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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1

1. 서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 된 후, 중

국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1980년 이후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함으

로써, 시장경제에적응하는사회복지제도의개

혁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장경

제로의전환과더불어발생한새로운사회에대

응하기위해사회복지제도의기능과위치가나

날이강조되고있다. 특히, 중국역시저출산및

고령화 양상을 띠면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와

경로효친사상을 기초로 해 온 노인복지제도가

약화되었고, 국가나민간부문이담당해야하는

노인복지의필요성이야기되고있다. 

신 중국성립이후, 중국노인복지제도의발

전과정을살펴보면, 시기적으로개혁개방이전

발전단계와 개혁개방 이후 변형시기로 구분된

다. 이러한시기적인구분과함께, 제도상의특

징인도시와농촌으로이원화된구조로인해중

국 노인복지제도는 공간적으로 도시와 농촌으

로 분할되어 차별화되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개혁개방을기준으로한시간분석틀과공간적

으로도시와농촌으로이원화된제도분석틀을

결합하여, 중국노인복지제도(특히, 양로보험제

도)를각각개혁개방이전의중국노인복지제도

와개혁개방이후의중국노인복지제도를구분

한후, 이를 다시도시와농촌으로세분화하여

차별화된내용을설명하고자한다. 

2. 시기별중국노인복지제도의
변천

신중국의노인복지제도는점진적으로수립

되어왔다. 60여년에이르는신중국의노인복

지제도를 고찰해보면, 개혁개방 이전 30여 년

동안의역사과정은국가의책임에서국가와단

위(單位)1)의 공동책임으로 발전하는 과정이었

으며, 개혁개방이후30여년동안국가-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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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책임에서 점차적으로 국가주도 하에서 사

회각방면과함께공동으로부담하는과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처럼, 개혁개방을 전후로 해서

중국 노인복지제도의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음

을 엿볼 수 있다.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한 사

회·경제제도의 변화는 전체 사회복지제도에

큰변화를가져왔고, 그 결과 개혁개방이후의

중국 노인복지제도는 개혁개방 이전의 노인복

지제도와근본적인차이를나타냈다. 개혁개방

이전 단위를 기초한 중국 노인복지제도는 사

회·경제변형시기에 어울리지 못하여서 점차

새로운 사회·경제의 새로운 형태에 적응하는

방향으로바뀌었고, 사회복지의주체도단위에

서점차적으로정부, 시장, 개인, 민간조직등으

로다양해졌다. 

위에서언급한점을고려해볼때, 중국노인

복지제도의 변천은 개혁개방을 전후로 크게

“국가-단위보장제”에서“국가-사회보장제”의

변천으로 설명할 수 있다(鄭功成, 2003). 먼저

개혁개방이전에중국노인복지제도는“국가-

단위보장제”의개념으로함축할수있다. 도시

와 농촌의단위는사회복지의책임을지고, 단

위에소속된주민을위해생활보장의기능을광

범위하게이행하였으며, 그결과도시주민과농

촌주민들은그들이소속된단위(單位)2)와 밀접

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개혁개방 이후에

노인복지제도는점차“국가-사회보장제”로전

환되었다. 국가-단위-개인사이에사회복지의

공급과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는 상황 하에서,

국가가 여전히 사회복지제도의 수립을 주관했

지만, 과거정부가단위를바탕으로사회복지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책임지던“국가-단위보장

제”에서정부, 기업, 개인, 사회단체등여러주

체(actor) 혹은 조직(organization)들이 사회복지

의책임을공동으로분담하는“국가-사회보장

제”로 탈바꿈하였다. 한마디로, 개혁개방 이전

의중국노인복지는단층적인“국가-단위보장

제”로, 개혁개방이후의중국노인복지는다원

화된“국가-사회보장제”로요약할수있다.

1) 개혁개방이전중국의노인복지제도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노인복지제도는 국

가-단위보장제하에서도시주민과농촌주민은

각각소속된단위(도시에서는단위, 농촌에서는

집체)와불가분의관계가맺었다(鄭功成, 2008).

도시와농촌으로구분되어형성된이원화된경

제·사회구조가 명백하게 사회복지제도 전반

에 영향을 미쳤다(김병철, 2008). 그리하여, 전

형적인 국가-단위보장제 하에서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은서로다른형태와수준의복지혜택

을누렸다. 이에따라, 도시와농촌의사회복지

제도는표면적으로그성격과내용에상당한차

이가존재했다(王國軍, 2005). 다음〔그림 1〕에

서보다시피, 개혁개방이전에이원화된구조가

전반적인사회복지제도에그대로반영되었다.

1) 단위(單位)란 생산이 수행되는 기층 조직인 기업, 사업조직과 국가기관 등으로 구성된 조직형태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생산 영역뿐

만아니라도시주민의생활과재생산의영역까지포함하는공범위한공간을지칭하는일반적명칭이기도하다.

2) 도시주민은 각종 공공기관, 사업(비영리)단위와 기업(영리)단위에 소속된 반면, 농촌주민은 인민공사(人民公社), 생산대대(生産大隊)

또는 소대(小隊) 등 집체조직)로 분할되어각단위에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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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부분 도시주민들은 단위(單位)를

중심으로구성되었고, 정부주도하에서“고취

업 및 저 임금”정책과 광범위한 사회복지제도

가 실시되었다. 도시주민은 국가로부터“철밥

통(鐵飯碗)3)”과같은평생취업을보장받고단위

에배정되었고, 단위는평생취업제와함께호의

적인 복지혜택을 도시주민에게 제공하였다(조

흥식·김병철, 2007). 단위에 소속된 근로자는

근로기간동안생, 사, 병, 노를모두단위로부터

임금과복지를의지하여해결하였고, 퇴직이후

에는 단위로부터 양로금을 지급받았다. 반면,

단위에서 제외된 노인들은“삼무(三無)4)”계층

으로 분류되어 민정부(民政部)5)로부터 공공부

조를지급받았다(Shang and Wu, 2004).

한편, 농촌에서농업합작화가진행됨에따라,

특히 전국적으로 인민공사(人民公司)6)가 수립

된후, 근로능력이있는농촌주민은집체노동에

가담했고, 집체경제를의존하여기본적인생활

보장과사회복지의혜택을받았으며, 그비용은

인민공사와생산대대단위회계의수입으로충

당되었다. 하지만근로능력이결여되거나상실

한계층에해당되는노인은아동, 과부, 장애인

그림 1. 개혁개방이전도시와농촌으로이원화된국가-단위보장제

3) 철밥그릇(면직될염려가없는)이나 확실한직업(주로 국영기업체직장혹은공무원을가르킴)을 가르킨다.

4) 구체적으로 삼무(三無)계층은 다음과 같다: 1) 자신 스스로 부양할 능력(근로능력) 없거나, 2) 단위나 친척이 없으며, 3) 법적부양인

이없는계층을포함한다. 

5) 민정부는 중국의국가최고행정기관인국무원(國務院) 산하 중앙정부의부서로써사회행정사무를주관하며, 사회복지 측면에서재

해구제, 도시와농촌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 농촌 오보제도등사회의취약계층에게복지를제공하는기능도가지고있다.

6) 1958년에 설립된, 중화 인민 공화국의 농촌 행정 경제의 기본 단위.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력과 자본을 집중적으로 활

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 국가 계획 경제의 말단 조직으로, 처음에는 집단농장의 통합으로 시작되었지만, 농업활동에만 종사했던 집

단농장과는 달리 지방 정부를 감독하고 모든 경제·사회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다목적 조직이 되었다. 가장 작은 구성단위는 생산

대(生産隊)이고, 그 상부조직이생산대대(生産大隊)이며, 생산대대가모여인민공사를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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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기타의지할곳이없는사람과함께“오보(五

保)7)”공양대상자로분류되어집체경제가그들

의기본적인생활을책임졌다.

이처럼개혁개방이전의중국노인복지제도

에서 단위(도시의 단위와 농촌의 집체)는 전반

적으로 노인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였다. 국

가-단위(집체)보장제하에서, 대다수노인들은

각각도시의단위나농촌의집체내에포함되어

기본적인생활을보장받았고, 포함되지못한소

수 노인들은 정부산하 민정부로부터 직접적으

로부조를받았다. 이러한국가-단위(집체)보장

제하에서, 사실상국가는“부애주의”을바탕으

로노인들의기본적인생활을전적으로책임졌

다(鄭攻成, 2003). 이러한점은도시와농촌주민

이“출생하고 성장하여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

는데의지할곳이있다”는점을강조하는사회

주의식사회복지의특징을띠고있었다.

(1) 중국 도시의양로제도

신중국성립이후, 도시에서는 1950년대초

반부터단위중심의양로제도(養老制度)를수립

되었다. 도시에거주하는대부분노인들은그들

이젊은시절에한평생단위를위해일했고, 퇴

직후에는그들이이전에소속된“단위”로부터

양로금과각종복지혜택을받으며단위를중심

으로한생활을영위했다. 한편, 단위에소속되

지못한소수의노인층은주로가정에의해노

년생활에보장받거나의지할데없는홀로된노

인은민정부의공공부조대상이되었다. 말하자

면, 개혁개방 이전에 중국 도시의 양로제도는

본인의기여보험료를기반으로재정을충당하

는 양로보험식이 아니라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의색깔이농후한국가-단위제모델의비기여

식(non-contributory) 양로제도였다. 즉, 근로자

의보험금기여와관계없이국가는단위를통해

재정적으로지원했고, 퇴직이후단위가양로금

을 주는 국가-단위보장형 양로제도라고 말할

수있다. 

도시의양로제도는단위(크게기관(機關)8), 사

업단위(事業單位)9), 기업(企業)으로 구분됨) 근

로자를 위해 수립된 사회복지제도였다. 먼저

1951년 2월, 정무원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노

동보험조례」와 그 이후 수정안을 통해 기업근

로자의양로보험제도를확립하였다. 한편, 1955

년 12월, 국무원에서는「기관및사업단위근로

자의 퇴직처리 임시시행방안」을 반포하였다.

이두가지제도에서근로자개인은양로보험비

를납부할필요가없었고, 양로금은근무기간과

임금수준에 따라 달라졌다(Guan, 2005). 1956

년에 이르러, 도시의 기업근로자,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근로자의 양로제도가 모두 수립되었

다. 하지만, 단위별로 양로제도가 동일하지 않

았기 때문에, 국무원은 1958년 2월 정식으로

7) 오보제도는의, 식, 주, 의료, 장례(어린이경우교육) 등 다섯가지방면에걸쳐복지를제공하는집체복지사업이다.

8) 소위 국가기관을의미하고, 국가가그직능을행사하기위해설치한각종조직이다. 

9) 사업단위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설치한 공익성을 띤 기관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동일

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업단위는 국가로부터 재정보조를 통해 지원받는다. 예를 들면, 학교나 연구소는 전액 지원대상 사업단위

에속하고, 병원은차액지원대상사업단위에속하며, 국가로부터일체지원을받지않는자주적인사업단위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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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처리에 관한 임시시행방안」을 반

포하여, 기업과 기관 및 사업단위근로자 간의

양로제도를통일하였다.

그러나, 1966년부터“문화대혁명”의 혼란한

시대에들어섬과따라, 도시의양로제도는심각

하게훼손당했다. “문화대혁명”기간동안, 노동

자조합은 정지되었고 사회보험관리기구가 폐

쇄된상태나다름없어양로제도와관련된규정

이공백상태이었으며, 퇴직조건에부합되는수

많은 근로자는 타당한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劉傳濟·孫光德, 1987). 이와동시에, 노동보험

은재원조성의기능을상실하였고, 근로자양로

제도는사회사무에서근로자가소속된단위의

내무 사무로 바뀌면서 분할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기업보험”형태가유지되었다.

1976년 10월, “문화대혁명”이종결된후, 국

가는 양로제도를 회복하고 재건하는데 주력하

였다. 1978년 6월,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

무회원회 제3차 회의에서 비준되고 국무원이

반포한「늙고약하고병들고장애를앓는간부

를안치(安置)하는데관한임시시행방안」과「생

산직근로자의퇴휴와퇴직에관한임시시행방

안」은 1958년에 반포한퇴직방안에대한전면

적인 수정안으로써, 기업, 기관 및 사업단위에

서 실시하는 통일된 퇴직제도를 다시 두 가지

법규로구분하여규정하였다(鄭功成, 2003). 이

처럼단위사이에구분된퇴직제도로인해기업

근로자와 기관 및 사업기관근로자의 퇴직제도

에이중구조가유지되었다. 게디가, 1980년 10

월에퇴직간부를위한수준높은양로제도(퇴

직금, 의료혜택, 기타부조도포함)가 추가적으

로신설되었다(鄭功成, 2008).

(2) 중국 농촌의양로제도

신중국성립이후, 중국농촌지역에서는도

시와같은양로제도가형성되지않았고, 농촌에

서는토지보장을경제적기반으로해서가족이

나친지가노인을공양하여노후문제를해결하

는 전통적인 가정양로식이었다. 신 중국 성립

초기에단행된토지개혁을통해농민은분배받

은토지를바탕으로기본적인생활을보장하였

다. 또한 농촌노인복지는가정을의지하여노

인들의 기본욕구를 충족하였으며, 농촌지역에

서 집체경제가 주도시기에는 노년들의 생활복

지는주로집체가떠맡았다. 하지만 명의상집

체가기본적인생활요구를부담했지만, 실제적

으로여전히가정이노인들의노후문제를책임

졌다. 이러한형태는당시중국농촌경제의낙

후성과계획경제시기에도시위주의개발정책

이결합하여이루어진것이다.

한편, 의지할데없는일부노인들을위해오

보제도가실시되었다. 1956년 6월, 제1회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고급 농업합작

사시범장서」를통과하였는데, 농업생산합작사

는완전히혹은일부노동력을상실한사람, 의

지할데없는홀로된노인, 장애인, 아동등을위

해생산이나생활에필요한적당한조치와보호

를제공하고, 그들이 먹고, 입고, 자는 것(연료)

을보장하고아동들의교육과노인들의사후장

례를보장하도록규정하였다. 오보공양의수준

은해당지역주민의일반수준보다낮아서는안

되며, 오보공양의비용은보호대상의기본생활

비(수도세와전기세포함), 의료비, 장례비, 관리

등복리서비스센터와경로당에필요한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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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수리비, 설비보수비 등을 포함하였다

(오정수, 2006). 하지만문화대혁명시기에집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이

대신하여농촌노인복지의책임을떠맡았다.

개혁개방이전중국의양로제도는주로도시

근로자를위해수립되고, 국가가도맡아책임지

고, 단위가 처리하며, 단층적이며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바탕으로 한 국가-단위보장

형 양도제도였다. 한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국가가직접적으로관여하는강제적형식의양

로제도는존재하지않았고, 토지보장과가족보

장을 바탕으로 노후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인

가정양로식이었다. 그러므로, 개혁개방이전중

국의양로제도는크게도시에서단위의양로제

도를 통해 노후문제를 해결하는 단위보장식과

농촌에서가정과토지를통해노인부양의책임

을떠맡은가정보장식으로나눌수있다.

2) 개혁개방이후중국의노인복지제도

개혁개방이후중국사회복지제도에큰변화

가생기면서단위에대한국민의의존성이점차

약화되었다. 주요변화는개혁개방이전의전통

적인“국가-단위보장제”에서는“국가-단위-

개인”간의수직적관계가분명했지만, 개혁개

방 이후에 전통적인“국가-단위보장제”가 점

차 약화되면서“국가-단위-개인-시장-지역

사회-가정”간의관계가점차다원화되는추세

이다(그림 2 참조). 먼저“국가-단위보장제”에

서단위에소속된주민은단위를통해보편적인

복지를 제공받은 반면, 단위에 소속되지 못한

주민은국가보조(주로민정부를통해)와가족보

장을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받았다. 반면, “국

가-사회복지제”에서 단위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주민은국가나단위뿐만아니라시장, 지

그림 2. 국가-단위보장제에서국가-사회복지제도로의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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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 가정등더욱다양해진경로를통해기

본생활을보장받는경향을보인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에 국가가 여전히 사회

복지제도를 주관하고 있지만, 과거 단위가 사

회복지의 책임을 도맡아 처리했던“국가-단

위보장제”에서 여러 주체 또는 조직(정부, 기

업, 사회단체와개인등포함)이공동으로사회

복지의 책임을 분담하는“국가-사회보장제”

로전환되고있다. 국가는입법을통해전국민

의공감대를형성하여사회복지제도를확립하

였고,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복지를 실시

하면서 점차“국가-사회보장제”를 형성하고

있다(鄭攻成, 2003). 경제체제 개혁으로 인해

점차국가-단위(혹은집체)-개인의이해관계

가다원화되면서, 단위(혹은집체)와개인의기

여금을 바탕으로 한 양로보험제도가 새롭게

실시되었다.

하지만, 도시와농촌의양로보험제도에서이

원화된구조가계속잔존하였다. 비록양로보험

제도가 농촌지역에 확대·적용되어 농촌주민

들도양로보험혜택을누릴수있게되었지만,

기본적인내용에서커다란차이를나타냈다. 가

령, 도시의기본양로보험제도는제도변형시기

와함께장시간에걸쳐기본적으로거의완전한

골격을갖춘반면, 1990년중반부터실시된농

촌 사회양로보험제도는 농촌의 현지실정을 감

안하여 개선·발전되면서 여러 부분에서 도시

기본양로보험제도와 구별되는 방식을 채택하

여도시와농촌으로이원화된특징을보여준다

(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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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국 도시와농촌의양로보험제도중이원화구조

도시기본양로보험제도 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

보장방식

보장대상

재원출처

통주범위

복지성질

재원운용

사회통주10)와 개인계좌상호결합11)

도시 근로자

국가, 기업, 개인이공동부담

성(省)급 통주

강제성

부분 적립식 (부과방식/Pay as you go 에서 부분적립방

식/some form of partial accumulation 로 전환

(Elisabeth, 1999)

가정와토지복지, 지역사회보조

조건에부합되는지역에서실시

개인의 납부 위주, 집체의 보조로 보충되고,

국가가정책적으로지원

현(縣)급 통주

자원성

완전적립식 (개인저축적립제)

출처: 王國軍(2003); 度國株·王國軍(2000) 

10) 사회통주(社會統籌)는 중국특색의개념으로써, 사회에서통일적으로조달한다는의미이다. 

11) 기업과 근로자는 모두 일정한 비율로 양로보험비를 납부하는 의무를 지며 그 납부비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사회보험을 처리하는

기구의 통수기금계좌와 근로자가 소유하는 개인계좌를 별도로 구별되며 근로자의 퇴직대우는 사회통수 부분의 양로금과 개인계

좌의적립금으로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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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도시의양로보험제도

개혁개방정책이후, 경제체제개혁이추진됨

에따라, 근로자 양로제도에대한개혁이감행

되었다. 1980년대초기에농촌에서가정책임제

실시이후, 도시역시경제체제(특히, 국유기업)

개혁을실시함에따라들어섰고, 정부와기업의

분리, 기업의 경영자주권 확대, 기업의 시장경

쟁참여, 기업경영에대한책임등여러환경의

변화로인해개혁개방이전의양로제도는새로

운사회·경제변형시기에어울리지못하였다.

결국,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

환은 사회화된 양로보험제도가 요구되는 사회

적배경을형성하였다. 

도시양로보험제도의변천은 1984년부터일

부지역에서개혁개방이전의양로제도에대해

시범적으로 진행하였다. 1986년에 전국적으로

노동계약제가추진됨에따라, 정부가단위를통

해도맡아처리했던취업구조가철저히바뀌었

고, 근로자의취업은더이상철밥통이아닌노

동계약을맺는형식으로계약의제안을받게되

었으며, 근로자는자유로운선택권과유동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단위인에서 사회인으로 바뀌

었다(鄭攻成, 2008). 국무원에서는「국영기업노

동계약제실시임시규정」을반포하여노동계약

제 근로자의 양로보험제도에 있어 사회통주를

실시하고, 양로보험의재원은기업과근로자가

각각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금이

부족할때국가가지원할것을규정하였다. 그

리하여, 개혁개방이전의기업중심형양로제도

가무너지고, 고용업체와근로자가공동으로보

험금을 납부하는 사회통주형 양로보험제도로

전환되었다. 

1991년6월, 국무원에서는「기업근로자양로

보험제도개혁에관한결정」을반포하였고, 전

국적으로 도시 기업근로자의 양로보험 개혁을

진행하였으며, 노동부와인사부는각각도시기

업근로자, 기관및사업단위근로자의양로보험

을관리하도록규정하였다. 1993년 11월, 중공

제14차 3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결

정」을 통과시켰으며, 명확하게 사회통주와 개

인계좌를 결합한 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기업근로자 양로보험제

도가점차사회통주로바뀌었으며, 기관 및 사

업단위근로자의 양로보험 역시 제한적이지만

개혁을실시하였다. 같은 해정무원에서는「국

가공무원 임시시행조례」, 「기관근무자 임금제

도 개혁 실시방안」, 「기관 및 사업단위 임금제

도개혁실시중몇가지문제에관한규정」등

을통해공무원의퇴직조건과퇴직금의산출방

안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다. 

1995년에공포된「기업근로자양로보험제도

개혁을심화시키는데관한통지」에서는사회통

주와개인계좌가서로결합한구체적인실시방

안이 수립되었으며,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자

체적으로실시하였다. 1997년 7월, 국무원에서

는지역별로자체적으로운영되는문제를막기

위해, 「통일된기업근로자의기본양로보험제도

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반포하여 개인계좌

의기준과재원조달, 기업납부율, 보험금지급

방안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徐德正·韓侯

江, 2005). 또한, 기업은 근로자를위해근로자

의 임금 20%을 납부하고 개인은 본인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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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을 납부하며(1997년 기준), 1998년부터 근

로자의부담이점차증가하여본인임금의 8%

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기업이 납부한 양

로보험금의 일부는 사회통주계좌에 들어가고

다른 일부는 개인계좌에 들어가며, 개인이 납

부한양로보험금은개인계좌에들어간다고규

정하였다. 하지만, 2000년말에 국무원이 반포

한「도시 사회복지체계를 개선하는데 관한 시

범지역 방안」에서 기업이 납부한 양로보험금

전부는사회통주계좌에들어가고, 개인이납부

한양로보험금은전부개인계좌에들어간다고

새롭게규정하였다. 이방안은 2001년 7월 1일

에정식으로요녕성의전지역에서시범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의 공헌은 사

회통주과개인계좌를서로결합시킨양로보험

제도를확립함으로써중국양로보험제도의기

본모델을명확히했으며보장범위를확대하는

데크게기여하였다.

(2) 중국 농촌의양로보험제도

개혁개방이후, 이농현상과인구고령화현상

이심화됨에따라, 기존의가정과토지중심으

로 한 복지기능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경제개혁으로 인한 변화는“국가-단위

보장제”의 경제·사회적 기초를 흔들었다.

1980년대초기에농촌에서가정책임제(家庭承

包制)가실시되면서, 인민공사제도가해체되었

고, 본래의 농촌 사회복지제도를 뒤받침했던

집체경제마저 그 기능을 점차 상실하였다. 이

렇게변화된환경은직접적으로농촌의“오보”

공양제의 실시에 영향을 미쳤다. 토지보장 기

능이 약화되었고, 국가계획생육정책 실시 후

가정의평균인구가감소하면서가정보장의기

능이약화되었으며, 농촌도양로보험방식으로

농촌주민의 양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鄭攻

成, 2008).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정부는 점차 농촌

양로보험제도에관심을보였으며, 1980년대후

반부터 양로보험제도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1992년 1월, 국무원은상해, 절강, 강소등경제

적조건이좋은지역에서「현급농촌양로보험

제도 기본방안」을 제정·실시하였는데, 그 대

상자인 비(非) 도시호구의 농촌주민은 남녀 모

두20~60세까지보험료를납부하며, 개인의납

부를위주로하고집체경제의보조가지원되고

국가가정책지원을하도록규정하였다. 「기본

방안」이실시된후, 농촌의양로보험제도는재

원, 감독, 정책등전반적으로개선되었고, 양로

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7년

말양로보험가입자가7,452만여명에이르렀다.

하지만, 농촌양로보험제도의실시과정에서, 재

원가치의유지및관리부실, 재원의오용, 부패

현상등여러문제들이드러나면서전국적으로

농촌 양로보험가입자가 점차 줄어들었고 재원

확보및운용에어려움을겪게되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양로보험이 정체되는 현상까

지발생하였다. 1998년, 농촌 양로보험은민정

부 주관에서 노동·사회복지부로 넘겨지면서

정리정돈의단계에들어섰는데 2002까지지속

되었다. 그 동안, 농촌 양로보험가입자는 점차

감소하였는데, 1998년 약 8,025 만여명에서

2002년에 약 5,462 만여명으로 감소하여 농촌

양로보험제도가 오히려 후퇴되는 현상을 보여

108 _ 보건복지포럼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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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표3 참조).

비록농촌양로보험제도가농촌노인들의노

후생활을위해일정한보장기능을수행하고있

지만, 양로금을실제로수령한주민은전체가

입자의5% 가량에미치지못하는실정이다. 또

한, 가입율이낮고적용범위가좁다는점이문

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2000년, 농촌 양로보

험의매월납부액은최하 2 위엔으로가입자의

연평균보험납부비는약22.5 위엔으로도시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대부분 농민들은

이처럼 적은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기본적인생활요구를만족시키기어렵다.

또한, 농촌 양로보험의 가입율도 상당히 낮다.

아래의<표2>에서보다시피, 성장율이가장높

은해는1998년이고, 이때가입자는8,025만여

명이며, 전체농촌인구에대략10.3%을차지할

뿐이다.

3. 이원화된구조상에서드러난
중국노인복지제도의문제점

도시와농촌의사회복지제도간에존재하는

이원화된제도로인해도시와농촌의노인복지

제도사이에차이가발생했고, 그적용범위, 재

원확보, 보장수준등의차이로인해여러문제

가속출하고있다. 이러한 문제들을도시의기

본양로보험제도와농촌의사회양로보험제도를

비교하면서살펴보고자한다(표1 참조).

첫째, 도시기본양로보험의적용범위와농촌

사회양로보험의 적용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존

재한다. 예를 들면, 2006년 도시 기본양로보험

에의해실제로적용된인구는24,176만여명중

18,649명으로 적용률이약 77% 임에 반해, 농

촌에서사회양로보험에의해실제로적용된인

구는57,880만여명중5,441만여명으로약10%

에 그친다(勞動社會保障部社會保障硏究所,

표 2. 농촌 양로보험가입현황

년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가입자(만명)

2718

5142

6594

7452

8025

6461

6172

5995

5462

5428

5378

-

89.18

28.24

7.55

7.69

-19.5

-4.7

-2.87

-8.89

-0.62

-0.92

17.2

26.9

31.6

61.4

-

-

97.8

-

-

198

205

성장률(%) 수혜자(만명)

출처: 노동사회복지사업발전통계보고, 중국민정통계년감(199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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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전체인구의80%을차지하는농민의양

로보험보장범위가약10%에그친다는사실은

양로보험에배제된그밖의농촌주민은단순히

가정을 의존해서 노후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에미래중국노인복지제도에있어큰도전

으로여겨진다.

둘째, 농촌사회양로보험의재원확보및운

영에어려움을안고있다. 정부가 도시기본양

로보험의실시를위해재정적으로지원하는것

에 반해, 정부는 농촌 사회양로보험의 실시에

따른전반적인원칙에관해정책적인지원만할

뿐구체적인재원확보및운영에소극적이다.

재원체제를살펴보면도시와농촌간의상당한

차이를확인할수있다. 2003년도통계에따르

면, 도시 기본양로보험제도에서국가, 기업, 개

인의보험납부율은각각17.3%, 59.1%, 23.6%

임에 반해, 농촌 사회양로보험제도에서 국가,

기업, 개인의납부율은각각3.3%, 14%, 82%를

나타냈다(薛興利·房昌習·陳磊, 2006). 도시

기본양로보험의 재원은 주로 국가와 단위에서

비롯되는반면, 농촌사회양로보험에서는개인

이주로비용의책임을지는양상을보여준다.

여기에서미루어알수있듯이, 농촌사회양로보

험제도에서 개인이 납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

며, 이는 농민의부담을가중케하여가입율을

저하시키는근본적인원인으로지적된다.

셋째, 도시기본양로보험의급여수준은농촌

사회양로보험의급여수준보다훨씬높다. 2006

년도통계에따르면, 도시기본양로보험의급여

수준은 농촌의 사회양로보험의 급여수준보다

약15배가량높다. 도시기본양로보험가입자는

평균매년약 10,325 위엔을지급받은것에반

해, 농촌 사회양로보험가입자는 평균 매년 약

695 위엔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勞動社

會保障部社會保障硏究所, 2007). 농촌사회양로

보험가입자가지급받은보험금은농민평균소

득의대략6분의1에미치지못하며, 농민평균

지출의대략4분1에이르지못하는실정이다.

현 상황을미루어볼때, 농촌사회양로보험

제도는 도시 기본양로보험제도와 비교하여 다

방면에 걸쳐 개선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특히,

농촌 사회양로보험제도의 재원 조달과 급여수

준이낮기때문에, 농촌노인들이양로보험금을

의지하여 그들의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하여, 대부분농촌주민은노후문

제에 대해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농촌노인들은기본생활의욕구조차만족

시키지못하는현실에놓여있다.

4. 결론

중국 노인복지제도는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사회-단위보장제”에서현대화의요구에따라

점차“국가-사회보장제”로 변형되어 왔다. 이

러한제도전환에도불구하고, 개혁개방이전의

전통적인“국가-단위보장제”하에서 도시와

농촌으로이원화된구조가개혁개방이후의양

로보험제도에서도 잔존하였다. 비록 도시에서

실시되었던 양로보험제도가 점차적으로 농촌

지역으로 확대되어 농촌주민들도 양로보험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되었지만, 도시와 농촌의

양로보험사이에기본적으로상당한차이가존

재한다. 농촌양로보험제도가시기적으로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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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실시된점이외에도, 도시의양로보험제

도는농촌의양로보험제도에비해그적용범위,

급여수준, 재원등에서훨씬양호한편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단위보장제에서국가-사

회복지제로의전환은중국노인복지제도, 특히

양로보험의발전과정에있어, 중요한의미를지

닌다. 이러한전환은새로운제도로의이동이라

는차원을넘어서과거사회주의하에서단층적

인 단위중심의 사회주의식 복지제도에서 벗어

나시장주의경제구조하에서국가의책임을줄

이고점차다원화된사회주체의참여를유도하

고자한다. 즉, 국가주도하에서사회의다양한

주체혹은조직들과함께공동으로노인복지의

책임을분담하는방향으로나아감으로써, 노후

문제를방지하기위한최소한의국가역할을수

행하는것을근간으로하는잔여적인복지정책

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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