3 7.9 7.4

 -노동시장비참여 46.7 44.3 46.2 43.8 40.4 35.4 34.1 33.1 31.8

자료: 2001 TANF Annual Report to Congress 

  그러나 이처럼 1996년 복지개 이후 수백만 가구가 복지제도를 떠났고 취업

률도 증가하 으나, 이들  상당수가 단기간에 복지제도로 되돌아오는 상이 

발생하 다. 이들에게 일시부조 로그램(TANF)으로부터의 탈출은 구 인 탈

출이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 1990년  말 실업과 경제호황기에도 국 으로 

수천 명의 복지탈출자가 일시부조 로그램으로 귀환하 다. 이들  소수만이 

규칙 반으로 인해 단기간동안 수 이 단된 경우 고, 다수는 근로활동에 

참여하기 해 복지제도를 떠난 사람들이었다. 그 다면 향후 경기가 침체될 

경우, 이 귀환률은 격하게 증가할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미국가구총조사(NSAF)에 의하면 평균 으로 약 1/5의 수 탈출 가구가 복지

제도로 귀환하 다. 좀더 구체 으로 언 하면, 1997～1999년 복지제도를 떠난 

수혜자  1999년 다시 돌아온 이들은 약 22%에 달하고 있다. 물론 주마다 복

지탈출자의 귀환률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년 내에 귀환했던 사람의 

비율을 보면 로리다주(Florida)가 11%, 오하이오주(Ohio)는 25%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원래 근로활동을 진하기 한 지원 로그램

(Assistance for Work)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다. 

  부분(51%)이 취업  근로소득증가로 복지제도를 떠난다고 답했으며, 22%

가 더 이상 일시부조 로그램(TANF)을 원하지 않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

득 증가로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답했고, 13%는 그들이 로그램의 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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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지 않아 탈락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14%가 기타이유로 남아있었는데, 

그 에는 여기간제한 규정에 용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계기로 복지제도에서 탈출한 사람보다 근로활동에 참여하기 

해 복지제도를 떠난 사람  귀환율(21%)이 다소 높았다는 이다. 이는 취업한 것

으로 보고한 수 자  많은 사람이 실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 거나, 불안정한 취

업상태에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왜 최근의 많은 연구가 취업이 힘든(hard 

to Employ) 계층의 자활에 주목하고 있는가를 말해 다(Amy Brown, 2001).

  좀더 구체 으로 이들이 복지제도로 되돌아오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첫째 일자리를 잃은 경우이고, 둘째 자발 으로 일자리를 떠난 

경우이고, 셋째 자립하기에는 임 이 무 낮은 경우이다. 그리고 귀환자의 비

율이 가장 많은 항목은 일시부조 로그램(TANF)의 규정 반인데, 이는 행정

리의 측면에서 정 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들은 체로 수 에서 탈락한 

후 몇 개월만에 신속하게 귀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6〉 미국 TANF 탈출 복지수혜자의 귀환율

체 탈출자  귀환자의 비율 (A) 탈출계기 별 귀환자 비율 (B)

취업/근로소득 증가 20.7% 51%

규율 반 36.3% 13%

불필요/기타소득 발생 15.4% 22%

기    타 23.2% 21%

합    계 21.9% 100%

자료: Pamela Loprest(2002), “Who Returns to Welfare?”, New Federalism, 2002 September, 
No.B-49, The Urban Institute의 자료를 가공

  그 다면 복지탈출자가 복지제도로 귀환하지 않고 안정 으로 자립할 수 있

도록 돕는 서비스는 존재하는가. 이와 련해서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복지 

탈출자에게 환기  여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제도로의 귀환을 

상당수  감소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보육 여, 건강보험, 식품교환권(food stamps)

의 수 은 일시부조 로그램(TANF)으로의 낮은 귀환률과 한 련이 있다. 이

는 각종 공공부조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로 하여  경제 으로 힘든 시기

를 헤쳐나가며, 일시부조 로그램 밖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지망(Cush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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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 다. 아울러 복지사무소는 이러한 지원을 받

을 수 있는 가족들을 돕고 여를 제공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실시이후 복지제도 탈출자에 한 지원 한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는데, 일부 주에서는 보육 여(Child Care), 공공건강보험(Public Health 

Insurance), 식품교환권(Foods Stamps), 주거지원(Housing),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하

고 있다. 략 탈출가구의 1/3이 이러한 서비스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복지수혜자  자활 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업을 통해 경제

 자립을 비하는 가족들에게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미국가구총조사(NSAF) 자료는 복지탈출 직후 수개월간 지방정부의 지원이 일시부

조 로그램(TANF)으로의 귀환율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 다. 특히 

보육 여를 지 받는 가구의 경우 귀환율이 그 지 않은 가구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

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가구와 기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그 지 

않은 가구에 비해 귀환율이 반 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흥미로운 것은 특

정 로그램이 귀환율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다. 참고로 구직 로그램(Job Search Program)과 직업훈련 로그램(Job training 

Programs)은 귀환율과 유의미한 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7〉 미국 TANF 탈출자에 한 추가지원과 귀환율의 계
(단 : %)

지원 로그램 귀환율

보육 여
수  14.7

비수 24.7

건강보험
수  19.2

비수 27.3

생계비 지원
수  12.3

비수 23.0

구직  직업훈련
수  20.6

비수 22.2

1개 이상 지원
수  24.2

비수 20.5

자료: Pamela Loprest(2002), “Who Returns to Welfare?”, New Federalism, 2002 September, 

No.B-49, The Urban Institute의 자료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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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취약계층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의 특징

  1980년 까지 미국에서 취약계층에 한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은 별개의 문제로 

취 되었으며, 공공부조제도 한 여와 기타 물 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 

로그램 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6년 복지개 이후에는 고용정책과 복지

정책의 연계가 강조되고, 복지수 자의 자활의지를 진작하고, 복지의존성을 감소시

키며,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을 진하는 로그램이 심을 이루게 되었다.

  재 미국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목 은 복지수 자를 가능한 한 빨리 노동

시장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그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핵심은 복지수  자격을 제한하고 근로활

동을 통한 자립을 진함으로써 복지탈출(Disengagement from welfare)을 유도하

는 것이다. 즉, 정책의 기본목표는 탈빈곤보다는 탈복지를 지향하며, 복지의존

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에서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은 노동시장 

체를 아우르는 체계 이고 거시 인 정책이 아닌 복지수혜자에게 노동시장에 

한 참여를 강제하는 근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은 인 자본개발보다 취업우선 략에 무게

를 두고 있다. 인 자본개발 략은 장기 으로 수 자의 취업능력을 높여서 복

지의존상태로 락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데 을 두는 반면, 취업우선 략은 

임 의 일자리라도 먼  취업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후자는 장기간

의 교육이나 훈련 신 단기 이고 집 인 상담과 구직활동에 주력하며, 정보제

공과 취업알선을 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 훈련과정은 학력이 낮거나 기술이 

없는 수 자나 장애인 등 일부에게만 용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미국의 직업교육훈련은 분권화와 다양성, 민간참여의 강화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지역경제발 을 목 으로 각 주에서 자체 으로 실시하는 주 직업훈련, 종업원

을 상으로 하는 기업체의 사내 직업훈련들로 구분하는데, 그  가장 심

인 것이 연방정부의 직업훈련으로, 이는 민간기업체의 극 인 참여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직업교육훈련체계가 복잡하고 직업교육훈련 로그램들



134

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행정기 과 교육훈련기  뿐만 

아니라, 기업, 노조, 각종의 지역사회단체 사이의 력과 업무조정이 단히 

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분권화와 다양화는 로그램별, 지역별 편차를 가

져올 수 있으며, 이는 훈련의 질에 한 보장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넷째,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은 행정과 정보를 통합한 원스톱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정보와 행정의 양면을 한 자리에 집 시킨 원스톱 시스템은 훈

련 바우처 제도의 일종인 개인훈련 구좌제의 확 시행과 맞물려, 구직자에겐 

서비스의 선택권을 넓히고 훈련기  등 련 서비스 공 자에게는 경쟁을 강화

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1992년에는 개인책임과 근로기회법

(PRWOA)이, 1998년에는 인력투자법(WIA)이 제정되었다. 이들 법에서는 모든 고용

정책이 원스톱서비스센터를 통해 집행되도록 하 다(그림 3-5 참조). 따라서 재 

미국에서는 원스톱서비스센터만 방문하면 실업보험부터, 취업알선 직업훈련, 임

보조  등 모든 고용정책 로그램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에게 

가장 한 로그램을 상담원과의 면 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섯째,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즉, 고

용정책 집행에서 료주의를 탈피하기 해 성과에 따른 자 분배, 민간부문 

표자의 정책결정과정참여를 통해 시장지향성을 강화하고 수요자의 이해 계

가 정책에 긴 히 반 되도록 하 다. 여기서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 훈련기 , 

노동조합 등 민간부문 노동시장 주요 행 자가 망라된 지역인력투자 원회가 

지역고용정책의 략  계획  정책개발과 련된 결정을 하고 있다. 

第 3節 英國의 脫貧困政策과 雇傭政策

  1. 국 탈빈곤정책의 시  배경

1980년  기와 말기, 국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하 다. 그리고 이후의 

경기회복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지 못했다. 따라서 



各國 脫貧困政策의 經驗과 示唆點 135

〔그림 3-5〕 미국의 구직자 사 ‧사후 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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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kforce Investment Act Coordination of TANF Services Through One-Stops Has Increased 

Despite Challenges. GAO Testimony, 2002. p.17

국에서도 실업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게 되었다. OECD는 1993년 국

의 평균 실업률을 10.3%로 추정하 다. 이는 EU 평균인 10.6%보다 낮지만 OECD 

체 평균보다는 높은 것이다(OECD, 1994a). 한 1994년 ILO 기 에 따라 국 

노동력 조사국(UK Labour Force Survey)이 측정한 실업률에 따르면, 실업인구가 2

백6십1만5천명으로 체 노동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3백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의 실업률은 1995년을 기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OECD, 2000). 

〈표 3-18〉 국의 고용률, 노동시장 참여율, 실업률(15～64세 인구)
(단 : %)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인구 비 고용률 72.4 69.3 69.8 70.8 71.2 71.7

노동시장 참여율 77.8 75.9 76.1 76.2 75.9 76.3

실업률 6.8 8.7 8.2 7.1 6.2 6.1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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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국에서 복지 여에만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의 수는 크게 증가

하 다. 편모가구의 경우, 백만 명 가량의 여성이 어떠한 근로활동에도 참여하

지 않고 있었으며, 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2백만 명 가량이 장기 인 상병

여나 장애 여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그 결과 상병 여와 장애 여 지

액은 1980년  후반 들어 두 배로 증가하 다. 

  하지만 블 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의 노동시장 환경은 차 호 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OECD 통계자료를 보면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률이 

1990년 34.4%, 1996년에는 39.8%까지 증가하 으나 1999년에는 29.8%로 감소하

다. 2001년 ILO기 의 장기실업은 1997년 5월 이후 50% 이상 하락한 36만 5

천명이었고 취업률은 1997년 72.7%에서 2001년 74.8%로 증가하 고 근로하는 

사람이 없는 가정에 살고 있는 근로능력자의 비율도 1997년 13.1%에서 2001년 

11.7%로 감소하 다.

〈표 3-19〉 국의 장기실업률 변화
(단 : %)

1990 1996 1997 1998 1999

6개월 이상 50.3 58.1 54.8 47.3 45.7

12개월 이상 34.4 39.8 38.6 32.7 29.8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직업기술이나 경험이 미약하고 근로동기마  결여한 청년층, 50  이상 고

령층, 장애인, 독신가장 등 취약계층은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가능성이 더

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들에 한 신속한 고용지원이 정책의 효과

성이나 복지지출의 감의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는 을 말해 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 정부는 고질 인 실업문제와 복지지출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해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 는 ‘ 극  고용정책’(active employment 

policies)에 큰 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1997년 신노동당의 토니 블 어가 

“제3의 길”을 천명함에 따라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을 강조하는 근로연계

형 복지정책이 요한 정책목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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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정은 1998년 국정부가 발표한 복지개  녹서(Green Paper)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복지개  녹서는 “새로운 복지계약”(New Contract for Welfare)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후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 던 시민권과 국가의 책

임으로부터 의무와 권리의 균형에 기 한 복지로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요

약하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을,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

계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한 원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복지국가

는 근로활동 연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복지개 의 8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정부는 비숙련이나 사회  차별로 취업에서 소외된 계

층의 사회통합을 진하기 해 다양한 고용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개인 차

원에서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 차원에서는 기업의 경

쟁력을 높이기 해, 교육훈련과 고용을 연계시키는 략은 국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좀더 구체 으로 국은 기 교육기회

를 놓치거나 기술 습득의 기회를 갖지 못한 청소년, 실업자와 성인의 재교육과 

훈련 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 ‧고용불안으로 빈곤에 시달리는 가구를 해 근로가

구세액공제제도(Working Family Tax Credit)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조세제도를 

통해 부족한 임 소득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수 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진하

고, 복지제도로의 역류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취약계층 상 소득보장 로그램

  국 사회보장체계가 제공하는 여는 아래 <표 3-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여형 여(Contributory Benefit)와 비기여형 여(Non-contributory Benefit)로 나

뉘고, 비기여형 여는 다시 비자산조사 여(Non-means-tested Benefit)와 자산조

사 여(Means-tested Benefit)로 구분된다. 여기서 기여형 여는 주로 사회보험

에 해당되며, 비기여형 여  수당은 공공부조제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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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국의 사회보장제도 (2002년 5월 재)

종  류 재원 상

기여형 
여

사회
보험

퇴직연 (Retirement Pension; RP)

기여

국민
보험

기여  
납부자

기여기 형 구직 여
(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CB JSA)

법정상병 여(Statutory Sick Pay; SSP)

장해 여(Incapacity Benefit; IB)

법정해산수당(Statutory Maternity Pay; SMP)

사별 여(Bereavement Payment; BP)

과부‧홀아비수당(Widowed Parent's Allowance; WPA)
cf) 이  Widowed Mothers Allowance

사별연 (Bereavement Allowance; BA)
cf) 이  미망인 연 (Widow's Pension; WP)

비기여
형 여

비자산
조사형 

여
(보편  
수당)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DLA)

조세
개인의
여건에 
따라

아동수당(Child Benefit; CB)

보호자수당(Guardian's Allowance; GA)

출산‧입양보조 (Sure Start Maternity Grant; SSMG)
cf) 이  해산수당(Maternity Allowance; MA)

산업재해보상형 여
(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s; IIDB)

소득보 여(Reduced Earnings Allowance; REA)

질환‧장애인보호수당(Invalid Care Allowance; ICA)

요보호노인수당(Attendance Allowance; AA)

자산
조사형 

여

소득지원(Income Support; IS)

조세 소득층

소득기 형 구직 여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IB JSA)

사회기 (Social Fund; SF)

주택 여(Housing Benefit; HB)

지방세감면(Council Tax Benefit; CTB)

육아지원 (Child Support Maintenance)

소득근로가구세 공제
(Working Families' Tax Credit; WFTC)

장애인세액공제
(Disabled Person's Tax Credit; DPTC)

가. 사회보험(기여형 여)

  사회보험(기여형 여)은 16세에서 연 수 연령(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까지의 일정소득 이상(1997/98년에는 주당 ￡62, 2001/2002년에는 주당 ￡72)

의 모든 노동자가 사회보험 기여 을 납부하면 지 되는 여이다. 여기에는 



各國 脫貧困政策의 經驗과 示唆點 139

퇴직연 , 기여형구직 여, 법정상병 여, 장해 여, 법정해산수당, 사별 여, 과

부‧홀아비수당, 사별연 이 있으며, 각 여별 상, 여내용, 담당기  등 구

체 인 내용은 아래 <표 3-21>과 같다. 

〈표 3-21〉 국 사회보험

종류 상 여내용 (2002년 기 ) 담당
기

퇴직연
(RP)

60세(남) 혹은 65세(여) 
이상 은퇴자 ▪ 여 지 수 : ￡45～￡75 PSC

기여형 
구직 여
(CB-JSA)

실업자 혹은 주당 16시간 
미만 근로자(남: 65세 미만, 
여: 60세 미만)

▪최  26주간 지
 - 16-17세: ￡32.50(6만 2천원)
 - 18-24세: ￡42.70(8만 1천원)
 - 25세이상: ￡53.95(10만 2천원)

JPN

법정
상병 여

(SSP)

4일 이상 질환을 겪고 
있는, 주당 평균임 이 
￡67 이상인 근로자

▪최  28주 동안 지  가능
▪ 여 지 수 : ￡63.25(12만원) 고용주

장해 여
(IB)

SSP가 끝나도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4일 이상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

▪Short-term
  - High: ￡63.25(연 나이 이상: ￡70.95)
  - Low: ￡53.50(연 나이 이상: ￡68.05)
▪Long-term(52주 후): ￡70.95

JPN

법정
해산수당

(SMP)

임신한 근로자로서 주당 
평균임 이 ￡72(14만원) 
이상인 경우

▪출산 정일부터 21일 에 신청
▪최  18주까지 지
  - 기 6주 동안: 평균 임 의 90%
  - 나머지 기간 동안: ￡62.20(12만원)

고용주

사별 여
(BP)

사별한 부인 혹은 남편이  
사회보험료 납부조건에 
부합하고 일에 의해서 
죽은 경우, 그리고 죽을 때 
연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  나이 미만)

▪ 여 지 수 : 
  tax-free lump sum ￡2,000(380만원) JPN

과부 
홀아비
수당

(WPA)

아동이 있는 Child Benefit 
수 가구  사별한 부인 
혹은 남편이  사회보험료 
납부조건에 부합하고 일에 
의해서 죽은 경우

▪ 여 지 수 : ￡72.50(14만원) JPN

사별연
(BA)

사별한 부인 혹은 남편이  
사회보험료 납부조건에 
부합하고 일에 의해서 
죽은 경우, 45세 이상 
과부‧홀아비된 자

▪WPA 기간이 끝나고 아동이 없어야 함
▪부인 or 남편이 죽은 후 52주 동안 지
▪ 여 지 수 : 이  Widow's Pension 지 수

과 동일

JPN

* 참고
  PSC: 연 서비스센터(Pension Service Center)
  JPN: 구직센터네트워크(Jobcentre Plus Network; 신규구직센터(Jobcentre Plus office), 구직센터

(Jobcentre),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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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편  수당(비자산조사형 여)

  비자산조사형 여 혹은 보편  수당은 사회보험 기여 의 납부기록이나 자산조사 

없이 질병, 장애, 아동양육, 노인보호 등에 따른 욕구에 기 하여 해당범주의  국민

을 상으로 지 되는 여이다. 여기에는 장애생활수당, 아동수당, 보호자수당, 출산‧

입양보조 , 산업재해보상형 여, 질환‧장애인보호수당, 요보호노인수당이 있으며, 

여별 상, 여내용, 담당기  등 구체 인 내용은 아래 <표 3-22>와 같다. 

〈표 3-22〉 국 보편  수당(비자산조사형 여)

종류 상 여내용 (2002년 기 ) 담당기

장애생활
수당

(DLA)

65세 미만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care - High: ￡56.25(10만 7천원)
        Middle: ￡37.65(7만 2천원)
        Low: ￡14.90(3만원)
▪mobility - High: ￡39.30(7만 5천원)
          - Low: ￡14.90(3만원)

JPN

아동수당
(CB)

16세 미만 아동 혹은 
16～18세 학생이 있는 
가구

▪eldest child: ￡15.75(3만원)
  cf) 편부모인 경우: ￡17.55(3만 3천원)
▪each other child: ￡10.55(2만원) 

CSA

보호자수당
(GA)

고아를 돌보고 있는 
가구

▪eldest child: ￡11.35(2만 2천원)
▪each other child: ￡11.35(2만 2천원)
 cf) 아동수당(CB)에 부가하여 지

CSA

출산‧입양
보조
(SSMG)

IS, IB-JSA, WFTC, 
DPTC 상자  출산 
혹은 12개월 미만 
아기를 입양할 경우

▪임신 29주에서 아동이 3살이 될 때까지 
신청 가능

  -2000. 6. 11. 이후: 최 ￡200(3만 8천원)
  -2000. 12. 3. 이후: 최 ￡300(5만 7천원)

CSA

산업재해
보상형 여

(IIDB)

직무상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장애인

▪장애 혹은 질환정도, 나이에 따라 최소 
￡14.07에서 최  ￡114.80 지원 JPN

질환‧장애인
보호수당

(ICA)

질환이나 장애 련 
여(AA, DLA, IIDB 

등)를 받고 있는 
가구원을, 주당 35시간 
이상 돌보고 있는 
경우(16～65세 미만)

▪주당 ￡72(13만 7천원) 이상 소득이 있거나, 
full-time 학생인 경우 비해당

▪ 여 지 수 : ￡42.45(8만원)
JPN

요보호
노인수당

(AA)

더 이상 DLA를 받을 수 
없고, 심각한 장애로 
인해 care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최  6개월간 지
 - High: ￡55.30(10만 5천원)
 - Low: ￡37.00(7만원)

JPN

* 참고
  JPN: 구직센터네트워크(Jobcentre Plus Network; 신규구직센터(Jobcentre Plus office), 구직센터

(Jobcentre),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Office))
  CSA: 아동지원기 (Child Suppor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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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부조(자산조사형 여)

  자산조사형 여는 자산조사(means-test)를 거쳐 수혜 상자를 선별하여 지

하는 여이다. 여기에는 소득지원, 자산조사형구직 여, 주택 여, 지방세감면, 

육아지원 , 근로가구세액공제, 장애인세액공제가 있으며, 각 여별 상, 여

내용, 담당기  등 구체 인 내용은 아래 <표 3-23>과 같다. 

〈표 3-23〉 국 공공부조(자산조사형 여)

종류 상 내용 담당
기

소득지원
(IS)

질병, 장애, 편부모, 60세 이상 
노인, 간병인, 등록시각장애인 
등 근로불가능자 (배우자는 
주당 24시간 미만 근로자이어야 함)

▪자산기 : ￡8,000(1520만원)
▪나이, 배우자 유무, 아동수‧나이, 가구원 장애

유무, 소득, 축에 따라 지 액수가 다름
  (personal allowance + premium)
  ⇒ 맨 뒤 [붙임3] 참조

JPN

자산조사형
구직 여
(IB-JSA)

실업자 혹은 주당 16시간 미만 
소득층(배우자도 주당 

24시간 미만 근로자이어야 함)

▪자산기 : ￡8,000(1520만원)
▪나이, 배우자 유무, 아동수‧나이, 가구원 장애

유무, 소득, 축에 따라 지 액수가 다름
  (personal allowance + premium)
  ⇒ 맨 뒤 [붙임3] 참조

JPN

주택 여
(HB)

자산기 이 ￡16,000(3040만원) 
미만이고, 임 료를 지불하고 
있는 자

▪임 료 보조
▪소득액, 가족규모, 축액, 집세 등을 

고려하여 여액 결정
  ⇒ IS 혹은 IB-JSA의 Housing Cost 수 과 

비슷

LC

지방세감면
(CTB)

자산기 이 ￡16,000(3040만원) 
미만이고,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

▪소득과 자산, 부과된 지방세액, 개인  상
황(personal circumstance)에 따라 차등지
하며, 최  100%까지 감면 가능

LC

육아지원
(CSM)

IS, IB-JSA 상가구에서 부모 
 한사람이 멀리 다른 곳에

서 살거나 일하고 있고 아동
을 돌보는 경우

▪아동과 살지 않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름

CSA

근로가구
세액공제
(WFTC)

16세 이상으로 주당 16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아동을 양
육하고 있는 경우

▪capital limit: ￡8,000(1520만원)
▪아동수‧나이, 소득, 축, 양육비, 근로시

간에 따라 여액수가 다름
▪6개월 단 로 재평가(자격, 여 등)

IR

장애인
세액공제
(DPTC)

16세 이상으로 주당 16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장애인, 
만성질환자

▪capital limit: ￡16,000(3040만원)
▪나이, 배우자, 아동수에 따라 여액수가 

다름
▪6개월 단 로 재평가(자격, 여 등)

IR

* 참고
  JPN: 구직센터네트워크(Jobcentre Plus Network; 신규구직센터(Jobcentre Plus office), 구직센터

(Jobcentre),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Office))
  LC: 지방사무소(Local Council)
  CSA: 아동지원기 (Child Support Agency)
  IR: 국세청(Inland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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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에는 정규 인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하

는 제도로서 사회기 (Social Fund)이 있으며, 이는 신청자의 욕구나 소득의 정도에 따

라 지 된다. 여기에는 상환이 필요 없는 보조 (grants)과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부

(loan)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 인 내용은 아래 <표 3-24>와 같다. 

〈표 3-24〉 국 사회기  종류  내용

종류 여자격 여( 부) 비고

보조

(grants)

지역사회

보조

(Community 

Care Grants)

가족원의 기(장애, 질병 등)로 이주

해야 하는 IS  IB-JSA 상자
최소￡30

출산‧입양

보조

(Sure Start 

Maternity

Grant)

IS, IB-JSA, WFTC, DPTC 상자  

출산 혹은 입양하는 경우

최고￡200

or ￡300

출산  

11주에서 

출산후 13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장례보조

(Funeral

 Payments)

IS 는 IB-JSA, WFTC, DPTC, HB, 

CTB 상자로서 장례 책임자
최고￡500

사망자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여 

상환해야 함

혹한기보조

(Cold Weather

 Payments)

연 생활자, 장애인, 장애아동이나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IS 는 

IB-JSA 상자

￡8.5
기온이 0℃ 

이하에 지

부

(Loans)

가계비 부

(Budgeting

 Loans)

가구, 침 , 옷 등 필수품 등의 구입을 

원하는 IS, IB-JSA 상자

( 어도 26주 이상 수 자)

￡30 

-￡1,000

에서 결정

무이자 상환

기 부

(Crisis Loans)

IS나 IB-JSA 등의 자격 상 없이 16세 

이상인 자가 응 이나 재난시  긴 하

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자 

환경에 

따라

무이자 상환

 *참고: IS (Income Support): 소득지원

       WFTC (Working Families' Tax Credit): 소득근로가구세액공제

       DPTC (Disabled Person's Tax Credit): 장애인세액공제

       HB (Housing Benefit): 주택 여

       CTB (Council Tax Benefit): 지방세 감면 여

       IB-JSA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소득기 형 구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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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국은 에서 살펴본 소득보장 제도 외에도 간 인 소득보장 형태로 사회  

취약계층을 한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서비스는 보험이 아닌 조세를 통한 공공부조의 형태로 제공되며, 아래   

<표 3-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학생, 소득지원(IS)  자산조사형구직 여

(IB-JSA) 상자를 심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NHS Treatment)를 제공하고 있다. 

〈표 3-25〉 국 의료서비스(NHS Treatment) 종류  내용

종류 상  내용 담당기

청각치료

(Hearing Aids)

청각(hearing)에 문제가 있는 사람( 구든지), 청각치료

센터(hearing aid centre)에 가서 치료가능

지방 정부의

사회서비스부

우유와 비타민

(Milk and Vitamins)

- IS/IB JSA 수 가족  임신여성, 1살 미만 아동이 

있는 여성, 5살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 5살 미만 아동; 승인된 간호사, 놀이방, 보육사가 돌

보는 경우

- 신체  정신  장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5～16세): milk만 지원

※IS/IB JSA

수 자는 

자동 으로 함께 

지 됨

치과서비스

(Dental

Treatment)

임신한 여성, 지난 12개월 내에 출산한 여성, 18세 

미만 아동, IS/IB JSA 수 자 등

건강 여과

(Health Benefits

Division)

처방 서비스

(Prescriptions)

16세 이하 아동, 17～18세의 풀타임 학생, IS/IB JSA 

수 자, 소득자 등
上同

시력테스트

(Sight Tests)

- 16세 이하 아동, 17～18세의 풀타임 학생, 시각장애인, 

당뇨병, 녹내장 환자, IS/IB JSA 수 자 등

- Hospital Eye Service에서 치료

同

가발  섬유

(Wigs and

Fabric Support)

17～18세의 풀타임 학생, IS/IB JSA 수 자 同

통원비용 지원

(Travel Costs to and 

from Hospital)

IS/IB JSA 수 자 등 재산이 ￡8000이하인 사람 同

안경  즈 지원 

(Vouchers for

Glasses or

Contact Lenses)

16세 미만 아동, 17-18세의 풀타임 학생, IS/IB JSA 

수 자 등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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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약계층 상 고용지원 로그램

  국의 취약계층을 한 고용지원 정책은 실업자에 한 교육‧훈련 로그램

에서 구체 으로 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극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자가 사회 으로 배제(Social Exclusion)되는 상을 감소시키기 

해서 의도된 것으로 노동정책으로서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실업자에 한 교육‧훈련 로그램을 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겠다.

가. 성인 실업자 훈련 로그램(Work-Based Traning for Adult: WBLA)

  성인 실업자 훈련은 25세 이상 63세 미만의 성인으로 실업 여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신청한 자를 상으로 한다. 장애인, 어 교육이 필요한 자 등은 실

업 여 기간과 상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이 로그램은 취업가능성이 은 실

업자들에게 지속 인 고용을 한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고, 장기실업자에게

는 새로운 기술 능력을 보유하도록 훈련하며, 한 자기고용의 기회와 능력을 

확 시키고자 하는 목 에서 실시된다. 이 훈련은 우선 기본 인 독해 능력 획

득을 한 교육부터 시작하여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한 다양한 훈련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  취업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는 각 개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서의 기본훈련(Basic Employability)이 제공되고, 기본훈련 로그램 참

여자가 아닌 실업자에게는 능력과 욕구에 맞는 문 직업훈련 로그램

(Occupational Training)이 제공된다. 

  교육방법으로는 먼  참가자들의 요구와 수 을 악하고(기술 훈련 상담), 

고용청과 연계하여 직업 망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참가자가 취업할 지역 

경제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직업 기술 훈련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개발

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는 기업훈련 의회  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 기술  일자리에 한 정보를 악하고, 그것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공 을 요구하고 조정한다. 그리고 이 로그램은 기업훈련

의회  상공회의소가 학  기업, 민간기  등의 지원을 받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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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일부는 25세 이상으로 확 된 뉴딜 로그램으로 흡수되었다. 

  이 로그램의 특징은 일 인 교육‧훈련이 아니라 지역의 노동시장 수요와 

훈련 요구들을 악하여 취업 망을 세우고 그것에 맞는 교육 훈련을 실시함

으로써 고용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높인 이다.

나. 성인 근로학습 로그램(Work-Based Learning for Adult: WBLA)

  이 로그램은 고용청이 실업수당을 6개월 이상 신청한 25세 이상의 실업자

들을 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취업능력이 취약한 실업자에게 안정 인 직

업을 갖도록 지원하고, 성인 실업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숙련기술을 습

득하도록 하며, 장기실업자의 경우 자기고용능력을 향상시켜 자 업자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 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성인 실업자 훈련(WBTA)’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먼  취업과 훈련을 한 개별 특성과 요구 악 등의 기본평가 과정을 

거친 후, 문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여 교육‧훈련 장소에 이

동하기 어려운 증장애인의 경우엔 자기 집에서 특별한 직업훈련(재택 훈련)

을 받을 수가 있다.

다. 통합 인 취업지원서비스(Jobcentre Plus 서비스)

  2001년 10월에 50개 지역을 시작으로 새로운 형태의 구직센터(Jobcentre Plus)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수동 인 여제도를 능동 인 복지국가로 변화

하는 목표를 한 변화인데, 새로운 구직센터(Jobcentre Plus)의 시작과 함께 

여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선택사항을 알아보기 해서 더욱 강화된 

근로 -인터뷰(work-focused interviews)의 참여가 요구된다. 

  새로운 구직센터(Jobcentre Plus)는 고용사무소(Employment Service)와 여사무소

(Benefit Agency)가 하고 있던 여업무를 종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구직센터(Jobcentre Plus)는 취업 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근로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

는 문 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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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물 여를 제공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실업자  수

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보조 을 지 하는 서비스도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구직센터(Jobcentre Plus)의 개별 상담자(Personal Advisor)는 필요한 기술, 

근로를 가능하게 할 아동보호, 직업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을 교육한다. 그리고 이를 해 제공될 수 있는 재정  지원 등의 도움을 주는 것

과 더불어 직업을 가지게 된 사람(Individual into a Job)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

지 지속 으로 상담한다. 근로 망을 의논하기 한 신청자와 개별 상담자의 만

남은 단순히 여신청보다는 직업 비(Job-readiness)와 근로장벽(Barriers to work)에 

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다. 한 이 상담을 통해 참가자는 뉴딜 로그램

에 한 근기회, 기타 부가 인 복지 여, 세 공제에 한 정보를 얻게 된다. 

  4. 취약계층 상 자활지원서비스 

  뉴딜(New Deal) 로그램은 국의 사회  취약계층에 한 자활지원정책의 

핵심으로 국의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라는 틀 안에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구조  실업을 이며, 장기실업자의 경쟁능력을 길러 주

고 장애인이나 기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치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 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 뉴딜 로그램(New Deal program)

  1998년 도입된 뉴딜 로그램은 구직센터에서 분산‧운 하여 왔던 다양한 고

용‧소득지원 로그램들을 통합한 자활지원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취업잠재력을 

증 시키고 그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와 복지의존

(Benefit Dependency) 문제를 해소하는데 궁극 인 목 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

은 목 을 달성하기 해, 노동시장의 기능개편을 통한 구인‧구직 불일치의 완

화, 노동력의 지역간 이동, 구인‧구직 연결시스템의 개발, 취약계층의 네트워크 

활용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다.

  뉴딜정책은 6개월 이상 구직수당(JSA)을 받고 있는 18～24세의 실직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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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25세 이상 장기실업자, 편부모, 50세 이

상 고령자, 장기실업자의 배우자, 장애인까지 그 상층이 확 되어 상별 뉴

딜 로그램으로 발 되기에 이르 다. 뉴딜은 이 에서도 특히 청년과 장기

실업자에 집 되어 시행되고 있다. 

  좀 더 구체 으로 뉴딜 로그램을 살펴보면, 생계지원, 직업상담, 직업훈련, 고

용보조 , 창업지원을 하나의 틀 안에 포 하여, 상담에서 훈련, 취업알선을 제공

하는데, 이때 이들을 취업시킨 사용자는 일정기간 동안 보조 을 지  받게 된다.

  뉴딜 로그램은 상별로 로그램이 다르지만, 첫 단계로 4개월간의 진입 

로그램(Gateway)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뉴딜 개별상담원(New 

Deal Personal Adviser: NDPA)으로부터 구직과 련된 상담을 비롯하여 각종 고

용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 보조 

취업알선(Subsidized work with an employer)이나 자 업 창업지원(Self-employment), 

환경지원단 활동(Work with Environment Task Force),  자원 사단 활동(Work in the 

Voluntary Sector), 교육훈련(Full-time Education and Training) 등의 로그램에 참여

하게 되며, 로그램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취업을 못할 경우 다시 진입 로그램

(Gateway)을 거쳐 로그램이 다시 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뉴딜 로그램은 국정부의 사회  취약계층에 한 고용 진정책의 

심이다. 실제로 국 정부는 노인, 여성,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해 뉴딜에 집 인 투자를 하고 있다. 아래의 <표 3-26>은 1999년에서 2000년 사

이 정부의 뉴딜 사업 산지출과 그 기간동안의 사업참가자 황을 나타낸 것인

데, 재 국정부가 얼마나 뉴딜에 심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26〉 1999/2000년도 뉴딜정책 산  사업 참가자

1999/2000 국 운드 (￡)

뉴딜 사업 연간 총지출 3억 4천 6백만 운드

월평균 뉴딜사업 참가자 수 28만 8천 5백 명

1인당 월평균 투입 산 99.96 운드

자료: http://www.dfee.gov.uk.insidedfee/report/sectionb.shtml

환율: 1 ￡= 1,8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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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유인 인센티

  노동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의 결합에서 가장 요한 표어는 ‘복지에서 노동으로’ 인

력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를 해 국 정부는 기존의 공공부조 수 자를 상으로 

인 자본개발을 통한 취업 진정책을 강화하고, 이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복지

혜택을 단번에 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체계를 개선하고, 취업빈곤층에 해서는 

근로소득 세액소득공제 등 각종 인센티 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근로인센티 는 복지수 자의 취업과 취업빈곤층의 고용유지를 진하는 표 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국 정부는 장기(長期)수 자의 취업  고용유지

를 진하는 방안의 하나로 구직 시 보 스를 지 하거나 각종 여 수 기간을 연장

해 주는 근로유인형 인센티 (In-Work Benefit)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 인 지원내용으

로는 근로복귀보 스, 취업장려 , 육아지원보 스, 인턴채용에 한 지원, 주택 여 

 지방세감면 여 연장제도, 편부모 여연장제도, 직장알선 등이 있다(표 3-27 참조).

〈표 3-27〉 국 근로유인 인센티 (In-Work Benefit)

종류 내용

근로복귀 보 스
(Back to Work Bonus)

3개월 이상 소득지원(IS) 혹은 구직 여(JSA) 상 구직자가 취업으로 인해 
여가 지되게 될 경우 일시불로 ￡1000(190만원)의 근로복귀보 스 지

취업장려
(Jobfinder's Grant)

소득지원(IS), 구직 여(JSA), 장해 여(IB) 등 수 자  2년 이상 구직활동
을 한 구직자가 풀타임 직장을 구했을 경우 일시불로 100 운드(약 19만원)
의 장려  지  (cf. 편부모인 경우→아래 Lone Parent Benefit Run-On 혜택)

육아지원 보 스
(Child Maintenance Bonus)

육아지원 여(Child Support Maintenance)를 받고 있는 소득지원(IS) 혹은 
소득기 형 구직 여(IB-JSA) 상 실업자나 실업자의 배우자가 풀타임 
직장을 얻은 경우, 최고 1,000 운드(190만원)의 육아지원 보 스 지

시용근로에 한 지원
(Employment on Trial)

시용 으로나마 취업을 장려하기 해 구직자가 주당 16시간 이상의 일
을 하는 직장에서 4주 이상 일을 하고 12주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 구직

여의 지 을 유지시키고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함

주택 여와 지방세 
감면 여의 연장제도

(Extended Housing Benefit &
Council Tax Benefit)

소득지원(IS), 소득기 형 구직 여(IB-JSA)를 받는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거나 근로시간이 연장되거나 근로수입이 증가되었을 경우, 소득지
원이나 구직 여가 끝난 뒤 8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주택수당과 지방
세 감면 여를 4주간 연장

편부모 여연장
(Lone Parent Benefit Run-On)

6개월 이상 IS 혹은 소득기 형 구직 여(IB-JSA)를 수 하고 있는 편부모가 
주당 16시간 이상의 풀타임 직장을 갖게 된 경우 여 지시 에서 2주간 
더 연장하여 여 지 (cf. 2주가 지난 뒤 의 EHBCTB 수  가능)

직장알선
(Job Match)

1년 이상 구직 여를 신청하고 있는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층에게 폭넓
은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정규근로의 수 으로 근로시간을 증가시키거나 1시간 
이상의 시간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해, 주당 16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근로를 할 경우 6개월 동안 주 50 운드(9만 5천원)의 보조 을 
지 하며 300 운드(57만원)에 해당하는 직업훈련 바우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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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

  국의 복지개 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외형 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의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993년 70.4%에서 

2001년 재 74.8%로 약 4.4%가 증가하 으며, 이  뉴딜의 주요 상인 고령

자의 고용률은 68.3%, 편부모 51.7%, 장애인 47.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물론 이 과 련해서 경제여건 는 노동시장여건의 개선에 따른 자

연 인 상승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

는 국에서 복지개 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 과 일치하는 것으로 뉴딜 로

그램 등 취약계층에 한 국의 자활지원정책이 이들의 취업에 정 인 향

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28〉 국의 취약계층의 고용률의 변화

1991 1993 1995 1997 1998 1999 2001

체(근로연령) 73.2 70.4 71.3 72.7 73.3 73.8 74.8

고령자 64.7 62.1 63.3 64.7 65.7 66.3 68.3

편부모 40.9 41.0 42.5 45.6 46.9 48.6 51.7

장애인* - - - - 43.5 46.8 47.4

자료:  U.K DWP, Opportunity for all: Making progress, 2002에서 재구성 

노트:  * 98년이후 자료 

  한 국의 여지출 황을 보면 노령층(Elderly people)을 상으로 한 지출

이 38.6%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소득 가족에게 지 하는 지출이 25.6%, 만

성질환자나 장애인에 한 지출이 18.7%를 차지하며, 그 외 가족 여 13.1%, 

아동에 한 지출이 8%, 실업자에 한 지출이 2.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아래 <표 3-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자에 한 지출비

이 낮다는 이다. 이는 국의 경제가 최근 들어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한 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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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국의 여유형별 지출 황(2001)

 여 유 형 지출 ( 운드) 체비율(%)

 가 족  여 13,880 13.1

실업자들을 한 여 2,907 2.8

소득층을 한 여 27,086 25.6

노령인구를 한 여 40,840 38.6

환자 장애인을 한 여 19,765 18.7

미망인을 한 여 1,025 1.0

기 타  여 201 0.2

       체 105,704 100.0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www.dss.gov.uk/asd/asd4/Table

  실업률 감소에 따른 복지지출의 감소는 구직수당 수 자의 변화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아래 <표 3-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과 2002년 사이 구

직수당 수 자 수는 93만 1천명에서 92만 4천명으로 7천명 가량 감소하 으며, 

특히 소득기 형 구직수당 수 자는 2001년에 비해 3.4%나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표 3-30〉 구직자수당 수 자 변화
(단 : 천명, %)

2001 2002 증감률

 체 931 924 -0.7

  -기여형 148 166 11.6

  -기여-소득기 형  17  17 -3.3

  -소득기 형 673 650 -3.4

  -국민보험  92  91 -0.9

자료: http://www.dss.gov.uk/asd/jsa_qse.html

  그러나 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에 한 평가는 뉴딜 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률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는데, 이 에서 뉴딜은 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

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02년 국 정부자료에 따르면, 뉴딜 로그램에 참여한 

장기실업자의 경우, 2001년 8월말 총 74,880명이 취업을 하 고 이 가운데 



各國 脫貧困政策의 經驗과 示唆點 151

61,880명이 지속 인 취업을 했으며, 13,000명이 13주 미만의 취업을 하 다. 

한 지속  취업을 한 사람 가운데 48,690명이 일반 직장에, 13,000명이 고용보

조 을 받고 직장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통계청이 발간한 ‘노동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재 25세 이상 

뉴딜 로그램 참여자의 고용상태는 13주 이상 지속 으로 취업한 사람이 

26.47%이고, 이  보조 을 받지 않고 일반 취업을 한 사람이 부분(21.58%)

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9년 13주 이상 취업자 비율이 23.01%이고, 보조

을 받지 않는 일반 취업자 비율이 17.91%임을 감안할 때, 사업성과가 향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31〉 뉴딜 로그램을 통한 장기실업자의 취업률
(단 : %)

1999 2000

지속 인 고용

(13주 이상 고용지속)

체 23.01 26.47

임 보조고용 5.10 4.89

임  보조받지 않는 고용(일반취업) 17.91 21.58

 고  용

(13주 이하)

체 4.51 3.15

임 보조고용 0.42 0.23

임 보조받지 않는 고용(일반취업) 4.09 2.92

자료: U.K National Statistics. ‘Data in Labour Market Trend’, Volume 110 Number 2, 2001 재구성

  한 25세 이상 뉴딜 로그램 참여자의 구직상담 이후 진로를 보면, 구직상

담 이후 뉴딜과 구직수당(JSA)에서 탈출하는 경우  임 보조를 받지 않는 일

반 취업에 의한 탈출이 1만 7천9백 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뉴딜을 떠난 

후에도 구직수당(JSA)수 자의 신분으로 남는 수가 약 6만 7천 여 명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구직상담 이후 뉴딜의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이처럼 잔존율이 높은 이유는 뉴딜의 

교육과 훈련이 기존 노동자의 기술을 높이기보다는 취업능력이 거의 없는 실업자

에게 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을 제공하는데 을 두고 있어 교육‧훈련으로 

인한 소득향상이나 양질의 일자리로 옮겨가는 효과를 기 하기 어려워, 취업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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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장기실업자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3-32〉 구직상담과정을 거친 후의 진로
(단 : 천명)

1999 2000

  체 125.5 133.5

뉴딜 로그램

탈        출

 JSA탈출

임 보조받지 않는 고용(일반고용) 15.29 17.92

다른 여로의 이 13.05 13.84

기 타1) 5.21 5.87

JSA잔존 59.51 67.85

뉴딜에 잔존 JSA탈출
고용주보조 6.67 5.46

실업자훈련 10.27 10.14

JSA잔존 3.80 2.30

  주: 1) 기타: 구직과 련된 활동 참여

자료: the National Statistics. ‘data in Labour Market Trend’, Volume 110 Number 2, 2001 재구성

  5. 취약계층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의 특징

  최근 국의 취약계층에 한 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별  복지를 실시하는 형태로 

복지 개 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지원보다는 

고용지원을 통한 자립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의 고용지원정책은 실업자 

발생 억제보다는, 취업잠재력(Employability)을 향상시키기 한 직업교육의 강

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뉴딜 정책의 특징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첫째, 근로의욕을 감소시키지 

않는 복지제도의 구축이다. 국은 실업부조(Unemployment Benefit)를 구직수당

(JSA)으로 바꾸면서 실업 여가 아닌 구직 여로 환했고, 근로복귀보 스, 취

업장려  등 근로유인인센티  제도를 이용하여 취업을 하면 일정 기간 각종 

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근로소득공제제도(WFTC)나 지방

세감면(CTB) 등의 조세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근로를 하면서도 사회복지 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근로활동을 기피하고 복지 여에 안주

하는 상을 억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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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취약계층을 세부 으로 분류하여 각 상집단의 특성에 맞는 한 

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이다. 취약계층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들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를 구축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이들 상 집단을 노령층, 소득 근로자층, 실업자층, 청

년층, 아동, 원호 상자, 편부모, 어머니, 미망인 등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특성

에 맞는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뉴딜이 미국의 일시부조 로

그램(TANF)처럼 강제성을 띠면서도, 각각의 상집단에 맞는 차별화된 로그

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에서 그 특징이 있음을 말해 다. 

  셋째, 상자의 특성을 살린 로그램의 개발을 해 통합 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정부는 통합 이고 효율 인 노동시장을 조정하기 해 새

로운 구직센터(Jobcentre Plus)를 운 하고 있다. 이 구직센터는 실업자의 취업

진을 목표로 구직자를 돕기 한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각종 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요약하면 구직센터는 취약

계층의 고용능력 향상을 한 교육훈련의 강화, 개별 취업상담의 강화, 한 

인력 수 의 강화 등 일련의 정책을 종합 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인 달

체계로 자리잡고 있다.

  한 국은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취약계층의 고용

진을 한 고용실천계획(UK Employment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고

용실천계획은 1999년 유럽연합 집행 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시한 유럽

고용 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 EES)에 따라, 2000~2006년까지 다음 다

섯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고용 략의 

목표는 첫째, 극 인 노동시장정책의 실시를 통한 실업의 감소, 둘째, 사회

으로 소외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 보장, 셋째, 

평생교육, 넷째, 창업 활성화, 다섯째, 여성고용의 진 등이다. 이를 토 로 작

성된 「2002년 국 고용실천계획(UK Employment Action Plan 2001)」은 극

 노동시장정책으로 개인의 취업잠재력을 높여, 복지수 자를 이고 취업자

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00～2006년까지 7년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유럽구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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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Structural Fund)을 조성하 다. 고용실천계획과 유럽고용 략이 연결

되면서 기존의 신고용 진기 (The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Fund)이 유럽

구조기 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 다. 이 기 은 다음과 같이 지출될 정

이다. 우선 25%의 재원이 극 인 노동시장정책에 사용되는데, 지방정부와 

앙정부의 산이 부분(￡2,585mil.)을 차지하고 총액은 ￡2,634mil.이다. 고용기회

의 평등과 평생교육을 해 각각 26%의 액(￡2,740mil.)이 배분되고, 여성고용의 

진을 해 7%(￡737mil.)가 투입된다. 창업 활성화에도 14%(￡1,475mil.)가 투입

되는데, 민간부문에서의 수입이 ￡352mil.로 체 사업재원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 인 지원을 해 2%(￡210mil.)가 투입된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유럽연합이 제시한 고용실천계획이 국의 노동정책수

행계획과 유사하다는 이다. 이는 국정부가 수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음

을 의미한다. 국의 노동정책수행계획은 개인의 고용능력을 높이기 한 략

인 목표로 다음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청년층 실업과 장기 실업의 

감소를 한 노력, ② 취업동기를 유발하는 사회복지 여와 조세  교육훈련 

체계의 구축, ③ 노령층의 취업 활성화, ④ 평생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습

득 훈련체계의 구축, ⑤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의 활성화, ⑥ 자리 불

일치를 방할 수 있는 구직-구인 속(Job Matching)체계의 강화, ⑦ 차별 지

와 사회  소외 방을 한 고용 추진이다. 

  아울러 노동정책수행계획은 창업 활성화를 한 다섯 가지 략  목표 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창업과 사업 시작을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 둘째, 창업 교

육과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환경에 한 개선(비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 업자들

을 정규근로자로 환하는 규제의 강화), 셋째, 지식기반사회에 알맞은 창업자의 

양성, 넷째,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체계의 구축(지역 사업체들의 인력수요를 극

으로 수용), 마지막으로 고용과 교육훈련에 련된 조세의 개  등이다. 

  그밖에도 여성고용의 차별 지를 강화하여 여성취업을 증가시키기 한 노력

으로 첫째, 여성고용이 차별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  개발  자료 

수집, 둘째, 남녀의 임 격차와 고용의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지도 

강화, 셋째, 육아 등의 가사와 근로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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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뉴딜 로그램과 별도로, 취약계층을 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기 이나 민간단체가 유럽사회기 (European Social Fund: ESF)에 자

을 요청하면 심의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

식으로 각 정부부처( 앙정부)가 비용의 45%를 제공하고, 각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 (지방정부 포함)이나 민간단체가 55%를 조성하고 있다. 2000년 유럽사회

기 의 배분과 실제지출을 살펴보면, 배분에 있어서는 평생교육을 한 사업 산

이 가장 많이 배정되었으나 지출에 있어서는 고용기회 평등을 한 사업 산이 가

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배분과 실제지출에 있어 극 인 노동시장

정책이 그 다음으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은 유럽사회기

이 유럽 차원에서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기 한 제3섹터(The Third System) 개

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第 4節 랑스의 脫貧困政策과 雇傭政策

  1. 랑스 탈빈곤정책의 시  배경

1980~1990년  랑스 사회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70년  두 

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해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산업구조가 격히 변화하

는 경험을 하 다. 특히 단순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는 세계  차원의 경쟁 속

에서 지속 으로 받기 시작하 다. 이는 한편으로는 실업자의 진  증가 

 장기실업자의 고착화라는 상으로 발 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빈곤

계층의 증가로 이어졌다. 물론 이러한 상을 타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해서는 이를 견인할 수 있는 경제성장이 필요했으나, 이미 성장의 시 로 

어든 랑스 사회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랑스 사회 한 유럽사회의 고질 인 문제인 근로빈곤계층 문제  장기실업

에 따른 빈곤화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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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의 실업률은 1988년에서 1998년의 11년간 평균 10.9%를 기록하 으며, 

1998년 12.4%를 정으로 1999년에는 11.2%, 2000년에는 9.7%로 감소하 다. 

하지만 1975년~1998년 사이 실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실업의 문제는 결코 

낙 할 수 없는 수 이라는 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3-33>은 실업문제가 청

년실업과 고령의 실업으로 고착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학력자의 

실업률 증가가 심각한 수 임을 보여 다. 종사상의 지 를 살펴보면, 세상인과 

임 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는 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  취약계층의 범 가 청년과 고령자, 학력자, 

세상인과 임 노동자, 여성 등의 범주로 압축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33〉 1975～1998년 랑스 실업구조의 변화
(단 : %)

분류 1975년의 실업률 1998년의 실업률

연령별

15~25세 3.8 25.4

25~49세 8.1 11.2

50세 이상 2.5 8.4

학력별

무학력 2.9 17.4

졸 3.9 10.7

고졸 3.4 11

졸이상 3.1 6.8

종상지

농수산업 0.2 0.5

세자 업 1.3 4.5

고 직 1.7 4.5

개업 2.1 6.8

임 노동자 4.3 14.4

노동자 4.3 14.7

성별
남성 2.7 10.2

여성 5.4 13.8

체 3.8 12.4

자료: 『Cahiers francais: Emploi et Protection sociale』,  

       La Documentation francaise, n°292, juillet-septembre 1999.

  이처럼 실업문제가 사회  취약계층 심으로 고착화되어 가는 추세는 장기

실업자 규모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3-34>가 보여주는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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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기실업자는 2000년 10월 재 75만 명에서 2001년 10월 재 65만 명으

로 감소하 다. 그럼에도 장기실업자 65만 명은 사회보장제도에 매우 큰 부담

이 되는 규모라고 말할 수 있다. 실업 여 수 기간이 종료되어 빈곤상태에 처

한 취약계층의 규모가 65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래 

표에 나타난 장기실업자는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

라는 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34〉 랑스의 장기실업자 추이
(단 : 천명)

구직기간별 분류 2000.10 2001.9 2001.10 월별 변화 연간 변화

1～2년 장기실업자 395.7 362.1 363.1 +0.3 -8.2

2～3년 사이 장기실업자 163.9 138.8 137.2 -1.2 -16.3

3년 이상 장기실업자 189.6 152.3 149.0 -2.2 -21.4

합계 749.2 653.2 649.3 -0.6 -13.3

자료: ANPE (2001), Premieres Informations, n°49-3, decembre 2001.

  하지만 장기실업자라는 고질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은 미국이나 

국과는 다른 방향에서 모색되었다. 1980년  반 미국과 국이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이건과 처가 권력을 장악하여 세계화 - 노동시장 유연화 - 복지

축소 정책을 추진하 다면, 랑스는 좌 연합을 표하는 사회당의 미테랑(F. 

Mitterand)이 권력을 장악하여 국유화 - 노동시간단축 - 복지강화의 정책을 추진하

던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상은 1995년이후 본격화된 보수정당에 의한 신자유

주의  개 이 불과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단명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97년 

집권한 사회당의 죠스팽(Lionel Jospin) 정부는 실업수당을 인상하고, 최소 응수당

을 강화하며, 취약계층에 한 고용지원정책을 확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것

이 바로 랑스 복지국가가 갖는 외성(exceptionalit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좀더 거시 인 시각에서 보면, 랑스의 사회정책은 장기실업자를 

심으로 하는 실직빈곤계층의 증가로 인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  취약

계층의 근로활동 참여를 진하는 이른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게 

된다. 이는 설사 복지지출의 축소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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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있는 빈곤계층  취약계층을 상으로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

하고, 근로활동으로 얻어지는 소득에 해 인센티 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다는 에서 그러하다.

  고용연 부 산하 통계연구원(DREES) 자료21)를 토 로 근로빈곤계층의 규모

와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1996년을 기 으로 소득의 

50%이하(3,500 랑) 소득자  근로능력자는 약 330만 명, 소득의 60%이하

(4,200 랑) 소득자  근로능력자는 약 600만 명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근로빈곤계층  실직빈곤계층을 합하면 소득 50%이하 소득자는 

180만 명, 소득 60% 이하 소득자는 320만 명 규모이다.

〈표 3-35〉 랑스의 근로‧실직빈곤계층(1996년)
(단 : 백만명)

3,500 랑 이하

( 소득의 50%)

4,200 랑 이하

( 소득의 60%)

근로빈곤계층 1.3 2.4

실직빈곤계층 0.5 0.8

17~65세 비경활 0.7 1.0

65세이상 비경활 0.4 0.9

17~30세 비경활(훈련  교육 ) 0.4 0.7

체 3.3 6.0

자료: CERC(2001), Acces a l'Emploi et Protection sociale,  La Documentation francaise, Rapport n°1, 2001.

  이러한 여건하에서 1980~90년  랑스의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은 보다 유기

 계를 갖고 변화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복지정책과 

련해서 좌 정당이나 우 정당 모두 일정부분 랑스 사회복지체계를 요한 

유산으로 간주하여 면 으로 폐기하는 극단 인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다. 단 인 로 업종별 사회보험제도(Assurance Social)와 포  사회부조제

도(Aide Sociale)는 여 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21) 랑스 사회는 1990년  들어서며 근로빈곤계층에 한 부분 인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하

고, 그것은 매우 제한 인 형태로 발간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는 랑스 통계청(INSEE)외

에도 고용연 부 산하의 통계연구원(DREES) 등이 주도 으로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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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약계층 상 소득보장 로그램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랑스의 소득보장제도는 강력한 사회보험체계와 

사회부조제도를 기반으로, 가구유형별 특성을 반 한 범주  지원을 통해 사각

지 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 운 되고 있는 지원제도는 ① 

자활수당(Allocation d'insertion: AI), ② 특별연 수당(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 ③ 최소 응수당(Revenu Minimum Insertion: RMI), ④ 편부모

수당(Allocation de Parent Isolé: API), ⑤ 과부수당(Allocation Veuvage: AV), ⑥ 

성인장애수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 ⑦ 장애인보충수당

(Allocation Supplémentaire Vieillesse: ASV) 등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

활수당, 특별연 수당과 최소 응수당은 실업부조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 한 소득보장이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활동 참여가 불가능한 빈곤계층에 한 소득보장과 다른 여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은 1998년 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 한 근로연계형 소득보장정책은 큰 흐름에서는 미의 조건부과

제도와는 유사하지만 내용 으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 랑스 사회부조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7가지 수당에 해 간략하게 설

명하면 아래와 같다.

가. 자활수당(Allocation d'Insertion)

  자활수당(AI)은 1984년 특별연 수당(ASS)으로 시작되었으며, 고용 진 의회

(ASSEDIC)에 의해 리되고 있다. 자활수당은 과거의 직업활동을 입증하지 못

함에 따라 실업 여를 수 할 수 없는 실업자를 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

서 1992년 16~20세의 청년실업자와 5년 이하의 편모실업자를 지원 상에서 제

외하 다. 자활수당은 2000년 1월 1일 재 수 자격으로 월 소득 상한선

(Plafond Mensuel de Ressources)을 독신가구에는 월 5,329.80F, 부부가구에는 

10,659.60F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당상한선(Plafond Journalier de Ressources)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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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59.22F으로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다.

나. 특별연 수당(Allocation de Solidarité Specifique)

  1984년 실업자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보험체계와 부조체계가 분리되면서 연

수당은 긴 구호수당(Allocation de Secours Exceptionnelle: ASE)을 체하는 형

태로 시작되었다. 연 수당 한 고용 진 의회에 의해서 리되며, 고용보험에 

기 한 실업 여 수 기간이 만료된 실업자의 소득보장을 주목 으로 하고 있다. 

수 자격은 지난 10년간 5년 이상의 임 근로 활동을 하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실

업자이며, 구직등록을 통해 지속 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단 55세 이상의 실

업자는 구직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즉시취업 할 수는 사람이 

지원 상이 된다. 그리고 질병을 앓았던 기간, 군복무를 했던 기간, 교육이나 훈련

을 받았던 기간, 보육기간 등은 임 근로 활동기간에 포함된다.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상한선은 2000년 1월 1일 재 독신의 경우 5,884.90 랑, 부부인 경우 

9.247.70 랑이며, 일당 상한선(Plafond Journalier de Ressources)은 일반 가구의 경우

는 84.07 랑, 고령가구의 경우는 120.76 랑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 최소 응수당(Revenu Minimum d'Insertion: RMI)

  1988년 12월 1일의 법에 의해 제정된 최소 응수당은 1992년 7월 29일 개정

되었다. 이 수당은 25세 이상의 모든 사람(단 아이가 있는 사람에 해서는 

외)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 여를 받는 신 

국가와 수 자 간의 자활지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의 목 은 수 자의 

사회통합  취업을 진하기 한 것이다. 이 수당의 수 조건을 좀더 자세히 

언 하면, 25세 이상(혹은 25세 이하라도 아동부양자) 학생이 아닌 랑스 거주

자이며, 소득상한선을 과하지 않고, 타 여를 수 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아

울러 여지  3개월 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최소 응수당은 

다양한 소득을 고려하여 소득상한선을 결정하는데,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은 임

, 연 (기부 은 법원 결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만 소득으로 반 ), 실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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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주거 여, 교육 여, 아동수당 등의 일부는 제외), 긴 여 등이다. 

소득상한선(가구소득)은 아래 <표 3-36>과 같다. 여방식은 보충 여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여지 기간은 3개월에서 1년이다.

〈표 3-36〉 RMI의 소득상한선 (2000년 1월 기 )
(단 : 랑스 랑 (유로))

가구유형    액

1인 (단독가구) 2552,35F (389,10 €)

2인: 부부 는 아동 + 편부모 3828,52F (583,65 €)

3인: 부부+아동 1/편부모 + 아동 2 4594,22F (700,38 €)

4인: 부부+아동2 5359,92F (817,12 €)

* 3번째 아이부터 1인당 증가액 1020,94F (155,64 €)

라. 편부모수당(Allocation de Parent Isolé)

  편부모수당은 1976년에 시작되었으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편부모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아이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임신상태의 독신여성도 편부모로 간주된다. 수당은 가족수당사무소(CAF)나 농

공제조합(MSA)을 통해 12개월 간 지 되며, 한 차례에 걸쳐 18개월까지 연

기할 수 있다. 는 가장 어린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 과부수당(Allocation Veuvage)

  과부수당은 1980년에 시작되었으며, 사회보험에 가입했던 남편의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 수당의 수혜자는 과부

가 되는 시 에 55세 미만이어야 하고, 16세 이하의 아이를 최소한 9년 이상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바. 성인장애수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성인장애(인)수당은 1975년 6월 30일의 법에 의해 제도화되었으며, 장애가 있



162

음에도 노령수당이나 장애수당 혹은 산재수당 등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 수당의 수 은 직업능

력 정 원회(COROREP)에 의한 장애 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최소한 80%의 

구장애율이 있어야 수 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령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외 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해서는 16세로 연령이 하향 

조정된다. 60세가 되면 노령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데, 만일 노령수당이 장애수

당보다 많아서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장애수당은 단된다. 단 특수한 조건을 

갖춘 장애인에 해서는 장애수당의 16%를 추가 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 장애인보충수당(Allocation Supplémentaire Vieillesse) 

  장애인보충수당은 1930년에 시작되었으며,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장애인수당

을 받는 사람들에게 추가 인 지원을 보장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이 수당을 

받기 해서는 노동능력의 2/3가 상실된 장애인이어야 한다. 수당의 여액은 

과거의 임 , 보험납입액,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 여를 수

하려면 연령이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아. 사회부조제도의 수혜 황

  사회부조제도는 99년 12월말 기 으로 랑스 거주자  약 319만 명의 소

득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  기타 수 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약 564만 명

을, 구식민지(DOM과 TOM)의 수 자를 포함하면 약 613만 명 가량을 보호하고 

있다. 수당별 수혜자 황은 아래 <표 3-37>과 같다.

  사회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고용지원과 련이 있는 수당으로는 자활수

당, 특별연 수당, 최소 응수당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수당의 수 자는 모두 

151만명(가구원 315만 명)으로 체 사회부조제도 수혜자의 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특징 인 것은 이 수당이 실업부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여타 사

회부조제도와 분리된 독자 인 여로서 운 ‧ 리되고 있으나, 자활지원을 한 

각종 고용지원 서비스는 통합 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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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의 자활지원제도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특별연 수당과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는 최소 응수당이라는 두 가지 독립된 여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내용 으로는 하나의 자활지원사업을 운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3-37〉 사회부조제도 수혜 황(99. 12. 31)
(단 : 명, %)

수 자 비율

수 자 가구원 수 자 가구원

자활수당 25,100 37,000 0.8 0.7

과부수당 20,000 30,000 0.6 0.5

장애보충수당 100,000 150,000 3.1 2.7

단독부모수당 155,164 423,000 4.9 7.5

특별연 수당 470,800 1,131,500 14.8 20.0

성인장애수당 671,329 1,029,200 21.0 18.2

고령연 기 730,000 861,400 22.9 15.3

최소 응수당 1,017,847 1,984,155 31.9 35.1

합계( 랑스) 3,190,240 5,646,255 100.0 100.0

DOM 266,160 485,000

합계( 체) 3,456,400 6,131,255

자료: DREES (2001), Donnees sur la situation sanitaire et sociale en France en 2000, La 

Documentation Française

  여기서 좀더 구체 으로 본 연구의 주요 상집단인 장기실업자, 노인, 장애

인, 여성과 련한 수당의 수 자 황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실업률이 높은 수 에 달했던 1996~97년 장애

인 상 지원을 제외하고는 수 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연 수당 수 자는 1996년 21만 명에서 2000년 약 30만 명으로 증가하

고, 아동수당 수 자 한 1996년 25만 명에서 2000년 26만 명으로 증가하 다. 

장기실업자를 상으로 하는 최소 응수당(RMI)은 1996년의 87만 명에서 2000

년 99만 명으로 약 12만 명 가량 증가하 다. 분야별 산 한 장애인 상 

사회부조제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산이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령

화가 심화되면서 고령자를 상으로 하는 수당이 1996년과 2000년 사이에 약 

38% 증가하 고, 장기실업자 증가에 따른 수당도 같은 기간동안 약 13.7%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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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 다. 이는 랑스가 1980~90년  복지지출축소라는 길을 걸어왔던 것이 

아니라, 소폭이나마 지출증가의 길을 걸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8〉 4  범주  부조제도의 수 자  산 추이

수 자(연평균) 증가율(%)

1996 2000 1996~00 1997 1998 1999 2000

노인

사회부조

명 216,400 298,800 38.1 1.6 16.0 13.0 3.7

산 2,153 2,457 - - - - -

장애인

사회부조

명 378,600 244,800 -35.3 -2.0 -11.7 -16.4 -10.6

산 3,506 3,031 - - - - -

아동

사회부조

명 251,600 262,900 4.5 1.6 1.3 1.1 0.4

산 4,029 4,345 - - - - -

최소

응수당

명 872,300 991,500 13.7 6.6 4.8 3.1 -1.4

산 556 656 - - - - -

자료: DREES (2001), Etudes et Resultat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n°121, juin 2001.

  3. 취약계층 상 고용지원 로그램

  랑스 사회가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유기  계를 시하며 탈빈곤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 던 특징  하나는 근로빈곤계층을 양산하는 왜곡된 노

동시장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에 소홀하지 않았고, 이것과의 련성 하에서 소

득보장정책을 추진하여 왔다는 에 있다. 실제로 1997년 집권한 사회당 정부

는 개입하여 실업자  근로빈곤계층의 양산을 지하는 극  노동시장정책

에 주력하여 왔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1999년 노동시간단축이나 고

용 진을 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것이 이후 랑스의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게 된다.

  먼  랑스의 고용지원정책은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의 일환

으로, 청년실업자  장년 실업자로 하여  취업을 한 새로운 출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고용창출 잠재력을 극 화한다는 측면에서, 기

업설립  운 에 따른 각종 형식을 최소화함으로서 행정비용을 감하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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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새로운 업종개발을 통해 고용창출을 극 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

째,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에 응할 수 있도록 기업과 노동자의 응력을 높여

주는 것이다. 즉,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배분하고, 기업의 운 구조를 

화하며,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을 허용하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인 자

원개발을 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넷째는 직장에서의 남녀평등을 보

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일차 으로 남녀간에 고용과 

련한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서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에 한 편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 가족문제와 직장생활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로그램을 열거할 수 있다.

가. 개별화된 구직알선  상담 서비스 제공

  랑스는 룩셈부르크 고용정상회담의 결정에 따라 1998년 새출발(Nouveau 

Depart) 로그램을 도입하 는데, 이는 고용안정기 (ANPE)이 주로 25세 이하 

청년  6개월 미만의 실업자와 12개월 미만의 성년실업자를 상으로 기상

담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데 목 이 있다. 하지만 이 로그램은 

24개월 이상 성인 구직등록자와 12개월 이상 청년 구직등록자, 그리고 최소

응수당 수 자 등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 로그램의 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상담은 각 구직자의 특성과 욕

구를 정확하게 악하기 한 개별심층상담으로 진행되며, 구직자의 특성에 따

라 다음 네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첫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추가 인 비용을 지원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구

직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 인 상담을 알선한다. 둘째, 직업훈련 로

그램에 참여하도록 제안한다. 이는 직업훈련 로그램 참여능력에 한 문

인 평가에 기 하여, 구직자 자신이 취업계획  직업능력 개발계획을 수립하

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개발하고, 자신의 계획에 맞는 직업훈련과정을 선

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셋째, 기 3개월 간 한 사람의 동일상담자가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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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상으로 ‘정기 으로’ 상담함으로서 상담과정을 개별화‧안정화하고 있다. 

이는 구직자의 취업계획수립  구직활동을 격려하고, 구직자와 상담자간의 상

호신뢰를 구축하고, 구직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한 것이다. 넷째, 사회  지

지를 강화함으로써 구직자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헤

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앞의 세 가지 제안이 합하지 않은 구직자

에 해서는 18개월까지 기존의 고용안정기 (ANPE)과는 다른 형태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른 형태의 사회  서비스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

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고용지원(TRACE),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IAE), 지역자활지원계획(PLI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고용지원 서비스의 수혜자를 로그램 내용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3-39>와 같다. 먼  에 띄는 것은 새출발 로그램을 거쳐 고용지원 서비스

를 제공받은 사람들  가장 큰 서비스를 받은 집단이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의 험에 처한 취약계층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총 41만 명에 달하

는 규모로 체 수혜자의 5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 에서 가장 많은 사

람이 참여하고 있는 로그램은 취업알선 로그램으로 모두 44만 8천명이 참여하

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를 통해 복지제도에서 벗어난 사람은 체 참여자의 11%

〈표 3-39〉 고용지원 서비스 수혜 황 (1999년)
(단 : 명)

1999년 1~12월 고용지원 개별구직지원 직업훈련 장기구직지원 합계

6월 미만 청년

  - 그  여성

34,998

19,417

10,396

6,208

7,229

3,550

3,985

2,030

56,608

31,205

12월 이상 성인

  - 그  여성

87,668

48,661

27,900

16,430

13,539

7,265

4,842

2,421

133,949

74,777

배제 험집단

  - 그  여성

233,338

125,687

87,833

48,157

51,915

25,544

37,935

17,878

411,021

217,266

기    타

  - 그  여성

92,256

51,514

38,654

22,765

39,269

20,994

21,263

10,787

191,442

106,060

  체 448,260 164,783 111,952 68,025 793,020

  - 그  여성
245,279

55%

93,560

57%

57,353

51%

33,116

49%

429,308

 54%

자료: France(2000), Plan National d'Action pour l　Emp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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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5.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같

은 보고서에 나타난 성과를 살펴보면, 로그램에 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약 

반 가량의 실업자가 아무런 성과 없이 실업자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실업자 상 직업훈련체계 강화

  랑스의 경우, 구직자 상 직업훈련은 문직업훈련기 (AFPA)이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직업훈련체계의 개선과 련해서 다음 두 가지 방향을 천명하고 

있다. 첫째, 구직자의 직업훈련을 자격증의 취득과 연계시켜 운 하며, 자격증

을 취득한 경우에 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를 제공하여 참여율을 제

고한다는 것이다. 둘째, 직업훈련 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업자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확 하는 것이다. 즉, 기술훈련형 취업계약을 해서는 23만 5천명 규모

로, 자격취득형 훈련과 련해서는 12만 명 규모로 로그램을 확 한다는 것

이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해, 체 훈련참여자

의 35%를 여성으로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실업자 상 평생교육체계 구축

  실업자 상 평생교육과 련해서 교육부와 고용연 부는 국을 포 하는 

근거리 직업훈련 공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훈련기 뿐만 아니라 국 으로 모든 실업자가 쉽게 근할 

수 있는 직업훈련 인 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문직업훈련기

(AFPA)과 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1999년 『직업훈련백서』에 기 하

여, 특정 지역과 업종을 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에서 출발하 다. 특히 취약계

층과 여성을 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2001년 직업훈련 시범사업 성과에 한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방향을 수정할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 로그램의 내용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를 

연계하는 분석에 기 하여 인구학  변화와 직업  기술변화에 맞는 업종개발

을 통해 훈련참여자의 취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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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애인 고용지원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진하기 한 조치는 1999년 유럽사회기 (FSE)의 지

원과 함께 약 300만 명의 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로그램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이것은 보호작업장(Ateliers Protégés)에 한 보조  지원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 사업장의 근로여건과 사업운 방식을 근로기 법과 경제

환경에 맞게 실화시켜 나가는 조치를 수반하고 있다. 아울러 재활교육기

(Etablissement Public de Suivi et de Réinsertion: EPSR)과 직업재활기  

(Organisme d‘Insertion Professionnelle: OIP)의 강화는 1999년 재 약 847명의 종

일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 으며, 장애인직업훈련기 (Gere le Fonds pour 

l'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personnes handicapees: AGEFIPH)의 지원을 통해 추

가로 1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  고용연계 

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한 상담은 2000년 재 6만 건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 실업자를 한 창업지원

  2000년 4월 ‘창업지원을 한 의회’가 발족하면서 실업자를 한 창업지원

정책은 새로운 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로서 창업  기업인수를 진하기 

한 조치와 지역차원에서 비 리민간단체의 사회  기업 창업에 한 지원이 강

화되었던 것이다. 특히 청년과 사회부조 수 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한 로

그램인 에덴(EDEN)은 모든 지역으로 확 되었으며, 지원 상 범  한 확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 로그램에 따라 설립된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사

회분담  감면과 같은 혜택을 리게 되었다. 그밖에도 창업희망자들에 해 

창업교육  자신감 고취 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여성의 창업활동을 진

하기 한 지원 한 확 되었는데, 여성을 한 별도의 창업지원기 이 조성

되었고, 기타 창업 한 여성 노동자의 수를 진 으로 확 하도록, 즉, 3년 

이내에 노동자의 25%를 여성으로 고용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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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취약계층 상 자활지원 서비스

  랑스 사회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고용을 진하는 정책, 즉 자활지원정책

은 반소외법에 기 하고 있으며, 그것은 상자 선정과 련해서 다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는 상자를 소득, 연령, 건강상태, 직여부를 기 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사회부조 수혜자를 상으로 지원하는 제한  고용지

원정책이고, 둘째는 선정기 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보

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보편  고용지원정책이

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소득보장형 지원제도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소득보장형 고용지원정책으로는 연 고용계약

(Contrat Emploi Solidarité: CES)  추가고용계약(Contrat Emploi  Consolidé: 

CEC)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1989년 12월 19일의 법을 통해 실시된 정

책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재취업과 사회통합을 진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의 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과거의 공공근로(Travail d'Utilité Collective)와 지

역사회에 바탕을 둔 취로사업(PIL)을 발 시킨 것으로 엄 한 의미에서 한국의 

자활근로사업(업그 이드형)과 유사한 것이다. 이 정책은 가장 소외된 계층에 

을 맞춘 고용지원제도로 1992년, 1993년, 1998년 세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득보장형 고용지원 로그램이 소외계층 지원에 

을 맞춘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1) - 1: 연 고용계약 (Contrat Emploi Solidarité: CES)

  연 고용계약은 사회  취약계층을 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  사회  유용

성을 가진 각종 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 을 달성하기 해 만들어진, 

표 인 소득보장형 고용창출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의 참여 상은 ① 3년 이상의 장기실업자, ② 50세 이상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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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③ 최소 응수당(RMI), 특별연 수당(ASS), 편부모수당(API) 수 자, ④ 

신용불량자  출소자, ⑤ 18~26세 사이의 취약계층 청년이 우선권을 가지며, 이

들 취약계층이 체 연 고용계약(CES) 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97년 말 

55%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90년  반 최소 응수당 수 자들이 속하게 증

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1994년 24.6% 던 최소 응수당 수 자의 

참여율은 1996년 29%로 증가하기에 이르 다. 마찬가지로 고령의 장기실업자들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  한 1995년의 6.9%에서 1996년 8.3%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청년층의 참여는 진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 고용계약(CES)의 근로조건은 계약기간과 임 보조 수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  계약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최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총 36개월 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부분노동 원칙에 따라 주당 20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둘

째, 연 고용계약은 사업 참여자를 최 임 (SMIC)에 기 해서 보수를 받는 임 노동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 은 최소 응수당(RMI)  특별연 수당(ASS) 등 다른 

여와 복수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여와 임 소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 를 부여하는 이유는 근로의지가 있는 수 자로 하여  근로활동을 통

해 ‘빈곤의 덫’(Piege à Pauvret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함이다.

  연 고용계약의 임 보조액은 사업 참여자의 상태에 따라 차등 으로 지 되는데, 

장기실업자에게는 임 총액의 65%를, 고용안정기 (ANPE)에 등록한 장기실업자, 장애

인, 고령자에게는 임 총액의 85%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임  

외에도 고용주에게는 임 의 5%가량을 사업운 비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 고용계약 로그램을 운 하는 기 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비 리민간단

체(Organismes à but non lucratif), 재단, 상호공제조합, 기업 의회, 병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 재, 약 83,000개의 기 이 비수익 분야에서 약을 체

결하 으며, 그  시민단체가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한 보건분야에서는 

공공의료기 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연 고용계약 로그램이 운 하는 사업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인 계 응력(Savoir-Etre)과 직업능력(Savoir-Faire)을 배양하여 고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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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abilité)을 높이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사업이다. 둘째, 직업훈련 는 근

로활동을 통해 직업기술을 터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셋째, 사회활동 참여

에 앞서 디딤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참여자의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취약계층으로 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기술능력 향상을 통해 사회 응 가능성을 높이는 이 의 역할을 수행한다.

1) - 2: 추가고용계약 (Contrat Emploi Consolidé: CEC)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매우 취약한 계층, 즉, ① 3년 이상의 장기실업자, ② 

50세 이상의 장기실업자, ③ 최소 응수당(RMI), 특별연 수당(ASS), 편부모수

당(API) 수 자  과부수당(AV) 수 자, ④ 18~26세 사이의 취약계층 청년 등

을 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참여자격과 련해서는 연 고용계약(CES)과 유사

한 기 을 용하지만, 연 고용계약 로그램 참여 후에도 실업상태에 남아있

는 근로능력 미약계층을 상으로 한다는 에서 연 고용계약 참여 상자 보

다 취업능력이 취약한 집단을 상으로 소득보장에 을 둔 일자리 창출 

로그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추가고용계약의 근로조건을 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5년(6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탄력 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노동시장진입이 힘든 계층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 으로 하기 때문이다. 주당 근로시간은 최소 30시

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참여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추가고용계약 로그램에 한 정부의 임 보조는 5년간 다음과 같은 방식으

로 지 된다. 첫 번째 방식은 고정된 비율로 5년간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진  삭감(Degressif)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주에 해서

는 사회보장분담 의 감면조치가 취해지며, 이나 교육훈련 등에 부과되는 

세  한 감면된다. 추가고용계약의 운 주체는 연 고용계약과 동일하며, 국

가와 고용주간의 계약(DDTEFP)에 근거해서 사업을 운 할 수 있는 권한이 부

여된다. 한번 계약이 체결되면, 24개월 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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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고용훈련계약 (Contrat Initiative Emploi: CIE)

  고용훈련계약(CIE)은 사회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직업훈련제도로서, 과거의 재통합계약(Contrat de Réinsertion en 

Alternance: CRA)이나 취업복귀계약(Contrat de Retour à l'Emploi: CRE)을 계승 

발 시킨 것이다. 이 계약은 고용주들에 의한 남용을 막기 해 차 취약계층 

심의 지원제도로 정착되어 왔고, 그 결과 재에는 랑스 사회의 취약계층

을 지원하는 매우 포 인 제도로 운 되고 있다. 1996년 약 291,000건의 직업

훈련을 실시하 다. 그  약 27%는 부분노동계약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이

고, 68%가 서비스 업종에서의 계약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기업

의 부분은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상자는 ① 장기실업자, 특히 지난 18개월  12개월 

이상 실업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우선 지원 상이며, ② 50세 이상의 실업자, ③ 최

소 응수당(RMI) 수 자  그 동거인, ④ 장애인 노동자, ⑤ 여성가구주, ⑥ 사회부

조에 의한 소득보장이나 고용연 계약(CES) 참여자격이 없는 사람, ⑦ 특별연 수당

(ASS),  과부수당(AV) 수 자, ⑧ 실제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소득 여성가장(미

혼, 이혼, 과부 등에 한 규정 없음), ⑨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⑩ 고용연

계약이나 직업 응계약(Contrat d'Orientation: CO)에 참여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취

업하지 못하 거나, 고등학교를 도탈락한 청년실업자, ⑪ 군복무 후 6개월 이상 실

직상태에 있는 사람, ⑫ 고용연 계약이나 추가고용계약(CEC)을 통해 기업에 취업하

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용훈련계약 로그램에 한 정부의 지원은 사업참여자가 받는 체 임  

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이며, 임 보조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

다. 50세 이상의 실업자와 최소 응수당(RMI) 수 자 등은 추가로 1년을 더 지

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지원과 련해서는 고용주에 한 사회보장 분

담 이 감면되고, , 교육훈련 등에 부과되는 세  한 감면된다. 

  구체 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은 월 2000 랑을 2년간 지원하는 방식과 1000

랑을 2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자는 ① 50세 이상 장기실업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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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응수당(RMI) 수 자, ③ 특별연 수당 수 자, ④ 장애인 노동자, ⑤ 

학력 청소년에게 지원되고, 후자는 나머지 사업참여자에게 지원된다.

  고용훈련계약(CIE) 로그램을 운 하려는 고용주는 모두 국가와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

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주란 고용보험청(UNEDIC)에 등록되어 있는 ① 일반기업, 

② 공기업, ③ 국 기업, ④ 정부부처  노동조합, ⑤ 비 리민간단체 등이다. 

〈표 3-40〉 고용훈련계약(CIE)과 고용연 계약(CES)의 특성 비교

고용훈련계약 (CIE) 고용연 계약(CES)

성격 - 안정된 고용창출 - 취업능력 향상

수
조건

- 지난 18월간 12월 이상 실업자
- 50세 이상의 실업자
- 생계 여(RMI) 수 자
- 장애인 노동자
- 여성가구주
- 외국에서 실직한 노동자
- 생계보호 무자격자나 CES/ CO 로그램 종료

후 3개월 미만의 18~26세 청년
- 군제  후 6~12개월간 실업자
- 군복무  장기구직등록자

- 장기실업자
- 50세 이상 실업자
- 재취업 곤란 계층
- 생계 여(RMI) 수 자
- API나 ASS수 자
- 장애인 노동자
- 최소 응수당미만 소득자
- 18～20세청년실업자

고용
주체

- 국가와 고용주의 계약
- UNEDIC에 등록된 기업, 민간단체, 자유업자, 

선주 등

- 리기업/ 앙정부 불가
- 1901년 규정 민간단체
- 기타 공공기

고용
기간

- 일반 으로 2년
- 최소 1년 이상
- 6개월이내 해고불가

- 응기간 1개월
- 3개월~12개월
- 24개월이 최 기간

노동
시간 - 주당 16시간 이상

- 4주 평균 20시간 이하
- 1주 35시간 이하
- 최소 10시간 이상

직업
교육 - 200~400시간 - 시간제한 없음

- 직업교육시 고용주 비용지원

복
수혜

(Cumul)
- 해당사항 없음

- 1년간 부분노동활동 병행 가능
- 생계 여와 CES 동시 수 가능 
  (생계 여 33%공제, 3분기동안)
- ASS/AI도 CES 동시 수 가능
  (60%지 . 기간제한 없음)

임
- 최 임 이상(주 39시간 7,101 랑, 35시간 

6,373 랑)
- 동 업종 평균임

- 최 임 에 함
- 유 휴가

고용주
지원

- 주 39시간 이상 근로: 월 2,000 랑
- 직업훈련 분담  면제

- CES이후 고용하는 사람
- 사회보험 분담  면제
- 가족수당 분담  면제

자료: Service-Public, 'Revenu Minimum d'Insertion.
      (http:\\vosdroits.service-publi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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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편  지원제도

  앞서 언 한 제한  고용지원제도와 달리, 사회  취약계층이면 구나 참여

할 수 있는 보편  고용지원제도로는 자활지원사업(Insertion par Activité 

Economique: IAE)를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일반 실업자에 한 지원을 담당하

는 고용정책과는 달리 사회 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특징 인 것은 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사각지 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이다. 반소외법 제 11조는 자활지

원사업 참여자격으로 ‘사회 ‧직업 으로 각별한 어려움이 있는 실업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연령, 건강상태, 재정상태, 직업능력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보편

인 제도로 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의 고용연 계약(CES)와 추가고용계약

(CEC) 등이 요구하는 사업참여기 을 충족시킬 수 없거나, 취업에 각별한 장애

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사업참여자가 된다.

  자활지원사업이 갖는  다른 특성은 국의 경우처럼 기상담과 경로  

근방법을 실시하는 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다. 국 으로 공  고용

안정기 (ANPE)이 크게 확산되어 있는 랑스는 고용연 계약(CES)  추가고

용계약(CEC) 로그램이나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기에 앞서, 국의 고용안정

기 을 통해 가구여건‧건강상태‧직업능력과 련된 종합  상담을 받고, 이것

에 근거하여 합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 고용안정기

은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  직업능력 평가와 련된 문 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 기상담의 목 은 첫째, 기본 인 사 교육을 하고, 합한 훈련 로그

램을 제공하기 한 것이며, 둘째, 사업참여기간   사업참여 후에도 참여자

를 체계 으로 리하기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는 지역차원의 다양한 민‧  기 들이 긴 한 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흥미

로운 것은 한국의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지역자활지원계획과도 유사한 형태

의 개인진단  지역차원의 지역자활지원계획 -『직업편입과 고용을 한 지역 

계획'(PLIE)』- 의 수립에 사회복지사나 최소 응수당(RMI) 담당자, 비 리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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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이다.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연 계약(CES)을 결합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안정기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신청의 주체는 당사자 

 고용기 (비 리민간단체와 민간기업), 고용안정기  상담원 등이며, 승인에 

따른 지원기간은 24개월이다. 그리고 비 리민간단체가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

우에는 특별한 제도  혜택을 받는다.

  실제 자활지원사업을 운 하는 기 은 민간기업, 비 리민간단체, 공공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노동사무소(Direction Departemental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DDTEFP)와 약을 체결

하게 된다. 사업기 은 주요 활동형태에 따라 다음 세 범주로 분류된다. 첫째, 

매를 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 이며, 둘째, 사회  유용성을 가진 

사업을 추진하는 기 이며, 셋째, 상업과 사회  유용성을 가진 활동을 병행하

는 기 이다. 단 세 번째 범주의 기 들은 별도의 회계 리를 통해 정부가 지

원하는 사업보조 이 상업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기 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자활지원기업(Entreprise d'Insersion: EI): 자활지원기업은 매를 목 으로 재

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다른 기업처럼 주요 활동무 는 시장이며, 그들의 재원은 

주로 매수입에 의존한다. 이 자활지원기업은 취약계층을 상으로 생산 장에서 

직업활동에 응 는 재 응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② 임시직노동통합기업(ETTI): 임시직노동통합기업은 자력으로 일자리를 구

하는 데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경력이 되는 직업경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해 임시직 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③ 지역 리공사(Regie de Quartier): 지역 리공사는 지자체, 공공주택기 , 지

역주민과 트 가 되어 지역 리에 개입하는 단체이다. 주된 역할은 청소, 

리, 도시미화, 감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체는 각종사업을 통해 지역사

회내 사회  연 의 재창조와 강화, 주체의 형성, 참여형 도시 리방법의 개발, 

특히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에서 극 인 시민활동을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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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무료숙박과 사회재편입 센터(Les centres d'hebergement et de reinsertion 

sociale: CHRS): 일선에서 사회정책을 수행하는 기 인 사회재편입센터는 주변

화된 계층이나 그 가족을 맞이하여 그들에게 방랑이나 노숙생활을 마치고, 근

로활동을 통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주거나 각종 여를 제공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⑤ 공동작업장(Chantier d‘insertion): 여러 조직(작업장 학교, 교육 작업장 등)

으로 구성된 이 로그램은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근로활동이 어려운 이들에게 

사회통합을 목 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꼼뮌이나 일반

기업과 연계하여 공공건축, 수공업, 수거, 환경, 정원 분야의 실제 작업장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교육과 생산을 연계하는데 을 두고 있다.

  정부는 자활지원사업(IAE)에 참여하는 이러한 기 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

을 한다. 첫째,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분담 을 감면해 다. 물론 이것은 

앞서 언 한 것처럼, 해당 사업이 사회  유용성을 가진 사업인가 아닌가에 따

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자활지원사업 실시기 으로 공인된 자활지원

기업(EI) 등에게는 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하는데 따른 인건비  사업비 는 

리비를 보조한다. 여기서 리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다. 

셋째, 고용연 계약(CES)과 추가고용계약(CEC) 지원 상자를 사업에 참여시키

는 경우에는 이들과 련된 지원 을 지 한다. 여기에는 인건비의 일부와 사

회보험 분담   유 휴가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성과

  사회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랑스의 각종 지원정책  한국의 자활사

업과 유사한 최소 응수당 수 자의 복지제도 탈출비율과 원인을 살펴보면, 자

활지원제도의 효과성에 한 단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 <표 3-41>

은 1996년 12월 최소 응수당 수 자 으나 1998년 1월 더 이상 수당을 받지 

않는 수 자를 상으로 그 원인을 살펴 본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1998년 최

소 응수당제도에서 벗어난 수 자  1996년 당시 취업 이었던 수 자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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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비율이 각각 66%와 34%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집단 모두를 상으로 탈출원인을 살펴보면, 취업이나 임 인상으로 인한 탈출

이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퇴직연령에 이르 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다른 여  수당을 받게 되어 최소 응수당 제도에서 벗어

난 수 자가 22%에 이르고 있다. 그밖에도 행정 인 이유로 수 을 받지 못하

게 된 경우가 6%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표 3-41〉 랑스 최소 응수당 수 자의 복지제도 탈출원인

1996년 12월 재

고용상태

1998년 1월 재 복지제도 

탈출원인

1998년 1월 재

고용상태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취업  66%

취업 53%

취업

실업/비경활

 48%

 18%

타 수당 5%

가족상황변화 1%

행정  원인 2%

기타 5%

실업

/비경활
 34%

취업 5%

취업

실업/비경활

  4%

 30%

타 수당 17%

가족상황변화 3%

행정  원인 4%

기타 5%

100% 100% 100%

자료: Etudes et Resultats(1999), ‘Les sorties 여 RMI des raisons souvent multiples', n,16, mai 1999.

  그 다면, 공공부조제도의 보호를 받는 수 자들은 어떠한 자활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가. 이는 자활사업 로그램 유형별로 자활지원사업(IAE) 참여자의 

구성과 취업률 등을 살펴 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먼  자활사업 로그램을 

운 주체별로 구분하면 자활지원기업, 비 리민간단체, 임시자활기업 등이 있

다. 이 에서 자활지원기업(EI)에 참여하는 수 자의  최소 응수당 수 자

가 36.6%, 실직상태에 있는 청년이 16.9%, 기타 사회부조 수 자가 9.6%, 실업

부조 수 자가 8.5%, 재활 로그램 참여자가 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장애

인 한 약 7.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활지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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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는 사람  약 86.8%가 사회  취약계층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비

리민간단체가 운 하는 자활지원 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최소 응수당 수

자는 16.9%, 청년실직빈곤층이 10.7%, 실업부조 수 자가 7.1%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  사회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3%에 이르고 있

다. 셋째, 임시자활지원기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최소 응수당 수 자가 

18.8%를 이루고, 실업부조 수 자가 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사회  취약계층의 비율은 약 39.2%를 차지하고 있다.

〈표 3-42〉 랑스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2000년 재)

자활기업(EI) 비 리민간단체(AI) 임시자활기업(ETTI)

재활 로그램 8.1% 1.2% 2.9%

사회부조수혜자 9.6% 6.0% 5.7%

RMI 수 자 36.6% 16.9% 18.8%

ASS 수 자 8.5% 7.1% 7.6%

장애인 근로자 7.1% 3.4% 4.2%

청년 취약계층 16.9% 10.7% -

합계(취약계층) 86.8% 45.3% 39.2%

체 참여자 12,440명 181,860명 49,300명

자료: Premiere Synthese(2001), ‘Insertion par l'Activite Economique en 2000', n.50_1, decembre 2001.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사회  취약계층을 참여시킬 경우, 어떠한 지

원을 받고 있는지에 해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가장 표 인 지

원은 사회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해당 사회부조제도로부터 임 보조 을 

지원 받는 것이다. 부분의 로그램이 6개월～2년간 임 을 보조하며, 가장 표

으로 활용되는 지원은 앞서 언 했던 고용훈련계약(CIE), 연 고용계약(CES), 추

가고용계약(CEC) 등이다. 1999년을 기 으로 자활기업 참여자에 한 임 보조는 

총 3,980건이 이루어졌으며, 제공형태는 다음과 같다. 고용훈련계약이 7%, 연 고

용계약  추가고용계약이 36%, 직업숙련계약(Contrat de Qualification: CQ)이 

10.2%, 직업훈련계약(Contrat d'Apprentissage: CA) 8.1%, 직업탐색계약(CO) 4.5%, 직

업 응계약(Contrat d'adaptation: CdA)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면 이들 사회  취약계층은 주로 어떠한 사업분야에 참여하고 있는가 



各國 脫貧困政策의 經驗과 示唆點 179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해 표  자활지원기 인 자활지원기업(EI)의 사업

분야를 로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체 으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  공공사업 련분야의 기업이다. 이것이 단일 분야로는 기업규모와 계없

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 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다음으로는 환경 련 사업을 운 하는 기업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 으로 환경보   녹지사업 그리고 숲 가꾸기 혹은 숲 리

와 같은 사업이 그것이다. 셋째, 재활용  폐기물 처리 등과 같은 사업이 다음으

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그밖에도 많은 사업분야에서 자활지원기업이 

운 되고 있다. 하지만 자활지원기업은 사회  유용성(Utilité Sociale)을 가진 사업

을 개척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공통 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43〉 자활기업의 주요 사업분야 (2000년)

자활기업(EI) 종사자 규모

1~9인 10~19인 20인 이상 체

건설사업 24.4% 23.8% 18.2% 22.9%

환경/숲 리 사업 17.8% 15.9% 15.5% 16.8%

기업지원 8.7% 11.1% 15.5% 10.8%

재활용  매 8.0% 9.5% 8.2% 8.4%

청소  폐기물 5.5% 9.5% 11.8% 7.8%

기타 35.6% 30.2% 30.9% 33.3%

합계 100.0% 100.0% 100.0% 100.0%

기업규모별 비 53.8% 24.7% 21.5% 100.0%

자료: Premiere Synthese(2001), ‘Insertion par l'Activite Economique en 2000', n.50_1, decembre 2001.

  이제는 사회  취약계층이 자활사업을 통해 결국 어떻게 변모하 는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 3-44>는 자활사업에서 탈출( 는 탈락)한 사람들의 

탈출 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은 체 탈출자

의 50% 가량이 자활사업 참여기간 - 사업에 따라 1~2년 - 에 수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랑스 자활사업은 자활기업 자

체를 하나의 일자리 창출장치로 활용하여, 수 자라도 여기에 참여하면 고용계

약을 맺고 그것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수 자에서 벗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모든 참여자가 정규직 노동자로 고용계약을 맺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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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사업참여 기에는 주로 임시직 노동자로 고용계약을 맺게 되기 때문이

다. 그리고 자활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다면 체 탈출자  자활사업 자체 내에서 사회  일자리의 형

태로 일자리를 보장받은 비율에 해 살펴보자. 자활기업은 약 43.3%를 자체 으로 

고용하고, 비 리민간단체는 46.9%, 임시자활기업은 53.3%를 고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은 비

리민간단체와 임시자활기업에 참여했던 취약계층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리고 사실상 수 자에서 벗어났음에도 실업  비경제활동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규모는 자활기업 참여자의 32.7%, 비 리민간단체 자활사업 참여자의 31%, 임

시자활기업 참여자의 27.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4〉 자활사업 탈출자의 고용상태 (2000년)

자활기업(EI) 비 리민간단체(AI) 임시자활기업(ETTI)

2000년 자활사업 탈출자 59.8% 46.3% 52.8%

합계 ( 체 탈출자) 100.0% 100.0% 100.0%

자활

사업

동일자활기업내

정규직 취업
5.2% - -

보조 지원

수익형일자리
1.8% 3.4% 3.3%

보조 지원

비수익형일자리
2.9% 7.3% 2.3%

보조 비지원

임시직취업
20.4% 22.8% 30.4%

보조  비지원

정규직 취업
13.1% 13.3% 17.3%

소계 43.4% 46.9% 53.3%

리기업 취업 - 5.5% 22.1%

자 업 0.6% 0.6% 0.5%

직업훈련 8.2% 7.0% 4.9%

미취

업

비경제활동 3.7% 3.7% 2.0%

실업 16.0% 11.3% 15.0%

기타 13.0% 16.0% 10.9%

소계 32.7% 31.0% 27.9%

미확인 15.0% 14.5% 13.5%

자료: Premiere Synthese(2001), ‘Insertion par l'Activite Economique en 2000', n.50_1, decembr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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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취약계층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의 특징

  유럽연합은 2000~2001년 각 회원국에게 사회  취약계층(Des Exclus)을 사회 

내로 통합하는 반소외정책(Contre les Exclusions)이나 사회편입정책(Social 

Inclusion)을 수립하도록 권고하 다. 하지만 그 정책이념은 1998년 7월 29일 

랑스가 제정했던 『반소외법』(la loi contre les Exclusions)에서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반소외법은 보다 극 인 의미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으로 규정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법이 90년  사회  배제 상의 변에 실업문제

가 자리하고 있고, 이들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  자본개발을 통

해 취업을 진함으로서 당당하게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돕는다는 극  탈빈

곤정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랑스 반소외법이 담고 있는 정책이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

은 ‘사회  유용성을 가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약계층의 실업문제  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이념이다. 이는 최근 유럽에서 『제3섹터』혹은『제3체계』라는 

개념으로 회자되고 있는 새로운 고용‧복지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구체 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일자리라는 개념은 사회  

서비스의 효율  혹은 공익  활용이라는 이념을 담고 있다. 이 이념은 랑스 복

지국가의 외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복지 산을 감하기보다 동일한 산으

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발상에 기 하고 있다. 둘째, 세창업에 한 

사회  지원을 들 수 있다. 취약계층의 상당수는 취업을 통한 탈빈곤의 희망을 갖

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주들의 선입견 한 이들에 한 고용을 방해하고 있다. 이 

에서 취약계층에 한 세창업지원 한 매우 요한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셋째, 취약계층을 한 일자리 창출  제공사업에 있어 민간기업  비 리민간

단체의 참여 한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는 국가의 고용‧복지 서비스 달체계

로 해결할 수 없는 취약계층 상 착형 서비스 제공사업을 민간기업이나 비 리

민간단체의 극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서 새삼 강조해야 할 것은 랑스의 취약계층 상 자활사업이 민간과의 극

인 력을 통해 사회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목하고 있다는 이다. 앞서 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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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국과 국)의 자활사업과 달리, 랑스의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을 한 사회  일

자리 창출 로그램을 폭 강화하고, 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자활기업(EI)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는 이다. 이들 기  부분은 비 리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

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 에 필요한 최소한의 리비용과 사업에 참여하는 취약

계층에게 지 할 임 의 일부를 보조받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구성한 기업을 총칭하

는 표 으로는 사회  기업(Entreprises Sociales)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사회  기업이란 수익을 목 으로 하기보다 사회  유용성을 목 으로 하는 기업을 

지칭하며, 실에서는 소득 취약계층에 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

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유용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 다면 랑스 탈빈곤정책을 특징짓는 이러한 정책이 출 하게 되었는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빈곤과 소외연구센터(Observatoire National de la 

Pauvreté et l'Exclusion Sociale)의 2002년 보고서이다(ONPES, 2002). 이 보고서는 

1998년 이후의 진 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자 등 사회  취약계

층의 실업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각 지역

이 처한 상황과 사회  취약계층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에 주목하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기 하여, 향후 탈빈곤정책이 획일 인 취업 진정책

보다 이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원화된 자활지원정책에 기반해야 

한다는 을 결론에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이 보고서가 지 하는 흥미로운 은 이처럼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

서 여론은 사회  취약계층에 한 지원의 필요성에 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

향이 있고, 정부의 자활지원정책은 더욱 극 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과 부

정 인 여론에 직면하는 딜 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第 5節 스웨덴의 脫貧困政策과 雇傭政策

  1. 스웨덴 탈빈곤정책의 시  배경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포 이고 한 복지국가 으며, 아직도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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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로 남아 있다. 하지만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1990년  반 많은 변화

를 경험하 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상하는 

이유는 스웨덴 복지정책을 규정짓는 경제정책과 극  노동시장정책이 향후에

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과거 스웨덴의 사회정책은 사회보장과 평등을 경제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제로 이해하는 가운데 포 이고 보편 인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에는 완 고용을 목표로 한 극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과 임 연 (wage solidarity)가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1990년  반까지 30여년 간 완 고용에 가까운 4% 미만의 실업률

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경제성장, 낮은 실업률, 매우 높은 수 의 노동력 참여

(특히 여성에 있어서) 등을 함께 이룬 것으로 세계 인 명성을 려왔다.

하지만 1990년  융자유화 이후 스웨덴은 국내시장과 해외투자에 한 통제

에 한계를 보이게 되었고, 자본의 해외유출이라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아

울러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하고, 앙 집 인 복지제공이 어렵게 되면

서 사회복지지출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뒷받침하던 극  노동시장정책마  노동시장의 양극

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노조에 가입된 숙련된 노동자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는 노동시장의 주변부를 맴도는 비숙련 는 숙련 노

동자와 실업자의 문제가 그것이다. 따라서 근로빈곤층과 장기실업자 문제는 노

동공 을 일시 으로 지연시키거나 실업 여를 지 함으로서 공공부조 수 자

로 락하는 시 을 연장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1990년  반 스웨덴의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  2%에 머물던 실업률은 1993년 9.5%까지 증가하고, 1990년  말까지

도 8%의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더욱이 그 에서도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 은 격하게 증가하 다. 2000년 체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 이 26%까지 감소하 지만, 이는 1980년 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높

은 비율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령자나 여성 그리고 노동경험이 아  무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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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나 이민자들과 같은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 혹은 재진입할 수 있는 확률

을 더욱 희박하게 하 고, 이들의 빈곤문제는 곧 사회문제로 두되었다. 

  실제로 1981년 22만 5천명(인구의 4%)에 불과하던 공공부조 수 자는 1993년 

약 두 배 가량 증가한 45만명에 이르게 되었다(표 3-45 참조). 이처럼 1990년  

반 공공부조 수 자 수가 20만명 이상 증가함에 따라 사회부조 지출이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하기에 이르 다. 그로 인해 스웨덴 정부는 재정에 상당한 부

담을 느끼게 되었고, ‘근로연계형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차 강

해지기 시작하 다(Paugam, 1999). 

〈표 3-45〉 1981～1993년 스웨덴 공공부조 수 자 규모변화

(단 : 명)

년도 공공부조 수 자 규모

1981 225,300

1987 369,800

1990 339,400

1993 450,000

자료: Nordic Social-Statitical Commitee, 1995, Serge Paugam (1999)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스웨덴은 더 이상 완 고용이라는 목표를 고수하는데 한계

를 느끼고, 마침내 복지개 을 시도하기에 이르 다. 이 때부터 스웨덴에서도 

복지 여가 직업훈련이나 교육 로그램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조건부과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22). 이  가장 진 인 실험은 복지수혜자들에게 엄

격한 소득기 을 용하고, 여삭감을 조건으로 근로활동 참여를 강제하는 웁살

라 모델(Uppsala Model)이었다. 하지만 웁살라 모델은 1990년  반까지 스웨덴 

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체 지방자치단체의 10%가 도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는 스웨덴이 정치 ‧문화 으로 미식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수용하는데 주 하

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 기는 복지정책기조를 

22) 물론 스웨덴에 실업부조 수 자 등 복지수혜자에게 근로활동을 참여를 제시하는 로그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0년 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부조(Work Relief)등 공공근로

(Public Work) 로그램을 제공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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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 인 소득보장정책보다는 극  노동시장정책 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모시켰고, 자활지원정책 한 단순 공공근로 로그램 심에서 직업훈련 등 인

자본개발을 시하는 다변화된 정책으로 변모시키는데 큰 향을 미쳤다

(Sweden's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SAP), 2001, 10).

  구체 으로 스웨덴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개 은 스웨덴 고유의 근로연계형 

복지(Swedish Workfare)라고 표 할 수 있다. 스웨덴 복지정책의 오랜 통이었

던 정  노동우선원칙(Work First Principle)이 미식의 징벌  노동우선 원칙

을 우회하여, 여 히 인센티  심의 원칙을 고수하는 노동‧능력우선 원칙

(Work-and-Competence-First-Principle)으로 부분 변모하 던 것이다.23)

  좀더 구체 으로 스웨덴의 자활지원 로그램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방

향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  장기실업자와 장애인 등에 

한 일자리 지원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국노동시장청(AMV)이 할하는 

공기업인 삼할(Samhall)을 통한 일자리 제공 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어서 

1990년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실업자에 해서는 직업훈련 등 인

자본개발 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청년실업자의 속한 증가

라는 이유가 도사리고 있었다. 실제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6세~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타연령층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6〉 1990～1999년 스웨덴 실업구조의 변화

(단 : %)

분 류 1990~91년 실업률 1998~99년 실업률

연령별

16~29세 6 10

30~49세 8 8

50~64세 6 6

성  별
남 성 4 9

여 성 4 8

 체 4 8

자료:『Welfare in Sweden: The Balance Sheet for the 1990s』, The Swedish Government, 2002.

23) 물론 스웨덴 복지개 에 한 평가가 모두 정 인 것은 아니다. Hort가 스웨덴 복지개 이 신

자유주의  경로를 우회하며 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간주한다면, Nygreen은 이것이 다가오는 

장래에  다른 험을 내포한 것이라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Nygreen, 1992; Hor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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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운 것은 1990년  반 스웨덴 정부가 취했던 각종 복지개 이 보이고 

있는 성과이다. 그것은 1990년  후반부터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다. 

1999년 5.5%에 달하던 실업률은 2000년 4.7%, 2001년 3.1%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2002년 11월말 재 실업률은 3.9%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장기실업자와 노인의 실업률은 상 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2002년 11월말 재 2년 이상 실직상태이거

나 노동시장 로그램 참여자의 수는 6년 인 1996년에 비해 3분의 1로 감소하

다. 이는 1990년  이후 추진해온 스웨덴의 고용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정

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물론 스웨덴 경제가 빠른 회복

을 보이며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하나, 장기실업의 감소가 스웨덴 고용지원정책의 심이었던 을 볼 때 장기

실업률이 크게 감소하 다는 은 그간의 정책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세는 아래 <표 3-47>에서 보

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에 따르면, 노동참여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

소하며, 각종 고용지원 로그램 참여자의 규모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7〉 1997～2000년 스웨덴 노동시장 참여자 수의 변화

(단 : 천명)

1997 1998 1999 2000

노동시장참여 4264 4255 4304 4362

고  용 3922 3979 4068 4159

실  업 342 276 341 203

고용 로그램참여 173 142 113 112

자료: National Labour Market Board: labour market outlook for 2002. http://www.ams.se/에서 재구성. 

  2. 취약계층 상 소득보장 로그램

  스웨덴의 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의 

사회보험제도는 여 히 시민권 이념에 기 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보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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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용되고 있으며, 사회부조는 사회보험의 부가 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다.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16세 이상의 거주민은 국 에 상 없이 이들 사회보

험에 강제 으로 가입되며, 부모보험, 노령연 , 장애연 , 실업보험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스웨덴의 사회부조는 1982년 하나의 보편  소득보장제도로 법제

화되었으며, 모든 사회구성원의 ‘합리  생활수 ’(Reasonable Standard of 

Living) 보장을 목표로, 질병 여, 연 여, 실업보험 여 등이 해결하지 못하

는 기타 잔여  인구를 보호한다. 기타 소득지원 로그램으로는 사회수당제도

가 운 되고 있는데, 표 인 것으로는 16세 미만의 아동보유 가구를 상으

로 하는 가족수당제도가 있다.

  하지만 스웨덴은 1990년  반 사회부조 수 자가 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

부조 수 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제도 으로 배제된 취약한 근로빈곤층이었으며, 

이들의 경제활동 진은 매우 시 한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르 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보험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취약계층 상 제도의 심

인 사회부조와 실업부조를 심으로 스웨덴의 소득지원 로그램을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한다.

가. 노령연

  노령인구의 기 생활보장을 한 기여형 제도인 기 연 은 가입자격에 제한

이 없으며, 재정방식은 완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 연 의 재원은 액 

사용자와 자 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 과 정부재원에 의해 충당된다. 

최소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65세가 된 사람 구에게나 수 권이 주

어진다. 그러나 완  기 연 을 받기 해서는 30년 이상 소득활동에 종사하

거나, 40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완  기 연  수 자는 2000년도 기 으로 

독신인 경우, 보건복지 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에서 제시한 

기본 여액(월 3,050 SEK)의 96%인 2,928 SEK을, 부부인 경우에는 157%에 해

당하는 4,788 SEK(1인당 2,394 SEK)의 여를 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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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육  출산보험

  아동의 출생  보호와 련된 부모보험은 세 가지 여로 구성된다. 먼

, 부모 여(Parental Cash Benefit)는 아동의 출생이나 입양시 에 일시

으로 휴직하는 부모에 하여 최  390일까지 임 수 의 80%를 지 한다. 특

히, 임 수 이 낮은 경우에는 최소 1일 120SEK(월 3,600SEK)을 보장하고 있

다. 한편, 390일을 과한 기간에 해서는 90일 동안 1일 60SEK의 정액 여를 

연장수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임신 여(Pregnancy Benefit)는 임산부에 해 

최  50일까지 임 수 의 80%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일시부모 여(Temporary 

Parental Benefit)는 12세 이하의 질병이 있는 아  아동을 보호해야 할 경우 임

수 의 80%를 1년의 120일까지 제공하는 제도이다.

다. 장애연

  장애연 은 질병이나 신체  는 정신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감소한 

16~64세 사이의 모든 국민이 상이 된다. 기본액은 정부가 소비자물가항목에 

기 해서 매년 정하게 되며, 기본연 여액을 기 으로 각각 연 의 3/4, 1/2, 

1/4이 지 된다. 

라. 질병 여

  질병 여는 연간 6,000SEK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동자를 상으로 하고 있

으며, 피고용자는 기여하지 않지만 고용주는 총 여액의 7.5%를 기여하며, 자

업자는 소득의 8.23%를 기여한다. 재 정부는 질병 여에 해 비용을 부담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질병 여를 수 하기 해서는 14일의 기기간이 필

요하며, 자 업  일시  실업자의 경우에는 1일간의 기기간이 용된다. 

여수 은 임 수 의 80%이며, 이 때 임 상한선은 기본 여액(base amount)의 

7.5배로 설정되어 있다. 한편, 1일 받을 수 있는 최 여액은 598SEK이며, 주 

7일로 계산하여 여가 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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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상으로 소득수 에 계없이 

아동 수에 따라 정액 여를 제공한다. 재원은 액 국가가 부담하고, 보건복지

부 산하 사회보험 원회(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에서 운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각 지역 사회보험사무소(Social Insurance Office)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여체계와 수 을 살펴보면, 기본 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에 해 1인당 월 

950SEK를 지 하며, 3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해서는 세 번째 아동부

터 추가 인 여가 제공된다. 세 번째 아동에 해서는 254SEK, 네 번째 아동

에 해서는 760SEK, 다섯 번째 이상의 아동에 해서는 950SEK가 각각 추가

로 지 된다. 기본 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 되는 가족수당은 자녀가 

학생일 경우 20세까지 수 이 가능하며, 정신장애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 

인 아동인 경우 23세까지 연장수 이 가능하다. 그밖에 장애를 가진 아동에 

한 부가 인 여가 제공되는데, 아동의 장애정도와 욕구에 따라 최  기본

여액(base amount)의 2.5배까지 수 할 수 있다.

바. 실업보험

  과거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실업보험과 실업부조(KAS)의 두 가지 형태로 운

되었으나, 1998년 새로운 실업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Act: UIA)과 실

업보험기 법(Unemployment Insurance Funds Act: UIFA) 제정에 따라 실업부조

는 그 기능이 기본 보험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폐지되기에 이르 다. 이들 법

은 실업보험을 기본보험(Basic Insurance)과 소득상실에 비례한 선택  보험으로

(optional loss-of-earnings insurance)로 구분하고 있다. 실업보험을 받기 한 기본

 요건은 비자발 인 실업이어야 하며, 고용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한 노동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 

  선택  보험은 소득 련 여(income-related Benefits)이며, 이 여를 받기 

해선 실업보험기  가입자이어야 한다. 한 여수 은 이 의 근로경험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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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이  임 의 80%정도가 지 된다. 한편 기본보

험은 소득 련 실업 여에 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상으로 일정한 수 의 

여가 지 된다. 두 보험 모두 57세까지는 최  300일까지 지 되며, 연령이 

57세 이상인 경우에는 450일까지 지 된다.

사. 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사회부조의 수 자격은 법 으로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지만, 거주기

간에 한 제한은 없다. 여단 는 거주단 를 기본으로 하며, 자녀가 있는 경

우 법 으로 부양의무가 주어지는 기간(아동이 18세에 이를 때까지, 단, 학생의 

경우에는 21세까지 보호)까지 하나의 가구로 본다. 여기간은 무한하며, 국  

요건 없이 스웨덴 거주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상으로 한다. 

  여수 은 보건복지 원회에서 1985년부터 개인  가구구성에 따라 여수

에 한 가이드라인을 매년 1월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는 지역

의 생활수   환경, 산수  등을 고려하여 이 기 을 어떻게 용할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실제 지 되는 여수 은 

지방정부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은 사회부조를 수 하는 신 일을 할 

수 있는 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 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서비스에 의해서 제공된 일자리나 계획을 거 한다

면, 생활을 유지하기 해 사회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 

  3. 취약계층 상 고용지원 로그램

  스웨덴의 취약계층에 한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은 완 고용을 목표로 노동과 

복지의 결합(fusion)을 강조하며,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한 제도  응에 큰 

비 을 두어 왔다. 통 으로 스웨덴의 극  노동시장정책은 한편으로는 취

약계층을 한 고용창출을 심으로 한 수요측면의 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등 공 측면의 로그램을 강화하는 경향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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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왔다. 그리고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나 직자를 상으로 한 것이

었다. 하지만 1990년  들어, 경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극  노동시장정책은 

노동공 의 질  확 , 노동시장의 유연성, 구조  응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

고, 이에 걸 맞는 로그램을 강화하기에 이른다(OECD, 1990, p.20).

  스웨덴의 국가실천계획이 밝히고 있는 고용정책의 략 인 목표는 크게 4가

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고용능력의 향상, 둘째, 창업지원과 고용창출 

개발, 셋째, 기업과 노동자간 서로의 응력 강화, 넷째, 남성과 여성을 한 모

든 사람에 한 동등한 기회의 보장이다. 이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고용능력향상을 한 인 자원개발 략이다. 이는 실업자들이 일자리로 돌

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

는 기술에 처하지 못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고용능력 향상을 한 교육과 훈련의 주 상은 청소년과 장기실업자이다. 스웨

덴 고용정책에 있어서 청소년 실업과 장기실업의 방지는 매우 요시되고 있다. 

2000년도의 목표는 25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100일 이내에 정규직이나 당한 훈련 

는 교육 등 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한 고용청에 등록된 실업자의 

비율을 최소한 40%까지 감소시키며, 2년 이상 등록된 장기 실업자의 비율도 

최소 15%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 다. 그 결과 2000년 12월 재 실직

청소년의 98%가 100일 이내에 일자리이나 한 로그램 제공을 받았다. 장기

실업률도 53%까지 감소하 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2000년에 비해 2001년에는 40%

정도 감소하 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스웨덴 정부의 목 은 고용주에 한 임

보조 지원을 통해 매년 어도 57,000명이 직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2001년 1월 약 54,000명의 장애인이 임 보조를 받아 일을 하고 있다. 

  끝으로 스웨덴의 노동시장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기회보장을 해 오랜 동

안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 스웨덴 노동시장의 성 분  문제는 1960년  실시된 공공부문의 확 와 

계가 있는데 이로 인해 수 으로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되었

다. 물론 많은 여성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여성

취업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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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보여주는 것은 들어난 고용(emploi ouvert)에 국한된 것이며, 들어나지 않

은 고용(emploi caché)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Paugam, 1999).

  스웨덴에서 실시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한 고용지원 로그램은 크게 노동공

 련 로그램, 노동수요 련 로그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노동공

과 련된 로그램은 고용훈련, 장교육 등 한 기술습득을 통해 노동

시장에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로그램이다. 둘째, 수요와 

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 심의 직 인 

일자리 창출과 임 보조 ,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간 인 일자리

창출로 구분된다. 

가. 노동공  련 로그램

1) 고용서비스(Employment Service)

  고용서비스는 스웨덴의 극  노동시장정책에 있어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해 스웨덴은 국 으로 약 400개의 고용서비스 제공기

(Public Employment Service)을 설치‧운 하고 있다. 이 기 에서 제공하는 서비

스는 한 일자리에 한 구직자를 최 한 단시간에 취업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를 해 스웨덴은 구직자들에 해 효과 인 취업지도  

취업알선을 할 수 있는 훈련된 인력  국 인 고용정보 네트워크체제를 구

축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한 직업상담가(vocational counsellors)와 같은 문인력으로부터 

취업이나 직업훈련에 한 보다 종합 이고 심도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취업상담  지도를 한 인력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채용되며 기존의 직장 경

험이 있는 실업자나 고학력 실업자들은 실업보험기 을 이용한 단기간의 훈련

을 통하여 취업지도 알선사무소에 배치되기도 한다. 즉, 스웨덴의 실업자나 구

직자, 고용주에게 고용서비스를 통해 고용과 련된 정보와 상담 등 통합 인 

고용 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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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훈련(Employment Training)

  고용훈련은 스웨덴의 사회  취약계층 상의 표 인 로그램이다. 고용

훈련은 일차 으로 개별노동자의 취업  직무수행을 해 필요한 지식  기

술을 보완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 이 있으나, 노동수요-노동공 간

의 불합치 문제를 해소하는 이차  목  한 갖고 있다. 신청자격은 20세 이

상 실업상태이거나 실업의 험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장애가 있는 경우에

는 20세 이 에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훈련은 주로 개개인의 능력  특성에 

맞게 개발된 특별 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다. 훈련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

며, 이 기간동안에 실업 여에 해당하는 훈련수당이 생계보조를 해 주어진다. 

한 훈련수당도 최소 일당 240 SEK( 일 훈련참여시) 정도 지 된다. 고용훈

련을 시행하는 주체인 지방노동 원회는 이러한 특별 로그램들을 기존의 훈

련기 (AMU-AMS)에서 독립시켜, 직업훈련 로그램을 개발하는 정부기

(Government Agency)이나 문 학, 학 혹은 지역 성인교육기 들에 실업자를 

탁하고, 훈련에 따른 경비를 지 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3) 작업장 배치훈련 (Workplace Introduction)

  작업장 배치훈련은 1995년에 시작된 로그램으로 과거의 직업훈련 로그램

을 체하는 새로운 직업훈련 로그램이다.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20세 이

상의 등록실업자들과 다른 한 일자리에 소개하기 어려운 실업자들을 상

으로 최장 6개월까지 직장에 배치되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훈련

기간 동안 참가자는 훈련 소개, 직업상담 서비스와 실질 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로그램 참여자는 실업 여에 해당하는 액수의 훈련보조 을 지  

받을 수 있는데, 단 실업 여 수 비자격자는 최 의 보조 을 받는다. 한 고

용자는 1개월 당 2,000 SEK을 훈련생에게 지 한다. 그러나 60세 이상이거나 

이민자 혹은 직업상의 무능력자에게는 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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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수요 련 로그램 

1) 고용보조

  고용보조 제도로는 일반고용보조 (General Employment Subsidies), 신규채용

보조 (Recruitment Subsidies)과 훈련 체지원 (Trainee Replacement Grants)이 있

다. 일반고용보조 은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상태인 사람들을 한 로그램으

로 월 여의 50%, 최고 일당 350 SEK를 넘지 않는 범 에서 최고 6개월 간 

지 된다. 신규채용보조 제도는 1984년부터 실시되었는데, 고용서비스사무소에 

등록된 장기실업자를 채용한 기업에 채용의 가로 임 보조를 해주는 것이다. 

훈련 체지원  제도는 고용주가 피고용 근로자들의 기술능력을 높이기 해 

훈련을 보낸 후, 다른 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지원 을 지 해 주는 것이다. 

이 게 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정규취업자가 교육훈련을 

해 그 자리를 비운 기간 동안 실업자들에게 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다. 신규채용보조 과 훈련 체지원 은 임  혹은 월 여의 50%를 

넘지 않는 범 에서 최고 6개월 간 지 되며, 체근로자 1인당 20,000 SEK까

지 교육보조 이 지 될 수 있다.

  한 특별고용보조 이 있는데 이는 57세 이상이거나 24개월 동안 실업상태 

는 고용 련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직업센터에 등록하여 구직활동을 하

고 있는 사람들이 주 상이다. 최  24개월 간 임 의 75%, 최고 525 SEK까

지 지 된다. 

2) 장애인고용보조

  장애인 고용보조  수 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된다.24) 임 보조  이외에도 장애인을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다양한 장려

24) 장애인의 직무성과가 에 띄게 상승하거나 는 장애인의 작업시설이 보통인의 직무수행과 

비교하여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도록 편리하게 구축되는 경우에 보통인과 차별하여 장

애인에게 임 보조 을 지 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고 단하여 정부는 임 보조  수 을 

삭감하거나 는 지 을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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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별 장애인에 한 근로장려 , 사용자가 장

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한 경우에 지 하는 장려 , 그리고 

장애인 창업장려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

지 못한 장애인들에게는 스웨덴의 공공회사인 삼할(Samhall)에 우선 채용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3) 창업지원 (Start-up Grants)

  창업지원  로그램은 실업자나 직장을 잃을 기에 놓인 사람들, 는 신

규개발지역의 거주자  자 업을 시작하려 할 경우 창업기간 동안 실업 여에 

해당하는 생계보조 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특히, 정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치에 있는 청년층, 이민자, 장애인, 여성, 장기실업자 등 상 으로 빈곤의 

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우선 고려한다. 먼  지원자는 고용서비

스사무소에 실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고용서비

스사무소는 신규 창업자들에게 정보회의, 자문, 훈련과정  사후활동을 지원한

다. 이 보조 은 실업보험기 (unemployment insurance fund)으로부터 지 되는

데, 실업보험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일당 320 SEK, 수 자격이 없는 경우에

는 183 SEK가 지 되며 최장 6개월 간 지 되어진다.

  4. 취약계층 상 자활지원 로그램

  스웨덴의 자활지원 로그램이란 실업부조 수 자  실업부조 수 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부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 자에게 여를 조건으로 참여를 강

제하는 각종 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에서 스웨덴의 자활지원 로그램은 1998년 개정된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에서 그 단 를 발견할 수 있으며, 같은 해 제정된 청년실업자를 

한 자치단체의 책임에 한 법률에서 구체 인 로그램(Development Guarantee 

Program)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법률들은 사회부조를 수 하는 신 일을 할 수 

있는 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 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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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Kildal, 2001). 만약 고용서비스에 의해서 제공된 일자리나 계획을 

거 한다면, 생활을 유지하기 해 사회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 특히, 수 자  25세 이하 수 자,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기술을 습득해

야 할 필요가 있는 25세 이상 수 자, 교육수당(Study Allowance)을 받고 교육

로그램에 등록된 학생 등 세 집단에 해서는 부가 으로 다른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인턴과정이나 기술훈련을 한 활동에 참가해야 하며, 이

를 거부한다면 여에 한 권리를 잃거나, 여수 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과의 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수 자는 행정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활지원 로그램은 일제 근로활동, 개인에 한 개별화된 조치들을 통해

서 장기실업자가 가능한 한 빨리 정규 노동시장에서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에서 자활지원 로그램은 노동시장 로그램

과 실업사이의 악순환을 막는데 기여하고, 근로경험, 훈련, 는 신규채용보조 에 

의한 고용기간 동안 극 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실업이 발생

한지 100일이 지나면 구직자는 직업 이고 지리 인 이동을 요구받을 수 있다. 

한 여지  100일 이후에는 실업보험의 여수 이 감소될 수 있다. 한 실업

여를 받는 트타임 실업자들은 이들의 수요에 따라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활동이 

제공될 수 있는 자활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이 로그램의 운 주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1980년 에 장기실업자를 상으로 공공근로와 유사한 형

태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던 경험이 있었으며, 1990년 에 이르러서는 청년실업자 

 사회부조 수 자를 상으로 하는 자활지원 로그램을 운 하기에 이르 다.

가. 자활지원 로그램(Activity Guarantee)

  이 로그램은 2000년 8월에 도입되었는데 이 로그램의 가장 큰 목 은 장기 

실업자를 감소시키는데 있다. 자격조건은 20세 이상으로 직업센터(Job Centre)에 등

록하여 2년 이상 구직활동을 한 경우이다. 참가자들은 10～15명의 그룹 안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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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센터의 슈퍼바이 에 의해 지원을 받으며, 동시에 기본 인 고용지원 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먼  직업센터의 슈퍼바이 와 직업실

행계획(Job Action Plan)을 작성한다. 직업실행계획은 실업자들이 본인에게 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개별화되어 수립된다.

  참여자에게는 기업으로부터 183 SEK의 고용보조 (이에 해 기업은 세 혜

택을 받음)이 지 되며,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최  150 SEK의 보조 이 지원된

다. 로그램에는 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등 련 조직들이 함께 참여하며 

이러한 범 한 트 쉽 구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일자리 발견

을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나. 노동경험(Work Experience)

  이 로그램의 목 은 개인에 해서 직업 망을 높이기 한 것이다. 실업

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훈련 혹은 다른 노동시장 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 상으로 한다. 이 로그램은 정규노

동이나 정규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고, 비 리단체나 시설, 지방정

부, 앙정부, 노조 혹은 기업  일시 으로 약간의 노동력이 필요한 부문에 

한정하여 노동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업 여에 해당하는 참여자 

수당과 교통비가 지 되며, 련시설과 장비 등의 비용은 고용청이 부담한다.

  노동경험 로그램은 노동시장  부문에 걸쳐 이루어지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

리기  모두 참여하고 있으나 주로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진다. 로그램의 주요 내

용은 공공시설의 보수  유지, 환경‧임원자원의 감시 기 간 배달업무, 재활사업의 

업무보조, 사회복지 방문자원 사, 노동경험 련 창업지원 가능성 타진 등이다. 

다. 임시 일자리(Relief Work)

  주로 계  실업의 향을 많이 받는 고용취약 계층에 한 임시취업 기회

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실업자들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로그램으로 

계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자들에게 생계유지를 한 일자리 제공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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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임시 일자리의 기회는 개인 당 최장 6개월 간 제공되며, 임 과 휴가 등

은 동일직종의 단체 상에서 정해진 수 에 기 하며, 주로 사회간 자본에 한 

투자 - 즉,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건설에 한 공공투자 - 를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주로 장기실업자들, 특히 실업 여를 소진한 실업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앙정부로부터 이미 배정 받은 지방자치 산을 

조속히 집행함으로써 지방정부 내(주로 의료, 행정분야의) 임시직 형태로 일자

리를 제공하는 간 인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 공공고용보호

  이 로그램은 공공부문의 고용주들이 사회병리 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용할 

때, 보조 을 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로그램의 목 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물 등으로 인한 직업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고용을 통해 정상 인 삶을 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로그램은 

1986년에 도입되었고, 기존에 장애인에게 주어지던 기 자치단체의 한시  고용 로

그램을 체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사회병리  장애인들은 고용기회뿐 아

니라 장애와 련된 다양한 사회  서비스에 한 욕구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컨 , 장기간의 약물복용과 그로 인한 노동시장에의 오랜 불참은 

복합 인 문제를 생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의 경우, 생산부문에서의 

노동은 힘들다는 단이 지배 이었고, 특수한 부문,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

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 로그램이 제

공하는 보조 은 의 100%까지 주어진다.

  5. 취약계층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의 특징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실업과 빈곤, 복지의존의 문제를 구조

이고 복합 인 상으로 이해한다는 에서, 그 책임을 으로 개인에게 

가하지 않으며, 문제해결 한 단순히 복지나 고용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종합 인 근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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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최근 들어 스웨덴 정부는 ‘선근로, 후지원’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모

두를 한 근로’(work for all) 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SAP, 2001). 즉, 국가가 

이들의 최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극  노동시장정책 로그램을 부가 으로 

실시함으로써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스웨덴의 복지체계 한 활성화원칙과 기

술향상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립‧자활을 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의존 방지와 조기취업을 강조하는 미국의 정책과는 달리 스웨덴

은 한 복지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시장 복귀능력을 제고하는 이른바 인

자원개발에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고용지원을 한 기본방향은 

‘ 극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큰 틀 안에서 ‘ 극  지

원정책’(activation principle) - 즉, 개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맞는 극  노동시

장정책 로그램 - 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개인의 지

식, 기술, 교육수 을 향상시키는 취업교육훈련(Employment Training)과 정비된 취

업지원서비스(Employment Service), 그리고 임시  일자리(Relief Work)와 같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스웨덴 고용정책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표 3-48〉 고용지원 로그램 황(2001)

(단 : 명)

로그램내용 월별 참가자 수

   진로지도 는 배치 활동 17,744

   신규채용인센티 18,130

   직업재활 5,610

   고용훈련 15,132

   취업  비 는 일반  훈련 13,246

   직업장 연수 21,253

   노동시장 정책 강조 로젝트 351

   창업지원 6,900

   청년보조 4,279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한 특별지원

   임 보조고용 51,099

   공공 보호고용 5,675

자료: National Labour Market Board: labour market outlook for 2002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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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언 한 로그램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직업훈련 로그램으로, 

각  공공교육기 을 이용하여 실업자들에게 직업 재교육 혹은 직업훈련을 받

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시장경쟁력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의 인

력수요에 비하는 데 을 두고 있다. 한 노동수요 측면의 로그램도 실

시하고 있는데, 량의 직 인 일자리 창출 로그램보다는 고용주에 한 보

조  등에 의한 간 인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 심을 이루고 있다. 이 과정

에서는 지방정부의 주도와 참여와 ‘ 에서 로의 근방식’이 시되고 있다. 

끝으로 스웨덴에서 취업서비스는 취업교육훈련과 함께 가장 요한 서비스로 

간주되고 있다. 잘 조직되고 정비된 취업서비스를 통하여 구인과 구직의 효율

 연계를 통한 마찰  실업의 해소  경력자나 고학력 실업자의 고용창출 효

과  우수인력의 활용 효과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취약계층 상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국가실천계획

(National Action Plan)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2000년 10월 유럽회의는 빈곤과 

사회  배제방지를 한 4가지 목표를 설정하 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자원, 

상품, 서비스 근과 고용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며, 둘째, 노동으로부터 배제되

는 것을 방지하며, 셋째,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며, 넷째, 빈곤과 사회  배

제의 퇴치를 해 모든 한 조직들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한 회원국들에

게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수행계획(Action Plan)을 개발하도록 권고하 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스웨덴의 고용정책은 취업우선(work first)과 기술향상

(skill enhancement)을 시하며, 실업자들에게 여를 제공하는 신에 

한 훈련이나 작업장 연수를 제공하는데 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

어 사회서비스 한 각 개인이 경제  기에 처한 경우, 요한 사회안 망으

로 기능하고 있다. 한 이러한 에서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빈곤과 사회  

배제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극  고용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스웨덴 고용정책의 목 은 실업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배경이나 기원에 계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고용을 진하는 것이다. 복지

정책에서도 취업 우선의 원칙이 용되는 것이다.



各國 脫貧困政策의 經驗과 示唆點 201

第 6節 各國 脫貧困政策의 特性과 示唆點

  미국을 비롯한 4개국은 실업과 빈곤문제, 특히 취약계층의 실업‧빈곤문제와 

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양한 소득보장정책과 

고용지원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탈빈곤정책을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할 것이다. 첫째, 이러한 정책목표

를 달성하기 해, 각국의 탈빈곤정책이 취했던 노력을 복지‧고용 련 지출 측

면에서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를 해 각국의 사회복지지출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것이다. 둘째, 좀더 구체 으로 취약계층 상 고용정책이 어

떻게 추진되었는지 고용정책 련 지출추이를 살펴 볼 것이다. 셋째, 이러한 정

책노력을 탈빈곤지수로 계량화하고,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넷째, 앞서 언

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각국 탈빈곤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끝

으로 각국 탈빈곤정책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 을 소득보장정책, 고용 련정

책, 자활지원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1. 각국 탈빈곤정책의 지출구조

  이제 각국 탈빈곤정책의 특징을 ① 복지‧고용정책 련 지출규모의 교차비

교, ②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지출의 비 , ③ 사회부조지출의 규모, ④ 극  

노동시장정책 련 지출의 비 , ⑤ 취약계층 상 극  노동시장정책 련 

지출의 비  등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아래 [그림 3-6]은 복지정책  고용정책 련 지출측면에서 이들 네 

국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먼  소득보장  복지서비스와 련해서, 

1998년 재, 미국은 GDP 14% 수 의 매우 낮은 공공복지지출 수 을 보이고, 

국과 랑스는 GDP 25~28% 수 의 공공복지지출을 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상 으로 높은 31% 의 지출수 을 보이고 있다25). 이는 빈곤  사회  배

25) 이는 복지지출 수 이 빈곤완화를 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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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련한 각국 정부의 노력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각국의 노동정책에 련된 지출에 있어서도 미국은 GDP 비 0.38%라는 

낮은 수 에 머물러 있으며, 국은 0.94%로 간정도의 지출수 을, 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3.12%  2.72%라는 높은 지출수 을 보이고 있다. 

〔그림 3-6〕 각국의 공공복지지출과 LMP지출 비교 (1998년 기 )
                                                          (단 : GDP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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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OECD(2001),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8; 고경환(2002),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1990~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2000), OECD Employment Outlook.

  둘째, 실업‧빈곤문제와 련해서 국가의 개입정도는 사회복지지출  공공지

출과 민간지출(Private Social Expenditure)이 차지하는 비 을 비교함으로서 알 

수 있다. Adema의 연구에 따르면, 1997년 재 민간복지지출수 이 스웨덴은 

에 있어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언 했던 것처럼, 랑스와 국은 복지정책의 변

화에 따른 이 소득의 증감이 수 자의 빈곤화  탈빈곤화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미국은 이 소득이 빈곤화  탈빈곤화에 미치는 향이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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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은 15.0%, 미국은 35.7%, 한국은 49.3%로 나타나고 있다(Adema, W., 

2001: 13). 이는 사회복지와 련해서 민간 는 개인의 역할이 국가에 따라 매

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래 [그림 3-7]이 보여주는 바

와 같이, 미국이 가장 높고, 다음이 국과 스웨덴의 순서이다. 한국은 1997년 

시 에 민간지출수 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7〕 각국의 공공복지지출과 민간복지지출 비교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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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Adema, W., (2001)

  셋째, 사회  취약계층을 한 국가의 소득보장기능에 해서는 사회부조지

출(Social Assistance Expenditure) 규모를 살펴보자. 지난 18년간(1980~1998)의 흐

름을 통해 살펴보면 아래 [그림 3-8]과 같다. 1998년 재 GDP 비 사회부조지

출은 랑스가 가장 높고, 스웨덴과 국이 비슷한 수 이며, 미국이 가장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1980년에는 0.25~0.29%로 각국이 비슷한 

수 을 보이다, 1990년에 들어서며 미국과 나머지 세 국가가 다른 양상을 나타

내고 있다는 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빈곤율이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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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 비추어 볼 때, 비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근로소득세액공제제

도(EITC)처럼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보 하는 제도가 사회부조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는 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취업자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지원범 의 한계는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스웨덴의 사회부

조지출이 랑스나 국보다 낮은 것은 극  노동시장정책이나 사회보험을 

통해 빈곤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8〕 각국 사회부조지출의 추이(1980～1998년)
                                                          (단 : GDP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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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OECD (2001),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넷째, 노동시장정책과 련된 지출에서 극  노동시장정책 련 지출과 이

를 리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출을 비교하면, 각국의 노동시장정책이 어떠

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을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 3-9]는 스웨덴의 경우, 극  노동시장정책 련 지출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의 행정유지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과 미국은 

극  노동시장정책 련 지출규모도 낮은 상황에서 행정유지비용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국가에 비해 랑스는 극  노동



各國 脫貧困政策의 經驗과 示唆點 205

시장정책 련 지출수 이 상 으로 높고, 행정유지비용은 가장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국은 극  노동시장정책 련 

지출은 매우 낮은 수 이나 그 에서 행정유지비용이 차지하는 비 이 매우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상 으

로 복지수혜자를 비롯한 실업자를 상으로 기상담 등의 상자 리  교

육 로그램을 강화함으로서 체 고용 련정책에서 행정 리비용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9〕 각국의 극  노동시장정책  행정 리 지출(1998년)
                                                          (단 : GDP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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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OECD(2000), OECD Employment Outlook.

  다섯째, 취약계층 상 고용정책 련 지출에 있어서는 뚜렷한 양극화 상

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이 서구 복지국가 

역에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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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국은 취약계층을 한 보조  지

원 고용  장애인 고용지원은 매우 낮은 수 으로 유지하는 신, 이들을 노

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정책부문에 집 인 투자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

며, 반면에 랑스는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보조  지원 고용부문에 집

인 투자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은 장애인과 같은 특정 

취약계층 상 로그램 지원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이러한 정책흐름을 유형화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순화가 필요

할 것이다. 먼  OECD Employement Outlook 2000년 자료에서 각국의 노동시장

정책 련 지출  소극  노동시장정책 지출과 련된 항목(실업보상과 조기퇴

직자 지원 )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항목을 일반 고용지원 지출(① 공공고용

서비스, ② 직업훈련, ③ 청년실업 책)과 취약계층 상 고용지원 지출(④ 보

조 지원 고용, ⑤ 장애인 고용지원)로 구분하 다. 그리고 이를 시계열 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3-10]과 같다.

  먼  극  노동시장정책과 련한 지출수 이 높은 랑스와 스웨덴  후

자가 취약계층과 련해서 더 많은 산을 투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국과 미국은 상 으로 낮은 극  노동시장정책 산 에서도 취

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산의 규모가 더욱 작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 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한 보조 지원 취

업알선이나 창업지원 로그램, 공공근로(Public Work)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상으로 하

는 정책지원 한 활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한국은 극  노동시

장정책 련 체 산  취약계층 상 지출수 이 ‘상 으로’ 국과 미

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외환 기이후 생활보호 상자나 실업자

를 상으로 실시했던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로그램의 비 이 크게 반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취약계층 상 고용지원정책 련 지출에서 에 언 했던 네 국가는 

특정 로그램에 치우침이 없이 일정한 비율로 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특이한 은 국의 경우, 보조  지원 고용이나 공공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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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취약계층 상 고용지원정

책은 매우 편 된 형태를 나타낸다. 실제로 1998년 한국의 극  노동시장정

책에서 일반 실업자를 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차지하는 비 은 체 취

약계층 고용지원정책 련 지출의 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9년 시 에는 취약계층 련 지출의 약 90% 수 에 이르게 된다. 반면에 

장애인 등에 한 지출은 매우 낮은 수 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취약

계층 고용지원 련 지출이 다양한 특성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로그램으로 

분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OECD, 2000).

〔그림 3-10〕 각국 고용정책  취약계층 고용정책 련지출 (1998년)
                                                          (단 : GDP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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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OECD(2000), OECD Employment Outlook.

  2. 각국 고용지원정책의 지출구조

  각국이 고용문제와 련해서는 얼마나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지 좀더 구



208

체 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표 3-49>는 각국의 고용정책 련 공공지출

을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 간의 추이로 살펴본 것이다. 

  GDP 비 체 고용정책 련 공공지출 비율을 국가별‧연도별로 비교해 보

면, 1997년 시 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하 던 국가는 총 3.88%의 비율을 

보인 스웨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시의 높은 실업률과 스웨덴 사회민주

당의 재정지출 확 에 힘입은 것처럼 보인다. 다음은 랑스로 GDP 비 

3.18%를 고용 련 정책으로 지출하 다. 끝으로 국은 1.18%로 랑스와 스웨

덴의 1/3 수 에 불과하며, 미국은 0.42%로 극히 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 시 에서의 재원투입의 변화를 살펴보면, 스웨덴이 1997년에 

비해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과 미국 그리고 랑스 한 각각 

0.22%, 0.09%, 0.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 비해, 한국은 1996

년의 0.11%에서 1997년에는 0.64%로 격한 신장세를 보이다가 1998년을 정

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각국의 고용정책 련 공공지출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한국을 포함한 다섯 국가가 두 가지의 특징  집단으로 나

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 미국, 국은 고용정책을 한 공공지

출이 매우 은 국가에 속하며, 반 로 랑스와 스웨덴은 지출수 이 높은 국

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고용정책과 련한 공공지출만으로 각국의 고용정책을 평가하기는 어렵

다. 왜냐하면 국과 미국의 경우, 고용문제는 실상 민간부문에 의존하는 경향

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와 련한 공공부문 지출은 사

회  취약계층에 한 고용지원과 련해서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장

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소득 여성가장의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혹은 창

업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는 경우를 발견하기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다소 보수 으로 해석해 보면 어도 고용정책 련 공공

지출의 감소라는 것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구하거나 강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훈련기피 상을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

는 고용정책의 규모와 성격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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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 각국의 GDP 비 고용정책 련 공공지출

(단 : %)

1996 1997 1998 1999

랑스 3.13 3.18 3.11 3.12

스웨덴 4.13 3.88 3.50 2.72

국* - 1.18 0.98 0.94

미국* 0.42 0.42 0.42 0.38

한국* 0.11 0.64 0.88 0.55

  주: 1) 국은 97~98, 98~99, 99~2000년, 미국은 96~97, 97~98, 98~99, 99~2000 자료

자료: OECD (2001), OECD Employment Outlook

  이제 고용정책 련 공공지출 에서 각 분야별로 얼마나 많은 산이 투입되었는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좀더 구체 인 자료는 [붙임1] 자료 참조). 아래 [그림 3-11]은 각국의 

고용정책 련 산이 연도별로 어떠한 분야에 집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먼  1999년 시 에서 국가별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랑스는 보조 지원 고용이 가장 큰 지출항목이며, 다음으로는 청년실업 책 산, 

조기퇴직자지원  직업훈련 순이며, 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가 최하 를 이루고 있

다.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보조 지원 고용이 차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청년

실업 책 산이 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 항목  보조  지원고용이 가

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이유는 랑스의 경우 소득보장정책과 고용지원정책을 결합한 

소득보장형 일자리 로그램이 발달하 고, 이것이 사회부조 수 자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 반에 한 범 한 탈빈곤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장애인 고용지원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직업훈련, 보조 지원 고용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하 를 차지하는 로그램

은 청년실업 책과 조기퇴직자 지원 로그램이다. 흥미로운 것은 1996년 시

에서는 보조 지원 고용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으나,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진  감소로 인해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로그램이나 직업훈련 로그램 

련 산이 큰 비 을 차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이다. 여기서 주목

해야 할 은 스웨덴의 고용지원정책은 취약계층에 한 고용지원 로그램과 

직업훈련 로그램이 비슷한 규모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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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각국의 고용정책 련분야별 산 추이

         (아래 그림의 %는 고령정책 련 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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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은 청년실업 책 산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공공고

용서비스, 직업훈련 순이며, 보조 지원 고용이나 장애인 고용지원은 최하 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추이별로 살펴보면, 1998년 시 에는 공공고용서비스, 즉 

진입 로그램(Gateway)과 같은 실업자 기상담  자문 로그램 운 과 련

된 산이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 으나, 제도가 정착이후 청년실업 책 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조  지원 고용이나 장애인 

고용지원 련 산은 매우 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끝으로 미국의 고용정책 련 지출은 공공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과 청년실업 책이 다음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이 보조 지원 고용 로그램이다. 

특징 인 것은 미국의 고용 련 정책 지출은 로그램별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이다. 1999년을 기 으로 공공고용서비스와 장애인 고용지원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로그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

기서 흥미로운 은 미국과 국이 반 으로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

다. 소득층에 한 고용지원정책 방향을 노동시장 진입으로 설정함에 따라, 조건

을 강제하는 행정조직과 직업훈련 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산을 편성한 

것이나,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보조 지원 고용에 그다지 많은 산을 투자하

지 않는다는 은 양국이 공통 으로 보이고 있는 상인 것이다.

  3. 각국 탈빈곤정책의 성과와 한계

  앞서 탈빈곤정책의 기본방향과 이를 한 지출구조와 지출수 을 살펴보았

다. 그 다면 이제 각국의 탈빈곤정책이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나타냈는지 살

펴보자. 

  먼  미국은 실업‧고빈곤의 노동시장여건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임  일

자리가 비교  풍요하게 창출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빈곤에 시달리는 근로빈

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여건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실직수 자

의 취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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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취업을 진 는 강제하는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복지정

책은 수 자의 탈빈곤이 아니라 수 자의 탈복지를 목표로 하 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건부과방식으로 수 자의 근로활동을 진 는 강제하는 

정책을 취하면서도 사회  취약계층의 탈빈곤을 한 지원이 부실했던 것을 통

해 추론해 볼 수 있다. 그 다면 이 정책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앞서 언

했던 것처럼, 1997~1999년 사이 복지수혜자의 취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노동시장여건, 직업능력개

발이 없는 조건부과방식 등으로 인해 안정 인 탈빈곤이 아니라 ‘일시 인 탈

복지’에 머물 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의 복지개 은 신노동당이 집권하는 1997년을 기 으로 큰 변화를 경험

하 다. 이 에서 앞서 언 했던 국의 복지개  노력은 최근 변화, 즉 

1998~2002년 사이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

만 이 시 에서 국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가. 국은 높은 실업률과 빈곤

율에 직면하여, 실업이 빈곤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복지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어야 했다. 그리고 국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임  

일자리의 창출을 고수하며, 실직수 자를 노동시장에서의 임  일자리에 취

업시킴으로서 복지지출을 감하는 방안을 선택하 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실직수 자의 취업에 큰 향을 미쳤던 것처럼 보인다. 앞서 언 하 던 것처

럼, 청년실업자의 취업에는 매우 정 인 향을 미쳤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정치  선택과 유사하지만, 실직수 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진하기 

해 직업능력을 향상하는 단기 로그램을 강화하는 노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

다. 비록 그것이 고실업상태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술을 습득시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취업의 안정성에 있어 정 인 측면 한 갖

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취약계층을 한 취업지원에서는 상 으로 큰 정책

 노력이 가해지지 않았다. 비록 사회  기업을 육성하는 로그램을 운 하

지만, 여 히 제한된 규모의 정책이었던 것이다.

  랑스의 복지개 은 국이나 미국과는 다른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26). 먼  1998년을 후하여, 랑스는 고용창출과 련해서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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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유연화를 진하는 정책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선택을 하 다. 이는 일

자리 창출의 기본 략에서 ‧미와는 상이한 방향을 지향하 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에 따라서 실직수 자의 단순 취업, 는 무조건 인 취업

을 강제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실업자의 증가에 따른 복지지

출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한 책이 필요하 으며, 그것은 반소외정책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앞서 2장에서 언 하 던 것처럼, 반소외정책은 빈곤의 다양한 

경로를 악하여 그 집단의 특성에 맞는 책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 반소외정책은 취업잠재력이 높은 집단(청년)에게는 직업능력개발 로그

램을, 장기실업자에게는 사회  일자리를 제공하는 로그램을 추진하 다. 여

기서 주목할 것은 국가가 극 으로 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취약

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로그램을 실시하 다는 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은 실직수 자의 취업에 정 인 향을 미쳤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

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  일자리 로그램은 항상 임 ‧고용불안의 문제

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스웨덴은 19990년  반 다양한 복지개 을 시도하 다. 그것은 경기침

체로 노동시장에서 려났거나 진입하지 못한 장기실업자나 청년실업자가 사회부

조지출에 압박을 가함에 따라, 이들의 취업을 진하는 정책이었다. 이와 련해서 

스웨덴이 취한 정책은 취업가능성이 높은 청년실업자에게는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

는 로그램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

리 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엄 한 의미에서 노동시장의 구조를 ‧미식으

로 개 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몇몇 자치단체에서 수 자의 취업을 

강조하는 정책이 취해지기는 하 지만, 이것이 국 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던 것

이다. 그리고 최종선택은 재교육과정을 통해 실직수 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진입을 지연시키는 우회 략과 취약계층에게 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개

입 략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스웨덴은 여 히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내부자와 

외부자의 문제라는 몇 가지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6) 하지만 2002년 우 정부가 출 함에 따라 복지개 의 방향이 변화할 가능성 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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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국 탈빈곤정책의 시사

  앞서 각국 탈빈곤정책의 구조, 이를 한 노력, 그리고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제 각국 탈빈곤정책이 한국의 탈빈곤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 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서구 4개국의 소득보장정책, 고용지원정책, 자활지원정책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살펴 볼 것이다. 

가. 탈빈곤정책과 소득보장정책

  각국의 소득보장정책과 련해서는 다음 세 가지로 시사 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소득보장  재분배기능과 련해서 사회보험이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 그 지 않은 미국의 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국가 부분은 매우 강력한 사회보험체계를 통해 실업자나 퇴직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일차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

약계층에 해서는 고용보험이 실업부조의 기능을 부분 으로 수행하는 경우 - 

를 들면, 랑스의 특별연 수당(ASS) - 마  발견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실업률을 낮춤으로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근로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보험이나 기업연 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임 과 

고용불안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계층에 해서는 조세정책의 

한 형태로 범 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를 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  사회보험을 

비롯한 소득재분배정책이 강력한 국가는 실업률이 높아도 그것이 빈곤율의 증

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소득재분배정책이 제한 인 

국가는 실업률이 낮아도 빈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욱이 사회  취약계층은 실업의 사회에서 실업자나 근로빈곤계층으로 머물

며, 사회보장의 사각지 에 머물게 되는 양상마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소득재분배정책이 노동시장의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는 것과 

임 과 고용불안을 가로 실업률을 낮추고 이를 근거로 소득재분배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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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하는 허구  신화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서구 각국이 

탈빈곤 정책에 우호 인 소득보장정책을 수립하는데 몰두하는 이유이다. 이 

에서 한국사회의 소득보장정책 한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을 립 으로 이

해하기보다, 빈곤의 다양한 특성에 처할 수 있는 탄력 이고 다양한 체계를 

구축하고, 탈빈곤 정책에 우호 인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빈곤화 과정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존재가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 할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 수 선 

이하의 빈곤상태에 빠진 근로무능력자  근로능력 미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의 

요성을 제로, 사회보험의 사각지 에 놓인 비수 자  수 기간 만료자를 

상으로 하는 정책의 유무는 탈빈곤 정책의 기본방향과 성과에 큰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 미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이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제도 수 자를 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유럽 륙의 근로연계형 복지

정책은 공공부조제도 수 자뿐 아니라, 소득측면에서 그 상 에 존재하는 일반 

소득층을 포 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지원 상이 다르다는 은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먼  공공부조제도 수 자를 상으

로 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은 상범 의 소성과 고용지원정책과의 단 이

라는 한계를 안고 있으며, 수 자의 탈빈곤을 지향하지만 내용 으로는 인 자

본개발에 한 본격 인 투자 없이 생계비지원이나 소득공제와 같은 인센티  

정책에만 의존함으로서 복지제도로부터의 벗어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는데는 성

공 일 수 있지만 빈곤탈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근본 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이다. 반면에 이미 실업부조제도나 그와 유사한 제도를 갖춘 국가들은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를 효과 으로 결합시켜 사회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자활지

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상 으로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셋째, 소득재분배 정책과 련해서 사회부조제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각국의 

사회부조정책이 보편  소득보장기능과 범주  소득보장기능을 효과 으로 결

합시켜 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  부분의 국가가 운 하고 있는 공

공부조제도는 자산조사에 기 한 보편  소득재분배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만으로 다양한 험에 노출된 사회  취약계층의 빈곤문제를 해



各國 脫貧困政策의 經驗과 示唆點 217

결할 수 없다. 이 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각종 수당제도나 

범주  공공부조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수당  범주  공공부

조제도란 가구특성별 욕구를 반 하여 장애인가구나 보육아동 보유가구 등을 

상으로 추가 인 지원(소득재분배)을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여를 개별화하는 방식 한 고려해 볼 수 있

다. 많은 국가가 오래 부터 취해왔던 방식으로, 의료 여나 주거 여 등을 보

편  소득기 에 따라 일 으로 지 하기보다, 각 가구의 필요(needs)에 따라 

차별 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가령, 소득이 빈곤선을 과하더라도 의료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해서는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마찬가지로 주거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해서는 주거보호를 실시하는 탄력 인 여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

는 공공부조제도의 효율  운 이라는 측면과 일반 소득층의 빈곤 방이라는 

측면에서 정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빈곤선을 넘어서더라도 가구의 필요에 따라 물 여를 일정 기간 보장

함으로서, 여박탈에 따른 두려움으로 복지제도에 안주하려는 도덕  해이 

상을 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27)

나. 탈빈곤정책과 고용지원정책

  각국의 탈빈곤 정책은 소득보장정책을 근간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정책을 결합시켜 운 하고 있다. 여기서 요한 은 사회  취

약계층이 아니라, 체 노동자를 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정책과 추진 인 라가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각국의 탈빈곤 정책이 효과 으로 기능하기 해서는 강력한 고용지원 

인 라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앞서 국과 랑스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고용안정기 은 각종 정책을 추진함에 있

27) 탈빈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복지수혜자가 복지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방하기 해서

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데, 물 여를 개별 여화하는 방식 외에도 근로

소득공제를 통해 진 인 복지제도 탈출을 유인하는 방식 한 존재하고 있다(미국의 EITC

와 국의 W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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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의 고용안정기 (Jobcentre 

Plus)은 실업자 반에 걸친 기상담과 교육 그리고 각종 서비스 연계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매우 신 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원 상 집단을 정

확하게 포착하고, 상자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함으로서 정책성과를 높이는데 

매우 정 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은 

고용안정기 이라는 독립된 조직을 단순히 확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기능

을 효율화‧체계화하고, 외부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 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

로서 명실상부한 고용지원 문(Gateway)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다. 

마찬가지로 랑스의 고용안정기 (ANPE) 한 고용지원업무와 련해서 매우 

극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종 취업알선 업무는 물론이고 사회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보조  지원 취업알선 업무에 이르기까지 포 인 업무를 공공의 

직업훈련기 이나 민간의 자활지원기업(EI)과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고용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기 로 창출된 일자

리의 수요에 맞게 히 훈련된 노동력을 공 하는 것이며, 이를 해 종합

이고 지속 인 직업훈련  인 자본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물론 인 자

본개발의 기본방향은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를 들면, 직업훈련에 따른 취업연계에 있어 국가나 공공기 이 극

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와 민간기업이나 민간훈련기 이 주도 인 역할을 수

행하는 경우로 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둘  후자는 성과를 둘러싼 극심한 

경쟁과정에서 취업가능성이 낮은 사회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결과를 래하기

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 으로 각국의 고용지원정책은 평생교육과 포

이고 다양한 직업훈련체계를 유지하는데 을 두고 있다는 에 공통 이 있

는 것이다. 특히 이미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의 직훈련이나 실업자에 한 소득보장

과 직업훈련의 결합 등은 유럽 각국의 고용지원정책이 보이는 공통된 경향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인 라가 탈빈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으로 작

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장기실업자를 상으로 하는 직

업훈련 로그램을 개발해 왔던 국가( 랑스나 스웨덴)의 경우, 취약계층을 한 직업

훈련 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 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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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빈곤정책과 자활지원정책

  앞서 각국의 자활지원정책에 한 분석을 통해, 모든 서구 국가가 소득보장

과 고용지원 서비스를 결합시킨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의 자활지원정책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도

출할 수 있는 시사  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자

활지원정책이 갖는 장 을 심으로 몇 가지 시사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기상담이 자활지원정책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 했던 것처럼, 국의 기상담 로그램은 상자의 가

구단 의 욕구와 개인단 의 욕구를 구분하고, 개인의 심리상태  직업능력에 한 

면 한 상담을 기반으로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실업부조제도에 해

당하는 비기여형 구직수당(JSA income based) 수 자를 상으로 하는 로그램은 청

년실업자와 장기실업자에 한 기상담에 있어 많은 정책  시사 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근로능력 유무에 한 정과 련한 매뉴얼(Work-Test Manual)은 한국의 기 생

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자 정과 련해 많은 도움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공공부조 수 자에 한 다양한 형태의 조건부과가 갖는 함의에 해

서도 그 시사 을 언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근로연계형 복지정책(Workfare)

의 수 기간제한(Time Limit) 규정은 수 자의 도덕  해이를 방한다는 목표

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이에 해서는 강제노동이라는 비 과 고용주에게 임

의 노동력을 공 하기 한 조치라는 다양한 비 이 있어 왔다. 그리고 이러

한 비 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장기간 실직상태에 빠져 있으며, 노

동시장의 여건에 비추어 자력으로 재취업에 성공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 일

변도의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한 반문 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

히 서구 각국처럼 복지수혜자의 도덕  해이문제가 심각한 사회에서, 이 문제

는 장기실업자를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다시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사회  

배제를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로 한다

면, 반드시 부정 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제도일 것이다. 따라서 조건부과 제

도란 그 목표가 사회  배제의 극복이지 값싼 노동력의 량공 이 아니며, 규

제 일변도의 노동시장진입 요구가 아니라 인 자본개발을 통한 진입유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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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능력자에 한 획일 인 제도가 아니라 근로능력 정도에 따른 다양화

된 제도로 운 된다는 제하에서 수용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직업훈련과 보조 지원 취업알선의 체계 인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취업 진을 지 할 수 있다. 사회  취약계층은 인 자본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쉽사리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집단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직

업훈련정책이 보조 지원 취업알선정책과 체계 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러한 결합이 무조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과 미국의 경우, 복지수혜자에게 과거의 임 보다 히 낮고 근

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에도 취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 인 

탈빈곤 정책으로서 기능하기보다 근로빈곤계층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에는 인 자본개발을 통해 직

장 내에서 지속 으로 승진하고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로 취업

의 난 을 돌 하는데 을 둔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는 임  

노동력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는 노동시장구조와 비정규직 양산을 방조하고 있

는 노동시장정책과 결합함으로서 기 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근로능력이 더욱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는 이

러한 취업알선으로부터도 소외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활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직업훈련정책은 노동시장 내

에서 임 과 고용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을 둔 극  노동시장정책과 

취약계층을 해 보호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과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스웨덴과 랑스의 자활지원정책에서 그 시사 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각국의 취약계층 상 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과 련해서는 민  

력을 통한 창업자 출  사 ‧사후 리를 들 수 있다. 일반 으로 창업능

력이 떨어진다고 간주되는 취약계층을 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각국

에서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표 으로 랑스 - 그밖에도 벨기에, 이태리, 

스페인 등 - 에 해 언 하면,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에 한 지원이 매우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랑스 자활지원사업  자활지원기업(EI)

에 한 각종 창업지원과 민간 심의 창업지원 고에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

체의 출자 등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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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국의 경우에도 사회  기업(Social Enterprise)에 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창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창업 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련해서 주목해야 할 은 취약계층에 한 창업

자 출사업은 일반 인 창업자 출사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

다. 이미 방 라데시의 그래민은행(Grameen Bank)을 통해  세계 으로 확산

되고 있듯이,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창업자 출은 업종선택  사업운

에 따른 기술훈련 등에 한 문 인 컨설 을 하고, 창업 후에도 지속 인 

사례 리를 통해 심리  지지망을 형성하며, 주기 으로 사업실태를 악하여 

불의의 산을 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이다.

  다섯째, 각국의 자활지원정책  공공근로(Public Work) 로그램 한 몇 가

지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국과 미국의 경우, 공

인 일자리 창출 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

면 랑스는 공공근로사업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한 

소득보장  고용지원 로그램으로 발 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취약계

층에 한 소득보장형 일자리 제공 로그램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크게 의존해 

왔던 지난 수년 간의 경험을 되돌아 볼 때, 발 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이라

고 여겨진다. 랑스의 공공근로 로그램을 살펴볼 때, 일차 으로 공공근로 

로그램은 참여자 특성에 따라 사업내용과 운 방식을 다양화하고 유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를 들어,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소득보장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단순하게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면에 근

로능력이 있고, 직업능력개발의 잠재력이 있는 집단에게는 훈련내용이 충실하

고 참여에 따른 소득이 시장임 의 일정 수 에 이르고, 인센티 가 강하게 

용되는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로그램 

의 일부는 사회  일자리의 형태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교육, 복지분야에서 창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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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節 韓國 脫貧困政策의 時代的 背景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사회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결실이 특정계층에

게 집 됨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상을 경험하여 왔다. 그리고 1997년

의 외환 기는 이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래하 다. 노동시장 

반에 걸쳐 인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업자가 격히 증가하고, 실질임

이 하락하고,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외

환 기이  2.6%(실업자 55만 6천명)에 불과하던 실업률은 1998년 1/4분기에 

5.6%(실업자 117만 9천명)로 증가하 으며, 1998년의 실질임 은 년 비 

10% 이상 감소하 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GINI계수 한 1997년 

각각 28.8, 3.0에서 1998년 1/4분기 32.22, 6.4로 증가하 다(강병구, 2001). 

  그리고 외환 기를 맞고 5년이 지난 2002년 12월 재, 외환 기의 충격은 

‘ 어도 외형 으로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처럼 보인다. 1998년에 연평균 -6.7%

까지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1999년 를 기 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

으며, 1998년 6.8%에 달했던 실업률도 2000년에는 4% , 2002년에는 2~3% 로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취업자수 한 외환 기 직후 격히 

감소하 으나, 2000년부터 취업자수가 1997년과 비슷한 2,106만 명을 기록하

고, 차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면 한국사회는 외환 기 이 의 상태로 돌아왔는가.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경기와 취업여건 등과 련해서 그 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다

면 각종 지표가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한 변화는 무엇인가. 일차 으로 실업‧빈

곤문제의 성격이 기존의 실업‧빈곤통계로는 악하기 힘든 다른 형태로 변화하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달리 표 하면, 최 생계비로는 악되지 않는 상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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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층의 증가, 공식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업과 취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그것에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 인 변화는 우리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의 고도성장 국면에

서 벗어나 성장 국면으로 어들고 있다는 이다. 아래 <표 4-1>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2001년 재 한국사회의 경제성장률(3.8%)은 외환 기이 의 수

(1997년 5.0%)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견하지 않는 한 이

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상된다. 이는 지난 60~70년 처럼 고도성장을 통해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 IMF체제 이후 경제성장률 추이 

(단 : %, 억,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GDP성장률 5.0 -6.7 10.7 8.8 3.8

소비자 물가 상승률 4.5 7.5 0.8 2.3 4.4

경상수지(억, 달러) -81.7 403.7 244.8 110.4 130.0

   주: 2001년의 통계는 10월 기 임. 

 자료: 통계청(2002), 한국은행(2002).

  본 에서는 한국사회 취약계층의 실업‧빈곤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장기

실업자를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들이 경기호 과 더불어 일자리로 복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 히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며 더욱 심각한 빈곤상태에 빠져

들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1990년  한국의 빈곤실태

  한국사회의 빈곤율은 1996년  1997년 상 으로 낮은 수 이었으나 외환

기를 거치며 1999년 정 에 이르고, 2000년 이후부터 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 생계비에 따른 빈곤율은 

1997년 2.8%에서 1999년 7.3%로 정 에 이르다 차츰 낮아져 2002년에는 3.5%

에 이르고 있다. 이는 물론 외환 기 이  수 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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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추이는 소득의 40%와 50%, 평균소득의 40%를 기 으로 빈곤율을 

악하여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석재은, 2002). 

〈표 4-2〉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 동향
1)
 

(단 : %)

구분 최 생계비2)
국제비교 기 3)

평균소득의40% 소득의40% 소득의 50%

1996 연간 3.25 6.85 4.71 9.25

1997 연간 2.80 6.58 6.15 8.95

1998 연간 6.35 9.21 6.34 10.75

1999 연간 7.26 9.35 6.05 10.91

2000 연간 5.37 8.72 5.21 10.02

2001 연간 4.44 8.65 5.20 9.92

2002
1분기 3.53 8.81 4.97 9.70

2분기 3.46 8.03 4.62 9.70

  주: 1)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각연도) 활용, 도시근로자 2인가구 이상의 소득을 기 으

로 추정한 것임(1인가구, 농어 , 자 업가구 제외).

     2) 1999년 이 까지 정부는 1인기  생계비만을 발표했으므로, 1996～1998년까지는 본원

이 1994년 추정한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용한 빈곤선을 사용

하 으며, 1999년 이후부터는 정부가 가구별 최 생계비를 발표함에 따라 이를 기 으

로 추정한 것임. 

     3) 각 가구의   평균을 기 으로 OECD기  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빈곤율 추정. 

자료: 석재은, 빈곤  소득분배 동향: 1996～2002 2/4분기, 보건복지포럼 12월호 2002.

  마찬가지로 외환 기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 한 1999년을 정 으로 

크게 악화된 것처럼 보인다. 아래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니계수는 

1997년 0.2995에서 1999년 0.3260으로 정 에 이르고, 2001년에는 0.3190으로 감

소세를 보이고 있다. 10분  분배율 한 1997년 58.5%에서 1999년 49.3%로 떨

어지고 2001년까지 49.3%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상 소득계층과 하 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좀더 구체 으로 상

10% 소득계층과 하 10% 소득계층의 소득배율을 보면, 1997년 7.1에서 1998년 

9.5로 격히 증가하여 정 에 이르고, 2001년에는 8.8로 다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끝으로 상 5% 소득계층과 하 5% 소득계층의 소득배율을 보면, 

1997년 10.8에서 1998년 17.7로 정 에 이르고 2001년에는 14.7로 다소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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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석재은, 2002). 

〈표 4-3〉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 동향1) 

구분 지니계수2) 10분 분배율3)(%) X/I 배율4)(배) XX/I 배율5)(배)

1996 연간 0.3104 56.22 7.24 11.27

1997 연간 0.2995 58.48 7.08 10.82

1998 연간 0.3191 50.54 9.50 17.68

1999 연간 0.3260 49.33 9.37 16.75

2000 연간 0.3175 50.04 8.89 15.21

2001 연간 0.3190 49.44 8.84 14.68

2002
1분기 0.3171 49.36 8.69 13.75

2분기 0.3075 52.64 7.92 12.61

  주: 1)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각연도) 활용, 도시근로자 2인가구 이상의 소득을 기눚으로 

추정한 것임(1인가구, 농어 , 장여업가구 제외).

     2) 지니계수 추정에서 가구균등화지수는 OECD 기  균등화지수를 이용함. 

     3) 10분 분배율 = [(하 소득 40%가구 총소득)/(상  20%가구 총소득)]×100

     4) 하  10%의 소득 유율 비 상  10%의 소득 유율

     5) 하  5%의 소득 유율 비 상  5%의 소득 유율

자료: 석재은, 빈곤  소득분배 동향: 1996～2002 2/4분기, 보건복지포럼 12월호 2002.

  2. 1990년  한국의 고용실태

  외환 기 이후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는 반 인 경기여건 외에도 고용‧임

구조의 변화와 한 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빈곤율이 외환 기 이  수 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빈곤율은 고용불안  임 의 문제와 한 련이 있을 것으로 추

론해 볼 수 있다.

  먼  실업률이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음은 분명하다. 좀더 극단 으로 해석하

면, 한국사회는 더 이상 실업 책을 추진할 이유가 없는 완 고용에 가까운 낮

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외환 기가 정이던 1999년 한국사회는 6.8%에 

이르는 최악의 실업률을 경험하 으나, 차 낮아져 2002년에는 2% 의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표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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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실업률 추이

(단 :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체 실업률 3 3.7 4.1 6.3 6.8 2.6 2 2

남성 3.4 4.2 4.6 7.1 7.6 2.8 2.3 2.2

여성 2.5 3 3.3 5.1 5.6 2.3 1.6 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

  하지만 실업률 감소의 이면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라는 문제 이 도사

리고 있다. 아래 <표 4-5>에 따르면, 체 으로 임 근로자와 비임 근로자의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임 근로자의 종사상의 

지 를 살펴보면, 체 임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1998년 47.4%

에서 1999년 51.7%로 격히 증가하고, 2002년에는 52.0%의 수 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6 참조). 이는 한국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빈곤문제, 즉 

근로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임 의 임시‧일용

직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근로빈곤층으로 

락하고, 이들을 심으로 사회통합성이 해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4-5〉 임 ‧비임 근로자 추이 

(단 : 천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   체 > 20,432 20,817 21,106 19,994 20,281 21,061 21,362 21,884

◦ 비임 근로자 7,649 7,752 7,880 7,804 7,759 7,919 8,023 8,105

 - 자 업자

  - 무 종사자 

5,694

1,955

5,811

1,941

5,981

1,899

5,776

2,028

5,841

1,918

5,999

1,920

6,167

1,856

6,311

1,794

◦ 임 근로자 12,784 13,065 13,226 12,191 12,522 13,142 13,339 13,780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7,429

3,545

1,809

7,401

3,860

1,804

7,151

4,182

1,892

6,457

3,998

1,735

6,050

4,183

2,289

6,252

4,511

2,378

6,500

4,601

2,238

6,608

4,736

2,43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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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비정규직 노동자 추이

(단 : 천명,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임 근로자 합계 12,784 13,065 13,226 12,191 12,522 13,142 13,339 13,780

상용직

(%)

7,429 7,401 7,151 6,457 6,050 6,252 6,500 6,608

58.1 56.6 54.1 52.6 48.3 47.6 48.7 48.0

비정규직

(%)

5,354 5,664 6,074 5,773 6,472 6,889 6,839 7,171

41.9 43.4 45.9 47.4 51.7 52.4 51.3 5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

第 2節 脆弱階層의 失業‧貧困實態

  본 은 사회  취약계층의 실업‧빈곤실태를 통해 한국 탈빈곤정책이 재 

이들을 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는데 그 

목 이 있다. 특히 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취업실태와 빈곤실태

에 한 분석을 토 로 이들의 탈빈곤을 해서는 소득보장, 고용지원, 복지서

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그 단서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1. 장기실업자와 근로빈곤층

  한국사회는 유럽 륙처럼 고실업‧장기실업의 구조를 나타내기보다, 실업‧근로빈

곤층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들 부분은 한 일자리

(decent jobs)로의 취업이 어려운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각국의 근로빈곤층 

상 연구는 장기실업자와 취업빈곤층 모두를 취업이 곤란한 계층(hard to employ 

individuals)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 한 지원은 기존의 극  노동시장정책의 

틀을 넘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 하고 있다(Amy Brown, 2001).

  먼  장기실업자는 일반실업자에 비해 빈곤의 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

다. 이는 일차 인 임 소득의 감소뿐만 아니라 장기 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낙인의 부정  효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가

능성이 희박해 지기 때문이다28).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는 실업이 장기화되면,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고, 그들의 빈곤화가 가속화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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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 하고 있다. 이 에서 장기실업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가장 하

에 있는 집단으로 재 소득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기술과 교육 등 일반

인 기 에서도 고용능력이 떨어지는 집단이다(Junankar, 1988). 

  2000년 1월부터 2001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의 기간에 체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상승과 하락, 재상승의 굴곡을 보 다. 이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실업자는 체 실업자의 11.2%에서 15.8%를 오가는 상

황이었고, 12개월 이상 실업자를 보면 1.8%에서 3.2%까지의 변화를 보 다. 이

는 6개월~1년 사이에 재취업에 성공하는 실업자는 경기변동에 따라 큰 향을 

받지만,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는 별다른 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6개월~1년 사이 재취업한 실업자 한 실업과 취

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장기실업자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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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실업의 장기화는 장기간 소득의 단 과 함께 오랜 기간 근로경험의 단 로 직업 획득에 필

요한 기술  지식을 상실하게 되어  장기실업자에게 직 인 고통을 안겨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해하면서 사회  배제와 불안이라는 경제‧사회 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Gaffikin & Morrissey, 1992; 신동균, 1999; 이병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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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실업기간에 한 단순해석이 놓치고 있는 의미를 풀어보기 해, 실업

기간을 좀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12월 재 3개월 미만의 실업자는 경기호 과 더불어 감소추세를 나타내

고 있다. 물론 그 내부에는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계층이 상당수 포함

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 은 6개월 이상 실업자의 비

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다. 실업자 66만 4천명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11

만 8천명으로 체 실업자의 약 1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에서도 12개월 이

상 장기실업자가 1만6천명이나 되어 체 실업자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01년 동 월과 비교해 볼 때 3개월 미만 단기실업자는 차 어

들었지만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율은 꾸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7〉 구직기간별 실업자 황 (2002년 12월 재)
(단 : 천명, %)

2000.12 2001.12 2002.10 2002.11 2002.12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총수 893 (100) 762 (100) 605 (100) 615 (100) 664 (100)

3개월 미만 561 (62.8) 469 (64.5) 342 (56.5) 345 (56.1) 324 (48.8)

3~6개월 미만 215 (24.1) 196 (25.7) 166 (27.4) 173 (28.1) 222 (33.4)

6~12개월 미만 92 (10.3) 84 (11.0) 80 (13.2) 82 (13.3) 102 (15.4)

12개월 이상 25 (2.8) 13 (1.7) 17 (2.8) 15 (2.4) 16 (2.4)

자료: 통계청(2002), 2002년 12월 고용동향

  의 <표 4-7>을 통해 악하기 힘든 장기실업자 규모를 좀더 정확하게 추정

하기 해서는, 다른 선행연구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한 로 강순희

(2000)에 따르면,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상

태와 실업상태 사이를 이동한 사람까지도 고려할 경우 6개월 이상의 미취업자

는 공식 지표상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보다 10만 명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표 4-8 참조). 특히 2000년 6월의 경우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는 1만 

2천 명 정도지만, 1년 이상 비경제활동상태와 실업상태를 반복한 사람들은 1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실업과 비경제활동 사이를 이동하면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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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미취업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취업의사가 있다고 볼 때, 장기실업정책의 

상이 되는 사람들의 규모는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8〉 장기실업자  미취업자의 규모
(단 : 천명, %)

구직기간 기 1)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패 데이터2)

실업자(A) 비경제활동 는 
실업인구(B) 합 계(A+B)

1999. 6 2000.6 1999.6 2000.6 1999. 6 2000.6 1999. 6 2000.6

6개월 이상 282.1
(20.8)

120.4
(15.2)

198.9
(14.7)

101.5
(12.8)

239.9
(17.7)

124.7
(15.7)

438.8
(32.4)

226.2
(28.5)

1년 이상  51.5
( 3.8)

 20.3
( 2.6)

 38.0
( 2.8)

 11.5
( 1.4)

142.6
(10.5)

 84.6
(10.7)

180.6
(13.3)

 96.1
(12.1)

  주: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구직기간이 공식 인 장기실업자 정기 임. 
       2) 패 데이터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패 화하여 실직기간을 계산한 것임. 
       3) 호 안 값은 체 실업자 에서 차지하는 비 을 나타냄. 
자료: 강순희(2000)를 재인용. 

  결국 한국사회에서 실업자에 한 분석은 그것이 취업과 실업, 취업과 비경제활

동을 오가는 많은 집단에 한 분석을 제로 할 때, 상당부분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통해 공식 으로 악된 장기실업자의 

구성, 즉 30  이상의 학력 남성 가구주로 단정하기 힘들 것이다. 이들  여성

이 차지하는 비 은 상 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로 이들의 직업이력과 향후의 취업가능성 한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장기실업자 

 직장경험이 있는 직 실업자를 상으로 직의 특성을 살펴보면, 종사상 지

에 따라서는 임시‧일용직 장기실업자의 비 이 높고,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

업 종사자들이, 직종별로는 기능직‧기계조작  조립‧단순근로가 큰 비 을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기실업자를 좀더 확장시켜 살펴본다면, 새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  상당수는 여성이며, 상 으로 학력이 높고, 

서비스업종 의존도가 높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령자의 실업‧빈곤실태

  한국사회는 그 어느 선진국이 경험한 고령화 추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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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00년 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체 인구의 

7.2%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어들어 있으며, 2019년에는 14%, 2026년에는 20%

를 상회할 것으로 망된다(표 4-9 참조). 이러한 상은 생산가능인구의 규모에 

일차 으로 향을 미치게 되며, 노동력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으로도 나타나게 된

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0년 재 3370만 2천명으로 총인구  71.7%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서는 비 이 큰 편이지만, 2016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망된다. 따라서 이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도 

차 증가할 것이며,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특성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 4-9〉 고령인구에 한 장기 망
 (단 : 천명, %)

55～64세 65세 이상 체인구

2000 3,757( 8.2)  3,372( 7.3) 45,985

2010 5,018(10.1)  5,302(10.7) 49,594

2020 7,734(15.3)  7,667(15.1) 50,650

2030 8,008(15.9) 11,604(23.1) 50,296

자료: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이처럼 고령인구는 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1995년 이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20

세 이상 성인층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의 39%에서 

2002년에는 3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10 참조).

  이처럼 낮은 취업률과  소득보장체계의 미약함29)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의 노

인은 다른 어떤 집단에 비해 빈곤의 험이 큰 집단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러한 사실은 도시가계조사결과에 한 분석(이병희, 2001)이나 한국노동패 에 

한 연구( 재호, 2001) 모두에서 가구주가 60세 이상일 때 빈곤에 빠질 험이 크

게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29) 한국사회의 국민연 제도는 재의 빈곤층 노인인구에게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 생활보장

제도 한 노인인구에 해 재산기 이나 부양의무자 기 을 용하여 수 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그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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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단 :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체 61.9 62 62.2 60.7 60.5 60.7 60.8 61.3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1.9
66.2
75.8
80.3
72.0
39.0

11.0
66.8
76.3
80.5
71.5
39.6

10.8
67.4
76.9
80.4
72.1
40.4

10.6
64.7
75.2
79.0
70.0
38.1

11.2
63.9
75.1
78.6
69.6
38.4

12.0
64.7
75.1
78.9
68.8
38.0

11.7
64.7
74.9
78.6
68.7
38.2

10.6
65.2
74.9
78.9
69.3
38.9

  주: 2002년의 통계는 11월 기 임. 
    : 15세 이상 인구  군인, 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등은 제외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

  아래 <표 4-11>은 30  이상 연령층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빈곤율을 비롯하여, 빈곤경험률, 장기빈곤율, 항상빈곤율, 반복빈곤경험에 

있어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다.

〈표 4-11〉 가구주 연령별 빈곤율: 도시가계조사
1)

  (단 : %)

빈도수 빈곤율 빈곤
경험률

장기
빈곤율

항상
빈곤율

반복빈곤
경험비

   체 17,700 15.6 34.1 10.8 18.0 19.0

 29세 이하 728 28.8 63.5 25.4 30.5 33.8

 30 5,410 17.1 36.7 12.3 21.3 20.3

 40 5,897 13.8 30.4 9.0 15.2 18.5

 50 3,562 9.7 25.5 4.9 10.3 12.3

 60세 이상 2,102 22.5 42.0 17.4 26.2 23.3

  주: 1)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1998～2000 자료, 소비지출액 기 으로(자 업주  무직가구에 
해서는 지출만 조사되고 소득은 조사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 빈곤으로 정의: 빈곤

가구는 소비지출액이 체 소비지출액의 하  10%를 차지하는 가구로 정의. 가구의 
주거형태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를 보정하기 하여 소비지출액에 보증부월세평가액, 

세평가액, 자가평가액을 합계함. 가구규모에 따른 소비지출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해 가구균등화지수(equivalance scale)로 가구원수의 제곱근(√n)을 사용하 다.

       - 빈곤율: 특정분기에 빈곤경험 여부
       - 빈곤경험률: 3년간의 12개 분기에 걸쳐 한 번 이상 빈곤을 경험했는지 여부
       - 장기빈곤율: 3년간의 12개 분기에 걸쳐 2년 이상 빈곤을 경험했는지 여부
       - 항상빈곤율: 3년간의 평균 소비지출액이 체 소비지출액의 하 10%를 차지하는 경우
       - 반복빈곤 경험비 : 반복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비

자료: 이병희, 20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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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실직 고령층의 직 고용상태를 통해 취업능력과 취업의 가능성을 고려

해본다면, 이들이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하기에는 많은 장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상반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실업상태인 고령자 부분의 직이 

임시직 혹은 일용직 임 노동자 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실업자의 46.7%(약 

29,503명)가 직이 일용노동자 고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치면 체 고령자의 74% 

수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직업별로 고령 실업자의 직경험을 살펴

보더라도 단순노무직 노동자 던 경우가 체 고령 실업자의 약 43%(29,6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이들의 67%가 졸이하의 학력자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4-12〉 고령실업자의 직 특성 - 종사상 지 , 직업별
(단 : 명, %)

고령실업자 (55세 이상)

종사상

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

자 자

무 가족종사자

10,198 ( 16.1)

17,178 ( 27.2)

29,503 ( 46.7)

1,882 (  3.0)

4,030 (  6.4)

425 (  0.7)

 체 63,217 (100.0)

직업별

입법 공무원  고 임직원  리자

문가

기술공  문가

사무직원

서비스  매 근로자

농업  어업숙련근로자

기능원  리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8,093 ( 11.7)

2,450 (  3.5)

1,974 (  2.8)

4,988 (  7.2)

2,905 (  4.2)

1,474 (  2.1)

12,096 ( 17.4)

5,785 (  8.3)

29,643 ( 42.7)

 체 69,408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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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애인의 실업‧빈곤실태

  한국사회의 장애인 출 율은 장애범주의 확 와 자연증가율에 따라 차 증

가하여 왔으며, 고용 진  직업재활서비스 등 일차 인 정책 상이 되는 등

록장애인수도 등록원년인 1989년 218,601명에서 2001년 12월 말 1,205,368명으

로 속히 증가기에 이르 다(한국노동연구원, 2002).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기회가 고 고용된 경우라 하더

라도 임  직종이나 임시‧일용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빈

곤에 빠질 험이 훨씬 크다. 더욱이 고용 련 특성 외에도 장애인은 교통비,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비장애인보다 많기 때문에 설령 비장애인과 동일한 

소득을 갖더라도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

한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생활보호 상자 비율은 

13.8%로서 비장애인 가구의 생활보호 상자 비율인 2.6%에 비해 5배 이상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가 장애인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108만 2천 원으로 일반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0년 2/4분기 233

만원)의 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생활보호 상 재가장애인 비율
(단 : %)

구  분
생활보호 상자 비생활보호

상자
계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보호 계

장애인가구 구성비 6.8 4.5 2.5 13.8 86.3 100.0

( 국 추정수) 88,564 58,362 32,088 179,014 1,125,696 1,304,710

비장애인 가구 구성비 1.1 0.9 0.6 2.6 97.4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표 4-14〉 재가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 분포
(단 : 만원, %)

소득(만원) 50 미만 50～99 100～149 150～199 200～249 250～299 300 이상

구성비(%) 25.3 27.2 19.4 12.1 6.6 3.0 6.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 장애인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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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인의 고용실태와 

한 련이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

으며, 실업률은 상 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아래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재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로 비장애인의 58.5%에 비

해 낮으며, 취업률 역시 장애인은 71.58%인데 비해 비장애인은 이보다 20%가 

높은 95%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실업률의 경우 장애인은 28.42%로 

비장애인의 실업률 5.0%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로 인해 취

업을 포기한 장애인까지 모두 포함하게 될 경우 장애인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 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활동 황
 (단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계 취업 실업

장애인 1,331,486 636,654 455,729 180,925 694,832 47.82 71.58 28.42

비장애인 36,358,000 21,265,000 20,196,000 1,069,000 15,092,000 58.5 98.0 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설령 장애인이 근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임 ‧ 숙련 등 불안정한 고용층

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장애인이 비장애인

보다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당시 취업 장애인의 종사상의 지 를 살펴

보면, 아래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 업자가 40.1%로 가장 많아서 비

임 노동자가 체 취업 장애인의 반 이상(54%)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

로 일제  시간제 상용직 노동자가 25.0%, 일용직 노동자는 15.8%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상용직 노동자가 29.7%로 가장 

많아서 임 노동자가 체 취업인의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주를 포함

한 자 자가 28.4%인 과 비교해 볼 때(통계청, 2000), 일을 하는 장애인들에 

있어서는 상 으로 자 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

의 일반 취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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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종사상의 지  비교

(단 : %)

구분 장애인 비장애인

임

근로자

상용직 25 29.7

임시직 5.2 21.4

일용직 15.8 11.3

계 46 62.4

비임

근로자

고용주 3.4 7

자 업자 40.1 21.4

무 가족종사자 10.5 9.1

계 54 37.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통계청(2000), 경제활동연보

  더욱이 취업 인 재가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를 살펴보더라도, 아래 <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  어업노동자가 9.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단순

노무직이 8.3%, 서비스  매직 노동자가 7.4%의 순으로 이들 직종이 체 취업장

애인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인의 직업별 분포

에서 주로 문가/기술공과 사무직만 하더라도 체 취업자의 27.6%(통계청, 2000) 정

〈표 4-17〉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
        (단 : %)

직 업 분 야 장애인 비율

취업자

문가‧고 임직원‧ 리자 0.9

기술공‧ 문가 1.3

사무직원 1.7

서비스‧ 매직원 7.4

농업  어업 근로자 9.4

기능원  련 근로자 4.0

장치‧기계조작원  조립원 2.2

단순노무직 8.3

계 35.2

미취업자

학생 2.1

주부 10.0

무직 52.6

계 6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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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차지한다는 사실과 비교하여 한 차이를 나타내 장애인의 취업직종이 상

으로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한편, 미취업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을 통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

에 취업장애인에 비해 빈곤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노동공  차원

에서 살펴볼 때, 미취업 장애인은 보통 일반인 뿐 아니라 취업 장애인에 비해

서도 교육수 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장벽이 더욱 클 것으로 

단된다. 1998년 장애인고용 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자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67%인데 비해 미취업자 에서는 고졸이상인 자가 59%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취업 장애인의 경우 졸 이하  졸 학력이 

32.6%에 반해 미취업 장애인의 경우 반 정도에 가까운 47.2%가 졸 이하 

 졸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8 참조). 

〈표 4-18〉 장애인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학력수
(단 : %)

취업자 미취업자 계

졸 이하 19.8 25.0 22.7

졸 12.8 22.2 18.0

고졸 43.0 35.8 39.1

졸 이상 24.4 17.0 2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4. 여성의 실업‧빈곤실태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우선해고, 비정규직, 임  일자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외환 기이후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

이 기존의 여성직종이라고 불리던 직종의 사양화로 인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먼  많은 ‘실직여성’은 남성 실업자와는 달리 실직이후 구직활동에 나서기

보다 ‘실망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실업통계에서 제외30)되어 정부 실업 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책의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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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실제 경제활동 참가 황을 통해 남녀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다는 을 알 수 있다. 아

래 <표 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의 74.4%가 경제활동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약 반정도인 49.1%만이 경제활동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9〉 성별 경제활동인구 황 (2002년 11월 재)

        (단 : 천명,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5세 이상 인구 33,664 34,285 34,842 35,362 35,765 36,139 36,484 36,826

경제활동인구

(%)

20,853

(61.9)

21,243

(62)

21,662

(62.2)

21,456

(60.7)

21,634

(60.5)

21,950

(60.7)

22,181

(60.8)

22,560

(61.3)

남자

(%)

12,456

(76.5)

12,636

(76.1)

12,772

(75.6)

12,893

(75.2)

12,889

(74.4)

12,950

(74)

13,012

(73.6)

13,235

(74.1)

여자

(%)

8,397

(48.3)

8,607

(48.7)

8,891

(49.5)

8,562

(47)

8,745

(47.4)

9,000

(48.3)

9,169

(48.8)

9,325

(49.1)

비경제활동인구

(%)

12,811

(38.1)

1,3043

(38)

13,180

(37.2)

1,3906

(39.3)

14,131

(39.5)

14,189

(39.3)

14,303

(39.2)

14,266

(38.7)

남자

(%)

3,824

(23.5)

3,976

(23.9)

4,116

(24.4)

4,257

(24.8)

4,441

(25.6)

4,559

(26)

4,666

(26.4)

4,618

(25.9)

여자

(%)

8,987

(51.7)

9,067

(51.3)

9,064

(50.5)

9,649

(53)

9,689

(52.6)

9,629

(51.7)

9,637

(51.2)

9,648

(50.9)

   주: 15세 이상 인구  군인, 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등은 제외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

  이들 여성은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차별과 열악한 인 자본으로 인해 이러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먼  많은 여성은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이나 경험을 

30) 경제학  의미에서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로 정의되어진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숫자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업

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소‧연로자와 심신 장애자, 자발 으로 자선 사업  종교단

체에 여한 자, 구직 단념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밖의 나머지 사람들은 경제활동인구

로 간주하며, 이들은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본다면, IMF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무 힘들어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많은 이들, 특히 여성들

을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하면 실업자의 수는 폭 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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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지 못해 좋은 일자리를 한 경쟁에서 탈락할 험성이 크며, 설사 취입한다 

해도 학력고하와 경력여부에 상 없이 단순직 일자리에 배치되는 차별을 받을 가능성

이 크다31). 이는 여성의 종사업종과 종사상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종사업종을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사회간 자본  기타서비

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으나, 그  남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

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는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상 으로 임  일자리의 비 이 높은 업

종에 분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4-20〉 산업별 남녀 취업자 황

        (단 : 천명)

1997.11 1998.11 1999.11 2000.11 2001.11 2002.11

    <  남          자  >

◦ 농     림       어      업

◦           공          업

   - 제         조         업 

◦ 사회간 자본  기타서비스업

  - 건         설          업

  - 도 소 매‧ 음 식 숙 박 업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 기‧운수‧창고‧ 융업

12,485

1,222

2,884

2,861

8,378

1,810

2,758

2,370

1,439

11,834

1,217

2,556

2,534

8,062

1,379

2,706

2,514

1,469

12,411

1,278

2,711

2,693

8,422

1,496

2,840

2,564

1,521

12,469

1,175

2,768

2,750

8,526

1,522

2,823

2,679

1,501

12,683

1,157

2,710 

2,691

8,816

1,543

2,702

2,995

1,576

12,914

1,143

2,678

2,662

9,093

1,659

2,694

3,137

1,602

    <  여          자  >

◦ 농     림       어      업

◦           공          업

   - 제         조         업 

◦ 사회간 자본  기타서비스업

  - 건          설         업

  - 도 소 매‧ 음 식 숙 박 업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 기‧운수‧창고‧ 융업

8,766

1,157

1,619

1,617

5,990

218

3,088

2,098

588

  8,099

1,085

1,338

1,338

5,675

120

2,900

2,128

527

8,705

1,184

1,562

1,561

5,958

135

3,071

2,232

519

8,898

1,107

1,591

1,591

6,201

136

3,191

2,307

565

9,127

1,083

1,564

1,563

6,481

144

3,219

2,557

560

9,152

1,022

1,505

1,502

6,625

146

3,175

2,764

5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

31) 서울시 청년‧여성실업 실무조사 (2000), 『서울시 장년 여성 직업활동지원 실화 방안 

조사 연구』, 서울시 실업 책 원회 청년‧여성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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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여성이 어떠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동일 업종 내에서 

왜 임 을 받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4-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

자는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비율이 가장 높지만 그 다음으로 문‧기술‧행정

리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여자는 서비스‧ 매직 비율이 가

장 높지만 그 다음으로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직업별 남녀 취업자 황

 (단 : 천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 남                자 >

◦고   임직원   리자

◦         문         가

◦기 술 공    문 가

◦사        무         직 

◦서비스직  상 과 시장

◦농업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  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단   순   노    무    직

3,712

191

394

398

779

85

5

614

1,006

238

3,815

207

401

423

805

91

2

617

1023

246

3,803

219

449

490

753

73

4

579

981

253

3,456

223

412

467

691

62

4

531

840

225

3,829

284

407

726

616

113

9

587

857

231

3,970

294

382

682

723

135

9

538

966

242

4,275

284

440

821

780

133

10

533

1,035

237

< 여                자 >

◦고   임직원   리자

◦         문         가

◦기 술 공    문 가

◦사        무         직 

◦서비스직  상 과 시장

◦농업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  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단   순   노    무    직

1,508

4

100

79

511

136

0.2

232

356

91

1,486

4

117

70

510

147

0.4

183

345

109

1,447

6

129

93

509

135

0.2

155

305

114

1,273

7

124

78

478

118

0.1

134

222

111

1,641

17

123

191

617

183

2

162

228

117

1,765

22

212

135

682

168

1

147

264

133

1,876

20

238

145

723

188

1

124

304

134

자료: 노동부,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1993년이후 통계

  한 종사상 지 별 취업자 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4-2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임 노동자의 경우 남자는 총 8,096천명  약 58.7%(475만 6천

명)가 상용직 노동자로 종사하고 있는 반면, 여자는 총 568만 4천명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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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6만 7천명)가 임시직 노동자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

노동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남자는 총 469만 4천명  약 95.7%(449만 1천명)가 

자 업주로 종사하고 있는 반면, 여자는 총 341만 1천명  약 46.6%(159만   

1천명)가 무 가족종사자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구조에서 여성

이 상 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표 4-22〉 남녀 취업자의 종사상 지 별 황

(단 : 천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 남     자 >

 

◦ 비임 근로자 

  - 자 업주

  - 무 가족종사자 

12,176

4,271

4,077

195

12,345

4,323

4,127

196

12,420

4,390

4,205

186

11,910

4,412

4,203

209

11,978

4,408

4,177

230

12,353

4,504

4,283

222

12,467

4,595

4,376

218

12,789

4694

4,491

202

◦  임 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1,905

5,358

1,558

989

8,023

5,349

1,685

988

8,030

5,179

1,833

1,018

7,498

4,856

1,755

887

7,570

4,542

1,925

1,104

7,849

4,650

2,058

1,141

7,872

4,744

2,066

1,062

8,096

4,756

2,120

1,220

< 여     자 >

 

◦ 비임 근로자 

  - 자 업주

  - 무 가족종사자 

8,256

3,378

1,617

1,761

8,472

3,429

1,685

1,745

8,686

3,490

1,777

1,713

8,084

3,392

1,573

1,819

8,303

3,351

1,663

1,688

8,707

3,415

1,717

1,698

8,895

3,428

1,791

1,638

9,095

3,411

1,820

1,591

◦  임 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4,879

2,072

1,987

820

5,042

2,052

2,174

816

5,196

1,972

2,349

874

4,693

1,601

2,244

848

4,952

1,508

2,258

1,186

5,293

1,603

2,453

1,237

5,467

1,756

2,535

1,176

5,684

1,852

2,617

1,2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

  그리고 여성에 한 구조화된 차별은 임 의 성별격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아래 <표 4-23>에서 따르면, 2002년 6월 계기  여성노동자의 임 총액은 

134만 원으로 남성노동자의 임 총액(209만 원)의 64%수 인 것으로 나타나, 

반 으로 여성의 임 총액은 남성의 임 총액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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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성별 임 총액
(단 : 천원,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체 1,222 1,367 1,463 1,426 1,543 1,667 1,752 1,860

남  성 1,381
(100)

1,536
(100)

1,635
(100)

1,579
(100)

1,734
(100)

1,884
(100)

1,975
(100)

2,090
(100)

여  성 823
(59.6)

935
(60.9)

1,015
(62.1)

1,006
(63.7)

1,089
(62.8)

1,178
(62.5)

1,256
(63.6)

1,340
(64.1)

  주:  1) 1998년 이  10인 이상 사업체, 1999년 이후 5인 이상 사업체를 상으로 함.
       2) (  )안은 남성의 임 수 을 100으로 한 지수임. 
       3) 2002년은 상반기 평균임.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결국 남성이 고임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것에 반해, 

여성은 가사부담이나 아동양육 등으로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비

경제활동인구로 머물거나, 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단순직 일자리에 집

되어 노동시장의 하층부에 집 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면 이러한 여성  가장 심각하게 고용불안‧실업‧빈곤문제를 경험하는 

집단은 구인가. 아마도 여성가장32)이 빈곤에 빠질 험성이 가장 크고, 빈곤에 

빠질 경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 4-24>에 

따르면, 남성가구주 가구가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14%라면, 

여성가구주 가구는 25%에 달하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이병희, 2001). 

〈표 4-24〉 가구주의 성별 빈곤율
(단 : 가구, %)

빈도수 빈곤율 빈곤경험률 장기빈곤율 항상빈곤율 반복빈곤
경험비

  체 17,700 15.6 34.1 10.8 18.0 19.0

가구주
성  별

남
여

15,286
2,414

14.1
25.1

32.0
47.3

9.7
18.1

16.6
27.0

17.9
25.8

자료: 이병희(2001)에서 인용. 도시가계조사 1998～2000.

32) 우리나라 여성가장의 규모를 직 으로 보여주는 통계는 없지만, 2000년 인구총조사(센서스)의 
결과를 가지고 추론해 보면, 우선 혼인상태가 사별이나 이혼인 여성을 모두 더하여 여성가구주
라고 본다면 이 규모는 273만명이다. 여기에 30세 이상의 미혼여성도 가구 독립할 가능성이 많
다고 보고 여기에 포함시키면 314만 3천명이 된다.  남편이 있어도 병들었거나 일할 형편이 
못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합한다면, 이 숫자는 2001년 상반기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 
나타난 여성가구주의 규모 340만명과 비슷한 숫자가 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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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면 취업여성가구주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2001년 경제활동인

구조사에 따르면, 취업 여성가구주의 47.2%가 임시‧일용직 노동자이며, 30%가 

자 업자로 확인되고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 매직이 많았고 

거의 부분이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취업여성가장의 부분

이 고용과 소득에서 모두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실직 여성가구주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 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실직여성가구주의 43%가 고졸 미만의 학력자임을 알 수 있다. 연

령별로는 30 에서 50 까지 그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과 학력을 교

차하여 실직 여성가장을 분류해 보면 50  졸 이하, 60  졸 이하, 30  고졸, 

40  고졸 여성이 각각 비슷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체 으로 볼 때, 

50  이상에서 학력자 비율이 높고, 40  이하에서 고학력자 비율이 높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는 실직여성가장을 상으로 하는 탈빈곤정책 는 자활지원정책이 

연령과 학력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5〉 실직 여성가장의 연령‧학력별 구성
(단 : 명, %)

10 20 30 40 50 60 이상   체

고졸
미만 236(0.4) 2005(3.4) 2135(3.7) 10131(17.3) 8767(15) 1832(3.1) 25107(43)

고졸 1281(2.2) 8797(15) 8232(14.1) 5119(8.8) 2206(3.8) 0(0) 25636(43.9)

졸
이상 0(0) 4143(7.1) 2668(4.6) 470(0.8) 417(0.7) 0(0) 7696(13.2)

  체 15171(2.6) 14946(25.6) 13057(22.3) 15720(26.9) 11387(19.5) 18318(3.1) 58439(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01년 상반기.

第 3節 韓國 脫貧困政策의 現況과 問題點

  한국사회가 외환 기를 기 으로 근로빈곤층과 사회  취약계층의 실업‧빈곤

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소득보장정책과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던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단기간에 걸쳐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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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장기 인 에서 정책간의 조율기능이 취약

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간 조율을 표방하며 탄생했던 자활지원정

책 한 기 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다고 이 각각의 정책이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는 정책간 조율이나 통합  탈빈곤

정책의 구축 이상으로 개별 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다.

  따라서 본 에서는 탈빈곤 정책의 맥락에서 소득층을 상으로 하는 소득

보장정책과 고용지원정책, 그리고 좀더 구체 으로는 자활지원정책의 황과 

문제 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소득보장정책의 황과 문제

  한국사회에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는 국민연 , 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기 생활보장제도 

등)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사회보험

  한국의 사회보험은 1998년 이후 속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의 주류는 

생산  복지이념 하에  국민 연 용,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 고용보

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장 확 와 같이 통합주의를 기반으로 사회보험의 사각

지 를 제거한다는 것이었다(박찬용 외, 2000).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4  보

험 제도의 안정  정착과 발 이 이루어져 국민연 이 실 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  험에 공동으로 처해 사회  통합성이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럼에도 사회보험제도는 사회  취약계층의 빈곤화를 방하는데 여 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 한 사실이다.

1) 국민연

  국민연 제도 가입 상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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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입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이하 근

로자  사용자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

세 미만인 사람이며, 다른 특수직역가입자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 자, 

조기노령연  수 권을 획득한 자 등은 외이다. 여기서 특수직역가입자는 4  

사회보험 외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을 상으로 하는 공 연 인 공무원연

, 사학연 , 군인연  가입자를 의미한다. 연 여의 종류에는 노령연 , 특례노

령연 , 조기노령연 , 유족연 , 장애연 , 반환일시 , 사망일시  등이 있다. 

  2001년 1월 재 국민연 의 총 가입 상자(가입자+미신고자)는 1662만 5천

명이며, 총 가입 상자에서 가입신고 차를 완료하지 않은 미신고자 44만 2천

명을 제외한 1618만 3천명이 국민연 의 실질 인 가입자 규모이다. 물론 가입

자 한 소득활동을 한다고 신고한 소득신고자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된 가입자 즉, 납부 외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가입여부는 연령  무소득

배우자 여부 등의 기 으로 결정되는데 반해, 소득신고자  납부 외자는 소

득활동여부, 엄 히 말하면 소득신고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언 하 던 것처럼, 국민연 은 연령기 을 용해 해당 연령 의  

국민을 상으로 하고 있지만 연 가입은 일차 으로 가입자의 자발 인 가입

신청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가입 상자와 총 

가입자의 수가 일치하지 않으며, 이 게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 부

분이 취약계층이거나 취약계층으로 락할 수 있는 험이 있는 상이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민연  미신고자의 미신고 사유의 부분은 실직으로 인한 사업장가입자격

의 상실(40.9%), 별거‧이혼 등에 의한 세 분리(35.2%)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실

직  세 분리 등으로 생활의 불안정 상태에 처하게 됨으로써 일시 으로 

는 장기 으로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 제도 용 방

식상의 문제로 국민연 은 기여에 따른 여를 제로 하고 있기에 기여기간이 

짧으면 여도 그만큼 을 수밖에 없어 한 기여를 할 수 없는 노인‧실업

자  여성 등의 취약계층은 이를 통한 소득보장이 어렵다는 것 한 문제가 

된다. 이 에 비추어  국민을 상으로 하는 국민연 제도에 있어서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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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에 한 사각지 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득보장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실업 여로 실직기간 동안 실업

자의 소득보 을 통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도움으로써 재취업을 진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구직 여와 취업 진수당으로 구성된다. 고용보험

의 상자는 원칙 으로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상으로 하나 일용

직 노동자(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자)와 월8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노동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으로 매 보험 년도마다 그 1년 간 노동자가 지  받을 임 총액에 보험사업별

로 보험료율(실업 여의 경우 ’99.1.1부터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실업 여 수 자격은 실직되기 이  18개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180

일 이상 근무해야하고 정리해고, 폐업, 도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직이어

야 하며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여를 받을 수 없다. 한 실업 여 수 기간도 고용보험법 제39조 규정

에 의하여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 되고 12개월이 경과한 경

우에는 소정 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 되지 않는다. 이 게 수 자격과 기

간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경험한 바 있는 과도한 실업 여 지

이 근로의욕 하나 실업의 장기화, 기업의 부담가  등 부작용을 래했기 때

문에 이러한 제도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 든 

체 실업자 비 구직 여 수 자 비율이 제도 시행 기엔 4% 를 넘지 못

하다가 1998년 10%, 2001년 하반기에 15.9%에 달했다고는 하나 이는 선진국의 

수 비율에 비해 히 낮은 수 인 것이다.

  행고용보험법은 일반 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65세 이상인 경우는 고용보험

용을 제외하여 실업 여 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60세 이후 새롭

게 고용된 경우도 고용보험가입 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고령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고용보험사업 내에서 고용 진지원제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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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채용장려 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과 상호 

모순되는 계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한 고용보험 용 상에 있어서도 일

용직 노동자와 월 8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상에서 제외되는데, 아래 표

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2년 11월 재 체 임 노동자 가운데 고용보험 상

에서 제외되는 일용직 노동자(250만 6천명)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11%이며, 일

용직 노동자 가운데에서도 특히 여자의 비율이 상 으로 높아, 고용보험에서

도 장기실업자, 여성, 고령자 등이 사각지 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 종사상 지 별 임 노동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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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해 는 사망한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 으로써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정상 인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한 제도이다(박찬용 외, 

2000). 이 제도 역시 도입 이후 꾸 히 용 상이 확 되어 2000년 7월 이후 5

인 미만 사업장, 국제  외국기 과 회원단체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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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공사 등에도 용되게 되었다. 산재보험의 비용은 액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해 노동자의 비용부담이 없다는 이 다른 사회보험과 상이한 

이다. 보험료는 용노동자의 임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것으로 결정되는데, 

보험료율은 단일요율체계와 차등요율체계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산재보험 

여종류에는 요양 여, 휴업 여, 장해 여, 유족 여 등이 있고, 여방식은 장

해등  1～3 은 연 으로, 장해등  4～7 과 유족 여 수 권자는 연 과 일

시   선택하고, 장해등  8～14 은 일시 으로 지 한다. 한 산재보험 

여수  보장장치로 임 변동순응률제도(슬라이드제), 최 보상기 제도, 진폐 

등 업무상 질병이환근로자 평균임 산정특례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1999년에는 산재보험과 련 요한 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보험 여의 최고‧최

보상한도의 설정으로 여수 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증장해자의 경우 실제 간

병이 필요한 요양종결 이후에도 간병비용을 지원해주는 간병 여제도를 신설했다.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도 모든 노동자를 포 한다고는 하지만 자

업자를 포 하지 못한 까닭에 총 취업자  45%만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

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보험에서 용 제외된 노동자들은 첫째, 건설공사  총 

공사 액 2천 만원미만/연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는 수선에 

한 공사, 둘째,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상시 5인 미만의 노동

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셋째, 가사서비스업 종사자이다. 이들이 재 산재

보험 용에서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용의 실 인 어려움과 그로 인한 

용의 실효성에 한 의문 때문이다. 한 농민과 자 업자의 경우는 그간의 산

재보험 용이 노동자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이었고, 특수고용 계 종사자들은 

노동자 인 성격을 갖는 면이 있지만 그간 자 업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용 

제외되었던 것이다.

나. 공공부조 

  공공부조제도는 강력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이나, 끊임없이 그 

잔여  성격으로 인해 사각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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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수 범 와 보장수 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환 기 직후 한시생활보호제도를 도입해 소득층에 한 생계보호범 를 확

하 고, 2000년 10월 국민기 보장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빈곤층의 소득

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 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의 사각지 를 통해 빈곤화하고 있는 

많은 소득층, 즉 사회보험 미가입자  여수 기간 만료자 등을 보호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외환 기이후 속하게 증가했던 기

생활보장제도 산은 향후의 상자 확 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상된다. 

마찬가지로 기타의 범주  공공부조제도 한 수 기 과 여수 에 있어 소득

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국민기 생활보

장제도와 기타 범주  공공부조의 황과 문제 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1)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2000년 10월 실시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소득층에 한 국가책임을 강

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최 생계비 이하의 모든 소득층의 기 생활을 보장함으

로써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근로능력자에게 생계 여를 지 하지 않는 문제

을 해결하 으며, 종합 인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해 생산  복지를 구 하는 

등 소득보장기능을 폭 강화하고 있다.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① 최 생계비 이하의 소득, ② 일정수  이하의 자

산, ③ 부양의무자 부재  의무불이행, ④ 일정수  이하의 주거면 , ⑤ 자동

차 보유여부 등의 기 에 따라 수 자를 선정‧ 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을 

충족시키는 모든 가구에 해서는 생계 여 외에도 모든 물 여를 제공하는 

이른바 '통합 여체계'로 운 되고 있다. 아울러 소득이 최 생계비의 120%이

하인 가구  신청가구에게는 의료, 교육, 자활의 특례 여를 실시하고 있다.

  기 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수 자는 생활보호제도 하의 수 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 다. 보건복지부의 2002년도 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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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상자  기 생활보장 수 자 수는 1999년 54만 명에서 2000년 12월 149만 

명, 2001년 12월 151만 명으로 변화하여 왔다(표 4-26 참조). 그리고 그 에서

도 생계 여를 지원 받는 수 자의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9

년 54만 명의 수 자가 생계 여를 지  받았다면, 2001년 8월에는 약 151만 

명이 생계 여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기 생활보장제도가 빈곤계층에 

한 보호범 를 크게 확 하 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4-26〉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황(2001. 8月)
(단 : 만명,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체 수 자수 141 147 192 154 151

생계 여 수 자수

( 체 수 자  %)

37

26.2

44

29.9

54

28.1

154

100

151

100

자료: 보건복지부(2002), 기 통계자료

  그리고 수 가구는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가 63.0%를 

차지하고, 일반 가구는 3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노인가구가 33.9%, 장애인 

가구가 14.2, 모자가구가 10.0%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빈곤가구의 부분이 노

인, 장애인, 여성가장과 같은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4-27〉 가구유형별 수 비율

계
일반세

취 약 가 구

소계 노인세
장애인

세
소년소녀세 모자세 부자세

707,331

(100.0)

262,025

(37.0)

45,306

(63.0)

239,741

(33.9)

100,720

(14.2)

14,224

(2.0)

71,126

(10.0)

19,494

(2.8)

자료: 보건복지부(2002), 기 통계자료

  기 생활보장제도에서 흥미로운 것은 여방식이 소득평가액과 가구별 최

생계비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 여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이다. 생계 여는 

여기 선에서 주거 여와 가구소득을 제외한 액을 지 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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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선이란 최 생계비에서 물로 지 되는 의료비, 교육비  타법 

지원액을 차감한 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 자가 받는 여액을 말한

다. 2002년도 여기 선은 <표 4-28>과 같다. 한편 부랑인 시설 등 보장시

설에 거주하는 수 권자의 생계 여는 일반 수 권자와는 다른 기 으로 책정

되며, 2002년도의 경우 1인당 일 2,982원으로 책정된다. 

〈표 4-28〉 2002년도 최 생계비  여 기 선

(단 : 천원)

년 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1
최 생계비 334 553 760 956 1,087 1,227

여기 선 286 482 667 842 959 1,083

2002
최 생계비 345 572 787 990 1,125 1,270

여기 선 304 504 693 871 991 1,118

여 인상액 18 22 26 29 32 35

자료: 보건복지부 (2002), 『2002년도 최 생계비』

  이처럼 기 생활보장제도가 보호범 를 확 하 으나, 문제 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크게 네 가지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기 생활보장

제도는 그 잔여  성격으로 인해 수 자 선정에 있어 사각지 의 문제에 착

하고 있다(그림 4-3 참조). 둘째, 통합 여체계는 수 자 욕구에 따른 효율 인 

여지 이 곤란하고, 수 자격 박탈의 두려움으로 복지탈출 의지를 꺾는 문제

을 갖는다. 셋째, 보충 여방식은 수 자 소득 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용상

의 한계에 직면하고, 취업자의 근로활동을 진하는데 필요한 근로소득공제제

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상으로 통합 여체계와 보충 여방식을 용함으로서 기 생활보장

제도의 운 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 으로 이러한 문제 은 기 생활보장제도의 배타  공고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 자로 하여  수 자격을 유지하기 해 소득을 축소 보고하거나, 

근로활동을 자제하게 만드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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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기 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
1)

차상 층PL의 120%

이하

기 생활보장제도 특례보호자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
비수 자

최 생계비

(PL)이하

주: 1) 물론 제해야 할 것은 에 언 한 집단이 모두 기 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 상자라

고 규정할 수는 없다. 를 들면, 근로소득은 무하지만 자산이 많은 고령자 등은 엄

한 의미에서 기 생활보장 상자라고 간주할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구소득을 근로소

득이 아닌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 소득 등을 합한 총소득으로 이해하는 상황에서 소득

이 무하거나 최 생계비이 이하 혹은 최 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의 부분은 기 생

활보장제도가 보호해야 할 상집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 은 기 생활보장제도가 사회  취약계층의 마지막 사회안 망

으로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으며, 사각지 에 놓인 계층은 기타의 범주  공공

부조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에 언 하게 될 것

처럼, 범주  공공부조제도 한 사회  취약계층의 빈곤문제를 해소하는데 있

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2) 경로연

  1998년부터 시행된 경로연 제도는 그 동안 생활보호 상 노인에게만 지 하

던 노령수당을 변경한 것으로 국민연 의 용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 를 

한 공 소득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산제약으로 국민연 제도에서 배제된 

노인계층이 아니라 소득노인에게 한정하여 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 경

로연 의 상자는 만 65세 이상인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노인과 70세 이상

인 소득 노인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소득 노인이란 소득기 과 재산기

을 모두 충족시키는 노인을 말하는데 소득 노인의 소득기 은 <표 4-29>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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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며, 재산기 은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재산기  액  3-4인 가구의 재

산가액에 1.4를 곱하여 산출한다.

〈표 4-29〉 경로연  상 소득 노인 소득기  (2002년)
(단 : 천원)

총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소득액¹ 486 972 1,458 1,944 2,430 486×총가구원수

주:  1)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소득)÷(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 수)

  경로연  지 액은 기 생활보장수 노인의 경우 80세 이상 노인은 5만원, 

65세～79세 노인에게는 4.5만원을 지 하며, 일반 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3.5

만원, 부부 수 시에는 한쪽 배우자의 경우 25%를 감액한 26,250원을 지 하고 

있다. 2002년 재 경로연 은 기 생활보장수 노인 33만 9천명과 일반 소

득노인 24만 6천명으로, 총 58만 5천명을 상으로( 체노인의 16.4%) 지 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기 생활보장수 노인 34만명과 일반 소득노인 31만명을 

합쳐 총 65만 명을 상으로 지 될 정이다(보건복지부, 2002).

  그러나 경로연  한 기 생활보장수 자가 아닌 소득층 노인에 해서는 

충분한 소득보장 효과를 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경로연 의 수 기

은 최 생계비 수 기 에 비해 매우 높은 수 이어서 빈곤가구와의 형평성 문

제를 야기할 소지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은 고령자 소득보장과 련해

서 경로연 이 보편  소득보장제도인 기 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 를 해소하

는데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월부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공공부조제도인데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인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제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

활을 하기 어려운 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한 제도이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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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당의 자격조건은 국민기 생활보장법상 생계 여 수 자로서 장애 등 이 

2  이하인 자 는 3  정신지체 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복되어

야 한다. 장애수당은 1인당 월 50,000원이고 3개월 분을 분기별로 지 하고 있

으며 장애수당의 수 자는 약 11만 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지

라도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은 장애수당 수 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장애수당의 자격조건은 장애라는 인구학  조건과 국민기 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재산 조건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에서 재의 기 생활보장

제도뿐 아니라 범주  공공부조제도인 장애수당제도마 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생계비를 고려한 수당지 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는 장애인 수당제도 한 사회  취약계층으로서의 장애인에 한 소득보장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 다.

4)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시행된 범주  공

공부조 제도이다. 자격조건은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상의 생계 여 수 자로서 

18세미만의 1  장애아동의 보호자이다. 하지만 ‧ 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

교와 이에 하는 특수학교 는 각종 학교에 재학 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20

세 이하까지 상이 된다.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아

동은 장애아동부양수당 상에서 제외된다. 여는 1인당 월 45,000원이고, 3개

월 분을 분기마다 지 하며 상자 수는 약 2천명이다. 재원은 정부의 산으

로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며, 서울은 앙정부가 50%, 지방정부가 50%

를 부담하고, 기타 지역은 앙정부가 70%, 지방정부가 30%를 부담한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한 기 생활보장제도상의 생계 여 수 자로 지원범 가 

제한되어 있다는 에서 앞서 언 하 던 장애수당과 동일한 문제 을 안고 있다.

5) 소년소녀가장세  보호

  소년소녀가장세  지원제도는 1984년 3월 ‘소년소녀가장세  보호 책’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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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됨에 따라 1985년 6월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실시되었다. 상자는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 자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실질 으로 가정의 생계

를 이끌어 가는 세 로, 이들에 하여 여 지원을 해 으로써 자립능력

을 배양하여 건 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한 목표를 갖는다. 구체 으로 보

면,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 나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 가 상이 된다. 소년소

녀가장세  지원의 상이 되는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여를 받을 수 있다. 여는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로서 받는 여 외에 부가 여로 아동 1인당 월 65,000원을 추가로 지 하

며 상자 수는 약 1만 명이다.

6) 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로그램은 단일의 모 는 부와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당해 년도 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

을 충족시에 지원 상 가구로 선정, 2002년 12월 개정된 모‧부자복지법에 의거

하여 자녀학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자 출, 구임 주택 제공, 직업

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로그램이 소득을 보완

하는 의미가 있지만, 여가 이루어지는 로그램은 당해 연령 산정일 기

으로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해 제공되는 

아동양육비 지원 로그램이다. 2002년 재 여수 은 1인당 1일 568원이며, 이

를 분기별로 지 한다. 소득 모‧부자가정 선정 기 은 <표 4-30>와 같다.

〈표 4-30〉 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 득 80만원이하 106만원이하 124만원이하 138만원이하 150만원이하

재    산 50백만원 이하 55백만원이하 60백만원이하

자료: 보건복지부,「여성복지사업안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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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범주  공공부조제도의 총 상자 수는 약 92

만 명인데, 이 가운데 경로연  상자가 80만 명으로 부분을 차지하고 장애

인 수당, 소년소녀가장지원제도,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나머지 제도들의 용

상자가 약 12만 명에 불과하다.

〈표 4-31〉 범주  공공부조 여 상자수 (2001년)
(단 : 명)

구  분 경로연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소년소녀
가장지원 계

체 수 자수 800,000 110,491 2,089 11,390 923,970

자료: 보건복지부(2002), 기 통계자료

  앞서 언 하 던 것처럼, 보편  공공부조제도로서 기 생활보장제도가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함에 있어 많은 사각지 를 남겨 놓았으며, 범주  공공부

조제도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실 으로 이러한 역할분담

은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와 련해서 가장 

핵심 인 사항은 기 생활보장제도의 수 기 이 모든 범주  공공부조제도에 

획일 으로 용됨으로써, 기 생활보장제도 수 기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

회  취약계층을 구조 으로 배제하는 상이다. 

  한 로 기 생활보장제도가 노숙자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1인 가구 최

생계비를 기 으로 주거 여 제공여부를 정함으로써 노숙이라는 빈곤문제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의료비 지출이 커

서 실질소득이 최 생계비 이하인 가구 한 기 생활보장제도의 보호 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경로연 을 제외한 다른 범주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그 상자

가 극소수에 불과한 이유는 경로연 의 경우 기 생활보장 수 자보다 소득이 

높은 일반 소득 노인들도 여 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다른 제도들은 기

생활보장 수 자와 동일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건에 장애나 아동과 같은 

인구학  조건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주  공공부조 제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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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 범주  공공부조 제도의 빈곤완화 효과

를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 되고 있다.

  2. 고용지원정책의 황과 문제

  한국의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고용정책은 직업훈련 로그램, 일자리 창

출 로그램, 고용 진 로그램 등 크게 3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직업훈련

로그램으로는 고용 진훈련, 실업자 직업훈련 등이 있고, 일자리 창출 로그램

으로는 공공근로사업과 민간기업에 한 고용보조 제도 등이 있으며, 취업지

원 로그램으로는 취업알선서비스와 생업지원  등이 있다. 각 제도에 해 간

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직업훈련 로그램

1) 실업자 재취직훈련

  실업자 재취직훈련이란 고용보험 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실업자를 상으로 

이들의 재취업을 진하기 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실업자 재취직훈련기

은 21개 직업 문학교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앙인력개발센터이며, 실업자 재

취직훈련에서 실시할 수 있는 훈련직종은 성장 유망성, 자격취득의 용이성, 훈

련생의 희망직종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훈련기  자체의 특성에 맞게 자율

으로 정하되33) 취업이 용이한 과정을 우선 순 에 두고 있다.

〈표 4-32〉 연도별 실업자 재취직훈련 실시 황
(단 ：명)

구  분
’99 ’00 ’01

계획 실시 계획 실시 계획 실시

실업자재취직훈련 200,000 226,356 123,000 120,296 110,000 104,559

자료: 노동부,『2001년 노동백서』, 2002.

33) 여기서 학 취득과정, 학원과정, 세미나, 심포지엄, 어학, 취미, 오락과정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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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단기 응훈련 실시

  고령자고용 진법 제6조에 근거하여 50세 이상인 ‧고령자를 상으로 취업

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순기 기능과 소양‧산업안 교육 등 1월 이내의 단기

응훈련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규정 제50조에 의

거 탁)으로 한국노인복지회 등 민간훈련기 (2001년 106개 기 )에 탁하여 

경비원, 도배보조원 등 취업이 용이한 26여 개 직종을 심으로 무료훈련실시 

 취업알선을 병행하고 있다.

〈표 4-33〉 ‧고령자 훈련실  
(단 : 명, %)

연  도 계획인원 훈련실 (수료) 취업인원 취 업 률

’97 1,500 1,693  493 29.1

’98 2,000 1,354   399 29.5

’99 1,850 1,760  983 55.9

’00 1,680 1,616  1,186 73,3

’01 1,579 1,736 1,328 76.4

자료: 노동부,『2001년 노동백서』, 2002.

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 직업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 진공단 산하의 장애인직업 문학교, 공

공직업훈련시설, 특수학교, 민간훈련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1년

에는 기존의 일산직업 문학교 외에 고용개발원, ‧부산직업 문학교가 개

교하여 장애인훈련을 한 문시설이 구축되어 가고 있으며 정수기능 학 등 

공공직업훈련기 (51개소), 민간훈련기 (15개소), 직업재활실시기 (22개소)과 

특수학교(20개교)를 활용하여 3,241명을 기능인력으로 양성하 다. 한 훈련기

에서는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술인력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장애인에게 훈련장려 을 

지원하고 있다. 

  에 언 한 직업훈련 로그램  일부는 외환 기 이후 속하게 확장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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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하 다. 그러나 결과 으로 보면 장기실업자를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지원에 있어서는 실질 인 취업효과

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장 먼  지 할 수 있는 것은 에 언 한 각종 직업훈련 로그램이 사회

 취약계층을 상으로 개방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이들이 직업훈련에 

근하기에는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먼  그들 부분이 고용보험 용 상자

가 아니어서, 훈련참여의 상이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양질의 교육훈련 기회

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장년층 여성실업자의 경우에 정규직 취업

경험이 으므로 목표집단 지향  훈련 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훈련참여

기회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  

실업 여 수 자격이 없는 고령의 실업자는 직업훈련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통상 으로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 차는 능력 있는 구직자에게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 반 의 경우에는 제한 이다. 를 들어 1998

년, 1999년 2개년 동안 실시된 실업자 직업훈련의 경우를 보면, 선발과정에서 의도

하지 않았지만 연령층‧고학력 실업자가 거 참여하여 상 으로 고령의 학

력자는 참여기회가 매우 제한된 바 있다(한국노동연구원, 1999; 김병숙 외, 2000).

  아울러 다음과 같은 문제 을 지 할 수 있다. 먼  사회  취약계층은 직업

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가구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소득보장이나 

탄력 인 로그램 운 이 아니고서는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다. 이미 

많은 시간을 투여함으로써 생계비를 충당해야 하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직업

훈련 참여란 여건상 곤란하다는 이다. 한 사회  취약계층 다수가 일상

인 실업자 직업훈련이나 재취업훈련 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기 인 능

력이 부족하다는 이다. 이는 훈련 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사회  취약계층

을 고려한 별도의 업종  로그램 운 방식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을 

말해 다. 끝으로 직업훈련 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취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다. 특히 이러한 상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로 외환 기 직후 사회  취약계층을 상으로 실시되었던 많은 훈

련 로그램이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복 으로 실시된 결과, 직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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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이수하더라도 취업과 연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사회  취

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과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되어야 하며, 직업훈련 이수 후의 취업알선과 련한 보다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나. 일자리창출 로그램

1) 공공근로사업

  우리나라의 사회취약계층 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로그램으로는 공공근

로사업이 표 이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이후 실업 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재취업이나 직업훈련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실직 취약계층에게 노동을 제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지를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 다. 공공근로

사업은 1998년에 2단계, 1999년에는 4단계 사업으로 실업 책 체 산의 상

당 부분을 지출하 으며, 1999년 평균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1998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15～65세 사이의 실업자 고, 1999년 

2단계에서는 연령제한이 18～60세 사이로 엄격해져, 노령층으로부터 선발기

에 한 불만을 낳기도 하 다. 그리하여 결국 1999년 3단계에서는 61～65세 

사이의 연령자들도 체 참여자의 5%내에서 참여가 허용되었다. 선발기 은 특

별한 작업이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주노동자인 30～55세 

사이의 세 주  소득 실업자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졌다. 1999년 3단계부터의 

선발 결정은 9가지 요인(연령, 세 주여부, 부양가족수, 재산, 여성가장여부, 장

애인, 실업기간, 사업참가여부, 세 소득)별로 주어진 수의 총계를 기 로 해

서 이루어졌다. 2001년도 체 공공근로사업 9633억 원  95.6%인 9207억 원

을 집행하여 총 57만 5천명(분기평균 14만 4천명)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

다(표 4-34 참조). 앙부처는 14개 부처에서 24개 사업을 실시하 고, 지자체의 

경우 4 사업(정보화, 생산성, 서비스  환경정화사업)  91개 세부사업(호  

산화, 국토공원화 사업 등)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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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 공공근로사업 실 (2001년도)
(단 ：억원, 천명, %)

구 분
산 비 인원 비

계획 실 진도율 계획 실 진도율

계 9,633 9,207 95.6 549 575 100.5

앙부처 4,300 4,068 94.6 270 270 100.0

지 자 체 5,333 5,139 96.4 279 305 100.9

자료: 노동부,『2001년 노동백서』, 2002.

  2001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보면 50  이상의 고연령층이 43.65%

로 가장 많고,  직장경력도 일용직 노동자가 32.7%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고 있으며, 학력도 졸이하가 63.6%나 되고, 성별 구성도 여성이 54.6%를 차

지하고 있다. 이런 을 볼 때 사회취약계층을 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일정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은 외환 기 이후 속히 증가하는 실업자들의 생계비 보

을 해 실질 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

이나 재활용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련해서도 많은 기여

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비 리민간단체들이 거 참여하여 실업자

들의 소득보 과 사회  유용성을 가진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

은 매우 상징 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은 많은 문제  한 남겨주고 있다. 가장 표 인 것

은 공공근로사업을 단순한 소득보 효과 외에 직업능력향상이나 안정된 일자리

로의 취업 등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공근로

는 일시 인 공공의 일자리(Public Work)라는 한계로 인해 참여자에게 12개월 

이상 연속참여를 지하 고, 규정을 경직되게 용함으로써 새로운 안정된 일

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도 못하 다. 그 결과 많은 사회  취약계층은 장기간 불

안정한 공공근로사업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한 부정 인 

시각을 굳히기에 이르 다. 

  물론 이 문제와 련해서 공공근로에 한 지원을 최소화하여 실업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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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력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량실업시 의 일반 인 실업자를 상

으로 해서는 타당한 지 일지 모른다. 하지만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취업

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사회  취약계층을 상으로 할 때, 공공근로 로그램

은 안정성과 발 성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노인공동작업장 

  정부는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해 경로당 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작업장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공업단지 는 생산업체와의 연계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훈련을 하지 않고도 노

인의 성과 능력이 합한 일거리를 선정하고, 작업량이 계속 확보되도록 업

계와 유기  력체제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진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략 으로 그 황을 악해 보면, 

국 으로 직업재활시설은 108개소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작업시설

은 13개소, 보호작업장은 72개소, 작업활동시설은 15개소가 설치 운 되고 있

다. 이러한 직업재활시설 설립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사단법인 

는 민간단체의 순으로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공동작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다음 두 가지 문

제 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노인이나 장애인  경제 인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비해,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동작업장  직

업재활시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이러한 시설이 드물게 설

치되어 있는 지방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소득보장과 아울러 고용

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 에 놓여 있게 된다. 둘째, 이미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일정 수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많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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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 민간기업 등의 심부족으로 

안정 인 일감  로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 취업지원 로그램

1) 실업자 취업알선(고용안정센터)

  고용안정센터는 1998년 7월 지방노동 서의 고용보험과  직업안정과를 통

합하여 취업알선‧고용보험‧직업훈련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도록 One-Stop서

비스체제로 개편‧운 하게 되었으며,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한 재취

업을 지원하기 해 고용안정센터 42개소를 추가 설치(2001년 말 재 국 

168개소)하는 동시에 인력은행을 취업지원 문기 으로 기능을 개편(12월)하

으며, 장기실업자 심층상담 내실화를 해 성취 로그램 운 실을 확 하 다. 

  2001년 노동백서에 따르면, 2001년 고용안정센터는 구직자에 한 취업알선

과 련해서 총 102만의 구직자  24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악

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안정센터에 의한 취업알선의 성과에 해서는 구직자의 

특성  제공되는 일자리의 성격과 련한 심층분석을 통해 좀더 구체 으로 

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사회  취약계층 

상 취업알선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35〉 고용안정센터 구인‧구직 황
(단 : 명, 개소)

구인건수 구직건수 취업건수 고용안정센터수

’99 541,488 1,456,658 237,088 122

’00 557,096 972,382 242,979 126

’01 608,154 1,025,962 241,978 168

자료: 노동부,『2001년 노동백서』, 2002.

2) 고용 진장려

  우리나라의 고용 진장려 제도는 민간부문의 사업주가 고령자와 여성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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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를 채용할 인센티 를 제공하기 하여 사업주에게 보조 을 지 하

는 제도이다. 이는 기  고용률을 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 

고용지원 (고령자고용 진법 제14조 제2항 근거), 고령자를 일정 비율(1996년 

재 6%)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 고령자고용 진 장려 (고용보험법 제

18조),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상시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규정하는 할당고용제(장애인고용 진법  

직업재활법)와 과고용인원에 한 고용장려 34), 1997년 하반기 도입된 여성‧

고령자재고용장려 , 1998년 10월 도입된 실직여성가장고용 진장려 , 1999년 하

반기 도입된 장기실업자고용 진장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 시행되고 있

는 이 제도의 수 요건  지원 황은 아래의 <표 4-36>  <표 4-37>과 같다.

〈표 4-36〉 행 고용 진장려  수 요건  지원수  요약(2001)

지원  종류 수 요건 지원방식‧수

장기실업자

고용 진장려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
자(신규 실업자는 채용  2회 알선필요)를 직
업안정기  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하면 지원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

고령자

고용 진

장려

신규
사업주가 직업안정기  등에 구직등록 후 실
업기간이 3개월 이상 된 55세 이상인 고령자
를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

월 25만원을 6개월간 

지

다수
고령자 고용비율이 6% 이상인 경우
(10～15%한도) 지

6% 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5만원씩 지

재고용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 구조조정, 질병 등으로 
퇴직한 고연령자(만45～60세 미만)를 퇴직 후 3
개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할 경우 지원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

장애인

고용

장려

신규
의무고용인원(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을 과하여 장애인
을 고용하는 경우 지원

1인당 

월 36만원을 지

증/여성
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게는 신규 장애인 고용지원 의 두 배를 지
1인당

월 72만원을 지

여성

고용 진

장려

재고용
임신, 출산, 육아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 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할 경우 지원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

여성

가장

구직신청을 한 여성실업자  부양가족이 있
는 세 주 는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
는 자를 새로이 고용할 경우 지원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

34) 특히 고용장려 은 여성장애인  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배 범  내에서 우 하여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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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7〉 고용안정사업 지원 황
(단 : 명, 백만원, %)

인원 액

01.8 02.7 02.8 년
비

월
비 01.8 02.7 02.8 년

비
월
비

소계 29,493 31,447 29,694 0.7 -5.6 5,509 5,938 5,385 -2.2 -9.3

장기실업자고용 진 726 1,253 1,277 75.9 1.9 338 700 706 108.7 0.8

고령자 고용 진 28,127 29,576 27,988 -0.5 -5.4 4,436 4,369 4,132 -6.8 -5.4

여성 고용 진 468 439 283 -39.5 -35.5 448 566 292 -34.7 -48.4

보육교사임 지원 172 179 146 -15.1 -18.4 287 302 255 -11.1 -15.6

  주: 1) 고령자고용 진지원 에는 고령자[다수, 신규고용 진장려 , 고령자재고용장려  등이 포함

      2) 여성고용 진지원 에는 육아휴직장려 , 여성가장고용장려 , 여성재고용장려  등이 포함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앙고용정보원「고용보험통계월보」(2002. 8월)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장애인의 고용 황은 매우 낮

은 수 에 머물고 있다. 먼  고령자 고용 진법에 따른 의무고용제도는 의무

고용률 자체가 낮아 가이드 라인(Guide Line)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며, 외환 기 이후의 고령자 고용률을 감안할 때, 고용 진장려  한 큰 효

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노동부, 2002). 그 이유는 법제정 당

시인 1997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이 3.46%로 의무고용률을 이

미 상회하고 있었으며, 외환 기 이후에는 그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

는 3.03%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 장애인 고용률과 련해서 2001년 12월 

31일 재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체 공무원의 1.61% 수 이며, 민간기업은 

그보다 낮은 1.10% 수 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노동부, 2002). 이는 일반기업

의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시 생산성 하, 산업재해발생 우려, 장애인 채용에 따

른 추가비용의 발생 등의 이유로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고 장애인고용부담  납

부를 선호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2). 그리고 

장기실업자와 여성의 고용률과 련해서는 에 언 했던 각종 지원정책 이상

으로, 2001년 이후 진 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던 노동시장 상황이 고용률 증

가  실업률 감소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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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고용 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비 리법인 는 공익단체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

정하여 시‧도  지방노동 서 취업알선 창구와 연계하여 고령자에 한 구인‧구

직등록,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희망 고령자에 한 직업상담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재 YWCA(11), 종합사회복지 (6), 한

노인회(5), 산업인력공단(6), 기타(8) 등 국 36개 기 을 지정‧운 하고 있다.

  그러나 반 으로 고령자에 한 취업알선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째, 고령자 고용에 한 사회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둘째, 고령자 고용과 련해서 노동형태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원체계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고령자 취업 진을 

한 달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표 4-38〉 고령자인재은행 취업실
(단 : 명) 

연도별 구  인 구  직 알  선 취  업

2000년

2001년

25,812

34,253

32,967

37,626

36,612

44,272

23,206

27,688

자료: 노동부,『2001년 노동백서』, 2002.  

4)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은 달체계의 측면에서 체계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장애인고용 진공단이 민간의 복지기  등과 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된 

장애인 취업알선은 1998～99년 기간 동안 총 구직상담자 39,971명  38,905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 고 16,361명( 증장애인 5,496명)이 취업에 성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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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2000년 재 28.4%)을 고려해 보면, 장애인 취

업알선은 여 히 취약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측면

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체 으로 장애인 취업알선기 이 장애인고용 진

공단, 장애인복지 , 장애인단체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들간의 정보공유 등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투자에 비해 효과가 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

다. 둘째, 취업 후 사후 리가 미흡하여 이직률이 높으며, 실업과 취업이 자주 

반복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노동부, 2001).

라. 창업지원 로그램

1) 장기실업자 창업지원사업

  이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내지 제28조 4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항에 의거  2000년 2월 1일부터 장기간 취업을 실패하고 담보보증여력도 취약

한 장기실업자계층  신규 청년실업자들의 자 업 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지원 상은 실직 

후 공  구직등록기 에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실업자  부양

가족이 있는 세 주, 실업기간에 공 기 이 실시하는 창업훈련을 이수한 자로 

이와 련된 직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문직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 청년실업자 등이며, 근로복지공단이 1억 이내의 세 포를 임차하여 이

를 여하는 형식으로 자 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연리는 7.5%에 해당하는 

임 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며, 출기간은 1년~3년이다. 이 사업은 2000년 12월

말까지 501가구에 하여 200억 원을 지원하 다.

2) 고령자 창업지원사업

  재 고령자를 한 창업자 출  창업에 따른 자문 등의 서비스를 문 으로 

담당하는 조직이나 사업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자를 한 

창업지원사업은 개선해야 하기보다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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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창업지원사업

  장애인의 취업유형을 살펴보면, 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자 업이 54.1%로 가

장 많으며, 특히 시각, 청각장애 등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 이션에 어려움을 겪

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 기업체에 고용되기보다는 자 업을 창업하는 것을 선호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연구원, 2002). 

  재 정부차원에서 일주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 업창업

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상으로 시설  장비 구입비, 업장소 매입비, 상품구

입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 을 융자해주고 있으

며, 업장소에 한 지원은 1인단 5천만원한도 내에서 세 을 융자해주고 

있다. 그러나 재의 장애인 자 업 창업지원 로그램에는 창업성공가능성에 

한 사  검증능력  자 융자 이외의 사후 기술  지원 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으로, 지역사회 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자활후견기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이 사업은 장기실업자 창업지원사업과 함께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소기

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9조 내지 제13조에 의거 문지식  담보능력 부족으로 재

취업하거나 창업이 어려운 실직여성가장에게 연리 7.5%의 이자로 1억 원 이내의 포

임  자 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는데 목 이 있다. 이 사업

은 2000년 12월까지 재 총 1,678가구에 해 639억 원을 지원하 다. 

  소득층 창업지원 로그램은 외환 기 이후 지속 으로 개선되고 발 되어 

왔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은 반 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 출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다. 기존의 창업자 출은 담보설정이나 신용보

증을 제로 운 되었다는 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에게 근이 힘든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신용 출을 목표로 도입되었던 것이 세 포 임 사업

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 한 실업자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욕구를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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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포주들이 세등기를 설정하는 방

식의 포임 를 꺼려하기 때문이었으며 창업에 필요한 사업운 자  조차 부

족하 기 때문이다. 둘째, 취약계층의 특성과 욕구를 반 하는 한 창업지원 

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가령 부분의 소득 취

약계층은 창업실패에 한 부담감으로 쉽사리 창업 출을 신청하지 못하는데, 

이는 그들에게 다양한 창업지원 상담과 경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로그

램 부족과 한 련이 있다. 셋째, 그밖에도 각종 창업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의 사업이 안정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지속 으로 지원‧ 리하는 사후 리기능

이 취약했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3. 자활지원사업의 황과 문제

  여기서 정의하는 자활사업은 주로 2000년 10월 이후 정부가 기 생활보장제

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것은 지원 상과 

지원방식에 있어 개선이 요구되며, 이러한 개선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앞서 정

의한 탈빈곤정책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실제로 자활사업은 

재 고령자를 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사업이나, 장애인의 각종 

직업재활시설  공동작업장 등을 포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기

생활보장제도 상의 자활사업은 일반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을 모

두 포 하는 사업이라는 에서 가장 표 인 자활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에서는 기 생활보장제도 상의 자활사업을 심으로 사회  취약

계층 상 자활사업을 설명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

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 한 분석 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가. 자활사업의 실태와 문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최 생계비 이하의 소득 빈곤층을 크게 조건부 수

자와 비조건부 수 자로 구분해 근로능력이 없는 수 자에 해서는 조건 없

이 생계 여를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 수 자에 해서는 자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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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 하는 조건부 생계 여제도를 운 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은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9조5항35)에 따라 국민기 생활

보장 수 자  ‘근로능력이 있고 실직상태에 처한’ 수 자에게 고용‧복지 서

비스를 종합 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자활사업은 사회복지 담공무원이 수 자의 장애유무, 질병여부  만성질환 

여부, 가구여건(양육‧간병‧보호 등 필요여부), 취업상태(주당 평균근로일수 등), 

사회복지서비스  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수 자로 선정하고, 각 수

자의 건강상태, 기술수 ,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자

활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공 해야 할 서비스의 규모를 고려하여 자치단체와 자

활사업참여기 들이 함께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각종 자활지

원기 이 수 자에게 필요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1) 기 보장 수 자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그 다면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는 어떠한가? 아래 [그림 4-4]는 기 생활보장

제도 실시 이후부터 2002년 5월까지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의 추이와 그  

근로능력자  자활사업 참여자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체 수 자

와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의 규모는 진 으로 감소하고 있음에 비해, 조건

부 수 자는 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10월부터 2001년 3월

까지 제도시행 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들이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득

실 단에 따라 격히 자활사업에서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이다가 이후부터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규모가 소폭 감소하나 일정 수 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재의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재 취

업이 곤란한 수 자 심으로 운 되고 있다.

35)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9조 5항은 “보장기 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 여를 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 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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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기 생활보장제도 상의 근로능력자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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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활지원 서비스의 기본구조

  재 자활지원 서비스를 서비스 유형, 참여 상, 주요기능, 제공기 의 측면

에서 살펴보면, 자활사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  

자활사업은 노동부와 복지부가 사업참여자를 이원화하여 리하고 있으며, 각 

부처 고유기능과 련된 사업을 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으로 

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표 4-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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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9〉 자활지원 서비스의 유형별 특징

서비스 유형 참여 상 주요기능 주요 제공기

□ 조건부과형 사업

①취업알선

취업 상자

취업 진 고용안정센터

②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시설

③창업지원 창업 진 근로복지공단 등

④자활근로
비취업 상자 1

소득보장+능력개발 자치단체/자활후견기  등

⑤자활공동체 소득보장+능력개발 자활후견기

⑥재활사업
비취업 상자 2

근로의욕 고취 비 리민간단체

⑦지역 사 근로활동 참여 자치단체/비 리민간단체

□ 비조건부과형 서비스

① 기상담

공통

체 수 자 공통 동사무소/고용안정센터

②정보제공 취업‧창업정보 자활정보센터 등

③취업알선 취업 진 고용안정센터 등

④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기 /자활후견기

⑤창업지원 창업 진 소상공인지원센터

⑥창업자 출 창업 진 근로복지공단/복지부/지자체

⑦사업 탁 자활공동체 지원 자치단체/민간기업 등

주: 1) 취업 상자는 건강하고 은 수 자 심이며, 비취업 상자는 근로능력이 ‧하이며 

상 으로 고령자 심으로 분류되어 있음.

    2) 비취업 상자 1은 간수 의 근로능력자, 2는 근로능력 미약자

3) 자활사업의 참여 황

  만일 자활사업 로그램이 와 같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감소하고 있

다면, 이 변화는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에 어떠한 향을 미쳤으며, 보다 근본

으로 자활사업의 성과도출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가? 

  2000년 10월 1일 이후 자활사업은 시행 기 상자의 격한 감소를 경험하

고, 실비지원 확   로그램의 탄력  운 으로 참여 상자 발굴을 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 수 자 규모는 지속 으로 감소

하여 왔으며, 2002년 5월 재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는 총 6만 명으로 악되

고 있고, 이  조건부 수 자 규모는 체 수 자 130만 명의 3%인 4만여 명 

수 에 그치고 있다.

  좀더 구체 으로 자활사업 로그램별 운 황을 살펴보면, 경제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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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선되어 취업 수 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활사업이 상 으로 근로능력이 

열악한 수 자 심으로 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고 직업능력개발

이 용이한 20~30  심의 조건부 수 자를 상으로 하는 취업 상자 자활사

업은 격히 침체되기에 이르 으며, 상 으로 비취업 상자 심 자활사업

은 활발하게 추진되는 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실제 2002년 7월 재 로그

램별 자활사업 참여자 황을 살펴보면, 취업 상자가 3천명 규모이고, 비취업 

상자가 4만 1천명으로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로그램별 자활사업 참여자 황을 살펴보면, 개략 이나마 2002년 재 자

활사업 참여자가 직업능력개발 로그램보다 소득보장의 성격이 강한 로그램

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40 참조).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외형 으로는’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사업을 심으로 차상 층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다. 하지만 이것이 차상 층의 자활사업 참여

가 면 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36)

〈표 4-40〉 로그램별 자활사업 참여자 황 (2002년 7월말 기 )

계

복지부 [시군구] (천명) 노동부 (명)

소계 자활
공동체

자활근로 지역
사
/

재활

소계 취업
알선

직업
훈련

/
응

훈련

창업
지원

/
자활
인턴

계획
수립

소계 업그
이드형 취로형

44

(100%)

41

(93%)

1 36 9 27 4 2,937

(7%)

1,005 838 20 1,074

자료: 보건복지부(2002), ‘자활사업 추진 황 2002년 7월’, 내부자료

4)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

  그 다면 자활사업은 그 동안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그것은 ‘이 인 

의미에서’37) 해석할 수 있다. 먼  자활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으

36) 재 차상 층의 참여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시가 자체재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과거의 

취로사업과 유사한 것이다. 이 에서 자활사업이 차상 층을 포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

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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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취업 상태에 있던 수 자의 상당수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보다 임 수

이 낮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함에 따라 체 인 취업률 제고라는 성과가 있었다

는 이다. 하지만 자활사업 고유의 성과는 수 자의 취업 진이나 이를 통한 복

지제도로부터의 탈출을 기 으로 한다면 매우 미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고 

자활사업 고유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몇몇 자활사업 로그램은 근

로능력이 취약한 수 자를 상으로 각종 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직업활동에 필요한 사회성을 강화하고, 근로의지를 

되찾아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 기 때문이다. 그 다면 이제 

좀더 구체 으로 주요 로그램별로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기로 하자.

가) 취업 진 로그램의 가능성과 한계

  먼  수 자 상 취업 진 로그램은 하나의 독립된 자활 여나 조건이기

보다는 모든 수 자를 상으로 하는 보편  서비스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기 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 자  취업 상자 지원사업  

하나로 지정됨에 따라, 몇 가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취업 상자의 연

령이 상 으로 낮고 비공식부문에서의 일자리가 상 으로 풍요한 상황에서 

수 자의 능력과 기 임 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직알선 자체가 어렵다는 이

다. 둘째, 실직수 자의 경우 구직등록을 통해 실질 인 자활노력을 기피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취업알선 로그램  

37)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이 인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정 인 해석으로 생활보호제도 당

시 제 로 악되지 않았던 수 자의 근로활동여부가 기 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자활사업으

로 인해 보다 실에 가깝게 악되었다는 을 들 수 있다. 이는 기 생활보장제도 시행이

에 추계 했던 실직빈곤계층의 규모에 비해 훨씬 낮은 수만이 실질 인 실업자로 악되고 

있다는 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에 실직 수 자로 보고되었던 수 자들

이 실제로는 취업 인 수 자 을 수 있다는 을 암시하기도 한다. 둘째, 다소 부정 인 해

석으로 실제 상당수의 수 자가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득실 단 결과 취업이 유리하다고 

단함으로써 취업의 길을 택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자활지원은 앞

서 미국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성과와 련해서 언 했던 것처럼, 수 자의 직업능력을 향

상시키고 안정된 일자리의 획득을 지원하기보다 근로빈곤층으로의 생활을 속화시킬 험

성을 갖는다는 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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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미약한 수 자를 상으로 하는 로그램은 비취업 상자를 상집

단으로 삼아야 하나, 달체계와 상자 리체계에 있어 취업 상자와 비취업

상자가 분리되어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실제 보조 지

원 취업알선은 조건부 수 자  비취업 상자를 상집단으로 자치단체와 민

간기업이 조하여 극 으로 개발해야 할 로그램이며, 이를 해서는 재

의 상자 분담체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들이 취업알선사업이 가진 한계라면, 반 로 그것이 가진 잠재력 

한 간과할 수 없다. 앞서 외국의 자활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취업알선사업은 자활사업 체에서 매우 큰 비 을 차지하며, 상자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로그램이 개발된다면 그들의 빈곤탈출에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도출하기 해서는 이러한 역할

을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보다 체계 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나) 직업능력개발 로그램의 가능성과 한계

  자활사업 내에서 실시되는 직업능력 개발 로그램은 지난 2년 간의 실험을 

통해 많은 한계에 직면하 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교훈 

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처럼 보인다38). 

  하지만 2002년 7월 재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수 자는 800여명에 불과한 실

정이다. 이는 기 생활보장제도가 국 으로 약 140~150만 명 규모로 보편  

소득보장기능을 하는 제도이고, 자활사업 한 국 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를 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사업이라는 을 감안해 볼 때, 참여율이 매우 

조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참여율이 조한 이유  하나는 수

자가 직업훈련 이수에 따른 취업가능성을 회의 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것이 안겨주는 교훈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  직업훈련 로그램은 수 자의 미약한 건강상태와 학력  기술수 을 

38) 노동부가 운 하는 직업훈련 로그램은 수 자에 한 상담과 지원과정에서 기 훈련의 필요

성을 확인하고, 직업 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자활사업에서 최우선 으로 강화되어야 할, 

기상담  근로능력 정(Work-Test)의 길을 열었다는 에서 잠재력을 입증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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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해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직업훈련 

로그램이 상으로 했던 일반실업자에 비해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의 근로능

력과 근로의지가 매우 미약하여, 기존의 로그램을 그 로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직업훈련 로

그램은 수 자의 박한 생계비를 보조하거나 보육‧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지 않는 한, 참여율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교훈을 주었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를 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능력개발 이상으로 취업가능성을 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좀더 실증 으로 2001년 6월 30일 재 396개 훈련기 에서 자활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1,418명  302개 훈련기 의 849명을 상으로 조사한 자활직업훈

련실태를 분석한 논문(오 훈, 2002)에 따르면, 그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  직업훈련은 20 의 청년층(특히 생계부담이 있는 가구주가 아니

라 자녀)을 주요한 상집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둘째, 직

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훈련기간 의 생계보장, 취업가능성, 다양한 

훈련직종의 개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 창업지원 로그램의 가능성과 한계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수 자의 직을 살펴보면, 30~40%가 자 업을 운 했

던 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창업지원을 희망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에서 자활사업  창업지원 로그램은 수요가 

지 않다는 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창업자 출은 투입비용에 비해 수혜규

모가 무 다는 문제 을 안고 있기는 하나, 창업 출 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타 지원 로그램이 매우 취약하여 창업성공

을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수 자 부분이 창업에 필요한 능력과 

자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 자를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은 공  지원체계의 미비와 

창업희망자의 자원  경험부족이라는 복합 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두 가

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는 한, 창업이 성공에 이르기는 힘들 것이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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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1985～1999년 사이 창업자 을 출 받은 생활보호 상자 727가구의 창업

성공률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보호 상자는 15.5%의 성공률을 보

고, 장애인은 18.5%, 소득모‧부자 가구는 10.3%의 낮은 성공률을 보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원종욱 외, 1999). 

  그 다면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이처럼 창업성공률이 낮은 것일까 분석해 보

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수 자가 창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

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주변사람의 말에 의존하여 창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 결과 업종선택이나 사업경험의 부재로 인해 창업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 자의 창업이 자신의 경험이나 문 인 자문에 근거하지 

않고 실시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정책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사

실 소득층 창업지원은 그들의 창업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제로 그들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창업지원 서비스를 개발했어

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자 상 창업지원사업은 많은 연

구자들이 수 없이 지 해 왔던 창업자 출에 따른 보증인 제시나 담보설정으

로 인한 근성 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을 뿐 아니라, 업종을 선택함에 있어 그

들의 능력에 맞는 합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지도 못하 으며, 

그들에게 창업에 따른 기술훈련과 교육을 하는 로그램 한 강화하지 않았고, 사후

리 로그램도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지 까지의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에 

앞서 창업희망자에게 합한 업종선택을 자문하고 기술수 을 높일 수 있는 ‘創業支

援體系’와 사업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早

期警報體系’의 부재로 인해 한계에 직면했던 것이다(노 명 외, 2001c).

  한 수 자의 창업에는 개인창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 개인의 힘과 자원

을 결합하는 자활공동체와 같은 공동창업도 가능하며, 자활후견기 이나 기타 

창업자문기 의 지원을 통해 비용을 감하며 성과를 극 화할 수 있을 것이

고, 자활공동체를 수익창출을 목 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準)공 인 성격

을 가진 사회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 한 가능하다. 이 에서 창업지원 

로그램은 향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여겨진다.



278

라) 자활근로 로그램의 가능성과 한계

  재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 자를 상으로 하는 취로형 자

활근로사업과 상 으로 근로능력이 우수한 수 자를 상으로 하는 업그 이

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로그램  자는 자치단체가 

심이 되어 운 하는 경우가 부분이며 과거의 취로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소

득보장에 목표를 두고 청소  환경 지킴이 등과 같이 노동강도가 약한 사업을 

심으로 운 된다. 반면에 후자는 비교  노동강도가 강한 일을 심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업그 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단과 공익에 한 기여 혹은 사회  유용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단으로 구

분된다. 이는 이 사업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비해 노동강도는 강하지만, 하

나는 수익창출을, 다른 하나는 사회  기여를 목표로 한다는 에서 내부 으

로 다양한 지향성이 나타나고 있다39). 특히 업그 이드 자활근로사업은 자활후

견기 이 심이 되어 운 하고 있으며, 열악한 사업여건 속에서 자활근로사업

의 향후 망에 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40)

  여기서는 기 생활보장제도하의 자활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방식으로 탄생한 

업그 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해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먼  

2001년 6월 재 업그 이드 자활근로사업은 모두 303개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

으며, 7  역시가 체 사업단은 모두 173개 사업단으로 체 사업단의 57%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7  역시가 차지하는 인구규

모  조건부 수 자 규모에 비추어 편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자

39) 한국사회에서 자활근로사업은 서구의 공공근로(Public Work) 로그램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으며, 거시 으로는 한시  지원 로그램으로서 기간제한과 임 상한제 등의 제약을 받지 않

을 수 없다. 이것이 노동시장 내의 근로빈곤층을 유입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물론 자활근로를 사회  일자리 창출을 한 기지원 로그램으로 이해한다면, 장기

간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활근로 자체의 기간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일자리 창출에 따른 근 가능한 유효한 일자리 창출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40) 자활후견기  내에서 업그 이드 자활근로사업을 자활공동체로 발 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다 근본 인 문제는 자활사업에 한 평

가와 일선 지자체의 사업지도 과정에서 자활근로를 자활공동체로 발 시키는 것만을 요한 

성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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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근로사업단이 참여하는 사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체 303개 사업단  간

병사업, 음식물처리사업, 건설사업, 재활용사업, 청소사업이 차지하는 비 은 총 

231개 사업단으로 체 사업단의 76%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참여

자 부분이 별다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자활근로사업단의 제한된 

산규정, 즉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 산이 체 산의 30%를 과하지 못하

게 정한 규정이 기 업종선택에 있어 비용이 게되는 사업 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노 명 외, 2001d).

〈표 4-41〉 지역별 자활근로사업 업종분류

구분

자활

근로

사업단 

자활근로사업 업종*

간
병

음
식
물

건
설

재
활
용

청
소 농

세
차

제
공

부
업
장

창업
지원

고용
지원

생태
환경
조성

기
타

계 303 78 24 58 38 33 12 6 18 8 6 5 6 11

서울 55 13 10  9  4  9  2 0  3 2 0 1 0  2

부산 48 12  2 14  4  5  1 4  3 1 2 0 0  0

구 22  6  1  5  2  3  0 0  4 0 1 0 0  0

인천 18  6  0  6  1  1  2 0  0 2 0 0 0  0

주 8  3  1  1  0  1  1 0  0 0 0 1 0  0

11  2  0  2  2  3  0 0  1 0 1 0 0  0

울산 11  1  1  1  3  1  0 0  2 1 0 0 0  1

강원 18  6  2  3  2  0  1 0  1 0 0 0 1  2

충북 4  2  1  0  1  0  0 0  0 0 0 0 0  0

충남 18  4  3  1  3  3  1 0  0 0 0 1 0  2

북 41  8  1  8  8  2  3 0  1 1 1 1 4  3

남 6  2  0  1  2  0  1 0  0 0 0 0 0  0

경북 24  7  1  5  1  4  0 1  2 1 1 1 0  0

경남 14  5  1  1  4  0  0 1  0 0 0 0 1  1

제주 5  1  0  1  1  1  0 0  1 0 0 0 0  0

  주: 이 표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1년 복지부 실 보고자료를 취합하여 자활근로사업단의 

업종유형을 악하기 해 임의로 분류한 것임. 

      ① 간병  도우미사업단     ② 음식물사업단              ③ 건설/시설 개보수사업단

      ④ 재활용사업단             ⑤ 청소  세탁사업단        ⑥ 농사업단

      ⑦ 세차사업단               ⑧ 의류 제/ 통공 사업단   ⑨ 공동작업장

      ⑩ 공동체창업지원사업단     ⑪ 고용지원사업단            ⑫ 생태환경조성사업단

      ⑬ 기타

자료: 보건복지부(2001), 자활후견기  실 황 보고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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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자활근로사업은 제한된 자본과 취약한 기술능력을 가진 수 자와 더

불어 제한된 업종에서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창출된 수익 은 투

입된 총 자본 의 15% 수 에 불과한 상황이다. 2001년 2/4분기 업그 이드 자

활근로사업에 투입된 총 산은 34억 원 규모이나 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

은 5억 원에 불과하 던 것이다(노 명 외, 2001d). 하지만 이와 련해서는 다

음과 같은 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체 사업단  복지간병이나 음

식물 쓰 기 재활용 등과 같이 수익발생을 목 으로 하지 않아, 수익 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이 약 150여 개로 50%를 차지한다는 이다. 그리고 이

들 사업단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집수리나 간병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수익 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회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

업단은 비용편익분석의 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자활근로사업 산

에서 약 70%가량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비가 그 만큼 게 지 된다는 

이다. 따라서 자활근로사업에 투입된 산  추가로 투입된 사업 산은 약 

30%에 불과한 것이다. 그 다면 약 150개 사업단에 17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30%는 5억 1천만 원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를 일반 사업체로 간

주하여 평가하면, 투입과 산출이 100  29로 자규모는 무려 71%에 이른다. 

하지만 본래 생계비로 지 되었을 산을 제외하고 추가로 투입된 산 5억 1

천만 원을 기 으로 생각해 보면, 투입과 산출이 100  98로 자규모는 2%

로 어지게 된다. 이는 자활사업이 복지수혜에 따른 도덕  해이를 방지하는 

것을 목 으로 추가로 투입한 산으로 단순한 산낭비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밖에도 업그 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서 사회  유용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

단과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단의 성과를 모두 높이기 해서는 지원체계

와 방식을 차별화하고, 사업운 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의 보다 합리 인 

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좀더 구체 으로 지 하면, 자활근로사업은 년 의 

사업 단을 방할 수 있는 책마련이 필요하며, 자활근로사업을 상으로 사

회보험  고용보험과 국민연 을 가입  하는 것은 단되어야 하며, 사업

산  기 투자 을 늘릴 수 있도록 지출 련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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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활공동체 사업의 가능성과 한계

  1980년  이후 한국사회의 자활공동체는 경쟁이 치열한 노동시장에서 기술이

나 자본이 부족한 수 자에게 소득을 보장하고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일자리

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후 부분의 제공동체는 경

기법 미숙과 자본부족으로 만성 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신명호, 2001). 물론 

당시의 자활공동체는 사회운동단체가 주도하고 있었으며, 수 자의 조건이행을 

목표로 하는 재의 자활공동체와 달리 지역사회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심으

로 자체의 재원과 생업자 융자를 통해 노동자 동조합을 구성한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활후견기 을 심으로 하는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은 차상  실직빈곤층이 아니라 수 자를 심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와 자활

후견기 의 지원을 받아 자활공동체를 설립하는 형태로 변화하 다.

  그 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자활공동체들은 기 했던 수익을 거두었는

가. 2001년 7월 재 자활후견기 이 구성한 자활공동체들은 이미 부분 으로 

수익을 창출하 으며, 일부 공동체는 수익창출규모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

만 그것이 안정된 수익창출 구조로 발 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직 자활

공동체 사업이 본격화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으며, 수익창출 업종 한 일

종의 보호된 시장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사업이 단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수익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자활공동체 창업에 투입된 총 자본 이 1이었다면, 2001년 7

월 상황에서 순수익규모는 0.5 수 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노 명 외, 2001c).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2001년 7월을 기 으로 지난 3～7개월 간 자활공

동체에 투입된 각종 지원 을 참여자 수로 나  경우, 1인당 35만 4천 원 가량

이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41). 이는 월평균으로는 1인당 8만 9천 원 가량의 

자 이 지원되었음을 말해 다. 비록 자활공동체 창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업종

마다 다르다고는 하나, 일정 수 이상의 기투자 비용이 요구되는 자활공동체 

41) 참고로 랑스의 사회  기업(혹은 자활공동체)은 세기업의 경우 1인당 평균 약 327만원이 

투입되었고, 소규모 기업의 경우 1인당 평균 약 463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간규모의 기업인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약 2824만원이 투입되었다(노 명, 20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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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1인당 월 8만 9천 원 즉, 분기별로 1인당 36만원 가량이 투자되었다는 

것은 투입규모 자체가 높은 수익을 기 할 수 있는 수 이 아니었음을 말해

다(노 명 외, 2001c).

  그리고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자활공동체는 지역

에 따라 업종분포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  지역

으로 자활공동체는 여 히 도시 심의 사업이라는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7  역시에서 창업된 자활공동체는 모두 108개소로 체 자활

공동체 130개의 8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활공동체를 창업하는 

제가 되는 자활후견기 이 도시 심으로 분포하고 있고, 자활공동체 창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이 도시지역에서 보다 쉽게 동원되기 때문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 부분은 간병사업, 건설업, 음식사업, 재

활용사업, 청소사업처럼, 큰 설비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에 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활공동체가 선택한 업종 부분이 특별한 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쉽게 기술을 터득할 수 있고, 기 많은 자본 이 필

요하지 않은 업종에 집 되어 있음을 말해 다.

  수 자 심으로 구성된 자활공동체가 일반시장에서 다른 경쟁자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하여 성공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자활사업에서 창업지원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 다면 문제의 핵심은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수 자의 부족한 역량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의 결

합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자활공동의 제도  상 정

립이나, 창업지원 인 라를 동원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노력 한 필요하다 하겠다.42)

42) 자활공동체의 창업과 사업안정화 그리고 확장을 해서는 다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 으로 를 들면, 그것은 창업자 을 출하고, 

창업과 련된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연 은행과 같은 조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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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지역별 자활공동체 업종분류
(단 : %)

구분
자활

공동체

자활공동체 사업 업종1)

간병

음

식

물

건설

재

활

용

청소
농

세

차

제

공
부업

이

벤

트

유

통
환경 기타

계 130 28 15 16 13 12 7 4 9 11 1 1 2 10

서울 36 8 7 4 2 6 0 1 5 1 0 0 1 1

부산 22 4 2 4 1 1 3 3 0 1 0 0 0 3

구 12 2 0 5 0 1 0 0 1 3 0 0 0 0

인천 11 4 1 0 1 1 1 0 0 2 1 0 0 1

주 12 1 0 1 1 1 2 0 0 2 0 1 0 3

7 2 1 0 0 1 0 0 2 0 0 0 0 0

울산 8 2 2 0 3 0 0 0 0 0 0 0 0 1

강원 3 0 0 1 1 0 1 0 0 0 0 0 0 0

충북 2 1 0 0 1 0 0 0 0 0 0 0 0 0

충남 3 0 0 0 1 0 0 0 0 1 0 0 1 0

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남 4 1 0 1 0 0 0 0 1 0 0 0 0 1

경북 2 0 1 0 0 0 0 0 0 0 0 0 0 0

경남 8 3 1 0 2 1 0 0 0 1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주: 1) 자활근로사업 업종유형 분류

        ① 간병  도우미사업   ② 음식물사업        ③ 건설  시설 개보수사업

        ④ 재활용사업           ⑤ 청소  세탁사업  ⑥ 농사업

        ⑦ 세차사업             ⑧ 의류 제  통공 사업단

        ⑨ 공동작업장           ⑩ 이벤트사업        ⑪ 유통사업

        ⑫ 생태환경조성사업단: 생활환경운동활성화사업, 상록수환경개선, 생명살림사업

        ⑬ 기타사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자활공동체 사업추진  수익창출 황 분석자료”(내부자료).

  끝으로 자활후견기  등이 직업능력이 취약한 수 자와 함께 수익을 창출하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

활공동체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을 들 수 

있다. 를 들어, 창업업종 선택, 창업자  지원, 로개척  홍보 등과 련해

서 신뢰할 만한 정보나 자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 자활사업 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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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인 창업컨설 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가 자활후견기 에 일정 액수의 인건비와 운 비를 지원하

고 있지만, 그것이 자활공동체의 창업에 필요한 자 을 조달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었다. 따라서 자활후견기 은 창업자 이 있을 리 없는 수 자 상으로 

자활공동체를 창업하기에는 출발단계부터 근본 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셋째, 

자활공동체는 사업 기 일정기간 안정 으로 일감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활공동체가 안정된 기업으로 발 하기 해서는 매출이 일정 규

모에 이르고, 그 범  내에서 수익창출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경쟁

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에서 기존 시

장을 교란하지 않는 범  내에서 자활공동체의 매출을 확 할 수 있는 지원체

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자활사업의 근본문제

  그 다면 끝으로 자활사업이 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기로 하자. 재의 자활사업은 수 자의 근로의지 회복과 사회  지지망 형

성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 근로활동을 통해 빈곤에서 탈

출하도록 유인하는데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측

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노 명 외, 2001a; 김수  외, 2002). 이를 좀더 구체

으로 언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생활보장제도하의 자활사업은 지원 상  지원사업 결정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먼  실직 수 자를 주요 지

원 상으로 하는 재의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사업참여를 원천 으로 쇄

하는 결과를 래하 다. 더욱이 차상 층의 취업 상자 지원사업에 한 참여

를 제도 으로 가로막는 문제 을 나타내고 있다. 그밖에도 달체계 상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는 문제 한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다. 수 자의 근

로능력 혹은 취업능력을 악하여, 욕구에 따라 소득지원  자활지원을 할 수 

있는 사례 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다. 비록 사회복지 담공무원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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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이 되어 기상담을 수행하고 있지만, 엄 한 의미의 근로능력평가

(Work-Test)를 수행할 인력이나 지침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 생활보장

제도는 수 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다(노 명 외, 2001d).

  둘째,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 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는 과정 한 

매우 거칠게 설계되어 있다. 앞서 언 한 것처럼,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최 생

계비를 넘어서면 수 자는 모든 여를 상실하게 되고, 최 생계비에 미달하면 

모든 여를 제공받는 부 무(All or Nothing)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수 자로 하여  기 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하

여 제도 안에 머물게 만드는 결과를 래한다. 바로 이 이 자활사업 참여자는 

물론이고 재 취업 인 수 자의 빈곤탈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기 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공제 없는 보충 여방식’으로 운 되

고 있어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것이 자활사업

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  하나가 되고 있다. 여기서 소득공제 없는 보충

여방식이란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생계 여가 감소하여 항상 총소득이 최 생

계비 수 을 유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물론 기 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시범사업을 통해 소득공제제도의 도입방식과 공제율을 결정하고,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2000년에 제도 실시 이후 2년이 지

난 재까지 기 생활보장제도가 소득공제 없이 근로활동을 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

가 없는 상태에서 자활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43).  

  셋째, 자활사업은 다양한 근로능력을 가진 수 자를 포 하고 있으며, 이들을 

상으로 차별화된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자활사업이 향후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의 참여를 진하고, 차상 층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 해서는 

소득보장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로그램과 직업능력개발을 주로 담당하는 

로그램,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해야 하는 로그램으로 분화되어야 한다는 

43) 물론 근로인센티 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활공동체 참여자에게 10%의 소득공제가 

용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수 자의 근로동기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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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의 자활사업은 여 히 근로능력 혹은 취업능력의 

정도에 따라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 자에게는 근로활동 자체에 목 을  로

그램을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우수한 수 자에게는 소득증 를 목표로 한 로

그램을 제공하는 문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김수 , 2001). 

나. 소득노인 상 자활사업의 황과 문제

  한국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 으로 국가경제  

사회보장체계 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단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처하기 해서는 사회보장체계를 확 ‧강화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 이 단기 으로 고령자  노인의 실업, 빈곤문제를 해결

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먼  연 제도의 개 으로 재의 

고령빈곤층에 한 소득보장기능을 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고령자의 고용을 

진하는 기존 제도 한 소득 고령자의 빈곤완화  빈곤탈출에 실질 인 기여를 

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 에서 한국사회는 소득 고령자를 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 진  자활지원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2001년 시작된 지역사회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s Club)은 바로 그러한 

목 을 갖고 탄생하 으며, 2001년 5개소에 이어 2002년에는 20개소로 확 되

었다. 이 사업은 외환 기를 기 으로 발생한 고령자의 실업‧빈곤문제를 해결

하고, 학력 빈곤계층뿐 아니라 고학력의 퇴직 고령자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물론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

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2001년 7월 이후 재까지의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노 명 외, 2001a).

  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CSC)은 근로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을 확보하고자 하

는 고령자를 사업참여자로 선정하고, 각 노인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해서는 각 참여 고령자에 한 면 한 심층상담을 

통해 능력(건강상태, 학력, 문기술 등)과 여건(가구형태, 가족구성원 등),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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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욕구(근로활동, 사회참여, 소득증  등)를 정확하게 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로 각각의 고령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로그램을 제공한다. 첫째, 고령

자 상 공동창업형 소득창출사업이며, 둘째, 고령자에 한 취업알선/개인창업 지

원사업이며, 셋째, 고령자의 사회 사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이다. 

  2003년 재 이 세 가지 사업  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CSC)의 주력사업

은 공동창업형 소득창출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이 공동창업과 취업 진을 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  능력

과 가구여건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자력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한 

한 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앞서 언 한 것처럼, 고령자의 취업은 

단히 어려우며 개인창업지원 한 재정 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들을 

한 사회  지지망 형성과 투자의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공동창업이 추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 형태는 기능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동조합방식으로 운 되지만 시장에서의 수익창출을 목 으로 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수익성보다는 사회  기여를 목 으로 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후자는 

자원 사와 분명히 구분되어 진다. 그 이유는 비록 사회  기여를 목 으로 하

지만 임 을 받는 근로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002년 상반기, 다섯 개의 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CSC)기 은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비록 고령자의 근로활동  사회참여욕구가 

단히 강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실제 2002년도 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 다. 

  첫째, 고령자의 근로활동  사회참여에 한 사회  무 심과 편견에 직면

하 다. 물론 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회 으로 매우 

정 인 반응을 얻었던 것은 사실이다. 60~70세의 고령자  노인들이 식당에

서 음식을 나르고 세차를 하거나 택배를 하는 등의 노력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에 충분하 다. 하지만 고령자를 한 일자리 창출과 련한 구체 인 지원에 

있어서는 무 심의 벽에 부딪혔던 것이다.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이 안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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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해서는 해당 공동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한 구매

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 지 에서 구체 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이다. 둘째, 노인의 근로활동을 진시키기 해서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에 필요한 창업자 출(생업자 융자  기 생활보장기  활용)과 기업의 안

정화를 한 인건비 지원(자활근로 혹은 공공근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동안 

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은 기 생활보장제도 상의 자활후견기  보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노인을 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

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창업에 필요한 자 을 출하기가 어렵고, 창업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경 ‧기술자문을 얻는 것 한 힘들며,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시

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이다. 셋째, 노인의 취업  창업을 진

하는데 필수 인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못하 다. 

  지난 1년 간 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CSC)의 경험을 반추해 볼 때, 지방자치

단체와의 원활한 계는 사업에 매우 큰 향을 미쳤던 것으로 단된다. 실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을 지원하는데 매우 소극 이었던 측면이 있었으며, 

이는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 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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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각국의 탈빈곤 정책에 한 검토를 통해 21세기 각국의 탈빈곤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이어 한국사회의 실업‧빈곤실태 

 이를 둘러싼 소득보장정책, 고용지원정책, 자활지원정책의 황과 문제 을 살

펴보았다. 이제 본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한국의 탈빈곤 정책이 사회  취약계층

을 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능력을 배양하여 취업을 유인하는 각종 정책

을 추진하기 해 어떠한 정책방향에 따라, 어떻게 사회보장체계를 개선하고, 구체

으로 어떠한 고용창출‧고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第 1節 韓國 脫貧困政策의 基本方向

  한국의 탈빈곤정책은 우리사회가 처한 상황에 한 객  인식에서 출발하

여, 실  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다면 우리사회

가 처한 실을 경제성장, 실업과 빈곤, 그리고 복지‧고용 련 지출이라는 측면

에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단기 으로 실  가능하고 장기 으로 

바람직한 탈빈곤정책의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기로 하자.

  1. 한국 탈빈곤정책의 세 가지 제

  2002년 한국사회에서 사회  취약계층은 변하는 노동시장여건에 응하지 

못하고, 공공부조 수 과 비정규직 취업 그리고 실업에 이은 재수 이라는 빈

곤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여건과 사회보장체계는 이들의 빈

곤화를 방하는 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날로 심화된 실업‧빈곤의 문

제는 사회 반에 걸쳐 사회통합성을 하는 상황으로 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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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우리사회는 외환 기이후 실업 책을 강화하고, 기 생활보장제도를 실

시함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나름 로 극 처하여 왔다. 하지만 임시처방 

심의 실업 책이나 엄격한 선정기 을 가진 기 생활보장제도로는 실업‧빈곤문

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실직수 자의 탈빈곤을 표방했던 자활

사업 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이 에서 우리사회는 시장경쟁에서 뒤쳐져 고용불안, 실업, 빈곤에 시

달리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한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특히 서로 분 으로 제공되어 왔던 각각의 서

비스를 통합한 탈빈곤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 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 다면 

탈빈곤정책은 앞서 언 했던 각국의 경험과 우리사회의 최근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발 해야 하는가.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는 한 일자리 창출을 진하는 고용친화  성장 략을 추

구해야 한다. 외환 기이후의 사회경제  여건변화(경제의 세계화와 지식기반

사회)는 실업‧빈곤문제와 련해서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을 증 시키고 있다. 

즉,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과 기술  진보는 새로운 성장과 고용창출의 기회

일 수 있지만, 기존의 단순제조업  상당수를 해외로 이 시켜, 노동능력과 의

지를 가진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외국인 노동자의 격한 증가 한 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44) 그리고 최

근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사회는 고용친화  성장이 아니라 임 ‧고용

44) 재의 실업‧빈곤문제와 련해서 일각에서는 소득층 노동자의 3D업종 기피가 문제지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몇 가지 요한 을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서구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국가의 물가수 에 맞는 임 을 

지 하기 힘든 임  3D업종이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가 아니

다. 둘째, 상 으로 임 수 이 높다 할지라도 소득층의 상당수는 노동시장에서 려나게 

된 이유(주로 질병이나 가구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용주가 요구하는 건강한 신체를 담보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다. 부분의 단순기능직 업종은 숙련도 이상으로 건강한 신체를 요구

하고 있으나 소득층의 상당수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일자리로의 근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미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기 시작한 3D업종은 한국인 노동자

가 진입하기에 어려운 환경으로 바 어가고 있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脫貧困을 한 雇傭創出‧支援體系 構築方案 291

불안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용창출을 해서는 일정 수 의 성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실업‧빈

곤문제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경제성장은 고용이나 빈곤문

제와 련해서 부정 인 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에서 우리사회

는 고용 친화 인 성장 략과 고용 괴 인 성장 략  어느 것을 택할지 입

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한다고 그것이 사회가 

발 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처럼,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

이 감소하여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는 상황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고 유럽국가처럼 국가 심의 일자리 창출정책

에 치우치는 것 한 바람직하지 않다. 높은 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고실업과 

장기실업의 구조가 고착화될 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에서 한국사회의 성장 략은 고용창출 잠재력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주

도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성장 략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가까운 로, 외

환 기 직후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IT산업 육성정책은 고용친화  성장 략과 

련해서 많은 교훈을 안겨 다. 당시 이 정책은 많은 공 자 을 투입하 음

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채, 많은 후유증을 낳

고 시들해 졌다. 더욱이 사회  취약계층은 성장의 결실을 공유하지 못한 채, 

더욱 심각한 상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다. 임 이 상승하 지만 기업과 

소기업간 임 격차는 더욱 커졌고, 자 업자 한 증가하 지만 세자 업

자의 규모가 증가하 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사회 반의 소득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래하 다.

  따라서 향후의 성장 략은 ① 략산업을 육성하여 ‘ 한 일자리’(decent 

jobs)를 창출하고, ② 업이나 신규취업을 진하기 한 교육훈련 로그램을 

강화하고, ③ 사회  서비스부문을 심으로 사회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복

지서비스를 강화하면서도 고용을 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으

로 여겨진다. 이는 [그림 5-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성

장 략(K- 망1)과 고실업을 감수하는 성장 략(K- 망2)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가야 하는 힘든 길(K- 망3)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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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한국사회 성장 략의 세 가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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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한국사회는 복지‧고용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며, 투입 비 성과를 극

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외환 기이후 한국의 소득보장체계는 지

속 으로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확 요구와 복지지출 확 에 따른 재정부담이라

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복지제도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문제임에 분명하다. 이 에서 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선정기 을 엄

격하게 하고, 상자 리체계를 강화함으로서 지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한시 으로 가능할 뿐이다. 실제 기 생활보장제도는 각종 

수 기 을 통해 빈곤층의 거 유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에 한 사회  합

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을 감안할 때, 멀지 않은 장래에 수 자의 격한 

증가와 공공부조지출의 과다라는 문제에 착할 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脫貧困을 한 雇傭創出‧支援體系 構築方案 293

처럼 기본 인 수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복지‧고용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다고 극  노동시장정책과 련된 지출을 등한시해서는 않된다. 당장

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향을 미치는 복지수요에 반응하는 것

이 손쉬운 방법이지만, 장기 으로는 공공부조제도가 복지재정 체에 큰 부담

을  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사회는 외환 기 직후 공공근로사

업에 많은 산을 투입함으로서 극  노동시장정책 련 지출을 크게 늘렸지

만, 그것은 한시 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공공근로사업 

산이 삭감되면서 고용 련 지출은 격히 감소하 다. 그 결과, 재의 고용지

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착하고 있다. 먼  고용지원 서비스는 지역

주민을 상으로 근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된 인 라를 구

축하지 못하 다.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탈빈곤을 진할 수 있는 추사업으

로서의 상 한 확보하지 못하 다.

  재 우리사회가 취약계층의 실업‧빈곤문제와 련해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

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출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안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와 련해서 실업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탈빈곤정책을 강화함으로서 

사회보장체계에 한 추가 인 부담을 이고, 이를 제로 사회보장체계를 

진 으로 확 ‧개편하는 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탈빈곤정책을 제로 하는 것이다. 

  그 다면 이러한 략은 어떠한 방향에서 재의 복지지출  고용지출의 균

형 을 찾아야 하는가. 이는 아래 [그림 5-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재의 낮

은 복지‧고용 련 지출수 (K-1998)을 단계 으로 높여가되, 유럽 복지국가의 

지출모형과 미국의 지출모형 사이에서 균형 (K- 망1)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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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한국 고용‧복지정책 련 지출의 확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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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취약계층의 탈빈곤을 진하기 해서는 이들의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앞서 언 했던 각국의 탈빈곤정책을 살펴보

면, 실업‧빈곤율의 증가문제에 직면하여, 일반 실업자와 취업이 힘든 취약계층 

모두에게 노동시장 진입을 진하는 정책을 추진했던 경우와 취업이 힘든 취약

계층을 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을 추진했던 경우가 성과측면(취약계층의 탈

빈곤)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은 우리의 경우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외환 기이후 경기

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취업률은 증가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구체 으로 언 하면, 장기실업자, 고용불안계층,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취업 진정책이 부재 속에서, 이

들  상당수가 실업과 불안정취업을 반복하며 빈곤상태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취업과 탈빈곤을 진하기 해서는 그들의 특성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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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① 취약계층에게 합한 직종을 개

발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취업을 진하는 정책, ② 임시직이나 시간제노동

과 련된 고용법규를 개선함으로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취업을 진하는 정

책, ③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진하는 정책, ④ 국가주도 는 민‧  력방식

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해서는 충분한 재원과 일선에서 이러한 기

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에서 향후 취약

계층을 상으로 하는 고용정책 련 지출은 아래과 같은 방향(K- 망1)으로 

확 되어야 할 것이다(그림 5-3 참조).

           〔그림 5-3〕한국의 고용 련 지출의 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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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 탈빈곤정책의 기본구조

  이제 앞서 언 했던 세 가지 제를 토 로 한국 탈빈곤정책의 기본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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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주요 정책개선과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  [그림 5-4]는 성장과 분배의 원활한 순환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용

친화  성장 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진으로 실업자  빈곤층에 한 

복지지출을 감하고, 증하는 복지수요에 맞게 사회안 망을 확 ‧개편(효율

화)하고, 탈빈곤정책을 강화함으로서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사회통합을 진하

며,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의 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장잠재력을 극 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4〕 한국 탈빈곤정책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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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탈빈곤정책을 와 같은 선순환구조로 재구성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 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① 사회보험을 내실화하고, ②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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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제도를 확 ‧개편하고, ③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고용지원 인 라를 확

충하며, ④ 가구여건을 개선하여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보편  복지서비스 제

공을 확 하며, ⑤ 통합 인 고용‧복지지원을 한 탈빈곤형 자활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 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가. 사회보험의 내실화

  앞서 언 하 던 것처럼, 한국사회의 사회보험제도는 실업과 빈곤에 한 1

차 안 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 제도는 재의 고령 빈곤문제 혹은 고령장애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

험 등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국민연 이 고령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추가 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연 은 표  월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 지

 연령이 되면 연 여를 지  받는 방식으로 운 된다. 그런데 보험료 미납

가구 지출등 별 가구비율을 보면, 최 생계비 이하의 지출을 하고 있는 공

연  보험료 미납가구비율과 근사치를 나타내고 있다45). 참고로 국민기 생활

보장 선정기 의 150%선 이하에 있는 가구는 근로자 가구의 64.14%, 비근로자 

가구의 56.81%로 공 연  보험료 미납가구의 약 60%가 최 생계비의 150%선 

이하에 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재 경로연  선정기

이 최 생계비의 150%선에 근 해 있으므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선정기

의 150%를 국민연 의 최  표  월 소득액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국민연  미납계층에 해서는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45) 국민연 의 표  월소득액이 1등 은 22만원, 2등 은 23만원, 그리고 8등 이 31만원, 9등

이 34만원, 10등 이 37만원, 11등 이 40만원, 12등 이 44만원, 13등 이 48만원 등으로 되

어 있다. 여기서 표  월소득액 1등 이 22만원으로 국민기 생활보장 1인 가구 소득 선정

기  32만원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표  월소득액 8등 까지 해당되는 가구는 국

민기 생활보장 상자 가구일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그 지 않다 할지라도 재산기  과 

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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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 하여 연 보험료를 축성격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연 여 연령

에 도달하 을 때 조세형식의 경로연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해 으로써 향후 

연 의 사각지 를 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도 하에서 고용보험 비가입자나 수 기간 만료자는 고용지원사업의 사각지

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2004년 1월 고용보험이 일용직 노동자에게까지 확 될 

경우, 고용보험기 의 일부를 자활사업 참여자  실업 여 수 기간이 만료된 

실업자를 한 자활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고용보험기 을 실업부조사업에 해당되는 고용지원 로그램에 투입하는 경우

로 랑스의 특별연 수당(ASS)이 좋은 가 될 것이다(그림 5-5 참조).

〔그림 5-5〕 고용보험의 연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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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부조제도의 확 ‧개편

  마찬가지로 공공부조제도 한 사각지 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행 기 생활보장제도는 과거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수 자 규모를 확 하고, 

여수  한 상향조정하 으나, 여 히 많은 빈곤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 거나, 여수 기간이 만료된 빈곤계층의 경우, 최

후의 사회안 망인 기 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들  많은 

사람이 기 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 생활보장제도에 사각지 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산기 과 부양의

무자 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단계에서 그 규모를 정확하게 추

정하기는 어렵지만, 사각지 계층에는 가족 계 단  등의 이유로 부양의무자 

규정을 용하기 곤란한 가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재산기 을 소폭 

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무한 빈곤가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

다. 하지만 이는 소득이 최 생계비에 근 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와

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사 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  

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 에서 기 생활보장제도는 향후 사각지 에 놓인 

빈곤층  상당 규모의 가구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밖에도 소득기 을 과하지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가령 노숙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도 근로소득이 1인 가구 최 생계

비(34만 5천원)를 과하여 기 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

만 이들은 가족해체나 질환 외에도 주거상실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착하여 국

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다. 그럼에도 기 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여 

수 기 선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물 여 수 기 선을 빈곤계층

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노숙자에게 주거 여나 의료 여 등 개

별 물 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각지 계층 모두를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로 보호하거나, 특례

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며, 바람직한 해결책은 더더욱 아니

다. 비수 빈곤층만해도 그 규모가 약 250만명에 이르고 있어,46) 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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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틀로는 이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들에 해 특례 여를 제공한

다 해도 몸통보다 가지가 커지는 비정상 인 제도가 될 험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 생활보장제도는 재의 통합 여체계와 보충 여방식에 

따라 수 상을 진 으로 확 하되,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비수  빈곤층과 

차상 층에게는 개별 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개별 여 수 기 의 다양화를 제로 한다. 아울러 이미 가구특성에 따른 소

득보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각종 수당(경로연 , 장애수당, 아동수당)을 기 생

활보장제도의 생계 여와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로서 공공부

조는 지출증가를 억제하며, 비수  빈곤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5-6〕 공공부조제도 확 ‧개편의 기본방향

기 보장 수 자 비수  빈곤층

차상 층

최 생계비

최 생계비의 120%

보충‧통합 여 개별 여

부분

여

수 자
확

경로연
장애수당

소득
보충

근로소득
세액공제

소득
보충

취업자 상

개인특성별

  

46) 비수 빈곤층의 규모로 제시한 231만명은 2001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한 빈곤율 

7.94%에 항되는 366만명  수 자 135만명을 뺀 나머지 인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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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복지 인 라의 확충과 문성 강화

  외환 기이후 실업 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고용정책 인 라와 복지 여를 

담당하는 복지인 라는 폭 확 되었다. 하지만 고용지원 인 라는 지역주민

의 근이 어렵고, 상집단의 특성에 맞는 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을, 복지인 라는 각각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한 상담

기능이 취약하다는 문제 을 안고 있다.

  이 에서 모든 시민이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보편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

에서 고용지원 인 라를 확충하고,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취약계층을 한 

여와 서비스를 통합 으로 제공하는 방향에서 인 라를 확 ‧개편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좀더 구체 으로 언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공  고용지원 인 라를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근성을 높이고, 복지인

로와의 단계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

른 복지인 라 증가속도에 비추어 볼 때, 고용지원 인 라의 발 은 매우 흥

미로운 일이다. 더욱이 고용지원 인 라의 경우, 앙부처의 직할체제로 운 됨

으로서 지자체와의 연 성이 취약하다는  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시‧군‧구 단 로 확 배치 함으로서 사

회복지사무소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지역주민과의 근성을 높이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장기 인 에서 국의 Job centre Plus처

럼, 구직사무소와 여사무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3단계로 나 어 단계  통합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그림 5-7 참조).

  둘째,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 노동분야의 문화된 로그램을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와 상집단의 특성변화에 맞게 다변화시켜야 한다. 재의 직업훈련 

로그램은 비숙련‧ 학력 실업자나 취업자를 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로그램의  높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후 리를 

통한 취업의 안정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아울러 창업지원사업 한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서구 각국이 1990년  후반 들어 자 업창업에 

주목하고 이를 한 각종 지원을 확 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고용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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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매우 큰 시사 을 안겨주는 것이다. 특히 세자 업의 비율이 높고, 이

들이 빈곤층으로 락하여 복지수 자가 되고 있는 실을 고려할 때, 자 업

창업에 한 자   기술지원이야 말로 21세기 고용지원정책이 새롭게 주목해

야 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5-7〕 고용‧복지인 라의 확충  발 방향

고용안정센터
고용지원업무의

문화
▷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업무의

통합화

↓

↑

통합형

고용복지사무소
연계

시범사업
네트워크

구축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라. 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소득보장을 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체계

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상 으로 많은 수요를 갖고 있음에도 더디게 성장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복

지정책에 한 국민  합의와 지지를 도출하는데 효과 이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 인 향을 미치는 복지서비스이다.

  복지서비스는 그 특성상 빈곤층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최근 많은 산

층  소득층 가구는 가구 내의 환자나 장애인을 돌보는 일로 인해 많은 고

통을 받고 있다. 이것은 반복되는 노동으로 인한 부담과 가계소득의 감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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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심한 경우에는 가족해체의 험성 마  안고 있다. 이 

을 고려할 때, 향후 복지서비스는 국가  차원에서 확 략을 수립해야 할 

요한 정책 상 역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탈빈곤정책의 수립과 직 인 련성을 갖는다. 좀더 구체 으

로 언 하면, 많은 빈곤가구는 가구내의 각종 가사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빈곤의 장기화를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빈곤가구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보육이나 간병이라는 을 감

안하면,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한 제조건인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시장기능에만 맡겨두어서는 이들의 경제활동 참

여를 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공익  서비스의 시장화는 빈곤가구의 부모에게 향

을 미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빈곤가구의 자녀에게도 향을 미쳐 장기

으로는 빈곤의 물림을 래할 험성마  안고 있다는 이다. 부모가 자녀

의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들이 사회  경쟁

과정에서 낙오하거나 일탈하게 될 험성은 매우 큰 것이다. 실제로 빈곤가구 

자녀의 ‧고등학교 퇴나 가출의 비율은 일반가구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요약하면, 에 언 했던 문제 에 비추어 볼 때, 공 인 성격을 갖는 교육‧

보육‧보건 서비스 등은 수익성 이상으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서

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확충의 제1단계에서는 실직 여

성가장이 서비스 제공을 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참여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

로 빈곤층의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  일자리」방식을 취하고, 

제2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산‧서민층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

의 취업을 진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그림 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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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8〕 복지서비스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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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탈빈곤형 자활지원제도의 구축

  앞서 탈빈곤정책과 련한 다양한 제도개선과제를 언 하 다. 하지만 가장 

직 으로 이미 빈곤화된 가구의 빈곤탈출을 진하는 정책은 재의 자활사

업을 개편함으로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 자활사업은  

자력으로 취업이 힘든 실직수 자를 상으로 소득보장‧고용지원‧복지서비스 

등을 종합 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지원제도이다. 이는 재의 자활사업이 탈빈

곤정책의 기본구성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활지원제도는 재 그것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며, 거시

으로 탈빈곤정책으로서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먼

 자활지원제도가 탈빈곤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 이고 충

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재 자활사업이 체 투입 산의 40~50%가 단기 인 

생계비 감효과를 가져다주며, 장기 으로 복지지출 감뿐 아니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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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확충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로그램과 지원체계 구

축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활지원제도에 한 충분한 지원은 기상담과 

상자 리체계를 강화함으로서 산 감과 사업의 내실화라는 효과를 가져다

주며, 장기 으로는 고용친화  복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과 련해서, 지난 2년간 자활사업은 상자 기상담의 부재로 인해 운

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 고, 투입에 비해 낮은 성과를 거두었던 을 교훈으

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다면 자활지원제도는 지원 상의 범 와 여체계  방식과 련해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그림 5-9 참조).

  첫째, 자활지원제도는 재의 기 생활보장제와 다른 상자 선정기   

여체계를 용하여야 한다. 그것은 실직수 자에 국한된 상자 선정방식이 사

업운 에 어려움을 가 시키며, 정작 지원을 희망하는 집단을 소외시키는 문제

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에서 자활지원 상은 재의 실직수 자에서 

임 ‧고용불안의 취업수 자와 비수 빈곤층으로 단계 으로 확 하고, 최종

인 단계에서는 빈곤화를 방하는 측면에서 차상 층 실업자를 상으로 지

원을 확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에 해서는 근로유인형 여체계와 여방식을 도입

해야 한다. 먼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에 해서는 행 통합 여체계와 보

충 여방식을 개선하여 부분 여체계와 정액‧보충혼합방식을 용하고, 비수

층과 차상 층에 해서는 부분 여와 자활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자를 한 근로인센티 의 일

환으로 수 자에게는 근로장려 을 지 하고, 일반 취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를 용하는 방안 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 으로 취

업자를 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용하는 것은 반 인 조세인 라

가 확충된 이후에야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47)

47)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는 한국사회의 취약한 소득 악능력을 고려할 때, 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다. 이미 기 생활보장제도 시행과정에서 수 자에 한 소득 악이 

매우 힘들다는 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물론 근로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취업빈곤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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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9〕 탈빈곤형 자활지원제도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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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악문제를 부분 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득 악에 

따른 기 효과가 무엇이며, 투입되는 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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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節 脫貧困型 雇傭創出‧支援體系의 特徵

  1. 고용창출‧고용지원체계의 기본구조

  앞 에서는 각국의 취약계층 상 자활지원정책에 한 분석과 한국의 사회

경제여건  실업‧빈곤실태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탈빈곤정책의 기본구조를 

제시하 다. 그 다면 이 탈빈곤정책의 심이라 말할 수 있는 고용창출‧고용

지원체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 

  각국의 경험48)과 한국 자활사업의 지난 3년간의 경험에 한 분석을 토 로 

고용창출‧고용지원체계의 기본구조에 해 언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활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발굴, 기상담을 통한 능력과 욕구의 

정확한 사정, 한 로그램 제공을 체계화시킨 경로  근방법(Pathway 

Approach)을 취해야 한다. 둘째, 단순한 취업알선 외에도 직업능력개발이나 가

구여건개선(복지수요 충족), 생계비지원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  

근방법(integrated approach)을 채택해야 한다. 셋째, 고용창출‧고용지원정책은 

민간과의 포 인 력에 기 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취업능력이 취약한 집단

에 해서는 취업알선 외에도 사회  유용성을 가진 일자리 등을 창출‧제공함

으로써 장기 으로 빈곤완화  빈곤탈출을 한 집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하지만 공공기 이 이러한 서비스를 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통합 으로 제공하는 실질 인 업무

는 지역의 비 리민간단체와 민간기업 등의 조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가. 경로  근방법을 통한 사례 리체계

  경로  근방법49)은 상집단(target group)을 정책지원의 상으로 객체화하

48) EU Commission, “Entering the Labour Market - Pathways to Integration: Strategic Lessons from 

ADAPT and EMPLOYMENT - Pillar 1: Employability”,

    (http://europa.eu.int/comm /employment_social/equal/index.cfm)

49) ‘경로  근방법(pathway approach)이란 유럽연합의 집행 원회가 사회  취약계층 혹은 배

제계층을 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정책 개발과정에서 제시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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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극 으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는 자발

성 강화를 토 로 한다. 아울러 이 근법은 취약계층이 근로활동에 첫발을 내

딛는 순간부터, 진 으로 직업 응력을 높여 가는 것을 제로 한다. 이 에

서 취약계층의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탈빈곤‧반소외 로그램은 자발성을 진

하고 - 응력을 높일 수 있는 경로  근방법에 기 해야 한다. 사회  취약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는 장기실업자, 노인, 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다양한 이유

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며, 이러한 공백 혹은 경험부재

는 노동의 세계에 진입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된다. 따라서 이들을 근로활동에 

참여시키기 해서는 경로  근방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좀더 구체 으로 언 하면, ‘경로  근방법’은 첫 번째 단계에서 취약계층

의 직업 응력을 높이기 한 다양한 교육  훈련 로그램을 배치해야 한다. 

이미 다양한 사례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것처럼(박진 , 2002), 사회  취약계층

은 노동의 세계에 첫 발을 내 딛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 

체계 이고 착 인 지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낄 경우, 쉽사리 근

로활동을 포기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 로그램은 참여자

자를 상으로 하는 새출발(New Start) 로그램의 성과에 기 하여, 다양한 취약계층을 

한 지원 로그램으로 확 된 것이다. 청년실업자를 한 지원정책은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을 결합시킨 일련의 패키지 로그램으로서 이러한 경로  근방법을 취하는 표 인 사

례로 이해되고 있다. 비숙련 빈곤청년층의 탈빈곤을 해서는 “취업안내, 찰, 기 기능 

악”이라는 종합 이고 경로  근방법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로그램을 용한 실제 로

는 국의 뉴딜 게이트웨이(New Deal Gateway), 그리스의 청년경제활동 로그램(The Young 

in Active Life), 아일랜드의 청년성취 로그램(Youth Progression Programme), 이태리의 직업

응계획(Piani di Inserimento Professionale) 등을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장기실업자를 상으

로 하는 지원정책 한 많은 국가에서 동일한 경로  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오스트리

아는 각 개인에게 표 화된 패키지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으며, 독일은 ‘개인통합계획'(Individual Integration Plans)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련해서 랑스는 좀더 구체 인 근방법을 운 하고 있다. 일종의 장기실업자 상 

‘새 출발 로그램'(Nouveau Depart Program)으로, 공공 고용지원 서비스와 지역의 공공  

민간기 들이 강력한 트 쉽을 구성함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고용창출  취업 진 

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태리에서는 표 화되고 극 인 근방법을 취함

으로써 직업능력개발과 극  노동시장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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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 인 기능(Basic Skills)을 

터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50).

  아래 [그림 5-10]은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고용지원 서비스 근성을 높이

고, 제공하는 기상담  Work-Test의 질을 높이기 한 달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언 하 던 것처럼, 기 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노동부에 산 

의뢰된 취업 상자의 상당수는 근로활동에 참여하기 곤란한 건강상태나 여건에 

처한 수 자로 정되었다. 이는 취약계층을 상으로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충분한 조직과 인력이 제되어야 하고, 행정조직의 고유한 기능에 

걸 맞는 업무가 효과 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을 말해 다. 

  따라서 재의 제반 여건 하에서 취약계층 상 탈빈곤 정책을 강화하기 

해서는 행정조직을 통합하기보다, 각각의 문기능을 유기 으로 연계시켜 효

과를 극 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서는 

지역  근성이 높은 사회복지 담공무원이 취약계층의 소득  가구여건을 

악하여 공공부조제도를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해당 가구  근로능력자에 

해서는 자발 인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 문 인 직업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에 의뢰하여 욕구와 능력에 맞는 고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이와 련해서 장기 으로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재의 조직과 

기능을 그 로 방치한 채, 서비스의 유기  연계가 효율 으로 수행될 것이라

는 에 회의 인 견해 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 으로 경로  근방법을 통한 사례 리의 강화는 기존의 실업자를 

상으로 하는 직업능력 평가체계와 방법을 답습하기보다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보다 문화된 근로능력, 직업능력, 직업 응력에 한 평가체계와 평가방

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을 말해 다.

50) 1997년 아테네에서 추진되었던 여성 수감자 상 로그램(LYSIDESMI project)은 참여자들

이 직업활동과 련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본 인 

기능, 자존감 제고, 성취감 고취, 직업세계에서의 인 계 유지 등과 련된 다양한 기교

육을 강화함으로써 흥미로운 결과를 산출하 다.(EU Commission Repor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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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취약계층 상 사례 리체계

사회  취약계층

기상담 ▼

능력과 여건에 따른

기상담

(사회복지 담공무원)

소득보장(기 보장) ◀ ▶ 복지서비스

Work-Test ▼

자활지원계획 능력과 욕구에 따른

자활상담

(자활 담공무원)

취업 진 로그램 사회  일자리

나. 통합  서비스 지원체계

  만일 에 언 한 바와 같이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기상담을 거쳐 

욕구와 능력을 정하 다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근방법(integrated approach)에 따라 체계 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 자활사업과 외국의 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요한 시사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서 외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장기실업자, 노인, 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단순한 취업지원이나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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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소득보장(공공부조)과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서비스가 통합

으로 연계‧제공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에서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고용‧복지정책은 재의 단순 소득보 방식과 단순 고용지원방식의 한계를 넘어서

서 이것을 아우로는 통합 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두서없이 제공되어서는 성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를 들면, 모든 취약계층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많은 연구자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치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작 요한 것은 정책지원 상의 특성에 따라 지원

의 내용과 방식을 다르게 구성함으로서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격

려와 압력의 두 가지 방법을 효과 으로 병행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5-11]은 사회  취약계층의 탈빈곤‧탈소외를 한 자활지원정책의 체

인 지원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먼  이 지원체계는 지 까지 노동부가 심이 되어 

제공하여 왔던 극  노동시장 로그램과 기 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추진되어 왔

던 자활사업 로그램을 통합함으로서, 지원 상의 소성과 서비스의 분 성을 극복

하기 해 짜여진 것이다. 달리 표 하면, 재의 고용지원 서비스에서 자신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로그램을 발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지원체계는 정책지원의 우선 순 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먼  기상담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이 단기간에 가능하다고 단되는 집단에 

해서는 취업알선이나 직업능력 개발 심의 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련

해서 정부는 민간노동시장이 취약계층의 고용과 련해서 어떠한 욕구가 있는

지를 악하여 이들의 시장진입을 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발견하기 힘든 사람들에 해서는 

직  고용창출(Direct Job Creation)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 정부가 

장기실업자나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를 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공근로 로

그램이나 사회  일자리 로그램이 한 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해서는 

취업을 진하는데 필요한 기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직  고용창출 로그램은 기존 노동시장의 질서를 괴하거나 이미 취업

하고 있는 소득층의 일자리를 체하는 방식으로 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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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통합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가구여건미약 근로능력미약 인 자본취약

사회  취약계층 상 기사정(査定)
(장기실업자, 노인, 장애인, 여성가장 등)

↓

정책유형 지원 로그램 지원주체

↓

취업 진형

고용지원

취업알선

공공기

민간기업

훈련기

⇦
복지

서비스

-

보육

간병

↓

직업훈련

↓

소득보장형

고용창출

보조 지원 취업알선

↓

사회  일자리
자치단체

비 리단체
⇦

↓

소득보장 취로사업
연계

기 생활보장

  그리고 이러한 지원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기 해서는 달체계의 개편이 필

요하다. 참고로 아래 그림은 공공기 과 민간단체의 참여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지원체계를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참

고로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각 지방

자치단체를 유기 으로 연계시킨 상 의 상설지원조직을 설립하고, 련 산

을 통합  편성하는 것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

련 고용창출‧고용지원 서비스가 복 으로 제공됨에 따라 발생하는 산낭비

를 최소화하고, 각 정책간의 사각지 를 최소화한다는 장 을 갖고 있으며, 

례가 없는 것 한 아니다. 앞서 언 했던 외국의 탈빈곤정책을 담당하는 조직

으로 국의 반소외기획단(Social Exclusion Unit: SEU)이나 랑스의 고용연

부 산하의 사회경제부(Ministère de l'Economie Sociale)도 그러한 사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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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국가 모두 1998년 이후 노동부와 복지부의 조직을 

통합 한 포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다.

다. 민‧  지원 네트워크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고용창출‧지원체계가 으로 정부의 노력에 의

존해 추진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일차 으

로 실업‧빈곤인구의 증가로 인한 복지지출의 증가와 행정조직의 슬림화는 착

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상 탈빈곤 정책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으

며, 빈곤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제한된 행정인력으로 지속 으로 리하기 힘들

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탈빈곤 정책은 지역사회에 기

반을 둔 민간기업  비 리민간단체의 참여를 제로 추진 가능한 것이다.

  이 에서 취약계층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은 공식‧비공식 행 자를 포

함하는 범 한 트 십과 기 간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조장하는 환경 속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는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출주

체의 참여의지에 달려 있다는 에서, 지역의 민‧  력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매개하는 조직으로서 비 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첫째, 취약계층의 탈빈곤과 사회통합을 실질화 하기 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종합

 고용지원 연계망(multi-agency networks)을 구축해야 한다. 앞서 외국의 사례가 보여

주듯,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탈빈곤 정책은 지역차원의 다양한 공공‧민간기 이 

강력한 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에서 장기 으로 자치단

체 차원에서 공공기 과 민간기업  비 리민간단체가 ‘지역고용 약’(Territorial 

Employment Pact)을 맺고, 구조  실업이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실업

과 빈곤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취약계층을 한 지원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취약계층에 한 고용  복지지원정책은 비 리민간단체의 매개  역

할에 주목하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실업극복사업과 같은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특정계층에 한 착형 고용지원 서

비스는 취약계층의 욕구와 노동시장의 수요를 결합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다는 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공공기  혼자 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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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한 명확해 졌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외국의 사례 한 비 리민간

단체의 매개  역할이 얼마나 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스페인의 경

우, 약 42개 기업이 다양한 비 리민간단체와 력하여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훈

련과 평가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이 로그램은 비 리민간단체가 취약계층을 

일자리로 인도하는 다양한 기 교육  취업연계 로그램을 담당하고, 민간기업은 

이들을 상으로 하는 문 인 직업훈련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 [그림 5-12]는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서비스를 기반으로 최근 들어 활성

화되고 있는 민‧  력형 자활사업 실시기 을 탈빈곤정책의 핵심  달체계

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5-12〕 민‧  력형 고용창출‧고용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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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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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용창출  고용지원체계의 세부 구조

가. 직업훈련 로그램의 취업연계성 강화 

  일반 으로 직업훈련 로그램은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유망업종을 

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 련해서도 실 인 어려움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사회  취약계층은 다른 취업희망자와의 경쟁을 통해 일자리

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큰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을 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로그램을 구성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한 자신

이 단한 취업 가능성에 따라 직업훈련 로그램에 한 참여할 것인지 아닌

지를 결정한다. 물론 앞서 언 하 던 것처럼,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은 이유  하나는 당장의 생계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한 상

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능력개발을 통해 좀더 안정되고 

높은 임 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근하려는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존재하고 있

으며, 이들은 상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 망이 명확하다면 직업훈련

에 참여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에서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로그램은 지역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의 형태와 성격에 맞

게 짜여져야 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 으로 말하면, 직업훈련 로그램을 운

하는 훈련기 은 지역의 공공기 이나 기업과의 한 력 계를 통해 훈련

참여자와 잠재  고용주와의 욕구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51).

  보편 으로 훈련 로그램이 포  집단보다 특정집단을 상으로 하 을 

때 가장 효과 이라는 사실은 많은 평가연구에서 증명되어 합의가 이루어진 결

론이다. 하지만 이것이 좀더 실질 인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

려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① 자발성을 북돋아야 한다. 장기실업자는 학교생

51) 물론 본 연구의 범 를 다소 벗어나기는 하지만, 청년실업자에 해서는 학교-직업훈련기 -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좀더 다층 인 구조가 필요하다는 을 지 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

국사회에서 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학교 도탈락자(Drop-Out)의 실업과 빈곤문제는 그들의 

연령과 잠재력에 비추어, 교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직업훈련과 일자리

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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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문제, 실패에 한 두려움을 가진 경험이 있으므로 일정 기 에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훈련과정이 그들의 자질에 맞도록 설계되어 실업자의 자신감을 진하는 것이 

요하다. ② 훈련기간이 탄력 으로 운 되어야 한다. 훈련 로그램이 부분 

무 짧은 기간동안 진행되어 기본 인 직업태도를 익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습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실업자 직업훈련이라고 할지라도 다음 단계의 훈련

과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기간을 탄력 으로 운 해야 한다. ③ 훈련기간동안

의 생계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훈련자 참여자들은 훈련기간동안 구직을 연기

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추가 인 비용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 으로 

취업률을 높여 비용을 회수하는데 집착하기보다 충분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④ 심리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 교육과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 부정  자아

이미지, 실패에 한 두려움, 배제의 , 비 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

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⑤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는 훈련과 직 고용을 병

행하는 로그램을 운 해야 한다. 실제로 훈련의 기 이익도 낮고, 당장의 소

득이 무나 실하여 취업을 연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기 으로는 

직  고용기회(공공근로, 사회  고용)를 부여하고, 다음 단계에서 훈련에 참여

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 으로 유인해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 5-13]은 지역 노동시장 수요 측에 근거한 로그램 개발과 직업

훈련 참여자의 능력과 욕구에 따른 로그램 개발을 통해, 직업훈련에 따른 취

약계층의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 흐름도 이다. 로그램 Ⅰ은 

취업잠재력이 큰 집단을 상으로 하는 단기 로그램이고, 로그램 Ⅱ는 취업

잠재력이 작은 집단으로 상으로 장기 로그램이다. 아울러 후자의 경우는 취

업이 불가능한 집단에 한 기 생활보장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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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취업연계형 직업훈련 운 계획의 흐름

사회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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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실업자
 ․고령실업자
 ․장애인실업자

로그램 I 로그램 II

일반직업훈련 로그램 자활직업훈련 로그램

▼ ▼

취업알선 취업지원

  1) 민간부문 취업유인   1) 공공부문활용

  2) 인턴제도 활용   2) 사회  일자리 제공

feedback                 

▼ 빈곤탈출 ▼ 취업좌

취업을 통한 빈곤탈출

▼

기 생활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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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업지원 사업의 개편‧강화

  실 으로 장기실업자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취업 진정책

은 성과에 한계가 있고, 국가에 의한 고용창출(공공근로 등)은 투입 산에 비해 

탈빈곤 효과가 낮은 소득보 형 일자리 제공에 그치기 쉽다. 반면에 취약계층 

 상당수는 자 업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창업을 통한 빈곤탈출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창업지원정책은 이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취약계층을 상으로 기존의 창업지원정책을 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래 [그림 5-14]와 같이, 재 진행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의 양  확  

보다, 창업자 출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고, 업종선택  경 에 필요한 정보

와 기술을 제공하고, 사업이 안정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지속 인 사후 리

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창업지원체계가 성공 으로 작동하기 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  취약계층은 부분 창업의사는 있으

나 창업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창업

자 출에서부터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최근 소득층 신용불량자의 증가란 

이들이 재의 융체계 하에서는 보증이나 담보를 통해 창업자 을 출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한 창업자

출에 있어 신용 출을 형식화하기보다 사후 리를 통해 신용 출에 따른 손실

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의 창업은 창업에 따른 경 , 마 과 련된 기술이 취약하

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해서는 일반 창업희망자와는 차별화된 개별

화되고 문화된 창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나, 그와 더불어 민간의 창업컨설 기업과

의 연계를 통해 창업자문 쿠폰제를 운 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후원  자원 사의 형태로 창업컨설 기업으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자문 서비

스 제공규모를 약해서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셋째, 취약계층의 창업기업이 안정 으로 운 되기 해서는 상시 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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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필요한 만큼, 재 설치‧운 되고 있는 정부지원 취약계층 자활지원시

설을 극 으로 활용하여, 창업기업에 한 사후 리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창업한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주기 으로 방문하여 경 상태 등

을 체크하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림 5-14〕 취약계층 상 창업지원체계

보건복지부‧노동부

지정

각종 자활지원기
․자활후견기
․노인자활후견기  등

직업훈련육성
훈련

세기업/
사회  기업

창업 출 인건비지원

지자체
실업극복

비 리단체

자활지원센터
창업지원

취업알선

사회연 은행

창업기술

경 자문

공공기 생산
일반기업

연구소

사후 리체계 구축

사업 탁
우선구매

물류체계 
구축

쇼핑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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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 강화

   단계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고용지원 로그램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로그램은 공공근로 는 자활근로 로그램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국의 공공근로 로그램은 외환 기이후 

한국의 극  노동시장정책(ALMP) 련 지출을 격히 증가시킬 정도의 규

모 사업이었으며, 2002년 10월 재 자활사업 참여자의 부분이 자활근로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매우 복합 이다. 가장 먼  지 할 수 있

는 이유는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이들을 상으로 단기간 내에 소득보장과 고용

지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구 국가들 한 

긴 한 상황이나 취약계층을 상으로 해서는 이러한 로그램을 운 하고 있

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로그램이 외환 기 직후와 달리 많은 문제 을 개

선함으로서 단순한 소득보장 이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다. 이미 수 

차례 지 되었던 것처럼, 공공근로는 그것이 제해야 하는 공익성과 효율성52)

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사회  일

자리 창출을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재 운 하고 있는 공공근로  자활근로 로그램에 한 

개선방안을 언 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5-15 참조).

  첫째, 재의 공공근로를 자활근로에 통합하고, 이를 통해 사회  일자리 창

출을 진할 수 있는 단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 실업 책사업의 일

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민‧  력 조직

의 부재로 운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자활근로 로그램은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를 상으로 제공되고 있어 지원범 가 지나치게 제한

52) 미국에서 공공근로를 지칭하는 Public Work이라는 표 은 랑스의 경우 TUC(Travaux 

d'Utilité Collective)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공  유용성을 가진 노

동」이 된다. 이 에서 공공근로는 공익성을 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것을 통한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랑스의 공공근로

(TUC)가 자활근로(CES, CES)로 변화하게 된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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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자활지원제도의 개편과 함께 이 두 개의 로

그램을 통합하여 사회  일자리 창출 로그램으로 재구성한다면, 지원의 문

성과 포 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다.53)

  둘째, 자활근로와 공공근로 로그램을 통합한 사회  일자리를 운 ‧ 리할 수 있

는 조직  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련해서, 자활후견기 이나 기타 비

리민간단체로 하여  사회  일자리를 창출‧운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정

부차원에서 각 부처의 탁사업 련 업무를 종합할 수 있는 의기구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기 과 민간단체를 결합시킨 지원 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사회  일자리의 임 수 을 차별화해야 한다. 재 공공근로나 자활근

로는 일자리 자체의 낙인효과가 클 뿐 아니라, 시장임 과의 격차가 큰 소득보

장형 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 노동강도가 

센 일을 추진하거나, 직업훈련효과를 기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득보

장형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  근로활동 참여 

자체를 목 으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의 임 수 을 유지하며, 취업잠

재력이 큰 참여자에게는 노동강도를 일반화하고 교육훈련기능을 강화하되 임

수 을 시장임 의 80~90%수 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

다. 아울러 사회  일자리 로그램을 소기업을 상으로 보조 지원 취업알

선 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이 단순반복형 일자리에 정체되지 않고, 새로운 

역과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려면, 업종선택  사업비 운 에 있어 운 기

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좀더 구체 으로 언 하면, 비 리민간단체가 운

하는 공공근로  자활근로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해서는 사업비와 인건비의 

비율을 탄력 으로 운 하게 하고, 신 사업성과에 한 엄 한 평가와 상시

 지도감독을 통해 운 을 합리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53) 참고로 사회  일자리의 지원 상을 넓힌다는 것은 빈곤층 모두가 기 생활보장제도에 집

되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과 보편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을 갖는다. 아울러 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들  취업잠재력이 큰 사람에 해서는 사회  일자리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차단하고 취업을 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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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사회  일자리 창출‧지원체계

공공근로

자활근로

통합
취업

곤란

집단

취업

능력

집단

정액임

단순업무

성과임

훈련업무

공공기  심
운 ‧ 리

민간기  심
운 ‧ 리

공익성 효율성

소기업 상
보조 지원 취업

사회  기업
창업‧인력지원

第 3節 脆弱階層別 雇傭創出‧雇傭支援體系 構築방안

  1. 장기실업자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 개선방안

  일반 으로 장기실업자를 한 직업훈련 로그램은 장기실업자가 처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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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능력에 비추어 차별화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장기실업자의 특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이 3가지 하 집단으로 분류되어진다. 첫째, 퇴직하 거나 퇴직연

령에 있는 고령노동자, 둘째, 건강이 악화되거나 완 히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셋째, 경쟁력 있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다. 한국사회의 장기실업자 한 이 범

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외환 기 직후에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도 장기실업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2002년 재 장

기실업자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은 고령자, 신체질환자  장애인, 비숙련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실업자  고령자나 장애인은 공공 고용안정

기 을 통해 취업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장기실업자 각각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직업훈련  창업지원 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창업지원

과 련해서는 앞부분에서 논의한 것과 동소이함으로, 직업훈련에 해서만 

언 하기로 하겠다.

가. 숙련기술을 보유한 장기실업자 상 훈련  

  첫째, 사회  취약계층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장기실업자를 상으로 하는 

훈련 로그램은 일차 으로 지역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경기불황  

구조  환기에 효과 인 훈련 로그램을 실시하기에 앞서 던져야 하는 질문은 

그것이 지역 노동시장의 수요를 악하고, 그것에 기 해서 정책수립자, 직업교육

훈련기 , 훈련 로그램을 리하는 고용안정기  등이 한 로그램을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가 하는 이다. 만일 이러한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훈련 로

그램은 장기실업자를 취업으로 인도하기보다 장기실업을 속화하는 역효과를 

래할 험성이 있다. 반 로 지역 노동시장이 침체되어 일자리가 충분히 공 되지 

않는다면, 훈련에 앞서 일자리 창출‧제공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실업자에 한 직업능력 개발 로그램은 이미 그가 보유한 숙련

된 기술을 향상시키는 단기훈련에 치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히 고령의 

장기실업자에게 유효한 로그램이다. 그들은 새로운 직업에 응하는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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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을 받는 것 보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업그 이드하는 것이 용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업그 이드가 모든 장기실업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그가 갖고 있는 기술이 응용될 수 있는 산업  직업의 취업 망이 

밝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이는 특히 고령자 상 직업훈련 로그램과 련

해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나. 문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상 훈련

  첫째,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 고, 취업에 한 확신도 부족한54) 장기

실업자에 해서는 착형 혹은 장형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갖고 취

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의 학력과 의지에 따라 훈련기

간은 탄력 으로 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 인 로그램과 련해서는 다

음 3단계로 나 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 훈련은 기  기술훈련

이고, 두 번째 훈련은 취업에 비한 비  오리엔테이션, 실업문제, 직업에 

응하는 법, 교육  직업훈련기회, 희망하는 부문의 직업  노동시장 여건 

등에 한 교육이고, 끝으로는 독립심, 인내심, 생산성, 정확성, 규칙과 습의 

수, 웍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자세를 습득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착형 훈련을 가 담당하는가 하는 과 장기간의 훈련

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다.

  둘째, 숙련된 기술을 갖지 못한 장기실업자에 한 직업능력 개발 로그램

은 당사자에 한 자존감 향상  취업의지 고취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채용의

사를 확인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비숙련 장기실업자에 한 사회  인식

을 변화시키고, 이를 사회 으로 지원하는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을 

말해 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일개 고용안정기 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라기보다 자치단체, 민간기업, 고용안정기  모두의 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54) 이들 취약계층의 공근로 참여의사가 높다는 사실은 이들이 차 구조화된 장기실업자로 

락할 험성이 크다는 을 말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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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령자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 개선방안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향후 사

회보장체계를 통한 고령자 소득보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상된다. 더욱

이 한국사회의 국민연 제도가 상당 규모의 고령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

공부조제도인 기 생활보장제도 한 사각지 를 남겨 놓고 있는 실에 비추어 

볼 때, 고령자를 상으로 한 고용지원정책은 매우 시 히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다. 고령자는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힘들고, 설사 취업했다 할지라도 임 수

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고령자고용 진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고령자의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는 이다. 

따라서 고령자 고용 진정책은 기존의 방법과 차별화된 구체 이며 실천 가능

한 로그램을 심으로 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로그램은 고령

자 상 고용‧복지정책 차원에서 운 되기보다, 앞서 언 했던 취약계층 반

을 아우르는 통합  고용‧복지정책 속에서 함께 운 되어야 할 것이다.

가. 직업훈련 로그램

  고령자 직업훈련이란 청장년을 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로그램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 되어야 한다. 즉, 새로운 문기술을 교육하거나 훈련시키기 보

다, 고령자들이 ‘오랜 시간 축 해 왔던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과 련한 교육

에 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2001년 이후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설치를 통해 

고령자 상 고용지원사업은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 실

험은 고령자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로그램이었다. 그  표

인 사례를 들면, 고령자  농 에서 성장하 거나 농사를 업으로 삼았던 사

람의 비 이 높으며, 이는 그들이 도시에서 취업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을 의

미한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 훈련을 통해 취업과 

연계시키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숲 안내인’사업이었다.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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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을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자리는 

고령자들이 기 인 훈련을 통해 쉽사리 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나. 창업지원 로그램

  실직 고령자의 창업지원 욕구는 상 으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들을 한 창업지원 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창업지원 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외환 기 이후 문‧사무직의 퇴직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을 감안할 때, 이들의 

능력을 활용한 창업컨설 업체를 창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된 바 있는 이러한 로그램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먼  자신의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고령자가 쉽게 젖어들 수 있는 무력감에

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한 이러한 근로활동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 할 수 있는 것

이다. 아울러 이러한 실험은 자원 사형태로 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사무직이나 문직 종사자가 아닌 고령자들의 경우에도 창업의 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미완의 실험으로 끝났지만, 2000～2001년 

동해 지역사회시니어클럽에서 시도했던 고령자 한과 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고

유한 기능 - 동해시는 강릉과 인 하여 통한과와 련된 기술을 가진 고령자

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음 -을 활용한 흥미로운 창업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 소도시를 심으로 산재한 고령의 실직빈곤계층의 창업지원정책

과 련해서 시사 이 큰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고령자 창

업지원정책에 두 가지 큰 시사 을 남겼던 것처럼 보인다. 먼  앙정부 혹은 지

자체 차원에서 고령자 창업에 따른 시설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창업이 

안정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고령의 빈곤계층( 를 들면,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

나 차상 층)에 해서는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장애인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 개선방안

  한국의 장애인 실태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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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열악하다. 한 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

은 장애와 빈곤이 매우 상 계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다. 

한 로 체 장애인 가구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가구는 13.7 %로 비장

애인 가구의 수 자 비율 2.6%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00).

  그런데 이처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경제 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들 장애인빈곤층에 한 정부의 책은 매우 소극 이다. 특히, 

다수의 장애인들이 일할 능력과 일한 의욕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 고용지

원 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고 재의 

실시주인 소득보장 로그램은 완 한 생계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

인빈곤층에 한 정책은 근로를 통한 소득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손상된 고용능

력을 향상시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앞서 살펴본 외국사례와 한국의  정책 황을 고려하여 장애인 빈곤층에 한 

고용창출‧고용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가. 장애인 고용지원사업의 다양화와 질  개선

  장애의 종류와 수 이 매우 다양한 만큼, 한 두 가지에 편 된 직업재활 

근방식만을 가지고는 장애 종류와 수 의 다양성에 따르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

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의 직업재활 로

그램은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자신이 하고싶은 일의 종류

와 작업형태를 선택하는데 근원 인 제한 이 있었다.

  따라서 근로능력평가는 장애인의 고용창출‧지원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 장

애인의 근로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근로능력 정기 이 필요하다. 장

애종류에 따라 근로능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장애라 할지라도 

개인  특성(연령, 근로의지, 건강  장애정도)이나 가족부양부담 등에 따라 

근로능력을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의 근로능력에 한 신 한 평가 차가 마

련되어야 한다.



328

나. 직업능력 개발 로그램의 확충  다양화

  정책의 상집단을 범주화하여야 한다. 고용지원을 한 장애인은 4가지정도

로 범주화할 수 있다.  ‘①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과 ‘②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의 차별 등으로 인하여 일할 의사를 상실한 장애

인’ 그리고 ‘③ 다소 일할 능력은 떨어지지만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그리

고 ‘④ 선천 으로 일할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특성에 맞게 

개별화된 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를 들어 ‘일할 의사’가 떨어지는 장애

인에 해서는 상담, 근로경험 제공 등을 통해서 일할 의사를 높이는 로그램

이 제공되어야 하며, 다소 ‘일할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집 인 특수직

업상담이나 교육  훈련을 통하여 고용능력을 향상시킨 후 일자리 창출이나 

임 보조 등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진하는 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 증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장애인의 고용보장은 노동부 심의 경증장애인고용정책과 보건복지부 심

의 증장애인고용정책이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나라에 있어서 장애인 고

용확 의 노력은 경증장애인 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장애특성상 국가

인 도움과 지원이 실질 으로 필요한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인과 뇌성마비 장애

인 등을 포함하는 신체  증장애인이 직업 으로 재활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구체 이고 합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 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애인들 에

서도  하나의 소외계층으로 자리 매김 되어 남모르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통 으로 정신지체, 학습장애, 자폐증, 간질, 뇌성마비 등 발달장애인을 포

함한 증장애인들을 해 최선의 직업재활 서비스인 것처럼 인식되어 온 것은 

보호고용 로그램은, 최근에 들어서면서 장애인 재활사업의 궁극 인 목표이

자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배된다는 이유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로부터 과감한 탈피와 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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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호고용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직업재활이 어려운 매우 증의 장애

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비율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고용 로그램의 필요성을 부

인할 수 없다. 보호고용 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장애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앞서 언 한 문제 은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고 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에 나름 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에서 볼 때, 보호고용사업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확 시키고 보다 체계

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라. 장애인 고용지원 연계망 구축

  직업재활 욕구를 가진 장애인들이 쉽게 찾아가 인테이크 는 직업상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진단  평가, 진로지도계획의 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그리고 사후지도

를 효과 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직업재활센터를 설치‧운 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재활센터사업이 처음 설치된 목표 로 성과를 거

두기 해서는 그 기능과 역할을 좀더 확 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한 소득지원, 

의료, 교육, 직업훈련이 유기 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가 

기능 인 통합을 모색하여 효과 으로 사업을 개해야 할 것이다.

마. 장애인 사업장에 한 지원 강화

  일반 으로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고용주에 한 취업장려  혹은 지원 을 

심으로 사고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에 한 사회  수용정도는 매우 

낮으며, 각종 법률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한국사회의 장애인  과반수 이상이 자 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장애인 사업장에 

한 지원을 확 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이 매우 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문제와 련해서 일차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의 창업에 한 

창업자 지원을 확 하는 것이다. 이어서 장애인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

비스에 해 공공기 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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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 으로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제 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서 언 하 던 것처럼, 사회  취약계층이 참여하고 있거나, 사회  

유용성을 가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

에서 일정 부분의 사업을 우선 탁하고, 물품을 의무 으로 구입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인 사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에 한  선입견을 해소하

기 해서는 장애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한 자격인증  품질

인증 기능을 강화하여  신뢰감을 구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여성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 개선방안

  재 한국사회의 노동시장구조와 지원정책에 비추어, 장기실업자를 거쳐 빈

곤가구로 락할 가능성이 큰 여성집단인 여성가구주, 고학력 여성장기실업자, 

학력 신규실업자에 해서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 진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에서도 특히 소득여성가장은 취업과 창업 등 경제활동 반

에 걸친 제약 외에도 보육  간병 등과 같은 가사노동이라는 추가 인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사회  편견  선입견으로 인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노동시장

에 진입하고, 노동시장에 잔류함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회  

소외계층으로서의 여성의 경제활동을 진하고,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해서는 매우 복합 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좀더 구체 으로 지 하면, 여성 장기실업자의 가사부담을 덜어주어 근로활

동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

이다. 장년층 여성들의 부분은 생활의 열악성으로 인한 본인의 건강악화문

제, 자녀  다른 가족구성원의 간호 문제, 가족의 빈곤화를 래할 우려가 많

으므로 이들의 훈련참여‧취업연계‧생활개선을 해서는 의료, 탁아, 기본  생

계지원 등이 일 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가. 직업훈련 로그램

  한국사회에서 취업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평균실업기간이 가장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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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 한 직업훈련은 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장년층 소득 여성실업자의 문제는 빈곤문제와 직결

되기 때문에 우수한 훈련 로그램 자체가 요한 것이 아니라 운 방식, 그리

고 여성의 훈련참여를 유인하기 한 추가 인 지원  혜택, 훈련이수 후 취

업알선, 고용지속을 한 계속 인 사후 리가 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지역의 노동수요에 기반한 장년층 여성직업훈련  취업 략이 필요

하다. 재 한국사회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  등이 제공하는 직업훈련 

로그램은 상 으로 기능수 이 낮은 업종을 심으로 운 되고 있다. 하지

만 그들의 높은 심과 훈련 수료율에도 불구하고 취업실 은 미미한 편이다. 

이들을 상으로 하는 훈련 로그램이 생활 주변의 미시  지역 수요에 부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을 말해 다.

  둘째, 취업에 한 자신감과 자아존 감이 떨어지는 장년 여성들이 취업동기와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 개개인이 

가진 자원(학력, 기술 등)과 특성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  수 별 로그램을 제공해

야 한다. 이는 이들에게 획일 인 교육을 시키기보다 능력과 필요에 따라 단기훈련과

정에서부터 문  지식을 제공하는 ‧장기 훈련과정까지 다양화해야 한다는 을 

말해 다. 특히 본 연구의 장년층 여성실업자 조사에서는 청년‧장기실업자에 비해 

고졸 미만, 고졸 이상 등의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 다.

  셋째, 상별‧실직기간별 특성을 반 하는 직업훈련 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재 실직여성을 상으로 직업훈련 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나 그 직종에 있어 상당

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을 고려할 때, 고용정보망인 Work-Net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범 한 데이터구축과 련기 과의 정보시스템 공유가 보강되어

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로그램에 있어서도 여러 타 기 과 연계하여 다양한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선택의 폭을 넓 야 할 것이다. 

나. 창업지원 로그램

  서비스부문의 확 와 함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여성자 업자와 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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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황과 문제 , 여성고용주의 황과 애로요인 등을 악하여 이들을 지원

할 수 있는 세부 인 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여성창업자의 생

존율을 제고하기 해서 자 업의 험과 책임에 한 자가진단기법, 인터뷰, 기업자

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로그램을 개발,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창

업을 희망하는 여성실업자를 상으로 실업 여를 일시불로 제공, 창업자 출지원 

등과 같은 창업자 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민간단체가 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회연 은행이나 기존

의 창업지원단체(신나는 조합)를 통한 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은 여성가

장에 한 창업지원정책에서 어떠한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55). 기존의 정부의존  창업지원사업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연 은행은 다음과 같은 

에 천착하고 있다. 여성가장들이 창업에 앞서 막 한 출 의 상환에 한 우

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가 부족하고, 사업의 안

정  운 을 한 사후 리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연 은행은 다양

한 민간창업 문기 과 비 리민간단체가 힘을 합쳐, 창업자문 서비스와 사후

리체계( 를 들면, 불의의 도산을 방하기 해 6개월 단 로 사업운 실태

를 검하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업지원사업은 정부의 인 라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여성가장 창업지원 로그램이 그들에게 보다 

친 하고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민간의 다양한 자원과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다. 공공의 일자리 제공 로그램

  지난 2년간 자활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하나는 장년 소

득 여성가장의 상당수가 크고 작은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노동시장에 근하기 

55) 한국의 사회연 은행과 련해서는 김수  외(2001), 『사회연 고 만들기』,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신나는 조합 창립 2주년 기념 자료집(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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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나, 근로의지가 매우 강한 집단이라는 이었다. 따라서 이들에 해서는 

재 자활사업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일자리 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분 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복지간병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발견하기 힘든 여성가장들에게 소득과 사회참여라는 측

면에서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여성가장의 욕

구와 특성에 맞는 사회  일자리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

하 던 것처럼, 사회  일자리 로그램이 교육훈련의 효과와 빈곤탈출을 한 

근로유인효과를 갖기 해서는 행 임 체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 여성의 고용 진을 한 장기 해결과제 

  첫째, 노동시장의 각종 남녀차별을 근 할 수 있는 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 구조 에서 변화되지 않고 있는 표 인 특징은 결

혼과 출산에 의한 퇴직인데 이것은 취업지원제도의 미비뿐만 아니라 결혼‧출산

과 련된 각종 노동시장차별과 한 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제

한된 업종이나 직종에 집 취업하고 있는 상들도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과 

직‧간 으로 연 이 있다. 명시 인 남녀고용차별은 행정지도와 감독을 통해

서 지속 으로 근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탐지하기 힘들고 인지하기 힘든 

채용차별, 승진차별 등과 같은 암묵 인 차별이나 간 차별의 근 을 해서는 

차별여부를 별할 수 있는 지침 등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 

차별에 한 직 인 규제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 기업을 상으로 각종 표

창제도,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일정한 혜택을 주는 등 고용평등을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출산에도 여성들이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표 인 정책은 

유보임 수 을 낮추어주는 보육 련정책이다. 지 까지 정부는 상당히 지속

으로 보육정책을 실시하여왔다. 그러나 향후 보육정책은 정책방향 자체를 공

자 심에서 수요자 심으로 환해야 할 것이다. 즉, 보육시설의 증감은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고 시장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을 심으로 공공



334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한 정부는 취업여성에게는 필요하나 수익성

이 없어서 민간부문에서 공 되지 않는 심야  주말보육서비스 로그램 등과 

같은 보육서비스에 한 공 을 확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 정부는 그와 

같은 보육서비스 로그램을 직  공 하거나 혹은 그와 같은 보육 로그램을 

운 하는 기 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극 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다. 

  셋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 하다. 이를 해서 출

산  육아휴직에 한 행정감독을 강화하고 출산휴가비용을 사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출산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여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제공

토록 하면 일차 으로 기업의 모성보호비용부담을 일 뿐만 아니라 부차 으

로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출산휴가 실시 유무에 한 행정감독이 가능하게된다. 

이외에도 육아기간동안 경제 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취업을 계속해야하는 여

성노동자를 해서 육아를 한 상용시간제, 육아휴직기간의 2회 분할 사용제

도, 그리고 장기 으로는 고용보험제도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노동자에게 임

의 일정 부분을 여로 지불하는 등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취학아동을 가진 노동자를 해서 방과후 로그램을 확충하는 책

이 마련되어야 한다.



第 6 章 結 論

第 1節 中長期 政策課題

  한국의 탈빈곤정책이 외국의 취약계층 상 고용창출  고용지원정책을 살

펴 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시사   하나는, 서구 복지국가조차도 이

들에 한 소득보장만으로 는 노동시장진입을 강제하는 로그램만으로 이들

의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다는 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각국은 탈

빈곤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 다. 그리고 이러

한 노력은 우리사회에서도 실히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는 외환 기이후 공공근로사업과 기 생활보장제도에 많은 

산을 투입하여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는 투입 산에 비해 기 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각각의 정책이 분

으로 기능함에 따라, 범 한 취약계층을 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 으

로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의 정책  경험은 탈빈곤정책

이 효과 으로 작동하기 해서는 통합 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는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실업과 빈

곤문제를 해결하기 해 소득보장정책과 고용지원정책, 조세정책, 교육정책, 복

지서비스 등을 모두 연계한 통합  탈빈곤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범 정부차원에서 탈빈곤정책을 추진할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심으로 

소외계층과 빈곤층의 규모와 실태를 악하며, 그것에 기 하여 장‧단기 정책

과제를 개발‧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구는 특정 부처가 아니라 총리실이나 

청와 에 상설 원회 형태로 설치하여, 노동시장정책에 한 보완, 사회보장제

도 차원의 조정작업과 고용지원제도 차원의 정비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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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기구는 앞서 언 하 던 것처럼, 국의 반소외기획단(SEU)나 랑

스의 반소외‧빈곤센터와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를 통해 다음 세 가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첫째,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취업을 진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재, 고령자 고용 진법이나 장애인 고용 진법 등은 

노동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을 진할 수 있는 정책을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에 한 사회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고

용주 입장에서 한 불이익이나 인센티 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

야 한다. 이어서 취약계층의 고용 진을 해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  일자

리 창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사회  서비스를 확 ‧제공함으로서 

빈곤층뿐 아니라 산‧서민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실직상

태의 취약계층에게 우선 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회보험을 내실화하고, 기 생활보장제도를 확 ‧개편해야 한다. 최근 

들어 가족의 동반자살이나 범죄율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사회안 망이 얼마나 

취약한 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물론 어느 사회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 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사회보험제도나 공공부조제도는 매우 큰 

규모의 사각지 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 을 활용하여 노인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험의 연  기능을 강화하여 실업부조와 유사한 형태

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를 상

으로 근로능력자에게는 보험료 납을, 근로무능력자에게는 의료 여 지 을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 생활보장제도의 요새화(진입

과 탈출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를 막고, 범 한 빈곤계층을 보호하는 방

향에서 선정기 과 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사회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다양한 고용지원 인 라를 통합 으

로 연계 운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재 한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상

으로 하는 고용지원 인 라가 무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외환 기 이후에는 

다양한 조직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도 하 다. 하지만 각각의 조직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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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하게 운 되는 과정에서 복과 사각지 라는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 따

라서 단순히 고용지원 인 라를 확충하기보다, 기존의 인 라를 통합 으로 운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시 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읍‧면‧동사무

소를 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복지창구와 고용안 센터 등을 연계하는 운

체계 구축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각종 공단  자치단체 차원의 로그램 연계

를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통합  고용창출‧고용지원체계 구축이 취약

계층 상집단이 갖는 특성과 욕구를 획일 으로 재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第 2節 短期 政策課題

  앞서 언 했던 장기 정책과제와 련하여, 단기 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활지원제도의 개편

  앞서 언 하 던 것처럼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진하기 해서는 재의 

자활사업을 개편함으로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 인 방안일 것이다. 

실제로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자력으로 취업이 힘든 실직수 자)을 상으로 소

득보장‧고용지원‧복지서비스 등을 종합 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지원제도이며, 

지난 3년간의 사업을 통해 많은 경험을 축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활사업이 체 투입 산의 40~50%가 단기 인 생계비 감효과를 

가져다주고, 복지수 자의 빈곤탈출을 진하여 장기 으로 복지지출 감효

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

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

다. 실제로 자활지원제도에 한 충분한 지원은 기상담과 상자 리체계를 

강화함으로서 산 감과 사업의 내실화라는 효과를 가져다주며, 장기 으로는 

고용친화  복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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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면 자활지원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지원제도는 기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재의 기 생활

보장제도 선정기 을 완화시켜 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이는 지원 상을 재

의 실직수 자에서 임 ‧고용불안의 취업수 자와 비수 빈곤층으로, 그리고 

차상 층 실업자로 단계 으로 확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

자에 해서는 근로유인형 여체계와 여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좀더 구체

으로 언 하면,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에 해서는 행 통합 여체계와 보

충 여방식을 개선하여 부분 여체계와 정액‧보충혼합방식을 용하고, 비수

층과 차상 층에 해서는 부분 여와 자활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자를 한 근로인센티

의 일환으로 수 자에게는 근로장려 을 지 하고, 일반 취업자에게는 근로소

득세액공제제도를 용하는 방안 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자활지원 달체계 시범사업 운

  취약계층의 욕구와 능력을 별할 수 있는 달체계는 장기 으로 구축되

어야 하지만, 이를 도입하기 앞서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앙정부와 지자체의 련 산  제도정비, 복지사무소와 고용안정

기 을 연계하는 상자 리  탁체계, 민간기업이나 비 리단체 는 민

간 자활사업 실시기 (편의상 자활후견기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여성인력개발

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을 총칭한다)과의 력체계 구축 등은 재의 인

라 수 에서 충분히 실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좀더 구체 으로 실험 

가능한 사업에 해 언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취약계층 발굴  기상담: 

   - 읍면동 사무소

   - 민간자활사업실시기  → 읍면동 사무소

② 취약계층 상 고용지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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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동 사무소 → 고용안정기

   - 비 리민간단체→ 고용안정기

③ 취약계층 상 고용지원  연계

   - 고용안정기  → 민간기업

   - 고용안정기  → 직업훈련기

   - 고용안정기  → 공공기 ( 앙정부  지자체)

   - 고용안정기  → 민간자활사업실시기

  3. 취약계층 상 직업훈련 로그램 개발

  취약계층이 자력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라

는 을 고려할 때, 단순한 직업훈련으로 이들을 취업으로 인도하기는 힘들다 

하겠다. 따라서 단기 으로 이들에 한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한 방안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로그램은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수요 혹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직업훈련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직업훈련 이수에 따른 취업연계와 련한 지역사회 차원

의 자원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단기 으로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문직업훈련 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부 지역의 민‧  직업훈련기 에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 까지의 직업훈련이 일반실업자와 취약계층

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고, 취업성과에 따른 인센티 방식으로 운 되었다는 

을 감안할 때,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역자

치단체 차원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한 참여자의 취업연계를 한 민‧  의기구

를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약계층이 가질 수 있는 문기술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기

능  상당수는 정부에 의해 공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  복지간병과 같은 특정한 기능에 해서는 단계 으로 국가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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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체계 속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하되, 단기 으로는 이들의 직업기능을 지

자체 차원에서 인증해 주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들의 기능수

에 따른 임 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참여  근로유인효과를 높이

는 측면이 있고, 서비스 구입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

  4. 취약계층 상 창업지원사업 강화

  취약계층에 한 창업지원사업과 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단기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은 험도가 높은 사업에 해 창업자 을 출하

는 방식으로 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에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갖

는 강 은 다양한 고용지원  창업지원 인 라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다. 따

라서 창업자 출과 련된 리  사후 리를 담당할 민간단체와의 력체

계를 강화하고, 이에 해 고용지원  창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책마련

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개인단 의 창업지원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업

자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특히 자활사업실시기 )와 연계하여, 창업자 을 

지원하고,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며, 지속 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 하고 있는 창업지원사

업이나 복지부가 운 하는 생업자 융자사업  소기업청이 운 하는 소상공

인지원센터 등과 련해서 시범 으로 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간의 사회연 은행과 같이 민간의 자 과 인  자원을 동원할 수 있

는 창업지원기 을 직 ‧간 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일차 으로 사회연 은

행을 특수한 형태의 융기 을 제도  상을 정립하고, 이 은행으로 하여  

창업자 출  창업자문과 사후 리기능을 종합 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각

종 지원을 결합시켜 주는 것이다. 물론 사회연 은행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

는 조직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 인 모 과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운

된다는 에서 민간 심의 창업자 조직이며, 소득층의 창업에 따른 사후

리를 담당할 수 있는 민간단체와의 범 한 연계망을 특징으로 한다.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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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부의 조직과 인력으로 담당할 수 없는 문화된 착형 지원 서비스를 담

당하는 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5. 취약계층 상 사회  일자리 로그램 내실화

  부분의 서구 복지국가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회  취약계층을 

상으로 다양한 공공의 일자리  사회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은 외환 기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이루진 바 있다. 실업극복 국민

운동본부가 발주했던 다양한 로젝트 사업이 그러했으며, 지자체가 비 리민

간단체에 탁했던 공공근로사업 한 그러했으며, 재 자활사업을 통해 실시

되고 있는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로그램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 로그램은 임 과 비숙련의 실업자  고령자에게 합한 방식

으로 운 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근로  자활근로 로그램은 단순 소

득보 형 로그램과 정임   일정 수 의 기술훈련을 필요로 하는 시장형 

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재의 자활공동체는 공익 인 성격을 갖는 공동체는 

그 로 자활공동체로, 자활공동체  수익지향 인 공동체는 자활지원기업으로 

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정립은 사회  일자리를 지향하는 자활공동체나 자활지원

기업에 한 자율성 보장과 실질 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큰 성과를 거

두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는 이미 벨기에나 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

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 을 심으로 창출되는 많은 일자리와 

사업  사회  취약계층인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소득여성가장이 

심이 된 자활공동체나 자활지원기업에 우선 으로 배정하는 정책이 제도화되어

야 한다는 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해서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상으로 

재 운 되고 있는 공동작업장이나 자활공동체 등을 연계하여, 자원을 효율

으로 배분할 수 있는 의체계를 구축하는 작업 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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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各國의 雇傭政策關聯 公共支出 推移 (GDP)

〈표 1〉 GDP 비 고용정책 련 공공지출 (1/3)
(단 : %)

로그램
랑스 스웨덴

1996 1997 1998 1999 1996 1997 1998 1999

1. 공공고용서비스 0.16 0.16 0.16 0.17 0.29 0.28 0.28 0.26

2. 직업훈련 0.36 0.34 0.31 0.28 0.41 0.45 0.48 0.31

  a)실업자 상 0.32 0.31 0.28 0.25 0.41 0.44 0.47 0.30

  b)취업자 상 0.04 0.03 0.04 0.03 0.01 0.01 0.01 0.01

3. 청년실업 책 0.27 0.26 0.33 0.41 0.02 0.03 0.03 0.02

  a)청년실업 책 0.09 0.07 0.14 0.21 0.02 0.03 0.03 0.02

  b)청년직업훈련 0.18 0.19 0.19 0.19 - - - -

4. 보조 지원 고용 0.48 0.49 0.42 0.41 0.71 0.61 0.45 0.27

  a)민간취업지원 0.24 0.30 0.23 0.21 0.19 0.14 0.18 0.15

  b)실업자창업지원 0.02 - - - 0.08 0.08 0.07 0.05

  c)공 고용창출 0.22 0.19 0.19 0.20 0.44 0.39 0.21 0.07

5. 장애인 고용지원 0.08 0.08 0.09 0.09 0.59 0.59 0.57 0.52

  a)직업재활 0.02 0.02 0.02 0.03 0.03 0.04 0.04 0.03

  b)장애인 근로 0.06 0.06 0.06 0.07 0.56 0.55 0.54 0.49

6. 실업보상 1.43 1.49 1.48 1.47 2.06 1.81 1.59 1.34

7. 조기퇴직자 지원 0.36 0.35 0.33 0.29 0.04 0.12 0.09 -

합           계 3.13 3.18 3.11 3.12 4.13 3.88 3.50 2.72

극  책 (1-5) 1.34 1.34 1.30 1.36 2.03 1.96 1.82 1.38

소득  책 (6-7) 1.79 1.84 1.81 1.76 2.10 1.93 1.68 1.34

GDP(지역화폐) 7,951 8,207 8,536 8,819 1,824 1,905 1,995 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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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GDP 비 고용정책 련 공공지출 (2/3)
(단 : %)

로그램
국 미국

1997-98 1998-99 1999-00 1996-97 1997-98 1998-99 1999-00

1. 공공고용서비스 0.16 0.13 0.13 0.06 0.06 0.06 0.04

2. 직업훈련 0.07 0.05 0.05 0.04 0.04 0.04 0.04

  a)실업자 상 0.06 0.04 0.04 0.04 0.04 0.04 0.04

  b)취업자 상 0.01 0.01 0.01 - - - -

3. 청년실업 책 0.12 0.13 0.15 0.03 0.03 0.03 0.03

  a)청년실업 책 0.01 0.02 0.04 0.03 0.03 0.03 0.03

  b)청년직업훈련 0.12 0.11 0.11 - - - -

4. 보조 지원 고용 0.01 - 0.01 0.01 0.01 0.01 0.01

  a)민간취업지원 - - 0.01 - - - -

  b)실업자창업지원 - - - - - - -

  c)공 고용창출 0.01 - - 0.01 0.01 0.01 0.01

5. 장애인 고용지원 0.02 0.02 0.0 0.03 0.04 0.04 0.03

  a)직업재활 - - 0.01 0.03 0.04 0.04 0.03

  b)장애인 근로 0.02 0.02 0.02 - - - -

6. 실업보상 0.80 0.64 0.58 0.26 0.25 0.25 0.23

7. 조기퇴직자 지원 - - - - - - -

합    계 1.18 0.98 0.94 0.42 0.42 0.42 0.38

극  책 (1-5) 0.39 0.34 0.37 0.17 0.17 0.17 0.15

소득  책 (6-7) 0.80 0.64 0.58 0.26 0.25 0.25 0.23

GDP(지역화폐) 787 832 871 8,194 8,666 9,153 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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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GDP 비 고용정책 련 공공지출 (2/3) 
(단 : %)

로그램
한국

1997 1998 1999 2000

1. 공공고용서비스 0.01 0.05 0.04 0.04

2. 직업훈련 0.02 0.12 0.11 0.09

  a)실업자 상 0.01 0.07 0.08 0.06

  b)취업자 상 0.01 0.05 0.02 0.03

3. 청년실업 책 0.04 0.01 0.01 0.01

  a)청년실업 책 0.04 0.01 0.01 0.01

  b)청년직업훈련 - - - -

4. 보조 지원 고용 - 0.27 0.52 0.31

  a)민간취업지원 - 0.02 0.02 0.01

  b)실업자창업지원 - 0.04 0.03 -

  c)공 고용창출 - 0.21 0.48 0.29

5. 장애인 고용지원 0.01 0.01 0.01 0.01

  a)직업재활 0.01 0.01 0.01 0.01

  b)장애인 근로 0.01 - - -

6. 실업보상 0.02 0.18 0.19 0.09

7. 조기퇴직자 지원 - - - -

합           계 0.11 0.64 0.88 0.55

극  책 (1-5) 0.09 0.46 0.69 0.46

소득  책 (6-7) 0.02 0.18 0.19 0.09

GDP(지역화폐) 453,276 444,367 483,778 518,302



[붙임 2] 各國 貧困層의 貧困進入  貧困脫出 原因

〈표 4〉 각국 빈곤층의 “가족 련” 빈곤 진출입 원인 분석

빈곤진입 원인

빈도수

가족

구조

불변a

아이

출생

가족원증

가

가족원감

소

이혼

별거

신생

가족

기타

변화

랑스 1,285 72.9 (2.0) 3.4 3.1 9.1 6.8 (2.7)

국 1,015 74.1 4.1 3.9 3.6 8.5 (2.6) (3.1)

ECHP평균 12,419 75.3 3.0 2.7 3.8 7.3 3.3 4.7

미국 564 62.6 8.8 2.5 4.2 10.9 8.8 2.3

빈곤탈출 원인

빈도수

가족

구조

불변a

아이

출생

가족원증

가

가족원감

소
결혼

신생

가족

기타

변화

랑스 1,333 85.6 (1.5) (1.5) 4.6 4.4 - -

국 1,062 87.9 (1.8) (1.1) (2.8) 3.8 - -

ECHP평균 13,097 84.8 1.6 1.4 3.8 3.8 0.6 4.0

미국 698 73.0 1.4 2.9 12.2 8.1 1.3 1.3

자료: ECHP(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1994, 1995 and 1996); PSID (1987~1989) for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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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국 빈곤층의 “직업 련” 빈곤 진출입 원인 분석

빈곤진입 원인

빈도수
근로자 수 감소 근로월수 감소

10% 이상 

소득감소
기타

소계 가구주 배우자 소계 가구주 배우자

랑스 1,285 21.5 41.5 39.5 11.7 67.4 (16.6) 25.7 41.2

국 1,015 27.0 34.1 38.8  7.9 74.4 - 25.2 40.0

ECHP평균 11,507 30.3 40.2 29.1  9.2 68.6 14.9 27.4 33.1

미국 564 42.3 54.8 42.1 20.5 78.0 39.3 30.6  6.6

빈곤탈출 원인

빈도수
근로자 수 증가 근로월수 증가

10%이상 

소득증가
기타

소계 가구주 배우자 소계 가구주 배우자

랑스 1,329 32.5 63.8 28.6 12.8 60.6 (11.4) 30.3 24.4

국 1,062 26.6 71.2 32.9  7.8 81.0 (18.6) 26.9 38.7

ECHP평균 12,345 30.9 58.2 24.5  9.1 59.7 15.7 30.6 29.5

미국 698 30.5 39.6 42.3 29.8 71.9 34.1 32.7  7.1

자료: ECHP(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1994, 1995 and 1996); PSID (1987~1989) for 

the United States



[붙임 3] 英國 所得支援(IS)  求職給 (IB-JSA)의 給 水準

〈표 6〉 소득지원(Income Support) 여수

개별수당(Personal Allowance)                                           (1주)

단독

(Single)

16～17세 ￡32.50

  혹은 환경에 따라 ￡42.70

18～24세 ￡42.70

25세 이상 ￡53.95

부부

(Couple)

둘다 18세 이상 ￡84.65

  한 명 혹은 둘다 18세 미만인 경우 개별수당은 환경에 따라 달라짐

편부모

(Lone

parents)

16～17세 ￡32.50

  혹은 환경조건에 따라 ￡42.70

18세 이상 ￡53.95

아동수당(Dependent children)

 탄생 후 16번째 생일 후 9월까지 ￡33.50

 16번째 생일 후 9월부터 19번째 생일 이 까지 ￡34.30

부가수당(Premiums)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Family) ￡14.75

 사별한 경우(Bereavement Premium) ￡15.90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Disabled child) ￡35.50

 간병가구원이 있는 경우(Carer) ￡24.80

 심한 장애(Server disability) - 자격조건이 되는 성인 한 사람 당 지 ￡42.25

 연 나이(Pensioner)
단독(single) ￡44.20

부부(couple) ￡65.15

 장애인(Disability)
단독(single) ￡23.00

부부(couple) ￡32.80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Enhanced disability premium)

단독(single) ￡11.25

부부(couple) ￡16.25

아동(child) ￡11.25

주거지원(Housing costs - deductions for non-dependants)

 25세 이상의 소득지원(IS) 수 자 (단, 학생  기숙사생은 제외) ￡7.40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거나 연간소득이 ￡88.00 이하인 경우 ￡7.40

 임  혹은 연간 소득이 ￡88～￡130.99 인 경우

                       ￡131～￡169.99 인 경우

                       ￡170～￡224.99 인 경우

                       ￡225～￡280.99 인 경우

                       ￡281 이상인 경우

￡17.00

￡23.35

￡38.20

￡43.50

￡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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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산조사형 구직 여(Income-Based JSA) 여수

개별수당(Personal Allowance)                                           (1주)

단독

(Single)

16～17세 ￡32.50

18～24세 ￡42.70

25세 이상 ￡53.95

부부

(Couple)

둘 다 18세 미만 ￡32.50

둘 다 18세 미만, 한 명 장애인 ￡42.70

둘 다 18세 미만, 아동 한 명 책임 ￡64.45

한 명 18세 미만, 한 명 18～24세 ￡42.70

한 명 18세 미만, 한 명 25세 이상 ￡53.95

둘 다 18세 이상 ￡84.65

편부모

(Lone parents)

16～17세 ￡32.50

 혹은 환경조건에 따라 ￡42.70

18세 이상 ￡53.95

아동수당(Dependent children)

 탄생 후 16번째 생일 후 9월까지 ￡33.50

 16번째 생일 후 9월부터 19번째 생일 이 까지 ￡34.30

부가수당(Premiums)

 앞 소득지원(Income Support) 여내용과 동일

주거지원(Housing costs - deductions for non-dependants)

 앞 소득지원(Income Support) 여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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