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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처해 있는 재구조화를 향한 개혁은 제도

개편의 새로운 상상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의 형

식을 갖추고, 양적 확대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소홀

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간의 정합성을 고려한 종합

적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제도와 소

관 부처에 따른 제도의 파편화는 향후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다른 하나는 당면문제와 미래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개편

과 새로운 실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극단적으로 높은 

노인빈곤 문제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저출산의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잘 말해준다. 더욱이 미래 인구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재생산체계를 지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도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당장 특정한 제도를 개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미 경

험했던 문제를 경험하는 국가들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왜 이 연구를 해

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껏 간과해 왔던 

것은 서구 중심의 사회보장 패러다임을 수입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

리사회의 현실에 걸맞은 것인지,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할 것인지 충

분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직면한 많

은 문제점은 그것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

서 본다면, 후발 복지국가 중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와 상이한 사회 시스

템을 가진 국가들이 어떻게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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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남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지금까지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가 다루어왔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차별화된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그것은 ‘산업화 없는 탈산업화’, ‘산업

화에 기초한 근대화이론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회발전의 양상’ 등과 관련

이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이 ‘산업화 없는 탈산업화’ 양

상이었다면, 인도의 경제발전은 ‘비공식부문을 해소하지 않는 산업화의 

양상’이라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는지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

국사회의 탈산업화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할지 모른다.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고 포괄

적으로 진행된 한국의 탈산업화는 그것이 국제적 분업관계에서 처한 위

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것이 미래 우리사회에 미칠 충격 또한 다른 국

가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기 힘들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사회보장제

도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보장을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

에서 개혁을 준비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도 남아시아의 사회보장문제는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선행하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시켜 준다. 첫째, 역사적으로 오랜 갈등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 간의 전쟁과 대립이 초래하는 막대한 비용과 정치사

회적 영향이 그것이다. 전 세계의 거대 종교가 경험하는 갈등의 공간인 

남아시아는 이 점에서 사회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기 힘든 지정학적 조건

을 가진 것이다. 둘째, 종교와 신분제도가 야기하는 다양한 모순들이다. 

그것은 인종과 신분, 그리고 계층 간의 차별을 존속시킬 뿐 아니라 여성

과 아동에 대한 차별을 존속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는 대다수 남아시아 

국가들이 카스트 제도에 기반한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인도의 경우에도 헌법상으로는 카스트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어 있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이러한 차별이 여전히 공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

양한 모순은 남아시아 국가에서 계급과 불평등, 그리고 차별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정치적 결정을 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미래, 특히 인도 사회보장의 미

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지는 않고 있다. 최근 인도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는 지금까지 생각하기 힘들었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

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아시아 사회보장제

도 비교연구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탐지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수년 뒤 남아시아 각국의 사회 변화는 과거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둘 개연성이 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선임연구위원의 연구책임으로 

이루어졌으며, 같은 연구원의 류정희 연구위원과 임지영 연구원이 참여

하였다. 외부에서는 서울대학교의 권순만 교수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

지은 교수, 그리고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의 산토시 교수와 야가티 교수가 

참여하였다. 국내에 남아시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 깊은 공감을 하고 기꺼이 연구에 참여해 주신, 외부의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국외 출장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

신, 인도 보건복지부(건강가족복지부) 담당자와 자와할랄 네루대학교의 

사회적배제센터의 전문가, 그리고 께랄라의 라자기리대학교의 사회복지

학부 교수님들, 특히 강재동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 밖에도 

이 연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신 많은 분들

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보고서를 검토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서울대학교의 구인회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태진 선임연

구위원, 그리고 두 분의 익명의 검독자께도 감사드린다.



이 연구 결과가 비서구권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 연구, 특히 남아시아 

사회보장제도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향후 정책에 도

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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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Security Systems in Asia 

: On Cases of Selected South Asian Countries

1)Project Head ‧ NO Dae-Myung

As a part of series of comparative studies on Asian social se-

curity systems, this study focuses on India in particular where 

information on social security is much more readily available 

than in other South Asian countries. In some respects, this re-

search has implications for subsequent studies.

<Policy Implications of Comparative Study on Social 

Security in South Asia>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traced how welfare states were initiated in 

non-Western part of the world. The underdevelopment of wel-

fare states in South Asian   can be explained in various terms 

including: 1) impact of the competition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2) low political interest in the expansion of social se-

curity programs due to wars between the countries in this re-

gion, 3) conflict between religions (Hinduism, Buddhism, and 

Islam), and conflict between various groups in the caste system.

Co-Researchers: Ryu Junghee ․ Kwon Soonman ․ Lee Ji-Eun ․ Yagati Chinna Rao ․

Santosh Kumar Ranjan ․ Lim Ji-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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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make it difficult to expect 

strong social cohesion, which is a precondition for pressure on 

policy decisions needed to expand social security. Regarding 

this issue, a comprehensive review is needed on regional con-

flicts between the countries, relations with the global economy, 

internal political system, labor market structure and informal 

sector, and income redistribution structure. 

Second, the recent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Asia and 

the resulting economic and social changes appear to be differ-

ent from those predicted by Western modernization theory,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So it will be necessary to seek 

alternative explanations about this issue.  It is true that South 

Asian countries have achieved absolute poverty reduction 

through high economic growth. However, the formal sector's 

industry and wage labour do not absorb much of the informal 

workforce, thereby significantly reducing the proportion of the 

informal workforce or reducing income inequality. It is neces-

sary to explain more concisely why this result occurred. One of 

the alternative explanations is that global capitalist system is 

exerting influence in each South Asian country in a way that 

maintains the informal sector on the grounds of economic 

efficiency. This process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blem faced 

by the major Asian economies of <de-industrialization without 

industrialization>: widening instability in the labor market and 

deepening income inequality. South Asia's major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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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t a crossroads: On the one hand, lower illiteracy rates, the 

introduction of social security programs for informal workers,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women in society,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women and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re factors that can influence the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systems. On the contrary, however, it may be difficult to solve 

social problems or expand social security systems due to class 

conflicts in South Asian countries and conflicts among groups 

caused by the caste system. 

Third, two common things can be seen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major South Asian countries (India, Pakistan, Sri 

Lanka, Bangladesh, Bhutan, Nepal, etc.): First of all, South 

Asian countries have something in common that the portion of 

labour force of informal sector is very high compared to the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It also suggests that income in-

equality is a very serious problem in social security programs. 

However, there is a wide gap between South Asian countries in 

terms of the severity of social problems such as income in-

equality and poverty, and the amount of social security 

spending. Sri Lanka, for example, has a larger share of social 

security spending in GDP than other South Asian countries. Of 

course, it is considered to have been affected by the size of the 

population and the degree of nationalization. The large in-

formal sector means that taxation on labor and business in-

come is not easy, nor is it easy to finance the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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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 particular, there are difficulties in expanding the so-

cial insurance system, which is maintained mainly through the 

collection of social insurance premiums(contribution) for 

earned income. For this reason, the size of the informal sector 

will affect the development of social security. Moreover, one of 

the problems at hand is tha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o is 

in need of welfare benefits when it comes to supporting the 

poor. In this regard, India has recently conducted various ex-

periments to determine the welfare recipients among the poor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 Social Security 

in India>

In this study, we must beware of facile judgments about 

India. India is many things, a mixture of different languages, 

religions and races. Assuming a fixed India may run the risk of 

setting a distorted image of India. In fact, not only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but also social security and culture are 

starkly different from one local government to another. For ex-

ample, Tamil Nadu and Kerala are among the leading states  in 

India in terms of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with high lit-

eracy rate and high women’s workforce participation. Other 

regions, on the other hand, many of them isolated between 

mountains, have a low literacy rate and prevalent disc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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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tion against women. In this sense, it is not easy to pin down 

India's social security system with a simple description. Social 

security in other South Asian countries is equally difficult to 

defin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briefly outline the social se-

curity system in India on the premise of these limitations. First, 

India has a long history of social security, but it seems to have 

been unsuccessful in expanding its benefits to all its people to 

create a more equal society. Many experts have criticized such 

issues as a caste system, pointing out the inequality and con-

flict caused by religion, the vast number of informal sector 

workers and seriously high poverty rates, and discrimination 

and abuse against women and children. However, these prob-

lems have not been improved much despite their seriousness. 

The reason may be that conflicts of various interests, such as 

religion and race and caste and class, have become very com-

plicated for the Indian society to reach a political consensus on 

important social issues. In other words, it was hard to reach a 

political-social consensus. This is because many of the things 

that should be recognized as human rights issues are over-

shadowed by religion, ideology and economic interests. For this 

reason, criticism of India's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polit-

ical and social system is acute. It is safe to say that social in-

surance is for the upper classes, given that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s limited to formal sector workers who is only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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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ercent of the total workforce. While various programs for 

the poor are being implemented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the fact that voluntary standards have been applied in the se-

lection of welfare recipients also makes this criticism possible. 

And being insensitive to the human rights issues of women and 

children was also criticized.

Recently, however, Indian society is changing rapidly. And 

social security system is also changing rapidly. Just as major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Vietnam did, India's social 

security system is also showing a quantitative-quality change in 

just a few years. In particular, Indian central government and 

some local government have made great efforts over the past 

few years to strengthen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refer-

ence, the Indian government has concluded almost all interna-

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and social rights agreemen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improve the eligi-

bility criteria based on more objective indicators and  to make 

a decision to pay welfare benefits more fairly. That is not to say 

that Indian society has suddenly resolved the problem of caste 

system and class conflicts, and turned into a new society. 

However, there are some notable changes in the course of eco-

nomic growth over the past decade, and these changes have 

the strong potential to change many things that have not 

changed in the past centuries. This is what this report was try-

ing to ex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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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is study try to explain some characteristic 

changes that have occured in Indian society. First, India has re-

cently tended to strengthen various social security system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specifically providing legal 

grounds for many social security programs that have so far 

been without legal grounds. This means that many of the sys-

tems and policies that have so far been shunned by local gov-

ernments have been provided with a legal basis to be im-

plemented with force at the national level. This has an im-

portant meaning in the history of India's social security, be-

cause the vulnerable and poor, such as Dalit, have detailed le-

gal grounds to demand from the Indian government regarding 

their right to survive. This means there are objective conditions 

in place that can actually work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programs that have not worked properly under the existing 

caste system. Of course, it is true that even if laws such as the 

Constitution state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there are various 

obstacles blocking its implement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recent institutional changes.

Second,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India's social assistance 

for the poor is also experiencing significant changes. First, the 

Indian government began to manage various fragmented wel-

fare programs by grouping them into five core programs. One 

notable change in the process is that the role of the social in-

vestment programs has begun to decline. For example, a job 



8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program, called public work, also has the meaning of a sec-

ond-best policy in situations where accurate means-test for 

poor households are difficult. On the one hand, it is to com-

pensate the poor for their insufficient income and on the oth-

er, to create public goods through their labor. However, the 

size of such job creation projects has been on a steady decline 

over the past decade. And the cash transfer by income guaran-

tee programs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The reason for 

predicting this change is that the Indian government has re-

cently begun a full-fledged study and experiment on how to 

identify the poor. It aims to minimize errors (exclusion errors) 

that exclude the poor who need welfare support.

<Recent Changes in Health and Medical Policies in Indi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dia has made a lot of progress in health care policies, but 

the financial barriers to access health care services were very 

high as households directly covered most of their medical 

expenses. As a result, the incidence of poverty due to cata-

strophic medical expenses was very high. It also has problems 

with wide gaps in health indicators and health care use by in-

come brackets and states. This is deeply related to the very 

small amount of public resources the government invests in the 

health car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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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unately, the Indian government has recently expanded its 

budget allocation with a strong political will to strengthen the 

health and medical sector. In particular, it wants to solve the 

primary health and medical problem by expanding the health 

and welfare center. To ensure admission fees, the government's 

introduction of PM-JAY, which pays full premiums to some 500 

million poor and vulnerable people in 2018, also demonstrates 

its strong will to expand the health and medical sector. In par-

ticular, in terms of funding, PM-JAY is a tax-type health care 

system with a full government budget, but it can be seen as a 

major innovation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health in-

surance systems by launching a National Health Authority 

(NHA) to separate financial and service provision.

India's health care policy still has a lot of challenges to tackle 

in order to succeed. The use of health centers may be lower 

than expected due to low public confidence in health care pro-

viders, and hospital admission fees may be overused to benefit 

from PM-JAY instead.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he Health 

and Welfare Center policy and PM-JAY policy is essential as the 

use of outpatient and primary health care services should be 

increased than hospitalization fees in order to enhance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health system.

Since health care policies are enforced at the responsibility 

of state governments,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 policy link 

between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and central NH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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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SHA. For the success of the system, it is also essential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the insurance (purchase) organ-

izations as well as the government. Since PM-JAY is fully gov-

ernment-funded, the key to the success of the plan will be to 

successfully perform the roles of purchase of medical services, 

such as salaries, payment of fees to suppliers,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medical service fees, and management of quality 

of medical services, rather than the task of collecting 

premiums.

While PM-JAY has a far-reaching goal of health care benefits 

for 500 million people, which is equivalent to 40 percent of the 

Indian population, discussions should take place as to how to 

bring health care to the rest of the population. Currently, social 

insurance coverage for official workers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s very limited, so it will take some time to think 

about how to expand health guarantees for informal sector 

workers, including them, in the future.

*Key words: Asia Social Protection System, Social Protection in South 

Asia, India Social Protection System, Caste System



이 연구는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시리즈 중 하나로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하는 연구이다. 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인도의 사회보장제도에 초점을 두었다. 이처럼 인도에 초점을 둔 이유는 

남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가용성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남아시아 사회

보장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며, 끝으로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현안과 과

제에 대해 진단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가진 정책적 함의를 간략하게 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

<남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비서구권 국가에서 복지국가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이해할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남아시아 각국에서 복지국가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 

체제 경쟁이 미치는 영향, 지역 내 종교와 인종 간 갈등과 전쟁으로 사회

보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낮고, 카스트 제도에 기반한 신분과 계급 

간 갈등이 중첩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할 동력을 찾지 못했다는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구조적으로 남아시아 국가 간의 군사 경쟁 등

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

지만 이 문제는 국제정세와 지역 내 국제관계 그리고 글로벌 경제와의 관

계, 내부의 정치 시스템, 경제적 발전 단계와 노동시장구조, 소득재분배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에는 남-북(North– 

South) 간 불균등한 경제발전 상태가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21세기 글로

요약 <<



12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벌 경제체제하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정도에 따라 더 복잡한 

불균등 발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전통적 남-북 관계에 글로벌 

남(Global South)-글로벌 북(Global North)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형태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제약하에서 국

내 정치가 어떻게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하나의 정치적, 또는 정책적 

선택과 개혁으로 이끌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둘째, 최근 비서구권 국가의 ‘산업화 없는 탈산업화’가 사회보장제도의 

미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유추할 수 있게 해 준다. 남아시아 국가를 예로 

들면, 산업화에 따라 임금근로자가 증가하여 비공식부문이 축소되고 소

득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부문이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가치사슬은 남아시아 각국

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비공식부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화 없는 탈산업화’는 아시아 주요국

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즉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소득불평

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탈산업화가 저발전국가에

서 비공식부문의 잔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아시아 주

요국은 다음과 같은 갈림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남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사회 시스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비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소득보

장을 어떻게 개혁하는가에 따라 상반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문맹률 감소, 정보통신기술 확산,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정보소통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노동시장에 대

한 개입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장 압력이 강해져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

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계급갈등과 

종교분쟁 그리고 카스트 간의 갈등으로 정치문제에 매몰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일이 힘들 수도 있다. 그것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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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노동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

기보다 상위의 신분과 소득 상위계층 또는 부족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위

험성이 커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셋째, 남아시아 주요국(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등)의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다음 두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남아시아 국가들은 공식부문에 비해 비공식부문이 매우 크다는 공

통점을 갖는다. 그것은 일차소득분배와 관련해서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

각한 사회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 국가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점 또한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1) 이처럼 비공식부문이 크다는 것은 일차소득분배 과정에 대한 

관리와 조세재정이 취약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국 비공식부문

의 규모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대로 

소득 파악이 안되고 고용의 안정성, 즉 조세부담이나 보험료 부담의 지속

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에 근간을 둔 사회보장체계를 확

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빈곤층을 표적화하여 지원하기도 

힘들다. 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신청가구의 소득을 파악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힘들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소득 파악이 되는 공식부문 노동자들은 빈

곤층일 확률이 낮다. 따라서 이들에게 사회부조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하

는 것은 편입오류(inclusion error)가 될 것이다. 이것이 빈곤과 소득불

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기 힘든 

이유일 것이다. 

1) 다른 국가들에 비해 스리랑카는 사회보장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은 인구 규모와 국가경제의 규모, 중앙집중적인 정부에 의한 

제도 운영이라는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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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물론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참고로 이 연구를 시

작하면서 인도 전문가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인도는 ~하다’라는 

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는 다양한 언어와 종교 그리고 인종

이 뒤섞여 있어 하나의 정형화된 인도를 가정하는 것이 왜곡된 이미지를 

고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도는 지방정부에 따라 경제사회 여건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와 문화도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문에

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타밀나두(Tamil Nadu)나 께랄라(Kerala)는 

인도 내에서도 경제 여건과 사회 여건 측면에서 선두에 있는 그룹이며, 

문명률도 높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도 활발하다. 반면에 다른 지역은 산

간에 고립되어 있으며 문명률이 낮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 이러

한 의미에서 인도 사회보장제도를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인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간

략하게 개괄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는 길지만, 

그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여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는 성

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카스트 제도와 종교로 인한 

불평등과 갈등, 방대한 비공식부문 노동인구와 심각한 수준의 빈곤문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의 문제를 비판해 왔다. 하지만 정작 

이 문제들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인도사회가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종교와 

인종, 그리고 카스트와 계급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 자체가 

힘든 일이었던 셈이다.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많은 것들이 종교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이유에서 인도 사회보장제도와 그 발전을 가로막는 정치사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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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판이 날카로운 것이다. 전체 인구 중 사회보험제도가 공식부문 

노동자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공식부문이 전체 노동인구의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보험은 상위계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

도 무방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빈곤층 대상 프로그

램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 또한 선정과 급여에서 자의적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는 점 또한 이러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여성과 아동의 인

권 문제에 대해 둔감하다는 점 또한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인도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아시아 국가가 그러했

던 것처럼, 인도 사회보장제도 또한 불과 수년 만에 놀라운 수준으로 ‘양

적-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도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수

년간 사회권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

다. 참고로 인도 정부는 최근 거의 대부분의 국제인권협약 및 사회권협약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빈곤정책 등에 있어서도 정부부처의 자의적 판단

에 따른 선정 기준이나 급여 수준 결정 관행이 사라지고, 더 객관적인 기

준에 따라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인

도 사회가 갑자기 카스트 제도와 계급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극적으로 새

로운 사회로 변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 10여 년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변화

가 과거 수세기 동안 바뀌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

한 잠재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이 보고서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최근 인도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었던 많은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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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도와 프로그램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정부에 따라 시행이 기피되기도 했던 많은 제도와 정책이 

전국 단위에서 강제력을 갖고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중앙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늘

어나고 있다. 이것은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카스트 제도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달리트와 같은 취

약계층과 빈곤층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생존권과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카스

트 제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사회보장제도와 프로그램을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마련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헌법과 같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도 그 시행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

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제도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도의 빈곤층 소득보장제도 또한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인도 정부는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묶어 다섯 개의 핵심적인 제도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전통적 의미의 사회

보장제도가 아닌 일종의 유사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공공근로(public work)라고 부르는 일

자리 프로그램 또한 빈곤가구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차선책의 의미를 갖는다. 즉, 한편으로는 빈곤층에게 부족한 소득을 보전

시켜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노동을 통해 공공재를 창출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 창출 사업은 그 규모가 지난 10년간 지

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리고 현금이전 방식의 소득보장제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최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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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가 빈곤층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과 실험에 착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이다. 그것은 정작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오류(배제

오류, exclusion error)를 억제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 

<인도 보건의료정책의 최근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인도는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지만, 

의료비의 대부분을 가구가 직접 부담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적 장벽이 매우 높았다. 그 결과, 재난적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발생 

비율이 매우 높았다. 또 건강지표나 보건의료 이용에 있어서 소득계층별

로 그리고 주(state)별로 격차가 매우 크다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부문에 투자하는 공적 자원의 양이 매우 적은 것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다행히 최근 인도 정부는 보건의료부문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예산 배분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센터를 확대함

으로써 일차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입원의료를 보장하

기 위해, 2018년 빈곤층 및 취약계층 5억여 명에게 정부가 보험료 전액

을 지불하는 PM-JAY를 도입한 것도 대단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 주는 것

이다. 특히 재원 측면에서 보면, PM-JAY는  전액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

지는 조세형 건강보장제도이지만, 국립보건당국(NHA: National Health

Authority)과 같은 구매자(보험자조직)를 출범시켜 재정과 서비스 제공

을 분리함으로써 건강보장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큰 혁신으

로 볼 수 있다.

인도의 건강보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이 많다. 국민들이 공공보건의료 공급자에 대한 신뢰가 낮아 보건복지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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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이용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고, 그 대신 PM-JAY의 혜택을 받기 위

한 병원의 입원의료가 과다하게 이용될 우려도 있다. 보건체계의 전반적

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원의료보다 외래와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의 이용이 높아져야 하므로 보건복지센터 정책과 PM-JAY 정책 간의 유

기적인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

건강보장정책은 주 정부의 책임으로 집행되므로 중앙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중앙의 NHA와 주의 SHA 간의 정책적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제

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보험(구매) 조직인 NHA와 SHA의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PM-JAY는 재원이 전액 정부 부담이므로 NHA 

와 SHA는 보험료 부과 징수 업무가 아닌 의료서비스의 구매 역할 즉 급

여,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 의료서비스 

질 관리 등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에 핵심 관건

이 될 것이다.

PM-JAY가 인구 5억 명에 대한 건강보장 혜택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인도 전체 인구의 40%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

머지 인구에 대한 건강보장을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

어야 한다. 현재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의 공식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향후 이들을 포함한 비공식부문 근로자에 대

해 건강보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 용어: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남아시아 사회보장, 인도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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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목적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

해 왔던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의 하나로, 남아시아 주

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관하고, 특히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특

징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1) 이 연구의 기획단계에서는 남아

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난 수년

간 남아시아 주요국에서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고, 사회지출

이 증가하고, 제도 집행을 위한 전달체계 또한 정비되면서, 관련된 정책  

데이터 생산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남아시아 주요

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비교분석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지면

제약도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문진의 권고를 수용하여, 남아시아 주요국

의 경제사회 여건과 사회보장제도를 개괄적으로 비교한 뒤, 남아시아의 

중심국가인 인도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 분석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남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연구의 초

석을 다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인

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달리 표

현하면, 저발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기초연구가 

1)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는 2015년 이후 비서구권 국가, 특히 아시아 주요국 사회

보장체계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틀을 구축하고,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보건과 복

지분야로 대별하여 지역별로 확대하여 왔다.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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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첫 번째 징검다리를 놓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아시아 국가 등 비서구권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 시스템에 대

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기도 한다. 

  1. 왜 비서구권 국가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하는가

비서구권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보장 분야의 정책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학술적으로 비서구권 국가, 특히 아

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광복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본과 서구 복지국가의 제도와 

프로그램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발전

해 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했

던 시점에는 서구 사회보장제도를 모델로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보장

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서구 복지국가의 제도와 경험에서 우리 사회보

장체계와 제도에 대한 상상력을 찾고자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20년간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온 결과, 한국은 서구 복지

국가와 유사한 외형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유사한 외형이

라고 말한 이유는 적용 범위(coverage)와 보장 수준(benefit level), 제

도성숙도(maturity)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의 측면에서 한국

의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 서유럽의 사회보장 패러다임을 차용

하여 21세기 동아시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정책 간의 불일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잘 알려져 있듯, 대량생

산체제하에서 표준화된 고용 형태를 전제로 설계되었던 유럽의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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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매우 빠르게 보편화될 수 있었다. 1970년

대~1980년대 많은 유럽국가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대상인구의 90%를 

넘어섰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반면에 2000년 이후 사회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했던 한국과 비서구권 국가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사회보

험 성숙기에 접어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가치사슬

의 확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불안정고용의 확산 등으로 기존의 사회보

험 중심 사회보장체계가 한국 등 많은 비서구권 국가에서 제대로 착근되

지 않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지난 20년간 사회보험제도를 빠

른 속도로 확대해 왔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

고,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서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의 경험에서 새로운 제도적 

상상력을 기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서구에서 시

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와 유사한 경제사회 여건을 갖고 있거

나 사회보장제도의 확장 과정에 있는 국가들의 경험과 시행착오에서 제

도적 상상력을 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것이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색을 갖추는 단계를 넘어, 제도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해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가 외국의 제도와 프로그램 중 우리가 수입할 

것을 고르는 방식, 즉 외국의 기성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

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보장제도는 그 사회의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

템 그리고 사회문화적 토양 위에서 만들어진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상당수는 서구 복지국가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조건하에서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편하는 일은 사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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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다. 한 예로, 아직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였고 빈곤율이 높은 

저발전 국가에서 경제성장과 빈곤율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란 무엇인가. 서구 사회보장제도를 참조해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중 

사회부조제도를 선별적으로 강화하고,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교육

과 건강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최선인가. 다른 예

로, 이미 서구의 모델을 차용해 사회보험 중심형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했

지만 제도 성숙기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각지대와 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

는 경우라면, 현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하고, 중장기 비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상상력은 그러한 문제

에 직면한 해당 국가 스스로의 고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주변 국

가들의 시행착오에서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재 우

리가 비서구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개편 전

략의 모색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어 국제협력의 맥락에서도 비서구권 국가들의 사회보장과 사회 시스

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 등 특정 국

가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육 다각화를 추진 중이며, 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투자와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

의 진출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상황

에서도 해당 아시아 국가의 사회 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다는 점

이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환경으로 해당 국가의 사회 시스템과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경제협력을 강화한다고 경제 

시스템만을 연구하고 정보를 축적하는 방식은 매우 편협한 접근 방식이

다.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사회보장제

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최근

에는 아시아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인도주의적 교류와 협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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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하드웨어 지원 외

에 사회보장제도의 설계와 관리기술 등 소프트웨어 지원이 확대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주요국 대상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는 국제정치와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남아시아 사회보장제도 연구의 현황

물론 비서구권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는 많은 제약이 

있다. 사회 시스템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제도화되

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사회보장제도,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전달

체계 등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일은 

지난 수년간 아시아 주요국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

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데이터 또한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는 점

이다. 하지만 여전히 분석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이는 비서구권 국가들

에 대한 연구가 그만큼 험난하고 선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준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남아시아 국가의 사회 시스템과 사회보

장제도에 대한 정보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데이터의 부족과 

지역 간 정보 불균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제약

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에게 가장 큰 충격은 지금까지 국

내에 남아시아의 빈곤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논문이 

한 편도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인도 등 주요 국가에 대해서도 관련한 논문

을 찾을 수 없었다. 다행히 신분제도와 할당제 등에 대해서는 몇 명의 연

구자가 많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연구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만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내 연구가 



26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서구 복지국가에 치우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 등 특정 국가에 심하게 경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북유럽 국가나 독일 등 유럽 대륙 국가 등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지만, 연구의 양과 질 측면에서 불균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다. 최근 정부가 남방정책과 북방정책을 통해 아시아 주요국과의 경제협

력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기업투자와 경

제협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남아시아 사회보장제도와 사회 시

스템에 대한 연구는 뒤늦은 감이 있다.

이처럼 기초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계의 연

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학계에서 기초연구를 확대하기를 무한정 기다리기 힘든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초연구

를 강화함으로써 후속 연구가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연구 대상 측면에서도 이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일본과 중국 외에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동 등 다른 아시아 국가

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이 연구보고서는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의 하나로 연

구 대상 국가의 점진적 확대 방침에 따라 동아시아 → 동남아시아 → 남아

시아 →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남아시아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남아시아를 구성하는 다

양한 국가들을 포괄하는 비교연구를 기획하였지만, 인도를 제외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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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비교 가능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용

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대상을 인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라 연

구 방법을 수정 보완하였다.

  1. 연구 대상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남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사회적 현황과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비교하고, 주로 인도의 사회보장제도에 초점을 맞

추어 분석하기로 한다. 통상적으로 남아시아 국가란 다음 국가를 지칭한

다: 인도(India), 파키스탄(Pakistan), 방글라데시(Bangladesh), 스리랑

카(Sri Lanka), 네팔(Nepal), 부탄(Bhutan), 몰디브(Maldives), 아프가

니스탄(Afghanistan)이 해당 국가이다. 이들 국가는 네팔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거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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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남아시아 지역과 주요 국가

   주: 몰디브는 스리랑카 아래 위치하고 있으나 크기가 작아 지도에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음. 

자료: 구글맵. (2019). 남아시아 지도. www.google.com/maps/place//%EB%82%A8%EC%95 

%84%EC%8B%9C%EC%95%84/@17.1001846,59.7521559,5z/data=!4m5!3m4!1s0x

3bb51e126ff8d06f:0xf0562e73e5dc9d0!8m2!3d25.03764!4d76.4563087에서 2019. 

5. 8. 인출.

이 연구는 남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를 추적하는 데 초점

을 맞추고 있지 않다. 물론 현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훨씬 이전부터 

서구식 사회보장제도를 수용해 왔다. 하지만 이 연구는 남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시점에 초

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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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구축 정도, 

그리고 관련한 데이터의 가용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인도는 하나

의 국가라고 말하기에는 국가 내부의 다양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분

석이 용이하지 않다는 또 다른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인종의 다양성은 차

치하고서라도 언어와 종교의 다양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종교는 힌두교

(Hindu, 79.8%), 이슬람교(Islam, 14.2%), 크리스트교(Christian, 2.3%), 

시크교(Sikh, 1.7%) 등으로 분포하고 있고, 언어는 힌두어(Hindi, 41%), 

벵갈어(Bengali, 8.1%) 등 중요한 언어만도 15개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소통이 힘든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국가라는 전제로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점을 말해 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과 인도의 연구자들이 함께 논의하며 내용을 구

성하였다. 연구 방법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1) 문헌 연구, 

2) 자료 분석, 3) 전문가 간담회, 4) 현지 방문과 자료 수집이 그것이다. 

가. 문헌 연구

이 연구를 수행하는 초기단계에서 국내외의 연구문건에 대한 탐색을 

통해 기초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의 연

구 결과는 매우 취약하여 남아시아 사회 시스템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대

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주로 외국의 연구 문건을 

통해 남아시아와 인도의 사회 시스템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자료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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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였다. 특히 온라인으로 수집하기 힘들었던 인도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인도 방문을 통해 수집한 문헌을 활용하였다.

나. 전문가 간담회

남아시아의 사회보장제도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국내의 관련 전

문가로부터 남아시아와 인도의 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발표와 자문자료

를 받을 수 있었다. 국내에 관련 전문가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해당 전문

가를 통해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각국의 전문가를 소개받아 자문할 수 

있었다.

다. 현지방문

이 연구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몇 지역을 방문하여 정부부

처와 공공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을 찾았다. 특히 인도는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뉴델리(New Delhi)에 위치

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관련 부처를 외에도 인도 남부에 위치한 께랄라

(Kerala) 지역을 방문하였다. 께랄라는 인도에서 가장 경제 여건이 좋고 

문명률도 높으며, 사회보장과 관련한 각종 제도 또한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연구기관으로는 가족복지부와 관련된 연구기관 

외에도 주요 대학의 전문가를 방문하여 사회문제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뉴델리에 위치한 자와할랄 네루 대학

(Jawaharlal Nehru University)의 사회적배제센터와 께랄라에 위치한 

라자기리 대학(University of Rajagiri)의 사회복지학과를 방문하였다. 

양 기관으로부터 인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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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듣고,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였다.

인도 현지방문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몇 가지 핵심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도의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실태조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조사 중 일종

의 사회조사의 성격을 가진 조사 데이터가 구축되고 있으며, 그 원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참조할 수 있었다. 조사 데이터는 전국적으로 

표본을 구축하고 있어 매우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로 공개되어 있으며, 관

련한 조사보고서2) 또한 활용할 수 있었다. 이 조사는 1992년부터 생산되

기 시작하여 2015년 조사 결과까지 발표되어 있다. 그리고 방문 시점에 

새로운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둘째, 인도의 건강보장정책에서 매우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건강보장정책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비

공식부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건강보장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인도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지금

까지 인도 사회보장제도가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나 인구를 배제하고 있다

는 진단이 머지않아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인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양호하고 빈곤율이나 소득

불평등, 영유아 사망률 등 각종 경제사회지표가 양호한 케랄라(Kerala)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 내 대학의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

다.3) 해당 지역의 전문가들은 인도가 사실상 서로 다른 지역으로 분리되

어 있으며, 중앙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아직 제

2) International Institute for Population Sciences(IIPS) and ICF, (2017). National 

Family Health Survey(NFHS-4), 2015-16: India. Mumbai: IIPS.

3) 2019년 8월 22일 14:30~16:30 라자기리 대학에서 개최된 이 간담회에서는 해당 대학 

사회복지학부의 교수 6명이 참석하였으며, 인도와 께랄라의 사회보장제도(Social 

Protection in India and Kerala)라는 제목으로 Kiran 교수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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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이라는 점을 잘 보여 주었다. 아래 사진들은 라자기리 대학에서의 미

팅 당시의 사진들이다.

〔그림 1-2〕 라자기리 대학 미팅 현황

자료: 인도 라자기리 대학 현지 미팅 사진. 2019.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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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고서의 구성

이 연구보고서는 남아시아와 인도에 초점을 맞추고, 이 지역 국가들의 

사회문제와 사회보장제도를 관통한 이슈를 다루는 방식으로 크게 세 파

트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문제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략적 

비교연구이다. 그것은 활용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공식 데

이터를 토대로 남아시아 주요국을 비교하고 있다.

제2부는 인도에 초점을 두고 내부의 다양성을 소개하는 개괄적인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인도를 하나로 국가로 이해하기보다 다양한 지

역으로 구성된 복합체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인도의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장제도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인도가 최근 

도입하여 주력하고 있는 건강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제3부는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각국의 사회문제와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는 데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였다. 하나

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분제(카스트 제도)를 사회적 차별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분제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할당제도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끝으로 남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

는 여성과 아동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 1 부

남아시아의 사회보장제도





남아시아 경제사회 여건 진단

제1절  인구 및 거시경제 환경

제2절  가족과 사회구조

제3절  노동과 소득분배구조

제4절  맺으며

2제 장





남아시아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의 국가 개관은 <표 2-1>과 같다. 인구의 규모는 인도

가 가장 많고, 면적 역시 인도가 가장 넓다. 반면, 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국가는 스리랑카이며, 면적은 부탄이 가장 작다. 민족 구성과 언어는 국

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종교 역시 마찬가지이나, 이슬람교와 힌두교

가 가장 많고, 부탄이나 스리랑카의 경우 불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형태는 아프가니스탄과 몰디브는 대통령 중심제, 방글라데시

와 인도, 네팔, 파키스탄은 의원내각제, 부탄은 입헌군주제, 스리랑카는 

이원집정부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지역은 약 19억의 인구 규모로 세계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지역

으로서 중심국가인 인도의 경우 최근 10년간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성

장률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

로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외교부, 2019).

남아시아 경제사회 여건 진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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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구 및 거시경제 환경

  1. 인구구조 추이

남아시아 국가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 세계 제2위인 인

도의 인구 증가가 남아시아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파키

스탄, 방글라데시 역시 규모는 인도에 비해 작으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그림 2-1〕 참조). 그 외에 아프가니스탄, 부탄, 몰디브, 스리랑

카, 네팔 역시 인구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표 2-2> 참조). 남아시아 

전체 인구 규모는 1960년 5억 7284만 명에서 1980년 9억 62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18년 1980년의 2배가량인 18억 1439만 명으로 증가하

였다. 

〔그림 2-1〕 남아시아 국가의 인구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명)

자료: World Bank. (2019a).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TOTL?locations=AF-BD-BT-IN-MV-

NP-PK-LK-8S에서 2019. 9. 1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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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남아시아 국가의 인구 규모 추이
(단위: 만 명, %)

국가 1960년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남아시아 57,284.0 63,782.3 71,371.1 80,033.6 90,062.1 101,294.2 113,349.5 

아프가니스탄 899.7 995.6 1,117.4 1,268.9 1,335.7 1,193.8 1,241.2 

방글라데시 4,801.4 5,538.5 6,423.2 7,006.6 7,963.9 9,076.4 10,317.2 

부탄 22.3 25.4 29.7 34.8 40.7 46.4 53.1 

인도 45,054.8 49,912.3 55,519.0 62,310.3 69,895.3 78,436.0 87,327.8 

몰디브 9.0 10.3 11.6 13.6 15.8 19.0 22.3 

네팔 1,010.5 1,097.3 1,207.5 1,342.0 1,501.6 1,685.8 1,890.5 

파키스탄 4,498.9 5,091.8 5,814.2 6,681.7 7,805.4 9,219.2 10,764.8 

스리랑카 987.4 1,111.1 1,248.6 1,375.5 1,503.6 1,617.6 1,732.6 

국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인구증가율
(2018년)

남아시아 126,158.8 139,094.6 151,886.2 163,879.3 174,941.7 181,438.9 1.2

아프가니스탄 1,811.1 2,078.0 2,565.4 2,918.6 3,441.4 3,717.2 2.4

방글라데시 11,517.0 12,765.8 13,903.6 14,757.5 15,625.6 16,135.6 1.1

부탄 53.5 59.1 64.9 68.6 72.8 75.4 1.2

인도 96,392.3 105,657.6 114,761.0 123,428.1 131,015.2 135,261.7 1.0

몰디브 25.4 27.9 32.0 36.6 45.5 51.6 3.8

네팔 2,157.6 2,394.1 2,574.5 2,701.3 2,701.5 2,808.8 1.7

파키스탄 12,377.7 14,234.4 16,030.4 17,942.5 19,942.7 21,221.5 2.1

스리랑카 1,824.3 1,877.8 1,954.5 2,026.2 2,097.0 2,167.0 1.0

자료: World Bank. (2019a).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https:// 

data.worldbank.org 에서 개별 국가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게시. 2019. 9. 17. 인출. 

2018년 인구증가율은 남아시아 1.2%이며, 몰디브(3.8%)와 아프가니

스탄(2.4%), 파키스탄(2.1%), 네팔(1.7%)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스리랑카는 1.2% 이하로 나타난다.

남아시아 국가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1960년에는 네팔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그 성비의 차이가 유지된 국가는 아

프가니스탄, 인도로 나타난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성비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나, 부탄,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는 점차 차이가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부탄과 몰디브는 남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반대로 네팔과 스리랑카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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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남아시아 국가의 성비
(단위: %)

자료: World Bank. (2019a).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https:// 

data.worldbank.org 에서 개별 국가의 내용을 정리하여 그래프로 게시. 2019. 9. 17. 인출.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그림 2-3〕 참조). 

2017년 아프가니스탄의 출산율은 4.6명, 파키스탄 3.6명, 인도와 스리랑

카는 2.2명이며, 방글라데시는 2.1명으로 나타난다. 인구대체수준인 2.1

명 이하는 네팔(2.0명)과 몰디브(1.9명)로, 두 국가이다. 남아시아 전체의 

출산율은 2017년 2.4명이다(World Bank, 2019a). 남아시아 국가의 출

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난 20년간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가족계획 프로

그램이 언급되고 있다(De Silva, 2005).

낮아지는 출산율과는 반대로 기대여명은 증가하고 있다(〔그림 2-4〕 참

조). 이 두 지표는 인구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추이를 볼 

때 남아시아 역시 앞으로 인구고령화 관련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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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남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추이
(단위: 명)

자료: World Bank. (2019a).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locations=8S-AF-BD-BT-

IN-MV-NP-PK-LK에서 2019. 9. 17. 인출.

〔그림 2-4〕 남아시아 국가의 기대여명 추이
(단위: 세)

자료: World Bank. (2019a).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LE00.IN?locations=8S-AF-BD-BT-

IN-MV-NP-PK-LK에서 2019. 9. 1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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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2017)는 이러한 남아시아의 인구고령화 현황을 국가별로 다음

과 같이 제시하였다. 인도의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2050년에 인도 노인

인구는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Government of India, 2016). 파

키스탄은 2025년까지 노인인구가 4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는데, 이는 2015년 1800만 명에 비하면 상당한 증가이다(Dawn, 2015). 

방글라데시는 1990~2025년 노인인구가 219%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

며(Ahmed, 2015), 스리랑카는 2041년에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일 것

으로 예상된다(World Bank, 2012). 저자는 남아시아의 인구고령화 문

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2. 거시경제 환경 변화

남아시아 국가는 1970~1980년대에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같

은 시기에 크게 성장한 동아시아 국가만큼 성장할 수 없었다. 이후 1990

년대부터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여, 2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괄

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국가는 역시 인도이다. 인도는 전체 남아시아 국

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대부분에 기여하고 있다(〔그림 2-5〕 참

조). 규모는 인도에 비해 적지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역시 경제 규모

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GDP 성장률은 시기별로 부침이 있으나, 1980년대 이후에

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 최근에는 그 증가율이 살짝 감소하고 있다(〔그

림 2-6〕 참조). 국가별로는 2018년 기준 아프가니스탄 1.0%, 방글라데

시 7.9%, 부탄 2.3%, 인도 7.0%, 몰디브 6.1%, 네팔 6.3%, 파키스탄 

5.4%, 스리랑카 3.2%이며, 전체 남아시아 GDP 성장률은 6.8%이다

(World Bank,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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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남아시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추이
(단위: 조 달러)

자료: World Bank. (2019a).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end=2018&locations=

AF-BD-BT-IN-MV-NP-PK-LK-8S&start=1960에서 2019.  9.  17. 인출.

〔그림 2-6〕 남아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World Bank. (2019a).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end=2018&locations=

8S&start=1960에서 2019. 9. 1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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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인당 GNI의 경우, 

몰디브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스리랑카, 부탄, 인도가 그 뒤를 잇고 있

다. 가장 낮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다(〔그림 2-7〕 참조).

〔그림 2-7〕 남아시아 국가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World Bank. (2019a).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NP.PCAP.CD?locations=8S-AF-BD-B

T-IN-MV-NP-PK-LK에서 2019. 9. 17. 인출.

제2절 가족과 사회구조

De Silva(2005)는 남아시아의 가족구조의 변화를 통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짚었다. 이 절은 그의 연구 결과를 통해 남아시아의 사회 변

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역시 가구 규모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줄어

들고 있었다(<표 2-3> 참조). 그러나 아직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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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는 않았고, 대가족이 대부분의 남아시아 국가에서 규범으로 작용한

다. 1인가구와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표 2-4> 참조), 여성 

가구주의 증가는 사별, 이주, 혼외출산, 이혼 등에 영향을 받는다. 스리랑

카에서의 여성 가구주 증가는 정치적 불안정과 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이

며,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에는 여성 가구주가 적고, 네팔이나 인도에서

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 생계부양자 가구는 남성 생계부양자 가구보

다 적고 빈곤하다.

<표 2-3> 남아시아 국가의 평균 가구 규모
(단위: 명)

국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아프가니스탄 - 5.9 7.4

방글라데시 - 5.7 5.2

인도 - 5.5 5.4

네팔 5.5 5.8 5.5

파키스탄 5.7 6.6 6.7

스리랑카 5.2 4.9 4.5

자료: UN. (1973, 1987, 1995). Demographic Yearbooks; DHS Data Base; De Silva. 

(2005). Family Transition in South Asia: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p. 22.

<표 2-4> 남아시아 국가의 1인가구와 여성 가구주 비율
(단위: %)

국가
1인가구 여성 가구주

1990년대 200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방글라데시 1.2 1.5 8.0 8.0

인도 2.8 3.1 9.0 10.0

네팔 3.2 4.0 12.0 16.0

파키스탄 2.9 - 7.0 -

스리랑카 3.3 3.7 19.2 20.4

자료: DHS Data Base; De Silva. (2005). Family Transition in South Asia: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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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 등의 결혼생활의 변화도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런 결혼생활의 해소가 여성에게 낙인으로 작용한다. 남아

시아에서도 예외 없이 이혼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별로 인한 혼인의 해소

가 이혼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표 2-5> 참조).

<표 2-5> 남아시아 국가의 사별 여성 비율과 45~49세 이혼 여성 비율

(단위: %)

국가
사별 여성 이혼 여성

1990년대 200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방글라데시 15.9 18.3 1.5 2.7

인도 12.5 13.3 0.2 0.3

네팔 12.0 10.1 0.1 0.0

파키스탄 6.5 - 0.2 -

스리랑카 12.4 10.4 0.4 0.5

자료: DHS Data Base; De Silva(2005), Family Transition in South Asia: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p.25.

남아시아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동반된 노동자의 해외, 국내 도시간 

이주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가족이 해체되

고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에서는 이혼율이 이주

가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Dias, 1984). 해외이주로 인해 생겨

나는 문제는 이혼 등 가족의 해체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부재로 인한 아동 

돌봄의 부재 등의 혼란도 존재한다. 이민자가 돌아오더라도 환경이 변화

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국내 이주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빈곤의 악순환

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로의 이주는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가부장적인 남아시아 사회에서 여성의 부담을 줄여주는 계기로 작용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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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집단은 여성과 아동뿐만이 

아니다. 노인들 역시 기존에 가정 내에서 담당하던 역할이 변화하면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남아시아 국가의 노인들은 파산, 권위 상실, 사회 불

안, 불충분한 레크리에이션 시설,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

역사회 시설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기존의 가족 중심 노인

부양체계 역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노동과 소득분배구조

〔그림 2-8〕은 남아시아 국가의 노동력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다른

7개국에 비해 인도의 노동력 규모가 월등히 높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면

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증가하였는데, 그럼에도 부탄과 네팔을 제외

한 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모두 남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2-9〕 참조). 

De Silva(2005)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 특히 

이혼을 하거나 별거한 여성은 가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하게 되었다고 보

았다. 그러나 임금은 충분하지 않아, “빈곤의 여성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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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남아시아 국가의 노동력 추이
(단위: 백만 명)

자료: World Bank. (2019)aa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L.TLF.TOTL.IN?locations=AF-BD-BT-IN-

MV-NP-PK-LK-8S에서 2019. 9. 17. 인출.

〔그림 2-9〕 남아시아 국가의 성별 노동시장참여율 추이(15세 이상)
(단위: %)

자료: World Bank. (2019a).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https:// 

data.worldbank.org 에서 개별 국가의 내용을 정리하여 그래프로 게시. 2019. 9. 1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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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와 1인당 GNI가 증가하더라도 소득분배구조에 따라 불평등한 상

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남아시아 국가의 소득불평등은 대체로 소비불평등

보다 더 높다(Rama, Béteille, Li, Mitra & Newman, 2014, p. 3). 이 

소득불평등은 학습, 일, 저축, 투자 등에 영향을 미쳐(Rama et al, 2014, 

p. 38), 이후의 삶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다음 <표 2-6>은 8개국의 빈곤율과 빈곤갭을 나타낸 표로, 가장 최근

의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국가별로 이용 가능한 기준 연도가 달라 명확한 

비교가 어려우나, 이 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우선, 하루 

1.9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남아시아 전체

의 16.1%(2013년)이다.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로, 21.2%(2011년)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스리랑카로 0.8%(2016년)만이 절대빈곤수준으로 생활

하고 있었다. 그다음으로는 부탄으로 1.5%(2017년)만이 열악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3.2달러 기준으로는, 남아시아 국가 전체의 빈곤율이 

53.9%(2013년)으로 나타난다. 역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국가는 

인도로 60.4%(2011년)이고, 그 뒤로 방글라데시(52.9%, 2016년)와 네

팔(50.8%, 2010년)이 50%가 넘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1.9달러 

기준과 동일하게 스리랑카와 부탄의 빈곤율이 낮았다. 국내빈곤선 기준

으로는 1.9달러 기준과 3.2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값이 제시되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이 54.5%(2016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는 25% 수준이었고, 스리랑카와 몰디브, 부

탄이 낮게 나타났다.

빈곤갭을 통해 빈곤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보면 1.9달러 기준, 3.2달

러 기준일 때 모두 인도의 빈곤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인도의 하위소

득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고, 스

리랑카와 부탄이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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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빈곤선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방글라데시가 가장 높은 소득 격

차를 보이고 있었다.

<표 2-6> 남아시아 국가의 빈곤율과 빈곤갭(최근값)
(단위: %, 연도)

국가
1.9달러 기준 3.2달러 기준 국내빈곤선 기준

빈곤율 빈곤갭 빈곤율 빈곤갭 빈곤율 빈곤갭

남아시아 16.1 (2013) 3.0 (2013) 53.9 (2013) 16.4 (2013) - -

아프가니스탄 - - - - 54.5 (2016) -

방글라데시 14.8 (2016) 2.7 (2016) 52.9 (2016) 15.6 (2016) 24.3 (2016) 6.5 (2010)

부탄 1.5 (2017) 0.2 (2017) 12.0 (2017) 2.5 (2017) 8.2 (2017) 2.6 (2012)

인디아 21.2 (2011) 4.3 (2011) 60.4 (2011) 19.7 (2011) 21.9 (2011) 4.0 (2011)

몰디브 7.3 (2009) 1.5 (2009) 24.4 (2009) 7.3 (2009) 8.2 (2016) -

네팔 15.0 (2010) 3.1 (2010) 50.8 (2010) 15.8 (2010) 25.2 (2010) 5.4 (2010)

파키스탄 3.9 (2015) 0.5 (2015) 34.7 (2015) 7.6 (2015) 24.3 (2015) 5.8 (2013)

스리랑카 0.8 (2016) 0.1 (2016) 10.1 (2011) 1.9 (2011) 4.1 (2016) 1.2 (2012)

자료: World Bank. (2019a).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https:// 

data.worldbank.org 에서 개별 국가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게시. 2019. 9. 17. 인출. 

지니계수를 통해 본 소득불평등 정도는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니계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리랑카(39.8)이다. 그 뒤로 몰디브가 

38.4, 부탄이 37.4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2-7> 남아시아 국가의 지니계수(최근값)

국가 연도 지니계수

방글라데시 2016 32.4

부탄 2017 37.4

인디아 2011 35.7

몰디브 2009 38.4

네팔 2010 32.8

파키스탄 2015 33.5

스리랑카 2016 39.8

자료: World Bank. (2019a).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https:// 

data.worldbank.org 에서 개별 국가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게시. 2019. 9. 1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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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맺으며

남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에 들어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경제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인구증가율의 완만한 감소, 합계출

산율의 하락, 기대여명의 상승을 경험하며 고령화의 위험 또한 마주하게 

되었다. 산업화로 인하여 가족구조가 바뀌고 있고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역할이 점차 변경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미 서구 국가와 

먼저 개발 과정을 겪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

상이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겪으며 각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풍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문제점 또한 떠안게 된다. 남아시아에서는 역

사와 문화의 배경이 다른 만큼, 기존 국가들과는 다른 해결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체계를 비교하여 보호체

계가 남아시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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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며

남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해 왔으며,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도 중요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

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전자가 경제성장률을 통해 표현된다면, 후자는 빈곤율 등 사회지표

를 통해 표현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남아시아 국가들은 동아시아 국

가의 1980년대 경제사회발전에 비견되고 있다. 사회발전과 관련해서는 

건강보장과 교육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방식이 이를 연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의 결과로 빈곤율은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여전히 전체 빈곤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불과 10년 

전 남아시아 국가를 세계 최고의 빈곤지역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감안하

면, 놀라운 사회발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최근 남아시아 

국가의 빈곤율 감소는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빈곤율 감소와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아시아 국가들의 사회발전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부분에 대

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지역 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빈곤율이 감소한 반면, 불평등(income 

inequality)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의 결실이 모든 계층과 집단

에게 고르게 배분되기보다 특정한 집단과 신분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전통적으로 소득 격차 등 불평등이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영향을 

남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비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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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변화가 지난 수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다양한 신분과 계층 그리고 집단 간의 사회갈등이 증폭될 개연성

이 높다는 점을 말해 준다. 둘째, 경제성장과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에도 성별격차(gender disparity)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크게 2~3가지의 문제를 통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하나는 미성년 여아의 강제된 혼인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신분제에 따른 차별과 배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사회 전반

에 걸쳐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국가와 지역마다 신분제를 구

성하는 각 신분의 위상과 권한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신분제는 주

로 힌두교권에서 적용되는 문제이다. 이 신분제적 질서하에서는 특정 집

단이 달리트(Dalit, दल ि◌त , 불가촉천민)4)로 규정되어 심각한 수준의 차

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 달리트는 남아시아, 특히 힌두교의 카

스트 제도하에서 모든 계급보다 밑에 위치한 집단을 지칭하며, 청소나 가

죽 무두질, 머슴 등의 일거리를 담당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신

분제는 힌두교도가 아닌 다른 종교집단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도처럼 헌법에서는 신분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

며, 공무원 채용 등에는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사회 전반에서는 이

러한 차별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쁜 기운이 전염된다는 이유에서 신체접촉을 포

4) 불가촉천민을 부르는 이름인 ‘달리트(Dalit)’는 ‘억압받는 자’, ‘파괴된 자’, ‘억눌린 자’ 등

을 뜻한다. 이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1970년대 전투적 불가촉천민 운동조직인 달리

트표범당(Dalit Panthers)이 창당되면서부터이다. 이후 마하트마 간디 등이 달리트를 ‘하

리잔(Harijan)’으로 부르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불가촉천민 본인들과 전문가

들은 달리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도 전체 인구의 약 16%가 이 달리트 계급에 

속하며, 공식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으나 인도 전역에서 차별은 만연한 

편이다(위키백과. (2019). 달리트. https://ko.wikipedia.org/wiki/%EB%8B%AC%EB% 

A6%AC%ED%8A%B8, 2019. 8. 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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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많은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형태로 나타

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남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사회 여건에 대한 진단에 이어, 다

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1) 비서구권 국가들, 특히 남아시아 국

가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비교분석 틀의 구성, 2) 남아시아 사회보장제

도의 특성 비교, 3) 최근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남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분석 틀

서구 복지국가들을 복지레짐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회보장제도의 국가 간 특징을 비교하는 연구는 이미 상당 수준 축적되

어 있다. 하지만 정작 아시아 각국을 어떠한 복지국가 유형인지 구분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동아시아 주요국을 발전주의 복지레짐에 속하는 것

으로 명명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 또한 하나의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

는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회

지출이 낮고 사회보장제도가 미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으로 다

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존재 유무와 재원 조달 

방법 그리고 보장 수준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구분한다는 것

은 비서구권 국가들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한 

제도 자체가 없거나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비서구권 국가

를 복지국가의 지도 위에 위치 지을 수 있는 일반이론이 필요하다. 그리

고 현실에 존재하는 비서구권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를 유형화하고 해석

할 수 있는 비교분석 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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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의 비교분석 틀

남아시아 주요국가들을 하나의 복지레짐에 속한 국가들로 규정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작업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일차적

으로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과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에스핑 안데르

센(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welfare regimes)이론을 통해 설명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레짐 이론은 1) 북유럽국

가들을 사민주의형 복지레짐으로, 2) 프랑스, 독일 등을 보수주의 복지레

짐으로, 3) 영미권 국가들을 자유주의 복지레짐으로 구분하고 있다. 남아

시아 국가들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이다. 1) 이 복지레짐 이론 자체가 서구 복지국가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사회보장제도가 구비되지 않은 비서구

권 국가들은 분석 대상이 되기 힘들다. 비서구권 국가들이 한결같이 경험

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낮은 가입률, 높은 비공식부문 노동, 가사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화,  낮은 사회지출 수준 등을 감안하면, 에스핑 안데르센

의 복지레짐에는 비서구권 국가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2) 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레짐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량적 데

이터와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제사

회 실태에 대한 데이터 외에도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

나 관련 제도 자체가 도입되지 않은 것이 많아 분석에 반영할 수 없다. 결

과적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다. 이 점에서 

비서구권 국가들을 포함한 복지레짐 유형화 이론이 되려면, 전면적인 수

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그 작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단기간에 실현될 가능성 또한 낮다고 판단된다.

보다 현실적으로 복지레짐에 대한 논의를 우회하여, 비서구권의 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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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나 후발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체계를 비교한 분석틀을 구성하는 방

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방법과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은 비서구권 저발전국이나 후발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하

기 위한 분석틀을 구축하는 시도를 해 왔고, 이 시도에서 주목할 만한 개

념이 ‘Social Protection Floors(SPF)’이다. 이 개념은 생애주기별로 시

민들 모두가 필요로 하는 소득과 필수재(예를 들면, 생계와 의료, 교육과 

보육 등)를 1) 어느 집단을 대상으로, 2) 어떠한 재원 조달 방식을 통해, 

3)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다. 그

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국제기구들이 저발전국가나 후발 복지국

가에 했던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빈곤층 등 취약집단은 

자산조사를 통한 재정지원(조세기반 또는 비기여형 사회부조)을, 2) 비공

식부문 노동자는 부분적 기여체계(partially contributory scheme)를, 

3) 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여방식에 따른 사회보험제도(mandatory

social insurance)를 적용함으로써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

를 구축하는  방안이다(노대명 et al., 2016, pp. 24-25).

이 정책 제안의 핵심은 그 보장 수준을 차치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집단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

인가 하는 점이다. 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를 사회보험

제도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들

을 사회보험제도로 편입시키기 위한 시장 여건, 가입과 급여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적 인프라 외에도 정치적 합의라는 중요한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회보험 가입을 촉

진하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이다. 실제 이 그림에서 말하는 부분기여란 사

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의 전형적인 사례가 현재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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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두루누리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성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비판

을 감안하면, 비서구권 국가들이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근간으로 하는 사

회보장체계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인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주로 후발 복지국가로 구성된 비서구권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는 바로 ‘배제된 중간층(the missing middle)’에 

대한 보장 문제이다.

〔그림 3-1〕 ILO와 UNDG의 사회보장체계 구성도

자료: ILO & UNDG. (2014). Social Protection Issues Brief; 노대명 외(2016), p. 25에서 재인용.

비서구권 후발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공식부문 노동자 대상 사회

보험제도와 빈곤층 대상 사회부조제도로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많은 국

제기구는 이들 국가에 사회보험제도 도입 및 확대 방안을 권고하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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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많은 국가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제기기구들이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권고한 배경에는 산업화로 임금노

동자가 증가하면 비공식부문 노동자 비중이 감소할 것이고,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더욱 빠르게 사회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21세기 기술혁신과 글로벌화

는 공식부문 노동자 비중을 증가시키는 속도보다 새로운 형태의 유연화

된 노동을 증가시키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

보험 중심 사회보장체계의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

한다. 그에 따라 이들 저발전국이나 신흥산업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

장체계는 그 구성상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것은 이러한 변화가 개념

상의 변화이기보다 주어진 경제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현실에서의 변화라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수정 보완된 비교분석 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개념은 서구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생애주기별로 모든 시민들이 직면하게 되

는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노동과 연계

시키는 방식을 전제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

면, 노동자와 그의 가족을 핵심적인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일정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위험을 

pooling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제도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협의의 사회보장 개념이다. 하지만 협의의 사회보

장 개념은 다수의 노동자가 농업이나 서비스업종에서 일하고 있고, 공식

부문이 아닌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저발전국가에서는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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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힘든 개념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임금을 토대로 사회보험제도

를 확대함으로써 전 국민을 보호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재정에 기초한 사회부조제도(social assistance)의 역할이 중요한 

기능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사회보장 개념을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의 양 축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다양한 형태의 사

회수당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보장 개념은 전 국민을 대

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의 외연 확대가 필요한 것이

다. 이것이 광의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개념이다.5)

〔그림 3-2〕 광의의 사회보장체계 구성도

주: 저자 작성.

5) 1980년대까지 협의의 사회보장 개념은 ILO 등 국제기구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사회보험 

도입은 비서구권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도입단계에 기계적으로 권고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보험 가입 확대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확산되면서, 

사회보장 개념의 외연을 확대하고 정책 제안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Köhler, G., Cali, 

M. & Stirbu, M. (2009), Social Protection in South Asia: A Review, UNICEF,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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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방식으로 기존 비교분석 틀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제도

를 비교했던 것은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아시아 사회보

장정책 비교연구’에서이다. 지금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이나 유럽연합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연구가 채택했던 사회보장제

도에 대한 비교분석 틀과 다른 분석틀이 필요했다. 따라서 아시아 사회보

장제도 비교연구 차원에서 비서구권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하기 위

한 별도의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아래 두 개의 표는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가 제시한 비교분석표이다. 

먼저 여기서 제시한 비교분석 틀은 기능과 집단을 아우르도록 설계하

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하면, 보다 총체적

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려에 따른 것이었다. 그

리고 해당 셀에 포함된 제도의 재원과 수급자 규모 등을 파악하면, 보다 

실효성 있는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였다. 하지만 각

국 연구진과의 논의과정에서 후발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는 적합하

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해당되는 셀에 입력할 정보가 많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에 따라 수정된 것이 최종 단계 분석틀이었다.6) 이 

표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핵심 기능별로 분류하여 제시

하고, 해당되는 제도가 있으면 내용을 기술하게 하는 형태이다. 참고로 

사회보장의 핵심 기능은 OECD 등 서구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사회지출  

데이터(SOCX)에서 사용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대신 기술된 

제도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적인 위상과 재원 조달 방안, 보장하는 급

여의 형태, 끝으로 각 프로그램이 보호하는 인구의 규모를 제시하도록 하

였다. 

6) 참고로 최종 단계 분석틀의 각 셀에 입력된 내용은 외국 전문가들의 작성과 관련해서 이

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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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발전국 대상 대안적 비교분석 틀의 모색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2018년까지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에 적용해 왔던, 비교분석 틀은 일정 정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공식부문 노동인구가 다수를 점하고, 사회보장제도

도 어느 정도의 형식적 체계를 갖춘 국가들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거나, 전체 인구에서 사회보장

제도 가입률과 수급률이 매우 낮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존 분석틀을 적

용하면 연구자가 기대했던 연구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 인구 대다수가 사

회보장제도라는 분석틀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아시아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비공식부문 노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이것은 조세제도를 운영하거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더욱이 사회보험제도가 공식부문의 

노동인구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회부조제도와 같은 비기여형 복지제

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다수 인구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

지 못하고 있다면, 사회보장제도 외에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제사회적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과 물, 보건과 교육, 종교와 신분, 차별을 막는 우호적 제재조

치(AA), 관료제도와 부패 등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주는 몇 가지 대안적인 비교분석 

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중 한 가지 흥미로운 시도는 사회보장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취약계층이나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이나 사회권협약 가입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남아

시아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많은 논문을 작성했던 Gabriele Köhler는 

2014년 발표한 논문, ‘아시아 복지국가모델은 존재하는가’에서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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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 틀을 제시하기도 했다(아래 표의 내용을 참조). 이 분석틀은 제

도의 내용에 국한하기보다 실제 후발 복지국가, 특히 저발전국의 사회보

장제도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들을 아우

르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표 3-3> 남아시아 사회보장체계 유형화

자료: Köhler, G. (2014). Is There an Asian Welfare State Model?: East and South Asian 

Trajectories and Approaches to the Welfare State, Friedrich Ebert Stiftung, march 

2014, p. 5.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정 보완된 사회보장제도 비교분석 틀을 넘어 

저발전국의 사회문제를 비교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분석틀에 주목하

고자 한다. 그것은 빈곤정책과 현물지원정책, 그리고 신분과 종교 등을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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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의 쟁점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남아시아 국가를 다른 지역의 국가 또는 서구 복지국가와 차

별짓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일차적으로 이 지역이 세계 3대 종

교가 각축하는 역사적 경험을 가진 지정학적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힌두문명과 이슬람문명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서구적 해석

에 대한 비판세력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글로벌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 기존의 이론을 부정하는 다양한 결과가 확인될 수 있었다.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리고 남아시아 국가 중 상당

수가 공유하는 신분제적 질서와 그것이 야기하는 차별, 그리고 젠더적 관

점에서의 불평등 문제 등은 이 지역의 국가를 다른 지역의 국가와 구분짓

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가. 자본주의 세계질서와 복지국가의 저발전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서구 사회보장제도와 차별짓는 가

장 큰 요인은 일견 종교와 신분제 등일 수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들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성장하지 못한 원인을 자본주의 세계질서 

속에서 각국이 처한 위치에서 찾는 해석도 존재한다. 

많은 비서구권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서구 복지국가와는 상이한 정치-

경제-문화적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종교와 가치질서는 식민지배

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변형을 거치며 작동하여 왔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불리는 많은 제도와 규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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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항세력이기도 했다. 서구자본주의를 전제로 노동시장과 소득분배에 

대한 규범을 비판하기도 하고,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

해서도 그것이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

기도 한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이나 터키 등 이슬람 국가들이 복지국가

나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당연한 것

으로 전제했던 글로벌 자본주의와 금융 시스템, 그리고 노동시장과 사회

보장제도가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이 점에서 서구 사회

보장제도에 대한 비서구권의 비판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정하기보다 

왜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남아시아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

른 곳에서 찾기도 한다. 그것은 남아시아에서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 때문이다. 즉, 종교나 신분제 등으로 인해 자본주의체제가 성장하기 

힘들기도 했지만,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국제질서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

이다. 참고로 남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제도 구축 

경험을 모델로 삼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국가들이 결과적으로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도 이러한 인식을 공고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즉, 파키스탄은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에 고무되어 이와 유

사한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고, 최근에는 한국 사회보장제도

의 확장이라는 성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파키스

탄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 차이는 한국이 안정적으로 경

제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던 국제정치질서, 글로벌 자본주의에 편입하여 

경쟁할 수 있었던 가치질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7) 물론 이러한 해

석은 비단 이슬람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 힌두교가 강력한 

7)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Akram, E & Hassan, N. (2017), 

Welfare State and Islam: Can Parkistan be a welfare state? p.7 & p.14의 note 

13 참조.



72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지배력을 가진 인도나 불교에 기반한 스리랑카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각축하며 지배해 왔고, 지배

하고 있는 남아시아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나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 비서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나. 불평등의 심화와 사회갈등의 증가

경제성장이 빈곤문제나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시계열 데

이터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남아시아 주요국에서 경제성장은 분명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불평등

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는 

남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

이다. 경제성장의 결실이 국가 내에서 소수집단에 집중됨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고, 이것이 신분 간 그리고 집단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뒤에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

과 신분에 따른 불평등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인과관계를 한 

방향으로만 특정하기는 힘들다.

아래 그림은 남아시아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GDP

의 추이와 MLD(mean log deviation) 불평등지수의 추이를 비교한 것

이다. 그 추이를 보면, 이들 국가에서 1인당 GDP가 높아질수록 전체적으

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1인당 

GDP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아시아 국가에서도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불평등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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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남아시아 국가에서 1인당 GDP와 불평등의 관계

자료: Rama et al. (2014). Addressing Inequality in South Asia, pp. 11-12.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남아시아는 세계에서 갈등연루인구(conflict-af-

fected population)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래 그

림은 남아시아 각국의 갈등발생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 네팔과 방글라데시 등에서의 분쟁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는 고용기회, 토지 및 자산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 

제도적 권력에 대한 접근성 등에 대한 자원배분을 둘러싸고 카스트 간, 

인종 간, 종교집단 간 충돌이 야기되고, 그것이 시민들의 폭동으로 이어

져 왔다. 참고로 인도에서는 공산당의 낙살라이트반군(Naxalite in-

surgents)이 28개 주 중 17개 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Naxal Terror Watch, Feb. 22 2008). 그리고 낙살라이트가 가장 활

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일수록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ama 

et al., 2014,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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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남아시아 주요국의 갈등 발생 비율

자료: Ghani, E. & Iyer, L. (2010). Conflict and development. p.3

다. 비공식부문과 사회보장체계 안정화의 지체

비서구권 후발 복지국가가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확대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높은 비중과 사회보험 제도

를 통한 가입 및 보장의 낮은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남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적으로도 비공식부문 노동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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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이 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

는 문제가 바로 광범위한 비공식부문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

는 문제이다.8)

그리고 남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의 근대화이론(modernisation theo-

ry)에 따라 산업화를 하는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가 있었다. 그것은 산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이 기존의 비공식부문의 

노동을 흡수하여 공식부문을 확장시키고, 종국에는 비공식부문이 사라지

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였다. 실제로 산업화는 이들 국가의 비공식부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대다수 저발전국가는 근대화를 통해 비공식부

문의 종식, 즉 공식부문을 통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서구식 재편에 이르지 

못했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부문 종사자 비중이 10~2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농어업분야의 종사자 인

구는 감소하였지만, 그것은 서비스업 종사자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는 가

난한 사람들이 근대화과정에서 자신의 생계수단을 상실하였고, 많은 노

동은 근대화과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식노동으로 전락하였

다는 점을 말해준다. 저발전국가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비공식부문 노동

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부문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아시아 각국의 비공식부문 노동자들 중 60~80%가 비농업부문에서 일

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또한 서구 산업국가의 공식사회보장체

계를 저발전국가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최근 남아시아 국가에서 비공식부문 노동과 관련해서 발생하고 

8) 전 세계 비공식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남아시아와 사하라 아프리카지

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 비공식부문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

아시아는 약 65% 이상이며, 일부국가(부탄)는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선진국에서 비공식부문 노동인구는 약 25~40% 수준으로 추정된다. (Chen, M. & Doane, 

D. (2008), Informality in South Asia: A Review, Wiego Working Paper No 4, 

September 2008, pp.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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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현상이기도 하다.9)

〔그림 3-5〕 남아시아 비공식부문 노동자 중 비농부문 비중

자료 : Ministe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2018). The persistence of informal 

employment in the South Asian economies, p. 1.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다수 남아시아 국가들은 영국 식민지배의 유산으로 소수집단

을 위한 공식 사회보장체계(formal social security system)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이후 노동운동의 압력과 ILO 등 국제기구의 정책 제안을 통

해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공공부문과 민간 대기업에 종사하는 

9) 이 부문의 주장은 정확하게 옮겨 적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비공식부문이 발전과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반대로 글로벌화

의 맥락 속에서 유연한 노동시장을 지향하는 것은 비공식부문 노동을 증가시키고, 공식부

문경제 내부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비공식성을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남아시아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논쟁은 남아시아 경제의 특성에 기인한 제약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더불어 

보다 산업화된 국가의 공식사회보장체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구

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 문건을 참조. (Chandhoke, N. & Agrawal, S. K. 

(eds). (2016), Social Protection Policies in South Asia, 1st Edition, Routledge 

India,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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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 해당된다는 점에서 전체 노동자의 소수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노령이나 장애가 있거나 하는 취약집단들에게는 사회

부조의 형태로 복지혜택을 제공하였다. 이 사회보장 시스템하에서는 대

다수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가 비공식부문에 남아있었고, 이른바 근

로빈곤층(working poor)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사회보장(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소수의 공식부문 노동자와 사회부조의 지원을 받는 역시 소

수의 빈곤층 사이에 놓여 있는 전형적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the miss-

ing middle)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 신분제와 종교: 사회보장제도 저발전의 원인?

남아시아 국가의 사회 시스템과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사항 중 하나는 신분제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 남아시아 각

국은 여전히 현존하는 세 개의 거대 종교가 각축하는 공간이며, 그것이 

종교적 신념과 신분질서 그리고 계급적 차별이 존재하는 다양한 방식을 

설명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강력한 신정체계하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러

한 이데올로기와 지배질서하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가 중요

한 고려 사항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제는 카스트 제도를 의미하

며, 이는 힌두교와 관련이 있지만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종교하에서

도 유지되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통해 남아시아 각국으로 확산되어 왔

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

다. 실제로 인도에서 신분제도에 따른 차별은 가구 간 빈곤 발생이나 소

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달리 표현하면, 남아시

10) Borooah, V. K., Diwakar, D., Mishra, V. K., Naik, A. K. & Sabharwal, N. S.  (2014). 

Caste, inequality, and poverty in India: a re-assessment, Development Studies 

Research. An Open Access Journal, 1:1, pp. 27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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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각국에 깊이 뿌리내린 카스트(caste), 성(gender), 언어(language), 

종교(religion) 및 인종(ethnicity)의 위계적 관계는 차이(difference)와 

열등(inferiority)을 단순한 이데올로기를 넘어 생활세계의 질서로 고착

시킨 측면이 있다. 

실제로 남아시아 주요국에서 달리트(dalit)로 불리는 불가촉천민집단

과 소수의 종교적 집단들은 만성적 빈곤층에서 과잉대표되는 경향이 있

다. 그것은 신분제와 종교 그리고 빈곤 문제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실험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물론 

최근 들어 남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신분제적 차별과 배제에 저항하는 시

민들의 운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장기간에 걸쳐, 

이 질서가 시민들을 지배해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리고 불가촉

천민이나 소수종교집단은 지리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거나, 산간지역에 거

주하거나, 인도-파키스탄 국경지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언어와 인종에 있

어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행정적 관리가 힘들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분제적 질서와 종교적 이데올로기는 지역 

전체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Chandhoke & Agrawal, 2016, p. 6).

마. 사회보장체제 그리고 성차별 문제

남아시아 국가에서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의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성차별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자

주 인용되는 것은 여성사망률이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남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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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남성 부양자에게 의존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은 남성 부양자가 사망하는 경우, 매우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성차별이 특정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아시아 국가 전반에 확산된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나이

가 들고, 과부이거나, 장애가 있는 여성을 다른 인구집단보다 취약한 집

단으로 자리매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Chandhoke & Agrawal, 

2016,  p. 7). 

제3절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남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신분과 부족 그리고 계층에 따른 불

평등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취약성(vulnerability)과 차별(discriminations)을 해결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취약성과 차별을 해결하는 정책들이 

하나의 정책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서구 사회보장제도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비교하기 힘든 

이유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군이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취약성은 아동기와 노령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생애주기에 따라 핵심적인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2) 경제적 취약성

은 실업과 만성적 빈곤 그리고 박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은 신

분제 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11)

11) 최근 들어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각국에서 사회경제적 성취에 따라 신분적 질서가 약

화되는 경향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공직 진출이나 사업 

성취 등에 따라 계층상승이 이루어지면, 신분제적 제약이 약화되는 문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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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비교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프로

그램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 표는 OECD가 2017년 발

표한 ‘A Decade of Social Protection Development in Selected 

Asian Countires’에서 인용한 것으로,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

탄, 스리랑카 다섯 나라의 사회보장체계와 관련해서 해당 국가의 사회보

장 프로그램 중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주요 정책 영역별로 어

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설정하고 있는 정책 영역은 

OECD의 통상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기능적 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SOCX 자료가 가정하는 주요 기능에서 주거와 빈곤 등 일부영역을 제외

한 대다수 기능을 채택하고 있다. 상병, 출산, 노령, 산재, 장애, 유족, 가

족수당, 실업이 그것이다.

먼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을 보유하고 있는 정책 영역 수를 살펴보면, 인도가 7개, 파키스탄이 6개, 

스리랑카 5개, 네팔 4개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법정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토대로 

인도는 준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파키스탄은 다소 제한

적 커버리지를 가진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스리랑카와 네팔은 

매우 제한적 커버리지를 가진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영역은 가족수당 및 실업급여 그

리고 상병수당과 출산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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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남아시아 주요국의 법정 사회보장 프로그램

구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하나 이상 프로그램 
보유 정책 영역 수

4 7 4 6 5

법정 프로그램의
포괄 범위

매우 

제한적 

준

포괄적

매우 

제한적 제한적 

매우 

제한적

법정 프로그램 보유 
정책 영역 수

1~4 7 1~4 5~6 5~6

법정
프로
그램
유무

상병(현금) ● ● ▲ ● △

출산(현금) ● ● ▲ ● ▲

노령 ● ● ● ● ●

산재 ● ● ● ● ●

장애 Ⅹ ● ● ● ●

유족 Ⅹ ● ● ● ●

가족수당 Ⅹ Ⅹ Ⅹ Ⅹ ●

실업 ▲ ● ▲ ● ▲

●: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국가법률로 규정

▲: 노동법하 고용주 책임에 따라 제한된 정책(조항)

△: 현물급여만 존재하는 경우

Ⅹ: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자료: OECD. (2017). A Decade of Social Protection Development in Selected Asian 

Countries, p. 47.

앞서 언급했던 비교분석 틀 중  Köhler & Cali & Stirbu의 2009년 보

고서의 분석틀에 따른 비교 결과는 각 정책 영역과 대상 집단별로 보다 

구체적인 비교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사회보험이 공식부문 노동자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부조 프로그램이 얼마나 포괄적인지 보여 

주고 있다. 위의 표와 유사하게 아동과 출산 관련 급여가 취약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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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포괄 범위

위의 표가 보여 주는 것처럼 남아시아 주요국은 핵심적인 사회보장제

도는 대부분 도입하였지만, 실제 이 제도의 포괄 범위(coverage)와 보장 

수준(replacement rate 또는 benefit level)을 살펴본다면, 보다 실질

적인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형

태는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을 중심으로 양극화되

어 있는지, 다수의 인구가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많은 제

약이 있어, 국가별로 사회보장제도의 포괄 범위나 보장 수준을 확인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아래 표는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험제도 중 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입률은 근로연

령인구의 2.5%(네팔)~14%(스리랑카)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앙집중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공적연금 납

부율이 다른 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8> 남아시아 주요국의 연금 커버리지(납부율)

구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연금 납부자 비율(%)

15~64세 근로연령인구 중 
연금 납부자 비율(%)

기준 연도

Sri Lanka 12.5 14.0 2010

India 6.9 3.8 2012

Bangladesh 5.7 3.5 N/A

Nepal 2.8 2.5 2011

Pakistan 5.4 3.1 2009

자료: OECD. (2017). A Decade of Social Protection Development in Selected Asian 

Countries, p. 77의 원자료 파일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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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국가들의 연금제도에서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을 보면, 

파키스탄이 65.9%, 인도가 55.8%로 다른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수의 

공식부문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6〕 아시아 주요국 연금의 소득대체율

자료: OECD. (2017). A Decade of Social Protection Development in Selected Asian 

Countries, p. 51.

이어지는 그림은 2014~2015년 기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1인

당 GDP와 근로연령층의 연금보험료 납부율을 산포도로 나타낸 것으로, 

남아시아 국가들의 상대적 위치를 말해 준다. 이 그림에 따르면, 인도, 파

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들이 그림의 좌측 하단에 밀

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1인당 GDP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근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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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인구 중 상당수는 자신의 저축이나 사적부양체계에 의해 일정 생활수

준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노인빈곤 상태에 빠질 개연성이 높으며, 이는 

노인빈곤율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림 3-7〕 1인당 GDP와 연금 커버리지

자료: OECD. (2017). A Decade of Social Protection Development in Selected Asian 

Countries, p. 77.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커버리지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보

면, 아래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그리

고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의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커버리지는 해

당 국가의 높은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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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빈곤층 대상 사회부조제도의 커버리지 비교

자료: UN ESCAP. (2019).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인

출일 2019. 1. 24.).

  3. 사회지출의 규모와 분야별 배분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지출12)은 다양한 국제기구에 의해 추정된 

바 있다. 2004~2009년 기준으로 다양한 국제기구에 의해 추정된 사회

보장지출 비중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고, 보다 최근인 2010~2013년 

추정된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이 두 표는 직접적으로 비교하

12) 여기서 사회보장지출(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은 OECD가 작성하는 사회지출

(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과 다른 개념이며, 다양한 국제기구에 의해 산

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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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들다. 그 이유는 최근의 표는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장 

관련 지출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표 3-9>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 지출: 국제기구에 의한 세 가지 추정치

구분 World Bank ADB UNICEF ROSA

Afghanistan 0.7(2008~9) n.a. 2

Bangladesh 1.1(2006) 5.3(2008) 0.23

Bhutan n.a. 1.4(2008) 2

India 4.4(2004) 4.0(2008) 1

Maldives n.a. 1.5(2008) 2

Nepal n.a. 2.3(2008) 1

Pakistan 1.4(2004-5) 2(2002~3) n.a.

Sri Lanka 3(2004) 5.7(2008) 3

   주: 셀의 수치는 GDP의 %.

자료: World Bank. (2006). ADB 2008 and UNICEF ROSA fiscal budget database; Köhler et 

al. (2009), Social Protection in South Asia: A Review, p. 16에서 재인용.

<표 3-10>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 지출

구분
사회보장 지출(건강 제외)

(GDP의 %)
조세수입

(GDP의 %, 2016)

Bangladesh 1.58(2011) 9.0

India 1.42(2012) 16.7

Nepal 0.66(2013) 15.3

Pakistan 1.30(2010) 10.5

Sri Lanka 1.69(2012) 11.6

자료: Chemmencheri. (2016). Social Protection as a Human Right in South Asia, p. 14에서 

인용.

남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낮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

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회보장 분야의 지출이 분야별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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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소 시점이 지난 

자료이기는 하지만, 유니세프가 2009년 발표한 데이터를 토대로 그 실태

를 가늠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인도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교육부문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다음이 사회보장(사회보험) 분야의 지출

이고, 이어서 건강보장과 주거 등의 분야 순으로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그림에서 인도는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보장 분야 지출이 45%로 

약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뒤에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도의 사회보장지출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비중이 낮다

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9〕 남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지출의 기능별 구성

자료: UNICEF ROSA south asia fiscal budget database; Köhler et al. (2009). Social 

Protection in South Asia: A Review, p. 17에서 재인용.

아래 그림은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 지출을 OECD 평균과 비교

한 결과이다. 위의 그림이 분야별 지출 비중을 통해 각국 재분배 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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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보여 주는 것이라면, 이 그림은 총량적으로 각국의 재분배 의지와 

역량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인도는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사회보장 분야에 적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부탄이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0〕 남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지출과 OECD 평균지출의 비교

자료: UNICEF ROSA south asia fiscal budget database; Köhler et al. (2009). Social 

Protection in South Asia: A Review, p. 17에서 재인용.

  4. 사회지출에 따른 정책 성과 비교

위와 같은 사회보장지출 또는 사회지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빈곤율

이나 건강수명 등의 정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그림은 

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은 낮고, 빈곤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는 아시아 평

균값을 기준으로 남아시아 국가들이 빈곤율 감소 등의 정책 성과가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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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물

론 빈곤율 감소는 사회(보장)지출의 고저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 

및 1차 소득분배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지출 중 상당 비중이 빈곤층에게 집중되어 빈곤율 감소

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사회지출로 빈곤 감소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 또한 가능해 보인다.

〔그림 3-11〕 아시아 주요국의 공공사회지출과 빈곤율 비교

자료: OECD. (2017). A Decade of Social Protection Development in Selected Asian 

Countries,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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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GDP 대비 공공의료지출 수준과 건강수명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공공의료지출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수명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공의료지출 수준의 문제만으

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건강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수

도나 주거 등 공공사회 인프라의 확충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림 3-12〕 아시아 주요국의 공공의료지출과 건강수명 비교

자료: OECD. (2017). A Decade of Social Protection Development in Selected Asian 

Countries,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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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남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 관련 국제협약 가입실태

남아시아 국가들은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각종 사회권 및 사회보장 관

련 국제협약에 일찍부터 가입해 있었다. 아래 표는 이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권리협약 등에 비준하고 있는가를 말해 준다. 이민노동자에 대한 권

리보호협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력에 비준 또는 서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1) 사회권 협약(공식 명칭으로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 여성차별 금지에 대한 협

약, 3) 아동권리 협약, 4) 장애인 권리협약 등에 대부분 가입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사회보장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

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아시아 국가들은 보편

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다수 국가

들은 매우 표적화된(targeted)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네팔의 

‘보편적 노령연금’(Universal Old Age Pension)과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전국농촌고용보장법’(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을 제외하면, 매우 선별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다수

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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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맺으며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제도의 구성체계 및 보장 범위 그

리고 지출 수준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저발전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공식부문의 노동인구가 전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신분제도와 종교 등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

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관대한 

보장과 비공식부문 노동자 배제라는 양극화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또

한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 남아시아 국가가 현재와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계

속 유지할 것인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오히려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발

생하는 불평등과 격차가 사회갈등을 야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

는지에 따라 상반된 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교육

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문맹률 감소,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여론 형성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노동시

장에 대한 개입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장 압력이 강해져 경제사회적 불평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갈등 상황으로 근대화이론이 가정했던 선순환이 발생하지 

못할 위험성도 부정하기 힘들다. 그것은 남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자본

주의체제하에서 처해 있는 취약한 지위, 지역 내부의 국경을 둘러싼 갈

등, 사회 내부의 종교적, 인종적 갈등 등은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동력을 집중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다. 그것은 상이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노동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사회보

장제도를 확대하기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개인 신분과 계층 또는 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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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반영하게 될 위험성을 말해준다.

21세기 남아시아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한 도전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제도적 상상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어진 조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왜 사회보장제도가 발전

하지 못했는가를 설명함에 있어, 과거에는 남북(North – South) 간 불균

등한 경제발전 상태가 미친 영향이 중요했다면, 21세기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정도에 따라 더욱 복잡한 불균등 상

태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전통적 남-북 관계에 글로벌 남-글로

벌 북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조건하에서 국내 정치가 어떻게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

를 하나의 정치적, 또는 정책적 선택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제 2 부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인도 사회문제의 구조와 특징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인도 사회문제의 부상과 그 특징

제3절  인도의 경제사회문제 진단

제4절  지역의 경제·사회·행정제도의 다양성: 비하르주와 

께랄라주를 중심으로

제5절  맺으며

4제 장





제1절 들어가며

사회 구조는 사회 내 조직과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적 관계의 약속이다. 

이는 특정 목표의 달성을 위한 토대와 지침을 규정한다. 사회문제는 사회

의 가치와 구조가 상호 충돌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문제는 

일부 사회 구성원들이 구성원들에 대한 해악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해결

해야 할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정의는 특정 인구 집단이 수

용하지 않는 상황을 지칭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방식

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순조로운 거버넌스 기능에 장애

를 초래한다. 

초기에 이러한 사회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도외시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문제는 증폭되고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교란시킨다. 이러한 상

황이 사회문제로 파악되는 것이다. Raab & Selznick(1964)는 “사회문

제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의 능력이 쇠퇴하고, 제도가 흔들

리며, 법이 무시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가치 전달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을 때 존재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는 이상

적인 상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역사적 맥락에

서 발생한다. 

인도 사회문제의 구조와 특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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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도 사회문제의 부상과 그 특징 

  1. 인도 사회문제의 기원과 최근 부상

인도의 사회문제는 베다 시대(Vedic Era) 시작부터 발생했다. 베다 시

대는 사회 구조의 계층 및 바르나 제도(Varna system)가 출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Romila Thapar(2002)는 자신의 저서  ‘Early India: 

From the Origins to AD 1300’에서 베다 시대의 문헌에서 바르나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인디카(Indica.) 

기행문을 저술한 그리스 학자 메가스테네스(Megasthenes)를 인용했다. 

인디카에서 메가스테네스는 당시 존재하던 7개의 계급에 대해 언급했다. 

바르나 제도의 제도적 토대가 구축된 후 사회 구조의 변화가 발생했다. 

그 결과 아리안족과 다사(Dasa)족 간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했다. 따라서 

바르나 제도에 기초한 경직성이 생겨났고 이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인도는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현대 사회

의 문제는 다양한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를테면 빈곤과 실업은 경제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불가촉성, 종파 갈등, 인종 차별 및 

집단주의는 사회문화적 문제이다. 

하지만 인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뿌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여전히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스트제도는 바르

나슈람(varnashram)이라는 공동체 개념에 근간을 두고 있다. 고대부터 

인도 사회는 다종교, 다문화, 다언어 등 모든 영역에서 다양성을 보여 왔

다. 인도 최초의 총리 자와할랄네루(Jawaharlal Nehru, 2008)는 자신

의 저서 ‘The Discovery of India’에서 인도를 다국적 국가로 올바르게 

묘사했다. 이러한 측면은 인도 사회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사회문제를 야

기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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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도 사회문제의 특징

인도의 사회문제는 그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다른 국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갖는다

고 말할 수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 상호 연결성

인도에서 하나의 사회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와 연결된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 때문에 인도의 사회 제도는 매우 복잡해진다. 빈곤, 실업, 집단주

의, 인종 갈등 등의 문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나. 다차원적 요소

각각의 사회문제는 다차원적인 요소들의 결과물이다. 역사적 배경, 억

압, 식민주의, 전쟁, 빈곤 등의 요소가 사회문제 출현의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이 점에서 하나의 문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분열

사회문제는 사회적 긴장이 촉매제로 작용하며 사회 내 격차를 야기할 

때 발생한다. 항상 어려움과 고뇌, 고통을 야기한다. 동시에 사회문제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다. 그러므로 사회 분열적 속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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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대적 개념

사회문제는 맥락에 좌우된다. 이를테면 카스트의 문제는 인도의 사회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서구 사회의 문제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문제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마. 기능적 가치

사회문제는 기능적 가치를 지닌다. 사회문제의 한 해결책이 다른 사람

들에게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만들어 낸다. 교육 기관 및 정부직에서 지정

카스트 및 지정부족에 대한 할당제는 이외 계층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다.

  3. 인도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존재하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문

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사회

적 맥락에서는 인도 사회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해 온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존재한다.

가. 인도 사회의 다양성

인도 사회는 많은 수의 다양한 인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구 집단은 종교, 카스트, 언어, 민족성에 따라 나누어진다. 인구의 이질

성은 나아가 인도 사회에 수많은 문제를 양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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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스트

영어 단어 카스트는 오염되지 않은 종 또는 순종을 의미하는 포르투갈

어 ‘casta’를 어원으로 한다. 인도 사회의 맥락에서 카스트라는 용어는 상

기에서 논한 바와 같이 바르나 제도에서 기인했다. 바르나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피부색을 지칭한다. 고대 인도 사회의 4분 분류는 피부색을 바탕

으로 계층화되었다. Romila Thapar(2013)는 “사회 제도로서의 카스트

는 인종 분리와 피부색 차이에 대한 개념에서 유래한다”라고 말한다. 그

러나 바르나와 카스트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바르나는 

광범위한 분류라면, 카스트는 4개의 바르나 체계를 추가적으로 세분한 

것이다. 바르나 제도는 인도 전체를 일반적으로 분류한 한편, 카스트 제

도는 다양한 영역의 하위 범주를 국소적으로 분류한다. Romila 

Thapar(2013)에 따르면 “바르나로서의 카스트는 사회 조직 체계의 엄격

한 제도로 간주되며 초기부터 불변해 온 제도이다.”  

현대 인도 사회에서 카스트 제도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어 왔다. 카

스트에 따라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받고, 차별하는 일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다. 예를 들어 취업 및 교육부문에서는 카스트 제도의 추한 얼굴이 

여실히 드러난다.

2) 소수민족

인도는 수많은 카스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소수민족도 존재한

다. 이들 대부분은 특정 종교 또는 언어와 연관되어 있다. 문제는 소수민

족이 카스트, 종교 및 부족과 중복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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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

인도에서는 수백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인도 헌법은 인도에서 

22개의 지정 언어(Scheduled language)를 인정하고 있다(Census of 

India, 2011). 지정 언어와 별개로 1만 9000개 이상의 현지 언어가 모국

어로 사용되고 있다(PTI, 2018). 이처럼 엄청난 수의 언어로 인해 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는 정체성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4) 부족 집단

카스트 제도와 마찬가지로 부족 집단의 인구도 이질성을 지닌다. 이들

은 종교별로 다른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대부터 부족 집

단은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어 왔다. 게다가 주류 민족의 억압도 받아왔

다. 부족 문제는 양방향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부족 집단을 주류 사회에 

편입하는 노력은 인도 정부에 많은 어려움을 제기했고 부족 집단의 착취

는 여러 인도 주에서 오디샤(Odisha), 자르칸드(Jharkhand), 차티스가

르(Chhattisgarh) 등과 같은 부족의 반란 활동을 야기했다. 

5) 종교

종교는 인도 사회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고대로부터 다양한 종

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폭넓은 갈등이 존재해 왔다. 현대의 경우 집단주의

로 알려진 종교 간 갈등이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힌두-무슬림 갈등, 

힌두-시크 갈등, 기독교-힌두 갈등이 인도 사회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그러나 집단주의 개념은 인도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 ‘분리와 통치’ 

원칙 아래 영국이 이 개념을 인도에 도입했다. Bipan Chandra(201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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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정치, 중세 정치, 또는 1857년도 이전의 정치와는 철저히 다른 현

대 정치의 결과로 집단주의가 부상했다”고 말한다. 그는 집단주의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대인도 정책으로 인해 인도 사회가 변화한 결과라고 주장

했다. 인도 독립 이후,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종교를 이용

했다. 그 결과로 집단주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6) 기하급수적 인구 성장

기하급수적인 인구 성장도 인도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이다. World 

Population Review(2019)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총 13억 6962만 

4209명이다.  급격한 인구 성장도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정부가 인구 성장에 맞추어 국가 발전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인구가 증가하면 사회 모든 부문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친다. 전 부문의 실업률, 빈곤, 불평등, 문맹률을 높인다. 

기하급수적 인구 증가는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남을 의미한

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에 압박과 부담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

하급수적 인구 성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금융, 복지제도 및 사회부

문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그러나 노동 인구의 증가로 인구 성장의 혜택

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나. 문화적 요인

문화적 요인에는 인도 사회를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분파주의(Particularism), 가부장제, 보수주의, 편견 등의 요

소들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인도 사회문제 양산의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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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적 요인

영국의 식민지배 기간 동안 야기된 불의의 역사, 불공정한 토지 분배, 

빈곤, 불평등, 실업, 적절한 교육 및 기술 부족 문제는 인도에서 사회문제

를 발생시키는 또다른 주요 요인이다. 

라. 정치적 요인

정부는 사회문제의 관리 및 해결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한다. 역

사적으로 사티(sati)를 금지하고 과부의 재혼을 허용한 것은 정부의 개입 

덕분이었다. 독립 후 인도의 헌법은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 

SCs)와 지정부족(Scheduled Tribes, STs) 및 기타 하층민(Other 

Backward Classes, OBCs)에게 사회적, 정치적 안전성을 보장했다. 인

도 헌법 제14조는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고 인도공화

국의 모든 거주자에게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Ministry of Social Justice, 2018). 헌법 제16조는 공공부문 취업과 관

련한 동등한 기회 제공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 실행 및 개발 장

애물 제거에 실패하면 사회문제는 심화된다. 기타 하층민에 대한 할당제 

실행이 그러한 사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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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도의 경제사회문제 진단

인도는 약 200년 동안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다. 따라서 인도의 경제 구

조는 영국 제국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1764년부터 영국은 인도를 

본국 시장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처로 변모시켰다. 인도의 농업 및 공

업부문이 특히 식민지배하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경제성장 부진, 실업 

및 빈곤율 상승은 인도 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 세계 소득

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1700년 22.6%에서 1952년 3.8%로 축소

될 만큼 인도에 대한 착취와 수탈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Livemint, 

2019). 1700년 당시 인도는 세계 소득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율인 

23.3%와 비등한 수준의 소득 창출을 하고 있었고 유럽 내 개별 국가와 비

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 전임 총리 

만모한 싱(Manmohan Singh)은 영국 왕실의 왕관에서 가장 밝게 빛나

는 보석은 20세기 현재 1인당 국민소득 기준 세계 최빈 국가라는 타당한 

지적을 했다(Livemint, 2019).

독립 이후 인도는 모든 부문을 개선해 왔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총리가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 경제 강국으로 변

모하고 있다. 73차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모디 총리는 인도가 5조 달러 규

모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Nag, 2019). 세계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2017~2018년의 인도 경제성장률이 7%를 웃돌 것이라고 한다

(World Bank, 2019b). The Economic Times 또한 2019~2020년도 

인도 경제성장률을 7.5%로 전망한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보도했다(PTI, 

2019). 하지만, The Economic Times가 보도한 또다른 보고서는 

2019년도 6월의 인도 경제성장률은 5%로 지난 6년 기준 최저치를 전망

했다(ET Bureau, 2019). 독립 이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심한 변동률을 

보였다. 모든 데이터가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인도를 경제 강국으로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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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고 중국, 한국, 일본, 아세안 국

가보다 뒤처져 있다. 이 국가들은 1950년대 초 당시 인도와 거의 같은 수

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1. 경제성장: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독립 당시 인도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경제성장을 어떻게 

가속화하느냐였다. 그 당시 인도에는 2개의 경제성장 모델이 있었다. 하

나는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모델이었고, 다른 하나는 구소련의 사회주의 

모델이었다. 인도 지도자들은 경제 발전 모델을 선택해야 했다. 당시 인

도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는 사회주의 경제 발전 모델을 선호했지만 구

소련 방식의 사회주의는 결코 지지하지 않았다. 그는 “인도는 생산 수단

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가 중앙집중적으로 손에 쥐는 방식의 사회주의는 

결코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Basu, 2018). 자와할랄 네루 총리는 

기타 지도자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유재산과 공공부문이 공존하는 사

회주의 모델을 선택했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한 

모델이었다. 

독립한 인도는 1948년 당시 인도 지도자들의 시각을 반영한 제1차 인

도 산업 정책을 채택했다. 사실, 인도 헌법의 원칙들도 독립국가인 인도

의 비전을 구성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950년, 인도 계획위원회

(Planning Commission of India)가 수립되었고 인도 총리가 의장을 

맡았다. 그 시점부터 인도 경제성장의 길이 시작된 것이다. 5개년 경제 개

발 계획이 인도 경제성장의 중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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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5개년 계획(1951~1956)

제1차 5개년 계획의 우선 순위는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식량 안보

부문의 자립성을 확보하며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경제적 사회

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계획은 농업 및 관개부문에 대

한 시급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개의 주요 목표가 설

정되었는데, 첫째, 경제의 균형 실현, 둘째, 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 향상, 

셋째, 농업, 가내 공업, 소규모 및 대형 산업 육성이 바로 그것이다(Rao, 

1952).  

포용성과 평등에 대한 국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부문에서는 예

산 1억 루피 규모의 국가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 지정카스트 및 지정부

족 및 기타 하층민 지원 제도, 기술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이 실행되었다(Planning Commission, 2019). 마을 단위의 고용 확

대를 위해 가내 공업과 소규모 산업에 1억 5000만 루피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다. GDP 성장률 목표를 2.1%로 설정했다. 정부의 노력으로 인도

는 3.6%의 GDP 성장률을 달성했다. 인도는 또한 1인당 소득 성장률도 

11%를 기록했다(Pant, 2019).

나. 제2차 5개년 계획(1956~1961)

제2차 5개년 계획은 마할라노비스(Mahalanobis) 모델에 기초한다. 

공업부문의 발전이 계획의 주요 목표다. 공업의 발전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기본 과제이다. 예를 들

면, 서벵골 주의 다르가푸르, 차티스가르 주의 바힐리, 오디샤주의 로르

켈라 마을에 철강 공장이 설립되었다. 제2차 5개년 계획은 “인도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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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발전의 토대 수립, 소외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최대한의 기회 제공”을 

추구한다(Planning Commission, 2019). 이 계획으로 인도는 목표치 

4.5%에 조금 못 미치는 4.2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다. 제3차 5개년 계획(1961~66)

제3차 계획은 “생산 및 성장, 공정한 분배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제 

활동을 반드시 조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Planning Commission, 

2019). 당시 인도가 직면한 최대 과제 중 하나는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었

다. 2차 계획에서 농업부문의 지출이 거의 절반 줄어들어 14%까지 감소

했다(Livemint, 2019). 외환보유액은 곡물 수입으로 인해 고갈되었다. 

따라서 이번 경제 발전 계획의 목표는 인도 국민에게 양질의 삶을 살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Planning Commission, 2019). 이것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을 5.6%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1962년 중국과의 두 차례 전쟁과 1965년 파키스탄과의 전쟁

으로 겨우 2.4%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국민 소득 성장률도 감소했다. 그

러나 교육부문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녹색혁명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고 있던 시기였다. 

라. 제4차 5개년 계획(1969~1974)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여러 이유로 인해 정부는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휴지기를 가졌다. 그 기간 동안 대가뭄이 발생하여 인도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었다. 1972~73년도의 가뭄은 인도 농업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량 곡물을 수입했다. 국제시장에서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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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석유 제품의 가격이 치솟았다. 게다가 1971년 파키스탄과의 전쟁, 방

글라데시 독립도 인도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또 하나의 주요 사건은 

1969년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의 주도로 14개 은행이 국유화된 

것이다(Bose, 2019). 은행의 국유화로 농업인과 중점 산업부문의 하층민

을 대상으로 한 여신 및 대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마. 제5차 5개년 계획(1974~1979)

제4차 5개년 계획의 영향이 끝나지 않았다. 실업률과 빈곤, 물가상승

률이 최고조에 달했다. 인디라 간디 총리는 “국민들의 단합과 협동 정신

으로 이 문제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Livemint, 2019). 이 기간 동안 

빈곤을 퇴치하자는 의미의 ‘Garibi Hatao’가 인디라 간디 정부의 슬로건

이 되었다. 목표 성장률을 인도 전체 GDP의 5.5%로 설정했다. 기본 편

의 시설 확충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 목표 성장률 5.4%를 달성했고 평

균 1인당 성장률 2.92%를 달성했다.

바. 제6차 5개년 계획(1978~83)

제5차 5개년 계획은 정치 상황 때문에 1년 앞서 종료되었다. 인도 국민

당 정부가 집권했다. 빈곤, 실업률, 물가상승률, 불평등 문제가 이 정부의 

중점 해결 사항이었다. 계획위원회는 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그

동안 실패해 왔던 것과는 달리 하층민에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고 천명했다. 국민당은 소공업 및 경공업이 아닌 중공업에 집중한 계획위

원회의 이전 모델을 비난했다. 빈곤 퇴치, 빈부 격차 감소, 고용 제공, 폭

발적 인구 증가 제어, 자급자족 경제 실현이 이 계획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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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계획은 혼합된 결과를 가져 왔다. 국제 무역은 인도에 불리한 상

황이 되었고 농업 생산량은 원예 및 플랜테이션 작물을 중심으로 높은 성

장률을 기록했다. 1982년 농민에게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NABARD가 

농업 및 협력부문을 위한 특별 은행으로 설립되었다. 농업 및 협력부문 

외에도 농촌 개발이 NABARD의 중요 목표이다(Kaur, 2016). 

사. 제7차 5개년 계획(1985~90)

제7차 계획위원회의 목표는 경제 생산성 및 농업 생산량의 증대와 청

년 고용 창출이다. 이 계획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이용 업그레이

드가 강조되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전례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며 인도

의 경제 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인도 경제는 높은 재정 적자를 겪기 시작

했고 물가상승률도 끊임없이 상승했다. 이 계획 시행 후 첫 3년 동안 장마

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도 경제는 붕괴 직전에 처

하게 되었다.

아. 제8차 5개년 계획(1992~97)

이 계획 시행 1년 전인 1991년 인도 경제는 독립 후 역사상 최악의 위

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외환보유액은 거의 고갈되었고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보유고의 금을 팔아야 했다. 인도는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며 만모한 

싱(Manmohan Singh)의 지원과 나라심하 라오(P. V. Narasimha 

Rao)의 지휘하에 LPG라 불리는 자유화, 민영화, 세계화를 도입했다. 그

것은 라즈(Raj) 시스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수지 및 무역 적자를 줄이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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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창출하며 전반적인 사회 발전을 꾀하는 제8차 계획이 수립되었다. 

인도는 6.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농업부문은 이 기간 동안 3.9% 성장

했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 인도 경제는 1991년 경제 위기를 벗어나 제자

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자. 제8차 5개년 계획 이후의 인도 경제

나라심하-만모한(Narasimha-Manmohan) 모델하에 LPG가 도입되

면서 민간 투자의 문을 열었다. 공공부문에도 투자회수의 개념이 적용되

었다. 이때부터 인도 경제는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많은 개도국을 

한참 앞서 나갔다. 사실 2008~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지만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안전 지대에 있었다.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새

롭게 시행되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고용 창출 정책인 MGNREGA가 시행

되었고 Indira AWAS Yojana도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Atal 연금 제도, 

국가 Ayush 미션, 미션 Indradhanush, Pradhan Mantri Swasthya 

Suraksha Yojana 등도 이때 시행되었다. 

농업 생산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었다. 인도는 식량 보장에 있어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한 국가가 되었다. 2013년 국가식량안전보장법이 시행되

었다.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이 법에 따라 보장을 받았다. 여전히 많은 

인구가 빈곤선 아래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 식량 수요를 충족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법의 기본 모토는 포용이다. 

제11차 5개년 계획의 주제는 ‘포용적인 경제성장’이다.  

인도의 신용도는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및 피치(Moody’s, 

Standard & Poor’s, Fitch)와 같은 신용 평가 기관에 의해 상향 조정되

었다. 피치는 전 세계 다른 국가 대비 인도의 GDP가 양호한 상태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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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인도의 신용 등급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BBB’와 함께 피

치는 인도의 신용 등급을 그대로 유지시켰다(Lele, 2019). 그러나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5%를 상회하는 선에서 머물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경제 전

문가들은 2016년도에 시행된 ‘인도 통화 폐기(demonetization)’와 재

화용역세(GST) 도입을 이 같은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이 두 가지 제도 시행으로 비조직화부문(unorganized sector)과 영세 

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

2017년 이후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동차부문 및 과자 회사의 

고용 축소는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것이었다(Kapoor, 2019). 이것은 

2008년 이후 세 번째 경기 침체였다. 앞선 두 개의 경기 침체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과 2011년에 각각 발생했다. 그러나 이 최

근 위기는 국내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었다. 실업률이 가장 큰 문제인 듯 

보였다. 적절한 경제 조치가 도입되지 않으면 실업률로 경제 위기가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인도의 실업문제

여기서는 인도의 경제성장 추이와 관련해 실업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실업문제의 진단

실업은 한 개인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Census 

Bureau에 따르면 실업 인구는 조사 주간 동안 전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Charles, 1950). 인도의 경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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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구직 중이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실업 인구로 간주한다. 

실업은 인도의 구조적 문제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인구 증가, 경제성장 

둔화, 적절한 정책의 부재, 균등하지 않은 농지 분배가 실업과 같은 상황

을 야기했다.  

인도 내에서 농촌과 도시 지역은 다른 유형의 실업 문제를 겪고 있다. 

농촌의 경우 실업 문제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2011년 인구 조사에 따

르면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68.8%를 차지하고 전체 노동 인구의 

74.4%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Chand, 2017). 농촌 인구의 70% 이상

이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조직화부문(unorganized sector)에 종

사하고 있다. 계절 고용 및 위장 고용이 농촌 고용의 특징이다. 농촌 경제

는 거의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 해 내내 고용을 제공할 수 없

다. 농촌의 많은 인구가 6~7개월 동안 실업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를 계절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황마와 차 산업, 설탕 공장 및 기타 계절성 

농업부문에서도 이러한 계절적 실업을 확인할 수 있다. 위장 실업이 발생

하는 주요 원인은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이다. 위장 실업의 경우 모두가 

일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농업부문이 위장 실업의 가장 적절한 예이다.

도시의 실업은 농촌과 다르다. 도시의 실업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산업 분야의 실업이다. 이촌향도 현상 때문에 도시 인구는 

증가하였다. 2001~2011년 도시 인구는 31.8% 증가한 반면 농촌 인구는 

12.18% 늘었다(Chand, 2017). 산업 확장의 속도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산업 분야의 실업을 야기하였다. 둘째, 도시 실업

은 교육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부족하다면 오히려 전문 혹은 

기술 교육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다. 주기적인 실업 역시 도시 실업 현

상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무역 주기에 맞춰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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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의 실업률과 그 해석

예측에 따르면, 1951~1969년 4250만 개의 직업이 새로 생겨났는데

도 불구하고 3500만 명이 실업 상태였다. 지난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당시 총 가용 노동자 중 2.9%가 실업 상태였으며, 1929년에는 다시 

9.6%로 늘었다. 5개년 계획이 종료될 때마다 누적 실업자들 때문에 실업

률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제6차 5개년 계획 초반에 실업은 총 

노동자의 7% 이상인 2070만 명이었다. 제9차 5개년 계획 초반에 이는 

35% 이상 증가하였다. 1993~1994년에서 1999~2000년에는 각각 5.99%

에서 7% 이상으로 늘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2010년 이후 실업은 더 증가하였다. National Sample Survey 

Office(NSSO) 산하 Period Labour Force Survey(PLFS)에 따르면, 중

등교육을 받은 남성 구직자의 실업률은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문맹인의 

실업률을 훨씬 웃돌았다(Anand, 2019). 이는 2017~2018년 4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농촌(5.3%)보다 도시(7.8%)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

다(Anand, 2019). 

다. 실업의 여파

결과적으로 이는 인도에 극심한 빈곤을 초래했다. 그 외에도 실업은 인

도 범죄 증가의 근본 원인이다. 실업은 인적 자원의 낭비를 의미한다. 인

도는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인구 배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실업자가 늘면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실업은 경제

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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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빈곤문제

애덤 스미스(Adam Smith)에 따르면, 빈곤은 육체적 안락이나 건강의 

결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격리와 열등감이다(Geoffrey, 

1977). 빈곤의 정의를 확장함에 있어 애덤 스미스는 빈곤이  근절되지 않

는 한 사회는 행복이나 번영을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빈곤은 시간, 공

간, 맥락에 따른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다. 빈곤은 사회경제적으로 주요

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실 정치, 문화적 측면도 있다. 자와할랄 네루

는 빈곤을 자존심, 인격과 반대 개념으로 보았다. 1947년 인도인들을 대

상으로 한 헌법 의회 연설에서 그는 독립의 쟁취는 빈곤 퇴치, 불평등 해

소 등 더 많은 이정표를 찍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작은 발걸음에 지나

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 빈곤 파악

인도의 빈곤은 다차원적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소득과 소비 수준, 

또는 문맹률, 사회 정치적 권한 부여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지수 등 여러 지

수를 통해서나 파악할 수 있다. 인도의 빈곤의 독특한 특징은 농업 목적

의 주택, 토지 등 기본적인 편의 시설과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이다. 문맹

률과 기술 부족으로 기회가 제약되다 보니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또 한

편으로 빈곤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가난한 사람들은 

영양이 부족하기 쉽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

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직업과 주인정신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또 

다른 지수이다. 한편으로 가난한 농촌 사람들은 토지가 부족하다. 어떤 

사람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을 거느린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

이 아닌 다른 비조직화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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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시 빈곤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긴다. 도시 빈곤 현상은 또한 

이촌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농촌에서 일자리와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다.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인도의 도시에 사는 

여섯 중 한 가구는 빈민굴에서 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앞으로 몇 년 내에 

기하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19). 

과거 가난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 인도가 독립하기 

전, Dadabhai Naoroiji는 빈곤선의 정의를 개념화하려 하였다. 그는 

“감옥 비용”이라는 방안을 생각해 냈다(Naoroji, 1962). 그리고 인도가 

독립하면서 인도 계획위원회는 1962년 처음으로 인도의 빈곤선을 연구

하기 위해 경제학자와 사회 사상자들로 구성된 그룹을 설립하였다. 이 그

룹은 “5인 가구(성인 4명 기준 소비 단위)당 국가 최저선은 1960~1961

년 가격 혹은 1인당 20루피 기준 한 달에 100루피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고하였다(Planning Commission of India, 1993). 1979

년에는 빈곤선을 결정하기 위한 “최소 수요 추정을 위한 특별 전문 위원

회”가 구성되었다. 이 특별 전문 위원회는 농촌과 도시의 1인당 하루 평

균 칼로리 섭취가 각각 2435와 2,095일 때, 평균 빈곤선을 “1인당 지출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Planning Commission of India, 1993). 기

본적으로 칼로리 기반의 접근 방법이 빈곤선을 결정하기 위해 채택된 것

이다. 그러나 칼로리 기반의 접근 방법은 빈곤의 강도를 설명해 줄 수 없

으므로 빈곤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나. 독립 후 인도의 빈곤층 규모 추정

National Sample Survey Organization(NSSO)이 제공한 데이터는 

인도에서 빈민자의 공식적인 수치를 보여 준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1973~1974년 3억 1000만 명 이상이었던 수치가 2011~2012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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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7000만 명으로 하락하였다. 이 데이터는 1973~1974년과 2011~ 

2012년 각각 총인구의 55%와 22%가 빈곤선 이하였음을 보여 준다. 주 

기준으로 백분율에 다소 차이는 있었다. 1977~1978년 빈곤선 이하 기

준으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인 지역들은 비하르주(56%), 마디아프라데

시주(58%), 우타르프라데시주(49%), 서벵골주(52%), 오디샤주(65%), 타

밀나두주(52%)였다(Planning Commission of India, 1993). 1983~ 

1984년 이들 주들은 여전히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1983~1984년 

제공된 데이터를 보면 비하르주(49.5%), 우타르프라데시주(45.3 %), 서

벵골주(39.2%), 오디샤주(42.8%), 타밀나두주(39.6%)로 약간 감소한 것

을 볼 수 있다(Planning Commission of India, 1993). 1987~1988년

에는 비하르주 (40.8%), 우타르프라데시주(35.1%), 마디아프라데시주

(36.7%), 서벵골주(27.6%), 오디샤주(44.7%), 타밀나두주(32.8%)가 추

가 감소세를 보였다(Planning Commission of India, 1993). 

국가 차원의 빈곤율은 1977~1978, 1983~1984, 1987~1988년에 각

각 57.16%, 52.83 %, 46.27%였다(Planning Commission of India, 

1993).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빈곤선 이하의 빈곤율은 2012년 22%로 

떨어졌다(United Nations, 2019). 거의 1억 3300만 명이 빈곤선 이상

에 도달한 것이다.

다. 인도 빈곤의 근본 원인

인도의 빈곤은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 정치, 사회, 배제, 

부족한 구직 기회, 불균형한 토지 분배, 기하학적인 인구 성장 등 삶의 모

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지방 임대자나 중개자들의 역할과 같은 

역사적 이유가 모두 빈곤의 주요 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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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빈곤 완화를 위한 정부의 안

1947년 인도의 독립 이래 빈곤 퇴치를 위한 몇 가지 빈곤 완화 계획과 

사업이 출시되었다. 1950년 3월 15일 자와할랄 네루는 경제성장과 국민 

발전을 목적으로 계획위원회를 설립하였다. 1차 계획위원회의 목표는 국

민의 경제 및 사회 환경을 바꾸고 빈곤과 불평등을 퇴치하는 것이었다. 2

차 5개년 계획은 중공업에 집중되었지만 경제개발의 혜택은 애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3차원식 접근 방법이 채택되었다. 1차 접근 

방법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경

제성장의 혜택을 분배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낙수 효과가 주요 도구로 사

용되었다. 그러나 낙수 효과는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빈부 격

차는 악화되었다. 

2차 접근 방법은 작업 계획을 위한 식료품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정책

은 1970년대 이래 채택되었다. 정부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취

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전적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책임을 졌다. 한 가지 독특했던 것은 자영업자의 창출이었다. 

농촌 일자리 창출 사업, 총리의 Rozgar Yojana, Swarna Jayanti Shari 

Rozgar Yojana 등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2005년 

정부는 임금 고용제 보장법을 집행하였다. NREGA의 주요 목적은 권리 

기반 법을 제정하여 농촌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정부는 1년에 최소 100일간 일자리를 제

공할 것을 보장한다. 

3차 접근 방법하에서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시설을 제공

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 분야의 정부 지출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

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식 제공, 통합 아동 개발 계

획(ICDS, 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chemes), Ja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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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ksha Yojana 등 많은 사회보장 계획들이 출시되었다. Atal Pension 

Yojana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진행 중인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인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인도의 

빈곤율은 21.9%였다(Asian Development Bank, 2019). 빈곤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하위 계층인 지정카스트, 지정부족, 여성, 소수민족이

다. 최근 인도의 총리는 빈곤 완화 문제가 21세기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라고 인정하였다. 

  4. 사회적 배제와 차별

사회적 배제는 특정인을 주류 사회로부터 단절 혹은 격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에서 특정인의 참여는 심하게 제한된다. 사회적 차

별은 특정 지역사회나 집단이나 카스트를 대하는 특별한 행동양식이다. 

인도의 경우,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모두 하위 카스트 계급과 특정 소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다. 배제

와 차별은 인도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이다. 이를 소외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제, 사회, 정치적 이득으로부터 특정 공동체를 배제하는 것은 매

우 잔인하며 큰 문제이다. 이는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

에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한다. 

배제는 보장, 일자리, 소득, 건강, 교육, 문화적 자본, 민주적 참여, 공

공재, 인류, 존엄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자연권과 인권

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인도에서 이러한 배제와 차별은 하위 카스트

나 소수민족들과 관련이 있다. 하위 카스트는 인도의 독립 후에도 배제와 

차별의 희생자였다. 이러한 제도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고대 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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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평등한 제도는 아직도 살아있다. 고대 제도의 현대식 발현은 하위 

카스트 시민들의 삶과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한다(Thorat & Attewell, 

2007).

인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대 시대부터 배제와 차별을 직면해 왔던 것

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눌 수 있다. 그중 가장 취약한 계층이 주로 지정카

스트, 지정부족과 여성이다. 

가.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

인도에서는 애초 바르나(Varna) 제도가 서서히 카스트 제도로 변모하

면서 경직된 제도로서 사회에 뿌리 깊게 정착되었다. 이는 착취, 배제, 차

별의 사악한 관행을 합법화하고 집행까지 하는 보이지 않는 제도이다. 카

스트 제도 내에서는 불가촉성이 존재한다. 불가촉성은 카스트 제도의 극

단적인 형태이다. 불가촉성이란 불순한 것을 의미한다. 오염의 개념이 불

가촉성에 적용된 것이다. 심지어 불가촉천민들의 그림자조차도 상위 카

스트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오염에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개념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지정부족도 부정 카스트와 다를 바 없다. 그들은 adivasis(부족)이라고

도 불렸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숲속에서 살

았다. 실제로 이들은 바르나 제도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고대 시대부터 

현대까지 그들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 

인도의 독립 후에도 이는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카스트 기반의 

배제와 차별을 당했다. 이러한 사회적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였다. 그들은 일자리와 교육에서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았으며 인도의 헌법에 기타 조항들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1989년

에는 정부에 의해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만행 금지)법이 제정되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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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강화하기 위해 할당제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이러한 배제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  

나. 여성의 사례

여성의 차별과 배제는 자연적이기보다 사회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여성은 생물학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하다고 인식되어 있다. 인도의 역

사를 통틀어 여성의 환경은 SCs나 STs만도 못했다. 사회에서 그들의 사

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었다. 인도는 가부장적 사회였다. 여

성의 평등과 해방을 위한 운동은 20세기 Raja Rammohon Roy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Sati Pratha가 폐지되었다. 인도가 독립하면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여성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

다. 2006년에 들어서야 힌두 여성들은 소유권을 얻었다. 

인도 사회에서는 특히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오늘날 이들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린칭 사례도 

증가하였다. 헌법의 틀을 마련하면서 현대 인도의 설립자들은 취약한 집

단, 공동체, 소수민족 등을 대상으로 한 배제와 차별 문제를 논의했었다. 

설립자들은 사회가 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주류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헌

법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마저도 여전

히 이상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까지 인도 사회는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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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역의 경제·사회·행정제도의 다양성: 비하르주와 
께랄라주를 중심으로

건국 당시부터 인도는 항상 다양성이 넘치는 국가였다. 인도는 지리적 

면적 기준 세계 7대 국가이며 인구 기준 2대 국가이다. 인도는 28개의 주 

정부와 8개의 연방직할지(Union Territories, UTs)로 구성되어 있

다.13) 각 주 정부와 UT는 사회적 구조, 경제성장률, 행정 구조가 모두 다

르다. 성과 측정 기준도 다르다. 예를 들어 School Educating Quality 

Index인 NITI Aayog에 따르면, 비하르가 50% 미만의 점수를 받은 반

면 께랄라는 76.6%로 1위를 차지하였다. 각 주 정부와 UT는 사회적 구

조, 경제 성장률, 행정 구조가 모두 다르다. 성과 측정 기준도 다르다. 예

를 들어 School Educating Quality Index인 NITI Aayog에 따르면, 

비하르 가 50% 미만의 점수를 받은 반면 께랄라는 76.6%로 1위를 차지

하였다(Special Correspondence, 2019). 

  1. 께랄라의 사례 연구

께랄라는 지속적으로 좋은 주 총생산을 기록했다. 2012~2013년, 인

도 전국 평균 성장률이 5%였던 반면 께랄라는 8.2%를 달성하였다

(Nandeesha, 2014).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인당 소득은 4만 5238루

피였던 반면 께랄라는 5만 9052루피였다(Nandeesha, 2014). 모든 기

준에서 께랄라의 성적은 다른 주의 성적보다 좋았다. 께랄라는 다른 인도 

주 정부들의 귀감이 되었다. Nandeesha(2014)에 따르면, 께랄라 모델

13) 최근 Jammu주와 Kashmir주는 국가 목록에서 삭제되었으며, 인도 헌법 제370조를 폐

기하면서 연방영역의 지위가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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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체계적인 주 정부의 교육과 건강에 대한 투자 결과를 보여 주었고, 이

러한 투자와 대중 홍보가 변화를 일으켰다. 께랄라의 성공 사례는 인적 

자본 구축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된 것이다. 께랄라주 정부의 행정적 기제

들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사회 제도, 강력한 공급 체계 등은 다른 주 

정부들의 열망의 대상이 되었다. 

가. 경제성장

  

1908년대 이전 께랄라의 성장률은 높지 않았다. 1980년대부터 경제

성장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 이후에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

었다. 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0~2011년 성장률은 11.57%였으며 이 중 

1, 2, 3차 산업의 기여도는 각각  0.64%, 6.1%, 20.50%를 기록하였다

(Kumar, 2013). 께랄라의 경제성장에서 3차 산업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반면, 1차 산업은 쇠퇴하였다. 교육, 건강, 대중교통, 관광에 

대한 투자는 3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1983~84년과 1999~2000년, 소득과 일자리 제공 기준으로 농업과 

관련 분야의 비율은 각각 26%와 36% 하락한 반면, 소득 기준으로 3차 

산업의 비율은 37.5% 증가하였고 일자리도 43% 늘었다(Kumar, 2013). 

그러나 2차 산업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다. 일자리 기준으로 2차 산업의 

기여가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 비율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여도는 오

히려 줄었다. 한마디로 발전 경로가 변해 버린 것이다. 께랄라는 모든 분

야에서 월등한 실적을 보였다. 께랄라의 경제성장이 증진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이민자들이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 소득의 일부 때

문이었다. 한 예측에 따르면, 송금 기여율이 께랄라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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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 제도

께랄라는 사회 제도가 사회적 정의와 더불어 잘 발전되었다. 모든 인적 

개발 지수에서 월등한 결과가 나온 것이 께랄라의 사회 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크지 않은 도농 격차, 영양 안정성을 포함한 식품 안정성, 사회 

안정성 등이 인도의 다른 주에 비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있으나 상

위 계급과의 격차는 줄었다. 하위 계급의 해방도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

이 되었다. 정부와 시민 사회가 이끈 교육과 인지도 덕분에 이러한 해방

도 가능했다. 께랄라는 초등교육 입학률에서도 100%를 달성하였다

(Saakshar Organisation, 2017). 남녀 성 비율도 균형을 이루고 출산율

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께랄라에 훨씬 못 미치는 주들이 많다. 따라서 사

회 제도에 관한 한 께랄라는 다른 주들의 이상적인 모델이다.

다. 께랄라의 행정 제도

께랄라에서는 효율적이고 좋은 거버넌스에 의거해 개발 작업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사람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리더와 공

무원들로 구성된 훌륭한 행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께랄라 행정부의 주

요 목표는 “토지, 교육, 건강 정책”에서 개혁 실행 및 집행을 통해 모든 국

민의 생산적 권한 부여를 보장하는 것이다(Kumar & Kumar, 2007).

께랄라의 행정 제도는 인도의 다른 주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께랄라의 신속한 시민 응대와 공급 체계는 다른 주에 비해 효율적이다.  

께랄라는 인도의 발전을 이끄는 대표 주자로 통한다. 께랄라에서 빈곤이 

줄어들 수 있었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효율적 행정이다. 께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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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혁법, 식품안정법, 사회보장법, 최소한의 기본 서비스 사업 등 다

양한 계획을 시행하였다. 덕분에 놀라운 인적 개발 효과를 이룰 수 있었

다. 정부도 이러한 계획들을 시행하기 위해 몇 해에 걸쳐 매년 어마어마

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께랄라는 e-거버넌스와 지방분권을 개발의 핵심으로 꼽았다. 두 가지 

요소 모두 국민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할당제를 제공함으로써 지정카스트, 

지정부족, 소외 집단을 의사 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려 노력하였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과 노인 연금 분배, 도로, 학교, 보건소 등 공공재의 

공급 증진뿐 아니라 발전 사업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다(Vijayamo- 

hanan, 2018).  

e-거버넌스의 채택과 컴퓨터의 사용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Planning Commission, 2008). 께랄라는 인도에 정보기술(IT) 정책을 

도입한 첫 주가 되었다. 2000년 이래, 께랄라는 IT 사용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였다. 께랄라는 e-거버넌스의 이정표인 FRIENDS와 SEVANA를 

구축하였다(Planning Commission, 2008). FREINDS는 전기와 수도

료, 재산세 같은 공과금 결제 시스템이다. SEVANA는 교육과 공공 분야 

연계를 위한 농촌 개발 시스템이다. 

  2. 비하르의 사례 연구

비하르는 지리적 면적 기준 인도의 12대 주 정부이며 인도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비옥한 토지, 뛰어난 인력, 전략적 입지를 갖추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비하르는 전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

제 침체, 빈곤 만연, 불평등한 농지 분배, 사회 역학, 취약한 정치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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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관 등이 쌓여 비하르는 모든 발전 지수에서 저조한 실적을 낳았

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사람들은 더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주

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가. 비하르의 경제적 지위

비하르는 기본적으로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총인구의 80%

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Bihar State Report, 2019). 비하르는 4대 채

소 생산 주이며 8대 과일 생산 주이다(Bihar State Report, 2019). 따라

서 농업 분야의 성장은 비하르의 주 총생산(GSDP)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에 따르면, 1900년대 농업 분야는 연간 1% 미만의 성장을 

하였다(World Bank, 2009). 비하르는 인도의 최대 저개발 주 가운데 하

나이다. “BIMARU(병든) 주”로까지 불린다. GSDP는 전국 평균 5.6%에 

못 미치는 5%였다(World Bank, 2009). 1990년대에는 더 악화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2011~12년과 2017~18년 주 순

생산(NSDP, Net State Domestic Product) 기준 비하르의 성장률은 

11.99%에 도달했고 1인당 소득도 증가하였다(Bihar state Report, 

2019). 한편, 2차와 3차 산업은 아직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다. 비하르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사회 경제적 환경이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이다

(Rasul & Sharma, 2014).

인적 자본은 어느 국가든 경제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하며, 이는 주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러나 인적 자본은 반드시 해당 경제 속에서 흡수되

어야 한다는 주요 조건이 있다. 비하르 사람들은 대부분 기술이나 전문성

이 없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업으로 모여들었고 이 때문에 농

업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비하르에서 농업 분야는 사람들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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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성장을 보였다. 농업은 2001년 41%에서 

1971년 48%로 성장하였다(Rasul & Shama, 2014). 

두 번째는 빈약한 농업 체제였다. 영국 통치 시절 이래 토지는 엘리트 

층의 소유물이었다. 대다수의 비하르 사람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거

나 소작농이거나 아주 작은 땅덩어리만을 보유하고 있다. 엘리트 층은 농

업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한편, 영세농과 소작농은 농업 분야에서 기술 개

발에 투자할 자본이 없다. 비하르의 농업 분야는 Punjab와 Haryana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분야 분야로 남아 있다. 게다가 정말 우려스러운 부

분은 비하르의 빈약한 기반 시설이다. 

중앙 정부의 대 비하르 입장과 2차, 3차 분야의 저조한 발전은 비하르

의 상황을 악화시켰다. 중앙 정부의 대 비하르 1인당 자금 할당 수준은 다

른 발달된 주들에 훨씬 못 미쳤다. 비하르의 1인당 개발 지출액은 전국 평

균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비하르의 계획 지출은 상당히 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비하르의 주 총리는 비하르에 특별 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지속

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같은 외부 자금도 비하르로 유입되지 않았다. 

비하르 정부의 2차 산업 정책은 기대에 못 미친다. 한때 상당히 인지도

를 얻었던 영세 섬유 산업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2000년 비하르가 둘

로 나뉘고 Jharkhand가 생겨나면서 경제에 주요 변화가 있었다. 

Jharkhand가 천연 자원, 산업, 전력 분야를 맡게 되면서 건설 분야를 제

외한 비하르의 주 순생산 기준 산업분야의 총비율은 22.5%에서 4.6%로 

하락했다(Mukherji & Mukherji, 2012). 서비스 분야의 비율도 다르지 

않다. 2000년 비하르가 둘로 나뉜 후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태동 단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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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하르의 복잡한 사회 제도

비하르의 사회 구조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계층화는 기본

적으로 사회 경제적 뿌리를 두고 있다. 영국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인도에

서는 생산의 기반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비하르도 영향을 받았다. 본질적

으로 봉건적이었던 인도 사회와 영국에 의해 도입된 영구정액제

(Permanent Settlement System)로 인해 사회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Prasad, 1979). 사회에 일종의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으

로 신종 자민다르(zamindar) 계급이 부상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농민, 소

작농, 하청 소작농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오늘날 상위와 하위 카

스트 간 상충은 영국의 역사적 개입의 산물이다. 농부, 영세농, 노동자는 

주로 지정카스트, 지정부족, 기타 하층민 등 하위 카스트 계급인 반면, 지

주와 자민다르는 상위 카스트 계급을 차지하였다. 

께랄라와 달리 비하르에는 여전히 사회적 계층화가 존재한다. 비하르

는 빈곤, 실업, 사회적 차별과 기타 문제점들이 께랄라에 비해 상당히 많

다. 최근에는 비하르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적 계획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비하르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다. 행정 제도

비하르의 정치 및 거버넌스 제도는 대단히 취약하다. 한때 세계은행은 

비하르를 인도에서 최악의 거버넌스 사례를 보여 준 정부 중 하나라고 평

가했다(Rasul & Shama, 2014). 비하르의 정치적 역사와 거버넌스 체제

는 대단히 복잡하다. 게다가 카스트와 거버넌스 제도는 상호 연계되어 있

다. 이 때문에 비하르에서는 상위와 하위 계층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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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 결과 비하르의 제도와 거버넌스 체제는 약화되었다.    

Lula Prasad Yadav가 비하르의 주 총리였던 기간 동안 정부 기관들

은 내부적으로  공석 상태를 유지하였다. SCs와 STs를 포함한 하위 카스

트 계급의 지지를 받기 위해 그는 보통 공공 기관의  공공 분야 공석에 적

격인 사람을 임명하기보다 공석 상태를 유지하였다(Mukherji & 

Mukherji, 2012). 핵심 목표는 상위 계급을 공공 분야 일자리에 앉히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중앙 지원 사업과 기금은 반려되었다. 

여러 빈곤 완화 사업과 고용 창출 사업도 영향을 받았다. 한편으로 비하

르가 침체되고 다른 한편으로 기관들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시나리오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리더십이 바뀌면서 행정 제도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 서비스의 공급체계가 훨씬 좋아졌다. 

제5절 맺으며

고대 시대부터 이미 인도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사회였다. 독립 

이후 인도는 빈곤, 실업, 종파 간의 갈등, 하위 계층, 성, 지역, 인종에 대

한 차별 등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겪고 있는 문제도 주마다 달랐다. 예를 들어 께랄라와 비하르는 모두 인

도의 주 정부이지만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서로 다르다. 인도 내에서 께

랄라와 비하르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께랄라가 발전 기준으로 

최상위라면 비하르는 최하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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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며

인도의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크게 두 가지 현실적인 문

제에 부딪혀 좌절하게 된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다른 언어와 종교 등으로 

갈라진 지방정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전국 단위의 사회보장제도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작 인도인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생활영역별 사회보장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다른 하나는 이처

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기술할 수 있는 정보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단위에서 독

자적인 언어로 구성된 각종 정책과 정보를 기술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

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그리고 지방정부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다양

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인도의 사회보장제도를 짧은 지면으로 정리하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점이 인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뢰할 

만한 개론서나 논문을 찾기 힘든 이유일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한 

지방정부의 특정한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소개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 정부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흐름 

중 하나는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18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보장지

수(SPI, Social Protection INdex)라 불리는 그것은 건강보장, 교육, 아

동복지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인도의 사회보장정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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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대해 India Brief는 5월 21일 기사를 통해 인도가 전체 31개 

평가대상 국가 중 10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하였다. 인도는 중국이나 말레

이시아보다 상위에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몽고, 한국, 일본보다는 하위

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도의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기사의 다음 내용이 

잘 말해 준다. ADB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국부(wealth of a nation)의 문제가 아니며 인도처럼 가난한 나라조차

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다른 것들에 비해 건강보험, 노동시장, 아동보

호, 교육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인도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주목할 만한변

화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서구 사회보장체계의 관점에서 사

회보험 가입자 비중이 낮고, 빈곤층 중 사회부조 수급자 비중을 기준으로 

제도를 평가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

도는 다섯 가지 핵심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지난 10년간 약 두 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이 아닌 재정지출이라는 점을 감안

하면,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국가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그리고 지방정부 대부분이 집행하는 제

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도 GDP의 0.1%를 차지하는 아동

급식(the midday food)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인

도의 사회보장제도를 10년 또는 20년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논의한다면, 

그것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도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이해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인도 사회보장제도를 주로 건강보장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위에 언급했던 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그

것이다: 1) 학교급식(school meal), 2) 아동돌봄서비스(chil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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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3) 고용보장 프로그램(employment guarantee), 4) 식품보

조 프로그램(food subsidies), 5) 사회보장연금이 그것이다.

더불어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주제는 다

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체계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인

도의 사회보장제도는 서구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경로라 할 수 있는 사

회보험 확대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보편적 

사회보장체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인가. 2) 사회부조의 자산

조사능력에 관한 것이다. 인도 정부가 주력해 왔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주로 빈곤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비공식부문의 크기가 큰 만큼 

저소득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

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 정부는 빈곤선 이하 집

단(BPL: Below Poverty Line)을 대상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제2절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결정요인

인도의 사회보장제도는 오랜 역사를 갖지만,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발

전해 왔으며 나머지 많은 집단을 배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보장 범위나 

보장 수준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도 사회보장

제도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저발전

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여기서는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요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계급대립의 강도나 좌파 정치세력의 존재는 인도 사회를 설명

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인도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에 초점을 맞춰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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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도에 계급갈등과 복지정치

서구 복지국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노

동조합이나 좌파 정치세력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계급갈등을 야기하는 박탈과 불평등 그리고 차별이 존재한다. 이 점에서 

인도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1) 가장 복지욕구가 큰 집단이 누구이며, 2) 이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며, 3) 실제 복지정치의 혜택

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복지욕구

가 큰 집단과 실제 혜택을 받는 집단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

적 영향력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인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저발전하게 된 원인 중 정치공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치인들이 모여 정당

을 구성하고 가장 지배적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경

제사회개혁을 하기 힘든 유착구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치적 인센티브는 존

재하지 않고 있다. 인도 국민회의당(Indian National Congress)은 수십 

년 동안 중앙과 지방(federal states)의 정치공간을 장악하고 지역의 유

명 인사들을 그 대열에 합류시켰다. 이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도 시민들

의 개혁 열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말해준다(Thachil & 

Teiltelbaum, 2015).

그렇다면 현실에서 인도 사회보장제도는 공적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먼저 제도적으로는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감소

에 따른 빈곤 위험을 억제하는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업으로 인해 

소득감소와 빈곤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실업보험을, 퇴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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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해 공적연금보험을 도입하게 된다. 이처럼 모두에

게 공통된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으로 대처하는 것이 당

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인도의 사회보험은 매우 소수의 공식부문 노동자

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부조

제도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을 취하게 된다. 실업자나 빈곤층, 그

중에서도 근로빈곤층이나 노인빈곤층 중 어떠한 집단의 문제가 더 심각

한가에 따라 사회부조제도의 구성과 지출 비중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인

도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하면, 빈곤층을 지원한 사회부조제도의 수급률

과 그에 따른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규모는 실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미달하는 것

처럼 보인다. 이는 인도에서 복지정치가 여전히 다수의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에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인도는 새롭게 부각되는 다양한 복지욕구가 사회적으로 표출

되고, 그것이 하나의 세력을 구축하여 정치공간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먼저 글로벌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로서 인도는 교육을 통

해 더 많은 시민을 양질의 노동자로 키우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권장

하는 정책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결국 이들의 사회권을 보장하고 복지제

도를 강화하는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지금까지 이러한 

압력이 사회보장제도나 교육정책의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

더라도 그러한 버티기는 장기간 지속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선도적으

로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지방정부의 성공 사례가 미치는 파장과 복지강

화를 정부의 책임으로 천명하는 대법원(Supreme Court)의 역할 또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복지욕구와 정치적 표현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

는 빈곤과 차별이 보편적으로 확산된 인도 사회에서 매우 강한 휘발성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압력은 결국 선거를 통해 정치공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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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도 사회에서의 복지욕구와 복지공급 사이에 복지정치라는 고

유의 정치적 메카니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이제부터 설명할 

제반 요인은 인도 복지정치의 결정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인도에서 종교와 카스트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인도는 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인구가 많고 지역 내 정치군사적 영향력

이 가장 큰 국가이다. 이 점에서 남아시아의 중심국가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힌두교 신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특정 종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인도의 종교세력 간 관계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최근 힌두민족주

의가 강화되면서, 힌두교가 다른 종교세력을 흡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힌두교 중심으로 인도 사회를 통합하려

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종교적으로 힌두교의 다양한 신들로 불교

나 이슬람의 신을 포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하

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도 역사에서 힌두교와 무슬림교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도는 기원전부터 힌두문명에 의한 왕조국가였다. 하지만 10세기이

후 아프카니스탄의 가즈니왕조와 고르왕조가 인도에 침입하여 델리에서 

술탄(Sultan)이 됨으로써 최초의 무슬림 국가가 건성되기에 이른다. 그리

고 이후의 왕조들이 인도 다른 지역을 정복하고 내부적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면서 힌두교인들에게는 정복자의 이미지로 각인된다. 그리고 무갈

(Mughal) 제국시대에는 지배층인 무슬림들이 피지배층의 힌두교도들과 

화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색하나마 평화공존을 할 수 있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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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시기에 서양세력이 들어와 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야기

하게 된다. 무갈 제국의 패망으로 무슬림과 힌두의 지위가 역전되면서 두 

종교집단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무갈 황제가 폐위되면서 무슬림들은 지

배세력이라는 자부심을 잃은 반면, 힌두교인들은 영국식 교육 등을 받고 

성장하며 식민지배 세력과 결합하였다. 이로써 무슬림과 힌두의 힘의 관

계가 역전된다. 그리고 이후 힌두교도들이 중심이 되었던 인도국민회의

에 무슬림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갈등의 씨앗이 자라게 되었다. 

그리고 무슬림들의 불만은 벵골 분할로 폭발하게 된다. 그것이 계기가 되

어 무슬림은 힌두와는 별개의 집단이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분리독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영국이라는 제3자의 개입이 미친 영향을 과

대해석 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하지만 영국이 식민지배를 용이하게 위

해 힌두와 무슬림 세력 간의 대립을 부추긴 측면도 있었던 것이다(박금

표, 2003). 일부의 식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했을 수 있지만, 인

도와 파키스탄 간의 국경분쟁 등 오랜 갈등의 역사는 계속되었다.

이처럼 종교 간 갈등의 위험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의 다양한 이해

관계에 의해 잠재된 상황에서, 종교와 카스트가 인도의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각 개인과 계층(또는 

계급)의 문제를 그가 속해 있는 카스트(Caste)나 자티(Jati)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요구로 집결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인도의 비공식부문과 사회보장의 힘겨운 미래

세계에서 비공식부문 노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가 바로 남아

시아지역이며, 그중에서도 인도는 전체 인구 규모로 인해 가장 큰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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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노동인구가 존재하는 나라이다. 문제는 비공식부문의 규모는 사회

보장제도의 도입과 성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비공식

부문이 큰 국가에서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데 많은 어

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비공식부문 노동자 문제는 인도 사회보

장제도에 매우 중요한 걸림돌이다. 

문제는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문제가 경제성장을 통해서도 쉽사리 해결

될 전망을 보이지 못하는 점이다. 이는 ‘제10차 사회보장 5개년 계

획’(10th Five Year Plan on Social Security)과 관련한 워킹그룹의 공

식 정책 권고안에서도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경제성장의 초기단계만 

해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공식부문의 임

금노동자로 진입하여 결국 공식적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보상받게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경험은 이러한 바람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했

다. 경제 개방은 문제를 악화시켰을 뿐이며, 비공식부문으로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공식부문의 고용이 거의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다(Government 

of India Planning Commission, 2001, p. 6).

경제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중화(dualized)되어 있을 뿐 아

니라 2005년 현재 인도 전체 노동자의 약 92%가 비공식부문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이들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은 법이 정한 고용보호의 사각지대

에 있을 뿐 아니라, 노동과정에서 직면하는 질환과 사고, 실업과 노령(퇴

직)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사회적 위험에 방치되어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분제도와 계층 그

리고 종교와 인종 등의 문제가 뒤얽혀 쉽사리 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National Commission for Enterprises in the Unorganised 

Sector, 2006). 

인도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정책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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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립 촉

진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 등에 비해 소득보장 등 보호적 조치가 취약한 

상황이다. 물론 담배 생산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

는 복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것은 특정한 집단에 국한된 것이며, 지역

적으로 제한적이다. 참고로 담배 생산 노동자를 위한 복지위원회는 께랄

라(Kerala)와 타밀나두(Tamil Nadu) 등 인도에서 상대적으로 복지제도

가 잘 갖추어진 지방정부에 설치되어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6% 정도만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인도의 취약계층과 사회보장

인도는 원주민, 불가촉천민, 여성 등 차별받는 집단의 사회문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

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일부

는 사회보장제도와 별 관계가 없는 지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여기서는 인도 사

회가 현재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1) 아디바시스(Adivasis), 2) 달리트(Dalits), 3) 여성차별(Women 

Discrimination)이 그것이다. 

먼저 아디바시스(Adivasis)는 인도 대륙에 거주하는 원주민 부족

(tribes)들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소수인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011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이들은 인도 인구의 

8.6%(약 1억 명)를 차지하며, 인도와 네팔의 실질적 소수자(a sub-

stantial minority population)나 스리랑카의 베다(the Vedda)라 불리

는 소수자 그룹을 포함하고 있다. 아디바시스는 인도 지역별로 보면, 오



148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샤(Odisha), 서벵갈 지역과 인도 북동부 그리고 안다만(Andaman) 지

역 등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다섯 개의 언어를 가진 집단으로 범

주화된다. 법률적인 공식용어로는 지정부족(Scheduled Tribes) 등으로 

표시된다. 이들은 인도 사회에서 우호적 우대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별도의 정책으로 패키지화되고 있어 사회보장정책으로 아

우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아디바시스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

원정책은 사회보장정책이나 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World Bank, 2011, pp. 37-40).

이어 달리트(Dalit)는 인도의 바르나(Varna)체계에 속하지 못한 불가촉

천민을 지칭하는 용어 중 하나이며, 20세기 초 암베드카르(Babasaheb 

B. R. Ambedkar)의 ‘달리트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불가촉천

민에 대해 마하트마 간디(Mahatma M. K. Gandhi)는 ‘하리잔(Harijan)’

으로 부르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불가촉천민 당사자들에 의해서도 달리

트라는 이름이 더 선호되고 있다. 그 밖에도 불가촉천민을 부르는 이름은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 피억압계급(Depressed Classes), 후

진계급(Backward Classes) 등이 있다. 이처럼 불가촉천민은 다양한 이

름으로 불려 왔다. 하지만 ‘불가촉천민’은 20세기 초 카스트 제도의 문제

점을 개혁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수많은 최하층 카스트(Jati) 집단을 

‘불가촉성’이라는 공통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하나로 뭉뚱그리기 위한 용

어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정채성, 2011).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

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신체접촉이 금지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달리트가 

지나간 길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는 바람에 달리트 자신이 지나간 길은 

지나가면서 다시 청소를 해야 한다. 이들이 우물을 사용하면 오염된다고 

하여, 마을 안의 공공우물도 사용하지 못하므로 이들만 전용으로 사용하

는 우물은 각종 동물의 뼈로 그 주변을 에워싸 표시를 해 둔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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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심지어는 달리트가 다른 카스트를 가진 사람과 신체접촉을 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돌과 몽둥이로 몰매를 맞기도 한다. 특히 브라흐만이

나 크샤트리아처럼 고급 카스트와 신체접촉이 발생할 경우 총에 맞아 죽

기도 한다. 하지만 불가촉천민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 인도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가촉천민이나 하위 

카스트에게 교육혜택이나 공직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등의 지원정책은 

영국 식민지시대부터 있었다. 이러한 조치가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와 지정부족(Scheduled Tribes)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의 

기원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카스트와 부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혜택이 커진 것은 독립이후, 특히 헌

법제정 이후의 일이었다(이지은, 2010).

끝으로 인도의 여성 문제는 지난 10년간 오랜 역사적 침묵을 끊고 빠

르게 사회문제가 되고, 국경을 넘어 세계 공동체에 전파되며 새로운 전기

에 접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3절 인도 사회보장의 체계와 특징

사회보장제도는 시장에서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의 기능

을 하게 된다. 그것은 실업이나 재난에 따른 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로부

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

면, 사회보장제도는 단순히 사람들의 경제사회적 위험이나 인간존엄과 

평등 그리고 사회 정의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합과 임파워

먼트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맥락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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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회갈등을 흡수하기 위한 여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은 광의로 보면, 절대적 박탈(absolute deprivations)과 우

발적 사고(contingencies)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

러한 기준에 따라 보면, 인도의 사회보장제도는 보호(protection)와 촉

진(promotion)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념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 보호 기능은 전체 노동인구의 8%에 불과한 공식부문 노동

자들에게 해당되는 제도이다. 반면에 92%에 달하는 비공식부문 노동자 

중에서는 단지 6%(2005년)만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나머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립을 촉진하는 방

향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의 대상은 공식부문 사회

보장제도로 보호하기 힘든 집단들, 즉 약 77%에 달하는 빈곤층 및 취약

계층과  92%에 이르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농업부문 포함), 높은 생계불

안 경험자 등이다.

결국 인도 사회보장제도는 서구 사회보장체계처럼 사회보험을 중심으

로 보완적인 사회부조제도가 빈구석을 채우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과 각종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공식부문 노동자와 사회부조의 지원을 받는 빈곤층을 제외한 대다수 중

간층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점에서 인도의 사회

보장제도는 전체 인구에서 보호하는 인구 규모가 작은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에 보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장 수준은 사회보험의 소득대체율 

측면에서는 높은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중간지대에 광범위한 사회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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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도 사회보험제도의 구성과 특징

인도의 사회보장제도는 수많은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법률과 지침을 통해 확산되어 왔다. 하지만 인도에서 중앙정부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는 전체 인구 중 아주 작은 비율만

을 보호하고 있다. 그것의 공식 명칭은 1948년 법령에 따른 피용자국가

보험(ESI: The Employees’ State Insurance)이다. 이 제도(ESI)는 각

종 공장 및 시설에 고용된 근로자가 임금의 손실이나 수입의 능력으로 인

한 질병, 출산 휴가, 신체적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우발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이 피용자국가보험은 공식부문 노

동자만을 보호하고 있다. 참고로 인도의 사회보장체계는 중국처럼 보험

료를 정부기금에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액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것이 보장하는 급여는 다음과 같다. 1) 연금, 2)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3) 장애수당, 4) 출산급여, 5) 퇴직금이 그것이다.

인도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강제기여의 적용방식은 보험제도마다 다르

다. 어떤 사회보험은 모든 기업의 고용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다른 사회보험은 10인 이상의 종사자가 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보험료 

납부를 강제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서로 다른 커버리지와 보험료율 그리

고 그것을 규정하는 법과 규칙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2019년 

2월 15일부터 가입자의 총 기여금(보험료)은 5%이며, 4%는 고용주가 부

담하고, 나머지 1%는 노동자가 부담한다. 참고로 지방정부 공무원의 경

우에는 주 정부가 8분의 1을 부담하고, 중앙정부가 8분의 7을 부담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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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금(또는 피용자복지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피용자복지기금 관리조직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으며, 근무 중 사망 

시에 연금 및 가족 연금을 보장한다. 이 피용자복지기금은 1952년 도입

되었고, 피용자의 예금연계형 보헙제도가 1976년 도입되었으며, 피용자 

연금은 1995년에 도입되었다. 현재 약 4억 명에 달하는 전체 노동자 중 

약 3500만 명이 인도의 노인 소득 보호의 형태로 공식적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3500만 명 중 2600만 명은 민간부문 근로자, 공무원, 

군인, 지방정부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 ‘피용자복지기금 조직’ 회

원이다. 이 기금에 가입하려면 적어도 20인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 사업체

여야 한다. 그리고 피용자복지기금에 대한 기여는 피용자 월소득이 1만 

5000루피(22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는 고용주와 피용자 모두에게 의무

적이다. 하지만 월소득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가입과 보험료 납

부는 자발적이 된다.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 먼저 피용자복지기금(EPF)은 고

용주(1.67~3.67%)와 피용자(10~12%) 모두가 기여한다. 이어 피용자연

금제도(EPS)는 고용주(8.33%)와 정부(1.16%)가 일정 비율을 지급할 뿐, 

일반 피용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끝으로 피용자의 예금연계형 

보험제도(EDLI)는 고용주만 근로자 월소득의 0.5%를 납부한다. 그 밖에

도 아삼(Assam)주의 석탄광부나 차(茶)농장 노동자 그리고 공무원을 위

한 별도의 연금기금 또한 존재한다.

나. 건강보험(Health Insurance)과 의료급여(Medical Benefit)

인도는 국가건강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체 인구를 대

상으로 하는 무상의료서비스가 아니다. 피용자국가보험(ESI: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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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Insurance)은 피용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금

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10인 이상의 종사자가 일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질

환이나 출산 등의 기간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12월 22일 정부가 도입한 The ESI의 규칙(중앙정부)은 적용 

범위를 월소득 2만 1000루피를 버는 노동자,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

터는 최소 1개월 이상을 일한 노동자까지로 확대하였다. ESI의 질병급여

는 주당 평균임금의 70%이며, 91일간 지급하게 된다.

다. 장애수당(Disability Benefit)

1923년의 피용자배상법(The Employee’s Compensation Act, 

1923)은 업무와 관련해서 죽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피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배상을 하도록 고용주에게 강제하고 있다. 덧붙여 직업병에 걸

린 근로자는 고용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간주되며, 고용주는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 영구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장애를 유발

한 상해에 대해서는 피용자배상법 부칙 I 및 III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반

면, 업무상 질병은 종업원보상법 부칙 III 부칙 A, B, C에 규정되어 있다.

보상과 관련된 산식은 직무상 장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1) 

(사망) 적절한 요인(연령)으로 곱한 월임금의 50% 또는 8만 루피

(1245.20달러). 2) (전체의 영구장애) 적절한 요인(연령)으로 곱한 월임

금의 60% 도는 9만 루피(1401.98달러)이다.

라.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

출산급여법 개정안은 2017년 4월 1일 실시되었는데, 그것은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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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산급여법의 핵심급여 중 일부를 인상한 것이었다. 개정법률은 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처음 두 번째 아이에 대해 26주의 유급출산휴

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출산휴

가가 12주로 제한된다. 현재 인도는 캐나다(50주)와 노르웨이(44주)에 

이어 세계에서 출산휴가가 세 번째로 긴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률

은 대리모를 선택하는 산모(생물학적 산모)뿐 아니라 3개월 미만의 아이

를 입양하는 산모에 대해서도 12주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12주는 아이를 입양하거나 위탁보호하기 위해 인계하는 날부터 계산된

다. 그리고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모든 기업과 시설은 부모가 하루에 

4번까지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보육시설을 설치 또는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17년 7월 1일 발효되어 모든 고용주에

게 강제되고 있다.

마. 퇴직금제도(Gratuity)

1972년의 퇴직금법은 1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매년 15일 이상의 임금을 적립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퇴직금은 기업에 의해 정액(a lump sum)으로 지급된다. 그리

고 피용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에 처한 경우, 퇴직금은 피용자가 지정한 사

람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고용주는 피용자가 위법행위로 직장에서 해고

된 경우 그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용자의 혐

의와 위법행위가 포함된 해고명령이 있어야 한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다: 퇴직금 = 마지막 임금 ×  

15/26 × 근로연수. 여기서 15/26은 한 달에 26일의 근무일 중 15일을 

지칭하는 것이다. 마지막 임금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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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도의 사회복지 및 사회부조 프로그램

인도에서 (자립)촉진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1970년대 이후 많은 

실험으로 이어졌다. 푸드와 영양보조 프로그램, 공공식품배분체계

(TDPS), 점심식사 제공, 통합아동발달계획(ICDS), 농촌지역 주거 프로

그램(IAY)이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영창업 프로그램 또한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Swarna Jayanti Grameen Swarojgar 

Yojana(SGSY), 자조그룹 프로그램, 총리고용생산 프로그램((PMEGP), 

Swarna Jayanti Shahri Rojgar Yojana(SJSRY), 임금고용 프로그램

(공공근로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후 농촌지역 프로그램들은 

NREGS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현재 인도의 사회보장 프로그

램은 위에 언급한 공공조달과 고용 프로그램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1) 

공공배분체계(PDS: Public Distribution System), 2) 마하트마 간디 국

가농촌고용보장체계(NREGS: The 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ystemt)가 그것이다.

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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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 인도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사회적 권리의 인정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왔다. 공식부문 노동자를 대상으

로 하는 제도는 논외로 하더라도,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부조 및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확충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다섯 가지 정책 영역에서 빠른 제도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1) 

학교급식(school meals), 2) 아동돌봄 서비스(child care services), 3) 

고용보장(employment guarantee) 프로그램, 4) 공공분배체계(Public 

Distribution System): 식품보조(food subsidies), 5)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pensions)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장과정에서 두 가지 특징

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첫째, 이 시기 동안에는 주요 사회부조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성격이 재량적(discretionary) 프로그램에서 법적으로 

수급 자격(legal entitlements)이 부여되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권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인도의 사회보장제도가 변

해왔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보장연금을 제외하

고 이 모든 프로그램의 급여는 현재 인도 연방정부의 법률이나 대법원 명

령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둘째, 이 시기 중 다양한 사회보장 급여를 지급

하는 것이 적절한 대상 가구(target group)을 정의하고 식별하는 방법에 

관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각종 행정기구를 동원해 ‘가구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BPL: Below Poverty Line)’ 가구를 파악하는 데 주

력했던 전통적 방법에서 벗어나, 인도 현실에 맞는 대안적 방법을 고민하

는 시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불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지

급하는 포함오류(inclusion error)와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 배제오류(exclusion error) 중에서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최근

의 보편주의적 프로그램 확대 경향을 반영하여 단계적 배제방식



160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exclusion approach)을 채택한 것이다. 여기서 배제방식이란 모든 사

람이 수급권을 갖지만 급여가 불필요한 사람을 배제하는 방식을 의미한

다(Dreze & Khera, 2017, pp. 555-557).

위에 언급한 빈곤층을 표적화하는 대안적 방식의 모색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인도처럼 빈곤층의 규모가 크고 소득 파악 인

프라가 취약한 나라에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가장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고민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그것은 기술적으

로 더 정밀하고 엄격하게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강박과 그것을 구현하

기 위해 행정 시스템에 많은 부담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보장 프

로그램의 성격에 따른 지향성, 즉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 그리고 둘 사

이의 절충방법 등 다양한 방식을 실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가 지난 10년간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장해 왔던 추

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지방정부에 따라 그 흐름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여기서는 최근의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지방정부에서 이 핵심 사회

부조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

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Dreze & Khera의 2017년 논문이다. 저자는 인

도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을 대표하는 8개 인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각종 조사자료를 분석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8개 지

방정부란 비하르(Bihar), 차티스가르(Chhattisgarh), 히마찰 프라데시

(Himachal Pradesh), 야크핸드(Jharkhand), 오디샤(Odisha), 라자스

탄(Rajasthan), 타밀나두(Tamil Nadu), 그리고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이다. 이 평가 대상 지방정부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확대된 것은 타밀나두와 히마찰 프라데시인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지방정부는 기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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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각종 평가에서 항상 상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반면에 다른 몇 개의 

지방정부(Bihar, Jharkhand, Utttar Pradesh)는 핵심 사회보장 프로그

램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방정부는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취약한 거버넌스, 대대적인 부패, 심각한 불평등, 암울

한 사회지표 등을 가진 정부로 평가되어 왔다. 나머지 지방정부들은 중간

그룹에 속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간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확장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지방정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

은 전체적으로 이들 지방정부에서조차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표 5-4> 인도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최근 추이

구분 2004–05 2011–12

학교급식(6~14세 아동 중 급식 아동의 %)

  - 전체 아동 37 50

  - 국립학교 재학 아동 62 81

통합아동발달서비스(ICD) 수급 임산부와 유아의 % 

  - 임산부 20 53

  - 유아 27 57

고용보장 프로그램(지난 1년간 NREGA 참여 농촌가구 비율) 0.5 29

공공배분체계(PDS): 지난 30일간 쌀과 밀을 구매한 가구 비율 27 52

사회보장연금(SSP): SSP 수급 미망인/노인(60+)의 비율

  - 미망인 7 22

  - 여성 노인 7 19

자료: India Human Development Survey (IHDS-1 and IHDS-2), special tabulations.; Dreze 

& Khera. (2017). Recent Social Security Initiatives in India p. 556.에서 재인용. 

위에 언급한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최근 확대 경향이 갖는 

함의에 대해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또한 보는 관점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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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인도 사회의 오랜 저발전과 불평등 그리고 차별

의 실태를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학교급식이나 아동발달서비스 등 아동에 대한 투자이다. 먼저 학

교급식 프로그램은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인도 사회가 매우 큰 결단을 하

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기준 인도 

GDP의 0.1%를 다소 밑도는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근까지는 중앙정부가 재원의 75%를 담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약 60%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큰 재정부담에

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유인을 주는 것이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카스트 제도하에서 서로 같이 학교를 다니거나 식사

를 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부터 그 문화를 바꾸기 위한 실험의 

의미 또한 갖는다는 점이다. 아주 오랜 기간을 지탱해 왔던 카스트 제도

를 개편하는 노력은 인내심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교육 시스

템에서부터 개혁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이 프로그램은 막대

한 재원을 투입할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동발달

서비스는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영양과 건강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 개

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인도 사회가 현재 얼마나 적극적으로 아동에 

대한 투자, 즉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둘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사회보장의 수단으로 활용

하는 정책이 갖는 의미이다. 인도 사회는 역사적으로도 가뭄 등의 자연재

난이 있을 때, 각종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난한 사람

들의 생계를 지원했던 경험이 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이 가진 두 가지 

특성, 또한 강점을 활용한 것이었다. 하나는 자기선택(self-selection)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참여를 선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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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다른 자산조사형 선정방식에 비해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자산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

근로사업은 정부가 구축하거나 유지해야 할 각종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1970년대 빈곤층 구제사

업이 끝없이 확대되던 시점에 마하라슈트라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작했던 

것이며, 1990년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각종 

사업을 통합할 필요에 따라 2005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국가농촌고용

보장법(NREGA: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을 통

과시키게 된다. 그리고 새 법률은 2008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아래 표

를 보면, 농촌고용보장 프로그램이 2004년 이후 어떻게 변해 왔는지 분

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농촌고용 프로그램 참여자는 크게 감

소하여 2011년에는 200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 또한 GDP의 0.6%에서 0.3%로 감소

하였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인

도가 서구식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키기 용이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소득보장제도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공

공재를 유지하는 비용을 대체한 선택을 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

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경제성장과 각종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인도

의 사회보장제도가 생겨나고 과거의 고용보장 프로그램의 역할이 감소하

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점진적으로 인도의 소득보장제도 등

이 도입되고 정비될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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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인도 국가농촌고용보장(NREGA) 프로그램의 최근 추이

구분 2004~05 2011~12

고용 창출(인/일)

  - 전체(백만 명) 2,836 1,662

  - NREGA로 고용된 가구당 54 40

  - 농촌가구당 17 10

노동 참여

  - 고용인원(백만 명) n/a 62

  - 고용된 농촌가구의 비율(%) 31 25

NREGA 참여자 중 한계집단 비율(%)

  - 여성 48 55

  - 지정부족 21 17

  - 지정카스트 30 22

NREGA에 대한 재정지출

  - 총지출(Rs billion) 379 360

  - 총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0.6 0.3

  - 총지출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67 67

자료 : Dreze & Khera. (2017). Recent Social Security Initiatives in India p. 561.

  3. 인도의 사회보장 지출

인도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인도 재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지

출의 추이를 개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인도의 사회보험 및 복지 관

련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5.82%에서 2016년 

7.17%로 증가하였다. 이는 매우 가파른 증가세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교육지출이나 건강보장지출이 같은 기간 소폭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었

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정책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확

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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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인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추이

구분 1990/91 2007/08 2010/11 2013/14 2016/17*

사회서비스 309.7 2,590.3 4,951.1 7,125.4 10,938.2

- 교육 173.8 1,265.3 2,487.9 3,562.8 4,879.0

- 건강 65.6 517.5 865.1 1,207.6 2,081.7

- 사회보장 14.4 244.5 576.3 948.1 1,692.9

- 주거 7.7 100.3 215.2 290.8 320.4

- 가족 9.3 90.1 155.3 215.3 209.9

식료품보조 24.9 327.1 676.3 998.3 1,441.7

사회보장(SS) 비율 19.82 20.90 23.50 24.23 25.05

GDP 대비 SS지출 5.82 6.39 5.71 6.34 7.17

GDP 대비 교육지출 3.27 3.12 2.87 3.17 3.20

GDP 대비 건강지출 1.23 1.27 0.99 1.07 1.36

   주: SS = social security and welfare; Social share = share of social services in 

combined revenue and capital expenditure of the centre and the federal states.

자료: Indian Public Finance Statistics (2016, 2017); Betz. (2019), India’s Social Policies: 

Recent Changes for the Better and Their Causes, GIGA Working Papers n. 

314/2019, p. 10에서 재인용.

제4절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의 특징과 주요 내용

인도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두 개 이상의 부처와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는 노동부(Ministry of Labour)로 각종 사회

보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및 대안적 보장 프로그램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건강 

및 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로 건강보장 

프로그램을 비롯해 아동과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끝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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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지방정부이며, 농림부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인도에서 공공근

로사업은 차츰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소득보장 기능을 겸하고 있는 매우 

큰 규모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사회보장 분야의 각종 5개년 계획

인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책 영역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

고 있다.14)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통상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위에 언급한 5개년 계획 수

립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다양한 정책 영역 중 다음 부문을 아우르

는 것이다. 1) 건강과 가족복지(Health and Family Welfare): 주로 건

강보장 분야의 기본계획을 다룬다. 2) 주거와 도시개발(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도시빈곤층 대상 주거지원과 주택 건설 등을 다

룬다. 3) 노동, 고용과 인적자원개발(Labour, Employment and 

Manpower): 주요 사회보험과 사회통합, 고용보호와 직업훈련 등에 대

한 내용을 다룬다. 4) 사회정의와 여성 임파워먼트(Social Justice and 

Women Empowerment):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과 여성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정책을 다룬다. 이상의 

기본계획을 아울러야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노동부가 수립하는 사회보장 5개년 계획에 초점을 맞

추기로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그 핵심 내용이 공개되어 있

14) 인도 정부는 정부 각 부처의 소관 영역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의 계획수립위원회(Planning Commission)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인도 계획수립위원회 홈페이지. http://planningcommission.gov.in/ 

aboutus/committee/index.php? about=12strindx.htm에서 2019. 10. 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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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제12차 사회보장 5개년 계획(2012-2017)이며, 지방정부 차원

에서는 께랄라 주 정부가 발표한 제13차 사회보장 5개년 계획

(2019-2022)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은 

주로 사회보험과 최저임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회서비스와 사회부조

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광의의 사회보장 5개년 계

획으로 간주하기는 힘들다. 여기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보험 중심 사

회보장 5개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 제12차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의 정책 방향15)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은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5개년 계획의 하나

로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계획수립위원회가 워킹그룹을 구성하

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향후 5년의 사회보장 발전전략을 제안하

는 방식으로 수립된다. 제12차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은 2012~2017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며, 2019년은 13차 5개년 계획하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것이 제12차 5개년 계획

과 관련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2011년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약 8년의 격차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인도 정부가 실시한 다양한 개혁정책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제12차 사회보장 5개년 계획에 앞서 수립된 각종 기본계획과 정책 제

안은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공식부문 노

동자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였다. 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15) 이하의 내용은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2011),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Social Security for Twelfth Five Year Plan(2012-2017)을 참조하여 작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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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는 ‘피용자 주(州)보험기업’(Employees State Insurance 

Corporation)과 피용자복지기금공단(Employees Provident Fund 

Organization)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최근에는 피용자국가보험법

(1948)을 개정하여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에게도 건강보장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초기의 

적용 범위(coverage)는 담배제조산업 노동자, 양조업자, 비석탄류 광산

노동자들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에 사회보장 프로그

램을 비공식부문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비공식

부문 기업위원회(NCEUS)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2008년 ‘비

공식부문 사회보장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제12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정책 성과를 계승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모두 4개의 작업반(subgrou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작업반은 

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책임의 분

담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 작업반은 비공식부문 노동

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고, 이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

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2008년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노동자 외에 어떤 범주의 노동자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할 것인

지가 주요한 고려 사항이다. 세 번째 작업반은 주 정부 단위에서 최저임

금제도를 평가하고 더 많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

조치와 제도적 메커니즘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건설부

문 노동자들의 복지기금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역할이 추가되어 있다. 

네 번째 작업반은 공식부문 노동자와 비공식부문 노동자에게 사회보장제

도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전달체계(delivery mechanism)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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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2차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먼저 공식부문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건강보장, 

출산급여, 산재보험, 노령수당 등이 핵심적인 급여이며, 모두 법률에 의

해 그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이 보험제도하에서 각 제도마

다 적용 범위의 기준16)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 기준을 통합적으로 조정하

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인도 사회보장제도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가 

동일한 적용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보고서는 

공식부문의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비공식부문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으

로 다음 몇 가지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1) 생명 및 장애발생에 대비한 보장, 2) 노령소

득보장, 3) 건강보장과 출산급여가 그것이다. 하지만 제12차 5개년 계획

을 위한 보고서에는 위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이나 개선과 관련해서 구체

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위험별로 분산

되어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자체가 상이하게 파편화되어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통일된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제12차 사회보장 5개년 계획에서 공식부문 노동자와 비공식부문 노동

자에 국한된 내용 외에도 사회보장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한 정책과제 또한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사회보장제도 틀의 수렴: 파편화되거나 중복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16) 적용 범위의 기준이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기업이 몇 명 이상의 근

로자를 가진 경우인지, 그리고 기업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어

떠한지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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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틀에 따라 재구조화하는 문제이다. 2) 사회보장의 보편화

(Universalization): 이것은 사회보장의 최저선을 설정하여 비공식부문

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사회보장 집행체계의 구

축: 사회보장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집행체계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

하다는 지적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인도의 사회보장제도는 중앙정부가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해야 하는 주 정부가 재정부담 등을 이

유로 시행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서 이러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

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사회보장제도가 수급자를 판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 대

한 기록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Central Data Exchange or 

Warehouse)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17)

제5절 최근의 사회보장 정책 동향

인도에서 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원

화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빠르게 확

대해 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비공식부문 노동자로 일하

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그렇다고 인도가 그

에 준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인도 정

17) 인도 사회보장제도에서 정부가 투입한 재원 중 매우 적은 부분이 빈곤층 수급자에게 전

달된다는 비판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제5장 인도의 사회보장정책 171

부가 최근 추진해 왔던 몇 가지 개혁이 어떻게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보

완하거나 대체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기간제 고용 전면 개방과 사회보장: 노동시장 규제 완화의 함의

2018년 인도의 모든 고용주에게 기간제 고용이 전면 개방되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2018년 3월 16일, 인도 연방 노동부는 기간제 고용을 

전면 허용한다는 산업고용규칙(1946)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은 

인도의 모든 기업들이 주어진 요건에 따라 모든 산업에서 특정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전에는 의류와 제조업 분야의 고

용주만이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단기 피

용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주들에게는 채용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관리를 공식화한

다는 의미를 갖는다. 게다가, 이 조치는 공식적인 법률 정비를 통해 비공

식부문의 더 많은 노동자를 공식부문으로 채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치는 비공식부문이 인도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규제

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비공식부문의 일용직 및 계약직 근

로자들은 고용조건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안전한 근로조건을 박탈

당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을 갖는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정규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 견습생, 수습사원 또는 ‘배들리(대체 

임시직근로자)’에 대한 고용정책을 규제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시간, 휴일, 급여일, 임금률 및 기타 고용조건과 관련된 세

부사항을 규정한다. 이는 1948년 최저임금법, 2018년 마하라슈트라 상

점 등의 주 법률과 같은 인도의 다른 모든 연방(중앙)법률과 조응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회사의 직원 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이 숫자는 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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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차원에서 다를 수 있음) 회사는 연방 고용 및 노동 규칙을 준수하면서 

자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정부 대표(주노동위원회)와 종업원(노

동조합), 고용주(회사)의 3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치가 인도의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

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일단 기업 측에서 다음과 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

다. 먼저 인도의 대부분 기업은 계절성과 수요패턴 변화라는 시장상황에 

대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만큼 인력고용에서 불확실성이 커

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간제 고용을 합법화하는 것은 기업의 채용 

관행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기업의 경

영 여건에 맞게 피용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어 인도의 노동자들에게

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근로자들이 법률에 의해 규제

된 조건하에서 자신들의 고용조건과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일할 수 있게 

해 준다. 공식부문의 기간제 고용은 인도의 단기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개정안은 정규직 피용자를 기간제 

피용자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이 개정안이 갖고 있

는 또 하나의 특징은 기간제 노동자는 최저임금, 사회보장 기여금, 기타 

법적 급여 및 수당의 혜택을 받아야 하며, 정규직 노동자와 동등한 혜택

을 누릴 권리를 갖게 된다.

  2. 정부가 판매하는 보험상품

인도처럼 방대한 비공식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하기 위해서는 서구식 사회보험과는 다른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한 실험 중 하나가 국영보험사나 국민연금이 관리하는 보험

상품이다. 2015년 5월 9일 인도 정부는 비공식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5장 인도의 사회보장정책 173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일종의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제공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체 인구의 20%, 근로자의 11%가 공식

부문 노동자로 사회보험을 비롯한 보험에 가입한 반면, 나머지 인구는 그

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는 18~70세에

게 가입자격을 주는 상해보험(PMSBY)과 18~50세에게 가입자격을 주는 

생명보험(PMJJBY), 그리고 18~40세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상품

(APY)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소외계층이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

려하여, 보험료를 12루피(0.2달러)와 330루피(약 5.5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하였다. 그리고 연금상품을 신청한 시민들에게는 향후 5년

간 매년 납부액의 50% 또는 1000루피(약 17달러)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세 가지 보험상품을 운영하

는 기관은 인도국영보험사와 국민연금이다. 그리고 이 보험상품은 은행

계좌가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에게도 계좌

를 개설해 주고 여기서 보험료를 자동이체하게 한다는 점에서 금융소외

(financial exclusion)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5

년 5월 9일~13일 5일간 2개 보험에 약 6780만 명이 가입하지만, 연금상

품에는 약 7만 명이 가입하여 현저히 큰 격차를 보였다(이정미, 2015, 

pp. 1-2).

  3.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강제규정화

인도는 2014년 4월 기업의 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

sponsibility)을 강제하는 기업법(The Companies Act 2013)을 개정

하였다. 기업의 사회책임을 강제규정으로 법에 담은 것은 인도가 세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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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 것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교육, 빈곤, 

성평등, 기아 등의 영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총 기업

가치가 INR 500크로어(7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연 매출이 INR 

1000크로어(미국 1억 4000만 달러) 이상 또는 총이익이 INR 5크로어 

(69만 9125달러) 이상인 기업에는 지난 3년 평균 수익의 2%를 CSR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기업의 

CSR 지출이 과세소득 계산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이 조항에 대한 재평가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에는 기업법 개정안을 통해 CSR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지금

까지는 기업이 특정 연도에 CSR 기금을 충분히 쓸 수 없는 경우, 그해 배

정된 자금을 다음 회계연도에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 채택된 CSR 

개정안은 이제 기업들이 지출되지 않은 CSR 기금을 회계연도 말 안에 법 

제7부칙에 따라 규정된 기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금액은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활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금은 지정된 기금 

중 하나에 예치되어야 한다. 애당초 이 법안은 규정위반 시 벌금과 금고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업무담당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산업계가 CSR 위반에 대한 징역형 

등 엄격한 조항에 반대한 이후,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2014년 의무적 CSR 조항이 적용된 이후 인도 기

업의 CSR 지출은 크게 증가했다. 2018년 기업들은 2014-15년에 비해 

47% 더 많은 돈을 CSR 이니셔티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상장기업들은 교육 프로그램, 기술개발, 사회복지, 의료, 환경보전 등 다

양한 프로그램에 INR 1만 크로어(14억 달러)를 썼고, 총리구호기금

(Prime Minister’s Relief Fund)도 전년에 비해 CSR의 기여도가 139% 

증가했다. 교육부문이 가장 많은 지원금(38%)을 받았고, 기아-빈곤-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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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환경적 지속가능성(12%), 농촌개발(11%) 등의 순이었다. 

2019-20년 회계연도 기업들의 CSR 규정 준수율은 97%에서 98% 사이

로 추정된다.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인도의 주요 대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몇 가지 CSR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타타그룹(The Tata Group)의 CSR: 인도의 대기업인 타타그룹은 

다양한 CSR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지역사회개발

과 빈곤 완화 프로그램이다. 타타그룹은 자조그룹을 통해 여성에 대

한 권한 부여, 소득 창출, 농촌 지역발전, 기타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왔다. 교육 분야에서 타타그룹은 수많은 기관에 장학금

과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한 아동교육의 촉진, 면역

화, 에이즈에 대한 인식 창출과 같은 건강관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

고 있다. 그 외 농업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적 권한 부여, 환경 보호, 

스포츠 장학금 제공, 병원, 연구센터, 교육기관, 체육학원, 문화센터 

등의 인프라 개발 등이 있다.

2) 울트라테크 시멘트(Ultratech Cement)의 CSR: 인도 최대의 시멘

트사인 울트라테크 시멘트는 지속가능성과 자립을 목표로 전국 407

개 마을에서 사회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CSR 활동은 의료 및 가족 

복지 프로그램, 교육, 인프라, 환경, 사회복지 및 지속가능한 생활보

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회사는 의료 캠프, 면역 프로그램, 위

생 프로그램, 물 보존 프로그램, 유기농 농업 프로그램 등을 조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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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도에서의 최근 기본소득 논의

인도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논의는 정치가들의 헛된 공약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경

제사회환경을 고려한 유의미한 시도인가. 그것은 인도 사회보장제도가 

처한 제반 상황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논의는 최근 인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철인 2019년, 정치가들이 앞다투어 

보편적 기본소득을 전통적 보조금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으

로 논의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지위나 고용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수급

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을 지칭한다고 한다. 그 목표는 

빈곤을 퇴치하고, 소비수요를 진작하고, 불평등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

리고  인도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는 농촌빈곤과 농민들의 고민을 해

결하는 데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자영업자협회(SEWA), 마디아프라데시 지방정부, 유니세프는 

2012년 이 지역에서 무조건적 현금급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

그램은 8개의 마을에 거주하는 6000명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의 결과, 기존과 같이 국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통제집단과 비교해서 실험집단(수급자)이 더 많은 돈을 저축하

고, 돈을 자신의 생활수준을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데 사용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인도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경제서베이 2016-2017’

에 발표된 수브라마니암(Arvind Subramaniam)의 논문, 즉 인도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편익을 설명하는 논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부분적으로 MP지방정부에서의 시범사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GDP의 

4.9%를 기본소득을 위해 투입하자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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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선거에서는 야당대표인 라훌 간디(Rahul Gandhi)가 기

본소득이 빈곤층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선거공약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그 약속은 기본소득으로 가장 가난한 

20%의 사람들에게 연 INR 7만 2000(1042달러)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

다. 하지만 간디도 총회도 그중 어느 누구도 정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나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말뿐인 기본소득이라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인도지역에서 실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프로그램

들은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 있다.

1) 텔랑가나(Telangana) 지방정부의 The Rythu Bandhu 프로그램: 

2018년 5월, 텔랑가나 지방정부는 리투 반두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농민들에게 연간 8000 per acre를 제공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주 정부는 연간 INR 1만 

2000크로어(17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2) 시킴(Sikkim) 보편적 기본소득을 선언한 최초의 지방정부: 2019년 

1월 시킴 총리는 자신의 당(National Democratic Alliance)이 재

집권하면, 3년 내에 보편적 기본소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

다. 그리고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급여와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정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해당 주 

정부의 여가오락시설 프로젝트주로부터 조달한다는 것이다. 

3) 정부의 PM-Kisan 프로그램: 2019년 2월 모디 총리의 정부는 

PM-KISSAN (Pradhan Mantri Kisan Samman Nidhi) 소득보

장 프로그램을 2019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 추경예산은 이 프

로그램이 소규모 자영농민들에게 연간 INR 6000(87달러)을 지급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2019년~2020년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

기 위 재정당국은 연간 INR 7만 5000크로어(105억 달러)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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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이 법률이 2018년 

12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조치는 인도연

방정부 예산편성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다.

4) 오디샤(Odisha)의 KALIA 프로그램: 2018년 1월 오디샤 지방정부

는 농민과 소작농들에게 생계보조금을 지급하는 칼리아(KALIA) 프

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계절에 따라 한계농민에게는 

INR 5000을, 취약계층가구에게는 연간 INR 1만(145달러)을 지급

하고, 땅이 없는 가족에게는 연간 INR 12만 5000(181달러)을 지급

한다. 이 프로그램은 3년간 약 INR 1만 180크로어(15억 달러)가 

소요된다.

제6절 맺으며

오랜 기간 인도는 서구형 사회보장제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

는 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낙후

된 경제구조와 비공식부문, 카스트 제도와 불평등의 문화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인도의 사회보장제도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그러하듯, 불과 수년 

사이에 놀라운 수준의 양적-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인도 사회가 기존의 낡은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가 잔존하는 측면이 있고, 

그것이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빠른 경제성장과 선거 경쟁을 통한 정권교체의 전통, 교육과 고용 시스템

의 정비 노력,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입법 시도 등을 통해 

사회가 발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인도 사회보장제

도는 이미 빠른 변화가 진행 중이며, 전체적으로 암울하지 않다는 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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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명하다(Betz, 2019, p. 14.).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는 아직 소득보장제도가 서구 복지국가처럼 정

비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립 촉진을 위한 각종 고용

연계형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통합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강화되고, 사회부조 프로그램이 정비되고, 소득보장제도의 개혁

과 관련해서 기본소득 등 대안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향후 4차 산업혁명과 인구 및 가

족구조 변화 등이 도래하는 인도가 과거의 종교와 카스트 그리고 인종 간

의 불평등과 갈등을 이기고 어떠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갈 것인지 기

대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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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며

인구의 규모로 볼 때 세계 두 번째의 국가이고,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

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인도는 보건의료정책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고 동시에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도 보건의료체계의 현

황을 보건재정과 건강(보건)지표 측면에서 살펴보고, 2000년대의 핵심 

보건정책이었던 보건소 강화 정책인 National Health Mission과 (입원)

의료보장 정책이었던 RSBY(Rashtriya Swasthya Beema Yojana)의 

성과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최근 인도 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축이 된 

보건복지센터(Health and Wellness Centre)와 2018년 입원의료의 보

장을 위해 빈곤 및 취약계층 인구 5억 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도

입한 PM-JAY(Pradhan Mantri-Jan Aarogya Yojana)에 대해 그 핵심 

구조를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건강보장제도가 당

면한 주요 정책과제를 거버넌스, 전략적 구매자로서의 역량 강화 그리고 

PM-JAY를 넘어 전 국민에 대한 건강보장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관

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인도의 보건의료정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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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도 보건의료체계의 현재

  1. 보건 재정

인도 정부에서 건강보장의 주무 부처는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이다. 하지만 실제 보건정책과 건강보장의 

집행에 있어 주(state) 정부의 역할 역시 막중하다.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는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이나 조세권한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예: 조

세 권한의 분권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구체적인 프

로그램이나 부문(sector)에 지정되기보다 제약 없이 배정되는 방법 (즉 

un-tied grant)이 주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배정과 집행의 유연성을 높

이는 장점은 있으나, 한편으로는 주 정부가 보건부문에 대한 정책의 우선 

순위를 낮출 경우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예산 배분이 줄어들 가능성도 존

재한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율은 2018년 기준 4.0%로 비교적 낮은 편

이다(National Health Systems Resource Centre, 2018). 국민의료비

의 재원 구조를 보면 공공재원 29%, 민간보험 4%, 본인부담 67%로 이루

어져 있다(National Health Systems Resource Centre, 2017). 따라

서 GDP 대비 공공부문 의료비의 비율은 대략 1% 정도이고 이 비율은 과

거 10여 년간 거의 변화가 없다. 인도의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은 주

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방글라데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그

림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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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 2015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공공재원 중 공공(사회)보험의 역할이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국민의료

비에서 정부 재원(조세/예산)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 재원의 구성에 있

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대적 비율은 각각 34%, 66% 정도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총 예산 중 보건부문 비율은 6-7%에 불과한 실정이

다. 예산 배정은 주로 역사적 배분 즉 과거의 예산 배정액에 기초해서 산

출물이 아닌 투입요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의 보건예산 대부분

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므로 비교적 경직적인 예산으

로 볼 수 있다. 보건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고 민

간부문이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본인부담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 및 일부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사회(공공)보험이 존재하나 그 

비중은 매우 적어서(전체 의료비의 2% 정도) 공공지출의 거의 대부분은 

조세(예산)가 차지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사회보험(ESIS: Employee 

State Insurance Scheme)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근로자를 (피부양

자 포함)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가 임금의 1.75%를, 그리고 고용주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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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4.75%를 부담해 운영된다. 인도에서는 공식부문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비공식부문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는 사회(공공)보험은 

그 역할이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인도는 GDP 대비 총 국민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편이고, 그중 대부분이 환자 본인부담 즉 가구의 직접지출

(OOP: Out-of-pocket payment)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림 6-2〕 참조). 또 국민의료비의 구성 요소를 보더라도 인도는 정부의 예

산/조세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고 사회보험의 역할 역시 매우 낮은 편

이다. 이렇게 취약한 공공재원의 역할은 곧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를 제대

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공재원의 비중을 높여 의료이

용에 따른 재정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건강보장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2〕 아시아 국가들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과 재원 구조(2015년)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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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의료이용에 따른 가구의 직접 부담이 높은 이유는 다양하다. 공

공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이 

(명목상으로는) 없지만, 의약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

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의약품이 공공의료시설에는 없어서 의약품 구매

를 민간약국에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제공하

는 의료의 질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서 민간의료공급자를 이용함

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경제개발에 따라 소득이 증가

하면서 민간의료공급자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가구의 의료비 지출중 3분의 2가 외래의료에 대한 지출인데 이 중 대부분

은 의약품에 대한 지출이다(Selvaraj and Karan, 2012). 의료비가 과도

하여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가구는 자산을 팔거나 

빚을 늘려서 의료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Van Doorslaer et 

al., 2006; Garg & Karan, 2009; Berman, Ahuja & Bhandari, 

2010).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크면(본인부담금의 비중이 높으면) 가구소득이

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이 매우 높아져서 이른바 재난적의료비 지

출(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이 발생한다. 나아가 의료비 지

출 전에는 빈곤하지 않았으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선 밑으

로 추락하는 이른바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빈곤화(impoverishment due 

to health expenditure)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두 지표는 전국

민건강보장 목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가구소득의 10%(25%) 이상을 보건의료비에 지출한 경우를 재난적의

료비 발생으로 정의할 때 인도 가구 중 17%(4%)가 재난적의료비를 경험

했다(<표 6-1> 참조). 구매력을 보정해(Purchasing Power Parity) 일당 

1.9달러[3.1달러]를 빈곤선으로 사용할 때, 인도 가구의 4.2%(4.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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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매우 

가난한 가구가 의료이용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unmet need) 아예 의료

비 지출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재난적의료비나 빈곤화로 측정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이 두 지표는 질병에 따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과소 추정하

기 때문에 실제 인도 가구가 경험하는 의료비의 부담은 이 수치들보다 더 

높을 것이다. 

<표 6-1> 아시아 국가들의 재난적의료비와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국가 연도

재난적의료비 경험 가구 
비율(%)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 경험 
가구 비율(%)

가구소득
(소비) 10% 

임계치

가구소득
(소비) 25% 

임계치

빈곤선: 2011년 
구매력보정(PPP) 

일당 
1.90 USD

빈곤선: 2011년 
구매력보정(PPP) 

일당
3.10 USD

Bangladesh 2010 13.57 4.84 4.51 4.08

India 2011 17.33 3.9 4.16 4.61

Indonesia 2015 3.61 0.41 0.07 0.66

Maldives 2009 20.14 1.61 0.52 0.63

Nepal 2010 27.41 3.31 1.85 5.63

Sri Lanka 2009 2.89 0.1 0.05 0.44

Thailand 2010 3.38 0.68 0.12 0.34

Timor-Leste 2001 2.59 0 1 0.65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 & world bank. (2017). Track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2017 Global Monitoring Report. 

  2. 보건지표

인도의 기대수명은 2015년 현재 68세로서, 1980년의 54세에 비해 증가

하였는데,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2015년 

기준, 남성 67세 대비 여성 70세)(<표 6-2> 참조). 하지만 도시와 농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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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표의 차이가 크며 도시인구의 기대수명이 농촌인구보다 5년여 더 

길다(〔그림 6-3〕 참조). 인구구조는 아직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5.6%이다(2015년 기준). 

<표 6-2> 인도의 기대수명

구분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출생 시 기대수명(여성) 53.9 58.3 63.4 65.4 67.8 69.9

출생 시 기대수명(남성) 53.8 57.6 61.8 63.7 65.5 66.9

출생 시 기대수명 53.8 57.9 62.6 64.6 66.6 68.3

자료: World Bank. (2019c). 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Statistics.

  

〔그림 6-3〕 인도의 기대수명(도시와 농촌) 

자료: Central Bureau of Health Intelligence. (2018). National Health Profile 2018. p.29.

인도의 건강 수준은 주(state)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다음의 그림에

서 보듯이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이 가장 높은 주와 낮은 주에서 그 차

이가 5배에 이른다(〔그림 6-4〕, 〔그림 6-5〕 참조). 께랄라, 타밀나두, 마

하라슈트라주는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이 가장 낮은 주이고, 오디샤, 

마디아프라데시, 라자스탄, 우타르칸드 등은 이 두가지 건강지표가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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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들이다. 나아가 주 내에서도 소득계층에 따라 보건지표의 차이가 매

우 높은 편이다.

〔그림 6-4〕 인도 여러 주(state)의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s)(2016년)

자료: Registrar General of India. (2018). Maternal Mortality Ratio Bulletin 2014-16.

〔그림 6-5〕 인도 여러 주(state)의 모성사망률(Maternal Mortality Rates), 2014-2016년

자료: Registrar General of India. (2018). Maternal Mortality Ratio Bulletin 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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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역시 질병 패턴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만성질환의 중요성이 증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염성 질환의 중요성도 여전히 높다. 그러한 측면에

서 볼 때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특히 도시 빈민층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식수, 위생, 화장실(WASH: Water, Sanitation, Hygiene) 등

의 기본적인 보건시설이 취약한 문제가 여전히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안전

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는 인구의 비율이 1990년 71%에서 

2015년에 94%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여전히 존

재한다. 그리고 동일 기간에 화장실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인구의 비율은 

17%에서 40%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World Bank, 2015). 정부가 대규

모의 캠페인 등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화장실 사업의 경우 문화적

인 장벽의 문제 등에 의해 여전히 진전이 더디고 지역 간의 격차가 큰 실

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 2007)에 의하면 인도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서 투입 비용 대비 건강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보건의료를 강

화하고 이 분야 인력을 더 많이 배출하며, 의료기관이 필요 이상 대형화

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입원과 지나치게 긴 재원일수를 단축하며, 

1-2-3차 의료기관 간 연계 및 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값비싼 상품명

의 의약품보다 일반명 의약품의 사용을 늘리며, 보험에 있어서 허위 및 

부당 청구 등을 낮추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제언은 10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보다 큰 

틀에서 보면, 건강보장제도를 확충하고 강화하여 국민들의 질병으로 인

한 재정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건강보장제도가 의료서비스의 구매자

(purchaser)로서 공급자들의 형태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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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2000년대의 핵심 건강보장정책: National Health 
Mission과 RSBY(Rashtriya Swasthya Beema 
Yojana)

  1. National Health Mission

인도 정부는 2005년에 NRHM(National Rural Health Mission)을 

도입하였는데, 시골 지역에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모성 및 영유아 건강지표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재원 

조달은 중앙정부가 60%를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40%를 부담하였는데, 

중앙정부는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을 특정해서 지방정부에 배분함으로써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높이고(물리적) 시설을 보강

하며 또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과거에는 질병 중심의 수직적(vertical) 프로그램들 중심이었다면 

NRHM에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이며 그리고 아래로

부터의(bottom-up) 주민 참여에 기반한 기획과 집행 등을 강조하였다. 

또 임산부에 대해 조건부현금급여(conditional cash transfer)를 도입

하여 기관에서의 분만(institutional delivery) 시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기관분만율을 높여서 모성사망률을 줄이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에서 

Accredited Social Health Activists(ASHAs)라는 보건인력 제도를 도

입해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건강교육, 예방접종, 보건소 이용에 대한 정

보 제공 등에 활용하였다. 이들은 예를 들어 지역의 임산부들이 기관에서 

분만하는 것과 같은 성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다.

NRHM의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주 정부의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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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의 분만율이 거의 두배

로 증가하여 2016년에 80%에 이르렀으며, 주 사이의 기관분만율 차이도 

감소하였다(Vellakkal et al., 2017). 특히 이러한 형평성의 증가는 가난

한 사람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분만을 많이 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하지

만 주 사이에 기관분만율의 차이가 예전에 비해서 감소했더라도 여전히 

일부 주에서는 기관분만의 비중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표 6-3> 참조). 

영유아 접종률 역시 주 사이에 차이가 심하다(<표 6-4> 참조).

<표 6-3> 인도의 주별 기관분만(institutional delivery) 비율

주
보건의료기관에서의 

분만(%)
공공(public) 

보건의료기관에서의 분만(%)

Nagaland 32.8 25.1

Meghalay 51.4 39.4

Arunacha 52.3 42.7

Jharkhan 61.9 41.8

Bihar 63.8 47.7

Uttar Pradesh 67.8 44.5

Uttarakh 68.6 43.8

Manipur 69.1 45.7

Chattisg 70.2 55.9

Assam 70.6 60

West Bengal 75.2 56.6

Himachal 76.4 61.6

India 평균 78.9 52.1

Tripura 79.9 69.1

Mizoram 80.1 63.8

Haryana 80.5 52

Madhya Pradesh 80.8 69.5

Rajastha 84.0 63.5

Delhi 84.4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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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ntral Bureau of Health Intelligence. (2018). National Health Profile 2018.

<표 6-4> 인도의 주별 영유아 예방접종률  

주
보건의료기관에서의 

분만(%)
공공(public) 

보건의료기관에서의 분만(%)

Odisha 85.4 75.9

Jammu & Kashmir 85.7 78.1

Dadra & Nagar Haveli 88 66.4

Gujarat 88.7 32.6

Daman & Diu 90.1 43

Maharash 90.3 48.9

Punjab 90.5 51.7

Telangan 91.5 31

Andhra Pradesh 91.6 38.3

Chandiga 91.6 72.4

Karnatak 94.3 61.4

Sikkim 94.7 82.7

A & N_Island 96.6 92.3

Goa 96.9 58.2

Tamil Nadu 99.0 66.7

Kerala 99.9 38.4

Lakshadw 99.9 63.3

Puducher 99.9 82.0

주
12-23개월 영유아 예방접종률(BCG, measles, and 3 

doses each of polio and DPT) %

Nagaland 35.7

Arunacha 38.2

Dadra Nagar Haveli 43.2

Assam 47.1

Gujarat 50.4

Mizoram 50.5

Uttar Pradesh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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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ntral Bureau of Health Intelligence. (2018). National Health Profile 2018.

주
12-23개월 영유아 예방접종률(BCG, measles, and 3 

doses each of polio and DPT) %

Madhya Pradesh 53.6

Tripura 54.5

Rajastha 54.8

Maharash 56.3

Uttarakh 57.7

Meghalay 61.5

Bihar 61.7

Jharkhan 61.9

India 62

Haryana 62.2

Karnatak 62.6

Andhra Pradesh 65.3

Manipur 65.9

Daman & Diu 66.3

Delhi 66.4

Telangan 68.1

Himachal 69.5

Tamil Nadu 69.7

A&N Islands 73.2

Jammu & Kashmir 75.1

Chattisg 76.4

Odisha 78.6

Chandiga (79.5)

Kerala 82.1

Sikkim 83

West Bengal 84.4

Lakshadw 86.9

Goa 88.4

Punjab 89.1

Puducher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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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HM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

의 보건소에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큰 문제여서 의사

직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전임의사를 구하지 못해 단기 계

약직 의사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결과, 여전히 공공부문 보건의

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서, 전체 외래 이용의 4분의 3 정도는 민

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시골 지역 못지않게 도시의 보건의료체계 역시 매우 취약

하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에 의해 도시 빈민지역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면

서 높은 인구밀도, 취약한 상하수도와 화장실 시설, 여러 환경 문제 등 보

건문제 또한 많이 열악한 실정이다. 도시 지역의 보건소 역시 취약하고 

병원과의 의뢰 회송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National Urban Health Mission을 2013년에 도입

하여 농촌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차보건의료와 보건소를 강화하고 모성 및 

영유아 보건 지표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농촌과 도시 지역의 정책

을 포괄하여 National Health Mission(NHM)으로 불리게 되었다. 

  2. Rashtriya Swasthya Beema Yojana(RSBY)

National Health Mission이 일차보건의료만을 보장하므로 병원의 

입원의료에 대한 정책이 미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2008년

에 입원의료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RSBY를 도입하였다. RSBY는 빈곤

층 약 6000만 가구(약 3억 인구)를 대상으로 약 1000~1200 여 가지의 

입원 수술 혹은 입원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으로서 보험료는 정부가 전

액 지불한다(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2008). 의료공급

자는 위에서 언급한 1000~1200여 개의 서비스에 대해 포괄수가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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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진료비를 지불받는다. 

가입된 빈곤층은 가구당 5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간 가구당 

3만 인도루피(INR)(약 460달러) 한도 내(교통비 연간 가구당 1000INR 

한도 내)에서 그리고 입원 건당 100INR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의

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가구당 

연간 30 INR 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함). 중앙정부와 주 정부의 재정 분

담은 각각 75%, 25%인데(일부 가난한 주에서는 90%, 10%),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개입찰 계약을 통해 하나의 보험회사에 보험 운영을 위탁하

였다.

RSBY의 역할이 가장 컸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25개 주에서 약 4100 

만여 가구가 가입되었다(National Health Authority, 2019a). 특히 안

드라 프라데시와 타밀나두주(State)의 경우에는 주 정부가 RSBY의 인구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인구의 50~80%를 커버하기도 하였고, 히마찰 프

라데시와 께랄라주에서는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나

아가 메갈라야와 고아주에서는 주 정부가 건강보험을 전체 주민에게 확

대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RSBY는 급여로 포함하는 질환들에 있어서 가입자들의 사망률을 감소

시킨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Sood et al., 2014). 또 

RSBY는 전반적으로 가입자들의 의료이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Prinja, Chauhan, Karan, Kaur & Kumar, 2017). 가

입자들의 의료이용이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는가에는 그 지역 건강보험에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특히 민간병원들의 참여가 가입

자들의 의료이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병원의 이용이 

경쟁을 촉진시키며 공공병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가져온다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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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향상 없이 혹은 객관적인 질에 있어서 공공병원이 더 좋은 경우에

도 RSBY 제도가 민간병원에 대한 선호를 강화시킨다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RSBY가 의료비 부담의 감소에 미친 영향은 기대만큼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Karan, Yip & Mahal(2017)에 의하면 RSBY는 가

입자들의 입원의료비 지출과 과부담·재난적의료비 발생을 감소시키지 못

하여 근본적으로 가난한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지 못했다. 저자들

은 RSBY가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첫째, 공급자들이 가입자들의 의료이용을 거절했거나 혹은 비급여서비스

를 이용하도록 수요를 유인했을 가능성이다. RSBY가 진료비를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히 민간병원들이 가입자들의 진료를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급여 상한인 INR 3만이 별로 높지 않은 수준이

어서 가입자 중 의료비가 급여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

여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 셋째, 공급자들의 유인수요에 의

해, 급여 대상이 아닌 값비싼 의약품이나 진단검사, 외래 서비스 등을 이

용하게 되면서 환자의 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의약

품이나 외래서비스에 대한 급여가 부재하다는 것은 급여의 가장 큰 한계

로 지적되기도 한다. 

RSBY의 한계는 민간보험회사가 위탁계약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

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주 정부의 경험과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

의 모든 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운영을 민간보험회사에 위탁하였다. 

따라서 주 정부와 보험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는가, 혹

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민간보험회사가 비용을 절

감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La Forgia & Nagpal, 2012). 예를 들어 민간보험회사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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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가구를 가입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혹은 가능하면 

건강이 조금이라도 좋은 가구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

은가 등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가난한 가구 중에도 제도의 

존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여전히 가입이 안 되거나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Ghosh, 2014), 더 취약한 계층

일수록 가입률이 낮았다(Nandi, Ashok & Laxminarayan, 2013). 

제4절 국가보건정책 2017(National Health Policy 
2017)과 Ayushman Bharat

  1. 국가보건정책 2017 

최근 가장 중요한 보건정책의 이정표는 ‘국가보건정책 2017’이다. 이

를 통해 인도 정부는 보건의료부문에서 포괄성(universality), 형평성

(equity),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책무성(accountability), 환자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patient centred and quality of care), 전문성

(professionalism), 윤리(integrity and ethics), 포용적 파트너십(inclusive 

partnerships), 다양성(pluralism), 분권화(decentralisation), 적응성

(adaptiveness) 등을 높이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핵심적 목표로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보건정책 2017은 다음과 같은 세부 정책을 포함

하고 있다. 



200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보건 외의 다른 영역과 협력하고 공공보건

시설을 통해 양질의 예방, 건강증진, 치료, 재활, 생애말기 서비스 등

을 제공한다.

- 출산, 모성, 아동, 성인들의 전염성 질환, 만성질환, 직업 관련 질병

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국민들이 공공병원을 통해 양질의 2·3차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고,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민간 의료공급자들을(전

략적 구매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의료를 이용할 때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킴으로서 재난적의료

비를 경험하거나 이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구들을 최

소화한다. 

- 증가하고 있는 민간보건의료부문과 공공보건부문이 조화를 이루어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안전성, 지불가능성, 윤리성 등이 높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현재 GDP 대비 1.15%인 공공(정부)부문의 보건의료비 지출을 2025년

까지 2.5%로 증가시킨다.

- 2·3차 의료를 담당하는 공공병원은 의약품, 진단서비스, 응급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2·3차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 보건복지센터는 노인보건, 생애말기 서비스, 재활 등을 포함하는 포

괄적인 일차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위 정책 중 정부의 보건의료부문 지출을 2025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는 인도 정부의 매우 강한 정책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아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우나 위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뿐 아니라 여러 정책 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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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복지센터(HWC: Health and Wellness Center)

국가보건정책 2017을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인 Ayushman 

Bharat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Long Live India”인데, 일차보건의료

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센터(HWC: Health and Wellness Center)와 병

원의 입원의료를 보장하는 PM-JAY(Pradhan Mantri - Jan Aarogya 

Yojana)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 정부는 기존에 존재하던 보건지소와 보건소들의 수준을 높여서 

전국에 15만여 개의 보건복지센터(Health and Wellness Center)를 만

들어서 질병 예방, 건강증진, 치료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보건복지센터에는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인력들과 의약품 

및 장비들이 배치되어 모자보건, 정신보건, 전염성 질환, 나아가 만성질

환, 치과, 건강검진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고 보건정보 시스템을 확충하여 지역주민과 환자들의 건강상태와 보건정

보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센터는 앞서 언급한 NHM(National Health Mission)을 대

폭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NHM이 경험한 문제들로부터 중요

한 교훈들을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ASHA(Accredited Social 

Health Activist)들 역시 재정적 인센티브가 낮아서 제대로 확보 못하거

나 활동이 미진한 경우들이 있었다. 나아가 보건복지센터와 병원 서비스 

간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보건소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여전

히 낮다면 제도 도입 이후에도 병원에서의 입원 진료가 과다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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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PM-JAY(Pradhan Mantri-Jan Aarogya Yojana)

  1. 배경과 의의

인도 정부는 예산을 공공병원에 직접 투여하여 공공병원이 빈곤층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이른바 공급 측 재정정책(supply-side financing) 대

신, 보험제도를 만들어 수혜자들의 보험료를 정부가 납부하고, 보험수혜

자(가입자)들이 의료공급자를 이용하면, 보험자가 공급자에게 의료비를 

지불해주는 이른바 수요 측 재정정책(demand-side financing)인 

PM-JAY를 2018년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조세에 기반한 재정정

책과 보험에 기반한 재정정책을 혼합한 것인데, 재원은 조세이지만 조세

를 빈곤층의 보험료로 사용함으로써 구매자인 보험자로 하여금 의료제공

체계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서비스제공과 서비스구매를 분리하

여 보험자가 전략적 구매자(strategic purchaser)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

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조세냐 보험이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각 접근

의 장점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도의 수혜자 입장에서는 민간공급

자와 공공공급자 중 선택할 수 있어서 민간과 공공부문이 성과 향상을 위

해 의료제공에서 경쟁을 하게 만들었다. 정치적 입장에서는 기존의 공공

보건의료체계에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

는 것이, 수혜자들과 일반 국민에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더 쉽게 선전

하고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공공의료공급자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단순히 공공병원에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공

공병원을 여전히 잘 이용하지 않으려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측면의 재

정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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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 인구

PM-JAY는 빈곤층 약 1억 가구(약 5억 인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 

전액을 지불하는 건강보장제도이다. 대상자 선정은 SECC 2011(Socio- 

Economic Caste Census 2011)을 자료원으로 하위 40%를 가입 대상

으로 하는데,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상이하다. 농

촌 지역에서는 7가지의 박탈기준(deprivation criteria)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사람 혹은 극빈층이나 구호에 의존한 사람, 소수민족 등에 해당하

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지역의 경우 빈곤층과 취약 계층인 

11개 직업군에 해당할 경우 수혜 대상에 해당한다. 

주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덜 엄격한 기준을 사용하여 대

상 인구를 더 확대할 수 있으나 그 추가 비용은 주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제도 도입 후 일 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입 대상 대비 몇 %의 인구가 실제

로 가입되었는지의 성과는 주마다 상이한데 안드라 프라데시, 께랄라, 라

자스탄, 자르칸드, 마디아프라데시, 아삼 등의 주에서 가입률이 높게 나

타났다(National Health Authority, 2019b).

  3. 급여

급여는 외래가 아닌 입원치료(2·3차 병원)를 대상으로 하고, 급여 한도

는 가구당 INR 50만(약 7666달러)이며, 교통비도 지급된다. 환자는 의

료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며, 입원 전 3일과 퇴원 후 15일간의 

진단 및 의약품 처방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치료에 앞서 사전 승

인(pre-authorization)이 필요하고, 거주하는 주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RSBY에 비해 적용인구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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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주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급여보다 더 

확대된 넓은 범위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추가 비용은 전액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가입자는 공공공급자와 민간공급자 중 선택할 수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급자들이 경쟁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

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병원에서만 이용 가능한 급여서비스를 일부 지정할 수 있

다. 실제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료비는 매우 차이가 크다. 예를 들

어 환자가 분만 시 부담하는 비용을 보면, 민간병원은 공공병원에 비해 

약 10배 정도의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다(<표 6-5> 참조). 공공병원

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총비용

을 환자로부터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민간병원

의 비용이 공공병원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서비스 원가 이상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자들이 공공병원 대신 불필요하게 민간병원

을 많이 이용한다면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해질 것이다. 아래의 

표에 의하면 도시에서의 비용이 농촌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소득 5분위 

중 가장 높은 소득계층이 지출하는 비용이 가장 낮은 계층이 지출하는 비

용에 비해 적어도 3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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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민간·공공병원의 분만 평균 입원의료비용 

(단위: INR)

소득 
5분위

분만 평균 입원의료비용

농촌 도시

공공
병원

민간
병원

합
공공
병원

민간
병원

합

1 1,225 13,082 3,062 1,484 12,985 5,156

2 1,359 14,239 4,294 1,962 14,859 8,161

3 1,623 13,123 4,646 2,389 17,739 10,447

4 1,924 13,085 5,870 3,205 22,964 16,398

5 2,097 17,743 10,113 3,443 31,681 26,143

합 1,587 14,778 5,544 2,117 20,328 11,685

자료: Central Bureau of Health Intelligence. (2018). National Health Profile 2018. p.182.

급여의 범위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데, 24개 진료과(종양내과, 신

경외과, 흉부외과 등 포함)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급여의 범위와 수가

(가격)는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수가의 지불 단위는 포괄수가인 패키

지가격을 기반으로 한다. 포괄수가에는 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입원 직전·후 발생하는 비용도 일부 포함된다. 수

술 패키지(surgical package)는 묶음 단위(bundled)를 기반으로 하는 

단일한 포괄수가를 가지고, 내과 패키지(medical package)는 입원병동

(일반 병동, 투석실, 중환자실)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일당 정액을 기반으

로 하는데, 사전에 정의된 별도 보상 항목들도 포함된다. 패키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원은 보험자인 SHA(State 

Health Agency)와의 논의를 통해 사전에 비용을 승인받아야 하며, 이는 

10만 루피의 상한액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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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정

건강보험이라고 하지만 수혜자가 아닌 정부가 전액 보험료를 납부해주

는 것이므로 정부의 재정지원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제도 관리운영의 주

체는 주(state) 정부이고 중앙정부와 주 정부 간 재정 분담 비율은 각각 

60%, 40%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인구, 급여 

등)보다 주 정부가 더 높게 설계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도

의 초기에는 일부 주에서(원래 시행하고 있던) 자체의 건강보장제도를 유

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모든 주가 PM-JAY에 참여하

고 있다.

진료비 지불은 약 1400여 개(수술서비스 1100여 개, 의료서비스 약 

300여 개) 입원의료서비스에 대해 포괄수가로 이루어지고 공공병원과 민

간병원에 대한 수가는 동일하다. 수가 수준은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주 정

부들은 이를 기준으로 주의 실정에 맞게 최종 수가를 결정한다. 공공병원

은(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예산에 더해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시설, 인력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병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던 정부예산에 더해서 추가적인 재정을 보험자로부터 받는 것이고, 이

를 시설이나 장비의 확장 혹은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등으로 사

용할 수 있으므로, 제도에 대해 우호적이다(물론 정부가 예산 배정의 기

존 수준을 줄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RSBY의 경우 예산에 더해 보험

으로부터의 진료비 지불이 추가된 이후에도,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이 감

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 Forgia & Nagp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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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험자와 거버넌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조직은 NHA(National Health 

Authority)인데 전체 제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주 정부에서는 이

를 기준으로 자체적인 환경을 고려해 수정을 할 수 있다. NHA의 주요 의

사결정은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사회의 의장은 보건가족복지부 

장관이며 11명으로 구성된다(재무부, 민간 전문가 2인, 주 보건부 대표 5

인 등). 주 차원에서는 SHA(State Health Agency)가 이 역할을 담당하

며 그 아래 단계에서는 District Implementation Unit가 있다. SHA의 

장(長)은 주 정부가 임명한다. 

주별로 가진 역량이나 기존에 운영하던 건강보험 제도의 현황 등이 다

른 만큼, 개별 주는 PM-JAY를 시행하기 위해 크게 다음의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신탁(Trust) 모형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한 모형으로, 중간에 보험자 없이 SHA(State 

Health Agency)가 직접 제도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이익·적자 등의 재정적 위험(financial risk)을 주 정부가 부담한다. SHA

가 공급자에게 직접 보상하게 되나, ISA(Implementation Support 

Agency)를 고용하여 청구건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HA는 병원과의 계약, 급여 대상자 식별, 청구건 관리, 감사 등에 대한 

모든 책무를 진다. 현재 17개 주가 신탁모형을 선택하였다(Andaman 

and Nicobar Islands, Andhra Pradesh, Arunachal Pradesh, Assam, 

Bihar, Chandigarh, Karnataka, Goa, Haryana Lakshadweep, Madhya

Pradesh, Manipur, Sikkim, Himachal Pradesh, Tripura, Uttar 

Pradesh, Uttarak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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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Insurance) (위탁) 모형

SHA가 입찰 과정을 통해 보험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산

정된 가구당 보험료를 지불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적 위험

(financial risk)은 보험자가 일부 지게 된다. 보험자가 과도한 이윤을 취

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비용과 이윤 명목으로 보험료에서 한정

된 비율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윤은 

모두 SHA에 30일 이내에 환급되어야 한다. 만약 청구건 대비 보상률

(claim settlement ratio)이 즉 보험료 대비 의료비용이 120%(혹은 주

에 따라 1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비용은 보험자와 주 정부가 

절반씩 분담하며, 주 정부 부담금은 다시 정해진 재정부담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분담한다. 그러나 중앙정부 부담금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

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부담금 상한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험자가 부

담하도록 한다. 현재 9개 주가 보험(위탁) 모형을 선택하였다(Meghalaya, 

Mizoram, Nagaland, Dadra & Nagar Haveli, Daman & Diu, 

Jammu & Kashmir, Puducherry, Kerala, Punjab).

혼합 모형

주로 기존에 다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제도를 운용하던 주에서, 

앞서 언급한 2가지 모형을 혼합하여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기존 제도와 

부합하는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채택한 경우이다. 현재 7개 주가 채택하

였다(Chhattisgarh, Gujarat, West Bengal, Rajasthan, Jharkhand, 

Maharashtra, Tamil Nadu).

현재는 신탁 모형을 선택한 주가 보험 모형을 선택한 주보다 더 많은 

상황인데 이는 과거 RSBY 제도에서 모든 주가 민간보험회사에 제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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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위탁한 경우와 대조적이다. 이는 그동안 RSBY 제도를 통해 주 정부

들이 건강보장제도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역량도 조금씩 향상된 결과

로 보인다. 앞서 RSBY의 경험에서처럼 보험 모형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민간보험회사가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수 있도록 유인을 

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

한 민간보험회사가 공급자들의 행태를 잘 모니터링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비용 절감만을 강조할 경우, 의료의 질이 감

소하거나 가입자의 의료접근성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공보험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

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공보험의 운영을 책임지는 신탁모형의 장점을 살

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공공보험에 있어서 핵심역량

을 외부 민간보험에 외주를 주는 경우는 드물다. 

  6. 의료 공급자

제도의 성공에 있어서 병원들과의 계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다. 여러 지역에 분포한 양질의 병원들과의 계약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확

보해야 하고 이는 곧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제도의 혜택을 결정하는 핵심

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RSBY의 경험에서도, 병원과의 지리

적 접근도가 실제 의료이용에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계약한 병원들의 지

리적 분포가 가입자들의 의료접근도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019년 9월 현재 PM-JAY는 1800여 개의 병원과 계약을 맺었는데

(empanelment) 민간병원의 수가 공공병원보다 약간 더 많다(<표 6-6> 

참조). 병원 입원 건수는 약 465만 건이었고, 총 입원급여 금액은 약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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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루피(INR)에 달한다. 병원 수 그리고 입원 건수의 비중에 비해 금액에 

있어서 민간병원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볼 때 중증이나 고비용 환자

가 민간병원을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6> PM-JAY 가맹 병원 수와 입원 이용(2019년 9월 현재)

구분 공공병원 민간병원 합계

병원 수 8,571 9,665 18,236

병원 입원 수 2,180,000 2,470,000 4,650,000

병원 입원금액(천만 루피) 2,846 4,644 7,490

자료: National Health Authority. (2019b). Annual Report 2018-19.

나아가 어떤 기준으로 계약 대상 병원들을 선택하고 어떻게 병원들의 

성과(의료의 질, 비용 등)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이다. 양질의 병원을 선정하는 기준(Empanelment criteria)은 일반 병

원에 대한 기준(General Criteria)과, 전문 분과에 대한 기준(Specialty 

Criteria)으로 나뉘어 있으며, 병원이 저위험군이나 고수익이 예상되는 

환자를 선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병원에서 특정 진료과만 

PM-JAY와 계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계약을 체결한 병원은 

PM-JAY에서 급여하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 정부는 

주 선정위원회(State Empanelment Committee)를 구성하고, district 

단위 위원회의 추천을 토대로 병원이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판단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PM-JAY와 계약을 체결한 병원은 수혜자

를 위한 전담 안내데스크를 운영해야 한다. 

병원이 지속적으로 질 향상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PM-JAY는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PM-JAY와의 계약체결 당시에

는 국가인증위원회(NABH: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제6장 인도의 보건의료정책 211

Hospitals & Healthcare providers)의 인증이 필요없으나, NABH의 

기초 인증(entry accreditation)을 받은 기관은 10%, 완전 인증(full 

accreditation)을 받은 기관은 15%의 수가 가산을 받을 수 있다. 또 전

공의 수련병원은 10%의 수가 가산을 받고, 취약지역의 병원도 10%의 수

가 가산을 받는다. 보건가족복지부(MoHFW) 등 정부 부처에서 직영하는 

상급의료기관의 경우, 보험자인 NHA(National Health Authority)가 

직접 MoU를 체결하였으며, 수도지역의 민간병원 중 NABH의 인증을 받

은 기관들은 모두 NHA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

제6절 인도 건강보장의 정책 과제 

  1. 거버넌스

어느 제도이든 거버넌스가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인도 건강

보장제도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

할, 공공부문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범위, 보험(구매) 기능을 가지는 보험

자의 역할, 공공보험자와 민간보험회사 그리고 민간공급자 간 관계와 계

약체결, 그리고 이와 관련된 1차, 2차, 3차 의료제공의 연계와 역할 분담 

등이다. 이러한 제반 행위자 간의 관계와 역할 분담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가, 그러한 정책 결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 성과가 제

대로 측정되고 책임이 제대로 물어지는가 등이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인도의 상황에서는, PM-JAY가 입원에 대한 보장이다 보니 보건소(일

차보건) 강화와 입원의료 보장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있는 Ayus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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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arat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PM-JAY가 너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서, 입원 혹은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로 지나치게 변화되는 것 아닐

까하는 우려가 존재한다. 즉 원래의 취지는 일차보건의료는 보건복지센

터를 통해 이용하고 병원입원의료에 대한 보장은 PM-JAY를 통해 해결

하려는 정책 의도였으나, 국민들이 보건복지센터의 의료 질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까지도 병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수 

있고, 더구나 병원의 입원의료가 PM-JAY에 의해 해결되기 때문에 과다

한 입원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국민들이 민간병원을 선호하고 또 PM-JAY에 의해 민간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특히 정부가 공공부문 공급자를 늘리고 역량을 강화하

는 정책 대신, 수요 측 재정정책을 선택하여 민간공급자와의 계약을 활성

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민간병원에 대한 선호가 강화

되면 공공의료의 기능이 더욱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학

자는 수요측 정책 즉 PM-JAY는 3차 의료에만 집중하고 정부는 1차 보건

의료 뿐아니라 2차 의료의 영역까지 공급확대·강화 정책을 집행해야 한

다는 견해도 제시한다(Maurya, Virani, & Rajasulochana, 2017).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는, 보건복지센터가 제

공하는 의료의 질을 높여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지만, 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반면 PM-JAY의 대상자들을 모두 의무적으

로 보건소에 등록시키고, 반드시 보건소의 의뢰서가 있어야만 병원으로 

가서 PM-JAY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의료전달체계를 의무화하는 것이 훨

씬 더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지만, 이러한 환자이송체계를 강제화하는 것

은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아니다. 하지만 카르나타카주에서는 보

건소의 게이트키핑 역할과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이 활성화되어 있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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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례가 되리라 생각된다(National Health Authority, 2019a).

관련해서 PM-JAY의 역할이 너무 커지면 NHA와 보건가족복지부 사

이의 역할이나 역학관계가 모호해질 수도 있다. 저소득국가의 경우 보건

부의 재정이 매우 취약한 상황인데, 그에 반해 건강보험제도는 명시적인 

보험료 재원이 존재하므로 보험기관의 재정적 힘이 커지면서 보건부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PM-JAY에 있어서 National 

Health Authority와 (중앙정부) 보건부의 역할,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법제화하고 또 실제 정책 집행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

하다. 나아가 National Health Authority와 State Health Agency의 

역할 역시 명확히 효과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RSVBY 의 경험에

서도, 주별로 성과의 차이가 매우 큰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제도의 설계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 정부, 나아가 그보다 낮은 정

부 단위에서 정책집행의 효과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Maurya & 

Ramesh, 2018). 

  2. 전략적 구매(Strategic Purchasing)를 위한 역량 강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의 보험자 조직의 역량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 인도

의 PM-JAY는 전액 정부예산에 의해 운영되므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

수하는 기능이 필요없다. 따라서 가입자를 대신해 공급자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구매하는(purchasing) 역할이 보험자의 핵심 

기능이다. 보험자 즉 NHA(National Health Authority)와 SHA(State 

Health Agency)는 재정 분석, 급여패키지 결정, 공급자 관리, 진료비지

불제도 설계 등에 있어서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인도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진료비의 심사와 청구, 가입자의 자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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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환자 의무기록, 의료공급자들의 현황 파악 등에 이용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리라 

예상된다.

보험기관은 효과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선별해 계약을 맺고 

이러한 의료공급자들의 성과와 의료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될 것이다. 공급자와의 계약 및 

관리에 있어서 공공부문 공급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정치적 고려에 좌우

되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의

료인력과 장비와 같은 투입요소에 의해 공급자를 평가하고 선별할 가능

성이 높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기준으로 성

과를 평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아가 의료공급자들이 제공하

는 의료의 질을 보험자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가

입자들이 의료공급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따라서 공급자들이 공정하

고 생산적인 경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자와 정부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야 한다. 단순히 의료기관과의 계약 체결 단계에서만 의료의 질을 평가하

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체적으

로 어떤 질 지표들을 이용할 것인지, 병원들과 계약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병원들이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들을 요구할 것인지, 보험자 조직에서 의료의 질 관련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과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현재는 포괄수가제의 형태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

고 있으나 비용과 서비스 포괄의 정확도가 높지 않아 지속적으로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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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양에 따라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평균 

비용이 변화할 것이므로, 심사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포괄수가제도의 성

과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시장의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

가 있다.

  3. 전국민건강보장

PM-JAY는 빈곤층을 중심으로 인도 인구의 40% 정도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대규모 프로그램으로서, 인도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

어 인구의 40%가 경제적 장벽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인구의 건강보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상

위 고소득자는 민간보험 등을 통하여 건강보장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

더라도 중산층들의 의료접근성이 여전히 한계를 보이리라 예상되기 때문

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

험인 Employee State Insurance Scheme(ESIS)의 역할이 현재는 제한

적이지만, 향후 이 제도의 가입 대상과 급여 그리고 계약 의료기관을 확

대함으로써 공식부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장제도를 확대할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PM-JAY의 가입 대상이 아닌 비빈곤층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장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이 그룹의 인구집단은 ESIS보다는 PM-JAY를 확대하여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 재정 여력을 고려해, 

비빈곤층 비공식부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지불해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PM-JA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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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제도의 수혜자로 포괄할 수 있고 구매자로

서의 역량과(의료공급자에 대한) 협상력이 현재보다 더욱 커질 것이다. 

그다음 단계에서는 ESIS와 PM-JAY를 통합하여 전국 단일의 보험자 체

계를 만들어 전국민건강보장(UHC)을 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제도의 운영은 주 정부로 분권화되더라도).

제7절 맺으며

인도는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진전이 있어 왔지만, 의료비의 

대부분을 가구가 직접 부담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적 장

벽이 매우 높아, 재난적의료비나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가 발생하는 비율

이 매우 높았다. 또 건강지표나 보건의료 이용에 있어서 소득계층별로, 

나아가 주(state)별로 격차가 매우 크다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는 정부

가 보건의료부문에 투자하는 공적 자원의 양이 매우 적은 것과 깊게 관련

되어 있다. 

다행히 최근 인도 정부는 보건의료부문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예산 배분을 확대하고 있다. National Health Mission을 

크게 강화하여 보건복지센터를 만들어 확대함으로써 일차보건의료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입원의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빈곤 및 취약계

층 5억여 명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험료를 지불하는 PM-JAY를 2018년

에 도입한 것도 대단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PM-JAY 

는 재원의 측면에서 보면 전액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조세형 건강보

장제도이지만, NHA(National Health Authority)와 같은 구매자(보험

자조직)를 출범시켜, 재정과 서비스 제공을 분리함으로써 건강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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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큰 혁신으로 볼 수 있다.

인도의 건강보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국민들이 공공보건의료공급자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보건복지센터

의 이용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고 그 대신 PM-JAY의 혜택을 받기 위해 

병원의 입원의료가 과다하게 이용될 우려도 있다. 보건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원의료보다 외래와 일차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이 높아져야 하므로 보건복지센터 정책과 PM-JAY 정책 간의 유기

적인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

건강보장정책은 주 정부의 책임으로 집행되므로 중앙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중앙의 NHA와 주의 SHA 간의 정책적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제

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보험(구매) 조직인 NHA와 SHA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PM-JAY에서는 재원이 전액 정부 부담이므로 

NHA와 SHA는 보험료 부과 징수 업무가 아닌 의료서비스의 구매 역할 

즉 급여,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 의료서

비스 질 관리 등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에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PM-JAY가 5억 인구에 대한 건강보장의 혜택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

지고 있지만, 이는 인도 전체 인구의 40%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

지 인구에 대한 건강보장을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

야 한다. 현재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의 공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향후 이들을 포함한 비공식부문 근로자에 대

한 건강보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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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며

본고는 최근 인도 사회학계 내부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학문

의 핵심 주제인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대륙과 학문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

는 활발한 논쟁의 틀 안에서 기술하였다. 아직 형성 단계인 이 학문은 앞

으로 정치경제를 탐구하고 개념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정주의자들

의 참여와,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 사회 구조나 학문에서는 종종 누락됐던 

현대 통치 관행 속에서 배제 또는 소외되었던 집단들과 관련한 통계학자

들의 참여 가능성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또한, 인지적 정의와 사회적 정

의 간의 내재적 관계를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소외계층, 최하

위계층, 이데올로기의 기반 및 정치적 구조·과정을 재검토하는 데 꼭 필

요한 인식적 방법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 등과 관련된 도전과제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도 무척 중요한 학문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사회적 배

제의 개념적 틀은 광범위하게 잡으면서도 인도라는 국가에 중점을 두고, 

인도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가장 소외된 집단의 특정 배제 방법과 관련

하여 작성한 글이다. 뚜렷이 구분되는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

으로 진행되어 온 사회보호 정책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제공할 것이다. 

사회적 배제란 어느 사회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평등할 기회를  박

탈함으로써 후자의 일원인 개인이 사회의 기본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라는 표현

은 대단히 모호하고 다차원적이고 확장적이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인도의 사회적 배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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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배제의 정의가 어렵고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는 사실은 오히려 이론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Gallie, 1956; Silver, 

1995에서 재인용). 배제의 정의에만 집착하기보다는 그러한 사상이 생기

게 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용어가 가진 여러 가지 뜻을 해석해 봄으

로써 “배제”라는 용어를 둘러싼 논쟁과 맥락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회보호 정책은 사회적 

통합과 배제에 대한 논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낙인과 함께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서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20세기 후반 유럽에서 경제적 구조조정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법제화하려 했던 분석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

치가들과 정책 분석가들에게 상당히 호소력 있는 용어이다. 서유럽에서

는 프랑스의 정치적 수사학과 유럽연합만의 제도적 역사 속에서 해당 용

어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

는 1974년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지적장애나 신체장애자, 자살시도자, 중증질환 노

인, 아동학대 희생자, 약물 남용자, 비행 청소년, 한부모, 다문제 가정, 소

외되거나 사회적이지 못한 자 및 기타 사회 부적응자”로서 “사회적 문제”

라고 인식됐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Silver, 1994; 

Silver, 1995).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이러한 낙인과 사회적 배제의 편

협한 시각은 이 용어가 기술적 변화와 경제적 구조조정과 연관되어 신빈

곤의 본질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논쟁의 핵심에 자리잡게 되면서 사라지

게 되었다(Gore, 1995).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배제란 단순히 빈곤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

기보다는 특히 비숙련 노동자와 이민자의 장기 실업률 증가, 청년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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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 능력 상실, 가족 불안정 및 1인 소외 가구 증가, 노숙자의 수 증

가, 도심 주변(banlieues) 값싼 주거 지역의 긴장 고조 및 간헐적 폭력 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단절이라는 의미에

서 사회적 분열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근간의 붕괴는 경제 생활의 구조와 조직의 장기 변

화 과정이 낳은 결과로 비친다. 

제2절 사회적 배제 이론 및 모델

사회적 배제의 모델 혹은 이론에는 다섯 가지가 존재하며 대부분은 처

음 미국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이후 심리학자들이 인종 차별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인종 차별 연구에 사용됐던 이러한 방법론들을 인도의 

계급 차별을 연구하기 위해 적용하였다.18) 그렇다면 상위 계급층들이 달

리트 계급을 차별하기 위해 사용했던 근거는 무엇인가?

1957년 Gary S. Becker는 이와 비슷한 질문인 백인 남성의 흑인 남

성 차별에 대하여, 백인 남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효용이 있다고 판단하

여 차별을 선호하는 것이며, 이러한 선호도는 한 집단의 개인이 가진 다

른 집단의 개인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흑인과 여성의 경우가 

그렇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19) 1973년 Kenneth Arrow는 차별을 구

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신념’론을 제창하였다. 사람들은 다른 집단에 

속한 이들이 평균적으로 덜 생산적이라고 믿거나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

한 신념을 기반으로 타 집단 구성원들의 임금과 고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18) 더 자세한 내용은 Thorat & Newman. (2010). Blocked by Caste: Economic 

Discrimination in Modern India 참조.

19) 더 자세한 내용은 Becker. (2010).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참조.



226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이는 잘못된 판단이나 차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10년 George 

Akerlof가 Rachel Kranton과 함께 주장한 이론에서는 사회적 범주 혹

은 사회적 정체성, 기타 관련 규범들을 경제적 결정이라는 영역에 포함시

켰다. “정체성 이론”은 개인적 선택도 사회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므로 문화적 규범이 타인을 대하는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의 태도를 

결정짓는다고 가정하였다(Akerlof & Kranton, 2010). 이를 인종과 빈

곤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정체성 이론은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태도

가 “우리” 대 “그들”을 계속 구분하려는 집단 규범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고 암시하였다. 백인들은 흑인을 “우리 모두”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보다 

“그들”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들이 소위 “모순적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이

와 같은 “우리” 대 “그들”을 기반으로 한 이분법적 규범은 차별을 초래한

다. 선호, 신념,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차별은 개인의 정신에 박힌 편견

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은 편견의 원인에 대한 보다 깊은 통

찰력을 제공하였다. 1973년 Kenneth Arrow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검증

하기 위한 ‘신념’론을 제창하였다. 한편, 사회심리학자들은 편견의 원인

과 차별의 동기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Gordon 

Allport는 편견을 주로 개인의 정신에 깊이 박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선호 이론과 시각이 비슷한 편견의 심리학은 지배 집단 내에 고착된(그릇

된) 신념과 종속 집단에 대한 차별적 행동을 낳는다.20) Herbert 

Blumer(1958)는 Allport가 주창한 편견의 이론적 구성이 일종의 개인적 

감정은 아닌지 의문을 던지며, “인종 편견은 일종의 개인적 감정이 아닌, 

한 인종 집단의 구성원들이 다른 인종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 느끼는 집

단 입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Blumer는 편견이 개인적 신

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몰래 유지하려는 

20) 더 자세한 내용은 Allport.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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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으로의 가입 권한 여부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상대적 지위 및 

물질적 이득에 대한 집단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배 

집단들이 자신에게는 유리하고 종속 집단에게는 불리한 상황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는 집단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Blumer, 1958, pp. 3-4).

Blumer에 따르면, 지배 집단의(인종) 편견에는 항상 (1) 우월감, (2) 종

속된 인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질감, (3) 특혜와 이익이 걸린 특정 

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4) 종속된 

인종이 지배 인종의 특권을 몰래 가로챌 수 있다는 두려움 등 네 가지 유

형의 기본적인 감정 혹은 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Blumer, 

1958, p. 4). 이처럼 Blumer는 과거 편견의 축을 개인적 감정 대신 상대

적 이익을 고수하려는 집단적 이해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물질적 이득

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개인적 노력보다는) 

집단의 입장과 노력이라는 것이다. 편견은 지배 집단이 계속 유리한 고지

를 차지하기 위해 짠 작전이자 그들이 동원하는 수단이다. 지배 집단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는 실제 (물질적) 이해가 걸렸

을 뿐 아니라 높은 지위의 이점이라는 보다 비가시적인 정신적 이득이 걸

려있다. Blumer의 연구를 바탕으로 Darity, Patrick & Stewart(2006)

는 (인종) 정체성 규범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경제적 혹은 물질적 이득의 역

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인종 정체성 규범은 

인종이나 비인종, 혹은 사회적 상호작용 내 혼합 전략에서 비롯된 상대적 

소득 이득에 따라 형성된다. 정체성 규범들은 개별 정체성 규범의 상대적 

소득 이득(또는 사회적 상호작용 내 정체성 규범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적 소득 이득을 인종 차별, 세속, 사회적 상

호작용 내 혼합 정체성 등을 형성하는 규범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본 이론



228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이 인종 규범에서부터 개별 규범(비인종 차별 규범), 차별의 혼합 규범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저변의 상황을 잘 파악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적인 이론이 되었다는 것이다(Thorat, Tagade & Naik, 

2016, pp. 61-68).  

이상 제시한 이론들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민족, 계급, 성 등 집단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집단 개념”임을 시사한다. 

집단 배제의 경우, 한 집단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한 사회 집단 내에서 

자신의 경제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배제되어 버리

며, 차별이 경제적 지위에 대해 중립성을 띠게 된다(Blumer, 1958). 예

를 들어 상위 카스트 구성원들이 불가촉천민(Untouchable)이라 부르는 

달리트 계급을 차별화할 때 해당 계급에서 누가 더 경제적으로 취약한가 

아닌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재정적인 상태가 아닌 카스트 정체성을 

기반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할당제처럼 차별 관련 정책은 개인보

다는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차별이 경제적 지위

에 대해 중립적이라면, 법적 보호 기준과 정책은 집단 내 개인의 경제적 

지위가 아닌 카스트를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려면 지역사회 내 배제된 인구의 참여를 도모하

고,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태도 변화를 장려하고, 소

득을 늘리고, 배제의 기타 핵심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체론적인 접

근 방법이 필요하다(Jenkins & Barr, 2006, p. 16). 차별은 특정 배제 

유형 가운데 하나이며, 능동적인 형태나 수동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

다. 차별을 통한 능동적 배제의 경우, 행위자들은 상대가 공식적인 자격

(혹은 그 이상)이 있어도 고용을 하지 않거나 사회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

의 참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다. 반면 그와 동등한 혹은 그 이하의 자격

을 갖춘 집단의 구성원들은 지속적으로 선호한다. 이러한 차별은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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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수동적 차별은 사기 및 자신감을 저하시켜 저

조한 결과를 낳게 만들거나 운신의 폭을 넓혀 주는 소득이나 교육에 대한 

접근 경로를 직접적으로 제한해 버린다.  

사회학 문헌들은 사회적 배제의 주요 특징과 지표, 그리고 그것이 빈곤

과 불평등과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사회

학 문헌의 발전은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고 이를 인도의 카스트 계급과 민족 기반 배제에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따라서 본질적으로 집단들의 구성원들이 자기

가 사는 사회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배제당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는 배제라는 개념과 관련해 (배제의) 

“사회적 제도들”과 그로 인한 (박탈이라는 차원에서의) “결과”라는 두 가

지 중요한 측면에 방점을 찍는다. 이러한 배제의 측면들을 이해하려면 특

정 집단이 배제되고 시민, 문화,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서 박탈이 이루어

지기까지의 사회적 상호관계와 제도들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제의 광범위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제의 사회적 과정과 제도

들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특정 집단에서 나타나는 박탈이라는 결

과만큼 중요하다. Amartya Sen(2000)은 특정 사회 내에서의 차별과 박

탈의 원인이나 과정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의미와 현상에 대해 

언급하였다. 

배제는 직접 배제이나 공정한 규범을 어기는 형태(불리한 배제), 포용

이지만 불리한 조건하에서 역시 공정한 규범을 어기는 형태(불리한 포

용), 의도적인 정부의 정책(적극적 배제), 의도하지 않았던 시도 및 상황

(수동적 배제), 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무능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배

제(구성적 관련성) 등등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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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통해 작동하는 차별의 개념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하였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배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사고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제각각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제3절 인도의 맥락 속에서 본 사회적 배제

인도에서는 배제가 카스트, 민족 등과 같은 집단 정체성을 바탕으로 일

부 집단을 배제, 차별, 소외, 박탈하는 사회적 상호관계와 제도들 속에 녹

아 있다. 특히 카스트 제도를 둘러싼 배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

념화해야 한다. 카스트 제도의 근본적인 특징은 각 카스트 계급에 대한 

고정된 시민, 문화, 경제적 권리에 기반하고 있다. 카스트 제도는 한 계급

이 다른 계급의 권리나 직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 배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화가 제약적이며 각 계급의 시민, 문화, 경제적 권리가 가

변적이지 않고 고정적이라는 근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Ambedkar, 

1987). 시민, 문화, 그리고 특히 직업, 고용 같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배제

와 차별은 따라서 제도에 내재되어 있으며 그 제도의 통치 원칙의 필연적 

결과물이다. 시장 경제의 틀에서 직업 이동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 시장

에서 토지, 노동, 신용, 기타 투입물, 모든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서비

스 등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노동은 모든 경제활동의 생산 과정에 있어 

핵심이므로 당연히 시장 차별을 겪을 것이다(Thorat, 2003, 2005). 

한편, 카스트 정체성은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담화에서 지배적 요소로 

작용해 왔다. 카스트 정체성의 독특한 특징인 달리트 계급의 사회적 낙인

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달리트를 사회적 배제에 취약한 계급으로 만들

고 있다. 달리트는 물리적 및 사회적 분리, 자유 부인, 사회 참여 제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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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사회적 혜택 박탈 등 불평등한 권리와 기회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은 

가장 고통받는 계급이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충족시키려는 과

정에서 카스트 기반의 차별과 폭력을 겪기 일쑤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인도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오늘날 인도에서 많은 논쟁과 논의를 촉발시

켰다. 

사회보호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 이야기이다. 

사회보호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회보호란 주

어진 정책이나 사회라는 범주 안에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취약성, 위험, 박탈의 정도에 따른 공적 조치 행위를 의미한다

(Norton, Conway & Foster, 2001, p. 21). Van Ginneken은 사회보

장 정책에 있어 집중과 추진이 부족했던 주요 원인으로 행정적 세분화를 

꼽는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사회정의권한부여부가 사회보장과 사회보

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노동부는 소위 조직화된 분야의 실업수

당과 사회보장법 제정에 관여한다. 생명과 일반적인 보험 관련 정책은 재

무부의 책임이다. 사회보장의 기타 여러 측면과 관련해서는 보건부와 몇

몇 산업, 광업 및 재배 담당 부서들이 관여한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주 정

부들 내에서도 사회보장 정책과 행정 업무는 총무, 노동, 사회 정의, 여성 

복지, 건강 등등 여러 부서가 나누어 맡는다(Ginneken, 1999, p. 187). 

이상의 상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카스트와 불가촉성 기반의 배제와 차별

은 경제, 시민, 문화, 정책 영역에서 배제라고 분류될 수 있으며, 경제 분

야에서는 시장과 비시장 거래 및 교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공평한 기

회가 부정될 수밖에 없다. 첫째, 배제는 노동 시장에서 고용을 부정하는 

형태로, 자본 시장에서는 자본에 대한 접근을 부정하는 형태로, 농촌 토

지 시장에서는 토지의 매입이나 임대를 부정하는 형태로, 투입 시장에서

는 요소 투입의 판매 및 구매를 부정하는 형태로, 소비자 시장에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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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과 소비재의 판매와 구매를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Thorat, 

2006). 

Amartya Sen은 다의적이고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부각시

키고, 일부 사람들이 배제(혹은 소외)되는 상황과 대단히 불리한 조건으

로 (강제) 포함되는 상황의 차이를 조명하였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두 

상황을 그는 주로 계약 조건의 차별적 대우로 인한 “불리한 배제”와 “불

리한 포용”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차별 대상 집단의 청구

나 지급액이 차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요소 투입 및 소

비재의 가격, 노동에 대한 임금 등 생산 요소의 가격, 토지나 토지 임대

가, 자본 이자, 거주 주택 임대, 물과 전기 등 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차별 대상 집단은 시장 가격이나 다른 집단이 지불한 가격에 비해 

자신의 재화를 더 싸게 판매하거나 비싸게 구매해야 할 수 있다. Sen은 

정부나 나서기 좋아하는 대리인이 일부러 정책에 개입해서 배제를 부추

기는 “능동적 배제”와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일련의 상황에 의해 

배제에 이르는 사회적 과정의 일환인 “수동적 배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한다. 

Sen은 나아가 배제의 “구성적 연관성”을 “중요한 핵심”과 구분짓는다. 

전자에서 배제나 박탈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을 내재하고 있다. 예를 들

어 타인과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지역 사회의 삶의 일부에 속하지 못하면 

사람의 삶은 더 심한 박탈로 이어질 뿐 아니라 바로 궁핍해질 수 있다. 그

런 면에서 배제 자체가 내재한 궁핍은 아니지만 배제로 인해 인간의 삶이 

궁핍해질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의 사회적 배제와는 다르다. 둘째, 수역, 

방목지, 기타 공유지 등 공유 자원을 포함하여 교육, 주택, 건강 분야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혹은 민간기관이 제공한 사회적 요구사항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배제와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직업의 순수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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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그리고 소위 더러운 직업에 참여하는 계급이라는 관념 때문에 한 

집단(특히 불가촉천민들)이 특정 직업군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차별당

할 수 있다(길거리 청소부는 가사 관련 직종에 참여할 수 없음). 

지금까지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달리트 계급을 사회적 배제 대상으로 

삼는 주요 분야 혹은 대리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시민 및 문화 분야에서 

불가촉천민들은 도로, 사원, 수역, 서비스 기관, 교육, 건강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차별과 배제를 당한다. (2) 정치 분야에서 불가촉

천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권리 및 의사결정 과정 참여에서 차별을 당한다. 

(3) 물리적 (혹은 거주지) 분리와 불가촉성이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한 사

회적 배제 때문에 불가촉천민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당한다. (4) 

카스트 체제의 관습적인 규범과 규칙을 규제하고 집행하는 사회적 기제

때문에 불가촉천민들은 특정 사회나 경제적 보이콧 및 폭력의 형태로 대

립에 직면하기 일쑤다. 이는 불가촉천민들의 자기 발전 권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세계개발보고서(2006)는 기회의 불평등을 발전의 저해 요소로 보고, 

이에 따라 소외된 집단의 권한 부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 담화에서 

평등을 중심 소재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인간개발보

고서(2006) 역시 모두를 위한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평등과 기관 문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인도에서는 여러 분야의 요구사항과 이해를 보호하

고자 했으나 바라던 모두를 위한 효과가 발휘되지 못했던 여러 정부 사업

들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들이 존재해 왔다.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 및 기

타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집단 특정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게 되

었다. 사회보호와 인권의 틀 간의 관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계보장

권은 세계인권선언(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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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부 국제 문서에도 언급되어 있다(Norton, Conway & Foster, 

2001). 이 권리의 핵심은 소득보다는 실업, 질환, 장애, 미망인 및 고령 

등 개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이

다. 세계인권선언 이후에는 일부 국제노동기구의 선언이 사회보호를 소

재로 삼아 왔다(Ferguson, 1999).

소외 집단 중에서도 지정카스트(SCs: Scheduled Castes)와 지정부족

(STs: Scheduled Tribes)이 가장 심한 박탈 대상이다. 카스트 정체성은 

특히 주류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지정카스트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 지정부족과는 다르게 지정카스트들은 주류 사회 내 여러 카스트들

이 섞여 있는 마을에 살고 집단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에 그대로 노

출되어 있다. 카스트 정체성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조치와 특정 입법안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정카스트의 관점

에서 봤을 때 본질적으로 배제적인 사회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만연하는 

카스트 기반의 차별과 이와 관련한 고압적 태도는 그들의 기회를 제한하

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삶으로 몰아넣는다. 지정카스트의 필수 공

공 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부재가 항상 우발적인 것이 아

니라 사회 및 기관 차원의 능동적인 사회적 배제의 결과라는 연구 및 실

증적 사례가 수없이 많다. 

역사적으로 카스트 제도는 사람들을 직업과 지위로 분류하였다. 각 계

급은 사회적 지위의 계층구조 속에서 특정 위치를 차지했다(Shah, 

Mander, Thorat, Deshpande & Baviskar, 2006). Dr. B.R. Ambedkar 

(1916)는  카스트를 익히 알지만 “본질적으로 설명된 적이 없는 구닥다리 

제도(hoary institution)”라고 표현하였다. Ambedkar는 당시 일부 저

명한 학자들에게 특히 카스트의 분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

기도 했다. 프랑스의 인도학자인 Emile Senart(1930)에 따르면, 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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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유사한 직업으로 묶여 있고 함께 축제를 나누는 지도자와 합의회로 이

루어진 “친밀하고 전통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이다”. 그들은 결혼, 음식, 의

식 오염에 대한 특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 Senart는 그들이 집단 내 구성

원의 처벌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특정 법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규를 따르지 않으면 집단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하였다(Senart, 1930; 

Ambedkar, 1916에서 재인용). 한편, John Nesfield 는 카스트를 “다른 

계급과 어떤 연계도 가지지 않는, 자기 지역사회의 구성원과만 결혼이나 

식음 문화를 나누는 지역사회의 계급”이라고 해석하였다(Ambedkar, 

1916). Sir Herbert Risley는 “카스트를 신화에서 내려오는 조상, 인간

이나 신의 후손임을 보여 주거나 특정 직업을 시사하는 동명을 가진 가족

이나 가족 집단의 집합체로서, 동일한 직업적 사명을 계승했다고 공언하

며 관련 전문가로부터 단일 공동체로 간주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 V. Ketkar는 카스트를 “(i)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 

간에 태어난 사람들만 다시 해당 집단의 구성원이 되며, (ii) 엄격한 법에 

따라 자기 집단 외 다른 구성원과 결혼이 금지되어 있다는 두 가지 특징

을 가진 사회적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Ketkar, 1979). Ambedkar는 

카스트 제도 내부를 전체적으로 연구하였다. Ambedkar는 “오염이라는 

관념”이 제사장의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카스트가 자기만의 “종교적 색

채”를 고집하는 이상 그러한 특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Senart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Ambedkara, 1916). Ambedkar

는 Nesfield 역시 카스트와 관련된 “배제성”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과를 원인으로 오해”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Ambedkar, 

1916). Ambedkar는 Ketkar가 한 가지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일 

뿐이며, “집단 내 구성원 간 결혼을 금지시키면 해당 집단 내에서 태어나

는 구성원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집단 간 결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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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구성원 간 출산’에 의한 집단 구성”을 두 가지 개별적 특성이라고 

본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Ambedkar, 1916). 상반된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Ambedkar는 Ketkar를 카스트 제도를 연구

하려고 노력하고 카스트 문제에 있어 구성원 간 결혼을 금지시키는 게 핵

심이라고 강조했던 한 명의 학자로서 그를 치하하였다. Ambedkar 

(1916)는 또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인도에서 카스트란 변치 않는 고정된 단위에 따라 인구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각 구성원은 동 집단 간 결혼 관습을 통해 서로 다

른 집단과 섞이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동 집단 간 결혼은 카스트에 국

한된 독특한 특성이 될 수밖에 없으며 만일 동 집단 간 결혼이 어떻게 유

지되는지만 보여줄 수 있다면 실제로 카스트의 기원과 기제까지 입증하

는 결과가 될 것이다. 

카스트의 핵심 원칙을 묘사한 후 Ambedkar는 발표하지 못한 파격적

인 연설문에서 현상학적으로 중요한 핵심 문제를 지적하였다. “카스트는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카스트는 하나의 관념이자, 사고의 상태이다. 카

스트의 파괴는 따라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것이 아니다. 관념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Ambedkar, 1979).

그러나 19세기 이래 카스트와 직종 간의 관계는 직업 전환이 용이해지

면서 상당히 모호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초 이래 인도의 경제 

호황과 맞물려 가속화되었다. 법적으로도 인도에서 불가촉성 차별은 헌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

는 제17조 불가촉성의 폐지를 기반으로 1955년 불가촉성(에 대한 공격 

금지)법을 법제화하였다. 관련 조항들은 관할 주 정부와 연방 직할지에 

의해 시행되며 인도 연방정부가 조율한다. 이 법안은 불가촉성 차별을 집

행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예를 들어 공적 예배 장소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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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도하거나 신성한 수조, 우물, 샘에서 물을 긷는 행위를 막는 등)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동 법조항은 1976년 1955 시민권 보호법[PCR

법]으로 개정 강화되었다. 본 법안하에서 해당 조항을 집행하기 위해 인

도 정부는 1977 PCR 규정을 함께 고지하였다. 1955 PCR법의 조항으로

는 지정카스트·지정부족에 대한 만행 사례를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의회

는 이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만행을 막기 위해 1989년 또 다른 법안을 

통과시켰다. 1989 지정카스트 및 지정부족(만행 예방)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1990년 1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본 법조항을 집행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1995년 3월 31일 1995 SCs와 STs (만행 예방) 규정을 

고지하였다. 이제 1989 지정카스트 및 지정부족(만행 예방)법의 법조항

에 따라 해당 구성원 대상의 카스트 기반 만행은 법률하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가 되었다. PCR법하의 범죄는 법원의 관할 대상이며 화해 

불가능하다. PCR법하에 등록된 사건 수는 불가촉성, 인권침해, 만행, 차

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제4절 달리트 계급에 대한 만행

인도 전역에 걸쳐 달리트 계급에 대한 카스트 기반 차별과 만행이 놀라

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달리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잔혹하게 살해하

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소위 힌두 계급에 의해 

자행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많은 인도 지역의 달리트들을 공포로 몰아

넣고 있다. 비하르주, 마하라슈트라주, 하리아나주, 펀자브주, 라자스탄

주, 구자라트주, 우타르 프라데시주, 마디아프라데시주, 카르나타카주와

타밀나두주 및 안드라 프라데시주 등 많은 지역에서 달리트에 대한 폭력 



238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수위가 최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린치, 살해, 신체 절단 등 달리트에 

대한 폭력의 수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며 이러한 종류의 가

학 행위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달리트를 대상으로 한 상위 계급의 살해, 괴롭

힘, 사회적 기피가 자행되고 있다. 달리트가 거주하는 집을 불태우고, 달

리트 계급 여성에 대해 강간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며, 성기를 훼손한 

후 나체 거리 행진을 시키거나 폭력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이 너무나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고 인도 전역의 마을과 지방에서 전염병처럼 퍼져 

있다.21) 최근 유럽의회는 인도 달리트 계급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서 인도 국가인원위원회는 「지정카스트 및 지정부

족(만행 금지) 법(Scheduled Castes and Scheduled Tribes 

(Prevention of Atrocities) Act)」의 이행이 여전히 매우 미비하다고 보

고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본 논문에서는 

달리트를 대상으로 한 카스트 차별 및 만행의 가혹한 현실을 정부 및 민

간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의 11개 주 565개 마을을 대상으로 인도 농촌의 불가촉천민에 대

해 진행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체 마을의 33%에서 의료진이 달리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거부했고, 27.6%의 마을에서 달리트의 경찰서 출입

을 금지하며, 37.8%의 공립학교에서 달리트 자녀들은 따로 떨어져 점심

을 먹어야 하며, 전체 마을의 23.5%에서 달리트에게는 우편물이 전달되

지 않고, 48.4%의 마을에서 불가촉천민에 대한 관습과 분리주의 때문에 

달리트 계층은 물을 사용할 수 없다. 학교 내 불가촉성 때문에 달리트 어

21) 상세 내용은 GoPetetion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도의 달리트에게 행해지는 포악함과 야

만성을 막아라(Stop Dalit atrocities and Brutality against dalits in India)’라는 제

목의 2006년 10월 5일 게시글 참조(http://www.gopetition.com/petitions/stop- 

dalit-atrocities-and-brutality-against-dalits-in-india.html 참조. (2019. 8. 2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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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들의 중퇴율22)과 문맹률이 일반 계층의 어린들보다 훨씬 높다. 달리트 

계층과 달리트 외 계층 간의 이러한 문맹률 격차는 인도 독립 이후 지금

까지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이며 인도 농촌에 거주하는 달리트 여성의 식

자율(literacy rate)은 38%에 불과하다.23) 인도 달리트 아동의 약 절반

은 영양실조이고 21%는 ‘심각한 저체중’ 상태이며 12%는 5세가 되기 전 

사망한다.

<표 7-1> 기본 공공서비스 거부 비율
(단위: %, 개)

불가촉 관행 
형태/장소

불가촉 관행을 
실천하는 마을의 비율

불가촉 관행을 
실천하는 마을의 수

조사 대상 
전체 마을 수

용수 시설 이용 금지 48.4 255 527

마을 가게 출입 금지 35.8 186 519

식당/호텔 출입 금지 25.6 92 359

민간 의료 센터/병원 출입 금지 21.3 74 348

대중 교통 저급/이용 금지 9.2 41 447

극장 출입/착석 금지 3.2 6 187

   주: 11개 주 565개 마을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차별 관행의 수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마을

은 배제하였음. 전체 조사 대상 마을에서 해당 기관·장소가 없는 마을도 제외하였음. 

자료: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1998-99). National Family Health Survey. 

p.187.

불가촉천민 차별 관행 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된 마을 1위는 안드라 프

라데시주 마을이다. 반면 인도 달리트 인구의 3분 1이 살고 있는 UP와 

비하르주 마을은 보고 사례가 매우 적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매우 조심스

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가촉천민 차별 관행을 기존의 사회적 규칙이

자 규범으로 간주하고 심지어 달리트 사회에서도 자신들의 ‘낮은’ 사회경

22) 이 같은 학업 중퇴자는 사실 ‘중퇴한 사람’이 아니라 카스트·불가촉성에 기인한 편견으

로 인해 교육 기관에서 ‘밀려난 사람’임.

23) Government of India. (2011). Census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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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지위로 인한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달리트를 대상으로 공식 신고된 잔혹행위는 일

일 27건이며, 경찰이 달리트의 경찰서 출입을 막는 경우가 잦고 달리트가 

신고한 사건을 등록하지 않으며 달리트에 대한 고문 행위를 해도 처벌받

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배 카스트 계급의 보복이 두려워 많은 달리

트들이 범죄를 신고하지 않지만, 2001~2005년 평균 인도의 공식적인 

범죄 통계에 따르면 매주 13명의 달리트가 살해당하고, 매주 달리트 5명

의 집이나 재산이 불에 타며, 매주 5명의 달리트가 납치 또는 유괴되며, 3

명의 달리트 여성이 매일 강간당하고 있고, 11명의 달리트가 매일 폭력을 

당하고, 달리트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18분에 1건씩 발생하고 있다

(European Union, 2012).

달리트 대상 범죄는 PCR법뿐만 아니라 1989년 SC/ST 잔혹행위 금지

법 및 인도 형법에 따라서도 등록된다. 인도 전체 기준 1999년도에는 2만 

5093건의 달리트 대상 범죄가 등록되었고, 2000년도에는 2만 5455건, 

2001년도에는 3만 3501건이 등록되었다(<표 7-4> 참조). 이는 연간 평

균 2만 8016건의 범죄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

론할 수 있는 것은 1999~2001년의 기간 동안 달리트 대상 범죄를 가장 

용인하지 않는 주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이고 그 뒤를 라자스탄주와 마디

아프라데시주, 안드라 프라데시주가 잇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우타르 

프라데시주와 라자스탄주에서 PCR법에 따라 등록된 범죄 건수가 매우 

낮은 것이 특이하다. 서벵골주는 지역 내 불가촉성 관행은 없다고 끊임없

이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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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PCR법에 따른 2000년과 2002년 범죄 등록 건수
(단위: 건)

번호 주·연방직할시 2002년도 등록 건수1) 2000년도 등록 건수2)

1. 안드라 프라데시 343 284

2. 카르나타카 101 95

3. 마하라슈트라 41 98

4. 퐁디셰리 18 -

5. 마디아프라데시 07 27

6. 오디샤 07 00

7. 히마찰 프라데시 03 -

8. 자르칸드 02 -

9. 타밀나두 02 103

10. 라자스탄 01 00

11. 델리 01 -

12. 비하르 - 06

13. 우타르 프라데시 - 18

  인도 전체 526 631

자료: 1) Annual Report on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Act, 1955 for the Year 2002 (22

차 보고서),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Social Justice and Empowerment.

        2) National Crime Records Bureau. (1999~2001). Crime in India. Ministry of Home 

Affairs, Government of India.

<표 7-3> 주별 범죄 발생률: 2000년 인도의 카스트 차별 및 지정카스트 대상 잔혹행위

(단위: 건)

주·연방직할시 살해 상해 강간
납치 및 

유괴
약탈 강도 방화 PCR법 POA법 기타 범죄

안드라 프라데시 29 323 53 9 2 0 8 284 529 345

비하르 4 244 17 5 2 3 12 6 220 228

카르나타카 10 13 14 2 0 0 1 95 1,073 10

께랄라 7 126 65 0 1 0 4 0 146 118

마디아프라데시 45 798 289 26 5 8 27 27 539 2,867

마하라슈트라 2 16 49 4 1 2 5 98 128 184

오디샤 14 47 6 0 0 0 3 0 147 158

펀자브 0 4 8 2 0 0 0 0 13 3

라자스탄 48 153 128 13 1 3 49 0 454 4,341

타밀나두 12 654 17 1 0 1 0 103 418 90

우타르 프라데시 302 761 346 163 23 65 142 18 2,683 2,096

인도 전체 473 3,139 992 225 35 82 251 631 6,350 10,440

자료: National Crime Records Bureau. (1999~2001). Crime in India. Ministry of Home 

Affairs, Government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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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이 지역 내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권력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달리트 계층은 이들에게 생계를 의지하거나 가해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범죄를 신고하지 않기도 한다. 달리트 피해자들은 또한 자신들에 대한 인

권 위반 사항을 등록할 때 경찰이나 관공서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

하고 있다. SC․ST 위원회는 여러 주 정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수많

은 잔혹행위가 등록되지 않고 있고 이는 경찰이 해당 사례의 등록을 주저

하는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National Commission for 

Scheduled Castes, 1999~2000, 2000~2001, 2002). 

특히 식수와 관련해 불결함이나 오염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

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고 식수와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카스트용으로 지정된 용수 시설(우물, 물

탱크, 펌프관 우물 등)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한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달리트에 대한 차별 행위 강요는 더욱 흔하다. 조사 대상 마을의 3분의 

2 이상(약 36%)에서 달리트 계층은 마을 상점 출입이 거부된다. 보통 이

러한 차별의 행태를 보면 다른 고객들처럼 달리트는 계산대로 갈 수 없고 

가게 밖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다려야 한다. 조사 마을의 약 3분의

1에서는 찻집에서도 달리트는 차별을 받고 따로 앉도록 요청되며 같은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탁이나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스트 계층은 달리트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다. 이처럼 달리트에 

대한 서비스 거부 행위는 항상 비달리트 계층에 의해 강제된다. 세탁업 

종사자나 이발사에 의한 달리트 차별은 조사 마을의 47%에서 만연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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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1999~2001년 인도 지정카스트 대상 민권 침해 및 잔혹행위 발생률

(단위: %)

번호 주/인도
전체 범죄 발생률

3년 평균
인도 전체 
범죄 대비 
비율 %

라크(Lakh) 
당 비율1999 2000 2001

1 안드라 프라데시 1,749 1,582 2,933 2,088 7.5 2.8

2 아삼 07 11 06 08 0.0 0.0

3 비하르 820 741 1,303 955 3.4 1.2

4 구자라트 1,781 1,332 1,242 1,452 5.2 2.9

5 하리아나 121 117 229 156 0.6 0.7

6 히마찰 프라데시 54 52 110 72 0.3 1.2

7 카르나타카 1,277 1,329 1,621 1,409 5.0 2.7

8 께랄라 514 467 499 493 - 1.8

9 마디아프라데시 4,667 4,631 4,212 4,503 16.1 7.5

10 마하라슈트라 605 489 625 573 2.0 0.6

11 오디샤 772 793 1,734 1,100 3.9 3.0

12 펀자브 39 34 134 69 0.2 0.3

13 라자스탄 5,623 5,190 4,892 5,235 18.7 9.3

14 타밀나두 883 1,296 2,336 1,505 5.4 2.4

15 우타르 프라데시 6,122 7,330 10,732 8,061 28.8 4.9

16 서벵골 00 00 10 03 0.0 0.0

인도 전체 25,093 25,455 33,501 28,016 100 2.7

   주: 이 자료는 Protection of Civil Rights Act(1955), SC/ST 잔혹행위 금지법(1989)에 따라 등
록된 사건의 수를 나타냄. 

자료: National Crime Records Bureau. (1999~2001). Crime in India. Ministry of Home 
Affairs, Government of India.

<표 7-5>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에 대한 범죄사건 유형별 등록 건수
(단위: 건, %)

사건 유형 1991 (%) 1999 (%) 2000 (%)

전체 사건
8,029

(100.0)

115,878

(100.0)

116,131

(100.0)

기각 -
8,673

(7.84)

12,956

(11.16)

유죄
125

(1.56)

700

(0.6)

982

(0.85)

무죄
1,367

(17.03)

7,420

(6.4)

11,605

(9.99)

계류
6,537

(81.42)

107,204

(92.5)

100,891

(86.88)

자료: National Commission for Scheduled Castes. (1991, 1999-2000, 2000-2001). 

Annual Report of National Commission for Scheduled Castes for the years.



244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제5절 사회적 배제 유형 및 지표

카스트 제도는 사람들을 사회적 계층으로 나누는 것에 기초하며 각 카

스트 계급의 민권, 문화권 및 경제권이 출생에 따라 사전 결정 또는 세습

된다. 민권과 경제권이 계급에 따라 불공평하게 배분되며 사회적 배척이

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 및 경제를 구성하는 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카스트 제도는 힌두교의 철학적 뒷받

침과 정당화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Ambedkar, 1936).

사회 질서 최상단에 위치한 카스트 계급은 카스트 위계의 최하단에 위

치하며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적은 계급의 희생을 바탕으로 더 많은 권

리를 누린다. 불공평한 권리 배분과 자격으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는 계

층이 바로 카스트 구조의 최하단에 있는 불가촉천민이다. 불가촉천민은 

민권, 문화권, 종교권 및 경제권을 포함한 권리와 특히 불가촉성 측면에

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겪고 있다. 불가촉성이란 불가촉천민 계급에만 

해당되는 개념으로서 이들을 불결하고 오염되었으며 상위 계급과의 사회

적 연계 및 교류에 부적합하다고 간주한다.  

사회적 배제의 근간이 되는 낙인찍기의 지표와 형태를 암베드카르

(Ambedkar) 박사는 그의 논문 ‘Annihilation of caste’에서 고대 페슈

와(Peshwa) 통치의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그는 마라타 왕국의 

페슈와 통치하에서 불가촉천민들은 그림자로도 힌두인을 오염시키지 않

기 위해 힌두인이 오고 있는 길은 사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불가촉천민은 힌두인들이 실수로 그들을 만져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손

목이나 목에 검은색 실을 둘러야 했다. 페슈와의 수도 푸나의 경우 불가

촉천민은 같은 길을 지나는 힌두인이 오염되지 않도록 허리춤에 빗자루

를 차고 다니며 자신이 밟은 흙과 먼지를 쓸어야 했고, 힌두인이 불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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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이 뱉은 침을 자기도 모르게 밟게 될까 봐 불가촉천민은 어디를 가든 

목에 항아리를 달고 다녀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가 독립한 지 70년

이 지난 21세기에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러한 행위 대부분이 다른 

형태를 띠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차별은 달리트 아동에 대한 교육 및 기술 개발 기회의 거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적 자원의 질이 하락하고 양질의 직

업을 구할 취업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달리트 계층은 농업 및 농업 외 부

문의 저임금 노동직을 전전하게 된다. 교육 거부는 문맹률은 높이고, 기

능적 문자 해독률은 낮추며 높은 학업 중도 포기율과 낮은 기술 개발의 

원인이 된다. 교육 차별로 인해 불가촉천민 계층에서 하찮은 직업, 저임

금, 저소득, 궁극적으로 높은 빈곤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Thorat & 

Sabarwal, 2010). 

주요 의료 시설 및 민간 병원의 차별적 이용을 통해 달리트를 대상으로 

의료 시설 출입을 거부하는 행태는 달리트 가정에 대한 방문 거부, 의료 

시설 정보 제공 거부, 치료 부족으로 인한 민간 의료 서비스 이용과 소득 

상실, 출산 지연으로 인한 합병증과 민간 의료 이용 등의 형태로 나타나

고 있다(Thorat & Sabarwal, 2010).  

정치 영역에서 달리트는 정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수단, 정의와 

표현의 자유, 법치가 거부된다. 인도 헌법은 달리트에게 정치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분명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차별로 인해 달리트는 적극

적인 정치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다. 선거 시 정당은 달리트 계층 출신의 

약한 후보에게 의석을 제공한다. 확보된 선거구에서 의사 결정자는 달리

트가 아니라 상위 계급이다. 달리트가 아닌 상위 카스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상위 계급이 의도적으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달리트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자신들을 대변할 후보를 선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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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제의 결과로 달리트는 소위 상위 카스트에 대한 의존성이 높

은 취약계층으로 전락해 왔다. 달리트에 대한 배제는 현대적 맥락에서 달

리트 계층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배제를 낳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인도 11개 주 565개 마을에서 실시한 불가촉천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불가촉성과 사회적 배제가 헌법상 범죄로 공식 규정되었지만 다양한 형

태로 변이되어 뚜렷이 자행되고 있다(Shah et al., 2006). 헌법에서 사회 

정의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여러 관공서에서는 불가촉성 개념을 

촉진 및 실천하고 있다. 조사 대상 마을의 37.8%에서 달리트 계층 학생

들은 공립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분리되어 앉아야 한다. 27.6%의 마을

에서 달리트는 경찰서에 들어갈 수 없고, 25.7%의 마을에서 달리트는 식

료품점에 들어갈 수 없다. 조사 대상 마을의 33%에서는 공중 보건 의료

진들이 달리트 가정 방문을 거부한다(The Citizen, 2016). 약 14.4%의 

마을에서 달리트는 판챠야트(panchayat) 건물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12%의 마을에서 달리트는 별도로 줄을 서 투표소에 입장해야 한다. 마을

의 48.4%에서 달리트는 식수 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시장 이용과 관련해

서는 마을의 35%가 달리트의 지역 시장 내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을 우유협동조합의 47%는 달리트의 우유 판매를 금지하고 25%는 우

유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마을의 약 25%에서 달리트는 달리트 외 계층

의 사람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더 오래 일하며 임금 체불을 겪고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마을의 37%에서 달리트 노동자들은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임금을 지급받는다. 종교적 공간 및 의

례에 있어서도 달리트의 64%가 힌두교 사원 출입을 제한받고, 50% 이상

의 마을에서 달리트는 화장장에 출입할 수 없다.24) 민간 영역의 경우, 

24) 상세 내용은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Caste Based Discrimination 

(2013.10.10.).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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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의 마을에서 달리트는 달리트가 아닌 사람들의 집에 들어갈 수 없고, 

마을의 35.8%에서 달리트는 상점 출입이 거부된다. 

문제는 소득 수준과 기타 소득원 확보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결정짓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달리트에게는 왜 이렇게 낮은가 하는 것이다. 달리

트는 토지 외 자산과 농지를 소유한 비중이 SC/ST가 아닌 계층에 비해 

왜 낮은가. SC/ST가 아닌 계층에 비해 달리트의 실업률은 왜 높은가. 농

업 외 활동에서 SC/ST의 일일 임금이 달리트 아닌 계층에 비해 왜 낮은가. 

달리트가 아닌 계층보다 왜 이들의 문맹률과 교육 수준이 훨씬 낮은가.

제6절 언론의 역할과 반응

공식 보고 데이터 자료에 나타난 사실상의 위법 및 무법 지대의 존재, 

인도 사회의 혼란과 차별 및 배제의 정상화는 대부분 드러나지 않고 숨겨

져 있으며, 이는 크게 언론(지면 또는 디지털)의 은폐 또는 보도 축소 때

문이다. 2002년 10월 16일 인도 극우 단체인 VHP와 바즈랑 달

(Bajrang Dal)은 인도 자쟈르 지역에서 달리트를 살해한 사람들을 기념

하고 축하하며 칭송하는 승전 행렬을 벌였다. 뉴델리에서 VHP 원로 부회

장인 Acharya Giriraj Kishore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소를 죽였는지 아

니면 죽은 소의 가죽을 벗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VHP의 입장을 변호했다. 그는 힌두 경전을 인용하며 소의 목숨이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상위 카스트의 도

시 대중 미디어에 인권 위반이나 인륜에 반하는 폭력 사건으로 관심을 받

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한 달리트 가정 전부가 모욕, 강간, 살해당한 케랑

지 사건에 대해서도 주류 언론은 사건 발생 후 수주, 여러 달이 지나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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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달리트에 대한 언론의 논조와 한계가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처럼 괴기스럽고 중대한 이슈에 대한 폭력 사태의 폭발이 언론의 반

응을 크게 이끌어 내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현 상황을 비추는 모순적인 우화 그 이상이다. 달리트에 

대한 상위 카스트 도시 지식층과 언론의 불감증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애잔하게 펼쳐졌다. 2008년 7월 8일 자와할랄네루대학(JNU)의 한 학생

이 홧김에 개 한 마리를 죽였다. 해당 학생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정당 방위”라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벌금 

2000루피가 부과받았고 호스텔에서 쫓겨났으며 박사논문 제출이 허용되

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 흥미롭다. ‘퇴출은 개 

살해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될 수 없어: JNU 학생(ICT by IANS, 2008. 

7. 11.)’, ‘JNU에서 개 살해에 반대하는 시위 열려(Times of India, 

2008. 7. 22.)’, 그리고 ‘JNU 개 살해에 대한 FIR이 없자 운동가들 들고 

일어나(Indian Express, 2008. 7. 19.)’ 등과 같은 헤드라인이 언론을 

장식했다. 이는 언론과 미디어가 이 유기견에 대해 동정과 연대를 보인 

수많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동정과 연대는 인간, 특히 달리

트와 같은 특정 카스트 출신의 사람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거의 부재하다. 

미디어가 이러한 종류의 인명 살해 사건을 절대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희생자가 부유층 또는 높은 카스트 계급일 때처럼 볼만한 

가치가 있을 때만 보도하는 것이다. 2008년 아루시(Arushi) 사건과 

1999년 제시카 랄(Jessica Lal) 사건 등 보다 최근의 사례에서 이러한 언

론의 선입견과 편견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따라서 인도 힌두 계급 미디어에서 개 살해 사건에 대한 상위 계층 지

식인뿐만 아니라 사회 운동가들의 반응이 더욱 두드러진다. 델리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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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물권리 옹호 그룹 CAL의 시마 카에므라(Seema Kaemra)는 ‘사람

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사건에 관한 대규모 시위는 우리의 의무’

라고 언급한 바 있다(ICT by IANS, 2008.7.11.). Citizens for 

Animals라는 단체의 소속 운동가, 안잘리 샤르마(Anjali Sharma)는 공

식적인 자리에서 “대신, 그 학생을 즉시 구속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의 동물 살해는 불법이자 비인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Indian Express, 2008.7.19.). 동물 애호가들 또한 그 대학생과 2명의 

공범에게 맞아 죽은 온순한 동물 ‘칼리’의 죽음을 애도하는 촛불 시위를 

조직했다. 이러한 애도의 시간은 해당 학생의 박사논문 제출일과 같은 날

이었다(Indian Express, 2008.7.19.). 지식인들의 외침은 스와미 아그

니베시(Swami Agnivesh)의 말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그는 “국가의 건

전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인간의 권리뿐만 아니

라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위 카스트의 미디어와 지식인들은 16개의 RTI를 접

수했고 61개국 대표들이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다. 스웨덴, 덴마크, 캐나

다, 독일,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의 대표․응답자들이 이 온라인 청원에 서명

했다. 이러한 청원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국가들에서 서명 운동

을 벌인 사람들이 인도인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리타 

잘네키란(Rita Jalnekiran)은 “나에게는 반려견이 두 마리 있는데 이 사

건을 듣고 눈물이 흘렀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할 수가 있는가?”라

고 반문한다. 니하리카 미샤라(Niharika Mishra)라는 이름의 또 한 사람

은 “파키스탄인들만 살인자가 아니다!! 개 살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라

고 주장했다. 동물 권리에 대한 이러한 민감성은 인간 중심의 윤리관에서 

탈피한 것으로 칭찬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특정 윤리관과 카스트를 지닌 

사람에 대한 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함에도 개 살해 사건에서와 같은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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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난 반응이나 윤리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카스트 중심의 이 인도 사

회에 인간적 미덕이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는 아니다. 

1996년 10월 25일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바후잔 사마즈당(Bahujan 

Samaj Party)의 원내 대표 칸쉬 람(Kanshi Ram)과 지지자들이 원내대

표의 집 밖에서 최소 5명의 기자들을 폭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건의 

정확한 전개와 심각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기자회견 중 발생한 그 

사건을 계기로 워싱턴포스트 외신 기자인 케네스 쿠퍼(Kenneth 

Cooper)는 인도 언론인 사회의 친구에게 달리트 계층 기자의 연락처를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러한 요청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그 시작으

로 B.N. 우니얄(B.N. Uniyal)의 “달리트 기자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사

설이 신문에 게재되었다(The Pioneer, 1996.11.16.). 사설에서 우니얄

은 “기자로 일한 지난 30년간 단 한번도 달리트 계급 출신의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 없다. 단 한 명도! 더 심한 것은 그 세월 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도 이 직업군에 이처럼 심각하게 잘못된 점이 있다는 생각조차 못한 것이

다. 그 문제는 기자로서 눈치챘어야 할 문제였다. 그동안 인도 구석구석

을 다녔지만 달리트인 기자를 만난 기억이 없다”라고 고백한다. 우니얄은 

영자 신문이나 힌두 신문에서도 달리트 기자를 찾을 수 없었다. 일부 편

집자들은 우니얄의 이런 활동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뉴델리에 위치한 인

도 기자 클럽에 문의해도 헛수고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도 언론 정보국의 기자 인가 목록을 살펴보았다. 등

록된 686명의 기자 중에 455명이 자신의 카스트 명을 이름에 덧붙여 등

록했다. 이 455명의 카스트 명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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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카스트별 인도 언론 정보국 인가 기자 수
(단위: 명)

카스트 기자 수

브라흐만 240

카트리 79

카야스타 44

바이샤 26

기독교 26

바이댜 9

회교 26

자인교 12

달리트 -

총계 455

자료: The Pioneer. (1996.11.16.). 달리트 기자를 찾아서.

우니얄의 사설과 이후 그가 찾아낸 사실들은 또 다른 문의로 이어졌고, 

이 사실들은 달리트 구제 연합(Dalit Shiksha Andolan)과 달리트 작가 

포럼(Writers Forum)의 메모랜덤으로 작성되어 인도 편집자협회

(Editors Guild of India) 와 인도 언론위원회(Press Council of India)

에 제출되었으나 성과는 없었다. 메모랜덤의 세부 내용과 정보는 본 논문

의 맥락에서 적절하다. 달리트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평가하기 위해 

2개 전국 일간지의 핵심 페이지 기사와 명성이 높은 잡지 2개의 보도 내

용을 분석했다. 핵심 페이지는 국가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기사가 해당 

페이지에 포함되었는가의 여부로 선정했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일간지

Times of India, 뉴델리판, 1996년 1월 1일~1996년 9월 30일

전체 기사 수: 717(100.00%) 

달리트 관련 기사:  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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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잡지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주간지), 뭄바이, 1996년 1월 1일~ 

1996년 9월 31일 

전체 기사 수: 864(100.00%)

달리트 관련 기사: 17(1.97%)

Seminar, 뉴델리판(월간지), 1996년 1월 1일~1996년 9월 30일

1996년 전체 기간 동안 달리트 문제에 관한 기사가 한 건도 없음.

요약하면 2억 59만 근로자 중 인도 주요 언론사에 달리트 기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언론계에 달리트 계층의 대변자가 없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

과는 너무나 자명하다. 언론에서 달리트 이슈는 다뤄지지 않고 즉각적인 

구제를 요하는 이들의 문제 또한 부각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달리트의 IQ

가 낮다거나 예술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기사는 쉽게 나가는 실정

이다(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2004). 메모랜덤은 인도 언론 

정보국의 기자 인가 목록에 단 한 명의 달리트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이 메모랜덤은 달리트 기자의 부재로 달리트 

이슈가 주류 언론사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메모랜덤의 

내용은 2006년 델리의 Centre for the Study of Developing 

Societies가 실시한 최근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40개의 국가 언론 기

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연구에 따르면 인도 언론은 다양성이 완벽히 부

재한 상태이며 핵심 의사 결정을 내리는 중요직의 71%를 상위 카스트 힌

두 남성이 점유하고 있지만, 언론계와 중요직에 지정카스트나 부족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도 언론계에 달리트 기자가 없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언

론의 사회운동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미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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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트 편향”은 고등교육과 민간부문의 지정카스트 및 부족에 대한 할당

제 논의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쉬암 바두(Shyam Babu)는 

말한다. 그는 “언론의 논조는 많은 경우 인종차별주의에 가깝다”라고 지

적한다. 또한 미디어는 주류 언론으로부터 달리트를 고립 및 소외시키는 

작업의 촉진자이자 가담자로서 결국 그러한 상황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한다. 언론계에 진정한 달리트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지속되고 합당한 요구가 자주 묵살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1996년 언론계 달리트 부재에 대한 언론 기관의 진부한 답변은 직원의 

카스트 계급을 알지 못한다는 주요 기업의 주장과 이상할 정도로 유사하

다. 두 번째 주장은 “능력” 대 포용이라는 낡은 논리를 따른다. 이 논리에 

따라 러크나우시의 최소 1명 이상의 편집자가 자격을 갖춘 달리트 후보

가 없다는 말로 자신들의 채용 방침을 옹호했다.

언론계의 달리트 부재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인도 상황은 흑인 민

권운동을 다루던 1970년대 미국 언론계의 현상과 동일하다. 미국 언론의 

문제는 이라크 침공이라는 맥락에서 노출되었다. 찬드라 반(Chandra 

Bhan)과 쉬암 바두(Shyam Babu)는 미국 편집인 협회(ASNE)의 다양성 

감시제도(Diversity Police)를 지지한다. ASNE 웹사이트는 인종적 사회

적, 성 관점의 다양성이 중립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보도에 필수 요소라

는 확고한 믿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ASNE는 히스패닉, 흑인, 아

시안계 미국인, 미국 원주민, 여성이 주요 언론사의 보도국에 얼마나 분

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구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개선 사항을 평가하는 

3개년 기준치를 수립한다. 지금까지 미국식 모델은 소기의 성과를 보여

왔다. 1978년 이러한 조사를 처음 시작할 당시 미국 언론계의 소수 인종 

분포율은 4%에 불과했다. 20년이 지난 1998년 그 비율은 11.5%로 상승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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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언론은 달리트 이슈에 대한 무관심과 더불어 달리트가 희생된 여

러 사건을 가벼운 문제로 다룬 반면 상위 카스트의 관심 사안은 광범위하

게 보도했다. 이처럼 편파적인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형성된 여론은 달리

트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달리트는 이길 수 없는 싸움

을 하고 있는 듯하다. 달리트의 관점과 이슈는 주류 언론에서 제대로 비

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은 바람직하지 못한 관념적 개념

으로 고정관념화된다. 달리트의 문제와 관심사를 하찮은 일로 경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과거 때문에 달리트는 평가 

절하되고 사고 능력을 의심받는다. 그 결과 이들은 고정관념 속에 갇힌 

정적인 집단이 되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리트의 관점을 올

바른 방식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언론 지식인과 운동가가 필요하다. 

주류 언론의 침묵으로 달리트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대안적인 정보 매체

를 활용하게 되었다. 사실 대부분의 정보가 입소문이나 인터넷, 장거리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전파된다. 인도 전역의 달리트 집단은 상호 지속

적으로 교류하며 정보를 전달하고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2008년 달리트

의 미래를 영원히 죽이는 칼날을 기다리지 않고 아무런 논의 없이 할당제 

법안이 인도 상원을 통과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ASNE와 같은 모델은 

상위 카스트가 지배하고 있는 언론계에서 다양성 확대를 지지하는 지지

층을 구축하려 한다. 즉 개혁의 책임을 한번쯤은 기득권층에 두는 것이

다. 암베드카르 박사가 기술한 바와 같이 “불가촉천민의 개탄스러운 상황

에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불가촉천민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마음의 짐을 벗는 일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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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사회보장정책과 달리트

인도는 고용, 의료 및 식량 보장과 출산, 장애, 및 노령 수당 등의 기타 

관습적인 보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사회지원제도(National Social Assistance Programme), 

마하트마간디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 식량영양보장제도(Food 

and Nutrition Security), 학교점심급식 프로그램(Mid-Day Meals in 

Schools), 통합아동개발 프로그램(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s), 공공분대제도(Public Distribution System) 등 새로운 사회

보호 정책이 최근 도입되었다. 이 외에도 많은 사회보호 정책들이 있지만 

대부분 제한적이고 문서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친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

해야 할 분야에 차별이 만연하기 때문이다(Thorat & Lee, 2005). 시간

과 공간의 부족으로 차별의 수위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차기 정부의 개입 조치를 통해 많은 사회보장 정책을 도입했지만 달리

트는 사회에서 더욱 소외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촌 노동자이거나 정부 분야의 기피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잇

따른 인구 조사 데이터를 보면 달리트의 식자율(literacy rate)이 높아졌

지만 인도의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다. 정부의 후속 정책 조치

는 달리트의 생활을 급격하게 변화시키지 못했다. 특히 양질의 식사를 하

루 두 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는 농촌 지역에

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과도하진 않지만 도시 지역까지 확대되어 있다.

영양 상태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체질량 지수(BMI)라고 부르는 

몸무게와 키를 이용한 방법이다. 영양 섭취 부족과 연관성이 있는 낮은 

몸무게는 사람들이 성장 잠재력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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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와 영양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징후이다. BMI는 몸무게(kg)를 키

(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성인의 경우 BMI가 18.5 미만이면 영양소

를 통한 칼로리 섭취가 칼로리 수요보다 수개월 또는 수년간 부족한 결과

인 만성 에너지 결핍(CED)을 나타낸다. 

<표 7-7> BMI 18.5 미만 인구의 비율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47.0

지정카스트 53.2

지정부족 60.9

기타 46.8

자료: Sen. (2004). Hunger in Urban India. 

위의 표는 1996~1997년 각 사회 계층의 데이터로 지정카스트나 부족

처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계에서 영양 부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2007년 연구에 따르면 보편적 건강 서비스의 보장과 아

동, 신생아 및 산모 지원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해 인도의 아동 영양

실조 문제 해결이 더딘 상황이다(Kumar, 2007). 인도 아동의 영양실조 

비율은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빈민, 

농촌 인구, 사회적 약자인 지정카스트 집단은 이러한 영양실조 아동으로 

인해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다.

인도는 기본적인 사회불평등의 형태가 카스트에 기반한 사회 위계질서

를 근간으로 하며 교육, 건강, 소득 등 사회경제적 복지의 각 영역에 사회

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아래 표에서 사회적 계층 구조가 인구 집단 간 아

동 영양실조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확실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여러 집단 중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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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아동 영양실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영양실조 상태는 

사회적 위계질서와 매우 유사했다.

아동 영양실조의 규모와 정도는 다른 집단보다 지정카스트 및 부족 집

단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차원적 빈곤과 박탈로 인해 지정카

스트 계층이 아동 영양실조에 가장 취약하다. Indian Institute of Dalit 

Studies가 실시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SC/ST 인구의 영아사망율이 그외 

집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raik & Kulkarni, 2006). 다른 

연구에서는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 집단의 경우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고 

이들의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기타 사회계층보다 훨씬 부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Kulkarni, Roy & Vaidehi, 2004). 지정카스트 및 지정부족

의 영양실조는 주로 만연한 빈곤에 기인한다. 높은 빈곤율과 더불어 가계 

식량 확보, 아동 양육, 의료 및 위생 시설 접근성 등의 기타 기저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인다. 지정 인구에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빈곤율과 영양실조 문제는 다양한 차별 억제 정책의 실패 때문이기도 하

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 여러 정책 요인을 조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표 7-8> 사회집단별 아동 영양실조 상태: 2005~2006년
(단위: %)

사회
집단

성장 방해
-2 SD 미만  -3 SD 미만

저체중
-2 SD 미만  -3 SD 미만

과다
-2 SD 미만  -3 SD 미만

SC

ST

OBC

기타

SCHD

NSCHD

53.7        27.5

53.7        29.9

48.9        24.7

40.5        17.5

54.0        28.2

45.5        22.0

48.0        18.5

55.0        25.0

43.2        15.9

33.3        11.0

50.1        20.6

39.4        14.0 

21.2         6.8 

27.8         9.5

20.0         6.5

16.2         5.2

23.1         7.5

18.6         6.1

인도 48.0        23.7 42.5        15.8 19.8         6.4

   주: NFHS-3 데이터 기반 계산.

자료: Barman & Sarkar. (2013). Social Exclusion and Child Nutritional Status among the 

Scheduled Population i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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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맺으며

상기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일련의 사회적 제도

를 통해 소외계층의 발전을 막고 사람 및 집단을 주류 사회에서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것에 가장 영향을 받는 집단은 모든 발

전 영역에서 뒤처진 달리트 계층이다. 따라서 암베드카르 박사는 선지자

적 미션을 바탕으로 크게는 국민의 발전, 작게는 달리트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제도를 제안했다.

이러한 문제의 복잡성과 대규모 인구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현재 논하고 있는 주제는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한 사회적 배제 제도 연구는 식민지시대 이후 정부가 봉착

한 문제를 극복하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도출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서처럼 정부의 조치가 더디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식은 중요하다. 지식 차

원의 배제는 배제의 존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배제 문제가 문을 

연 새로운 연구 분야는 비록 문헌상이긴 하지만 사회적 배제를 이해하는 

기존의 이론과 체계를 다시 분석하는 기회가 되었다. 인도의 다양한 배제 

프로세스와 경험을 감안할 때 인도의 상황은 사회적 배제라는 학문을 확

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도 카스트 제도의 특징과 

할당제도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인도 카스트 제도의 특징과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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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며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다원적인 사회 구성을 가진 국가들이 소

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고용이나 교육과 같은 주요한 분

야에서 할당제를 정책으로 채용한 사례는 많지만, 인도는 헌법을 통하여 

할당제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선언한 흔치 않은 경우이다. 인도 헌법은 

독립된 조항으로 할당제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 방법도 명확하게 법제화

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할당제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따라서 

위헌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인도의 경우는 할

당제에 법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위헌을 비롯한 법적인 논란은 원천적

으로 없다고 할 수 있다(이지은, 2019, p.1). 

인도의 할당제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던 시기에 그 개념이 정립되고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교육과 고용의 분야에서는 이미 19세기부터 하층

카스트를 위한 배려가 식민정부나 토착 지역군주에 의해 정책적으로 시

행되었고, 20세기에는 종교적 소수집단과 하층카스트를 배려하는 정치적 

할당제도 시작되었다. 독립 이후 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한 할당제는 폐지

되었으나, 하층카스트에 대한 할당제는 그대로 이어져 인도 헌법의 조항

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범위도 상당히 확대되었다. 또한 영령(英

領)인도의 일부였다가 분리 독립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2008

년 공화제가 선포되기 이전까지 힌두교 왕국이었던 네팔 역시 할당제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25)

25)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모두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로서 힌두교와 연관된 사회규

인도 카스트 제도의 특징과 
할당제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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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할당제가 주로 하층카스트를 위한 제도라고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시행 중인 할당제는 일차적으로 카스트라는 사회제도가 오랜 시간 

동안 출생에 의해 구성된 특정 집단(카스트 또는 자티26))에 대하여 차별

과 억압을 부과해왔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제도이다. 할당제의 또 다른 대

상인 부족민은 대다수 인도인들과는 인종적(ethnic)으로 다른 집단이며, 

따라서 하층카스트와도 완전히 구분된다. 그러나 인도의 토착 부족이 사

회적·문화적으로 카스트 중심의 사회에 동화되지 않은 집단임을 고려한

다면 이 역시 카스트 제도와의 연관하에 규정된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도 할당제가 인도 고유의 사회제도인 카스트 제도와의 긴

밀한 관계 속에서 카스트 제도의 해악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는 전제하에, 인도의 할당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논의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2절에서 인도 카스트 제도의 성격과 사회

적 기능에 대해 알아보되, 특히 불평등과 관련된 측면과 현대 사회에서의 

변화, 지속성에 대해 논의한다. 제3절에서는 인도 할당제의 규정과 내용

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카스트 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

안으로서 할당제가 갖는 구조적인 결함과 실행상의 문제점을 논의한다. 

특히 인도의 경제 개방과 세계경제로의 편입, 그 외 급변하는 현대 사회

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카스트 외적 차별요소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할당제 개편안도 함께 살펴본다. 

범인 카스트 제도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할당제는 채택

하고 있다. 1947년 인도와 함께 독립한 파키스탄의 경우 할당 쿼터는 대학 입학과 공

무원 임용에 적용되며, 출신지별 할당제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여

성, 비(非)무슬림을 위한 쿼터도 있다.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방글라데시는 

비슷하게 여성, 소수민족집단, 지역, 장애인 쿼터 등을 마련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이 독립유공자 쿼터(30%)이다. 지나친 독립유공자 쿼터가 큰 사회적 반발을 불

러일으켜 결국 2018년 이 쿼터는 전격 폐지되었다. 네팔의 경우 카스트와 부족에 의한 

할당제뿐 아니라 여성, 농민, 경제적 취약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할당제도 실시하고 있다.

26) 카스트에는 바르나(varna)라는 큰 범주와 자티(jati)라는 보다 작은 범주가 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브라만, 크샤트리야, 수드라 등의 이름은 바르나 범주의 이름이다. 힌두

의 결혼, 음식, 직업 등 일상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자티라 부르는 작은 범

주로서, 일반적으로 카스트라고 쓰면 자티를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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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도 카스트 제도의 특징과 지속성

  1. 카스트 - 종교적 사회질서

카스트는 인도 고유의 사회 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인도를 식민통

치했던 영국 행정가들은 카스트를 ‘인도 사회를 이해하는 사회학적 열쇠’

라 부를 정도로 주요한 사회 제도로 인식했다. 따라서 통치 대상인 인도

를 이해하기 위해 카스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고대의 경전을 통한 문헌 연구 중심이었다면, 20세기 초반부터는 형

질인류학의 발달에 힘입어 인종주의의 방향으로 연구가 흘러가기도 했

고, 현지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카스트 제도의 실재와 다양한 측면을 

밝혀내는 등 문헌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카스트 이해의 기본 구조는 문헌 연구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문헌은 고대에 형성된 종교 문헌이 주종을 이룬다. 이는 카

스트가 단순한 사회 제도가 아니라 힌두교라는 종교에 뿌리를 둔 종교적

인 제도이기도 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종교적 제도로서 카스트의 골

자는 4개 바르나와 각각의 바르나에 정해진 기능, 그리고 그 위계이다. 태

초의 사람인 푸루샤(Purusha)의 몸에서 4개의 바르나가 태어났다는 이

야기는 베다27)를 비롯한 여러 힌두교 경전에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푸루

샤의 입에서 브라만이, 양 팔에서 라자냐(무리의 우두머리, 후에 크샤트

리야)가, 허벅지에서 바이샤가, 양 발에서 수드라가 태어났다는 것이다

(Müller, 1869, p.10-90). 바르나의 탄생에 대한 신화에서부터 각각의 

27) 베다(Veda)는 힌두교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경전으로, 『리그베다』 Rigveda를 비롯한 4

종류의 베다가 전해지고 있다. 『리그베다』의 내용은 당시에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신에 

대한 찬가가 주종을 이루며, 이 외의 베다에는 찬가와 찬가를 부르는 법, 신에게 제사 

지내는 법, 종교적 주문(呪文) 등이 실려 있다. 본문에 소개된 푸루샤의 찬가는 『리그베

다』 이외에 『아타르바베다』와 『야주르베다』에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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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나는 그 탄생부터 기능과 높낮이가 정해져 있었음을 보여 주며, 특히 

브라만의 우월성과 바르나 사이의 위계를 강조하고 있다. 브라만을 정점

에 두고 크샤트리야, 바이샤, 수드라라는 4개의 바르나와 그보다 더 낮은 

아예 바르나에 속하지 못하는 아바르나(불가촉천민)가 계서적 관계를 이

루는 사회 구조, 이를 브라만적 사회질서라 부른다. 

이 사회질서가 종교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브라만이 가장 정(淨)하며 불

가촉천민은 가장 부정(不淨)하고 나머지 카스트도 종교적 정성(淨性)에 따

라 높낮이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브라만은 의례를 행할 수 있는 종

교적 기능을 독점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브라만은 베

다 학습과 상층카스트에게 베다를 교육할 수 있는 권리도 독점하였다. 이

에 비하여 불가촉천민은 제사와 각종 의례에서 브라만의 종교적 서비스

를 받을 수 없었고,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사원에 출입이 거부되는 등 종

교적으로 배제된 삶을 살아야 했다. 

  2. 카스트 제도의 사회·경제적 측면

이러한 종교적 제한은 사회적인 것으로도 연결되었다. 브라만은 촌락 

내에서도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고, 교육과 종교의 기능을 독점하

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베다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계층은 브라만이었

다. 크샤트리야, 바이샤는 베다를 배울 수 있었으나, 스승이 되는 것은 불

가능했고, 수드라(후에는 불가촉천민)는 베다의 학습으로부터 철저히 배

제되었다. 심지어 힌두교의 사회적 규율을 담은 『마누법전(Manusmrit

i)』은 수드라의 베다 학습을 금할 뿐 아니라 수드라가 근처에 있으면 베다

를 독송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도 등장한다(이재숙 & 이광수, 1999, pp. 

4-99). 또한 11세기 초 인도를 방문한 아랍출신 학자인 알비루니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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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서에 수드라가 베다를 독송하면 혀를 자르는 형벌을 가한다는 내용

을 기술하기도 했다(Al Biruni, p. 176). 브라만은 종교적 지식뿐 아니라 

기록과 문헌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지식 또한 독점하고 있었다. 건축, 약

초와 의학, 예술, 천문과 역법 등의 실용적 학술 서적이 ‘경전’의 이름을 

달고 학습되고 유포되었다는 사실은 브라만이 가진 지식 권력이 광범위

하게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카스트 제도와 연계된 사회 제도로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 내혼제(內婚

制)이다. 힌두의 사회질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카스트(자티)에 속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여겼다. 그러나 높은 카스트의 남

성과 보다 낮은 카스트의 여성이 결혼하는 앙혼(仰婚)도 일반적으로 행해

졌다. 이 경우 여성 쪽 가족은 상당한 액수의 지참금을 통하여 자신들의 

낮은 카스트를 경제적으로 보상하며 카스트 전체의 지위 상승이라는 혜

택을 얻을 수 있었고, 남성 가족은 금전적 보상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성보다 여성의 카스트가 높을 경우, 이러한 결혼은 역모혼(易毛婚)이라 

하여 절대 금기시하였다. 결혼 대상자의 선택에 있어서 각 카스트의 상대

적 높낮이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앙혼을 하더라도 수드라, 불가촉

천민과 같은 하층카스트와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혼인 관

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카스트의 지배는 공고했던 것이다.

경제적으로 브라만은 통치자 계급과 결탁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를 제공

하는 대가로 토지를 수여받아 지주가 된 경우가 많았고, 지주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이들(주로 불가촉천민을 비롯한 하층카스트)을 소작인으

로 두고 지주로서의 절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토지를 매개로 한 

주종관계뿐 아니라 불가촉천민 카스트 중에는 전통적인 직업이 마을의 

심부름꾼인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 아주 적은 양의 형식적인 답례품이

나 심지어 ‘구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상으로 거의 노예처럼 일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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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수드라 카스트도 농사일을 하거나 상층카스트에게 육체 노동을 통

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지주인 브라만과 상층

카스트에게 기본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힌두의 관념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불가촉천민의 종교적 부

정은 타인에게 전염되는 특성이 있었다. 이 부정은 무엇이건 매개가 있으

면 옮을 수 있었는데, 직접적인 접촉 이외에도 음식, 물 등을 통해서 옮겨

지는 것이었다. 심지어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천민이 지나간 발자국이나 

천민의 그림자 등에 의해서도 옮겨진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상층카스트

와 하층카스트는 음식과 물 등을 함께 나누거나 주고받을 수 없었고, 특

히 불가촉천민은 공공 우물, 저수지와 같은 필수적인 시설의 사용으로부

터 배제되었다. 식민지시대에 공립학교가 생기고 공식적으로 모든 이들

이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불가촉천민 아이들은 상층카스트

의 보이콧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구조 속

에서 최하위에 있는 불가촉천민은 가장 더러운 사람들로서 종교적으로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억압과 

착취의 구조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3. 현대 사회에서 카스트 제도의 지속성

현대 인도 사회에서 카스트 제도가 얼마나 공고하게 지켜지고 있느냐

의 문제에는 많은 이견이 있다. 인도 헌법은 제15조에서 어떤 시민도 카

스트에 의해 차별받을 수 없고, 카스트 때문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는 불가촉천민제가 폐지되었고, 어떤 형

태의 불가촉천민에 대한 관습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카스트 

자체가 법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며, 사적인 영역에서 카스트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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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규칙도 광범위하게 지켜지고 있다. 물론, 위에서 서술한 전근대 시

대의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차별이 문자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 우물과 저수지의 사용 제한이나 사원 출입 금지 등의 조항은 지역

과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주로 해당 지역의 하층카스트가 정치

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가, 어느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가 

등의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해당 하층카스트가 거대 카스트일수록, 그리

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선진화될수록 공공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주변의 

저항이 적어진다. 때로는 하층카스트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투쟁을 통하

여 사원 출입이나 공공시설 이용의 권리를 보장받기도 한다. 

물이나 음식을 통하여 하층카스트의 부정이 옮는다는 의식의 변화에는 

도․농 간의 지역차가 크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외식 산업과 문화가 널리 

퍼진 도시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카스트 간에 물과 음식의 교환을 제한하

는 규칙은 거의 사문화되었다. 그러나 서로의 카스트 정체성이 완전히 드

러나고 여전히 보수적인 지방의 촌락사회에서는 높낮이의 차이가 많이 

나는 카스트 사이에 물과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여전히 금기시된다. 

카스트를 매개로 하는 사회적 규약 중 중요한 결혼과 관련된 규칙도 많

이 느슨해졌다. 많은 인도인이 여전히 중매혼을 선호하지만, 카스트가 정

확하게 맞지 않아도 사회경제적 배경이 비슷하다면 자연스럽게 결혼하기

도 한다. 일부 극도로 보수적인 카스트 사이에서는 여전히 카스트 내혼의 

규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명예살인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물론 존재한다. 

또한, 예전보다는 자유로워진 결혼 조건에서도 과거 불가촉천민 출신과

의 결혼은 여전히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며, 불가촉천민 출신자가 매우 뛰

어난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을 경우에 마지못해 허락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카스트 제도는 부분적으로 약해지거나 거의 사라진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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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그 기능과 의미가 크

게 강화된 부분도 있다. 그것은 카스트 집단이 갖는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기능의 강화와 카스트 기반의 할당제와 관련한 카스트 의식의 강화로서 

둘 다 개별 카스트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본 연구에

서 다루게 될 할당제는 개인의 카스트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

문에 카스트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할

당제의 수혜집단인 하층카스트는 수혜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카스트 제도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할당제가 오히려 카스트를 강화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카스트 집단이 정치적 결사체로서 그 의미가 강조된 것은 식민지시대

인 1936년 인도에서 지방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의 보통선거가 실시

된 것이 그 서막이었다. 당시에는 하층카스트와 노동자, 농민 등 억압받

는 집단들이 연대한 독립노동당(Independent Labour Party)이 창당되

어 카스트 제도하에서 차별받는 하층카스트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당시

만 해도 카스트와 정치와의 연관은 하층카스트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독

립 이후 점차 많은 지역정당이 창당되고, 선거에서 정당 간의 경쟁이 치

열해졌다. 각 카스트마다 지지 정당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자기 카스트 출신의 정치지도자를 의회에 입성시켜 카스트의 이익을 대

변하게 하려는 욕구도 강하게 드러났다.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

의 선거 체제하에서 인구가 많은 거대 카스트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우위

에 놓이게 되었다. 중·소규모의 카스트는 이에 대항하여 서로 연대하기도 

하였고, 거대 정당과 표와 각종 이권을 맞바꾸는 정치적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어떠한 경우든 카스트 성원들 사이에서는 투표라는 정치적 행위

와 관련하여 본인의 카스트 정체성이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제8장 인도 카스트 제도의 특징과 할당제도 269

카스트 제도는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카스

트에 의거한 강제 노동이나 동원이 사라지고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날, 과거와 같은 형태의 착취나 경제적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열악했던 하층카스트가 지속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을 보이며, 여타 사회적 자본의 면에서도 열악한 위치에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카스트와 계급의 상관 관계를 연구한 바이드는 상층카스

트가 보다 안정적인 사무직을, 하층카스트가 불안정한 임시직을 주로 차

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대를 이어 지속되는 현상임을 밝혔다(Vaid, 

2012). 이는 하층카스트 출신자들이 구직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고, 상

대적으로 고소득 직종으로 진입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음을 말해

주며, 할당제가 왜 필요한지 보여 주는 사실이기도 하다. 

또한 농업을 주로 하는 촌락 사회에서 카스트와 토지 소유의 관계도 카

스트의 경제적 의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도 남서부 지역의 토지 

소유와 카스트의 상관관계에 대한 옴베트의 연구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중 상층카스트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토지가 전혀 없는 농업노동자 또

는 토지 보유량이 너무 적어 남의 토지를 빌리든가 여타 노동을 통하여 

생계를 보완해야 하는 사람 중에는 하층카스트 특히, 과거의 불가촉천민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한다(Omvedt, 1990, pp. 54-58, 73-80). 이러한 

사실은 과거의 카스트가 가졌던 사회경제적 상황, 특히 토지와 같이 영속

적인 자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유무가 대물림되는 현상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카스트 구분과 오늘날의 계급 구분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 준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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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도 할당제의 주요 내용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카스트 제도와 불가촉천민제는 여러 불평등과 

사회적 부조리를 낳았고, 많은 하층카스트 성원들의 기본적 인권마저 침

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하층카스트 성원들의 

비인간적 삶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기 위하여 일부 토착 군주들과 식민정

부는 할당제를 채택하여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 하층카스트를 배려하기 

시작했다. 하층카스트에 대한 우대 정책은 정치에 있어서도 적용되어 선

거에서 의석수의 일부를 할당하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하층카스트 자신들의 꾸준한 운동과 인식 개선 노력도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독립 이후 인도공화국 헌법은 모든 사람이 국민으로서 평등하

게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는 한편,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취약 계층에게 주어진 권리

는 교육기관과 공직에서의 할당, 가혹행위나 부당한 차별을 당했을 경우

의 법률구제, 학비 감면과 같은 경제적 보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에 

언급되어 있는 취약계층(weaker section of society)에는 다양한 집단

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전통적으로 카스트 제도 내에서 최하층의 

천민으로 분류되어 차별받아온 지정카스트와 카스트 제도에 편입되지 않

음으로써 주류 힌두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차별받아온 지정부족, 그리고 

불가촉천민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후진성을 보이는 집단(실질적으로 주로 

수드라에 속하는 자티)을 별도의 범주로 묶은 기타후진계급 등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는 상기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원할당의 경우를 고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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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민지시대의 할당제28)

카스트에 의한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마드라스(Madras) 정부는 

19세기에 지역 내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인도

를 통치하던 영국 식민정부가 최초로 마련한 피억압계급에 대한 우대정

책이었다.29) 피억압계급의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교수진을 제공하는 교

육기관에 대하여 재정보조를 해 준다는 이 규정은 당시 상층카스트의 회

피로 인하여 일반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기 어려웠던 하층

카스트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었다. 1921년에는 마드라스 주(州) 

입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非)브라흐만에게30) 주정부 공무원 고용 정

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기 시작했다. 비브라흐만에 대한 고용 할당은 사

실 영국 식민정부보다 인도 지역 군주가 다스리는 지방에서 먼저 시작되

었다. 여러 가지 진보적인 사회개혁을 시도하던 마이소르(Mysore) 왕국

은 1919년 관련 위원회에서 고용 할당을 권고했고, 1921년에는 정부가 

고용하는 공직의 1/2가 비브라흐만에게 할당된다고 발표했다. 

피억압계급의 교육수준의 향상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할당정책이 

시행된 분야는 관료의 등용이었다. 1934년 식민정부는 신규 채용되는 행

정직 중 25%를 무슬림에게, 8.3%를 지정카스트를 포함한 여타의 소수계

28) 이 부분은 이지은(2019)의 내용 일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29) 피억압계급(Depressed Classes)은 카스트 제도하에서 불가촉천민으로 분류되었던 카스

트(자띠)들을 지칭하기 위한 1935년 이전 식민지 시대의 공식 용어이다. 불가촉천민들

은 식민지 시대 동안 공식적으로 피억압계급이라 불리다가 1935년 인도정부법에서 사

용한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가 이후로는 새로운 용어로 자리잡아 현재까지 법

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30) 비브라흐만(non-Brahman)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브라흐만을 제외한 나머지 카스트를 

모두 합해서 부르는 말로서, 데칸과 남인도 지역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이 지역에서는 

카스트 위계의 최상위에서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던 브라흐만이 식민정부와 각 지역 왕

조에서 공직과 권력을 계속 독점하고 있었다. 남인도의 사회개혁파는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비브라흐만에게 공직의 (이상적으로는 인구 비율에 부합하는) 일정 비율을 할당

할 것을 주장해왔다. 결국 1921년 마드라스 주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직 할당을 실시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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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게 할당하였다. 1931년 센서스에 의하면 피억압계급은 전체 인구의 

12.5%로(Government of India, 1933), 당시까지는 인구 비율에 따른 

할당제가 확립된 것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지정카스트에 

대한 할당이 행정직뿐 아니라 군대와 경찰의 채용에까지 확대되었고, 

1946년부터는 할당비율도 인구비율에 따른 12.5%로 확립되었다

(Chandran, n.d.; 이지은, 2019에서 재인용).

정치적 할당제는 직접선거에 의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시행되기 시작하

는 과정에서 각 계층, 특히 소수집단들의 대표성이 의회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19년과 1935년의 인도정부법에 의하여 규정되

었다. 1919년 인도정부법(Government of India Act, 1919)은 불가촉

천민인 피억압계급을 의석 할당의 대상 집단으로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무슬림을 비롯한 종교적 소수집단에게는 최초로 의석을 할당하여 정치적 

역량 강화의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이후 1930년부터 1932년까지 런던

에서 열린 일련의 원탁회의에서 피억압계급에게 분리선거구를 허용할 것

이냐 또는 힌두 커뮤니티의 일부로 보아 통합선거구로 가야 할 것인가가 

논의의 주제가 되어 간디(M. K. Gandhi)와 암베드카르(B. R. 

Ambedkar)의 격론이 있었다. 원탁회의의 결과 발표된 ‘커뮤널 어워드

(Communal Award)’에서 피억압계급은 분리선거구를 통한 이중투

표31)를 허용받았으나, 이후 힌두 커뮤니티의 분열을 막으려는 간디의 ‘죽

음에 이르는 단식’으로 1932년 푸나협정을 체결하여 분리선거구를 포기

할 수밖에 없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1935년 

인도정부법(Government of India Act, 1935)에서 약 9.3%의 지정카

스트(이전의 피억압계급)의32) 할당의석을 인정하는 단일선거구제라는 형

31) 일반선거구에서 일반 힌두와 같이 1표를 행사하고, 피억압계층만의 분리선거구에서 피

억압계층 출신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또 1표를 행사하는 방식이다.

32)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는 1935년까지 피억압계급으로 지칭되던 하층카스트에



제8장 인도 카스트 제도의 특징과 할당제도 273

태로 법제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정카스트는 기존 78석이던 지정의석의 

수를 148석까지 늘릴 수 있었다는 점이 당시에 크게 부각되었으나, 각 주

의 입법의회 의석수가 1585석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정카스트의 

인구비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할당이었다. 

  2. 인도공화국의 할당제

가. 할당제 개관

1950년 제정된 인도공화국의 헌법은 선거제도나 할당제 등의 측면에

서 1935년 인도정부법을 따르고 있었다. 선거에서의 의석 할당제는 

1947년 파키스탄과의 분리독립 이후 종교적 소수집단은 그 대상에서 제

외되었고, 불가촉천민을 의미하는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기관과 공무원 고용 할당제의 경우는 지정카스트, 지정

부족 이외에도 여타 하층카스트 중 선별하여 기타후진계층(OBC: Other 

Backward Classes)이라는 범주를 신설하여 이들에게도 할당 혜택을 부

여했다. 

할당제라는 이름으로 이들에게 인구수에 비례한 할당을 제공하는 제도

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먼저 모든 국가 예산을 인구 비율에 준하여 

지정카스트, 지정부족에게 배당하는 예산할당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그 복구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금

이 배당된 경우,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은 인구비율만큼 이 지원금의 직

접적인 수혜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긴급 구호예산뿐 아니라 다른 일반 

게 부여된 새로운 법률적 용어이다. 수천 개 이상이라고 알려진 인도의 카스트(자띠) 중 

할당제의 대상 집단을 카스트의 일람(Schedule)을 만들어 지정하였으므로, 이 일람에 

포함된 카스트를 ‘지정카스트’라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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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획과 집행도 이 규정에 준하여 할당이 이루어진다. 이 외에 개

인에게 의석이나 고용, 입학 등 ‘자리’를 주는 정원할당이 있다. 정원할당

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각급 입법기관의 선거에 의해 뽑히는 의원

직, 중앙정부와 주 정부 및 산하기관 등의 공공부문 고용, 교육기관 입학

에 적용되는 할당제가 그것이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소수집단

에게 인구에 비례하는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원직 할당과 사

회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이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적 차별 정

책을 실시하는 직업과 교육기관에서의 할당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정원할당제를 중심으로 인도 할당제를 개괄한다.

나. 입법과 사법에 의한 정비

인도 헌법 15조 4항과 16조 4항은 각각 ‘사회적, 교육적으로 후진적인 

계층 또는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의 향상을 위한 특별입법’과 ‘공직에서 

적절한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후진계층에게 공직을 할당

해주는 입법’을 허용함으로서 공공부문 고용에 있어서의 할당제를 명시하

고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1957년 공공고용법(Public Employment 

Act)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공직 할당의 구체적인 방법이 ‘공무원위원

회’에서 결정된다고 정하였다. 연방 의회와 주 의회 등 각급 입법기관의 

의석 할당은 헌법 330조와 332조에 의하여 규정되었다. 이 외에도 헌법 

46조에는 각 주 정부의 책임 하에 지정카스트, 지정부족, 기타 취약한 부

분(other weaker sections)의 교육적,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 규

정되어 있다.33)

33) 이에 근거하여 1955년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에 대하여 초등학교 

학비를 면제해 주는 조치가 취해졌고 중등·고등학교에서도 학비 면제가 확대되었다

(Shrikant,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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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고용 할당에서 법률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행정의 

능률 문제로서 현실적으로는 진급 시에 할당제가 적용되는가의 여부였

다. 공직 임명에 있어서의 정원할당과 관련하여 헌법 335조에는 ‘국가의 

업무와 관련된 직책에 지정카스트나 지정부족을 임명할 때 행정의 능률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할당 혜택을 부여하

더라도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해야 한다는 의

미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효율성이 할당제의 원칙 중 하나로 고려되었으

며, 실제로 이를 근거로 진급 시 할당 쿼터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

을 규정한 헌법 335조에 위배된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AIR 1993 

SC 477). 이와 비슷하게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 출신자에게 할당 쿼터를 

적용하여 진급시키기 위하여 진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완화

시키는 것은 같은 조항을 위배한다는 판결도 나왔다(1996 (6) SCC 

580). 이 두 판결의 요지는 ‘할당제의 적용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지

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진급 시에는 할당제

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런 판례가 나옴에 따라 

1993년에 진급시의 할당제가 폐지되었고, 1997년 지정카스트‧부족에 대

한 진급시의 자격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이 불법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1995년 인도 정부는 진급시의 할당을 헌법에 명문화하였다(헌법 16조 

4A항).  이후 2000년 개헌에서는 335조에 ‘이 조항의 어떤 부분도 진급

시 할당에서 자격요건이나 성적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후부터 진급시의 할당제와 자격요건 완화는 다시 

합법적으로 시행된다. 

할당제의 적용에서 논란이 되었던 또 다른 규칙은 이월규칙이다. 어느 

해에 할당된 공직의 정원이 다 차지 않아서 개방경쟁에 의해 뽑은 사람들

로 그 자리를 채웠다면, 다음 해에는 할당된 자리에 지난해 할당 쿼터 중

에서 개방경쟁에 주어졌던 것만큼의 공직 수가 더해져야 한다는 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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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당 쿼터의 이월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마련된 할당 쿼터의 총합이 

전체 신규고용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할당 상한규정에34) 어긋나게 되

어 문제가 된 바 있다. 1964년 데바다산이 인도 연방을 상대로 제기한 소

송(AIR 1964 SC 179)은 이월규칙을 적용한 결과 연방정부의 공직 할당 

쿼터가 64%가 되어 할당 쿼터의 50% 상한을 어김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기회균등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위헌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재판

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할당 쿼터는 50% 미만이어야 하는 규칙을 재확인

하며 이월에 의한 할당으로 64%의 공직 정원을 할당한 것은 헌법의 기회 

균등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외에도 다른 판례에 의해 쿼터의 

이월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자, 2000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하여 할당

제의 상한선이 50%임을 명시하고, 전년도에 채워지지 못했던 쿼터는 다

음 해에 이월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때 이월된 쿼터는 당해연

도의 상한선 50%와는 별개로 산정되어야 한다(2000년 81차 개헌).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에 대한 교육기관 정원 할당제 역시 대학교와 

전문‧기술학교 등 고등 교육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69

년 교육부는 모든 주와 대학당국에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을 위한 입학

정원의 15%와 5%의 할당을 요청했다. 1982년 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지

정부족에 대한 5%의 할당이 7.5%로 상향 되었으며, 연령 상한이나 성적 

하한선 등의 입학 요건도 지정카스트·부족에 대해서는 완화시킨다는 교

육부령도 발효되었다(National Commission for Scheduled Castes 

and Scheduled Tribes, 1996, pp.17-18).35) 또한, 교육기관 입학과 

34) 할당제를 적용할 때 최대 한도를 몇 %로 할 것인가는 헌법에서 명문화된 바 없다. 이 

문제는 1963년 대법원 판결로서 50%가 상한으로 정해지게 되었는데, 이 판례는 후진

계층을 ‘소수집단’으로 보고 소수는 반드시 50%보다 적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었

다(AIR 1963 SC 649).

35) 입학을 위한 연령 상한은 지정카스트‧부족에게는 일반 쿼터에 속한 사람들보다 3세까지 

많아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최소 성적도 일반 하한선보다 5%까지 낮아도 입학이 

허용되도록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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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서의 할당제는 반드시 국가기관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기관

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액수에 관계 없이 국고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모

든 기관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그러다가 지난 2005년 이후 정부 보조를 

전혀 받지 않는 사립교육기관에까지 할당제를 확대 실시하도록 개헌이 

이루어졌다(2006년 93차 개헌).  

이와 같이 공직 임명과 교육기관 입학 시의 할당은 헌법에 그 대의가 

나타나기는 하나 실제 적용 시에는 많은 이의 제기가 뒤따랐고, 소송과 

헌법 개정을 통하여 세부사항이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헌과 판례로

서 오늘날 확립된 할당제의 세부사항 중 주요한 것은 첫째, 진급 시의 고

용 할당 적용, 둘째, 할당 쿼터의 이월과 별도 계산, 셋째, 교육기관의 입

학과 고용 할당의 사립교육기관 적용 등이다(<표 8-1> 참조). 

  3. 할당제의 대상

할당제의 수혜 대상자 결정은 개별 카스트와 커뮤니티의 이익이 첨예

하게 대립할 수 있는 문제로서 수많은 갈등과 논란을 야기해왔다. 인도 

헌법은 할당제의 수혜 대상을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36)

명확하게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와 ‘지정부족(Scheduled 

Tribes)’, ‘사회적·교육적으로 후진계급(socially and educationally 

backward classes)’, 그리고 이들을 통칭하는 ‘후진계급(backward 

classes)’ 등을 할당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그러

나 헌법에는 이러한 명칭만이 나타날 뿐이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

단인지, 그들을 규정하는 요건이나 기준이 무엇인지는 나타나있지 않다. 

36) 인도의 일부 학자들은 개인이 아닌 집단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할당제에 반대하기도 한다(Béteille 1981; 1990). 그러나 인도의 할당

제 논의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할당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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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은 헌법에 그 범주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의 대상에서는 비켜나 있었다.37) 일반적으로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s)는 카스트에 의해 차별받아온 하층카스트 출

신을, 지정부족(Scheduled Tribes)은 전통적으로 카스트 사회에 편입되

지 않았던 부족민들을 의미한다.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은 각 주별로 작

성된 목록을 모아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고(인도 헌

법 341조 1항; 342조 1항), 지정카스트나 지정부족에 포함된 집단을 바

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입법에 의거해야 한다(인도 헌법 341조 2항; 342

조 2항). 헌법 말미의 “스케줄(Schedule)”에는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의 

일람이 명시되어 있고, 이 스케줄은 10년에 한 번씩 검토를 거쳐 다시 공

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10년간 해당 집단이 헌법상의 특혜를 받아 어느 

정도 발전하였는지 살펴보고, 그 발전이 충분하다고 고려될 경우 지정 목

록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이 검토의 의도이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거대 카스트 집단이 상당한 수준의 성장을 했더라도 

지정 목록에서 제외된 경우는 없다.38)

37) 이는 두 집단에 대한 할당제가 이미 헌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도 이후 등장하는 상류층(Creamy layer) 할당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여러 세대에 걸쳐 할당제의 혜택을 보아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충분히 발전한 지정카스

트 구성원들이 할당제의 혜택을 독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류층 논의는 

뒤에 이어진다.

38) 헌법 말미에 스케쥴로 포함되어 있는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의 일람은 1935년 인도정

부법의 부록인 ‘인도정부법 지정카스트령(The Government of India (Scheduled 

Castes) Order, 1936)’을 인도공화국 대통령이 ‘헌법 지정카스트령(The Constitution 

(Scheduled Castes) Order, 1950)’으로 이름을 바꾸어 재입법한 것에 불과하다. 즉, 

1930년대 식민지 시대의 상황이 반영된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의 목록이 현재까지도 

큰 수정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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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후진계급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 이외의 후진계층에 대한 기준이나 지정방식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할당제의 시행을 비롯한 행정 과정에서 사용

되는 명칭은 기타후진계급으로서 후진계급위원회의 보고서나 여러 종류

의 정부 문서, 실질적인 행정 과정에서 기타후진계급이라는 명칭이 명백

히 사용되고 있다. 기타후진계급의 경우는 헌법에 그 목록이 명시되지 않

았기에 독립 후 한동안 애매하게 남아 있었다. 후진계급이라는 용어는 식

민지시대부터 모호성을 가지고 사용되어 오기도 했으며, 헌법에 나타나

는 구절인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으로 후진적’이라는 의미의 해석에 대해

서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교육적 후진성은 문해율, 진학률 등

의 객관적인 통계를 통하여 어느 정도 규정이 가능하겠지만, 사회적 후진

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로 이를 해석해야 하는지 많은 이견이 있기 때

문이다. 사회적 후진성은 대체로 카스트의 측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

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실제로 정부가 구성하고 임명한 후진계급위원회

에서도 카스트를 기준으로 하여 기타후진계급의 목록을 작성하기도 했

다. 기타후진계급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할당제가 이미 시행되

고 있는 현재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카스트 전수 조사를 했

던 2011년 센서스 역시 엄청나게 많은 오류를 수정하느라 아직 정확한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기타후진계급으로 분류되는 할당 

혜택의 대상자에 대한 논란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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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할당제의 주요 내용

항목 내용

할당제
대상

하층카스트(지정카스트, Scheduled Castes)

부족민(지정부족, Scheduled Tribes)

기타후진계급(Other Backward Classes)

시행
내용

예산 할당: 지정카스트, 지정부족에게 인구비율에 준한 국가 예산의 배당 

정원 할당: 개인에게 의석 또는 고용 등에서 인구비율에 준하여 ‘자리’를 보장 

(각급 입법기관에서의 선출의원직, 중앙정부와 주 정부를 포함한 공

공부문 고용, 교육기관 입학정원에 적용되는 할당제)

정원
할당제 
시행의 

특기사항

교육기관의 입학과 고용: 정부보조를 전혀 받지 않는 사립교육기관에까지 적용 

(2006년 93차 개헌)

일반 고용: 공직과 공공부문 고용에 국한 

진급 할당: 직업할당은 최초 고용뿐 아니라 이후 진급 시에도 적용(2000년 82차 

개헌)

할당 쿼터: 각 대상에 대한 할당 쿼터의 총합이 전체 신규고용의 50%를 넘을 수 

없음

할당 쿼터의 이월: 지난해에 채워지지 못한 할당 쿼터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다시 

임용하며, 이월된 쿼터는 이번 해의 신규 쿼터와는 별개로 산정 

(2000년 81차 개헌)

자료: 이지은. (2019). ‘인도의 카스트와 소수집단, 그리고 할당제 논란’ 내부 내용을 표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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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카스트 기반 할당제의 문제점과 논의

  1. 수혜 대상에 대한 논란

가. 기타후진계급

할당제의 수혜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각 카스트와 커뮤니티의 이익

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므로 많은 갈등과 논란을 야기해왔다. 수혜 

대상 집단이 비교적 명확한 지정카스트, 지정부족과는 달리 기타후진계

급의 지정 문제는 명확한 헌법상의 기준이 부재했기 때문에 일어난 논란

이었다. 인도 정부는 기타후진계급의 정의와 향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

고자 위원회를 임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타후진계급의 대상 집단이 확

정되고 이들에 대한 할당제 혜택이 확대되는 과정은 상층 수드라에 속하

는 거대 카스트 집단의 정치적 부상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이 사실

이다. 특히 그 권고안이 실현된 제2차 후진계급위원회의 경우 집단적 후

진성의 객관적 판단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가능한 한 많은 집단을 후

진계급 목록에 포함시켜 정치적 이권을 널리 분배함으로써 기타후진계급

의 정치적 기반을 확장하려 한 것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기타후진계급은 헌법에 스케줄로 지정된 지정카스트·지정부족과는 달

리 지정 권한이 각 지방정부에 맡겨졌는데, 이는 기타후진계급에 대한 정

책이 각 주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과 인도의 다양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후진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 340조에 의하여 후진계급에 대한 조사와 정

책 건의를 할 수 있는 후진계급위원회의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고, 인도 정부는 1953년과 1978년 두 차례에 걸쳐 후진계급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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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하여 그 보고서를 통하여 후진계급을 판별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55년에 제출된 제1차 후진계급위원회(이하 칼렐카르위원회)의 보

고서는 (1) 전통적 카스트 위계 내에서의 낮은 사회적 지위, (2) 카스트 성

원들의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3) 정부 공직에 취직한 성원들 수가 

적음, (4) 상업, 무역, 산업부문에 고용된 성원들 수가 적음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Manager Government of India Press, 1955, p. 46), 이

에 따라 2399개의 카스트 집단을 기타후진계급으로 규정하였다. 전체 인

구의 약 32%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산정하였는데, 중앙정부는 후진계급

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정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보고서의 건의사항을 채택

하지 않았다. 보고서의 권고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기타후진계급의 기

준과 목록은 각 주 정부에 맡겨졌다.

동 보고서에서 지정한 기타후진계급은 모두 카스트 집단이었음이 주목

된다. 칼렐카르위원회는 카스트 제도의 폐해가 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

여 카스트 기준을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하였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카스

트에 바탕한 사회적 위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불가피하며 현실적으로 

합당하다고 보고하였다(Manager Government of India Press, 1955, 

pp. 40-42). 칼렐카르위원회 이후 만들어진 각 주 단위의 후진계급위원

회는 모두 26개였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후진계급의 기준은 한 

집단의 카스트 위계 내에서의 지위, 교육 정도, 빈곤 정도 등이었다. 여기

서도 역시 카스트 기준이 중요하게 취급되었고, 실제로 이들 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주별로 지정된 기타후진계급은 대개 전통적인 카스트 신분 체

계에서 지정카스트(주로 불가촉천민)의 바로 위에 위치한 수드라 범주에 

속하는 하층카스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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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제2차 후진계급위원회(이하 만달위원

회)는 ‘사회적·교육적으로 후진적인 계급’을 규정할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의해 후진계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취할 정책을 건의하며, 이들에게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를 평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만달위원회 역시 이전의 후진계급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후진계급의 보편적 기준과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만달위원회의 보고서와 권고안은 10년 

동안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다가 1990년 정치적 변화로 인하여 후진계급

의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자 전격적으로 시행이 발표되었다. 

만달위원회의 후진계급을 결정하는 방식은 11가지의 지표를 이용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이 지표는 사회, 교육, 경제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지표는 4가지로서 하나의 지표당 3점씩을 부여하여 총 12점

의 배점이다. 교육적 지표에는 모두 3가지가 있고, 지표당 2점씩을 부여

하여 총 6점을 배점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지표에는 모두 4가지가 포함

되며, 지표당 1점씩 부여하여 총 4점을 배점한다(<표 8-2> 참조). 전체 

11개의 지표에 배당된 점수를 모두 합하면 22점인데, 이 중 11점을 얻은 

카스트나 집단은 모두 기타후진계급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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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만달위원회의 기타후진계급 평가 기준

분류 내용
지표별
배점

분류별 
배점

사회적
지표

다른 카스트나 집단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후진적이라고 인

식되는 카스트 또는 계급
3

12

생계를 위해서 주로 단순 육체노동에 의존하는 카스트 또는 

계급 
3

농촌에서는 17세 이하에 결혼하는 여성이 해당 주의 평균보

다 적어도 25% 이상 높고, 동일한 경우의 남성이 적어도 

10% 이상 높으며, 도시에서는 동일한 경우의 여성이 적어

도 10% 이상 높고, 남성은 적어도 5% 이상 높은 카스트 또

는 계급

3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해당 주의 평균보다 적어도 25% 이

상 높은 카스트 또는 계급 
3

교육적
지표

한 번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5-15세 아동의 수가 해당 

주 평균보다 적어도 25% 이상 높은 카스트 또는 계급
2

6
5-15세 학생의 학업 중도 포기 비율이 해당 주 평균보다 적

어도 25% 이상 높은 카스트 또는 계급
2

10학년까지 이수한 학생의 비율이 해당 주 평균보다 적어도 

25% 이상 낮은 카스트 또는 계급
2

경제적
지표

가구 자산의 평균이 해당 주의 평균보다 적어도 25% 이상 

낮은 카스트 또는 계급
1

4

카차(Kutcha: 견고하지 못한) 주택에 사는 가족의 총 수가 

주 평균보다 적어도 25% 이상 높은 카스트 또는 계급
1

식수의 수원지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가구가 50% 

이상인 카스트 또는 계급
1

소비자대출을 받은 가구의 수가 주 평균보다 적어도 25% 

이상 높은 카스트 또는 계급
1

자료: Government of India. (1980). Report of the Backward Classes Commission First 

Part vols. Ⅰ& Ⅱ, p. 52의 내용으로 재구성.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사회, 교육, 경제의 세 지표는 같은 비중을 가

지고 있지 않다. 사회적 범주의 지표는 총 12점의 배점이 있으므로 해당 

지표의 점수를 모두 받는다면 사회적 범주만으로도 기타후진계급에 포함

될 수 있지만, 6점 배점의 교육과 4점 배점의 경제는 그 범주 단독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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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후진계급에 포함될 수 없다. 심지어 교육과 경제 지표를 모두 획득하

더라도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지표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후진

계급에는 포함될 수 없다. 그만큼 사회적 지표가 기타후진계급을 판단하

는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사회적 지표가 현실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카스트(자티) 또는 부족

이라고 받아들여진다.39) 실제로 최종 보고서에서 만달위원회는 카스트에 

따른 차별과 불가촉성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헌법이 발효된 지 30년이 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카스트 지위와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지위가 

여전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경

제적 기준이 아니라 카스트를 단위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우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모두 카스트 집단을 단위로 하여 만들어진 기

타후진계급 목록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총 3248개 집단(카스트), 약 3억 

5000만의 인구가 포함되어 인도 전체 인구의 50%를 상회하는 규모였

다.40)

기타후진계급에게 직업과 교육기관 입학에서 27.5%의 할당을 권고했

던 만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이 실시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자, 1992

년에 할당제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 상층카스트의 극렬 시위가 계속되었

고, 상층카스트와 후진계급 사이에 큰 충돌이 야기되었다. 이와 비슷한 

39) 평가 기준이 되는 단위를 보고서에서는 ‘카스트 또는 계급(classes)’이라고 밝히고 있지

만, 이때의 계급은 마르크스가 규정한 의미의 계급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 또는 ‘커뮤

니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0) 만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하여 기타후진계급들에게 지정카스트·지정부족을 위한 할당제

와는 별도로 할당제를 비롯한 다음과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그 내용은 

(1) 중앙정부와 주 정부의 공무원, 기술직과 전문 기관의 일자리 중 27.5%를 할당할 

것, (2) 이들의 문화적 환경과 경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 기회를 제공

할 것, (3) 기타후진계급에 속한 수공업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

할 것, (4) 상층과 하층 카스트 간에 구조화되어 있는 경제적 지배와 종속 관계를 일소

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철저한 토지 개혁을 실시할 것, (5)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

해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각 주 정부에 보조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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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은 교육기관의 고용 할당을 비롯하여 할당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마다 최근까지도 반복되었다. 또한 2016년에는 북인도의 거대카스트

인 자뜨(Jat)가 기타후진계급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변

화에 의해 기타후진계급으로서의 혜택이 축소될 수 있는 구자르(Gujjar) 

카스트가 지정부족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1931년 센서스 조사에 의거하여 계산된 기타후진계급의 할당 비율에 

대한 불신도 높다.41) 많은 기타후진계급에 포함되는 카스트 성원들이 그

들의 실제 인구비율은 1931년보다 훨씬 높으며 이에 따라 더 높은 할당 

비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도 정부는 2011년 센서스에서 카스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카스

트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오류를 수정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카스트 조사가 실제로 행해지고 그에 의한 인구 

비율이 발표되었을 때 인도 사회에 미칠 엄청난 후폭풍을 우려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 사회적 혼

란의 근본에는 결국 할당제의 수혜집단이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는가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10년에 한 번 시행되는 인도 센서스는 현재 지정카스트를 제외하고는 카스트별 인구를 

조사하지 않는다.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의 할당 비율은 최근 센서스에 의거하여 인구 

비율과 동일하게 정해지는데 반하여, 지금의 기타후진계급 할당 비율은 1931년 센서스 

통계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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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42)

  1) 개종에 의한 자격 박탈

개종에 의한 자격 박탈은 힌두교도인 지정카스트가 다른 종교로 개종

하거나, 지정부족이 힌두교 이외의 종교로 개종할 경우 지정집단으로서

의 혜택이 박탈되는 규정을 말한다. 1936년 지정카스트령의 지정카스트 

일람을 정한 기준은 도로, 항만, 우물, 학교 등의 공공시설 사용이 허용되

는가와 접촉을 통하여 오염을 전파하는가와 같은 ‘불가촉성’, 사원에 들

어갈 수 있는가, 브라흐만 사제로부터 종교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상층카스트와 물과 음식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가 등의 사회적·종교적인 

제약 여부였다. 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카스트 제도에 의한 불

가촉성 때문인지 혹은 단순히 존중받지 못하는 직업, 낮은 교육수준, 빈

곤에 기인하는지도 판단하였다(Shrikant, 1956, p. 10). 검토 결과는 지

정카스트의 구분 기준인 사회적·종교적 제약이 대부분 의례적 오염을 피

하려는 종교적 이유에서 비롯한다고 밝혔고, 불가촉천민제가 오직 힌두

교에 고유한 제도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어떤 집단(카스트)가 사회

적․경제적 제약에 시달리고 있다 해도, 힌두 카스트가 아니면 지정카스트

로 인정되지 않았다.43) 같은 이유로 지정카스트에 속한 힌두 카스트가 다

른 종교로 개종했을 경우, 그들이 받는 사회경제적 제약에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정카스트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독립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헌법 지정카스트령은 ‘힌두교 이외의 종교를 신봉하는 자는 

42) 이 부분은 이지은(2010)의 ‘Ⅲ. 정원할당제의 수혜집단 관련 논의’의 내용을 첨삭하여 

다시 실었음을 밝힌다. 

43) 예를 들어 1936년 지정카스트령은 인도 기독교도(Indian Christians), (벵갈 지역의) 

불교도, (벵갈 지역의) 부족신앙숭배자들은 그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지정

카스트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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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카스트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고 규정했다.

헌법 발효 6년 후인 1956년, 개종에 의한 지정카스트의 자격 박탈이라는 

사건이 최초로 일어났다. 1956년 10월부터 마하라슈뜨라(Maharashtra) 

주와 인근에 분포하는 지정카스트인 마하르(Mahar)가 불교로 집단개종

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의 선거와 고용, 입학 등에서 불교로 개종한 마

하르 카스트 성원에게 지정카스트의 지위를 계속 인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Bombay Chronicle, 1957.10.04). 종교적으로 부

과된 불가촉성은 지정카스트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

졌으므로, 같은 해 법률 개정(The Scheduled Castes and Scheduled 

Tribes Order (Amendment) Act, 1956 (Act 63 of 1956))에 의하여 

불교로 개종한 마하르를 지정카스트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동시에 이 개

정은 개종하여 시크교도가 된 뻔잡(Punjab) 주의 불가촉천민에게는 지정

카스트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반면, 불교로 개종할 경우는 종교적 불가촉

성을 잃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종교간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었다. 

한편 마하라슈뜨라 주 단위에서는 불교로 개종한 마하르에게 지정카스

트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았고, 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정카스트의 혜택

을 계속 제공했다(Gokhale, 1993, p. 254). 따라서 불교로 개종한 지정

카스트 성원들은 마하라슈뜨라 주 공무원이나 주 내의 교육기관에서는 

지정카스트로서 할당의 혜택을 받고, 중앙정부의 공무원 응시나 타 지역

의 교육기관에서는 일반 쿼터에 포함되었다. 지정카스트 출신의 불교 개

종자들은 지정선거구에 출마하여 연방하원의원이나 주하원의원으로 선

출되기도 하였는데, 개종자들에게 정치적 할당 쿼터를 제공하는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AIR 1958 Bom. 296 at 297; AIR 1965 SC 

1179; AIR 1975 SC 420).

개종 문제는 지정부족과도 연관되었다. 1976년 이슬람이나 기독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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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한 지정부족은 더 이상 지정부족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The Scheduled Castes and Scheduled Tribes 

(Amendment) Act, 1976 (Act 108 of 1976)). 이에 따르면 어떤 지정

부족이 전통의 부족신앙에서 힌두교로 개종을 할 때에는 지정부족으로 

남을 수 있으나, 이슬람과 기독교와 같은 외래종교로 개종할 경우에는 지

정부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할당제의 지위를 구

분할 때는 종교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으므로 종교간의 형평에 어긋나

느 것은 물론이고, 소수종교집단의 정체성 문제44)까지 연관되어 논란이 

되었다.

지정카스트 출신 불교 개종자들은 결국 1990년 법률 개정에 의해 마하

라슈뜨라 주 뿐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도 할당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

었다(The Constitution (Scheduled Castes) Order (Amendment 

Act) 1990). 이로서 불교로의 개종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이는 할당제에서 힌두교와 타종교간의 차별이 해소되었

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였으나,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이 비

(非)힌두교도에 대한 할당제를 이해하는 방식은 철저히 ‘힌두중심적’이었

다. 당시의 연방하원 의사록에 의하면 발언을 한 의원들은 시크교와 불교

가 ‘인도에서 기원’하였거나 ‘힌두교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크교도와 불

교도가 할당제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한다(Lok Sabha 

Secretariat, 1990.05.28.). 

같은 맥락에서, 이슬람과 기독교는 외국에서 기원했고 평등종교로서 

해당 종교집단의 성원들이 모두 평등하다고 간주되므로 불가촉천민 출신

44) 이러한 논란은 ‘인도 종교(인도에서 발생한 종교)’라는 이유로 할당제의 혜택에서 제외되

지 않은 지정카스트 출신 시크교도와 1990년 이후 혜택을 인정받은 지정카스트 출신 

불교도에 대한 것이다. 이 조치는 불교와 시크교를 힌두교의 한 종파로 취급하여 불교

와 시크교의 반(反)카스트적인 교의를 무시하고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힌두의 음모라는 

주장이 급진적 지정카스트 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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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일단 개종하면 할당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45) 1990년 헌법 개

정은 할당제의 혜택을 비(非)힌두에게까지 확대시켰으나, 동시에 카스트

에 의해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할당제에서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만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문제도 있

었다. 

할당제에서 무슬림과 기독교도의 소외를 보완하기 위하여 몇몇 주는 

주 단위의 입법을 추진하였다. 특히 남인도 여러 주에서는 후진계급 목록

에 불가촉천민 출신 무슬림을 포함시켜 주 정부 공직에서의 할당을 보장

하고 사회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한다.46) 그러나 이 방법 은 연방의회와 주 

의회에서의 부적절한 정치적 대표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비(非)힌두

의 할당제 수혜집단 포함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2)  지리적 제한

할당제 자격조건의 또 다른 이슈는 지리적 제한과 관련된다. 인도 헌법 

341조 1항과 342조 1항은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의 신분은 해당 주와 

연관된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에는 지정카스트‧지정부족이 할당의 혜

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

45) 평등종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크교나 불교도 반카스트주의에 기반하여 평등주의적 전

통을 포함하고 있다. 불가촉천민제를 지키는 관습의 측면을 보자면, 인도 기독교와 무슬

림도 대부분 불가촉천민제와 카스트제도를 관습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평등주의

나 카스트 관습을 이유로 할당제 시행에서 시크교와 불교, 기독교와 이슬람을 차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 보인다.  

46) 께랄라(Kerala) 주는 주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무슬림 중 일정 이하의 소득자에게 

12%의 주정부 고용 할당을 제공한다. 따밀 나두(Tamil Nadu) 주에서는 무슬림을 기타

후진계급에 포함시켜 30%의 할당을 부여한다. 까르나따까(Karnataka) 주는 소득이 적고 

토지가 없는 무슬림에게 4%의 할당을 제공한다(Hasan, 2005, p. 48). 한편 2009년 

안드라 쁘라데시 주의회는 불가촉천민 출신 기독교와 이슬람교 개종자를 지정카스트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The Hindu,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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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 규정은 입학 또는 구직을 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의 지정카스트‧부족 일람에 본인의 카스트‧부족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에만 할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왔다. 

어떤 사람이 지정카스트 부모로부터 자신의 카스트가 지정카스트 일람에 

포함되는 A주에서 탄생하였다면, 그 사람이 A주에 거주하며 공직에 임용

되고자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지정카스트로 인정받는다. 같은 사람이 만약 

B주로 이주하여 B주에 거주하면서 공직에 임용되고자 한다면 그의 카스

트가 B주에서 지정카스트 일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는 계속 지정카

스트로서의 할당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B주에서 그가 속한 카스트

가 지정카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는 지정카스트의 지위를 잃을 것

이고 따라서 할당 혜택도 누릴 수 없다(Galanter, 1984, p. 142). 

매년 인도 정부의 지정카스트·지정부족 위원회(Commission for 

Scheduled Castes and Scheduled Tribes)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는 할

당제의 지역한정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47) 또한 1965년 발표

된 지정카스트·지정부족 목록 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로꾸르 위원

회, Lokur Commission) 보고서 역시 지역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

다(Guru, 2008, p. 243). 이들 보고서는 할당제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부과되는 지역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다른 주로 이주하여 지정카스트·지정

부족의 권리를 잃게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소송도 제

기하였다. 여러 주의 고등법원들은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하였으

47) 보고서는 그러한 예로서 뻔잡 주에서는 지정카스트에 속하고 인근 웃따르 쁘라데시

(Uttar Pradesh) 주로 이주하면 지정카스트 지위를 잃게 되는 카띡(Khatik) 카스트와

(Commission for Scheduled Castes and Scheduled Tribes, 1951, pp. 8-9) 웃

따르 쁘라데시 주에서는 지정카스트이나 마하라슈뜨라에서는 일반 쿼터인 도비(Dhobi) 

카스트(Commission for Scheduled Castes and Scheduled Tribes, 1959, p. 11)의 

경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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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체적으로 지역한정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48)

이 외에도 지정부족 중에는 전통적으로 계절에 따라 주기적인 이동을 

하거나, 일자리를 좇아 잦은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할당 혜택

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현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1994년 마하

라슈뜨라에서는 할당제의 지역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행동위원회

(Action Committee)’가 조직되어 공익소송을 시작하였으나, 대법원은 

지역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1994 (5) SCC 244). 따라서 헌법의 

해당 조항은 할당제의 수혜대상집단이 거주지에 의해 지역적 제한을 받

는 것은 타당하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역한정은 헌법이 인정하는 거주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거주지

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단위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지정집단의 변화를 반

영하지 못한 법률의 예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

역한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룬 지정집단의 성원들

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지정카스트나 부족이 대부분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할당제를 악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지역한정의 모순은 

일부 발전된 지정카스트 집단이나 지식인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집단들 간의 이해가 상충하여 일관적인 여론형성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논의가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

양한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들 사이의 발전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8) 1987년 구자라뜨(Gajarat) 고등법원은 타 주에서 이주해 온 지정부족의 성원에게 구자

라뜨 주에서도 지정부족의 지위를 인정하여 할당 혜택을 통한 공대 입학을 허가한 판결을 

하였다(AIR 1987 Gujarat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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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혜집단 간의 불균등 발전 

가. 지정카스트·지정부족

  1) 로쿠르위원회의 진단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 내에서도 카스트 또는 부족 집단별 발전 정도

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여 할당

제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소수 지정카스트들의 불만이 높아져 갔다. 의석 

할당에 있어서는 인구 비율이 높은 거대 카스트 출신 후보들이 득표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교육기관 입학과 공직에

서의 할당도 먼저 전반적인 향상을 이룬 카스트와 부족들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지정카스트·지정부족끼리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할당제를 통한 집단의 향상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후진적인 지정카스트는 이미 발전한 지정카스트와

의 경쟁에서 밀려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결국 할당제

를 통하여 해당 지정집단 전체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할당제의 목적을 달

성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었다(Roy, 1998, pp. 9-10; Wanjari, 

1998, p. 7).

인도 정부는 독립 후 할당제를 실시한 지 15년이 지난 1965년, 수혜집

단인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 목록을 개정하기 위하여 지정카스트·지정

부족 실태조사를 대통령이 임명한 로쿠르위원회에게 일임한 바 있다.

로쿠르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불가촉천민제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설사 불가촉천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괄목할 만큼 

희석된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1965, p. 6). 동 보고서는 ‘비교적 선진화된’ 커뮤니티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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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는데, 대부분 많은 인구를 가진 14개 부족과 28개의 카스트가 

여기 포함되었다. 로쿠르위원회 보고서는 정치권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새로운 지정집단 목록은 의회에서 지정카스트와 지정

부족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할당제를 통해 의회에 진

출한 의원들이 자신의 카스트·부족을 지정목록에서 제외하자는 로쿠르위

원회의 제안에 찬성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일반 쿼터의 의원들

도 이들 거대 카스트의 표를 의식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어렵다는 정

치적인 문제가 있다. 

로쿠르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지정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지목된 

카스트와 부족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충분히 선진화되었는가에 대하여 문

자해독률을 기준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 연구도 있다. 지정카스트

의 발전 상황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보고서의 ‘비교적 선진화된’ 커뮤

니티 중 반 이상이 전인도 지정카스트 평균 문자해독률보다 낮은 문자해

독률을 기록했다(Dushkin, 1972, pp. 220-4). 로쿠르위원회 보고서와 

지정카스트 문자해독률을 제시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결국 지정카스트라

고 모두 후진적인 것도 아니며, 지정카스트에 속하는 특정 카스트의 후진

성조차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로쿠르위원회 보고서에서 지목된 선진화된 지정카스트 중에서도 여러 세

대에 걸쳐 할당제 혜택을 독점해 온 특정 집안만이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

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작 사회경제적인 후진성에

서 벗어나기 위하여 할당제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지정카스트 집단들은 

이러한 ‘상류층(creamy layer)’과의49) 경쟁에서 이겨 할당제 혜택을 받

49) Creamy layer란 기타후진계급 중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선진적인 위치를 차지한 일부 

구성원과 그 가족들을 집단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 적절한 번역어를 찾지 못하여 ‘상류

층’이라 하였으나, 일반적인 상류층이 아니라 할당제 수혜집단 중 최상위 계층을 의미한

다. 지정카스트·부족 중에도 이러한 상류층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고, 2018년부

터 승진 시의 할당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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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망이 어둡다. 

2) 하위쿼터 할당제와 혜택의 제한 

일부 지정카스트 운동 집단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할당제의 시행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대안적 할당제의 요지는 현재 

시행중인 할당 쿼터를 세분하는 하위쿼터(sub-quota, quota-in-quota)

를 두자는 것으로서, 하위쿼터의 수를 2-3개로 하자는 안부터 극단적으

로는 모든 지정카스트·부족에게 각각 인구 비율만큼의 쿼터를 제공하자

는 안까지 다양하다. 할당제에 하위쿼터를 두는 안은 보다 후진적인 지정

카스트·지정부족들로부터의 지지는 물론이고, 할당제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합당한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치

권에서도 검토가 진행된 바 있다(The Hindu, 2007. 11. 3.). 

하위쿼터를 두는 할당제는 이미 안드라 쁘라데시 주에서 주 법률이 지

배하는 범위에서 시행된 적이 있다. 이 할당제는 주 내의 지정카스트를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4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여, 입학과 취업

시의 정원할당에서 4개의 소집단에게 각각의 쿼터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한 위헌심판 소송이 제기되었고, 헌법 341조에 의거 대

통령이 공포한 지정카스트 일람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아 할당제 내의 하위쿼터는 폐기되었다 (AIR 2005 SC 162; 이지은, 

2019에서 재인용). 

하위쿼터를 두는 할당제 개선안은 일반인들과 할당제 수혜집단으로부

터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위헌의 문제에 직면

하고 있다. 이와 비교대상이 되는 것은 할당제의 여성쿼터 문제이다. 

2010년 3월 연방 상원을 통과한 여성할당제는 여성쿼터 내에 지정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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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정카스트의 쿼터를 다시 두는, 즉 하위쿼터 구조로 되어있다. 만약 

여성할당제가 현재의 모습으로 하원을 통과한다면, 향후 하위쿼터 수립

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인도 하원은 10년간 이 법

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다.

나. 기타후진계급의 상류층(creamy layer) 문제

할당제 수혜집단의 불균등 발전 문제는 기타후진계급에서 더욱 심각하

다. 이는 기타후진계급이 지정카스트·지정부족보다 더욱 다양한 카스트 

구성원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타후진계급의 목록에 포

함되어있는 카스트 중에는 상당한 농지를 차지하는 지역의 지배카스트, 

정치권과 고위 공직으로 많은 사람을 진출시킨 거대 카스트가 포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할당제 수혜집단 중 상류층의 할당 혜택 독점을 방지하

기 위해서 인도 정부는 혜택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두고 있다(<표 8-3> 

참조). 소득 수준과 부모의 직업, 자산을 평가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

우 카스트에 의하여 기타후진계급에 포함되더라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

키는 것이다. 이 규정은 2018년부터 지정카스트·부족의 승진 시 할당에

도 적용되고 있다. 

<표 8-3> 기타후진계급 중 상류층의 판별 기준             

Ⅰ. 헌법기관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의 자녀들

    (a) 대통령

(b) 부통령

(c)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사

    (d) 중앙정부인사위원회와 주 정부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장, 감사원장

    (e) 위와 유사한 성격의 헌법기관에서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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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

  A. 전인도 중앙 및 주 공직의 I급/A그룹 관료(직접 충원)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의 자녀들

    (a) 양부모 모두 I급 관료 

    (b) 부모 중 한 명만 I급 관료

    (c) 부모 둘 다 I급 관료이나 둘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불구인 경우 

    (d) 부모 중 한 명이 I급 관료이고 사망하거나 영구 불구가 되기 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고용된 적이 있

는 경우 

    (e) I급 관료인 부모 둘 다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불구가 되었지만, 그중 한 명이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고용된 

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류층에 포함되지 않음

    (i) 양부모 모두 또는 어느 한 쪽이 I급 관료이고, 공무원인 부모 양쪽 또는 공무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거나 영구 불구가 된 아들과 딸의 경우

    (ii) 기타후진계급에 속한 여성이 I급 관료와 결혼하였고 그 여성 자신이 공직에 지원하

고자 하는 경우

  B. 전인도 중앙 및 주 공직의 II급/B그룹 관료(직접 충원)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의 자녀들

    (a) 양부모 모두 Ⅱ급 관료 

    (b) 부모 중 아버지만 Ⅱ급 관료이고 40세 또는 그 이전에 I급으로 승진한 경우

    (c) 부모 둘 다 Ⅱ급 관료이고 둘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불구이며 사망이나 

불구가 되기 이전에 부모 어느 쪽이든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 고용된 적이 있는 경우

    (d) 부모 중 아버지가 (직접 충원이나 40세 이전 승진으로) I급 관료이고 어머니가 Ⅱ

급 관료이고 어머니가 사망하거나 영구 불구인 경우 

    (e) 부모 중 어머니가 (직접 충원이나 40세 이전 승진으로) I급 관료이고 아버지가 Ⅱ

급 관료이고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영구 불구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류층에 포함되지 않음

    (i) 양부모 모두 Ⅱ급 관료이고, 그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영구 불구가 된 아들과 딸의 

경우

    (ii) 부모 중 어느 쪽이든 둘 다 사망하거나 영구 불구가 되기 이전에 5년 이상 유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어떤 국제기구에 고용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 양측

이 Ⅱ급 관료이고 둘 다 사망하거나 영구 불구가 된 경우

  C. 공기업 및 기타 부문 고용자

    (a) A와 B에서 규정한 기준이 공기업, 은행, 보험기관, 대학 등에 있는 동등하거나 유

사한 직위의 관리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동일한 기준은 또한 민영부문 고용에

서의 동등하거나 유사한 지위에도 적용된다. 이 기관들의 동등성이나 유사성에 대

한 평가가 나올 때까지 이러한 기관의 관리에게는 아래 범주 Ⅵ에 명시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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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비역을 포함한 군대(민간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육군에서 중령과 그 이상의 계급, 해군, 공군 그리고 예비역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유지

하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부모 양쪽을 두고 있는 자녀

  ∙ 단서조항

    (i) 장교의 부인이 군인이면 그 부인 자신이 중령의 계급에 이르렀을 때만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ii) 양부모 모두 군인이나, 부모의 계급이 중령 이하인 경우 계급을 합산하지 않는다. 

    (iii) 장교의 부인이 민간인이면, 이 사실은 상류층으로 분류하는 데 고려 사항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부인이 범주 Ⅱ의 공무원일 경우에는 예외이며, 이 경우에는 그 범

주의 조건과 기준을 부인만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Ⅳ. 전문직과 상공업 종사자

    (a)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소득세 컨설턴트, 재무 또는 경영 컨설턴트, 치과의사, 

공학자, 건축사, 컴퓨터전문가, 영화 아티스트와 기타 영화 전문직, 저자, 극작가, 

스포츠맨, 스포츠 전문직, 미디어 전문직,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직업에 종사하

는 사람들

        범주 Ⅵ에서 명시한 기준을 적용한다.

    (b) 무역, 사업,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범주 Ⅵ에서 명시한 기준을 적용한다

  ∙ 부연 설명

    (i)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어머니가 Ⅱ급 또는 그보다 낮은 등급에 고용되어 있

는 경우, 소득세와 재산 기준은 오직 아버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ii) 만약 어머니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아버지는 Ⅱ급 또는 그보다 낮은 지위의 직에 고

용되어 있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은 오직 어머니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아버

지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Ⅴ. 자산가

  A. 농지 소유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소유한 가족(부, 모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속하는 사람들의 자

녀들

    (a) 법정 소유 한도의 85%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관개 농지만을 소유한 경우 

    (b) 소유지가 관개농지와 미관개농지 둘 다인 경우 다음과 같이 소유한 경우

    (i) 상류층 적용은 관개농지에 대한 법정 소유 한도의 40% 또는 그 이상의 소유라는 

사전 조건이 있어야 한다. 40% 이상의 사전조건이 존재하면 그때 미관개농지의 면

적을 고려한다. 이것은 기존의 농지전환공식에 따라서 미관개농지를 관개농지로 

전환하여 계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여 전환된 관개농지면적을 기존의 

관개농지에 합산한 결과가 법정 관개농지 한도의 80%나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ii) 가족의 농지 소유가 오직 비관개농지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류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B. 플랜테이션

    (a) 커피, 차, 고무 등 

아래 범주 Ⅵ에 명시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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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uthuswamy and Brinda. (2011). Swamy’s Compilation on Reservation and 

Concessions: for SC/ST and OBCs (Mandal Commission), Ex-servicemen, 

Sportsmen, Compassionate Appointment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pp. 

293-297. 

표와 같은 상류층 판별 기준은 상호 중첩되거나 모호한 측면이 많다.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설정되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상이한 기준들이 

추가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사망이나 불구가 된 시

기(재직 중인지 또는 은퇴 후인지)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 부모가 아닌 

본인의 소득과 지위가 충분히 높은 경우 본인이 상류층에 포함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또한 정부의 공직과 등가성 또는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민영

50) 소득의 기준이 되는 10만 루피는 1993년에 설정된 것이다. 이후 물가를 반영하여 수정

되었으며, 2004년에는 25만 루피로, 2008년에는 45만 루피로, 2013년에는 60만 루피

로 상향 조정되었다(최정욱, 2017, p. 152). 

    (b) 망고, 감귤, 사과 등 

농지 소유로 간주되어 이 범주에서 명시한 위 A의 기준이 적용된다.

  C. 도시 지역이나 도시 권역의 빈 대지 또는 빈 건물

     아래 범주 Ⅵ에 명시한 기준이 적용된다.  

  ∙ 부연 설명

    건물은 주거, 산업 또는 상업, 기타 용도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Ⅵ. 소득/재산 기준

    다음 사람의 자녀들

    (a) 연간 총소득이 10만 루피 또는 그 이상이 되거나 3년 연속 재산세법에서 규정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를 소유한 사람들50)  

    (b) 범주 Ⅰ, Ⅱ, Ⅲ과 Ⅴ,A에서는 할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박탈되지 않지만 다른 재산

출처로 인하여 위 (a)에서 규정한 소득/재산 기준 안에 들어오는 소득을 가진 사람

들 

  ∙ 부연 설명

    (i) 임금으로 번 소득과 농지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ii) 루피 가격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 3년마다 루피 기준으로 설정한 소득 기준은 조정

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그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 부연 설명

    ‘영구 불구’라는 표현은 관료의 직무를 박탈하게 만드는 불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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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업과의 등가성 또는 유사성은 아직 판단 기준도 마련되지 못했다

(최정욱, 2017, pp. 154-155). 복잡한 기준 때문에 인도 정부는 상류층

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를 예시를 통해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3. 카스트기반 할당제에 대한 논란과 경제적 계급 기준의 추가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에 대한 판정 기준뿐 아니라 기타후진계급에 대

한 기준 역시 카스트를 중심으로 한 것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할당제의 

기준을 카스트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

며, 이는 특히 기타후진계급의 선정에 있어서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기타후진계급의 선정 시 상류층을 제외하

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고(<표 8-3> 참조), 이 규정은 소득과 자산을 평

가 기준으로 포함함으로써 할당제에 경제적 ‘계급’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

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물론 기타후진계급의 선정 기준은 여전히 

카스트를 기반으로 한 목록이며, 이 계급 기준은 상류층을 걸러내기 위한 

부수적인 평가 방법이다. 

이지은(2019)에 따르면, 할당제에 계급이 보다 직접적인 기준으로 명

시된 것은 2019년 1월 통과된 제103차 개헌이다. 이 개헌은 할당제를 규

정한 헌법 제 15조와 16조에 대한 것으로, 기존에 나타난 지정카스트, 지

정부족, 사회적·교육적으로 후진적인 계급 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

(economically weaker section)’에게 10% 내에서 할당의 혜택을 부여

할 것을 규정했다. 이 개헌 이후 할당제의 수혜집단은 카스트뿐 아니라 

계급까지 포함하는 기준으로 결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할당제의 내용이 발표된 후 지식인들의 비판이 쏟아

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해진 구체적 기준은 연간 가구 소득 80만 루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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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만원) 이하 가구의 구성원은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80만 루피는 인도 정부가 정한 ‘빈곤선’을 한참 웃도는 액수일 뿐 아니라 

인도의 가구평균소득보다도 훨씬 많다. 5인 가족 기준 빈곤선은 도시에

서 연소득 약 5만 8천 루피(약 96만 원), 시골에서 연소득 약 4만 7천 루

피(약 78만 원)이며, 평균소득은 연간 약 56만 루피(약 930만 원)이다. 연

간 80만 루피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은 약 95% 정도로 추산되는데, 

인구의 95%가 수혜대상집단인 10%의 할당은 거의 무의미하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연소득 80만 루피는 기존의 할당제 소득 제한선인 연소득 

10만 루피를 무력화시키는 기준으로서, 할당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

본적으로 할당제에 부정적 입장인 현 정부의 꼼수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

가 우려하고 있다. 빈곤 계층에 대한 할당제는 법률 개정 또는 입법을 통

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정리되어야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계급적 기준에 의한 할당제가 할당 혜택이 필요한 집단에게 유효한 정

책이 될지, 인도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명확하며, 따라서 아직은 평

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 명백한 것은 이번 개헌에서 명시한 경제적 계

급을 기준으로 삼는 할당제가 할당제의 긴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으로 평

가될 만한 큰 변화라는 점이다. 식민지시대에 시작된 최초의 할당제는 카

스트 제도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던 이들에게 보

상적 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었고, 이후 종교적 기준에 의한 할

당제가 큰 사회적 논란과 함께 도입되기도 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으로 종교적 기준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인식되어 다시 카스트가 

할당제의 주된 기준이 되었다. 보다 넓은 의미의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된 할당제는 인도 사회가 각각의 시대적 맥락에서 적극적 조

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할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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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해 왔다. 이제 인도 헌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정의가 실현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5절 맺으며

본 연구는 식민지시대와 독립 이후 할당제의 모습을 근거로 인도 할당

제가 인도 고유의 사회제도인 카스트 제도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카스

트 제도의 해악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

제하에 인도의 할당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관련한 법적, 

사회적 담론을 분석하였으며, 할당제가 보인 최근의 변화가 시사하는 함

의와 향후의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제2절에서 인도 카스트 제도의 성격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 요약하였

다. 이 부분은 카스트 제도 전반을 고루 요약하고 설명하였다기보다는, 

불평등과 관련된 측면을 부각시키고 현대 사회에서의 변화와 지속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도에서 시행되는 할당제의 근거가 뿌리 깊은 카스트 

제도가 가져온 불평등을 바로잡아 과거의 불의에 대한 보상적 정의를 추

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스트 제도가 갖는 ‘기능의 차이’를 

강조하는 일부 학자들의 연구는 배제되었고, 카스트의 계서제적 측면과 

불가촉천민제를 강조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제3절에서는 인도 할당제의 규정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인

도의 할당제는 크게 예산할당과 정원할당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예산할당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고 정원할당의 문제에 집중하였

다. 예산할당은 의회에서 마련되는 예산안이나 정부 각 기관의 집행에 있

어서 후진적 집단에게도 고른 예산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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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그 시행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지적되지

만 큰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정카스트와 지

정부족의 성원들에게 폭넓게 적용되는 법률 구제 정책이나 수업료, 다양

하게 부과되는 세금, 부과금 등에 있어서의 면제 혜택도 다루지 않았다. 

이들 정책이 후진계급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긴 하지

만 할당제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정원할

당은 크게 정치, 고용, 교육의 세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정치적 할당은 중

앙 하원과 각 주 하원에서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에게 주어지는 의석 할

당을 말한다. 고용에 있어서는 정부 기관과 공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 

보조를 받는 모든 기관에서 지정카스트·지정부족·기타후진계급에게 주

로 인구 비율에 근거하여 정해진 숫자만큼 고용을 할당해야 한다. 이 규

정은 최초 고용뿐 아니라 승진 시에도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있어

서의 할당은 교육기관에서 지정카스트·지정부족·기타후진계급에게 정해

진 비율의 입학정원과 교직원 채용의 정원을 할당해야 한다. 또한 이 규

정은 공립학교뿐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 수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교육

기관에 적용된다.  

제4절에서는 할당제가 갖는 구조적인 결함과 실행상의 문제점을 논의

하였다. 특히 할당제의 수혜 대상 집단 선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

는데,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의 경우는 개종과 이주와 관련한 자격 조건

의 지속 문제가, 기타후진계급의 경우는 이들의 후진성을 판단하는 근거

가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두 번째로 수혜를 이미 받고 있던 집단들이 불

균등한 발전을 보임으로써 수혜자 중 어떤 집단은 더 이상의 할당제 혜택

이 필요치 않다고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러한 집단이 계속해서 할당

제 혜택을 독점함으로써 실제로 할당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

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는 지정카스트·지정부족의 경우는 아직 채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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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지만 하위쿼터 주장을 소개함으로써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

하였고, 기타후진계급의 경우는 이미 시행 중인 상류층의 판별 기준을 알

아봄으로써 문제의 해결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경제 개방과 세계경제로의 편입, 그 외 급변

하는 현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카스트 외적 차별요소들을 극

복하고자 하는 할당제 개편안으로서 새롭게 도입된 경제적 계급을 대상

으로 한 할당제 개헌을 소개하였다. 

지금까지 인도 사회는 고유한 카스트 제도에서 기인한 오랜 사회적 불

평등을 할당제를 통하여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치유해 왔다. 물론 할당제

의 기안과 시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오류, 사회적 갈등 요인이 잠재

되어 있다. 때때로 이러한 잠재 요소가 발현되고, 이를 수정하는 시행착

오도 거듭해 왔다.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여 할당제의 근본 취지를 희석시

키고 곡해하거나 지역 차원의 행정적 문제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뿌리 깊은 카스트와 불가촉천민제의 사회적 효과

를 완화시키는 장치로서 할당제는 충실히 기능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

다. 세계화와 경제 자유화, 민주와 평등 의식의 유포 등과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도 사회가 곧 카스트 사회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일소되는 것

은 쉽지 않은 일이며, 실제로 카스트는 인도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도 사회에서 카스트의 강고한 영향력을 지속시

키는 요인 중 하나가 불평등과 저발전 등 카스트의 폐해를 줄이고자 시작

된 할당제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계급’ 기준에 의한 할당제가 헌법

에 명시된 것은 인도가 카스트 사회에서 계급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이미 

들어섰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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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많은 잘못과 실수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죄는 아이들을 버리고 우리 삶의 기초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우리는 ‘내일’이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오늘’입니다.”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노벨상 수상자)

제1절 들어가며

“인도의 아동은 가정과 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살고 있는

가? 인도에는 아동복지제도(Child Welfare System and Policy)가 존

재하는가?” 

이 장은 인도의 아동 삶의 실태와 아동복지제도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다. 세계에서 7번째로 거대

한 땅에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13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 인

도는 수천 개의 자트(Jat)와 부족(Trib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는 우리

가 아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다양한 사회이며 지역별로 언어와 문화 

풍습 등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맥락에서 혹자는 “인도 내부

에서는 단일한 인도는 없다. 다만 인도 외부에서 외국과 마주할 때만 인

도는 하나의 인도가 존재한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광대한 땅 위에

인도 아동복지의 쟁점과 과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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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로 다른 자트 카스트, 부족으로 구성된 인도는 법과 제도에 의해 단

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자트에 따른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 종교의 논

리가 복잡하게 교차하며 작동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역별 집단별 차이

의 간극은 하나의 단일한 국가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로 크다. 예컨

대, 께랄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인도의 타 주와 비교해서 체계화되어 구축

되어 있으며, 문해율(literacy rate), 아동의 조혼율, 아동노동비율, 아동

의 건강지표 전반에서 절대적으로 앞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1〕 께랄라주와 인도 평균의 차이

자료: Thampi K.(2019). Social Protection in India. Rajagiri College of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Social Work. 발표자료. p. 7.

또한, 유엔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 Index Score

를 인도의 각 주별로 비교한 결과를 보더라도 그 편차가 우타르 프라데시

의 4.2, 비하르 4.8 아삼 4.9로부터 히마찰 프라데시와 께랄라가 공동으로 

6.9, 타밀나두 6.6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지역적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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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인도의 주별 SDG Index Score의 차이

자료: Aayog, N. I. T. I. (2018). SDG India Index Baseline Report. New Delhi: 

Government of India, p.9. http://niti.gov.in/sites/default/files/2019-01/SDX_ 

Index_India_21.12.2018_2.pdf 2019. 10. 11. 인출

이상과 같이 카스트 자트 등의 계급사회, 지역적 격차, 종교 등 인도 사

회를 규정하는 고유의 특수성은 인도의 가족 및 아동 특성을 이해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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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냉전시대 비동맹외교를 추구하고 등거리 외교노

선을 유지했던 인도를 친공산권 국가로 인식했으며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민간의 교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91년 

인도 정부는 신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점차 과거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나 경제자유화와 개방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국

내의 대기업들이 인도시장에 진출하고 경제 중심의 교류가 급속하게 활

성화되었다(이지은, 2011). 그러나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는 정치와 경

제를 포함하는 사회정책적 차원의 연구 또는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으며, 인도의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마

찬가지로, 인도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연구 역시 동일한 상황이며 

UNICEF의 아시아지역 연구 결과 정도가 유일하게 인도의 아동 및 가족

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조건으로 하여 인도 사회 고유의 가

족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도 불

구하고 실현되어야 할 아동의 보편적인 기본권 보장 수준과 실태를 진단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권을 중심으로 인도

아동 삶의 실태를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도 중앙정부의 주요한 아

동복지정책인 통합아동발달서비스(ICDS: The 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s)를 중심으로 이를 구성하고 있는 6개의 아동복

지정책과 프로그램을 분석하기로 한다. 인도는 28개의 주와 9개의 연방

직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정부에 따른 아동복지제도의 특수성이 크

기 때문이다. 이를 기초로, 소결에서는 향후 인도 아동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검토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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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도 아동 삶의 실태

인도는 2016~17년 7%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2016 유엔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도는 188개국 

중 131위를 차지했다(UNDP, 2016). 고도의 경제성장과 낮은 인간개발

은 불평등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World Bank는 22%의 아동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고했다. 인도의 불평등 이슈는 성별, 

지역별, 카스트와 부족별로 달리 나타났다. 성별 불평등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Gender Inequality Index는 155개국 중 130위

를 차지했다. 여성은 가장 주변화된 집단으로, 복합적인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카스트 관련 박탈과 차별을 경험했다. 또한 낮은 

카스트 지위로 인해 차별받는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 카스트 

사회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되어 살아온 지정부족(Scheduled Tribe) 등

의 경우 빈곤, 영양실조, 아동조혼, 낮은 학교출석률, 저조한 학습결과물, 

위생시설의 부족 등 복합적인 박탈을 경험하였다. 특히 지정부족은 아동

발육부진 문제가 가장 심각했으며 농촌 거주 지정부족의 45%는 빈곤선 

아래로 다른 그룹의 25%에 비해 높은 수치였다(Unicef India, 2011).

인도의 아동·청소년은 2억 5000만 명의 인도 전체 인구 13억 6000만 

명 중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아동·청소년 인구의 21%를 구성

하고 있다(UNICEF India, 2019). 아동은 여성과 함께 가장 취약한 집단

의 하나로서 착취와 차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나 정확하고 적절한 데

이터의 부재로 인해 그 심각성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아동의 빈곤, 장애, 아동보호, 환경변화 등에 대한 자료는 거의 부재하거

나 부분적으로 부재한 수준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로 Unicef India

에서 활용하고 있는 연차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여 인도 아동 삶의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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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의 주요한 정책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주요한 이슈인 아동

조혼과 아동노동을 중심으로 아동 삶의 실태를 논의하기로 한다. 

2018년 기준 인도의 빈곤율은 55%로 2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빈곤율은 아동의 생존 및 발달과 관련된 

각종 지표와 밀접히 연관된다(<표 9-1> 참조). 5세 미만의 영유아는 연 

12만 명이 사망하며 발육부진아동은 전체 아동의 38%를 차지했다. 초과 

여아 사망률은 13%로 인도 사회의 전통적인 남아선호 가치가 여전히 여

아의 직간접적 사망률이 남아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2%

에 달하는 높은 산모사망률은 18세 이전 여아의 조혼율과 밀접한 상관관

계가 있다. 여아의 조혼율은 아동들의 높은 학업중단율과 연결되어 있다. 

아동의 학업중단율은 또한 아동노동문제, 특히 아동납치와 강제노동문제

와 연관되어 있다. 

<표 9-1> 인도의 아동복지 핵심지표

아동복지 핵심지표 2018기준 

빈곤률 55%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자 수 120,000명

산모사망률(2013년 이후) 22%

영유아의 완전접종률 62%

아동성비 927/1000

초과 여아 사망률 13%

발육부진 38%

18세 이전 여아 조혼율 27%

학교 밖 아동 6,000,000명

자료: UNICEF India. (2018). Annual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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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아의 조혼과 성차별적 사회구조

〔그림 9-3〕 인도의 아동조혼율

자료: ISSA. (2013). Social security coverage extension in the BRICS. p. 81.

인도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아동조혼율이 32%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

나이다. 18세 이전에 결혼했다고 응답한 세계 여성의 2분의 1이 남아시

아에 살고 있으며 3분의 1은 인도의 여성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조혼제도

는 전통적인 힌두철학과 종교관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힌두법의 체계화는 

가부장의 권한 강화, 여성지위의 저하로 이어지면서 성차별적 사회구조

를 형성하게 되었다. 남아에 대한 선호, 여아 살해 등에 따른 성비의 심각

한 불균형 현상은 여아의 조혼을 강요하는 조혼 풍속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조혼의 풍습은 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데 최근 인도 여성의 소득분위별 결혼연령 중위값의 비교를 통해 이를 확

인할 수 있다. 결혼연령 중위값을 소득분위별로 비교하면 가장 부유한 4

분위에서 19.7세였으며 이는 가장 가난한 소득분위의 중위값인 15.4세

보다 4.3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UNICE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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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의 조혼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관습과 가난이다. 봉건사회 

이후 딸을 사춘기 이후까지 결혼시키지 않는 부모는 지옥에 간다고 하는 

부모들의 믿음이 존재했으며 이는 근대까지 이어졌다.

인도에서 어린 아동의 결혼은 1929년의 아동결혼금지법(CMRA․일명 

사르다법)을 통해서 금지된 바 있다. 이 법은 아동의 결혼에 부모동의를 

필요로 하는 나이를 여아는 14세, 남아는 18세로 규정하였으며 아동결혼

식의 거행을 금지할 뿐 결혼 자체를 불법이나 무효로 선언하지 않고 있어 

규정이 모호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1978년에 부모의 동의를 필요

로 하는 나이가 남자는 21세 그리고 여자는 18세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04년 아동의 결혼을 무효화할 수 있고 여아에게 보다 많은 보호를 부

여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성차별적 사회문화적 구조는 남아에 대한 선호와 높은 여아사망률과 

연결된다. 여아의 영아살해는 공시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여전히 일

부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다. 남아 1000명당 여아 927명의 불균형한 성

비는 여아에 대한 능동적 수동적 영아살해(infanticide)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능동적인 여아살해뿐만 아니라  출생 직후 몇 년 동안 신체적, 

정서적, 의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여아를 잘 돌보지 않는 방식의 수동

적 영아살해(passive infanticide)가 발생하였다.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주인 펀자브주의 한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7~36개월에 죽은 영아의 85%

가 여아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수동적 여아살해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

다(한남제, 1999). 

인도에서 지배적인 조혼관습은 그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교육적, 신체

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인도 사

회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존중되기 어렵다. 여아의 조혼은 조기임신에 따

른 임신부작용 및 산모사망률, 영아사망률 등의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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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요인이 되고 있다. 어린 임산부의 영양부족, 빈혈 및 초과영양 수요의 

미공급 등은 청소년기 임산부의 건강에 복합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출산 전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National 

Family Health Survey(NFHS) 조사 결과는 20세 이하의 임산부 중 

35%가 아무런 출산 전 보호를 받지 못했음을 보여 주었다(International 

Institute for Population Sciences, 2016).

또한, 여아의 조혼에 따른 결과는 여아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종속됨으로써 경제적 의존성이 증가하고, 의사결정권이 약화되

는 등 가정 내 권력관계에 있어서 불평등이 커지게 된다. 결과로서 어린 

아동신부들은 가정 내 폭력과 성폭력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 아동노동의 철폐

인도의 아동노동의 규모는 2001년 센서스 기준 1260만 명으로 공식

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2010년 기준 4000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

다(‘아동노동 반대캠페인’의 “인도 아동노동상황에 대한 대체보고서” 

(1999년 9-10월, 유엔아동권리협약 본부 제출, Paul 2008; 백좌흠, 

2010). 아동노동의 규모와 관련해서 신뢰할 만한 통계가 부족하며 아동

노동의 개념 정의 및 측정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아동노동에 대한 정의의 어려움은 아동노동 개념의 복합성에 기인한

다. 아동노동의 정의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1973년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최소연령에 관한 협약 및 

1989년 아동권리에 관한 유엔협약에 기초한다. 이 두 협약에 나타나 있

는 아동노동을 정의하는 주요한 접근 방법은 ① 법이 규정한 최소연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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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아동에 의한 모든 노동 행위와 ②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발전에 해로

운 모든 작업이다. ILO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고용 아

동 중에서 작업에 필요한 최소 연령 이하이거나 그 연령 이상이라 할지라

도 건강, 안전 및 도덕적 기준에 위협을 주거나 강요된 노동조건에 복종

하는 경우 아동노동이라고 분류한다(백좌흠, 2010). 인도의 아동노동법

은 위험한 직업이나 작업과정에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종 공장의 아동노동자들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2016년 인도 정부는 아동노동법안을 개정했는데 아동노동 금지를 위

험한 노동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으로 확대하고 아동노동 고용에 대한 처

벌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14세 미만의 아동노동 금지의 예외조항으로 방

과후나 휴일 동안의 가족사업에서의 노동을 남겨두었다. 이처럼 개정된 

아동노동법에 따라 일부 형태의 아동노동은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아동은 잦은 학교결석과 학습수준의 저하에 따른 학업

중단의 가능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아동노동 규모 추정의 어려움은 조직화되지 않은 거대한 비공식 

노동시장이 존재하며, 특히 아동노동은 이러한 비공식부문에서 주로 이

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는 공식노동통계에 포착되지 않는다. 이러

한 이유로, 아동노동에 대한 공식통계와 비정부기구의 통계 사이에는 차

이가 있다. 실제로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실시한 실증 연구들은 “어디에

도 없는(학교에도 있지 않고 일터에도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32% 

이상의 아동들이 실제로는 노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들은 수습생

으로 생산적인 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아동들, 학

교결석이 잦은 학생으로 요리, 청소, 어린아이 돌보기 등의 가정 허드렛

일만을 하는 아동들, 소득이 나는 일을 하나 국가공식통계에서 생산적인 

일로 분류되지 않는 일(예컨대, 매춘, 아동포르노 등 불법적인 활동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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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아동들)을 하는 아동들을 포함한다(백좌흠, 2010).

아동노동의 원인은 실업, 저고용, 저임금, 빈곤의 악순환에서 찾을 수 

있다. 2018년 기준 인도의 빈곤율은 55%에 달하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빈곤은 아동노동을 영구화시키고 있다. 아동노동의 문제점은 교육 기회

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박탈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생계를 위한 단순 반복적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아

동은 많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아동노동을 실질적으로 축

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아동의 공교육 실시의 확대와 

교육 인프라의 강화에 있음을 의미한다.

  3. 보편적 아동기 교육의 보장

여아의 조혼문제와 아동노동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

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의 교육 여건의 개선을 통한 보편적 교육 기회

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기 아동

의 조혼은 교육 기회의 박탈에 따른 고용 및 소득 창출 기회가 제한되고 

평생 동안 가부장에 종속되는 기초가 된다. NFHS 조사 결과, 15세에서 

19세 사이에 결혼한 여성 중 59%가 문맹이었으며, 지정부족민 및 지정카

스트의 경우는 각각 79%와 73%로 문맹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인도 

전체에서 여아의 학교 중퇴율은 초등학교 급에서는 41.9%, 중학교 급에

서는 57.95% 그리고 고등학교 급에서는 71.51%로 학교 급이 높아질수

록 학교중단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International Institute 

for Population Sciences, 2016).

이러한 측면에서 보편적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단순히 문맹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중도탈락률을 낮추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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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의 질의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아동들의 기초학습능력의 향

상, 의식 수준의 향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에 따른 아동 자신의 의

사결정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교육권의 보장은 아동의 노동금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인도에서는 2009년 아동무상의무교육권법(The Right of 

Children to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이로써 아동노동의 고용은 그것이 ‘위험한’ 노동에서든 그렇지 않은 것이

든 그 자체로 아동의 무상의무교육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따라

서 14세 이하의 아동노동은 아동권리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며 아동법

원에서 심리할 불법행위이다. 의무적 초등교육의 실시는 인도에서 아동

노동을 실질적으로 금지시키고 철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

이 될 수 있다. 인도 중앙정부와 주 정부는 의무적 초등교육을 효과적으

로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밖의 6-14세 아동을 학교에 등

록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백좌흠, 2010).

제3절 인도의 아동복지 정책-통합아동발달서비스 체계

인도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제도는 통합아동발달서비스체계(ICDS: 

The 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s) 아래 6개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통합아동발달서비스(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s Scheme)는 인도 최대의 지역사회기반 프로그

램으로 1975년 6세 이하의 아동, 임신부 및 수유부 및 16~44세의 여성

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건강, 영양 및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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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통합아동발달서비스는 처음 4개의 농촌지역, 18개의 도시, 

11개의 부족으로 구성되는 33개의 블록으로 시작되어 현재 5300개 이상

의 블록과 300개의 도시빈민가를 포함하는 5614개의 프로젝트가 있다. 

대상 적용 범위에 속하는 사람의 수는 7000만 명에 달한다. 

통합아동발달서비스 계획의 주요 목표는 0~6세 아동과 임산부 및 수

유모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아동의 사망률과 학교중퇴율을 줄

이고 적절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아동발달지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부처와 프로그램 사이의 정책 및 시행

업무의 효과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ICDS 계획은 영양보충, 취

학전교육, 영양 및 건강교육, 예방접종, 건강검진, 리퍼럴서비스 6가지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과 보육부

(Ministry of Women and Child Care)이다. ICDS 체계의 주요 특징은 

서비스의 수렴(convergence)인데 ICDS Scheme에 따라 모든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Anganwadi Center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표 9-2> 인도의 주요한 아동복지 프로그램의 구성체계

아동복지제도 및 프로그램 역할과 기능 영역

통합아동발달서비스
(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s)
각 주요 아동복지 프로그램의 Ubmrella체계

Anganwadi Services Scheme 
농촌육아지원센터와 보건소의 

역할
보건, 보육

Pradhan Mantri Matru Vandana 
Yojana 

출산수당 프로그램
출산여성

지원

National Creche Scheme 아이돌봄 보육센터 육아지원

POSHAN Abhiyaan 영양실조대책 보건, 영양

Scheme for Adolescent Girls 여자 청소년의 지원 영양, 교육

Child Protection Scheme 아동보호서비스 보호

주: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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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nganwadi Services Scheme 

Anganwadi는 인도의 농촌육아센터를 의미하며 1975년 인도 정부의 

아동기아와 영양실조에 대항하기 위한 통합아동발달서비스 프로그램

(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s)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공중보건 시스템의 일부이다. Anganwadi

란 인도어로 ‘마당보호소’를 뜻하며 기본적인 건강관리활동에는 영양교

육 및 건강교육, 예방접종, 건강검진 및 비정식유치원 교육 등을 포함한

다. Anganwadi 워커의 주된 역할은  지역의 모든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임산부 등 가족에게 건강 및 영양교육을 제공한다. 부

모 교육, 유치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장애를 조기에 식별한다. 인도 사회의 의사인구 비율은 2013년 

기준 1:1800에 불과하며 인도의 보건의료상황은 열악한 수준이다. 이러

한 조건에서 Anganwadi 시스템은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의료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의사보다 

Anganwadi 워커는 지역의 건강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지역사

람들과 친근하게 소통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ganwadi 서비스를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예산과 Anganwadis 수의 대폭적 

확대를 필요로 한다. Anganwadis의 워커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종합

적인 공무원처우를 보장받지 못하며 정규직이 아니며 센터 아동의 질병

이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성의 부담까지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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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radhan Mantri Matru Vandana Yojana(PMMVY) 

Pradhan Mantri Matru Vandana Yojana(PMMVY)는 2013년 국

가식량안보법(National Food Security Act) 규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출산수당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출산에 의한 임금손

실에 대한 보상과 부분적 소득보전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PMMVY는 

5000루피의 현금수당을 해당 여성에게 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를 통해 지

급한다. 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가족의 첫 자녀를 임

신한 모든 유자격 임산부 및 수유부를 포함하며 중앙정부, 주 정부, UT 

등에 고용되어 있는 자는 제외된다. 

  3. National Creche Scheme 

여성의 교육 및 고용에 관한 정부의 지속적인 이니셔티브는 여성의 고

용 기회 증가로 이어졌다. 인도에서 지배적인 가족 형태로 존재했던 확대

가족(joint families)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약화되고 있으며 핵가족

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인도의 전체 여성 중 7분의 1이 주요 노동자였으

며 49만 3400명의 여성 노동자가 조직화된 부문에서 노동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조직화된 공식부문의 여성 노동자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다양한 법규(예컨대, 1948년 공장법, 광산법 1952년 

농장법, 1951년 주간 이민노동자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제공하도록 의무

화되어 있다. 반면, 조직화되지 않은 비공식부문의 여성 노동자는 보육 

및 돌봄시설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National Creche Scheme은 이처럼 비공식부문에서 일하는 여성 노

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주·U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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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중앙이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되어 2019년 6월 30일 기준, 전국에

서 7930개의 크레체(Creche)가 작동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6

개월~6세까지의 아동의 엄마들에게 일하는 동안 자녀를 떠날 수 있는 보

육시설, 크레체를 제공하며 최대 6명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

다. National Creche Scheme은 돌봄과 함께 또한 영양보충, 예방접종

과 같은 건강관리, 소아마비 예방, 3~6세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등을 제

공하고 있다.

  4. POSHAN Abhiyaan(National Nutrition Mission) 

POSHAN Abhiyaan은 영양실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총체적인 계획

으로서 아동, 임산부 및 수유모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인도 정부

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2018년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에 총리가 발족한 

프로그램이다. 향후 3년간 영양실조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

으로 다음을 포함하며 다음의 내용은 6개월마다 정기보고서로 제출, 정

기적으로 모니터링된다.

-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문 간 통합

- 여성과 아동의 실시간 성장 모니터링 및 추적을 위한 기술 활용

- 처음 1000일간 강화된 건강 및 영양서비스

  5. Scheme for Adolescent Girls(AG)

AG(Scheme for Adolescent Girls)는 여성아동발달부(Ministry of 

Women and Child Development)에 의해 시행되며, 프로그램의 주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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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여자 청소년의 자기개발을 위한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성별 불이익

(gender disadvantage)의 세대 간 순환고리를 끊는 것에 둔다. 여자 청

소년의 자기개발과 권한 부여를 위해 아동의 영양과 건강상태, 위생에 대

한 인식 수준을 높인다. 아동을 공식적인 학교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하고 가정 단위의 생활기술을 개발한다. 보건소, 병원, 우체국 등의 관공

서의 가용한 공공서비스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1~1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학교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AG는 2010년 205개 지역에서 시작되어 2017~18년 인도 전국에 추가

적인 303개 지역에 확대되었으며 남아 있는 지역은 2018~19년에 시행, 

보편적 제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영양적·비영양적(nutirional·non-nutritional com-

ponents) 지원으로 구성되며, 영양적 지원은 11~14세의 학교 밖 소녀를 

대상으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한다. 비영양적 지원은 11~14세에 해당하

는 학교 밖 사춘기 소녀에게 —1주일 2-3회 동안 철분과 엽산(IFA: Iron 

and Folic Acid) 보충, 건강검진 및 서비스, 영양 및 건강교육, 가정복지 

상담, 육아상담, 생활기술교육 및 공공서비스 이용— 등을 제공한다.

  6. Integrated Child Protection Scheme(ICPS)

통합아동보호제도(ICPS)는 학대, 폭력, 착취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위기아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보호를 위해 구축된 통합체계 (integrated 

system)로서 기존의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다양한 아동보호체

계를 통합해 필수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아동보호체계의 구조를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에 제안되어 2009년에 

시행된 ICPS의 주요목적은 인도의 기존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감독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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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를 제공하는 중앙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효

과적인 개입 전략의 수립 및 구현, 그 결과의 모니터링을 위한 아동보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그림 9-4〕 인도의 아동보호체계

자료: Government of India. (2014). The Integrated Child Protection Scheme(ICPS), p. 30.

통합아동보호체계는 인도의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여 도시형 모형과 농

촌형 모형으로 구분되어 설계되었으며 두 가지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지

역의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하고 결합하는 조정자

(coordinaror)의 역할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각의 기

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기관의 서비스는 지역(district) 단위

로 수렴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ICPS의 플랫폼에 

통합되는 아동보호체계는 경찰, Childline의 1차 개입을 하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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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역보건소의 의료팀, 아동의 대안양육시설(입양, 위탁가정 등), 학교 

및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료사회복지사, 상담복지사 등을 포함한다.

〔그림 9-5〕 지역기반 아동보호서비스의 수렴

자료: Government of India. (2014). The Integrated Child Protection Scheme (ICPS), p. 30.

제4절 맺으며

어느 사회와 국가에도 법과 현실의 간극은 존재한다. 그러나 인도의 아

동복지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인도에서의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법

과 현실의 차이는 거대한 면적과 인구, 다양한 언어, 카스트와 부족의 다

양성이 보여 주는 바처럼 매우 크고 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간극을 줄이는 것이 아동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인도의 사회보장정책 

전반의 과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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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인도의 법상 아동권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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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 Laxmikanth. (2014). Governance in India. McGraw-Hill Education. pp.1.7-1.9.

인도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아동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아동예산의 확충이다. 아동예산

은 2012~2013년 4.8%에서 2016~2017년 3.3%로 감소했으며 전체 예

산의 5% 이상을 넘겨 책정된 적이 없다. 특히 아동보호(0.04%)와 아동건

강(0.58%)은 2013~14년 예산안에서 가장 낮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

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종합적인 아동예산 또는 아동 관련 프로그램에 대

한 지출을 검토하고 예산의 배분을 재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

나 아동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산의 할당과 지출, 소비

의 영향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 

정부는 아동을 위한 공공 재정관리를 책임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주 정부가 예산안에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부문 프로그램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면 아동정책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UNIC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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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2019).

둘째, 인도 사회의 계급 간 집단 간 지역 간 격차와 간극은 점점 더 커

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화되고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포

용적이고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동의 발달단

계에 있어서 특히 출생 전부터 생애초기에 중점을 두고 인지자본의 투자

를 확대하고 포용적인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호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적 배제와 취약성에 의해 초래되는 박탈의 세대 간 순환을 중단시켜야 한

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주 정부는 출산수당 프로그램(maternity 

benefit programmes) 등 엄마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여아

의 조혼금지 현실화를 위한 여아에 대한 현금지원 및 교육지원, 아동노동

의 금지, 의무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을 위한 사회보호 시스템의 부처 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통합적 아동발달서비스체계(ICDS)와 통합적 아

동보호서비스체계(ICPS)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이는 인도

의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지역적, 집단적 차이를 반영하는 지방과 도시

의 아동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중앙 및 

주 정부의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 영양, 물, 위생, 교육과 아동보호 등의 

영역에서 사회정책와 보호정책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조혼, 

아동노동에 대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방안을 구체화

하고, 기존의 사회보호정책안에서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정책은 정보와 사회서비스와 기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카스트, 성별, 종교 등 다양한 형태의 장벽들을 개선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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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남아시아 사회보장 연구의 현안과 과제

이 연구는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시리즈 중 하나로 남아시아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중에서도 인도의 

사회보장제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는 남아시아 각국의 사회보

장제도 관련 정보의 가용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

서 이후의 연구에 큰 시사점을 안겨 주고 있다. 

첫째, 비서구권 국가에서 복지국가가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한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남아시아 각국에서 복지국가가 형성되지 못하

는 이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 체제경쟁이 미치는 영향, 지역 내 종교와 인종 간 갈등과 전쟁으로 인

한 사회보장에 대한 낮은 관심, 카스트 제도로 인해 신분과 계급 간 갈등

이 중첩되어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할 동력을 찾지 못했다는 점 등으로 요

약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남아시아의 일부 전문가들은 왜 이들 

국가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사회보장계획 등과 유사한 전략을 채택했

음에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반문한다. 그것은 남북 간 대립

에 따른 군사비 지출경쟁 등을 고려하더라도 남아시아 국가 간 군비경쟁

으로 일부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

한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정세와 지역 내 국제관계 그리고 

글로벌 경제와의 관계, 내부의 정치 시스템, 경제적 발전 단계와 노동시

장구조, 소득재분배체계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정 지역이나 국가

결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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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왜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지 못했는가를 설명함에 있어, 과거에는 

남-북(North – South) 간 불균등한 경제발전 상태가 미친 영향이 중요했

다면, 21세기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정도

에 따라 더욱 복잡한 불균등 상태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전통

적 남-북 관계가 글로벌 남(Global South) - 글로벌 북(Global North)

의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태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

한 구조적 조건하에서 국내 정치는 어떻게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하

나의 정치적, 또는 정책적 선택으로 이끌어 내야 하는가의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이 분석은 향후 관련 데이터가 좀 더 정비된 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둘째, 남아시아 각국에서 근대화이론에 따른 서구식 발전 단계론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사회발전의 미래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

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남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에

도 불구하고 비공식부문 감소와 소득불평등 감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비공식부문이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판적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자본주의체제하에서 가치사

슬은 남아시아 각국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비공식부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산업

화 없는 탈산업화’라는 아시아 주요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즉 노동시

장에서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 탈산업화가 저발전국가에서 비공식부문의 잔존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구식 경제발전 단계와 달리, 남아시아 주요국

은 다음과 같은 갈림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남아시아 국가들

의 경제사회 시스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비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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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문맹률 감소, 정보통신기술 확산,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여론 형성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장 압력이 강해져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남아시아 

국가의 계급갈등과 종교분쟁, 카스트 제도로 인한 집단 간 갈등으로 인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기 힘들 수 있다. 그것은 

상이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노동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

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상층의 신분과 소득 상위계층 또는 

부족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남아시아 주요국(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등)의 사회보장 시스템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

저 경제적으로 남아시아 국가들은 공식부문에 비해 비공식부문이 매우 

크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것은 일차소득분배와 관련해서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사회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다른 지

역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점 또한 이를 말

해주는 것이다.51) 이처럼 비공식부문이 크다는 것은 일차소득분배 과정

에 대한 관리와 조세재정이 취약하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국 비공식부문의 규모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발전에도 큰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제대로 소득 파악이 안 되고 고용의 안정성, 즉 조세부담

이나 보험료 부담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에 근간

을 둔 사회보장체계를 확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빈곤층을 

표적화하여 지원하기도 힘들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

51) 다른 국가들에 비해 스리랑카는 사회보장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은 인구 규모와 국가경제의 규모, 중앙집중적인 정부에 의한 

제도 운영이라는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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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남아시아 국

가 대부분은 이러한 방식으로 빈곤층을 찾아내는 일이 사실상 거의 불가

능하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소득 파악이 되는 공식부문 노동자들은 빈

곤층일 확률이 낮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부조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편입오류(inclusion error)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남아시아 

국가들이 소득불평등이 심각함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

하기 힘든 이유일 것이다. 

제2절 인도 사회보장 및 건강보장정책의 쟁점과 과제

  1. 인도 사회보장정책의 쟁점과 과제

인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인도 전문가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인도는 ~하다’라는 식의 단정을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는 다양한 언어와 종교 그리고 인종이 뒤섞여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하나의 정형화된 인도를 가정하는 것이 왜곡된 이미지

를 고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 내에서 지방정부에 따라 경

제사회 여건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와 문화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문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타밀나두(Tamil 

Nadu)나 께랄라(Kerala)는 인도 내에서도 경제 여건과 사회 여건 측면

에서 선두에 있는 지역이며, 문명률도 높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도 활발

하다. 반면에 다른 지역은 산간에 고립되어 있으며 문명률이 낮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단

정된 언급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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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 연구에서는 인도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개괄하

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인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는 길지만, 그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여 보다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

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많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카스트 제도

와 종교로 인한 불평등과 갈등, 방대한 비공식부문 노동인구와 심각한 수

준의 빈곤문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의 문제를 비판해 왔

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들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았

다. 그 이유는 인도 사회가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도출

하기에는 종교와 인종, 그리고 카스트와 계급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도

출하는 일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일이었던 셈이다.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

어야 할 많은 것들이 종교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덧씌워져 왔던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도 사회보장제도를 보는 

외부의 시선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체 인

구 중 사회보험제도가 공식부문 노동자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공식부문

이 전체 노동인구의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보험은 

상위계층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차원에서 다양한 빈곤층 대상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지만, 그 또한 선정

과 급여에 자의적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는 점 또한 이러한 비판을 가능하

게 한다. 그리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 문제에 대해 둔감하다는 점 또한 비

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인도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사

회보장제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아시아 국

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인도 사회보장제도 또한 불과 수년 만에 놀라운 

수준으로 ‘양적-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도 사회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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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불과 수년 만에 사회권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참고로 인도 정부는 대부분의 국제인권협약 및 사회권협

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빈곤정책 등에 있어서도 정부 부처의 자의적 판

단에 따른 선정 기준이나 급여 수준 결정 관행이 사라지고, 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고 인도 사회가 갑자기 카스트 제도와 계급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극적으로 새로운 사회로 변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 10여 

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변화가 과거 수세기 동안 바뀌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잠재력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이 

보고서를 통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최근 인도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었던 많은 사회보

장제도와 프로그램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정부에 따라 시행이 기피되기도 했던 많은 제도와 정책이 

전국 단위에서 강제력을 갖고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중앙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늘

어나고 있다. 이것은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카스트 제도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달리트와 같은 취

약계층과 빈곤층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생존권과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카스

트 제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사회보장제도와 프로그램을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인도의 빈곤층 소득보장제도 또한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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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인도 정부는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묶어 다섯 개의 핵심적인 제도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전통적 의미의 사회

보장제도가 아닌 일종의 유사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공공근로(public work)라고 부르는 일

자리 프로그램 또한 빈곤가구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차선책의 의미를 갖는다. 즉, 한편으로는 빈곤층에게 부족한 소득을 보전

시켜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노동을 통해 공공재를 창출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 창출 사업은 그 규모가 지난 10년간 지

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리고 현금이전 방식의 소득보장제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최근 인

도 정부가 빈곤층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과 실험에 착수

했기 때문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작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오류(배제오류, 

exclusion error)를 억제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는 점이다. 

  2. 인도 건강보장정책의 쟁점과 과제

인도는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지만, 의료비의 대

부분을 가구가 직접 부담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적 장벽

이 매우 높았다. 그 결과, 재난적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발생 비율이 매우 

높았다. 또 건강지표나 보건의료 이용에 있어서 소득계층별로 그리고 주

(state)별로 격차가 매우 크다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는 정부가 보건

의료부문에 투자하는 공적 자원의 양이 매우 적은 것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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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최근 인도 정부는 보건의료부문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예산 배분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센터를 확대함

으로써 일차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입원의료를 보장하

기 위해, 2018년 빈곤층 및 취약계층 5억여 명에게 정부가 전액 보험료

를 지불하는 PM-JAY를 도입한 것도 대단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 주는 것

이다. 특히 재원 측면에서 보면, PM-JAY는  전액 정부 예산으로 이루어

지는 조세형 건강보장제도이지만, 국립보건당국(NHA: National Health

Authority)과 같은 구매자(보험자조직)를 출범시켜 재정과 서비스 제공

을 분리함으로써 건강보장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큰 혁신으

로 볼 수 있다.

인도의 건강보장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이 많다. 국민들이 공공보건의료공급자에 대한 신뢰가 낮아 보건복지센

터의 이용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고, 대신 PM-JAY의 혜택을 받기 위해 

병원의 입원의료가 과다하게 이용될 우려도 있다. 보건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원의료보다 외래와 일차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이 높아져야 하므로 보건복지센터 정책과 PM-JAY 정책 간의 유기

적인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

건강보장정책은 주 정부의 책임으로 집행되므로 중앙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중앙의 NHA와 주의 SHA 간의 정책적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제

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보험(구매) 조직인 NHA와 SHA의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PM-JAY는 재원이 전액 정부 부담이므로 NHA

와 SHA는 보험료 부과 징수 업무가 아닌 의료서비스의 구매 역할 즉 급

여,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 의료서비스 

질 관리 등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에 핵심 관건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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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JAY가 인구 5억 명에 대한 건강보장 혜택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인도 전체 인구의 40%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

머지 인구에 대한 건강보장을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

어야 한다. 현재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의 공식부문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향후 이들을 포함한 비공식부문 근로자

에 대해 건강보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제3절 인도 사회보장의 주요 현안과 과제

  1. 인도 카스트 제도와 할당제도 진단

여기서는 할당제가 갖는 구조적인 결함과 실행상의 문제점을 논의하였

다. 특히 할당제의 수혜 대상 집단 선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는

데,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의 경우는 개종과 이주와 관련한 자격조건의 

지속 문제가, 기타후진계급의 경우는 이들의 후진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두 번째로 수혜를 이미 받고 있던 집단들이 불균

등한 발전을 보임으로써 수혜자 중 어떤 집단은 더 이상의 할당제 혜택이 

필요치 않다고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러한 집단이 계속해서 할당제 

혜택을 독점함으로써 실제로 할당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는 지정카스트·지정부족의 경우는 아직 채택되지

는 않았지만 하위쿼터 주장을 소개함으로써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

였고, 기타후진계급의 경우는 이미 시행 중인 상류층(creamy layer)의 

판별 기준을 알아봄으로써 문제의 해결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경제 개방과 세계경제로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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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그 외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카스트 외적 차

별요소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할당제 개편안으로서 새롭게 도입된 경제적 

계급을 대상으로 한 할당제 개헌을 소개하였다. 

지금까지 인도 사회는 고유한 카스트 제도에서 기인한 오랜 사회적 불

평등을 할당제를 통하여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치유해 왔다. 물론 할당제

의 기안과 시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오류, 사회적 갈등 요인이 잠재

되어 있다. 때때로 이러한 잠재 요소가 발현되고, 이를 수정하는 시행착

오도 거듭해 왔다.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여 할당제의 근본 취지를 희석시

키고 곡해하거나 지역 차원의 행정적 문제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뿌리 깊은 카스트와 불가촉천민제의 사회적 효과

를 완화시키는 장치로서 할당제는 충실히 기능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

다. 세계화와 경제 자유화, 민주와 평등 의식의 유포 등과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도 사회가 카스트 사회라는 일반의 믿음은 쉽사리 바뀌지 않

고 있으며, 실제로 인도 사회에 미치는 카스트의 영향력은 아직도 지대한 

것이 사실이다. 인도 사회에서 카스트의 중요성과 사람들의 카스트 정체

성을 굳건히 지키는 요소 중 하나가 카스트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할당제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최근 할당제의 방향성을 재설

정한 개헌은 인도 사회의 질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개헌이 가져온 할당제의 계급 기준은 인도 사회가 카스트 사회에서 계급 

사회로 변화하는 길에 이미 들어섰음을 보여 주고 있다(이지은, 2019). 

  2. 인도 아동문제의 현안과 과제

여기서는 인도의 사회보장제도 중 아동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인도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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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아동복지정책이 아동예산의 확충이다. 

아동예산은 2012~2013년 4.8%에서 2016~2017년 3.3%로 감소했으며 

전체 예산의 5% 이상을 넘겨 책정된 적이 없다. 특히 아동보호(0.04%)와 

아동건강(0.58%)은 2013~2014년 예산안에서 가장 낮은 우선권을 가지

고 있었다. 대부분의 주들에서는 종합적인 아동예산 또는 아동관련 프로

그램에 대한 지출을 검토하고 예산의 배분을 재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아동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산의 할당과 

지출, 소비의 영향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권고

에 따라 주 정부는 아동을 위한 공공 재정관리를 책임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주 정부가 예산안에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부문 프

로그램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면 아동정책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인도 사회의 계급 간 집단 간 지역 간 격차와 간극은 점점 더 커

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화되고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포

용적이고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동의 발달단

계에 있어서 특히 출생 전부터 생애초기에 중점을 두고 인지자본의 투자

를 확대하고 포용적인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호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적 배제와 취약성에 의해 초래되는 박탈의 세대 간 순환을 중단시켜야 한

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주 정부는 출산수당 프로그램(maternity 

benefit programmes) 등 엄마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여아

의 조혼금지 현실화를 위한 여아에 대한 현금지원 및 교육지원, 아동노동

의 금지, 의무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을 위한 사회보호 시스템의 부처 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통합적 아동발달서비스체계(ICDS)와 통합적 아

동보호서비스체계(ICPS)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이는 인도

의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지역적, 집단적 차이를 반영하는 지방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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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동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중앙 및 

주 정부의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 영양, 물, 위생, 교육과 아동보호 등의 

영역에서 사회정책와 보호정책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조혼, 

아동노동에 대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방안을 구체화

하고 기존의 사회보호정책안에서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정책은 정보와 사회서비스와 기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카스트, 성별, 종교 등 다양한 형태의 장벽들을 개선할 수 있

을 것이다.

  3.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몇 가지 기타 현안에 대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인도의 소득보장제도

는 서구 복지국가처럼 정비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립

촉진을 위한 각종 고용연계형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통합되

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강화되고, 사회부조 프로그램이 정비되고, 

소득보장제도의 개혁과 관련해서 기본소득 등 대안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향후 4차 산

업혁명과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 등이 도래하는 시기에 인도가 과거의 종

교와 카스트 그리고 인종 간의 불평등과 갈등을 이기고 어떠한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 갈 것인지 기대된다고 하겠다.

(소득보장체계 재편에 대한 전망) 최근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동향

을 감안하면, 다음 몇 가지 정책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나

는 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의 과제가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취업상태와 임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사회보험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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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기 힘들었고,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빈곤층에 대해서도 현금이전을 

통한 소득보장제도를 적용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점차 현물을 이용한 각

종 프로그램보다 현금이전을 전제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확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노

인이나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설계에 있어서도 사회보험 방식

이 아닌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것은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을 통한 

소득보장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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