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회정책의기본방향과목표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를 특징지웠던 단어는 성

장이었다. 이러한 성장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압축

적으로이루어졌으며, 외환위기를극복한후 2 0 0 4년에는

3 1.3% (한국은행 추정치)에달하는 수출증가율을보이면

서 예상외의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2년 연속마이너스성장을계속하는등 내수부문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4.7%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IMF 이후불거진 소득불평등의양상은 경제 및 사

회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현 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

요 정치적과제의하나로인식되고있다.

개인의경제적능력또는지위를사회적으로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소득, 소비, 부가있다. 소득(income)을 잠재

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힘으로 해석한다면, 한 사회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능력의 차이는 소득과 부

(wealth), 곧 자산(asset)의 차이로 요약될 수 있을 것

이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개인의 자질과 기호가 상이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적 능력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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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반성장을위한참여정부의사회정책현황및발전방향

1) 빈곤층의 사회보장 강화

최근의 대구에서 발생한 김군 아사(餓死) 사건이 보여주듯이 한국은 외형적으

로는 주된 사회보장제도를 대부분 구비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면은 매우 취약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가 장애인이고 기본생활이

가능하지 않았던 김군의 가정과 같은위기가정에 대한제도적인보호책으로는긴

급생계급여제도(정부재정), 위기가정지원(복권기금), 빈곤가정지원(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의 다양한 긴급구호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들이 잘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제도와 대상을 연계해 주는전달체계가제대로 기

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곧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내광범위한사각지대가존

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 원인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일선의 사회복지담당 인력

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에서부터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복지전달체계,

민-공간의정보공유미흡으로위기에처한가정을발견·보호하는데통합적인창

구로역할하지못하는점 등 복합적원인을들 수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긴급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선보호후처리’를 기조로한 긴급생계지원대책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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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능력의 차이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자질보다는

개인이 귀속되어 있는 특성-부모의 직업, 성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귀속적특성들이사회적 가치와 연관되어한 개인을 사회속에자리매

김하는 지표로 사용될 때, 개인의 경제적 차이는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 경제적

차별(discrimination) 혹은 불평등(inequality)을 양산하게 된다. 현재 개인의 경

제능력 간의 차이가 경제적 불평등으로 제도화됨으로써불평등의 양산이 점차심

화되고 있고, 국민들이체감하는 빈부의 격차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진단이 있

다. 2003년 사회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빈부격차가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15세 인구 전체 중 79.8%를 차지, 1999년 조사에 비해 14% p가 증가했

다. 이는 IMF 이후 빈부격차의심화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있음을 보여

주고있다1). 통계청의도시가계조사원자료를이용하여산출한 2인 이상도시가구

의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을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이하

가구의비율과 전체조사가구중위소득의 50% 이하의비율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빈곤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여기서정부발

표 최저생계비 이하로 측정한 빈곤율과 중위소득 50% 이하로 측정한 빈곤율 간

의 차이가 외환위기이후현재까지점차커지고있다는 점에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곧 절대적빈곤율과상대적빈곤율의차이가확대되고있다는점을시사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의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질문

을 새로이던져야할 시점에도래했음을암시하고있다. 

소득분배의격차를완화하고성장과분배의동반성장을위해서는빈곤상황에따

른 위기대처력을강화하고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빈곤예방책을강구하며사

회보험을 내실화하여서민·중산층이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 목

표를수립하고방향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이를위한참여정부의사회

정책의 방향은 크게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험의 내실화 등을 주축으로

한 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사회보장정책의강화, 자산의불평등완화를통한자산

분배개선및 조세정책의재분배기능강화, 차별시정을통한사회통합추진, 사회적

일자리창출과일을통한빈곤탈출을유도함으로써근로빈곤층의근로복지증대정

책, 사회복지서비스를위한전달체계개선방안의5가지로요약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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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2004), 『2003년 사회통계조사결과』, p. 22.

그림1. 2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빈곤율추이(1 9 9 0~2 0 0 4)

원자료: 통계청, 가계조사각 분기자료, 각분기별 수치는 별첨 참조



산부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소위『출생박스(birth box)』의 지급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출생박스는아기의류, 기저귀, 분유등 제반물품과책을넣어제작하여저

소득계층 여성의 출산시 선물로 지급함으로써, 아기탄생시국가가 아기의 탄생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의료보장의 확

대는 무엇보다도공공 의료기관의확충및 도시형 보건소 설치를 통한공공 의료

서비스확대와그 맥을같이할때 더욱의미를가질것이다.

다음은주거부문이다. 빈곤의탈출및 안정된삶의수준확보를위해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주거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지속적인확대와주거급여대상자의확

대, 급여현실화등을통한주거안정은탈빈곤의기반을조성하는단초가된다. 이

를 위해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적용하며, 기준가구별 최

저생계비의17.7%인주거급여액을현실화하는방안을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교

육비가 많이드는 18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둔 저소득계층에대해서는소위『저소

득가정 월세조정정책』을 실시하여 임대료 감면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4). 또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I D 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영국의 Saving Gateway, 캐나다의 Learn$ave 등의 도입을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액의 저축을 할 경우 최고

2배의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주택구입이나임대, 교육, 창업등 자산형성에도움을

주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5).

빈곤의 세습화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책은 저소득계층 아

동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탈빈곤의 기초를

마련하는것이다. 따라서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 장학금지원의 확대와 학자금의

무·저이자 융자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직장과 보육·양육의 동시 수행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방과후 교실의 확대 등을통해부모들의 경제활

동 참여여건을조성해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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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 긴급생계급여액인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4 0.2% )에 해당하는 금액

(2005년 4인 기준 456,800원)을현실화하는것을시작으로빈곤가구주들의재취

업, 소득활동이가능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최장 2개월인 급여지원기간

에 대한 연장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을 통해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연금

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사각지대의해소를위해비정규직, 영세사업장근로자, 영

세자영자, 일용직 및 실업자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 재편 등을 통해 행정관리능력의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서유럽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근로자가 부담

하는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하는 방식을 면밀히

검토·도입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있다2).

의료, 주택, 교육의공공성강화는빈곤층에대한사회보장의확대및 강화를위

해 가장시급한부문이다. 2003년 현재건강보험의적용인구는4696만 3천명으로

전 국민건강보험화가달성되었음에도불구하고, 국민이부담하는의료비 중 보험

급여율은 52%에 불과해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의료비를 개별 가정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보험급여항목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빈곤계층에대한법정본인부담

금의 상한선을 현행 6개월간 300만원에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다. 저소득층 가족 의료지원 확대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임산

부의건강검진에서부터영유아 건강검진, 저소득의의료접근성을높이는정책까지

저소득층을위한의료패키지 프로그램을설정해야한다. 수급가구및 차상위계층

임산부의정기검진 및 초음파 검사의 무료검진을추진하고 현행수급권자에한해

지급되고 있는 해산급여를 차상위계층까지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 및 이후 태어날 아이의 영양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임산

부·아동영양보조제도(WIC)』의 도입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3). 저소득가구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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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현주·강혜규·서문희 외(200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미국의 WIC(The Special Supplement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프로그램은 저소득가구(빈곤선의 185%이하)의 임산부, 산후모 및 5세까지의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필수식품 구매권(vouchers)을 매달 지급하여 식품보조 및 관련 서비스(영

양교육, 아동수유방법지원)를제공하고 있다.

4) 현재 동경의 시영주택에 입주한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월세조정제도는 취학

전 유아가 1인 이상이거나 고교생 이하 취학아동이 2인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규정사용료의 1/2를 감액해 주고 있다.

5) 미국의 IDA 프로그램의 경우 저축의 사용용도에서 주택구입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규모 창업이 2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없는계층은E I T C에서아무런혜택을받을수 없기때문에, 이들취약계층을위한

별도의소득보장제도역시함께고민되어야할 것이다8 ). 장기적으로E I T C제도 시

행을위해 필수 전제조건인소득파악을위한 인프라구축등 국세행정체계의정비

와 일용근로자등의 과세체계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기업및 자영부문의과제자료

가 양성화되어사회투명성을확대하는데획기적으로기여할수 있을것이다.

주택을재산증식을위해보유하는것은어느사회에서나있는일이지만, 우리나

라에서는 주택을 사용의 개념보다는 투기적 재산증식수단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유독강하게 나타나고있다. 지난수십년 동안정부는 부동산 투기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개발에만 치중해 땅값 폭등을 초래했으며, 부동산보유

가 빈부격차 확대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9). 현 정부의 주요정책 중의하나

인 전국의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자산에

의한 빈부격차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시가과세에 기초한 종합부동산세의부과로 보유과세를정상화하고

이와 함께취득·등록세등 지방세의전면적인정비가 우선적으로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의 세율은 평균 0.12%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1% 내외의 세율과 비교하면매우낮은편이다. 보유세율을매년높여나가면서세

수를증대하고거래세인하를통해부동산세금자체를보유세중심으로전환하는

방향으로추진해야할 것이다.

3) 차별시정을 통한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받는 계층을 점차 줄여나가고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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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개혁

자영자 소득파악을 기초로 세원의투명성을제고하고부동산 세제개선등 자

산관련과세강화를통해형평성을증진하는것은조세개혁을통해분배를개선하

고자하는노력의 일환이다. 조세를통한소득분배정책은형평성의원칙에입각하

여 동일한경제적능력을가진자에게는동일한세금을부담시키는수평적형평성

(horizontal equity)과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을 통해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표

를 두고있다6). 하지만조세를 통한분배개선은 모든소득을정확하게파악할수

있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가능하다. 자영자 소득 파악을 강화할 수 있다

면, 조세부담의형평성 제고를 통한 분배개선, 사회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 추

가적복지재원의마련등을한꺼번에얻을수 있는효과가 있는것이다. 우리나라

는 전통적으로 상거래에서 현금거래의 비중이 높아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이있으며 원천징수제도를통해소득이 투명하게노출되는봉

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직

불·신용카드 등의 활성화로 현금거래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이 요구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건전한소득신고문화의정착을위해기장확대목표와기장취약분야

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증빙서류의수수(授受)로거래의

투명성을확보하는것이다.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일정한도 내의 저

소득층 가구근로소득에대해 점증적으로지원액이 증가하도록하여, 근로유인효

과를꾀하면서근로를 통한빈곤의 탈출을 유도하는조세정책이다7 ). 이 제도는 근

로기피를 유발하고 재정부담을가중시키는 소득보장 위주의 복지정책으로부터탈

피하여, 근로소득이있을 경우 이의 일정비율을급여로 지급함으로써소득의 일정

구간(‘점증구간’) 내에서는일을더 많이할수록급여가증가하여근로빈곤층의근

로의욕과자활의지를고취한다. 그러나소득이낮을수록급여도적어져최소생활이

보장되지않는사각지대가발생할수 있으며근로의지에도불구하고취업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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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3), 『참여정부의 세원투명성제고전략』.

7) 박능후(2003. 4), 「EITC 특성과 소득보장기능」, 『보건복지포럼』, pp.5~15.

8) 미국에서는 EITC내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노인과 장애인을 주대상

으로 하는 공공부조로서의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가

있다(변용찬·김성희·윤상용·지은정·박성민(2003),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정책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 따라서최근의 연구들은 EITC를 도입하더라도 근로무능

력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EITC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박능후, 2003. 참조) .

9) 2003년 12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가구별 주택 소유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 송

파, 서초구의 55만6000세대는 전국적으로 주택을 평균 1.86채 소유하고 있다. 특히, 이중

10%인 5만 5천 가구는 평균 3.67채를 소유하고 있다.



외환위기이후명예퇴직자들이동일직무에계약직으로복귀하면서도정규직 임

금의 70% 수준밖에 받지 못하며 차별적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급증

하고있다. 비정규직의70%가여성임을고려한다면, 비정규직문제는곧 노동시장

내 여성의불안한 고용조건과여성노동력의저임금 문제로 귀착된다. 비정규직문

제는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차별뿐만아니라 근로조건과 사회보험에서의차

별적인 처우로인해노사간 갈등을유발하고노동시장의건전성을침해하고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임금을 우선정규직수준으로향상시키는방안을 마련하고, 사회

보험 적용 확대, 근로조건에서의차별해소, 인적자본개발과 전직 지원에 대한 동

일한 적용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균등대우의 제도

화를위해‘고용형태를이유로차별할수 없다’는 내용을법제화하는것이필요하

다12). 또한현재우리나라에서아무런제한없이사용되고있는기간제노동을일정

정도 규제하여남용을 방지하는기간제 근로자 보호방안이시급히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등 현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

약시‘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함으로써기간제 노동의 사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13). 한편 임금격차의

축소를 위해 노사자율에 의한 연대임금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별교섭을 통한 고

임금·저임금부분의임금인상을차등화하는방안을고려해볼 수 있다14).

4)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근로복지증대 정책

취약계층을대상으로공공부문의재원부담으로창출되는사회적일자리는90년

대 말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근간

으로시행되고있는자활사업을통해확대되기시작하였다. 참여정부는지난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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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것은참여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하나로 차별시

정정책의 적극적 추진,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완화, 최저임금제의 개선

등이큰 관심 주제이다. 현재노동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등에 설치되어있는

차별시정기구의일원화 방안이 추진중이다. 이는차별시정기구의중복·다원화로

인해실제기관을이용하고자하는이들에게혼란을주고차별의판정기준이기관

별로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발표된 다원화된 차별시

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한 결정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실수

요자인 국민 입장에서권리구제를제대로 할 수 있는차별시정기구를마련함으로

써 차별시정기능의강화가 기대된다. 그러나문제는시정기구의일원화와함께차

별시정기구의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고민이 병행되어야한다는 점

이다. 즉, 차별시정기구의역할인 차별에 대한 판정과 개별적 권리구제 기능을 어

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또한개별적 권리구제에 있어서 기구의 권한을 어디

까지부여할 것인가에따라시정기구의실효성은더욱확대될 수 있을것이다. 따

라서차별시정기구의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과 강제 기능을 효과적으로결합함

으로써법적구속력을부여하는방안을검토해보아야할 것이다10).

차별시정정책은한 사회에서소외집단의사회적배제를해소할수 있는지원정책

을 추진하고각 분야에서여성, 장애인등 취약자에대한기회균등의원칙을확립할

수 있는제도적장치의마련을근간으로하고 있다. 노동부의「남녀고용평등법」, 여

성부의「남녀차별금지기준」이 모집과 채용 부분에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유형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현실에서는여전히 성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하고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가실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해현재시행되고있는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

제 등을확대하는방안의검토가필요하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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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와 관련, 미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집단소송(class action)과 징벌적 손해

배상(punitive damages)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사회적 범죄행위’나‘공적 부당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해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손해배상에 제재적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박선영·김은경·이주희(2004), 『차별시정기구의국제비교 및 정책적 함의』, 한국여성개발

원, 참고) .

11) 차별시정 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분석 및 평가는 한종희·이광희·공병천·홍은경(2004) ,

『차별시정 정책 현황분석 및 평가』, 한국행정연구원, 참조.

12) 정이환·이병훈·정건화·김연명(2003), 『노동시장유연화와노동복지』, 인간과 복지.

13) Kim, Anna/K. Kurz(2003), “P r e käre Beschäftigung im Vereinigten Kön i g r e i c h

und Deutschland. Welche Rolle spielen unterschiedliche institutionelle Kontexte?”

in Muller, W/Scherer, S.(eds.) 『Mehr Risiken- mehr Ungleichheit?』Frankfurt:

Campus, pp.167~197.

14) 최근 미국은 이익분배제 또는 우리사주(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등

비임금 미래형 급여가 근로자 보수의 40%를 상회함으로써 생산적 투자활성화를 통해 고용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기회 확충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의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활지원사업에

차상위계층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부조를 통합한 근로부

조제도 도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자격증을 취

득할수 있는직업훈련을병행하여, 자활근로사업참여자가괜찮은 일자리를찾아

생활여건의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시장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자활사업참여자의72% 가량(2004년)이여성인점을감안할때, 자활사업의성공

을 위해서는 여성에 특화된 지원내용에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빈곤의 원인에 대한실태파악을바탕으로빈곤여성의인적자원과요구가 적

절히매칭(matching)된맞춤형자활사업모델의개발에 힘써야한다. 빈곤여성들

이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육이나 간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들을

일자리창출로확대되는사회복지서비스대상에 우선적으로선정·확대할수 있다.

예를 들어 무료 가사·간병서비스종사자를 1만명(2004년)에서 2만명(2005년)으

로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타(방과후공부방)의 단계적 확충을 통한 보육 서비스의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수

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최저생계비150% 이내)을대상으로가사·간병도우

미 사업을 확대·시행하고 2008년까지 차상위계층 일자리 5만개 확대 시 여성을

최우선으로참여시키는방안을고려해볼 수 있을것이다.

근로지원복지의강화를 위해보육·간병등 근로지원서비스의확대제공이 필

요하다. 정부지원을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심에서저소득층으로확대하고보육비

지원대상 역시 현재보육아동의 20% (2003년 17만명)에서 점차확대하여 취업중

산층가구의 아동보육을보장하고여성의취업을 활성화하는방안을 강구한다. 이

와 더불어 이동서비스차량을 갖춘가정봉사원파견·운영지원, 공공병원의보호

자 없는 병동 운영을 위한 무료간병인 제공사업 지원, 요양비용에대한 세액공제

추진등 복지·의료·요양서비스의확대가필요하다18).

실업과불안정고용의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노동시간의단축을 통한‘일자

리 나누기’(job-sharing)의 일환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임금근로자의연간 총 근로시간은 2003년 현재 2,390시

간으로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고 한국의 임금근로자는가장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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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2004. 11. 10)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에 어려움이있는 여성, 고령자, 청년등에게 일자리를 제

공하고, 동시에국민들에게는사회적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는데중점을두고

있다15). 사회적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통합형과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고용형으로 구분되는 공익형 사회적 일자리와

NGO가 공공·민간자원을동원하는유형과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기업을 통한

수익형 사회적 일자리로 양분된다. 공익형 사회적 일자리는 한시적·보조적으로

실업이나빈곤 추이에 따라규모를 탄력적으로조정하는 생계보조를위한노동시

장 통합형을 제외하고는, 정부, NGO, 기업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괜찮은일자리’(decent job)를창출하는방향으로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를위한지원체계를정비하고근로조건이양호한공공부문고용형및 수익형사

회적 일자리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상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나

가는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동시에중·장기적으로는사회적 일자리창출의

초점을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으로부터 사회적 기업16)의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전환해야한다. 이를위해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법적지위를

부과하여‘보호된시장’을 형성하고, 창업지원정책의일환으로사회연대은행을통

한 저소득층창업지원소액대출(microcredit)제도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17).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과일자리를 제공하는데역점을 두고공공부조는꼭

필요한 경우에만적정수준에서지급할 것을강조한다. 참여정부역시성장과분배

의 선순환이라는정책기조에따라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대한일을통한사

회적 보호를 강화하는데역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발표자료에의하면, 2 0 0 4년

9월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5만 2600명이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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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4),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16) 사회적 기업은 상업적 이윤보다는 사회적 목적추구에 초점을 둔 비영리 조직이지만 일종의

기업으로서재화를생산하거나서비스를판매하는활동을통해 경제적생산활동에참여한다.

17) 마이크로크레딧은영세민들이 소규모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도

와주기 위한 무보증 소액대출로, 자활의지를 키워주고 자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

원해 주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민간에서 2003년 설립한 (사)「함께 만드는 세상」이 대표

적인 예로 업체당 평균 154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 . 18) 박순일 외(2003), 『빈곤·빈부격차문제의 원인과 대응방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드는 임금인상을자제하고근로시간을5% 줄이는 방식으로여성등 경제적 소수

집단에게 일자리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greement:

1982)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파트타임의 확대 안에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놀라운

반전의 계기를 맞게 된다. 1990년대 들어 해마다 3~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12%에달하던실업률은2000년이넘어 2%까지 떨어지는이른바‘네덜란드의기

적’(Dutch miracle)을 이루어낸 것이다. 네덜란드에관한 한 연구는 파트타임의

급격한 증가가 고용확대와 실업률 감소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23). 우리나라에서도일과여가를 함께즐기고자 하는의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현 시점에서, 근로시간을유연화하고다양한 근로형태창출을 통한고용확대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이러한 파트타임 확대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

은 공정한 처우와 장기적인 고용보장 및 체계적인 인력관리이다. 2003년 현재

48.9%로 OECD 평균 61.3%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

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고려할 때, 자녀양육및 가사노동부담으로인해전

일제 근무를 할 수 없는 여성 유휴인력을 파트타임의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고용의 안정성 확보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법

적·제도적권익보장체계의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전제위에서일자리 나

누기나 단시간 근로는 여성및 근로취약자에게고용의 기회를 넓혀주는 근로형태

로 자리매김할수 있을것이다24).

5)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

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기제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또한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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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은 독일(舊서독 1,342시간)이나네덜란드(1,323시간)에 비해연간 1,00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19). 다른 OECD 국가들이 연 2,000시간 이하의 총

근로시간을기록하게된 시기는 대부분 1980년대이전이다. 우리나라도1980년대

들어서면서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속도는 연도별상황

에 따라차이가 있지만보통연간40시간가량감소하고있다. 법정근로시간을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2003년 8월 국회

를 통과했지만, 단축일정은기업규모에따라2011년까지단계별로적용된다20). 주

40시간 근로시간 실현과 주 5일 근무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전체 임금근로자

의 약 70%를 차지하고있는중소기업에대한지원정책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중에는 장기적으로 수익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고 인력충

원이 어려운 한계기업들이 많은데, 이들 한계기업들의 만성적인 인력부족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근로시간단축을시행할때 임금보전문제때문에노사갈등이발생할확률

이 높아진다. 따라서근로시간단축을통한근로자의삶의질 향상과임금보전21)으

로 인한 기업의 추가부담 간의 현명한 절충점을 찾기 위해, 개별 사업장별 노사

타협안을마련하는것이급선무라할 것이다.

유럽에서 파트타임 고용의 확산은 여성과 노인 등 노동시장 내 소수집단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으며경제전반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있

다2 2 ). 1970년대까지 유럽국가 중 최저의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을 기록했던 네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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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OECD(2004), 『Employment Outlook』, OECD.

20) 김승택·김원식(2004), 『근로시간 단축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1) 임금보전의원칙이 수반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경영계는 노동비용 상승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의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실상 임금 및 노동비용의 상승규모는 어떤 방식으

로 임금보전을 할 것인가, 또한 어느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발생할 것인가에 따라 좌우된

다. 즉, 사무직이나 전문직과 같이 연봉제 임금체계나 과제완성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 다만, 시간당 생산량이 고정되어 있는 생산직 위주로

직원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금보전을 전제로 한 근로시간의 단축이 노동비용의 상승

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듯 노동비용의 상승 여부는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게는 협상시 임금보전의 내용이나 상승규모를 조정하는 등 성숙한 협

상자세가 요구된다(김승택·김원식, 2004) .

22) Blossfeld, Hans-Peter/C. Hakim(eds.)(1997), Between Equalization and

Marginalization: Women Working Part-time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UP.

23)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풀타임이 파트타임의 2배

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을 가진다고 가정할 때 파트타임이 하나 늘어날 경우 풀타임 일자리

가 단기적으로는 0.25개, 장기적으로는 1개 추가로 늘어난다(van Lomwel, Gijsbert/J.

van Ours(2003), On the employment effects of part-time labor, C e n t E R

Disscussion Paper 2003~2004, Tilburg University, 참고)

24) EU는 파트타임 근로 지침으로 차별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를 고용의

안정성을 위협받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로 파악한다. 시간제 근

로자는 전일제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사회보험을 포함한 일련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을 받고 있다(Kim/Kurz, 2003, Blossfeld/Hakim 1997) .



3. 맺음말

혁신과경제성장, 그리고약자의 보호와사회통합을사회정책의기조로하고있

는 참여정부는사회보장지출을늘리고동시에근로를통한빈곤의탈출을유도하

면서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에초점을두고있다. 고소득자영업자의소득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형평과세와 조세를 통한소득재분배의가능성에대한논의가 분

분하지만, 참여정부는제도개선뿐만아니라EITC 도입추진등 납세자의자발적인

납세신고문화정착을 통해아래로부터 조세인프라를구축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통해 자산의 불평등을 시정하고자

하는의지를강하게피력하고있다.

비록 내수경기가 호황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면이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대해체계적으로 대응해야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한 끼 식사에도이익을 챙기고자하는우리는 복지의 무

감증에 시달리고 있는것은 아닐까? 우리의복지욕구도이제는 국가가 유독 어려

운 사람들에게도움을 주는데 대한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만큼성장하지 않았

나하는 생각이든다. 나개인의욕구충족만이아니라, 우리가공동으로원하는 욕

구를함께충족시킬수 있을때 복지정책은더욱큰 의미를 가질것이다. 나자신

의 열 가지의 복지욕구도중요하지만, 타인의한 가지의 욕구가 나의것보다 더욱

시급하고 위급하다면이를위해우리의 복지자원을 배분하는것 또한 복지국가의

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일이 아닐까? 사회적취약계층을위해 나의재원을 배분

하는데 한발앞장설 수 있는사회적 분위기가필요하다는생각이다. 국가의공공

복지 서비스가효율적으로 전달될수 있도록 공공기관의시스템을정비함과 동시

에 우리 개개인이 민간자원이 되어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때, 복지정책에 있어

서의‘민·관동반성장’역시가능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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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성공여부를좌우하는현장의실질적인운동기제이다. 지방분권화에따

라 사회복지및 전달체계역시점차지자체로이양되는현 상황에서, 지역복지강

화와 민관간의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 긴급구조체제의구축을 통해위기가정이 조기에 발견되고 필요한 서비스가적

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확립이 최우선 과제이다. 예를들어, 단전·

단수, 도시가스체납가구발생시시군구내긴급구조팀과연관하여이들에 대한사

전 방문및 위기상황구제에대한안내서를발부할 수 있을것이다. 또한지역내

야쿠르트등 음료배달을하는아주머니들을통해빈곤 위기가정을수시확인하여

읍·면·동사무소로알리는 방안을 지자체 자체사업으로확산추진할 수 있을것

이다. 위기시긴급지원을 위해서는 지방및 정부의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선보

호 후처리’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긴급생계급여가 담당자

의 사후책임 문제 등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긴급

생계급여지원에대한담당자의사후책임면책을우선적으로실시하여야할 것이다.

현재시범사업 중인사회복지사무소의기능을 확대·강화하여전담체계를단순화

하고급여가신속하게지급될수 있도록복지시설인프라의정비가적극추진되어

야 한다. 지금까지 1인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모든 복지업무를 처리하는 체제

를 탈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충원을 통해상담·조사팀등 전문팀별업무분담

체제를 형성하여전달체계를효율화하는방안을 모색하여야할 것이다. 유럽복지

전달체계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민간복지자원은아쉽게도우리나라에서는많

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복지의 주체가 되는 민간사회복

지기관이나 종교기관, 시민단체들은자원총량이 부족하고 대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민관의 협력을 통한 자원활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주된 복지전달체계로활동하기보다는중앙정부의지원금에의존한 사업운영

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질적향상

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체계화하고 민관협

력을바탕으로한 지역사회복지를개선·강화할수 있는협의체의설립등을고려

해 볼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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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율추정방식

o 소득기준: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o 최저생계비: 정부발표를기초로한 최저생계비기준빈곤선설정

- 1999년~2004년: 보건복지부가발표한최저생계비기준

- 1994년~1998년: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추정한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각

연도별물가상승률(CPI 기준: 이하동일)을적용하여빈곤선을설정함.

- 1990년~1994년: 198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추정한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각

연도별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빈곤선설정

o 상대적빈곤율: 각가구의중위소득을기준으로OECD 기준균등화지수이용

<별첨> 2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빈곤율추이(1 9 9 0~2 0 0 4 . 3/4분기) *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8.87
6.65
5.05
5.22
6.68
4.55
3.24
2.95
4.91
3.11
3.18
2.46
3.78
2.75
2.28
2.75
7.03
6.23
5.31
4.81
5.92
5.06
4.32
4.50
5.64
4.47
3.91
4.32
4.65
4.00
3.11
3.96

9.32
6.95
7.69
7.98
8.50
7.47
8.13
7.36
9.47
6.84
7.93
6.68
8.02
6.72
7.81
7.52
7.52
7.17
8.79
7.40
7.97
7.60
8.28
8.07
9.75
8.15
9.67
8.91
9.71
8.38
9.00
8.49

분 기 최저생계비 중위50%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7.52
8.62
8.64
7.87

10.74
10.57
8.14
7.98
8.9
7.72
6.73
7.1
7.8
7.1
5.85
5.22
5.15
5.33
5.22
5.14
6.27
6.15
6.09
6.01
6.53
5.56
5.68

10.79
10.3
10.96
10.4
11.15
10.37
10.87
10.35
10.5
9.51
10.01
9.55
10.25
9.37
10.27

9.1
9.07
9.9

10.09
9.33
10.48
10.27
11.32
11.42
11.2
10.61
12.15

분 기 최저생계비 중위50%

* 빈곤율 추정에 도움을 준 김태완 연구원에게 감사드린다.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2002년까지도시가계조사) 각연도별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