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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급격한 사회 변화는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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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1997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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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아시아 각국 사회안전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물론이고, 경

제위기 이후 각국 정책추진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적 사회안전

망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연구 일반

에서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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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선진제도를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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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ocial Safety Nets in Asian countries 

It is debatable whether social safety nets knitt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can work in the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in a time 

when social change is so rapid.

Asian countries have been battered by two economic crises of 1997 

and 2008/2009, and the poor and vulnerable in the region were hit 

hard. Thus, it is opportune to look into how social safety nets set up 

by each Asian country to protect them work, and important to discuss 

the direction of mid-to long-term policies for social safety nets in a 

way that minimizes negative repercussions that could resul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safety 

nets in the region:

First, enhancing social safety net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requires both the development of social insurance programs as well as 

short-term or temporary social assistance programs.

Second, there can’t be a single social safety net that works in all 

countries. Thus, it should reflect the social norms, historical or 

institutional traditions,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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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ies, and capacity of local areas in the light of the preference of 

people. 

Third, social assistance programs are an effective tool in mitigating  

the impact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the short term, however, 

in order to provide continuous cushion from the outside impact and 

to alleviate poverty, other forms of long-term social security services 

such as education and medical and nutrition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Fourth, to prevent the leakage of budget and efficiently implement 

social safety net programs, it is essential to obtain trustworthy 

information on who the vulnerable are and whether those selected to 

be the beneficiaries are the right ones.

Fifth, Asian countries need to enhance social security by expanding 

social insurance programs and raising their management efficiency.

Lastly, it is important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to multilateral or 

bilateral social aid agencies in the development, targeting and 

monitoring of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the analysis and collection 

of data for thei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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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 국가의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제도

  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전 국민에게 무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지방에서도 제공되고 있다. 건강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은 GDP의 3%이다.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서비스 수준과

품질이 달라진다. 적극적인 빈곤퇴치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인도네시아 정부

는 취약한 계층에게 식량을 지원한다. 또한 원조 공여국과 자선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한다.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공공부조성격의 지원

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약 2년 전 연료 보조금을 줄이면서 전국 우체국을

통해 가장 빈곤한 가계를 대상으로 현금을 주는 현금 보상 제도를 도입했

다. 또한 정부는 수혜자 가족의 교육과 건강제도 참여를 개선하기 위해 조

건부 현금지원(Conditional Cash Transfer)의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4년 10월 국회의

국가사회보장법(RUU Jamsosnas) (SJSN Act No. 40/2004)이 통과된 후

나타났다. 이 법은 사회보험 원칙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산업재해, 노령(퇴직 기금), 연금, 사망 급부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행정적 문제로 인해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법은 정부가 일반

대중을 위한 사회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와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재무, 기관, 조직, 규제의 역량 간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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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회보험은 훨씬 더 강하지만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다. 

군인과 공무원, 일부 민간 부문에 대해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며 다양한 보

장 수준을 제공하는 여러 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민간 부문 근로자를 담

당하는 법안은 1992년 통과되었다.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매월 총500만 루피아의 급여를 지불하는 회사의 민간 부문 근로자는 사회

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영향을 받는다. 이 법은 퇴직기금에서 일괄

지급 하는 형태로 노령, 유족, 장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만약 개인이 6

개월간 실직 상태라면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질병과 출산에 대한 보장으

로서 의료 혜택이 가입 고용주에게 제공된다. 이 경우 고용주는 가족 보장

을 위해 납입을 해야 하는 직원을 대신해 납입을 한다. 더 나은 형태의 보

장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세금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농부, 어부 등 대형

비공식 부문에 있는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 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보장 제공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가 납입을 하는 공식 부문 근

로자의 약30%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고 추산된다. 매우 많은 고용주들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근로자와 그 가족 중 10%에 못 미친다.  

  나. 말레이시아  

사회복지부가 관리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빈곤층, 장애인, 편부모, 고

아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공부조성격의 지원을 제공한다. 일반인들은 엄격

한 자산조사를 거쳐 매월 최소 지급금을 받게 되며 이는 1년 동안만 지속

된다. 이 프로그램은 세금을 기반으로 정부의 일반 세입을 통해 재정 지원

을 받고 있다. 일정 기간 이 혜택을 받으려면 자산조사를 받아야 하며 지급

금액은 공식적인 빈곤선보다 훨씬 낮다. 보건부는 포괄적인 건강서비스를

사실상 무료로 제공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총 비용은 GDP의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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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부터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근로자공제단체

(Employees Provident Organization)에서 저축예금의 형태로 노령, 장애, 

유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개별 계좌를 기준으로 일괄 지

불 방식으로 지급하는 보험료 제도이다. 나아가, 사회보장보험은 1969년 통

과한 법에 따라 산업재해, 거동불가와 같은 만약의 사태를 다루고 있다. 질

병, 출산, 실직은 1955년 고용 법에 따라 고용주책임 제도를 따른다. 공무

원은 1949년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보장받고 있으며 평생 가

족에 대한 의료혜택을 포함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

다. 군인은 특별 제도에 따라 보장을 받는다. 

민간 보험은 자발적이며, 만약의 사태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에 명시한 보장에 추가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이 보험제도는 사망,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1차 진료와 입원 단계에서 의료 보장을 가능

하게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상해, 사망, 질병에 대해 보험회사

가 운영하는 특별보험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장 받는다. 

  다. 필리핀

필리핀에서 건강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은 GDP의 6%이다. 그

러나 이 중 사회 서비스에 할당되는 것은 1/5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아동, 

산모 관리, 예방을 강조하면서 시민 누구에게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과 빈곤층에게 기본적인 복지 지원을 제공한다. 금액은 적고 일반적

으로 자연 재해 후 단기간 제공된다.

사회보험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은 노령, 거동불가, 유족에 대해 60세 미

만 민간 부문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발적 제도는 외국 고용주가

고용한 모든 직원들을 포함한다. 공무원과 군인은 별도의 보장을 받는다. 

이 제도는 출산, 질병, 산업재해에 대해 보장한다. 두 개의 단체가 혜택을

관리하며 이들은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고 출산과 질병에 대

한 혜택을 제공한다. 필리핀 건강보험공단(Health Insuranc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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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료 혜택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료 비중이 총 임금의

1%이며 임시, 영구, 유족 연금은 상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사회보장제도

를 통해 산업재해를 처리한다. 노령 연금은 최소 20년간 보험료에 대해 월

평균 부과대상 소득금액의 40%에300페소를 더한 금액이다. 자격에 해당하

지 않으면 일괄지급을 한다. 유족들은 근로자에게 지불 가능한 노령 연금과

동일한 연금을 받는다.

민간보험은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한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필리핀에

서 성장하는 민간보험 시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민간업계 보장의 성장을 촉

진하고 있다.  

  라.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전 국민에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조사 후 빈곤층과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밖에 시민들은 입원비용에 대해 중앙적립

기금(Central provident Fund)에 있는 자신의 메디세이브 저축예금을 활용

한다. 정부의 정책은 자립적인 시민을 만들어 사회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실직자, 장애인, 빈곤층을 위해 해당 정부 병원에

서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특별 사회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사회보험인 경우 중앙퇴직기금이 제공하며 중앙퇴직기금은 혜택 제공 범

위와 자영업자에 대한 의무 보장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은 사회

보험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 개별저축액에 기반 한다. 싱가포르의 중앙퇴

직기금은 네 가지 유형의 개별계좌를운영하고 있다. 주택, 허용된투자, 보

험, 교육 구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반 계좌, 노령 저축예금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계좌, 의료 치료, 병원 치료, 의료 보험에 대해 지불하는 메디세이

브 계좌, 62세부터 주기적인 지급금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55세부터

갖게 되는 계좌. 이는 주로 연간 소득 6,000달러에 해당되는 모든 피고용인

과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저축예금 제도이다. 퇴직 시 지급금은 연금 저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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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괄지급 방식이며 유족은 모든 계좌의 남은 총액을 받게 된다.

싱가포르는 경제가 상당히 발전하고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민간보험 제도

에서 제공하는 보장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마. 태국  

건강과 기타 사회 서비스에 대한 태국의 지출은 GDP의 3.5%이다. 의료

복지 서비스 제도는 인구 중 2,500만 명 즉 41.4 %를 담당한다. 전 국민

을 보장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 사회복지제도는

빈곤층, 장애인, 노인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단기이며 범

위가 제한적이다. 현재,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첫 번째 축이 빠져있다

는 단점이 있다.

태국은 사회보험 원칙을 활용하고 있으며 2004년 상당히 포괄적인 수준

에 도달했다. 같은 해 정부는 노령, 장애, 유족, 출산, 질병, 산업재해, 가족

급여를 포함하는 기타 모든 제도에 더하여 실업에 대한 보장을 도입했다. 

태국은 전 국민을 위해 포괄적 보장을 제공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가

용한 보장을 제공하려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으로서 보장 범위는

총 노동인구의 20% 미만이다.

태국의 민간보험업계는 1997년 위기 후 성장하고 있으며 민간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다룬다. 또한 태국에는 의료관광이 발전하였으며

이는 증가하고 있는 중산층을 위한 민간보험 보장 혜택의 성장을 뒷받침하

고 있다.  

  바. 베트남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과 참전 군인에게 제공되는 보장은 포괄적이다. 빈

곤층으로 구분된 경우 복지부서의 지원을 받는다. 이들은 정부 병원에서 무

료 의료 지원을 받는다. 또한 국영기업을 통해 사회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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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과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은 과

거 공산주의의 틀에 해당되는 조합, 생산 팀, 지방에 존재하는 단체의 지원

을 받는다.

사회보험제도는 2002년 도입되었으며 3개월 이상 근로 계약을 한 민간

과 공공 부문의 모든 직원을 보장한다.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보장혜택이 제공된 지얼마되지 않았기때문에 노령과 유족 연금에

대한 보험료납입 최소 자격이 해당되는 2017년이 되어야 연금이 지급될 것

이다. 의료 혜택에 대한 보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 학생, 농부, 

염전 근로자가 보장을 받는 반면 자영업자들도 자발적으로 이 제도에 가입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 혜택만을 제공한다. 그러나 출산에 대해 120일

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출산 장려금을 주는 등 질병과 출산에 대한

현금 혜택이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질병 수당은 정부

병원을 통해 제공되며 비용은 일정예산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지불하는 보

험료에 대해 단체 별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2003년 개정된 산업재해 법은

정부 근로자와 군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임시 혹은 영구적 장애, 사망에

대해 보장이 제공된다. 장애 그룹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당한 지급금을 지불

하며 유족은 일괄지급을 포함하여 매월 연금으로 해당 직원 임금의

40%~70%를 받는다. 민간보험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이다.  

2. 아시아 국가 사회안전망제도의 문제점

베트남, 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이와 반면에 싱

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우 사회보장은 약 반세기 동안 발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은 공식적인 민간 부문의 일부 근로자에게 제한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은 지리적으로 제한적이거나, 직원 수에 의해 제

한을 받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이 공공 부문과 군 인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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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보험제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위한 일반적인 사회안전망을 갖

추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취약하거

나 피상적이며, 노후 소득보장, 건강, 기타 필요한 부분에 있어 통합적 시각

이 부족하다. 현재 존재하는 사회보장은 매우 제한적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

을 갖고 있다.  

○ 여러 조직에서 사회보장을 취급하는 분산된 행정

○ 공식 부문 일부에게 제한되어 있는 보장 혜택

○ 주로 노후 보장에 초점

3. 아시아 국가 사회안전망의 발전방향

첫째, 개발도상국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은 단기적 혹은 임시적

인 사회부조 프로그램뿐 아니라 사회보험과 같은 중․장기적 사회보장 프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개념을 확장하고 가능한 위험 관리 제도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제도의 결함을 드러

내주며 프로그램 간 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사회안전망의 개발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

의 선호를 인식하여 사회 규범, 역사적, 제도적 전통, 경제발전 단계, 국가

우선순위, 지방의 능력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시아 국가는 주의 깊게 사회

보장제도를 개발하여 매우 관대하고 값비싼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일부 유럽

국가의 실수를 피해야 한다.

셋째, 사회부조는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같은 세계화의 충격을 단기

적으로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빈곤

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영양과 같은 장기적인 사회보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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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공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넷째,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재정 균형과 관리

효율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는 최적 예산, 표적화와 서비

스제공을 위한 행정 인프라, 제도 감시 및 평가를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 

재정의 누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나, 이것은 투명성의 부족 혹은 부패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표적화, 저조한 관리 능력, 불충분

한 준비, 잘못된 공공 지출 우선순위로부터 야기된 결과일 수 있다.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전반적인 기획, 조정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기금

동원, 시행 감시, 프로그램 평가, 시행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재정의 누출을 막고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

해서는,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선정된 사람이 규명된 취약계층에 속하는지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자영

업자와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보 수집이 특히 어려

운 현실이다. 

여섯째, 아시아 국가는 사회보장보험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업 보험은 위기 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비록 근무 중 사

고와 질병에 대한 사회보험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연금제

도와 의료보험은 여전히 표적 인구의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관리 강화

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관리를 통합하고, 보험금징수를

위해 국가적 세금기관과 협력하는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자적, 양자적인 사회부조 기관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고

안, 표적화, 모니터링,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또한 직원 교육, 전문가 자문 제공, 

모범사례 전파를 통해, 사회안전망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에도 보다 많은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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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안전망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요소

제1절  위기대처정책

취약계층의 보호 및 원조를 위한 위기대처정책의 혼합과 연쇄는 우선적

으로 사회적 영향을 염두에 두고 조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평하고 지속시

킬수 있는 성장정책의 이득감소를 피하기 위해 위기대처 정책들이 거시경

제의 틀과 일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빈곤층에게 불리한 영향을 적절하게 상

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안전망은 경제안정과 사

회보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  

안정된 정책으로의 이행을 쉽게 하는 것 이외에도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안전망은 사회적인 위험성을 전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노력의 주요한

부분이다.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경제위기들은 개인 및 세대들이 위기로 인

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소모하게 하였다. 자세히

말하면, 각 세대들은 단기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여성들

과 같이 노동시장에 참여토록 하거나 자산정리 및 식생활을 줄이는 방안에

의지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단기적인 빈곤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에는 경제위기 및 다른 위험한 상황에 대해 단기 소득 원조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안하고

주도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인 빈곤과 실업문제를 다루는 제도와는 달리 위

기의 즉각적인 구호역할이 주요한 사회안전망 제도는 재분배라는 목적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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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다. 사회안전망의 주요한 요소는 위기 시 현존제도 자격규정의 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빈곤층을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유연성이다. 그리고 사

회안전망은 위기 시에는 사회보험, 의료, 노동자보호 등에 국한될 수 없고, 

예산삭감에서 나타나는 기본교육 및 식생활 영양 공급 등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폭 넓은 사회제도가 되어야 한다. 

사회 안전망제도와 관련된 경제적 부작용은 초기 제도 고안 시 인지되어

야 한다. 경제 활성을 저해하는 소득재분배에 대해서는 제도 설계 시 빈곤

층 보호라는 목적과 장기적으로 능률적인 경제를 유지한다는 목적이 조화를

이루도록 참고 되어야 한다. 재분배 제도의 설계에는 수급자를 극빈곤자들

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만 제한할 수도 있다.  

예산상으로 사회안전망의 빈곤극복제도는 불가피한 예산의 한계로 제한

을 둘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제도들은 경제위기시에는 보호되어야 한다. 가

장 좋은 재정적인 상황에서도 정부가 사회안전망제도에 지출할 수 있는 한

도는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시에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은 유지되거나

증가되어야 한다. 사회안전망 예산은 중기적 평균 지출에 기반을 두어야 하

고 경제위기 시에는 지출을 늘리고 위기상황이 끝나면 감소하는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한다. 

빈곤층을 원조하는 수단이라는 근본적인 역할 외에,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경기 침체기에는 지출을 늘리고 호황기에는 긴축함

으로써 경제의 자동안정장치의 일부로써의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다. 위기 전 적절하게 수립된 사회안전망 제도는 불경기 및 호경기에 각각

예산지출을 증감하여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자산조사에 기초한 현금

지급(means-tested cash transfer)이 이런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경기가 쇠퇴

하게 되면 현금지급 수급자가 더 많아지게 되고 연속적으로 현금 투입이 이

루어지게 된다. 경제상황에 따라 소득이 향상되면 현금지급 수급자가 줄어

들면서 지출이 자동적으로 감소한다. 

사회안전망이 위기 전에 적절하게 적소에 계획되었다면 사회안전망은 틀

림없이 중요한 자동 재정안정장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거시 경제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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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또한 위기 후에, 

일시적인 세금삭감이나 증가된 지출의 반전을 어렵게 하는 정치적 압박의

경향을 덜 갖게 된다.  

사회안전망제도는 위기 발생 전에 적절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항구적인

사회안전망은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장기적인 목표에 차질 없이 빈

곤층을 보호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 시기에는 사회안전망 제도들은 만성적

인 빈곤층과 경제위기에 상관없이 고통 받는 계층에게 도움을 준다.

제2절 사회안전망의 설계 및 실행

사회안전망의 설계 및 실행에서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뢰도 높

은 정보가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가 부족할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취약계층에 대한 분산자료의 수집을 통해 정보가 정기적으로 보강되고 국

가 및 지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목표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

어 제도시행, 관리비용, 효과 등에 대한 정보 또한 정기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정부 내에 자료 분석 및 기획부서가 마련되어

있으며 빈곤 및 사회경제적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주기적인 국민조사가 실

시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렇게 얻은 자료를 통해 사회안전망 제도의 대

상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족계획청의 데이터베이

스를 근거로 쌀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몇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인

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매년 전 국민 사회경제 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위

기 상황에서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도구는 실효성 있는 대상설정 기능을 하

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 경제적 위기 상황 하에서는 다양한 인구집

단이 타격을 입는 만큼 상당한 소득변화가 발생한다. 위기 전의 고정적인

빈곤 평가에 의존하면 위기 상황의 빈곤역학을 이해하기에 부족하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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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간과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도

네시아의 경우 빈곤관련 보건영양 프로그램의 최초 대상설정을 위해 기존의

데이터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지방 및 촌락 차원에서 수행한 평가에서 얻

어진 정보로 보강해야 했다.  

빈곤완화 프로그램은 발생하는 수요에 따라 확대와 축소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자격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인과 가구의 수가 변함에 따라 제도의 규모 또한 확대되거나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미한다. 바람직한 위기 전 사회안전망 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을 필요로 한다. 우선 위험도와 대상 집단에 대한 평가와 위기 시 빈곤층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경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 전 계획은 경제

위기시 사회의 어떤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위험도 및 취약도를 평가하는 일로 시작한다. 모든 국민을 위기의 충격으로

부터 차단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사전

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 시 발생할 수 있는 남녀

불평등 등 형평성의 문제도 강조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영양실조가 일어나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를 그만두어 미래에 더 큰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다음으로 위기 전 계획은 실효성 있는 제도의 시행을 위한 방법을 마련

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일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의 타격을 입은

가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직수당과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확대되어야 한

다. 또한 공공근로와 같은 여타의 제도를 통해 위기대응은 더 큰 효과를 거

둘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위기 발생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

라 위기 시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일도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 지방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형평성 높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는 갖가지 재정적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사회안

전망은 올바른 계획 하에 각 지방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 관리 하에 시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재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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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대상계층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요구된다. 

경제위기전 계획의 최종단계는 위기 상황이 수습되었을 때 사회안전망

제도의 규모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때로는 실직수당이

나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과 같이 자동조절 기능을 갖춘 제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외의 위기 상황만을 위해 고안된 제도는 위기 중의 관리

인력과 예산을 위기해소 이후에도 계속 유지한 채로 관료주의적 면모를 고

수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제도 축소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야 한다. 

제3절 사회안전망의 고안과 시행시의 원칙

한 국가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경제위기의 타격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은

그 국가가 사회안전망의 시행을 위해확보할 수 있는 재원과 제도의 적절성

과 적응력에 달려 있다. 이는 사회안전망의 일부가 사회정책의 상시적 요소

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도는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위기 전 시행되는 사회안전망 제도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에서 빈곤층의 필요에 체계적으로 부응해야 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

한 대응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제도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위

험관리체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위기시 어떤 제도를 어떻

게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제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관리 및

재원의 한계도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고안과 시행에서 지켜나가야 할 몇가지의 원칙이 있다. 우

선 빈곤층을 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안전망은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새로이 발생한 빈곤층은 물론, 위기 전과 비교

해 경제능력이 더욱 감소한 기존 빈곤층 또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상시

빈곤퇴치 제도가 있다면 기존의 빈곤층을 원조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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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빈곤층과 기존의 빈곤층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새로운 제도가 마

련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 시 새로이 발생하는 빈곤층은 대부분

이 공식부문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기인하지만 장기빈곤층은 대부분이

농촌 거주민이거나 비공식부문 종사자이다. 이 두 집단은 상이한 제도를 필

요로 한다.

다음으로는 효과적인 대상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안전망은 사회부

조를 필요로 하는 빈곤가구를 제외해서도 안 되겠지만 대상설정 과정상의

실수로 비빈곤층에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실수는 만약

그 규모가 크다면 빈곤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구축된 사회안전망 자체의 능

력을 손상시키게 한다. 물론 급여가 어느 정도까지는 비빈곤층에게로 새어

나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상선정 메커니즘의 효율성과 사회안전망 관리

비용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사회안전망과 경제개혁에 대한 중산층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많지 않은 비빈곤층 가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회안전

망 수급자의 상당 부분이 중산층 가구였다. 그러나 비빈곤층을 수급대상으

로 선정하는 것은 다른 계층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다

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가 해소된 이후에도 일반부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사회안전망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염두에 두고 고안되어야

한다. 과도한 급여나 비제한적인 대상선정기준은 노동시장에의 참여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제도 시행의 초기부터 급여의 한시적 특성이 주지되어

칠레의 고용훈련 프로그램의 경우처럼 수급자가 수급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찾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동기와 전체적 재정경

제 정책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소득지원은 근로동기를 떨어뜨려 결

국은 중기적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기저

해의 영향은 부적절한 사회안전망에서 비롯되는 인적자본의 손실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한쪽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취하는 맞바꾸기는, 한시적

제도가 아닌 항구적 제도의 경우, 노동시장의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는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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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울기 마련이다. 사회안전망의 비용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거나 경제성

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 

적절한 계획을 통해 앞서 언급된 원칙들을 따르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도의 선택은 기존제도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적절한 위기 전 계

획은갖가지 기존제도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추릴수 있도록해주며 새로

이 요구되는 제도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볼 때 잘

고안된 현금부조제도는 그 자체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이러

한 제도는 상시로 유지되는 공적 제도로서 위기 시에는 자동적으로 확대되

었다가 안정기에 이르러 장기빈곤층에 적용될 때는 다시 자동적으로 수축된

다. 현금부조제도에는 예산상의 투명성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소

득조사에 근거한 현금부조제도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

가 있고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정확히 평가된다면 대상선정상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금부조의 가장 큰 단점은 현금급여가 수급자의 노동시

장 참여욕구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노동력 공급에 있어서의 이러한 저해

요인은 가구소득의 증가에 따라 급여를 낮추거나 급여 기간을 줄임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경우 현금부조는 빈곤해소나 인적자본 향상에 도움

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가장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

는 공적기금이 지향하는 보건이나 어린이 생활의 향상을 위해 쓰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금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현금을 전

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특히 전달을 용이하

게 하는 우편체계나 은행체계가 부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게

다가 현금부조는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수많은 아시아 국가

에서는 직접 현금급여 제공에 대한 반대가 강하고, 빈곤층을 예를 들면 기

반시설 건설과 같이 경제적으로 생산성 있는 활동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안전망은 현금부조, 공공근로, 인간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와

대상선정 방식을 포함한다. 현물급여, 특정계층에 대한 부조, 선별적 인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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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프로그램 등과같은 사회안전망 제도는 경우에 따라 단순한 현금급여 이

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비현금 급여의 예에는 특정계층 대한 필요물

자 할인, 식량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무료나 할

인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나 할인권 등이 있다. 

사회안전망 제도는 특정 대상계층과 이들이 처한 위험의 유형에 맞게 선

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근로 제도가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

계로 기능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는 특정 대상계층의 일부에

집중되어 시행되기도 한다. 보건서비스나 교육을 현금급여 및 부조와 연계

한 특정계층 대상의 인간개발 제도는 위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자

본의 손실을 효율적으로 예방해주는 방법이다. 제도선택과 함께 대상선정

방법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 자산조사는 효과적이긴 해도 개인과 가구의 재

산과 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수많은 국가가 이 방법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수많은 제도가 간접 대상선정 메커니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간접 대상선정 방법의 예에는 대리변수자산조사, 범주지역별 선정, 지

역별 대상선정, 공공근로를 통한 자율선정 등이 있다. 

사회안전망 제도를 구축하는 데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

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사회안전망 제도에 너무 많은 목표를 부과하지 말

아야 한다. 목표의 다양성은 기존의 사회안전망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취약계층에서 신속히 급여를 제공한다는 목표는

사회보험상의 목표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제도는 기존의

사회보호 및 사회보험 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사회안전망 제도는 취약계층을 위해 단기지원 외에도 인적

자본개발, 고용기회 제공, 생활상태 향상 등을 지향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장학금 제도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적자본개발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장학금을 통해 빈곤층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여타의

교육비용을 지원하며, 재정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도 금전적 지원을 제공

하였다. 태국의 사회투자기금은 일자리 창출이나 직업교육훈련 위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페루의 국립사회보상기금은 공동체근로 및 학교급식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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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다. 이런 제도들은 모두가 현금부조 이상의 목표를 두고 취약계층을 지

원하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은 민간제도나 가족 및 공동체 단위의 대응체계를 보완만 하여

야 한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종교 단체들이 일종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한

다. 정부의 개입이 비정부 메커니즘을 위축(crowd-out)해서는 결코 안된다. 

제4절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

제도의 설계와 시행, 그리고 자원사용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사

회안전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의

신뢰도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비효율적이고 불투명

하고 부패에 찌든 제도는 엄청난 사회정치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미 긴장

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적대감을 부추길 뿐이다. 

사회안전망 제도의 설계 및 시행 책임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에게 할당하는 것은 제도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첫번째반응은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사회

안전망을 시행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대상계층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접근

방법의 확보는 지방 차원에서 가능하며, 빈곤층에 대한 제도시행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더 높은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사회안전망을 신속히 탈 집중화시킨 좋은 예이다. 지

방 차원에서 관리능력과 통제력이 부족하면 사회안전망 제도를 탈 집중화하

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기능을 약화시키지 않고 사회

안전망 제도를 탈집중화하려면 지방정부의 능력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능력

을 키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위기 이전에 신속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올바른 관리능력과 통제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

방정부의 자원배분은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제도의 불필요한 중복과 관리상의 낭비를 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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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모든 책임 부처사이에서 조정기능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하

나의 대상계층에 여러 가지의 비슷한 제도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피

해야 한다. 멕시코와 페루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비슷한 제도가 과다하게

시행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제도상의 중복 때문에 정부의

노력은 효율성을 잃고, 자원이 허비되고, 책임성과 투명성마저 저하된다. 제

도상의 결함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 및 취약성

평가, 사용가능한 재원, 급여의 부담, 제도 효율성 평가 등을 근거로 제도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엄격한 보고 및 예산 규칙을 정해 시행하면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 공개된

예산 책정 및 집행, 자율적 성실성 등은 재정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에

서 따라야 할 원칙들이다. 사회안전망에 책정된 자원이 대상계층에게 전달

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예산규정이 필요하다. 정부지출의 우

선순위는 예산의 집행 과정이 아닌 준비 과정에서 정해져야 한다. 또한 정

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에 당초 계획된 예산이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가능한 자원이 올바르게 파악되어야 한다. 예산

의 범위는 정부부처뿐 아니라 공적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기금을 포함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평가

의 결과는 사회안전망 제도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알

려준다. 이런 분석은 앞서 논의된 위기 전 계획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많

은 국가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했지만 모두가 충

분한 효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 올바르고 유용한 모니터링의 예는 인도네시

아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사회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전담

반(Social Monitoring and Early Response Unit)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

곤, 사회경제적 상태, 개별적 사회안전망 제도에 대한 신속한 현장평가를

수행해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태국 정부는 민

간부문의 독립 평가기관을 이용해 운영되는 제도들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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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 공동체, 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사회안전망 제도의 효율

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민간부문은 사회안전망 제도의 모니터링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민간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정치적 영향

력만을 가진 빈곤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인도네

시아와 태국의 공공근로 제도는 민간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시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 국가의 정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신속하게 집행

하는 동시에 높은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 당시 인

도네시아의 보건과 교육부문을 지원한 기부자는 지원자원이 빈곤가구에게

올바르게 제공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국제 및 국내의 비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면서 수급자 선별에 있

어서의 지방정부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왔다.

비정부기관들은 공적 사회안전망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인

도네시아의 비정부기관들은 경제위기 이후 그 수가 급증했다.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태국)의 정부들은 사회부조 제공에 있어서 전통적인 민

간부문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화로운 역할조정과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안전망 제도의 시행에서 비정부기

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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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 대만의 노동‧사회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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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도기 대만의 

노동 사회정책제도 

1절에서는 대만의 복지 제도, 사회 보장, 빈곤 해소의 문제를 다루고 있

으며 일반적으로 복지 제도, 특히 사회 보장이 경제 개발 과정에서 빈곤비

율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대만은 사회 보장 제

도를 통한 개발 전략과 빈곤 해소를 보여주는흥미로운사례로써 대만 경제

는 대규모 산업 부문과 아직 크긴 하지만 급속하고 줄어들고 있는 농업 부

문과 더불어 소득이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고 절대 빈곤 수준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 30년간 아시아의 호랑이 국가들이 보여준 빠른

경제 발전은 사회와 경제 개발분야많은 사회과학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

었다. 한 때 이러한 발전은 세계 시장에 후발산업국 국가가 통합되는 성공

적인 사례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대만의 사례는 사회 정책의 과정과 발전이

산업화의 부정적 결과를 어떻게 줄이고 심지어는 다양한 단계의 경제적 발

전 속도를 어떻게 촉진하는지 살펴보는데 있어 흥미롭다. 1절에서는 생산주

의 사회정책과 제도가 빠른 산업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메커니

즘을 살펴볼 것이고, 결론에서는 사회 정책과 기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

연구의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제1절 개발도상국의 개발 전략과 복지 제도

세계화 경제 상황에서 대만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면 유럽 소(小)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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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개발 경로와는 매우 다른 길을 걸었음을 알 수 있다. 고전적 정치경제

지지자들은 동아시아 NIC 개발 상태가 경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사유시장에 주로 의존해 왔다고 지적한다. 국가는 민간 기업과 자유

시장 운영을 위해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 상황을 앞서 주도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정

부 개입의 ‘질’이다(Wade, 1990). 예를 들어 세계은행(World Bank)은 동

아시아 개발 국가들이 취한 조치를 열거하고 있는데 거시경제 구조의 안정

화, 가격차별 방지, 교육과 투자의 자유화, 가장 취약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유지 등이 있다(세계은행, 1993). 

동아시아 복지 제도는 다른 후발 개발도상국의 다른 복지제도와 비교해

‘인적자원 복지 자본주의 모델(Human capital welfare capitalism model)’

라고 명명한다(Haagard, Kaufmann, 2008). 이 모델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정부 복지의 수준이 매우낮다는 특징을갖고 있으며 제한적인 복지 예산은

군인이나 공공 보조금 프로그램의 제한적인 대상 그룹으로 주로 흘러간다. 

또한 교육 보조금, 납입금 보조금, 사회보험에 대한 적자 보조금을 통해 대

상 그룹으로 정부의 급여가 흘러가고, 노동력이 복지 제도의 역학을 구성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노조는 약하고 동아시아 복지 제도에서 정치

적인 영향력을 거의 발휘하지 않는다.  

복지 축소 이론 지지자들의 기대와 달리,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경제적

세계화의 증가 추세로 볼 때 복지 지출이 정부의 지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남미와 동아시아의 사회적 지출의 증가

동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출이 다양한 분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

발 개발 지역의 복지 제도에 대한 최근 연구는 이들 두 주요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사회적 지출 형태가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Haggard, 

Kaufmann, 2008; Rudra, 2007). 인적 자원 형성에 대한 투자는 동아시아

가 남미보다 높으며 교육과 건강에 대한 높은 투자는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이다. 반면, 사회보험제도에서 지출은(예: 실업 보험, 연금, 가족 수당을

위한 현금 혜택) 동아시아보다 남미가 높다. 일부 학자들은 개발도상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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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출 구조의 체계적 차이를 발견하였는데 계층적 통계 분석을 기반

으로 개발도상국의 세 가지 형태의 복지 국가를 보호주의, 생산주의, 혼합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Rudra, 2007).

동아시아 복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전통적 논문은 주로 비정치적 설명으

로 경제 구조와 고성장, 유리한 가족 구조, 건전한 인구 구조에 초점을 두

고 있다. 실제로, 근로자에게 우호적인 사회 정책을 확보하는데 있어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의 정치적 공간은 제한적이며 생산주의 복지 제도와 수출

지향적 부문의 근로자와 경제 관료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존재한다. 수출

지향적인 경제 정책을 선호하는 보수주의 연합은 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한

투자를 지지한다(Haagard, Kaufmann, 2008). 이러한 인적 자원 모델이

GDP와 고용 성장에 있어 높은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상태

이긴 하지만 사상과 정치를 통제하는데 이용하는 교육 제도와 인력 계획의

수단은 권위주의 보수적 지배와 합리적인 경제 계획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

로 하였다. 따라서 사회 정책은 소득 유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제 개발과

정체 통제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민주화 후 이러

한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은 민주적인 정치적 문화를 존중

하고 시민의 덕(civil virtue)을 만드는 수단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민주화 전 대만의 복지 제도는 일본 모델의 경로를 따

르고 있다. 사회보험 국가의 다른 선례들처럼 대만의 사회보험제도는 직업

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을 특히 대상으로 하는 예

산 보조를 받는 복지 프로그램이 갖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대만의 사회

보장 제도는 여러 발전 단계를 거쳐진화했으며 이는 다소 세분화된 제도를

가져왔다. Hicks의 관찰에 따르면 대만의 사회 보장 제도에서 경제 개발주

의에 대해 세 가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1) 인적 자원 형성을 추구하

는 활발한 교육 정책 (2) 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개발 초점이 허

가하지 않은 비용을 줄이는 정부 제공의 최소 안전망과 소득보장 정책 (3) 

공공 부문 사회적 혜택에 더하여, 전략적 제조에서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기업 복지에 대해 정부가 규정하는 건강, 실업 보험 정책 (Hick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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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민주화 과정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Wong, 

2004). 

장애인, 피부양인, 농부, 비정규 근로자, 노인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

그룹을 포함하기 위해 사회적 보장의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민주화 과정 동

안 사회적 지출에 대한 정부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평등에 대

한 사회적 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된 반면 이 과정에서 평등과 복지 자원의

재분배에 관한 쟁점을 촉발시켰다. 급속한 민주화 과정에서 복지 제도를 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대만의 개발 전략에 있어 복지 제도의 의미

를 다음 논의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노동 집약에서 기술 집약 산업화로: 대만 개발 전략 개요

KMT(타이완의 다른 명칭)이 시작한 성공적인 토지 개혁 후 (Amsden, 

1985), 권위주의 국가 대만은 1958년부터 경공업(신발, 의류, 의복)을 발전

시킬 계획이었다. 다른 아시아 호랑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만도 냉전의

상황에서 국가 안보 우려의 영향을 받아 경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

지향적인 전략과 수입 대체 전략을 결합했다. 1970년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추진한 국제 경제 자유화로부터 대만

은 상당한 혜택을 얻은 반면, 국제적인 경제 환경의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저가치 산업의 ‘재순환’과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다른 저임금 노동국가

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의해 촉진되었다(Katzenstein/Shirashi, 1997: 369). 

개발 첫단계에서대만은 수출 지향적 산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EOI) 전략을 개시하였고 세계 경제에 맞추는데 있어 적시에 이러한 기회를

잡았다.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대만(또한 한국)의 산업화는 대규모 제조물품

수출, 중간생산물과 기기 수입 증가로 표현된다. 1972년 이전 저렴한 자재

와 에너지덕분에 대만은 자국의 수출 지향 전략을 개시하는데 있어 이러한

장점이 제공되었고 한국과 함께 이러한 경제 개발 모델은 동아시아에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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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도하는 일본의 모델과는 매우 다르다. Inoue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

생산을 선진국이 사실상독점하고 있었기때문에 일본은 전쟁전에 수입 대

체 전략을 준비해야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60년대 말 선진국과 후진

국간 새로운 분업 때문에 NIC의 EOI 전략을 개시하는데 있어 좋은 기회

구조가 NIC에게 주어졌다. 이 때 남미는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매우

다른 개발 경로를 진행했는데 이 기간에 NIC는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Inoue, 2001). 

대만은 1960년 말부터 국제화 전략의 혜택을 얻었고 이러한 단계는 전

후 대만의 발전에 있어 ‘황금기’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고용을 동

반한 이러한 급속한 경제 성장은 가구 당 가처분 소득을 크게 늘렸으며 일

부 학자들은 대만의 발전이 균등 성장의 좋은 예라고까지 주장한다(Fei et 

al, 1979).

대만 경제에 관한 성공 신화 뒤에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 첫째, 대

만 기업들의 독특한 구조이다. 대만은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SME)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약 2,300만 명의 인구가 있는

대만에는 약 100만 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기업 중

97,76%를 차지하고 전체 노동력의 78,21%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만

의 경제 기적에 대한 원동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 기업과 대형

민간 기업과 비교하여 이들은 세계 경제에서 활동하는 대만 경제의 중심이

다. 또한 대만의 SME는 유연한 운영으로 유명하다. 대만은 저렴한 노동과

상품에 종사하는 SME의 민간 주도 네트워크를 통해 조정하는 노동 과정과

생산 형태가 압도적이다. 하향(downstream), 중간, 상향(upstream) 기업들

간에 집중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Sum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의 기업들은 소위 ‘유연한

테일러리스트(flexible taylorist)’ (유연한 근무시간과 유연한 급여) 노동 과

정의 전략을 개발했으며 우리는 이 전략을 ‘유연적인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와 혼돈해서는 안 된다(Piore/Sabel, 1984). 이 모델은 과제

에 대한 테일러리스트 세분화가 공장 내 확장된 분업의 형태를 갖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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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종종 소규모 또는 영세한 수준으로 다수의 생산 지역에서 세분화된

분업임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 운동의 약한 움직임은 대만에서 SME의 세

분화된 구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대만의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이들의 재무 자원이 외국인 직접 투

자와 대출에 덜의존했기때문에 대만은 아시아 경제 위기로부터 타격을덜

받았다. 나아가, 금융 시장과 주식 시장도 덜 발전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한국 경제는 다국적 기업(재벌)을 통해 독특하며, 재무적으로 그리고 특

히 일본 은행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와 대출에 주로 의존한다. 한국의 국제

적인 금융개방과 기업의 규모가 대만보다 훨씬크기 때문에갑작스러운경

제 충격을 받을 때 대만 경제보다 한국 경제가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외국인 투자의 갑작스러운 유출에 맞서 왜

한국 경제가 대만보다 더 취약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대만과

한국의 차이는 오스트리아와 벨기에/네덜란드의 차이와 매우 비슷하다. 

Hermerijck 외(2000: 251)는 세 개의 유럽 소국 -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의 대응 전략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오스트리아가 다른 두 국가보

다 국제화에 덜 노출되어 있다고 보여준다. 이 때문에 1973년 오일쇼크처

럼 심각한 경기 침체와 위기에서조차 오스트리아는 덜 취약하다.  

EOI 전략의 빈곤 해소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Warr & Wang(1999)의

연구는 경제 성장이 빈곤비율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유용함을 보여주며

나아가 이들은, 특히 농업과 서비스 부문의 근로자에게 소득 균형은 악화되

겠지만 경제 성장이 소득 불균형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업 부문과외부 지향적 교역의증가가 대만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빈곤층에 대해 ‘파급(trickle-down)’ 효과를 주며 또

한 Tsai와 Huang (2007)은 경제 성장을 통해 절대 빈곤비율을 낮춘다는

논문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무역 메커니즘을 통해 소득 분배가 이러

한 효과를 달성했다고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자본 유출(특히 중국

에 대한 투자)이 1990년대 이후 국내 일자리 감소와 급여 제약을 가져왔다

고 보여준다. 그 결과 빈곤층에 피해를 주고 부유층에게 이익을 주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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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이들 연구의 함축한 바는 시장을 개방할때 위험을흡수하는 사회

적 보장의 기능적 필요성이다. 

제2절 생산주의 복지 시스템으로?: 대만 사회보험제도의 

권위주의 기원과 변형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의 사회 정책의 개발은 경제 정책과 양립할 수 있으

며 사회 정책은 개발 경제 정책에 대한 상호보완적 부분으로 작용한다. 개

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사회 정책은 첫째, 인적 자원의 관점

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준다(Haagard and Kaufmann, 2008). 

따라서 복지제도의 대부분이 교육, 직업 훈련, 건강, 주거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의 관계는 다양한 단계에서 그리고 네 개의

호랑이 국가들 사이에서 다르게 변화 한다 (Holliday, 2000). 예를 들어, 

홍콩과 싱가포르의 복지 제도는 여성 노동력을 전통적인 지역사회로부터 자

유롭게 하고 무엇보다 근로자의 생활비를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하

는 공공 주택제도로 유명하다. 따라서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

공 주택 정책은 여성 인력을 위해 적정한 최저생활 수준을 제공하는데 기여

했고(Chua, 1997), 싱가포르와 한국은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로 유명하다.  

  1. 동아시아의 생산주의적인 그러나 세분화된 복지제도  

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EOI 제도는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것(예: 교육)을

수출 전략에 종속시킨다. 이들 사회 정책은 개인 자족/가족 지원과 주거, 복

지,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공공 관련 조직을 통해 보완되며 이는 해당

경우에 확대 가족과 기타 사회안전망과 같은 다른 ‘근로복지제도 대피처

(workfare shelter)’를 통해 보완되는 주거, 의료, 교육, 사회복지 정책의 상

품화를 의미한다(Deyo, 1992). 동아시아 개발에서 사회 정책의 나머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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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에 기반 하는 Gough (2000) 복지 제도를 ‘생산주의 복지 자본주의’로

특징지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복지 자본주의의 주요 특징은 경제 성장의 당

위성에 사회 정책이 종속되는 것이다. Gough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

회적 지출은 적지만 국가건설, 합법화, 생산적 투자의 전략의 일환으로 기

초 교육과 건강에 상대적으로 잘 초점을 두었고, 지난 30년 동안 복지 성

장은 서비스에 대한 급여 증가에 추가하여 강력한 가족이라는 영향권 내에

서 공식 고용의 확대에 의존해 왔다 (2000: 16). 동아시아 사회 보장 제도

의 두 번째 특징은 직업 기반의 제도가 전체적으로 매우 세분화된 구조이

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대만의 사회 보장 제도는 초기 단계에

서 세분화된 구조의 일반적인 특징을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노령 소득보장 제도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7개의 하부 제

도로 구분되는데 NHI(국민건강보험)의 경우, NHI를 실행하기 전 공공 건

강보험제도는 14개의 하부 제도로 구분되었는데(Wu, 1998: 175-181) 이러

한 하부 제도들은 매우 복합하고 구조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 첫째, 혜택

수준, 서비스 범주, 보험료율 등에 있어 여러 범주 간에 이중 불평등의 문

제가 존재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가 사회 보장 제도에 포함된 자와 그렇

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훨씬 심각했다(Lue, 1999). NHI를 실행하기 전에

는 인구의 약 45%가 어떠한 공공 의료보험제도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들 대부분이 주부, 아동과 청소년, 노인, 실업자였다. 특히 대만처럼 천연

자원이 부족한 작은 국가의 경우, 사회 보장 제도는 직업을 따라 마련되었

고 생산적 자원으로 간주되는 근로 인구를 주로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

가는 특정 형태의 사회 정책, 즉 생산적 사회 정책을 받아들이기 쉽고, 이

러한 형태의 사회 정책은 사회 정책의 소비적 요소보다생산적 요소를 강조

한다. 또한 보편적 시민권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생

산적 인구 부문을 대상으로 하려고 한다. 요약하면, 이러한 사회 정책은 경

제 개발의 당위성에 종속되지만 여전히 경제 정책을 보완한다는 Deyo의 주

장대로 (1992), 이 모델은 효과적으로 작동했고 동아시아 NIC 국가들을 위

한 빠른 수출 지향적 산업화 전략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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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동아시아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적 세분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빈곤
1

(생계보장)
1

(사회지원법)
1

(포괄적 사회보장 

지원, CSSA)

1
(공공지원)

노령 

5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민간제도, 
교직연금, 

기초생활보장, 
근로기준법)

7
(근로자 보험, 
공무원보험, 

군인보험, 노령 

수당, 농부 노령 

수당, 사회지원법, 
근로기준법)

3
(장기근속지불, 
사회보장수당, 

CSSA)

4
(CPF, 공무원 연금, 

CPF에 따른 

피부양가족보장제도, 
공공 지원)

실업
2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

2
(근로자 보험, 
사회지원법)

2
(퇴직 수당, CSSA)

0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협상)

장애, 

사망, 

유족 

4
(국민연금, 

정부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생활보장)

5
(근로자보험, 
공무원보험, 

군인보험, 농부보험, 
장애인복지법)

2
(사회보장수당 

CSSA)

2
(CPF와 일종의 

생명보험인 

피부양가족 

보장제도)

산업 

재해 

2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기준법)

4
(근로자보험, 
공무원보험, 
군인보험, 

근로기준법)

1
(고용주가 민간 

보험에 가입)

1
(고용주가 민간 

보험에 가입)

출처: Jacobs (1998)에서 인용 

  2. 권위주의 경제 개발주의 시대에 대만의 사회 보장 제도 

1949년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에서 패한 후 장재석(Chan Kei-Shei) 총통

이 이끄는 K.M.T.는 대만으로 건너와 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군 관료주의

제도를 설립했다. 1950년 공산주의 중국의 영향 하에서 첫 사회보험제도, 

즉 근로자보험(Labor Insurance: LI)이 대만에서 이행되었고 또한 군인보험

(Military Service Personnel Insurance)도 같은 해 9월 이행되었다. 공산

당과의 내전에서 실패한 후 KMT의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수립된 것은 놀랍지 않다. 처음 이러한 복

지 프로그램은 이들 중심축이 되는 그룹의충성심을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

으로 도입되었고 권위주의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 정책은 노동력과

시민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선택된다. 한편 이러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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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동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당

근과 채찍’ 원칙을 통해 사회 복지는 노사갈등을 달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택되었다. 간단히 표현해, 복지를 시민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본 것이

아니라 특히 유교주의 관점에서볼때 가부장적 국가의 자애로운 의지로 본

다(Zeigler, 1988: 117-146).

1960년 이후, 빠른 경제 성장이 KMT 정권의 성격을 군 관료주의에서

개발 지향의 정부 기구로 변화하게 했다(Amsden, 1985).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세계 제도의 주변부에 있는 대만의 개발 전략은 경제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수출 지향적인 저임금 지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이

루기 위해 개발 국가는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려를 기반으로 복지 제도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

력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정부는 복지 제도의 발전에

관심을 거의 기울여서는 안 되었다. 왜냐하면 선진국과 비교해 사회복지제

도 NIC는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실제로 NIC는 특정 형태의 사회 정

책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Holliday, 2000).

국가 프로젝트로서의 경제 개발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해 많은 의미를 함

축했다. 첫째, 경제 개발은 경제적인 면에서 무엇보다 서양의 선진국과의

개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상징했다. 둘째, 경제 개발은 국가설립의 핵심

요소로서 작동했다. 모두 함께 이러한 프로젝트는 억압적 군사적 조치를 정

당화하고 권위주의 통치를 위한 대중 지원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정치적 기원에 관한 Mares와 Carnes의 연구(2007)에 따르

면, 사회 프로그램 채택의 모든 기원 중에서 70%가 독재국가였다. 사회 정

책 결과인 적은 적용범위 또는 보편주의는 본질적으로는 권위주의 제도에

해당되지만 왜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권위주의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또한 권위주의 통치자들은 심각한

경제와 정치적 위기를 직면했을 때 정치적 불만을 달래기 위해 사회보장제

도를 채택한다고 주장했다.  

50년의 개발 후, 특히 1995년 국민건강보험 법률이 이행된 후부터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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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는 인구 대부분을 포함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950년부터 정부는 근로자 보험(LI)(1950), 군인보험, 공무원 보험

(ICS),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보험, 농부 보험(farmer insurance: FI), 국

민건강보험제도(NHI)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1에서 보듯이, 근로자

보험, 공무원 보험, 농부 보험은 NHI가 이행되기 전, 세 개의 주요 사회보

장제도로서 묘사된다. 이들 세 개의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묶음(bundle) 혜

택은 출산, 산업 재해, 의료 보험, 장애, 노령(2008년 7월 근로자보험법에

대한 새로운 법적 개정이 있기 전까지(일시불 혜택), 장례 수당을 포함해

다양한 위험을 다루고 있다. 근로자 보험의 이행 후, 대만의 사회복지제도

의 발전은 소득관련 납입금으로 재정 지원하는 사회보험 원칙의 길을 따르

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납입금의 상당 부분(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비율이 80% 대 20%)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보험료는 이들 각각의

보험 프로그램 사이마다 달랐는데 일반적으로 말해, 대만의 사회보장제도는

Bismarkian(비스마르크) 모델의 주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

는 모두 행정적으로 국가가(대만의 근로자보험청) 1995년 3월 국민건강보

험의 이행 전, 직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적어도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단일보

험(single-payer) 제도가 직업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제도를 대신하기 때문에

1995년 국민건강보험 이행은 대만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있어 이정표와

같았다. NHI에 대한 자격은 시민 자격에 기반하고 더 이상 직업에 기반 하

지 않기 때문에 Beveridge(비버리지) 모델과의 제도적 적합성을 증명하는

듯하다. 사회적 결속 구축을 위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의 함

축적 의미를 4절에서 살펴본다.

공무원교사보험(Insurance for Civil Servicemen and Teachers: ICST)

은 공무원과 교사를 대상으로 했고, 전통적으로 이들 두 그룹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지지 세력으로 간주되었다. 이 제도는 이들 그룹의 정치적 충

성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 CCP)과의 내전 실패로 인해 KMT가 대만으로 건너온 후 중국 본

토로부터의 대부분의 이민자가 정부에서 주요 관직을 차지했고, 따라서



38

아
시
아
 국
가
의
 사
회
안
전
망

ICST의 혜택은 또한 새로 이주한 그룹에게 유리하다고 간주되었으며 토착

그룹과 비교해 이들 그룹의 2세대의 상류 사회 이동을 설명한다(Wu, 

1997). 그 결과, ICST 개혁은 다양한 민족 그룹 사이의 자원 재분배라는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선거 경쟁에서 쟁점이 되었다.  

<표 2-2> 대만의 주요 사회보험

근로자 보험 (LI)

공무원교사

보험 

(ICST)

퇴직자 

보험 

(IRCS)

농부 

보험

(FI)

국민건강

보험 

(NHI)

이행 연도 1950 2000 1965 1985 1995

적용범위 91.45% 100% 해당사항 

없음
96%

납입금

비율

(%)

법률로 

명시
6.5～11 4.5～9 8 6～8 Below 6

현행 6.5、5.5 7.15 8 2.55 4.55

 

피고용인 

산업체 

근로자 

직업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어부  

35 100 30 0～100
20 60 80 20 80

고용주 70 -- -- -- -- 65＊/32.5 0 -- 0～60

정부 10 40 20 80 20 0/32.5 0 70 0～100

출처: Cheng 외 수정 (2001: 3-3, 표 3.1.2)

 

근로자 보험의첫단계에서 이 보험제도는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과 대기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러한 발전은 2차 세계대

전 후 대만 경제의 경제적 구조와 양립한다. 일본의 식민지 구조의 남은 부

분을 채택한 후 KMT는 석유, 가스, 철도, 전기와 같은 주요 산업 분야에

서 우위를 독점함으로써 경제 정책의 위계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다른

생산 부문은 사탕수수와 파인애플과 같은 경쟁적 농업 부문이었다. 이들 분

야는 경쟁우위를 통해 또는 산업 분야를 독점함으로써 수익성이 있었기 때

문에 SOE 기업은 LI가 명시한 복지 혜택의 항목을 제공할 수 있었다. 사

회보험제도에서 고용주과 피고용인 사이의 납입금 비율이 50:50 동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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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고용주에게 납입금의 80%까지 지불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는 중

소 개인 기업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대만은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1987년 민주화 전

단계에서 적용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평등하지 않았다. 대만과 한국이

사회보장제도의 생산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Peng와 Wong의 연구내용에

반영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아닌 경제 개발의

당위성을 충족시켰고 실제 극빈층에 대한 공공 지원은 최소였다. 또한 경제

적 생산량을 최대화하려는 인적 자원 투자였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관심

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복지국가의 주요 특징인 부와 자원의 재분배를 적극

적으로 억제했다.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의 분산 관리는 재무와 위험의 풀

링(pooling)을 금지했는데 사실, 사회보험의 분산 조직은 사회경제적 차이

를 악화시켰고 자격 차이를 유지했다(Peng, Wong, 2008: 72-73). 〈표

2-3〉은 국가 정책 엘리트가 사회보험제도를 대만의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제기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2-3> 대만 중앙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구조    

단위: 100만 대만 달러 (﹪)       

연도 성장률 합계 
사회 

보험 

사회적 

지원

복지 

서비스 
고용 

건강

관리

1994 - 91,046
(100.0)

30,789
(33.8)

3,364
(3.7)

44,708
(49.1)

2,232
(2.5)

9,953
(10.9)

1995 47.7 134,464
(100.0)

66,194
(49.2)

9,533
(7.1)

48,354
(36.0)

2,053
(1.5 )

8,330
(6.2)

1996 6.9 143,737
(100.0)

61,992
(43.1)

17,316
(12.1)

54,808
(38.1)

3,207
(2.2)

6,414
(4.5)

1997 4.4 150,020
(100.0)

62,484
(41.7)

15,532
(10.4)

62,773
(41.8)

3,636
(2.4)

5,594
(3.7)

1998 5.1 157,703
(100.0)

70,994
(45.0)

19,793
(12.5)

60,192
(38.2)

1,743
(1.1)

4,981
(3.2)

  

출처: 재무부, 1999

 다른 제도와 비교해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회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 급여 메커니즘이며 노동력의 생산성,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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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느정도까지는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정치적충성을 유지하며생산 그

룹에게 도발적이었다. 복지제도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할 때 대부분 현물

로 제공이 되며 엄격한 자격요건 때문에, 이러한 사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인구의 단 0.8%에 해당된다. 따라서 후진국 사

회지원제도신청에 대한엄격함때문에 오랜 기간 강하게 비난 받았으며 특

히 2000년 이후 실업률이 급속하게 증가한 어려운 시기에 빈곤층에게 기초

적인 경제 안전망을 제공하기는 어려웠다.  

  

제3절 민주화 시대 사회보장 적용범위의 확장과 확대  

1990년대는 선진 산업 민주국가들에서 사회복지를 해체하고 규제완화를

한 시기인 반면 경제 세계화가 추진하는 지금의 산업 재구성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근로자, 이들의 부양가족, 약자

그룹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범위의 수를 늘렸다. 정부 예산에서 사회 복지의

지출은 1980년 11,1%에서 1999년 24,7%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GNP

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2,9%에서 6,1%로 증가했다(Taiwan Statistic Data 

Book, 2000). 〈표 2-3〉에 따르면 사회복지 지출 구조에 있어 사회보험은

1995년부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8년 모든 복지 지출 중

총 45%를 차지하고 있고 그뒤를 복지 서비스 지출(38,2%)과 사회지원 지

출(12,5%) 등이 잇고 있다. 1995년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로

1990년대 대만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보호제도인 국민건강보험 (NHI)의 이

행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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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대만의 모든 단계와 GDP에서 정부 지출 대비 사회적 지출의 금액과 

퍼센티지(1997-2005)

연도
GDP
(10억)

정부의 
순사회적

지출
(10억)

순정부
지출 
(10억) 

GDP 대비 
사회적 

지출의 퍼센트 
 (%)

GDP 대비 
정부 지출의 
퍼센트 (%)

정부 지출 
대비 사회적 

지출의 
퍼센트 (%)

1997 86 10.1 294.982 1878.764 3.43 21.82 15.70

1998 92 38.5 282.767 1992.593 3.06 21.57 14.19

1999 96 40.9 280.452 2050.004 2.91 21.26 13.68

2000 100 32.0 531.809 3140.936 5.30 31.31 16.93

2001 98 62.2 396.981 2271.755 4.03 23.03 17.47

2002 101 94.3 323.669 2144.917 3.18 21.04 15.09

2003 103 18.6 345.148 2206.223 3.34 21.38 15.64

2004 107 70.4 344.503 2238.914 3.20 20.79 15.39

2005 111 46.8 353.255 2309.565 3.17 20.72 15.30

  

출처: Huang (2006)
                                  

〈표 2-5〉는 2002년 대만에서 주요 사회보험제도의 재무 구조를 보여

준다. DGBAS의 데이터(DGBAS, 2002)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0년까

지 사회적 지출은 GDP의 8-9%를 차지하며 2002년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

예산(노인,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사회적 지원 포함)은 3,327억 대만 달러

이며 이는 GDP의 3.3%에 해당한다. 군인, 공무원, 교사를 위한 지출을 고

려하면 이 금액은 5,052억 대만 달러까지 증가했으며 GDP에 대한 퍼센트

는 5.2%로 증가했다.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한 근로자에 대한 지출을 추가

하면서 대만의 총 사회적 지출은 9.425억 대만 달러이며 이는 GDP의 약

9.5%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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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2002년 대만의 사회보험제도의 재무 구조  

(단위: 100만 대만 달러 %)

 

 

사회보험 대상 국민건강보험 

(NHI)근로자1) 농부 공무원2)

세입 173.343 5.415 17,782 362.102

사회보험 납입금에 의한 

세입 
153.385 5.378 16,448 286.053

전체 세입 중 %  89,00 99,32 92,50 79,00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지원 
26.835 3.772 10.207 77.673

사회보험 납입금을 통한 

전체 세입중 %
17,50 70,14 62,06 27,15

지출 182.802 8.899 3.779 360.987

제도 혜택에 대해 168.697 8.663 2.912 349.312

전체 지출 중 % 92,28 97,35 77,06 96,77

재정지원 457.469 - 47.299 2.680

 

주: 1 실업보험 포함  

   2 은퇴자를 위한 사회보험 포함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하면, 노령연금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크고 (47,67%) 

건강은 두 번째로 크다(38,85%). 이들 두 제도를 합치면 사회보장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87%). 그 외에도 장애인 (2.8%), 실업 (1.39%), 가

족과 자녀 (0.42%) 기타 (8.8%)등이 있으며 이러한 패턴은 선진 산업 민

주국가의 사회적 지출 구조와 유사하다.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은 대만의

사회정책에서 매우 작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지출은 2002년 총 사회적

지출의 단 1.39%를 차지했다. 대만의 노무위원회(Council for Labor 

Affairs: CLA)는 취업, 특히 미숙련 근로자와 노령 근로자를 위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최소 임금에 상응

하는 수준으로만 급여를 받기는 하지만 2001년 이후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생산성이 낮은

실업 근로자를 노동 시장으로 다시 편입하고 노동 시장에서 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업무의 내용이 자연 유산이나 문화유산을 보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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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원 서비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사회적 취업이라고 부

를 수 있다. 

대만의 사례에서 사회보험제도의 권위주의 기원으로 볼 때, 사회보장의

주요 형태로서 사회보험이 민주화 과정을 지나는 동안 계속되었다. Peng와

Wong(2008)가 정확하게 관찰했듯이,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보험 형태는

1990년대 민주화 시대와 2000년대 산업 후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되었고

사회보험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개발 권위주의 단계에서 민간/공공

대기업의‘생산적인 핵심 근로자와 정부의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양가족, 농부, 임시직, 자영업자를 안전망에 포함하도록 이러한 적용범위

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보험의 기능을 재해석 및 확대하고 있다. 여러 정치적

재무적 상황으로 인한 제도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다른대안적인 제도 형

태를 선택하지 않고 이러한 사회보험 형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제도존중주의 관점에서 두 명의 학자들이 해석했듯이, 대만에서 사회

보장제도의 제도적 변화는 급진적 변화 대신 증진적인 경로를 채택해 왔다. 

보험료율이 필요한 수준보다 낮게 설정되고 전통적으로 ‘덜 생산적’이라고

정의된 인구 부분을 포함하기 위해 위험집합을 늘림으로써 사회적 형평의

기능을 이행하는 것이 핵심 방법이다. 간단히 말해 ‘적게 납입하지만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의 혜택(low contribution but middle-high level benefits)’

은 사회보험제도를 계속 추진하기 위한 운영 원칙으로 간주된다. 장기적으

로 이러한 전략은 재정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보조금을

필요로 한다. 〈표 2-6〉은 중앙 정부에 대해 주요 4개의 사회보험제도의

재정 적자를 보여주는데 정부의 ‘낮은 보험료’ 정책이 이러한 재정 적자를

설명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민주화 과정에서 진보적 사회 운동이 유발한 소득

재분배와 보편주의 정치적 목표는 사회보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점진적으

로 달성할 수 있었다. 1997년 금융 위기 후 유연한 노동 시장과 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한 불안정한 근로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원칙을 강화하였

다. 경제 세계화, 제조업의 쇠퇴, 인구 변화의 도전으로 볼 때 대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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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보험 모델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치적인 의지와 위험을 흡수하는 유연성 요구 사이에

서 ‘운영 유연성’ 균형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개발 국가의 요구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고, 유연성을 통해

여러 개발 단계에서 위험을 흡수하는데 도움이 된다. 유연성은 많은 부분에

서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 ‘생산적인’ 인구에서 ‘비생산적인’ 인구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한다. 둘째, 사회보험에서 준-재정중시(para-fiscality) 

원칙에 따르면, 사회보호 프로그램은 납입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한다. 재정

균형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premium rate)보다 대개 낮긴 하지만 정부는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 더 큰 재정 자치권을 갖고 있으며 제한적인 재무 책

임을 갖는다. 셋째, 후발 개발 국가들에 대해 다양한 개발 단계에서 나타나

는 사회적 위험을 흡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적 개방에서 취

약성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보상 메커니즘처럼 작동한다.  

<표 2-6> 4개의 주요 사회보험제도의 재정 적자(1900-2000)

(단위: 100만 대만 달러)

사회보험

제도의 

형태 

ICST LI FI NHI
총 적자액 

(A)

정부 세입 

(B)

정부 세입의 

적자 퍼센트 

(A/B)

1990 -4023 10628 -3759 0 -7782 847733 0.92%

1991 -6713 7474 -6720 0 -13433 808621 1.66%

1992 -4251 8211 -11855 0 -16106 967624 1.66%

1993 -4464 15952 -13708 0 -18172 1045496 1.74%

1994 -7344 13776 -17263 0 -24607 1127481 2.18%

1995 -6790 6145 -14564 37310 -21354 1232264 1.73%

1996 -6437 51580 -230 18301 -6667 1197797 0.56%

1997 -6852 59366 -651 10615 -7503 1271453 0.59%

1998 -7319 56604 -3093 -1345 -11757 1397052 0.84%

1999 2644 47484 -3999 -19470 -20825 1355062 1.54%

2000 8781 67296 -11644 964 -11644 1935405 0.60%
출처: Cheng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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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대만에서 모든 LEVEL과 GDP에

서 정부 지출별 사회적 지출의 금액과 퍼센티지를 보여준다. 사회적 지출의

퍼센트는 총 정부 지출의 약 15%, GDP의 3%를 각각 차지한다(2002). 선

진 산업 민주국가들과 비교해 이 퍼센티지는 한참뒤쳐져 있고 매우낮지만

그러나 민주화가 시작된 1990년 전 회계연도와 비교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대만의 사회적 지출은 두 배가 되었다. 사회복지에

대한 강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다른 정부 기능과의 비교이다. 사회

복지에 대한 지출은 건축과 교통에 대한 지출 다음으로 모든 정부 기능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Cheng, Haagard, 2001: 표 2-2 참조) 노령화 구

조의 이유를 제외하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민주화로 유도된 당파 간 경

쟁이다(ibid: 196-198).

대만의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두 층(tier)를 다루기 전, 다른 프로

그램들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실업보험은 1999년까지 완전히 제도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 위기 중 대만에서 경제적인 침체 및 구

조적 변화와 더불어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실업보험은 매우 중요해

질 것이다. 자격요건 기준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

람만이 이 제도를 주장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는 작업

장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이 중복되어 혼란스러운 문제

점이 있다. 

 

  1. 대만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빈곤 해소 효과 

개인 소득 분배에 있어 대만의 소득 불평등은 1990년부터 증가했다. 소

득 비율 최하위 20%와 최상위 20% 가구(D5/D1)의 소득 차이가 1981년

4.21배에서 2001년 6.39배로 벌어졌다(CEPD, 2007). 이러한 소득 분배

확대 추세가 세계화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는 추가 조사와 실증적 분석

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대만의 기존 사회지원제도가

급격한 경제 재건으로 인한 도전에 직면해 기본적인 빈곤 해소 기능을 실제



46

아
시
아
 국
가
의
 사
회
안
전
망

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에서 사회 안전망으로서 사회적

지원은 대만에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관심이 받지 못하고 있다.  

의사결정자가 너무나 많은 복지는 국민들을 게으르게 만들며 공공 지원

제도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근로의욕을 감퇴

시키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려를 기반으로 빈

곤선이 정해지고 매우 엄격하게 감사를 한다. 실제로, 철저한 자산조사

(means-test) 행정 절차와 엄격한 빈곤선 설정에서는 인구의 단 0,8%만이

자격을 갖춘 수혜자이며 이는 국제적인 평균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사회

지원제도는 일반 세입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기관이

운영을 하며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나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빈곤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고, 데이터에 따르면 편부모 가정과 독거노인이 취약한 빈곤 그룹이다. 

2000년 이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많은 노령 실업자들이 이러한 사회지원

제도에 대한 잠재적 대상 그룹이 되었다.

   [그림 2-1] 대만의 불평등 (D5/D1 10분위수) 추세(196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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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대만 통계 데이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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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1992년 이후 공공복지 프로그램이 빈곤비율, 특히 노령

인구의 빈곤비율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02년 가족의 소득과 지

출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사회복지 수당과 사회보험 급여가 소득 불균형을

약1.12배 줄이는데 기여한다(National Accounting Bureau, 2005). 1976년

부터 2000년까지 가족의 소득과 지출에 관한 데이터세트를 활용하고 사회

불평등에 대한 공공 급여 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Lin와 Chu 

(2003)는 1992년 이후 다양한 공공 급여 제도가 실제로 저소득계층에 유리

함을 발견하였다. Cheng과 Su(1999)는 1999년 NHI에 대한 정부의 보조

금이 가계 간 불평등을 약 0.14배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발견한다.  

또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가족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데이터세트를

활용하고 사회적 불평균에 대한 공공 급여 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함으

로써 Ho(2007)는 1994년 후 공공 급여가 저소득 노령 가구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가구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데이터세트의 활용으로 공공

급여 제도를 통해 노령 빈곤비율을 낮추는 재분배 정책 효과를 보여 준다

(급여 후). 50세 미만의 가구의 빈곤비율은 5% 미만으로 추정되며 55세 이

상 가구에서 빈곤비율이 증가하고 65세 이상 가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65세 이상 가구에 대한 빈곤비율은 1990년과 1995년 각각 25.4%와

15.2%이고 2000년에는 10.9%로 감소했다. 만약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

하지 않았다면 노령 가구의 빈곤비율은 30%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된

다 (급여 전). 그림 3은 노령 가구의 빈곤비율(급여 후)이 1990년, 1995년, 

2000년 각각 31.8%, 30.9%, 31.3%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1994년

후 공공 연금보험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노령 인구에 대한 정보 복지 수당

프로그램이 약간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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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7> 수당 급여 전후 빈곤율 차이(연령별) 

연령 
급여 전 급여 후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20 5.3 7.0 3.1 3.8 4.2 1.3

25 3.7 1.8 1.3 3.2 1.1 0.6

30 4.8 3.1 2.6 3.9 2.2 1.7

35 4.7 3.6 3.3 4.6 2.1 1.6

40 4.6 3.3 3.7 4.2 2.1 2.3

45 3.5 2.5 3.4 3.0 1.2 2.2

50 4.8 2.9 2.4 3.6 1.8 1.7

55 9.0 5.0 5.6 6.8 3.8 3.4

60 14.7 10.0 11.3 11.4 5.1 6.7

65 + 31.8 30.9 31.3 24.9 15.4 10.4

출처: Ho (2007: 104)

 

세계화와 자유화로 인한 경제 재건의 도전, 1986년 이후 민주화로 인한

진보적 사회 운동에 직면하여 정부는 소외계층의 불만을잠재우기 위해 일

부 복지 프로그램(대부분이 단편적인)을 도입했다(Hsiao and Lin, 2000). 

도전을 받았을때정책엘리트는 사회정책의 가치와긍정적 기능에 대해 여

전히 불확실하다. 미국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유럽에서 1980년대 신보수주

의(Neo-Conservatism)와 1990년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영향력

증가와 더불어 서양 국가들에서 복지축소를 위한 이러한 정책논쟁은 대만

의 사회복지에서 국가의 남은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이념적 방패가 되고 있

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복지국가 경험이 복지국가가 정부에 재

정적 부담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확신한다. 정책 엘리트는 노동 시장의

규제를 철폐하고 사회복지를 민영화하기를 희망한다. 이들은 복지제도의 확

대가 대만과 같은 수출 지향적인 경제에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

한다. 따라서 국가는 다소 신중하게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사실, Midgely가 4개의 동아시아 호랑이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산업화의 관계를 조사하고 이들이 ‘마지못한 복지주의(reluctant welf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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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다. 3절에서 보듯이 집권당은 정치적 민주

화와 경제적 세계화 사이의 모순되는 흐름에 맞서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사회보장정책을 활용했다. 국가는 노동력을 재훈련시키기 위해 직업과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향하도록 된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이

후 유럽의 상황에서 복지 다원주의논의의 만연은 정부로 하여금 복지 서비

스의 제공(및 재정지원)에 있어 가족주의와 자기의존의 가치와 가족의 역할

을 다시 강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담론은 빈곤을 줄이는 정부 책임을 구

제할 수 있다.  

  2. 민주화 상황에서 세분화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국민연금보험 

사례 

한국, 태국,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의 새로운 민주국가로서 대만도 연금, 

건강보험, 교육, 사회보조사, 노동 시장등사회서비스에 대한접근을 넓히고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지원혜택과 개혁을 확대했다

(Hagaard and Kaufmann, 2008). 민주화가 개혁과정의 역학을촉발하였으

며, 권위주의 개발 단계에서 사회정책 결정은 행정 관료와 기업들의 폐쇄적

정책 네트워크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폐쇄적 보수적 정책 연합은 개발주의

이념으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 발전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였고, 

민주화는 사회정책 결정의 의제 설정에서 노동조합, 페미니즘 단체, 장애인

과 같은 약자 그룹의 참여 기회를 높인다. 이것은 권위주의 개발 단계에서

시작되고 모습을갖게 된 세분화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의창

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J. Wong (2004)의 연구는 민주화가 대만과 한국이

국민건강보험 개혁에서 모든주민들을 포함하도록적용범위를확대하는데 어

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권위주의 개발주의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이들을 사회보장제도에 포함시키려는 포괄적 복지국가

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Wong의 논문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내용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만의 연금제도 개혁을 사례로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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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agard와 Kaufmann(2008)가 보여주듯 대만은 1995년 보편적 건강보

험제도로 보다 신속하게 나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관점에서 볼

때 대만은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으며 노인을 위한 현금 급여를 더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7년까지 적용범위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느렸지만 한국의 경험과 비교하여 대만은 1988년 사회보험 원칙에 따라 국

가 연금제도를 만들었고, 낮은 적용범위의 문제는 민주화 이후 점진적으로

극복해 왔다. 

 

  3. 연금 개혁

연금 시스템은 사회 보장 제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

산업 민주 국가들의 경우에서 보면 노령 인구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

한 주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대만에서는 아직 미개발 분야이며

구조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대만에서 공공 연금 시스템에서 제

외된 인구는 약 400만 명이다. 이들의 은퇴 후 경제 안정을 보장하는 유일

한 방법은 개인 저축 또는 이들의 자녀가 부양하는 것뿐이다. 핵가족의 역

할 축소로 인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낮은 출산율과 함께 가족의 사회

적인 지원 기능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 보장 제도의 미래

에 있어서 노령화 인구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령 인

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8.4%에 달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10%, 2031년

에는 20%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로자 보험, 공무원 보험, 농민 보험은 현재 퇴직금을 지원하고 있고, 

1984년 기본노동기준법(Basic Labor Standard Act)에 의하면 사기업들은

직원들이 퇴직하면 노령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 혜택은 연금

기반의 계획보다는 일시불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장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소득 안정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일시불 방식과 퇴직 후 인플

레이션 발생 시의 압력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비난 받아

왔다. 공공 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들 중, 공무원, 군인, 교사들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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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들은 풍부한 퇴직 연금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다. 

이 시스템은 정부 예산으로 재정되는 독일의 공무원 연금 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1993년 개정 이후, 이는 본질적으로 사회 보장 펀드 제도인 일본의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를 닮아가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이들은 이층

(two-tier) 구조의 보험을누릴수 있다. 정부 직원으로 25년 이상 근무하거

나 5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이들은 퇴직하고 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연금의 소득 대체 비율은 80% 또는 심지어 월급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다

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 제도는 상당히 관대한 편이며 그 결과 정부의 재

정 부담이 증가하였다. 

[그림 2-2]를 보면 공무원들은 월 별 약 46,899 대만 달러의 연금 혜택

을 받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일반 근로자는 10,000 대만 달러, 농민은

3,000대만 달러를 수령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PSI는 LI 보험자에 비해 5

배 이상의 혜택을 받고 농민에 비해서는 16배를 받는다. 각각의 직업 현황

간의 혜택 수준의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1993년 이후의 선거

전에서 심각한 정치적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그림 2-2] 대만의 직업군 별 월 연금액 

         출처: Huang, M.L., M.H. Lue (2003: 24) 

대만 정부는 1994년 이후로 노령 인구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

러 정책을 도입하였다. 정책 입안자들은 민주화 과정에서의 정당 경쟁의 압

력 하에서 마지못해 이에 대처하였다. 노동자와 공공 근로자를 위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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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1987년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서 KMT와 DPP간의 정당 경쟁으

로 인해 소외 계층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수당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선거전에서의 승리를 위해, DPP는 그 당시의 여당인 KMT의 태만으로 인

해 대만의 연금 제도가 미개발 되었다고 공격했다. DPP는 종합적인 연금

제도를 수립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과도기에는 특정 소외된

노령계층을 위한 일시적인 수당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

한 선거전의 성공적인 유세를 통해 DPP는 1992년 이후의 지방 및 국회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므로 KMT는 연금 제도의 수립과 수당 프로그램

을 제공하도록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시적인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

되었다; “저소득 가정의 노인을 위한 생계 수당(Living Allowance for 

Low-Income Families’ Elderly)”(월 3,000-6,000 대만 달러), “노령 농민

을 위한 복지 보조금(Welfare Subsidies for Elderly Farmers)”(월 3,000 

대만 달러), “노인 보조금(Subsidies for the Elderly)”(월 3,000-8,000 대

만 달러), 및 “재향 군인을 위한 생계 수당(Living Allowance for the 

Veterans)”(월 14,625 대만 달러). 

〈표 2-8〉은 복지 혜택을 받은 자들의 수와 퍼센티지를 보여준다. 이러

한 단편적인 프로그램이 대만의 노령 인구의 약 90%를 포함하고 있고, 모

든 프로그램은 일반 예산을 통해 재정 지원되고 있다. 이처럼 세금으로 지

원되는 대만의 연금 제도는 매우 단편적이며 각각의 제도에 따라 각기 다른

사회 그룹 간의 혜택 수준과 신청 자격도 다양하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노

령 인구 간의 불평등과 형평성의 논란이 되고 있다.

DPP로부터의 정치적 이견에 대응하고 모든 단편적인 제도들을 통합하

기 위해서, KMT는 1994년에 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CEPD 전속으로 특수 전담반을 신설하였다. 개혁 프로그램은 긴 논쟁과

협의 끝에 1998년에서야 완료되었는데 계획에 따르면, 2001년에 법제화

되고 시행되어야 했으나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KMT가 패배하여 결국

에는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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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합계

(대만 달러)

수령자수(연말)

2000 2001 2002 2003 2004

노인 수당 3.000 0 0 424.000 639.000 687.990

노령 농민을 위한
기본연금

4.000 636.000 626.000 670.000 677.000 688.840

재향군인수당 13.550 117.701 115.825 112.011 107.801 101.183

저소득계층 이하의 
노인지원금 

6.000 200.500 180.000 182.200 174.000 156.446

사회지원금 Max. 8900
해당사항 없음 (1)장애인을 위한 

생계 수당 Citizens
 

합계(a) - 954.201 921.825 1.388.211 1.597.801 1.634.459

65세 이상 
노인의 총수(b)

- 1.921.000 1.973.000 2.031.000 2.088.000 2.217.000

적용범위(a/b) - 49,67% 46,72% 68,35% 76,52% 73,72%

〈표 2-8〉대만의 단편화된 노령수당제도

(단위: 대만 달러)

출처: Huang (2006: 105)

원래 KMT의 연금 개혁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모델인 사회 보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였고 이 제도의 기본 가이드라인은

“모든시민들에게 기본적인 노후 보장과 각각의 직업군에 따른 보조적인 연

금 혜택을 제공하고, 개인별로 개인 보험을 통해 필요한 추가 보장을 구매

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hen, 2001: 

13). 세계은행에서 제안한 일명 삼층 구조(three-tier)의 보장 시스템이 대만

의 연금 제도를 기획하는 청사진이 되었다. 

2006년까지 노령의 농업 종사자를 위한 생계비(Living Allowance for 

aged Farmers)의 수령 인구는 703,000명 이었으며 노인 생계비(Living 

Allowance for Aged Citizens)는 795,100명, 중/저 소득 계층을 위한 생

계비(Living Allowance for Middle-Low Income Aged Citizens)는 16만

명, 장애인 생계비(Living Allowance for Disabled Citizens)는 6만 명, 

재향군인 생계비는 10만 명이 수령하였고, 약169만 명의 노인들이 이러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금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2004년 6월까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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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제도에 소요된 정부 재정은 약 452억 5,000만 대만 달러인 것으로 추

정되며, 여기에는 노인 토착민을 위한 생계비(Living Allowance of 

Indigenous Aged Citizens) 14억 대만 달러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들은 대만의 빈곤 노령 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들이며

정책의 결과는 줄어드는 노령 인구의 빈곤비율로 평가될 수 있다.

기존의 연금 프로그램들에 잠재되어 있던 개별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서 정부는 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 전담팀을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s)에서 신설하도록 하였다. 주요 목적은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연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정책을 숙고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단

계에서 두 개의 옵션을 가지고 논쟁이 발생하였다. 첫 옵션은 ‘대통합’ 계

획으로, 둘째옵션은 ‘소 통합’ 계획으로 불렸다. 첫 옵션은 기존 연금에 포

함되지 않았던 시민들 또는 보조비 프로그램을 하나의 기본 연금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어떠한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인구는 4백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되었고 이 대상의 연령층은 25세

에서 65세까지이며, 약 384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는 주부 (23만 명), 

농부 (11만 명), 학생 (4만 명), 직장인 (19만 명)도 포함된다. 첫 옵션이

‘대통합’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것은 모든 인구를 직업군과 성별에 상관없이

단일제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본 연금 프로그램에 의하

면, 모든 시민들은 기본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가지며 초기 단계에서의

혜택 수준은 월 3,000 대만 달러로 설정되었다. 

이 종합 개혁 제안에 의하면 기존의 단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연금 혜

택들은 하나의 기본 연금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기본 연금 혜택

이상의 다른 부분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보험료와 혜택으로 구성된

보조적인 직업별연금으로 기획된다. 또한 이 ‘대통합’ 프로그램이 성공적으

로 시행된다면, 대만은 북유럽 사회보장 국가들과 유사한 보편화된 기본 연

금 제도를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진보적인 프로그램으로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계층과 성별을 초월한 결속력을 키우는 데에 기여할 것이

다. 보편적인 보장의 원칙에 의하면, 시민들은 연금 혜택을 받을 권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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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혜택의 수준이 여전히 낮아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강력한 부의

재분배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 보편화 옵션은 초기 단계에서

대만의 제도화된 연금 제도 청사진의 단단한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1996년 10월에 이 개혁안이 경제 기획 및 개발 위원회

(Committee of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CEPD)로 이관되

자, 특별 전담반이 재조직 되었고, 새로 신설되는 팀에는 더 많은 경제학자

들이 포함되었다. ‘대통합’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대신, 청사진은 ‘소 통합’

으로 수정되었다. 구조적인 원칙은 기존의 직업군을 따라, 일명 공무원 사

회 보장(PSI), 근로자 보험(EI), 등으로 설계되었다. 새로운 국민연금보험

(National Pension Insurance)은 PSI와 EI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을 위해 신

설되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24세에서 65세 사이의 약 384만 명(전체 인구의

32%)은 그 어떠한 정부 연금 정책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중에는

주부(23만 명), 농부 (11만 명), 장애인 (21만), 자영업자(19만), 그리고 학

생 (4만 명)들이 있다. 이처럼 제외된 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라는 것은 명백하다. 국회(입법원)에서의 긴 논의와 협의 후에, NPI는 2007

년 6월에 결의되어 2008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새로 법제화된 NPI 

제도는 분담금을 기반으로 한다. CEPD의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 개별 연

금 제도의 차이점은 그대로 유지되며 단지 지급 방식이 일시불 방식에서 연

금 지급 기준으로 수정 되었다. NPI 프로그램과 같은 기본 보장 연금을 제

외하고, PSI와 EI의 기타 노인 혜택은 연금 원칙에 따라 설계되며 NPI 에

더한 두 번째 보조금(second tier)으로 기획된다. 결국, 최종 단계에서는

‘소 통합’ 옵션이 선택되었고, 2007년 6월, 국민연금법(National Pension 

Act)이 제정되었다.

최종 논의 단계에서 ‘대통합’ 옵션의 실패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관련 부처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이다.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s)

가 급진적인 ‘대통합’을 선호하는 반면, 노무위원회(Council for Labor 

Affairs: CLA)는 ‘소 통합’ 방식을 도입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CLA의 태도는 이해할 만 했는데, CLA는 EI를 수중에 쥐는 것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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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는 두 당과 주요 사회 그룹 간의 결속력의 원칙

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조들도 각자의 이해관계

에 따라 단편적인 제도를 지지하였다. 

끝으로 중산층은 NPI의 낮은 혜택 수준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이들은

대신 개인연금 보험을 선택했다.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경험한 것과는

달리, NPI의 개발은 보장 범위, 즉 저소득 계층이라는 제약이 있다. 그러므

로 시행 후에 어느 정도 까지 이 제도가 재정적으로 유지 가능한지에는 의

문이 존재한다.

제4절 재정 위기에 대한 노동/사회 정책적 대응의 정치 경제학

극적으로 증가하는 실업률(5% 이상)로 인해, 정부는 실업 급여 혜택 기

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여당은 여전히 주저

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 급여의 재정수급 때문이다. 노무위원회는 2009년

실업률 목표를 4.5% 이하로 잡고 있다. 무급 휴가 중인 노동자는 2008년

말까지 약 200,200명으로 추산된다. 청년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

육부(Ministry of Education: MOE)는 ‘졸업생의 기업 인턴 프로그램을 위

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08년

까지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35,000개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다. 대만의 사회

보장 제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신속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가정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는 평균 이상의 소비퍼센티지를 기록하는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어 내

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 정책은 광범위한목적을 가지고, 위기 동안에는 경제적 안정화를꾀

하면서 내수를 촉진시킨다. 사회 정책 연구원들은 사회 정책의 주된 목표가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이들은 스스로

를 부양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피해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능력도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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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제 회복기에 새로운 경제 개발 기회에 대한 준비를 스스로 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개방 경제를 위협하는 현 위기 상황에서 대만의 직업 훈련 프

로그램과 같은 활성화된 노동 시장 정책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제5절 대만을 통해 다른 국가에게 제시하는 교훈

개발 전략과 사회 복지제도간의 상호 보완을 통한 빈곤 퇴치에 관한 논

의에서 동 아시아의 새로운 산업 국가들의 케이스는 매우 흥미롭다. 이 논

문은 대만의 사회 복지 제도 개발을 주제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의 사회

보장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개발도상국은 산업화의 초창기에는 사회 보장 정책의 생산적인 요인들이

경제적 개발의목표에 기여할 것이라는논의가 있었다. 이 단계에서 사회 정

책들은 노동 비용을 억제하는 데에 유효한 도구로서 기능하고, 개발도상국들

의 저비용 전략에 기여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경제의 세계화 추세와

국내의 민주화라는 추세의 결과로 사회 정책은 눈에 띄게 변화하였다. 

동 아시아 국가의 사회 정책은 인적 자원의 형성과 질 좋은 노동력의 유

지를 지향하고 있고, 사회 정책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생산

적 그리고 자원 분재적인 사회 정책이 있는데, 생산적 사회 정책의 주요 특

성은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 경제 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자원

분배적인 사회 정책은 역진세 제도,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의범위확대 등, 

재분배 방식을 통한 사회적 평등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의 경쟁력제고를 고려하면 동 아시아 국가들은 제한된 자원을 사회 정책의

특정한 분야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교육, 직업 훈련, 건강, 주택, 산업 재해

보장 또는 식량 공급 등 이 모든 것들은 질 좋은 노동력의 확보 또는 근로

자의 최저 생계비용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 기여했다. 대조적으

로, 자원 분배 측면에서의 사회 정책은 독재적인 개발주의 단계에서는 의도

적으로 무시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 정책의 주요 요소들로써 연금 제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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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급여 및 사회적 보조금 등은 무시되거나 미개발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에는, 신 산업국가들 사이에서 제도화된 사회 보장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80년대 중반 이후, 경제 개발과 세계화와 같이 정치적인 민주화가 진행

되면서 민주화는 경제 개발 전략의 필요성과의 연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

중의 요구에 대한 정치적 관여를 의미하기때문에 정부는 사회 정책을 효과

적으로 이용해서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왔다. 1995년에 NHI를 시행

하고 보편화된 연금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잘 이해

될 수 있다. 즉, 대만에서 90년대 이후에 신설된 사회 정책은 생산적인 요

인에서 자원 재분배적인측면으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변

화는 사회 보장 제도의 범위를 예외적인 근로자들, 가족에 의존하는 자들, 

장애인, 그리고 노년층과 같은 취약 계층으로 확충한 것이다. 대만의 경우

는 사회 보장 제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사회

보장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으로,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의 특수한 역할도 또한 강

조되었다. 동 아시아의 사회 정책은 사회적인 통념에 따르자면 생산적이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노동력을 ‘상품화’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초창기의 경제 개발 단계

에서의 이러한 선택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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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필리핀의 사회안전망 

제1절 필리핀의 사회보장 및 사회안전망 

  1. 서론

증가하는 빈곤가구와 빈곤층의 비율이 각각 26.9퍼센트와 32.9퍼센트

(2006년 NSCB자료)에 이르면서 필리핀 정부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보호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빈곤문제의 심각성과 빈곤층 및 취약계층 문제 해결방안 부재로 인해 개발

접근법을 재고해봐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는 특히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큰 어려움을 제기했

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의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호제도

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가장 취약한 사회계층의 권리를 지지하

고 보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개발부(DSWD)는 사회복지와 사회

안전망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중점을 둔 사회보장제도 개발을 주도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빈곤층과 취약계층

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필리핀의 사회보장 

필리핀의 사회보장전략 개발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은 정부기관 및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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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대표로 구성된 필리핀개발포럼(PDF)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사회발전 산하 사회보호 분과위원회에서 제시되었다.   

정부기관, 개발기관 및 관련 이해기관과의 협의 후, 필리핀 경제개발청

(NEDA) 각료급 사회개발위원회(SDC)는 “필리핀의 사회보호 정의채택”이

라는 NEDA-SDC 결의안 제 1조를 2007년 발표했으며, 결의안의 사회보

장 정의는 “생계 및 고용을 촉진, 보장하고 위험과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며 국민의 위험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고용, 빈곤

감소 및 위기에 대한 취약성감소와 소외계층의 사회적 지위와권리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 이다. 또한 결의안 제 1조에서는 필리핀 사회

보장전략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노동시장 프로그램/개입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고용

기회 확대 방안에는 무역정책, 기술개발 및 훈련이 포함되며, 근로자 보호

방안에는 최저임금, 직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과 같은 근로기준 준수가 있다. 

나. 사회보험  

긴시간, 전 계층에 걸쳐 재원을 공동출자하고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수

입손실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서 수혜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고 질병, 부상, 장애, 감원, 흉작, 임신, 고령 등

의 이유로 수입이 없어지거나 실직을 당한 경우에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

에는 각 지역단위에서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단위 및 지역사회

단위 프로그램(예: 소액보험, 사회지원 기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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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사회보장 운영체제

다. 사회복지  

빈곤층, 특히 극빈층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필요를 지원하고, 실직, 재

정착, 소외, 질병, 장애, 고령, 부양자 상실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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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발달적 개입. 사회복지 및 사회부조 프로그램은 극빈층 및 소외계

층에 대한 현금이나 현물 형태의 직접적인 원조와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 

대안이 되는 돌봄 서비스 및 위탁 서비스와 같은 사회 서비스로 구성된다.

 

라. 사회안전망  

경제 위기, 재해, 재난으로 인해 특정 취약계층이 받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안이나긴급 대응방안. 특히 영향 받은집단을 대상으로 구호 및

전환이라는 특정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며, 긴급원조, 가격 보조금, 식량 프로

그램, 고용 프로그램, 재훈련 프로그램 및 긴급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3. 사회보장 실행방안 및 프로그램

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필리핀 정부는 경제위기로부터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프로

그램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주목 할 프로그램으로는 학교식품지원 프로그램(Food for School 

Program), 핵심 거주지 원조 프로젝트(Core Shelter Assistance Project), 

재난 구호 운영프로그램(Disaster Relief Operations), 식량 및 현금 지원

취로사업(Food/Cash for Work), 그리고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 원조(the 

Assistance to Individuals in Crisis Situations)가 있다. 

  1) 학교 식품지원 프로그램(FSP: Food for School Program)

학교식품지원 프로그램(FSP)에서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

에게 식품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기관에 출석한 어린이

한 명당 하루 1kg의 쌀을 제공함으로써 배고픔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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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의 기아완화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국립영양위원회

(National Nutrition Council)가 통계상 기아 및 빈곤율이 높은 곳으로 지

정한 우선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우선 대상 지역은 (1) 내무지방자

치부가 지정한 필리핀 수도지역 내 “위험지역” (2) 가장 식량이 부족한 최

하위 10개 주의 시와 군, (3) 그 다음 식량이 가장 부족한 44개 주의 5급, 

6급 군, (4) 5급, 6급 군이 없는 식량부족 주의 4급 군, (5) 2003년 소지역

추정 법(SAE)에 근거한 높은 빈곤비율을 기록한 군이다. 학교식품지원 프

로그램은 교육부 관할 공립초등학교, 유치원 재학생과 사회복지개발부 관할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의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이미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87만 6109명의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제공되었다. 

  2) 핵심 거주지 원조 프로젝트(Core Shelter Assistance 
Project)

이 프로젝트는 재난 대응 및 완화 전략으로 매년 필리핀을 강타하는 태

풍으로 인해 집을 잃게 되는 가구의 수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토착 자재로 지어진 구조적으로 튼튼한 거주지를 제공한다. 프

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개발부(DSWD)는 건축자재 비용을 부담하고

관련 지방자치정부(LGUs)는 필요 인력을 조달하며, 환경자연 자원부(DENR)

가 어떤위험요소도 없이 안전하다고 공표한 장소를 필요한 건축 부지를확

보한다.

  3) 재난 구호 및 재건(Disaster Relief and Rehabilitation)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인재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구와 개인에게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구호 서비스의 사례로는 한 가구

당 3일 동안 250페소(미화 5.56달러)1) 상당의 식량 및 식량 이외의 물품을

1) 미화 1달러 = 45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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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제공한 것을 들 수 있다. 

재난 구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필리핀 재난 관리 시스템에서는 클

러스터 접근법(Cluster Approach)을 도입했다. 클러스터 접근법의 목적은

인도적인 재난 대응책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사회복지개발부는 지정

된 총 11개의 클러스터 중 4개 클러스터를 담당한다. 사회복지개발부가 주

도하는 클러스터는 긴급 피난처, 보호, 생계, 식량 클러스터이다. 그 외 나

머지 클러스터는 영양, 물 공급&공중위생&기초위생, 건강, 캠프 조정 및

관리, 조기 복구, 구호물품 이송 및 관리(Logistics), 농업 부문이다. 2010

년 제정된 필리핀 재난위험감소 및 관리법(DRRM)이라고 알려진 공화국법

제 10121조는 필리핀의 재난 대응책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인재와 자연재해를 다루는 데 있어 재난 위험 감소를 최우선 전략

으로 규정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재해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전체적, 포괄적, 통합적, 그리고 능동적인 재난위험 감

소 및 관리 접근법을 마련하며, 모든 부문 및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 한다”는 목적을 강조한다. 

  4) 식량 및 현금 지원 취로사업(Food/Cash for Work)

현금 지원 취로사업(Cash for Work)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이

재민을 지역사회의 재난준비, 피해 완화, 구호, 재건, 또는 위험 감소 프로

젝트 및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

로그램의 수혜자는 근로의 대가로 식량 및 기타 기본 필수품을 살 수 있는

현금을 지급받으며,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기아 완화 및 식량안보 프로젝트 등 재난준비, 피해완화, 대응책, 

재건 및 복구와 관련된 지역사회가 규정한 프로젝트 수행에 지역

사회의 참여를 장려한다.

○ 피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임시 일자리를창출하고 소득증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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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새로운소득원을찾기 위해 지역사회를떠나지 않도록한다. 

○ 피해 가구와 지방자치정부가 해당 지역 내에서 재해로 파손된 피

난처, 인프라 및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복구하는 것을 돕는다. 일

반적으로 현금지원 취로사업의 일당은 국립 임금 및 생산성위원

회가 정한 일반적인 1일당 임금율의 75% 수준이고, 참여 자격을

갖춘 개인은 보통 프로그램의 생계 및 생산성 지원 프로젝트, 복

구 및 재건 프로젝트, 재난준비 및 피해완화 활동, 인공수로 준설

과 같은 환경 관련 프로젝트, 기아 완화 및 식량안보 프로젝트에

서 10일 이상 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 기간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개발부 사무소의 판단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cf) 식량지원 취로사업은 현금지원 취로사업과 동일한 원칙을 따르며, 

현금대신 식품이 지급된다는 점만 다르다. 

  5)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에 대한 원조(Assistance to      
Individuals in Crisis Situation)

사회복지개발부는 전국적으로 17개의 위기개입기관(CIUs)을 운영하고 있

다. 위기개입기관의 목표는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활동

할 수 없는 개인이나 가구에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위기개입기관은 법률지원, 교통비, 의약품구입비, 장례식 등의 비용

지원, 임시거처 제공, 상담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회복지 - 사회복지개발부의 판타위드 파밀리앙 필리피노 프로

그램(4Ps):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한 프로그램. 

4Ps는 빈곤 가정에 인적 자본을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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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의 세대세습을 붕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부조 및 사회개발 프

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국가의 조건부현금

이전(CCT) 사회부조프로그램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원칙적으로 조건부현금

이전 프로그램의 주요 전략은 특정 행동조건을 충족시키는 빈곤가구에 현금

을 제공함으로써 그 지원되는 현금을 실제 행동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특정 행동은 자녀의 인적 자본에 대한 최소 투자를 의미한다. 다른

조건부현금이전 프로그램들의 요소도 적용된 4Ps에서는 보건 및 교육과 관

련된 두 가지 종류의 지원을 제공한다. 

  가) 보건지원

0-14세의 자녀가 있는 빈곤가정 및/또는 임산부가 있는 빈곤가정이 보건

지원 수혜 대상이고, 현재 0-14세의 자녀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매달 500페

소(미화 11달러)2)가 1년에 12개월의 기간 동안 지원된다. 보건지원 대상

가구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0-5세의 모든 어린이들은 보건부가 정한 보건 프로토콜에 의거하여

연령에 따라 보건센터나 보건소에서 검진 받아야 한다. 

○ 임산부는 보건부의 프로토콜에 따라 보건센터나 보건소에서 검진 받

아야 한다.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14세의 모든 어린이들은 일 년에 두 번 구

충제를 복용 한다(학교 구충 프로토콜). 

○ 수혜 가구주는 가족발달 모임에 참석한다.  

조건부현금이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보건지원 규모는 해당 연령대의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이 프로그램

2) 미화 1달러= 45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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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혜 가구원의 건강증진 및 영양섭취 개선, 영아의 영양상태 향상, 보건

서비스 이용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나) 교육지원

 

3-14세의 자녀가 있는 빈곤가정이 교육보조금 수혜 대상이다. 최대 3명

의 자녀까지 매달 300페소(미화 7달러)3) 가 1년에 10개월의 기간 동안 지

원된다. 대상 가정은 초등 및 중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6-14세의 자녀가

매월 85%의 출석비율4) 을 유지해야 만 자녀 당 교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

다. 5세 이하 자녀와 6-14세 자녀가 모두 있는 가구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

우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한 번에 두 가지 보조금을 받는다. 두 보조금

모두 각각의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수혜 가구는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각각의 보조금을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다. 2010년

6월 30일부로 4Ps는 79만 3122 가구에 혜택을 제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전국적으로 80개 주, 60개 시, 664개 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1년

까지 아키노 정부 하에서 이 프로그램은 230만 빈곤가구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적용되는 시간 그리고

전 계층에 걸쳐 재원을 공동출자하고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수입손실

위험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진다. 필리핀에서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정부

서비스보험시스템(GSIS), 사회보장시스템(SSS), 필리핀건강보험시스템

(PhilHealth) 이렇게 세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3) 미화 1달러= 45페소

4) 무단결석 월3회 이하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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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서비스보험시스템

정부서비스보험시스템(GSIS)은 공무원에 대해 필수생명보험, 선택생명보

험, 은퇴연금, 실업보험, 업무관련사고 장애연금, 유족급여와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운영한다. 특별법에 의거하여 별도의 퇴직 제도를 가진 공

무원을 제외하고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된다.5)

  
  2) 사회보장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SSS)은 민간부문 근로자와 자영업 같은 비정규 부문 근

로자 및 그 가족에게 사회보장 보호를 제공한다. 1997년 공화국법 8282조

(Republic Act 8282) 제정으로 사회보장시스템의 사회보장혜택이 증가하여

강화되었고, 적용범위도 확대되었다. 또한 투자 관련 유연성이 증가되었고, 

법규 위반자에 대한처벌이 한 층 강화되었으며 가입자를 위한 자발적인 준

비기금이 마련되었다. 

  3) 필리핀건강보험시스템

필리핀건강보험시스템(PhilHealth)은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HIP)을 통

해 의무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주무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

(NHIP)은 다른 정부건강프로그램과 협력하여 모든 국민에게 재정적으로 보

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hilHealth와 보건부는 여러 정부기관들과 협력하여 2010년 10월 2

일 전국적인 PhilHealth 가입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의 목적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직 PhilHealth 가입하지 않

5) 마나산 로자리오 G.( Manasan, Rosario G.)(2009). “사회보호정책 개혁: 세계금융위기와

그 이상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필리핀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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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을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개발부의 국가 가구

타겟팅 시스템(National Household Targeting System) 목록에 올라있

는 약 80만 가구가 PhilHealth 극빈자 프로그램에 등록되었다. 이들 가

구는 또한 4Ps 수혜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은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대통령이 3년 내에 PhilHealth가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 노동시장개입 

노동시장 프로그램 및 개입의 목표는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

키고 노동시장의 기능을 개선(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통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함으로써 고용 및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노동 고용부서

(DOLE)는 필리핀의 노동시장 개입 주무부처이며 노동시장개입의 일환

으로 노동고용부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학생고용 특별프로그램

(SPES), 자영업 및 기업가정신 계발을 통한 농촌고용(PRESEED) 프로

그램, 여성인력 고용 및 기업가정신 계발(WEED) 프로그램 등이 있다. 

PRESEED는 농촌지역의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WEED는 비정규

부문의 여성근로자, 실직여성근로자, 재택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제2절 서비스 전달의 문제점6)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주목할 만

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상자가 수급혜택을 받고 실제 빈곤층

6) 바라, 알리시아 R.(2009). 필리핀의 사회원조경험 – 2009년 사회원조 및 조건부 현금이

전에 대한 ADB 지역 워크샾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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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비용효율성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레예스(Reyes)의 연구와 2007년 마나산과 쿠엔카

(Manasan and Cuenca)의 연구는 특히 사회복지 및 사회안전망 관련 사회

원조프로그램의 시행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주요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했다.  

  1. 대상자 선정방법(targeting) 개선 및 사회원조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필요

다양한 빈곤퇴치프로그램에서 적절한 대상자선정방법의 부재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선정방법이 모든 프로그램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레예스(2008)는 적절한 대상자선정방법이

사용된다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비율과 혜택 받는 비대상자 비율을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 예산 및 비용효율성 개선 필요

사회적 위험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 범위가 매우 넓은 반면 절실

히 필요한 사회보장프로그램 시행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자원은 제한적이

다. 따라서 대상자선정방법 개선, 자원동원 개선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정부, 

NGO,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조정 개선, 지방자치정부의 사회보호프

로그램 시행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3. 부적절한 수혜대상범위 및 비효율성 

NGO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극빈층이 사회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많은 NGO들이 몇몇 특정 부문(예: 

아동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다른 부문(예: 장애인, 노인)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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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알다바(Aldaba, 2008년)는 지적했다. 그는 NGO

와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

공하도록 장려하는 등 정부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다바의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필리핀개발아카데미(Development Academy of the 

Philippines)가 수행한 [국가사회보호 및 복지프로그램 검토 및 강화](DAP 

2009)라는 제목의 연구는 정부의 사회보호 및 복지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

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 사회보호의 수혜대상자 범위가 좁다.   

○ 빈곤층 및 비정규 부문 근로자의 지방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제공

자에 대한 접근, 교섭력,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다.  

○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범위가 제한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으

며 재원이 부족하고 수명이 짧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주요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얻은 교훈이

판타위드 파밀리앙 필리피노 프로그램(4Ps)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고, 4Ps

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층 어린이와 임산부의 교육 및 건강 증진을 지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Ps는 대상이 되는 빈곤층이누구이고 어디에 있

는지를 식별하는 국가 가구 타겟팅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보완하며 4Ps는 정부가 재원을 올바르게 제공하도

록 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돕는다.

제3절 빈곤 감축을 위한 국가가구타겟팅 시스템(NTHS-PR7))

사회서비스 전달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개발부는

7) 사회복지개발 저널 – 2009년 3분기 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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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TS-PR을 도입했다. NHTS-PR은 극빈층이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있는

지를 식별해내는 제도로서, 빈곤가구에 대한 사회경제적 데이터베이스를 생

성하고 구축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빈

곤층에 대한 통일되고 기능적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타겟팅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NHTS-PR은 사회복지개발부와 기타 정부기관의 주요 사회부조 및 사회

보호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빈곤층 대상자 선정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

되며 NHTS-PR은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 대상인 극빈자를 선정하기 위한

통일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일련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인 타겟팅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프로그램의 협업, 효율성, 효과를 증진시킨다. 국가 타

겟팅 시스템은 잠재적인 극빈 수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

으로써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전자적으로 혹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국가정

부기관, 지방정부기관, 비정부기구 및 조건부현금이전 프로그램(CCT)이나

4Ps같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공유하게 된다. 장기적으

로 NHTS-PR은 사회보장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 사회복지

개발부 및 기타 국가정부기관의 제도적인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4Ps의 사전 시험 단계 및 2008년 말까지 약 3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초기 단계 동안 성공적으로 사용된 타겟팅 시스템은 두 단계의 타겟팅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족소득 및 지출조사(FIES 2006)에 따른

빈곤인구비율을 기준으로 빈곤 주(provinces)를 선정하고, 소지역 추정 법

(SAE 2003)에 따른 빈곤인구비율을 기준으로 빈곤 군(municipalities)을 선

정한다. 이 두 가지 통계수치 모두 국립통계조정위원회(NSCB)에 의해 산출

된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리 자산조사(PMT: Proxy Means Test)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구평가를 수행한다. PMT방법론은 가구 구성, 교육수

준, 사회경제적 특성, 주거조건, 기본 서비스 이용, 자산, 재직 상태, 지역 변

수를 바탕으로 가구 소득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PMT 추산을 위한 정보는

가구 소득을 예측하는 관련 변수들로 구성된 2 페이지짜리 설문조사지인 가

구평가양식(HAF)을 통해 수집된다. PMT 모델은 가족소득 및 지출조사



75

제
3
장
 필
리
핀
의
 사
회
안
전
망

(FIES, 2003)와 노동력조사(2003)의 데이터세트를 사용하여 추산되었다. 

            [그림 3-2] 국가 가구 타겟팅 제도(NHTS-PR)의 운영

PMT계산을 위한 정보는 전체 일괄 조사(대상 지역 내 모든 주민에 대

해 조사 실시), 요구 시 조사, 또는 이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데이터 수집 전략에 따라 수집된다. 사용되는 방법론은 조사대상

지역의 빈곤율과 도시/농촌 분류에 따라 달라지며 정보의 품질보장을 위해

수집과정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감독된다. 일단 정보가 수집되면

목적에 맞게 개발된 소프트웨어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처리되며, 그 과정

에 유효성 검사 루틴이 포함된다. 그리고 나면 NSCB가 가장 최근 발표한

공식 지역 빈곤선을 기반으로 빈곤가구와 빈곤하지 않은 가구를 분류하기

위한 PMT모델이 산출된다. 이 타겟팅 방법은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코

스타리카와 같은 다른 중간소득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근로자의 50% 이상)이 비정규 부문에서 일하고 있고 소득이나

자산을 대조 검토할만한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고소득을 검증

하기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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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말까지 210만 가구의 데이터베이스가 확인되었고, 가구 수준의 데

이터는 420만 가구로부터 수집되었다. NHTS-PR의 목적은 940만 가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빈곤가구에게 대해 ID카드를 발급하고, 940만 가

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하며 4년 후 자격을 재 갱신하는 것이다. 

제4절 경제개발청 사회개발위원회(NEDA-SDC)의 

사회보장 분과위원회  

2009년 10월, 각료급 NEDA-SDC는 사회보장전략 백서를 채택했고, 그

결과 사회보장 분과위원회(SCSP) 설립에 관한 2009년 NEDA-SDC 결의

안 제 2조가 만들어졌다. 현재 SCSP의 위원장은 사회복지개발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 차관이, 부위원장은 경제개발청 기획 및 프로그램 사무차장이

맡고 있다. 이러한 정부 간 조직은 사회보장전략에서 정한 주요 필수과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책임 정부기관/주체의 보고와 같은 제도적인 절

차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사회보장 운영 기본방안 및 전략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

선하는데 있어서 보다 큰 시너지와 프로그램 영향력 달성을 위해 강화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보장 노력의 조정

및 상호보완을 강조한다.  

제5절 사회보장 필수과제

  1. 주요 이해관계자간의 협동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있어 관련 정부기관, 지방정부단

위(주, 시, 군, 바랑게이 연합을 통해), 주요 민간 조직/NGO들이 결속력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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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관된 방식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자원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2. 4Ps와 사회보장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상호보완

빈곤계층의 어린이들과 사회적 약자 계층의 개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인 4Ps에 특히 초점이 맞춰지고 가운데, 4Ps가

조건부 현금이전 프로그램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것에 대한 기대가 높

다. 4Ps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기능 개발, 장학금, 고용창출, 무담보 소액대

출(microcredit), 영양/급식 프로그램, 농촌전화(電化) 와 같은 4Ps지역에서

시행되는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들로 보완된다.  

우수 성공사례가 많은 사회복지개발부의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인

KALAHI-CIDSS와 자영업원조-카운라란(SEA-K)이 4Ps를 보완하며 프로

그램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러한 수렴적 노력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KALAHI-CIDSS는 빈곤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주도 전략으로

4Ps지역에서 공급측면을 제공하는 장치로 간주되며, KALAHI-CIDSS에서

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실/보육센터, 보건시설, 급배수 위생설비, 접근 도

로 건설 및 기타 중요한 지역사회 하위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4Ps 조건 이

행을 증가시키고 고용기회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지역사회 동

원 및 참여를 통해 수혜대상자가 주요 개발 결정 및 자원에 참여하도록 하

는 지역사회 권한이양을 촉진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SEA-K는 경제활동

빈곤층의 역량 구축 프로그램으로, 수혜대상자의 사회경제적 기술을 증진시

키는 측면에서 4Ps를 보완한다. SEA-K는 수혜대상자에게 자금 지원을 제

공하고 가구소득을 증대시킬 자영업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에 참여하도

록 장려한다. 여러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최적화될 수 있

는 다른 주요 요소들은 대상자 타겟팅, 지방자치정부의 역량 구축, 지역사

회 권한이양, 지역사회 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 추천시스템 마련에 있어

메커니즘을 면밀하게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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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컨버전스(프로그램들의 상호보완)를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

즘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 다른프

로그램으로의 연결이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기관용 추천시스템을 마

련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개발부는 중앙에서 지방 정부 수준까지

추천시스템 운용을 위한 지침 수립을 주도하게 될 것이며 나머지 요소들은

프로그램 구상 평가 후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4Ps가 정부의 가장 주도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다른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도 각각의 중요성을 가지고 시행

된다.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빈곤층 보호 및 빈곤경감을 위

한 정부 노력의 전체 스펙트럼에 포함된다.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 및 프

로젝트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 가구나 개인은잘못된 대상자 선정확률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가구 타겟팅 시스템(NHTS-PR)을 통해 선정되고 우선

순위가 정해질 것이다. NHTS-PR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타겟팅 시스템으로

국가정부기관이 사회보장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3. 모니터링 및 평가 

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확립 

모니터링 및 평가 (M & E) 체계는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조건의 변경사항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알려서 대상자의 프로

그램 전환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다. 프로그램 대상자의 사

회경제적 지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하여 프로그램의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이는 수혜대상자를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웰빙을 위한 다른 정부 프로그램이나 서

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있어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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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자원 할당 재검토

정부기관들은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이 목표에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의도했던 성과/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

램의 기획의도를 재검토하고, 자원이 의도했던 수혜대상자와 지역범위를 효

율적으로 지원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원 요구사항을 재검토한다. 프로그

램이 본래 의도와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기관은 기관의 핵심

임무 및 기능과 관련하여 영향력과 관련성이 높은 다른 우선순위 프로그램

이나 프로젝트에 자원을 재배치해야 한다. 

다. 졸업계획 수립 

사회보장 전략의 중심에는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를 위한 졸업계획 및 지

속가능성 계획의 수립이 있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졸업계획은 사회보장 대

상자 중 누가 프로그램에서 졸업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기존의 개입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우선대

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안된 졸업계획에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개입(장

학금, 역량구축/기능훈련, 일자리 주선, 생계, 무담보소액대출 등)을 정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계획이 포함되며, 졸업하는 적용 그룹이 다시 가난에 빠지

게 할 수도 있는 갑작스러운 사회 경제적 침체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어떤

개입이 다양한 차원의 위험이나 취약성에 적합한지 결정한다.   

라. 앞으로의 방향 

사회안전망이 빈곤과 취약성 문제 해결에 필수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정

부의 사회보장 노력에 발맞추어, 향후 시행될 조처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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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리핀의 사회보장에 대한 심층 연구 수행

“국가 사회보장 및 복지프로그램 검토 및 강화”라는 제목으로 필리핀개발

아카데미(DAP)가 2009년 수행한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연구를 수행한다. 

세계은행 마닐라 사무소가 수행할 예정인 “필리핀 사회보장부문 검토”는

DAP의 사회보장검토 연구를 발전 보완하여 정부의 중기 사회보장논의사항

개발 지원을목표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위험과쇼크에 대한 가구의 취약성

에 대한 이해 제고,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 수행, 몇개의

선별된 사회안전망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분석을 제공한다. 

  2) 2011~2016년까지의 5개년 사회보장(SP) 계획 수립

 본 중기 사회보장계획은 정책입안자, 기획자, 프로그램 수행자가 특정

해당 그룹 및 취약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책임기관/주체가 실행하기

에 가장 적합한접근법과 전략적 개입을결정하도록돕는청사진이 될 것이

다. 현재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및 개입의 위험-대응 격차를 분석하고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분석한다. 사회복지개발부는

협력기관을 위해 사회보장에 대한 역량구축 워크숍을몇차례실시한 후에

SDC 사회보장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 중기계획 수립을 주도한다. 

  3) 사회보장 수렴/통합적 기본 틀 개발

수렴/통합적 기본 틀은 다양한 사회보장 실행 기관/조직의 사회보장 프로

그램 및 프로젝트들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4) 사회보장(SP)을 중기 필리핀개발계획(MTPDP)에 적용
 

사회보장과 민생안보 제공에 특히 중점을 두고 사회보장의 개념,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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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MTPDP에 적용시키는 것은 개발 개입 및 주요 정책 개혁의 가치를

높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에 신뢰감을 더할 것이다. 사회보장은 매우 광범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노동시장 개입, 사회복지, 사회보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이한 요소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 

제6절 세계금융위기 시기에 필리핀 정부가 시행한 사회안전망 

⧠경제회복계획(ERP)8)

경제회복계획(ERP)은 필리핀의 세계금융위기 대응 정책으로, 정부지출

확대와 세금감면,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정책을

통해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고 경제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RP는 또한 궁극적인 세계 경기호전에 대비해 필리핀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RP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한 성장 및 더 높은 성장 목표 달성

○최대한 많은 일자리 창출 및 보호

○ 가장 취약한 부문 보호 – 극빈층, 귀국한 해외 필리핀 근로자, 

수출업계 근로자

○낮고 안정적인 물가 달성

○ 세계 경기회복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RP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다.9)

8) 경기회복계획에 대해 국립경제청(NEDA)의 자주묻는질문(FAQs)
9) NEDA.(2010). 중기 필리핀개발계획(2004-2010) 업데이트됨. http://www.neda.gov.ph/plans 

_and_reports/MTPDP/Updated_MTPDP%202004%20to%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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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 징수 개선. ERP는 기본적으로 재정 경기부양책이기 때문에

정부는 ERP에서 수행 예정인 많은 계획들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재정부(DOF)가 세입 징수 개선 대책을 책임지고

있다.  

○ 예산 개입 실행.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2009년 예

산의 신속한 완전 집행, (b) 개인서비스와 유지보수 및 기타 운영

지출(MOOE)에 할당된 예산 활용 극대화, (c) 진행속도가 느린

프로젝트의 재원 재편성 (d) 지속적인 농업 지원 필리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및 주식자본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사회보장을

확대하고자 한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규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출 가속화. 이

전략에는 사회기반시설 기관의 흡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포

함된다.  

○ 사회보장 프로그램 확대. 사회보호망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부

예산이 수정되었는데, 2009년 예산은 2008년의 높은 식품 가격

및 연료 가격에 대응하도록 수립되었다. 사회복지개발부의 4Ps를

통해 극빈층에 대한 조건부 현금이전 프로그램을 높은 쌀 가격과

기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ERP는 또한 국민건강보험 시행을 위해 PhilHealth에 대한 예산을 추가

했으며, 기술교육기능개발부(TESDA)에 대한 재원 할당을 늘렸다. TESDA

는 인력 및 기능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기능 기준 및 시험을 도입하며, 

인력 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정· 감독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술·직업

교육 훈련(TVET) 기관에 대한 자원 배분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며 귀

국해외근로자 대출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해외근로자복지협회(OWWA)

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렸고 1·2차 병원을 위해 보건부(DOH)에 재원을 추

가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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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보호 및 신규 고용 창출. 제품 수출 부문 근로자와 실직

한 해외 필리핀 근로자가 경제위기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다. 노동

고용 부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 보호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ERP는 종합적인 생계 및 긴

급고용프로그램(CLEEP)을 시작했고 CLEEP는 고용위기를 방지하기 위

해 제안된 일련의 정책으로써, 목표는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부문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 감소 및 손실의 위협

과 영향으로부터 빈곤, 기아, 귀국 해외근로자, 수출업계 근로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CLEEP에서 정부 각 부처

수장들은 긴급고용을 위해 직원을 채용하고 생계 프로젝트의 재원을 마

련하고 감독하라는 지시를 받으며 CLEEP 하에서 시행 중인 사회개발

복지부 프로그램에는 자영업지원 카운라란(SEA-K) 과 현금지원 취로사

업(Cash for Work) 프로그램 등이 있다. 

○ 예산외 개입. 여기에는 정부소유관리회사(GOCCs)와 정부금융기

관(GFIs)의 재원을 이용하여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진

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ERP는 또한 사회보장기관(SSIs)들이 그

구성원들에 대한 혜택을 증진시키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또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즉,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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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의 사회안전망

제1절 서론

저조한 출산율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일본의 인구는 급격히 고령화

되고 있으며 이는 복지제도 개혁에큰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

혜택과 보험료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하

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직면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파트타임 및 파견 근로자)의 수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노동비용을 절감

해야 하는 고용주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이

실시한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03년 총 근로자 수는 약 6천 300만 명이었

으며, 그 중 남녀 파트타임 근로자가 22%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직

장을 전전하는 젊은이들로 상징되는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상태, 가장의 임

금인상률이낮아 가족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대부

분 여성)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가 앞에서 언급한 예를 포함해

서 다양해지고 있는 근로 형태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사회보험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50여 년

이 지났다. 약 50년 전 1958년과 1959년에 제정되어 1961년부터 실행된

보편적 건강보험법과 연금법이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두 기둥이 되어왔다. 이

두 가지 법은 공공 원조법 (1946) 및 고용보험법(1974)과 함께 질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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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고령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일본의 주요 사회정책 제도이다. 의료보

험, 공적연금, 고용, 직장관련 사고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의 형

태를 취한다. 공공보험제도는 가입자 (및 그 가족) 에게 그들이 인생에서 큰

위기에 처한 경우 현금 및 현물 혜택을 제공하며 모든 국민과 고용주는 의

무적으로 이 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보험료는 대부분의 경

우 모든 가입자가 지불능력(소득)에 따라 부담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가입

자들 간에 위험 분담 효과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가진다. 이러한 사

회보험이 제정되었을 당시의 일본 경제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노동시장은 평생고용제도, 연공임금제

도, 고용주와 정규직근로자 노동조합 관계가 매우 안정된 특징을 가지고 있

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상황은 1960년대 이후 50년 동안 변화를 겪었고, 소

위 리만 쇼크 위기 이후 침체된 세계경제 상황에서 현재 일본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와 높은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필요하

다. 또한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지난 50년 동안 일본의 인

구 구조는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은 1960

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5%에 불과했지만, 1985년 10%를 초과했으며 2004

년에는 전체인구의 17.3%인 2192만 명에 이르렀다. 2002년 인구예측(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노령인구는 수는 2025년에 총 인구

의 28%인 3473만 명, 2050년에는 33.1%인 358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

산된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지난 50년 동안 노인인구의 가구 구조

도 변화했다. 공적연금급여가 임금연동에서 1980년대 후반 물가연동으로 전

환된 후, 연금급여는 실제 활동인구의 생활수준 향상 정도에 비례해서 증가

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와 함께살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인센티

브는 줄어들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자와 지방정부가 늘어나는 지출

을 위한 재원을마련하는 것은점점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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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과 리만쇼크위기 이후 오랜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에게 건

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인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현안을 (1) 노동시장변화에 따

른 공적연금제도 범위 확대, (2) 실업 증가에 대한 긴급 대책, (3) 실업률

증가로 인한 우울증 및 자살 방지 대책, (4) 사회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

황에서 의료비 및 장기요양비용 재원 마련 방안, 이 네 가지 부문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각 현안들은 장기 불황 속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

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현안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해결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제2절 고령화 진행 및 경기침체와 관련된 사회보장 현안 

  1. 일본의 사회지출 및 정부적자 증가

 
사회보장 동향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는 사회지출 지수를 발표했는데(OECD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 여기에는

연금기금, 빈곤층 의료지원 및 복지, 아동수당(이전지급), 복지서비스를 위

한 사회보장혜택 및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전 지급되지 않는 시설개발비와

같은 지출이 포함된다. 국민생산에서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의 사회지출 비율은 유럽국가들 보다는 낮지만 미국보다는 높으며 최근

몇 년간의 수치를 보면 독일, 프랑스, 스웨덴보다는 낮지만 미국, 영국보다

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하락하고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사회보

장혜택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총 인구 1억 2778만 명 중 68세

이상 인구가 2814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추정인

구). 고령화율(66세 이상인구/총 인구)은 1980년 9.1%에서 1990년 12.1%, 

2000년 14.6%, 2008년에는 22%에 이르렀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90

아
시
아
 국
가
의
 사
회
안
전
망

인해 연금수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의 1인당 의료혜택 지출은 경제활동 인구보다 5배 정도 높기 때

문이다.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

만 인구고령화로 인한 증가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최고령층 인구 증가

로 인해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혜

택지출도 함께증가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특히 노인에 대한 사회지

출은 증가한 반면, 아동복지를 포함한 복지 관련 지출은 일본의 사회보장지

출에서 계속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출산율감소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

이 매우 중대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비교

해 보았을 때 보육 관련 혜택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소득불평등 확대 및 실업급여 및 공적 부조 수급자 증가 

2008년 세계경제 동시침체는 비정규직 중심의 실업 증가, 청년층 일자리

부족, 임금상승 둔화로 이어졌고 국민들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소득 변화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 초래 되었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변화 이외에도 인구 고령화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득분

배 변화, 1인 가구 및 한 부모 가구 증가로 인한 가구 구조 변화, 근로생활

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등의 다른많은 문제들도 인식되기 시작했

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빈곤 문제, 근로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격차 문제,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 특

히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소득불평등 지수는 OECD회원국의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소득불평등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OECD

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일본 가구의 빈곤비율을 발표했다. 2010년 후생

노동성의 소득분배조사를 근거로 최근 발표된 Gini 지수에 따르면, 시장소

득 및 가처분소득(등가가구소득)에 대한 Gini 지수 값은 각각 0.45와 0.32

로 나타났다. 소득격차 심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주요 요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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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실직 후 소득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업자 수 증가를 들 수 있

다. 실제로 일본의 실업률은 2009년 7월 5.7%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이

전 최고치인 2003년 4월의 5.5%를 앞질렀다. 실업률은 2009회계연도에 계

절조정기준으로5.2%까지 증가하여 6년 만에 처음으로 5%를 상회했다. 총

무성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350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5

만 명 증가했고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

의 실업률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부문은 부분적으로 공공

사업지출 감소로 인해 파산 업체가 늘어나면서 고용자 수가 33만 명 감소

하여 489만 명이 되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혜자격을 가지려면 1년 이

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실업급

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근로자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일본의 빈곤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 지난 달 복지부는 6월부

로 137만 7930 가구의 190만 7176명이 복지대상으로 생계보조(세이카추

호고)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193만 명이 매월 생계보조를 받았던 1955

년 회계연도 이후로 복지대상자 수가 19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3. 장기불황 속에서 일본의 사회보장 개혁 방향 

가. 실업자 수 감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 저소득 노인을 포함한 가구 수 증가로 인해 복

지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극히 낮은

임금을 받는 젊은 인구 계층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

도 받는 급여가 너무 낮아 지급되는 실업급여로는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고용기간이 극히 짧은 근로자도 실업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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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0년 1월, 2020회계연도까지의 경제 성장전략 기본정책을 발

표했다. 향후 10년 동안 명목 경제성장률 평균 3%, 실질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하고, 향후 4년 동안 현 5%대의 실업률을 약 3%로 낮춘다는 계획이

다. 성장기본정책은 에너지, 환경보호, 의료 및 간호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조업 분야 지원

에 중점을 둔 과거의 공급중시 경제학이 국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가져다주

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

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140만

개, 의료·간호 및 보건 분야에서 280만 개, 관광분야에서 56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식량자급률을 50%까지 끌어올

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4-1] 경제위기대책에 대한 주요 핵심 사항

        주:  음영처리 부분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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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울증과 자살 예방을 위한 보건정책 및 노동정책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일본의 자살인구 수는 12년 연속 3만 명을

넘어섰다. 7월 한 달 동안에만 2840명이 자살해 전년 대비 2% 증가를 기록

했다. 자살과 우울증이 경제에 끼친 비용은 2009년 2조 6800억 엔에 달하

는데 이는 사망자의 소득 상실 추정금액과 기분장애로 발생한 사회보장지출

을 합한 금액이다. 처음으로 발표된 이 경제손실 추정치는 국립 사회보장인

구문제연구소에 의해 산출되었고, 2009년 자살한 3만 2845명 중 15~69세

사이의 인구는 2만 6500명으로 밝혀졌다. 만약 그들이 70세까지 살아서 일

을 했다면 총 1조 9030억 엔을 벌어들였을 것이다. 또한 우울증 환자가 자

살하지 않았더라면 또는증세악화로 직장을 며칠씩쉬지 않았더라면 정부는

근로자보상급여로 456억 엔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우울증을 앓

고 있는 근로자가 작년 한 해 우울증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총 1094억 엔의 소득이 더 발생했을 것이며, 우울증으로 인한 실직이 발생

하지 않았더라면 실업급여 지출도 187억 엔 감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정부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과 생계보호 보조금으로 발생하

는 사회보장지출 6017억 엔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자살과 우울증으로 인한 경제손실 추정 금액은 2

조 6780억 엔에 달했다. 만약 일본이 자살과 우울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2010년 국내총생산은 약 1.7조 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손실 총 금액은 추정 값이며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2009년

의 270만 엔은 이 두 부분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된 것이다.)

첫 번째 부분은 우울증 환자를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출한 금액이다. 

이 금액은 우울증환자에 대한 공공의료보험 혜택, 우울증으로 직장을 그만

둔 사람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우울증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공적 부조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일본정부가

우울증을 완전히 예방하는데 성공한다면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라는 가정 하에 우리는 이러한 추정 지출금액을 일본 경제의손실로 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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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부분의 예상비용은 1998년 영국 정신건강연구조사검토(Mental 

Health Research Review)의 “영국의 정신실환 비용”이라는 보고서의 아이

디어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나머지 한 부분은 지금부터 매년 자살 건수가 0이라는 가정 하에 산출한

예상 GDP와 해마다 3만여 건에 이르는 일본의 실제 자살 건수를 감안한

실질 GDP의 차를 구한 값이다. 이 부분은 생산함수, 노동력 참여 함수, 소

비함수,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하는 방정식 등과 같은 약 100여 개의 방정식

을 가진 거시경제 모델로 산출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GDP의 차이를 일

본에서 자살로 발생된 손실로 간주한다. 만약 정부가 자살을 완벽히 예방하

는데 성공한다면 자살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소비할 수 있는 기

회를갖게 될 것이며, 이는 GDP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살이 발생하여 이러한 GDP증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를 자살

로 인한 손실로 간주한다. 각료회의에서 장관들은 자살문제 해결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보건부 및 관련 부서를 포함한 부처의 담당 위원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다. 근로자 복지연금 수혜 범위를 파트타임 근로자까지 확대 

현재 연금수령 자격을 가지려면 최저 25년의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

야만 하는데 이러한 최저 납입기간은 단축되어야 한다. 급여-보험료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자 복지연금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후생연금

보험(EPI) 적용범위를 주 20시간 이상 일하거나 연소득 65만 엔인 종업원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5년 후에 이 제안을 다시 검토하

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EPI 적용범위 확대가 미래의 논의주제로 연기

된 원인 중 하나는 주로 경제계의 열띤 주장 때문이었다. 적용범위가 확대

되면 법으로 정해진 기업의 복지 부담비용이 증가될 것이고, 이 경우 불확

실한 경제전망으로 매우 더디게 증가하고 있던 노동수요 및 투자를 제한하

게 되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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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속에서 연금제도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급여

축소가최근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주요 초점이 되었다. 개혁의 과제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제도의 중장기적 안정성을확립하고앞으로 연금보험

부담 수준을 경제활동 인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다.

라. 새로운 아동양육수당 도입 

자녀 1인당 월 1만 3000엔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이 2010회계연도 시작

일에 발효되면서 일본 민주당은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를 이행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월 2만 6000엔 수당 지급을 영구적인 조치로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신규 아동양육수당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을 찾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시행 첫 해인 2010 회계연도에는 그

절반인 1만 3000엔을 지급하고 2011 회계연도부터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

다. 2010년 필요한 예산은 2조 3300억 엔이며 2011년부터 필요 예산은 5

조 3000억 엔으로 늘어날 것이다.

일본의 어려운재정을 고려해볼 때, 새로운 아동수당에 소득상한제를 적

용해야 하는지, 지방정부와 기업이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정부 내

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연 1조 엔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현재의 수당에 대

해, 중앙정부가 2690억 엔, 지방정부가 5680억 엔, 기업이 1790억 엔을 부

담한다. 재정부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새로 도입되는 수당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원칙적으

로 중앙정부가 보든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공표한 바 있으며 현재 내각

의 장관들이 재정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마. 노인층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혁 
   

보건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본은 보험료 수준 인상, 여러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 조정,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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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건 수요 통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보험료 수준 인상 및 여러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전략은 경제성장률이

저조하고 기업이익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기업, 건강보험업

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환자의 본인

부담금 인상 전략에 대해서는 인상의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금 인상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설사

부담금 인상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4년 건강보험법 개정에서는 환자 본인부담금

형태와 그 효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조합관장건강보험 및 정부관장 건강보험 모두 포함) 가

입자의 본인부담률을 2004년 4월부터 실제 의료비의 30%까지 인상하되, 

본인부담률이 30%를 넘지 못한다는 특약규정을 부칙에 덧붙였다. 

나아가 75세 이상 노인에 적용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가 2008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75세 이상 노인인구의 의료비는 젊은 세대보다 더 높

기 때문에 이들은 일반 건강보험제도에서 제외되어 왔다. 새로운 제도의 목

표 중 하나는 대상자가 그들의 건강에 대해 잘 알게 함으로써 의료비 지출

을 줄이는 것이다. 자녀(민간 및 공공부문 근로자)의 부양을 받았던 약 200

만 명을 포함해 약 1300만 명의 노인인구가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초기에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재정적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처음 6개월 동안은 보험료가 면제된다. 

그 이후에 재정부담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년 후에는 정상적인 수준에

이르게 된다.

새로운 제도에 필요한 총 재원은 세금으로 50%, 젊은 경제활동인구의

건강보험조합 “지원금”으로 40%, 가입자 보험료로 10%가 충당된다. 연금

수급자의 보험료는 연금에서 원천 징수되며 월평균 보험료는 약 6000엔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개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것이

다. 각 현(縣)이 새 건강보험제도의 기본단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가입

자의 의료비가 증가하는 경우 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인상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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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현(縣) 정부는 그러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의학을 장려하

도록 되어 있다.  

2008년 4월 1일 시작된 노인층을 위한 보건의료제도가 위에 설명한 것

과 같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비용 분담금액

이 인상된다는 문제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본인부담률이 특정 수준(예30%)를 넘지 않

는다는 조건하에 가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용분담 형태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본 단락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인부담금 및 건

강보험의몇 가지 가능한 대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보건의료에 대한 요

구 충족을 위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노인의료보건제도(Health and Medical Service System for 

the Elderly) 대상인 70세 이상 노인 그룹과 20세 이상 60세 미만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의 후반부에서는 건강보험의 급부와 본인부

담금 사이의 균형을 정량화하고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알려진 질문

지를 사용한 진술 선호 접근법에 의해 급부를 합리화하는 몇 가지 대안의

우선순위를 알아보도록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컨조인트 분석법을 통해 현

재의 급부 수준을 검토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의 효용가

치를 비교하고, 주제별로 주어진 대안의 우선순위를 조사하며 또한 미래에

본인부담금 형태에 대한 대안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저자는 일본의 경

제활동 인구 및 노인인구 대상 설문 조사지를 만들었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의료비 변화 방안에 대한 응답에 대해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했다.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경증 진료비 보험대상 제외에 대한 각 정책의 효용비

율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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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대상 설문조사 

본 보고서에서 이용된 설문조사 문항들은 70세 이상 노인 대상 문항들로

나누어진다. 노인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먼저 대상 노인들에게 현재의 비용분

담 수준과 비교하여 어느정도까지 대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호도

를 관찰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 예시들을 제시했다. 경증질환 진료비 환자

전액 부담, 고도의료기술 진료비 환자 전액부담, 중증질환 진료비 환자 전

액부담, 고액 의료비에 대한 환자 비용분담금 인상, 노인층 보험료 징수와

같은 대안이 제시되었다. 

 컨조인트 분석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너무 많은 경우 가능한 경

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어 응답자가 혼란스러워하기 쉽다. 따라서 선택

할 수 있는 대안을 여섯 가지 항목, (1) 본인분담률 인상, (2) 경증질환 진

료비 환자 전액부담, (3) 고도의료기술 진료비 환자 전액부담, (4) 중증질환

진료비 환자 전액부담, (5) 고도의료기술 진료비 환자 전액 부담(상한선 두

배 인상), (6) 노인층 보험료 징수(월 연금급여의 5%)로 제한했다. 표 1은

이러한 대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단, 표 1에는 현재와 동일한 방

안인 본인부담률을 최대 30%까지 인상하는 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6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여러 경우들로 구성된다. (1) 본인부담비율이

10%, 20% 또는 30%인지 여부(디폴트), (2) 경증질환 진료비가 보험 적용

이 되는지 여부 (아닌 경우 환자 전액부담), (3) 고도의료기술 진료비가 보

험 적용이 되는지 여부 (아닌 경우 환자 전액부담), (4) 중증질환 진료비가

보험 적용이 되는지 여부 (아닌 경우 환자 전액부담), (5) 고액의료비에 대

한환자의 비용분담금을두 배로 인상할 것인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

지 여부, (6) 대상 노인에게 월 연금급여의 5%를 보험료로 징수할 것이지

여부. 그러나 제시된 경우들이 모두 사용된다면 시나리오의 수가 너무 많아

지기 때문에 실험계획법의 직교 배열도표를 사용하여 시나리오 수를 줄였

다. 시나리오를 대신하는 정책 변수(속성)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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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혜택 비율 (30% 본인부담금 계획 대안: 10% 및 20% 본인부담

금 계획)

○ 경증질환 진료 보험 적용(보험 적용/환자 전액부담)

○ 고도의료기술 진료 보험 적용(보험 적용/환자 전액부담)

○ 중증질환 진료 보험 적용(보험 적용/환자 전액부담)

○ 고액 의료비에 대한 환자 비용분담금(현 수준 유지/두 배 인상)

○ 노인층에게 보험료 징수 (징수/징수하지 않음)

 

〈표 4-1〉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노인 환자 비용분담 대안

다음에 제시된 공공건강보험 환자비용분담 제안 중 어느 제안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일본의 노인인구 의료비 지출은 이미 전체 의료비 지출의 약 3분의 1에 이르렀으며, 앞으

로 급속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5년까지 총 의료비 지출의 5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층을 위한 현재의 보건의료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

면 노인 건강보험 환자비용분담금 비율이 향후 5년 내에 30%까지 인상되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용이 낮은 질병(경증질환 진료), 고도의료기

술 진료, 중증질환 진료 등을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고액 의료비 보험혜택(특정 조

건하에서 환자에게 고액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을 줄이는 것과 같

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가입대상자인 노인이 월 연금급여의 5%를 보험료로 납부하

는 “노인 건강보험제도” 설립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경증질환 진료비 

환자 전액 부담 

월 1만엔 이하의 외래환자 진료(감기, 복통 등의 경미한 질환 진료 및 

약제비)를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청구한다.

고도의료기술 

진료비 

환자 전액 부담 

고도의료기술 진료(심장이식이나 치아 임플란트와 같이 일반적으로 환

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선진 의료기술을 이용한 치료. 환자가 대

학병원과 같이 승인된 의료기관에서 고도의료기술을 이용한 진료를 받

는 경우, 현재는 공적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중증질환 진료비 

환자 전액 부담

말기암 및 기타 불치병에 대해, 사망 전 6개월 동안 환자의 생명을 유

지하기 위한 치료비는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을 환자에게 청

구한다. 

고액 의료비에 

대한 

본인분담금 인상 

현재 일반 노인 환자에 대해서는 외래환자일 경우 월 1만 2000엔, 입

원환자일 경우 월 4만 200엔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고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 상한기준을 외래환자 4만엔, 입원환자 8만엔으로 인상

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노인층 

보험료 징수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건강보험제도를 만든다. 이 

제도에서 대상 노인은 월 연금급여의 약 5%(연금급여가 12만엔인 경

우 월 약 6000엔)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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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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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종속변수 Ci,k는 현상유지 상태에서의 계획(노인 본인부담금 30% 

방안 또는 경제활동 인구의 보험료 3배인상 방안) 또는 시나리오를 선택하

는 것에 대한 변수이다. 응답자가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경우 변수는 1이고, 

현상유지 상태에서의 계획을 선택하는 경우 변수는 0이다. 이러한 방식의

배경이론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와 현상유지 상태에서의 계획 사이의 개

인 효용 차이를 dU*라고 가정하면, U* = U1(시나리오) - U0(현상유지 상

태에서의 계획) 이 된다.  

 U*＞0인 경우 Ci,k=1이고, U*＜=0인 경우 Ci,k=0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독립 변수 Xi,k는 하나의 속성으로, 노인인 경우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 혜택비율(10% 또는 20%), (2) 경증질환 진료비 보험 적용

(보험 적용되는 경우 1, 환자 전액부담인 경우 0), (3) 고도의료기술 진료비

보험 적용(보험 적용되는 경우 1, 환자 전액부담인 경우 0), (4) 중증질환

진료비 보험 적용(보험 적용되는 경우 1, 환자 전액부담인 경우 0), (5) 고

액 의료비에 대한 환자의 비용분담(두 배 인상인 경우 1, 현재 수준으로 유

지되는 경우 0), (6) 노인층 보험료 징수(징수하는 경우 1, 징수하지 않는

경우 0). 경제활동 세대인 경우, 독립 변수 Xi,k 는 다음과같다. (1) 보험료

(두 배 인상, 변동 없음), (2) 경증질환 진료비 보험 적용(보험 적용되는 경

우 1, 환자 전액부담인 경우 0), (3) 고도의료기술 진료비 보험 적용(보험

적용되는 경우 1, 환자 전액부담인 경우 0), (4) 중증질환 진료비 보험 적용

(보험 적용되는 경우 1, 환자 전액부담인 경우 0), (5) 고액 의료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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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비용분담 (두 배 인상인 경우 1,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0).

지표 k는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Zi은 개인의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문제, 소득 등

을 의미한다. 개별 i에 대해서는, 시나리오가 변경되더라도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개별효과 uij가 오차항에 추가되고, 임의효과를

고려한 프로빗 모형(Butler and Moffitt (1982))이 구성되었다. uij는 다음

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0( 2
ui Nu s～

추정된 속성의 각 계수인 β는 한계효용을 보여준다. 즉 속성이 하나의 단

위로 변하는 경우 이론적 효용(U*)이 어느 정도까지 변하는지 보여준다. 만

약두개의속성(X1,X2)을 방정식 (1)에서 가져와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효

용이 극대화(dU* = 0)되는 지점에 배치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진다. 

 

1

2

1

2

2

1

U
U

dX
dX

-=-=
b
b

                 (2)  

따라서 두 속성 사이의 계수 β의 비율은 한계효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지점에 기준을 위치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각

정책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각 정책의 비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방정식 (2)의분모와분자를 각

정책 비용으로 나눔으로써 정책비용의 한계효용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X1과 X2를 P1과 P2로 나누는 경우, 각 정책의 비용은 다음식과같다.

 

11

22

11

22

PU
PU

P
P

=
b
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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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β2/P2＞β1/P1인 경우, X1은 감소하고 X2는 유지되는 곳에서

비율이 1보다 큰 경우 효용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X1과 X2

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혜택 X1이 혜택 X2보

다 먼저 합리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데이터: 개요 및 기술통계  

본 장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환자 비용분담형태 개선 조사) 자료이다. 설문조사는

2004년 2월부터 3월까지 계획, 준비, 수행되었고, 표본은 건강문제를 가지

고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 국민이 모니터 대상이 되었다. 

대상을 건강문제가 있는 노인들로 한정한 이유는 2003년 수행한 예비 조사

에서 대상을 건강문제로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는 (또는 다녔던) 노

인들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2003년 조사와 2004년 조사의 연속적

인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의도 하였다.

  표본 수는 노인 920명이다. 790명의 노인과 757명의 경제활동세대 개

인으로부터 유효 응답을 얻었다(유효응답률: 각각 85.8%, 84.1%). 노인대

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가 고령으로 인해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 응답자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국민모니터는

분포도가 인구조사 자료와 최대한 유사하도록 조사기관이 기본 주민등록부

에서 임의로 선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자가 모니터로

서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

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강문제를 가진 노인만이 표본으로 선정되었기 때

문에 응답자 중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건강한 노인은 포함되지 않

았다. 이런 의미에서 역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표 4-3〉은 분석에 사

용된 각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이다. 



103

제
4
장
 일
본
의
 사
회
안
전
망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건강보험 급부 비율

(본인부담 30%)*
12640 1.4375 0.496098 1 2

경증질환 진료 보험 적용* 12640 0.5625 0.496098 0 1
고도의료기술 진료 보험 적용* 12640 0.5 0.50002 0 1

중증질환 진료 보험 적용* 12640 0.5 0.50002 0 1
고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
12640 0.5625 0.496098 0 1

노인층 보험료 징수* 12640 0.5625 0.496098 0 1
시나리오 선택 10983 0.351634 0.477502 0 1
성별(남성 = 1) 12640 0.305063 0.460452 0 1

연령 12048 79.36122 5.539867 70 97
교육수준(전문대 이상 = 1) 12640 0.506329 0.49998 0 1

혈압/혈관 관련 질환 

(예: 고혈압, 동맥경화증)

12640 0.527848 0.499244 0 1

심장 관련 질환(예: 협심증) 12640 0.193671 0.39519 0 1
당뇨 관련 질환(예: 당뇨병) 12640 0.127848 0.333934 0 1

뇌 관련 질환

(예: 뇌경색, 지주막하 출혈)
12640 0.088608 0.284188 0 1

소화기 관련 질환

(예: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12640 0.108861 0.311477 0 1

호흡기 관련 질환 

(예: 천식, 만성기관지염)
12640 0.070886 0.256645 0 1

요통, 어깨결림, 관절염, 

류머티즘 등의 질환 
12640 0.316456 0.465111 0 1

눈 관련 질환 

(예: 녹내장, 백내장)
12640 0.343038 0.474743 0 1

신장 관련 질환 

(예: 신장질환, 신부전)
12640 0.024051 0.153213 0 1

항문 관련 질환 

(예: 수치질, 항문 열상)
12640 0.037975 0.191143 0 1

가구 소득 11648 793.1319 405.1284 200 2000
노인 소득 11440 239.6503 214.203 100 1500
가구 자산 11120 4501.079 3835.174 300 15000
노인 자산 10944 2016.813 2472.619 200 10000

〈표 4-2〉노인대상 설문조사 기술통계 

 주: 소득 및 자산 단위는 만 엔이다. *표시 항목이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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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정 결과 

먼저, 노인대상 설문조사 추정결과〈표4-3〉은 모든 속성이 예상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1) 건강보험혜택 비율

이 높을수록 응답자는 더 쉽게 시나리오를 지지한다, (2) 경증질환 진료에

대해 보험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응답자는 더 쉽게 시나리오를 지지한다, (3) 

고도의료기술 진료에 대해 보험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응답자는 더 쉽게 시

나리오를 지지한다, (4) 중증질환 진료에 대해 보험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응답자는 더 쉽게 시나리오를 지지한다, (5) 고액의료비에 대한 본인분담금

상한액이 낮을수록 (본인분담금이 작을수록) 응답자는 더 쉽게 시나리오를

지지한다, (6) 노인층에게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응답자는 더 쉽게

시나리오를 지지한다. 기타 주요 변수들은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

득이 낮을수록 더 쉽게 시나리오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건강문제 변수도 큰 영향을 미친다. 

  4) 해석 및 소견 

이제 앞에서 언급된 한계효용을 〈표 4-3〉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해보도록하자. 〈표 4-4〉는 노인대상설문조사의 추정결과에서얻은 계수

를 사용하여 산출된 본인부담금 10% 인상 방안의 효용에 대한 각 속성의

효용 비율을 보여준다. 이 표에 따르면, 경증질환 진료 보험적용의 효용 가

치가 본인부담금 10% 인상안의 효용가치보다 최대 5.39배나 높다. 이것은

건강문제를 가진 노인이 본인부담금 10% 인상안과 경증질환을 보험적용에

서 제외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인상안을

선택하여 현재의 경증질환보험적용 혜택을 계속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고도의료기술 진료는 본인부담금 10% 인상안보다 효용가치가 4.04

배 높고, 중증질환 진료는 5.76배, 고액의료비 본인부담금 인상은 1.86배, 

노인층에게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방안은 1.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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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수 표준 오차 p-값 한계 효과

건강보험 급부 비율(본인부담 30%) * 0.102129** 0.033917 0.003 0.03563

경증질환 진료 보험 적용* 0.550676** 0.034222 0 0.186924

고도의료기술 진료 보험 적용* 0.412372** 0.034253 0 0.143108

중증질환 진료 보험 적용* 0.587935** 0.034131 0 0.202878

고액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 -0.18996** 0.033438 0 -0.06661

노인층 보험료 징수* -0.14495** 0.033054 0 -0.05077

성별(남성 = 1) -0.17884   0.095635 0.061 -0.06112

연령 -0.02217** 0.007354 0.003 -0.00774

교육수준(전문대 이상 = 1) -0.04368   0.082847 0.598 -0.01524

가구 소득 -0.00021* 0.000101 0.035 -7.4E-05

노인 소득 0.000222   0.000172 0.197 7.74E-05

혈압/혈관 관련 질환

(예: 고혈압, 동맥경화증)
-0.27434   0.078407 0 -0.09592

심장 관련 질환(예: 협심증) 0.206217* 0.089615 0.021 0.074075

당뇨 관련 질환(예: 당뇨병) 0.076818   0.112525 0.495 0.027186

뇌 관련 질환

(예: 뇌경색, 지주막하 출혈)
0.01923   0.100597 0.848 0.006736

소화기 관련 질환

(예: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0.04568   0.125817 0.717 0.016078

호흡기 관련 질환

(예: 천식, 만성기관지염)
0.298963* 0.11697 0.011 0.110113

요통, 어깨결림, 관절염, 

류머티즘 등의 질환 
0.240312** 0.086382 0.005 0.085433

눈 관련 질환(예: 녹내장, 백내장) -0.18295* 0.089645 0.041 -0.0629

신장 관련 질환(예: 신장질환, 신부전) -0.21873** 0.00168 0.037 -0.07171

항문 관련 질환(예: 수치질, 항문 열상) -0.43753* 0.210088 0.213 -0.13447 

상수항 0.740026  0.593994

〈표 4-3〉노인 대상 설문조사 추정 결과

 주: 임의효과를 고려한 프로빗 추정 방법이 추정에 사용되었다. 표본 수는 9546개이다. 이는 조사대상 개인 숫자 

(616)에 시나리오 수를 곱한 것이며 값이 없는 표본은 제외되었다. 
     로그 우도 = -4,5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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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진료
고도의료기술 

진료
중증질환 진료

고액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

노인층 

보험료 징수  

(월 5%)

5.39 4.04 5.76 1.86 1.42

〈표 4-4〉 본인부담금 10% 인상 방안의 효용에 대한 각 정책의 효용 비율(노인대상 

설문조사)

주: 수치는 표5에 제시된 추정 결과에 있는 각 속성의 계수를 건강보험혜택 비율 계수로 나누어서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각 속성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가 하는 것이

다.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2.3 단락의 방정식 (3)에서 보

여 지는 바와 같이 비용과 관련하여 효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속성의 비용을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경증질환 및 중증질

환진료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간단한 시험 계산을 해

보기로 한다. 먼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실시된 두 가지

연구인 노인을 위한 사회개발 확립(Foundation of Social Development 

for Senior Citizens, 1994)과 콘노(Konno, 2003)에 따르면 중증질환 진료

비는 노인 의료비 지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연구

에서는 의사의 보험수가 청구 자료를 사용하여 비용을 산출했다. 이를 근거

로 11.7조 엔에 이르는 현재의 노인 의료비 총 지출금액에 20%를 곱하여

산출된 중증환자 진료비는 2.34조 엔이다. 경증질환 진료비에 관해서는, 후

생노동성이 발간한 “2000년 사회건강서비스 조사”에 제시된 보험수가 점수

별 노인 의료비지출 분포도를 참고한다. 노인의료비 지출금액 11.7조 엔에

1000점만점인 보건의료 서비스 총점수를 나누어 구한 0.041을곱하면 경

증질환 진료비는 0.48조 엔으로 추산된다. 그 다음 〈표 4-3〉에 제시된 경

증질환 진료 계수와 중증질환 진료 계수를 각각 2.34조 엔과 0.48조 엔으

로 나누면 비용대비 경증질환진료의 효용가치는 1.15이고 중증질환 진료의

효용가치는 0.25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노인 정책을 비교해보면 경증질환 진료비보다 먼저 중증질환 진료비를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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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본 단락에서, 저자는 환자분담금 및 보험혜택을 조정하는 정책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한 선호도 조사 기

법을 제시했다. 그러한 정책들은 미래 보건의료제도 개혁에서 점점 더 중요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건강문제가 있는 노인 대상

설문조사 및 경제활동세대 대상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정책의 효

용가치를 비교했다. 또한 실험 계산으로 비용 대비 경증질환 및 중증질환

진료의 효용을 비교하여,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중증질환 진료

보다는 경증질환 진료 혜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본 논문에

서 제시된 방법을 실제상황에서 정책기준으로 사용하기 전에 선결되어야 하

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으며, 보다 많은 속성에 대한 정확한 비용 계산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공적연금제도와 연금 개혁안

  1. 서론
 

빠른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의 진행으로 곧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사회보장인구문제연

구소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의

추정(카네코(Kaneko) 외, IPSS)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5년

25,760,000명 (20.2%)에서 2030년 36,670,000 명(31.8%)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노년층의 동거 가족 형태에도 큰 변화가 생겨 독거노인의

수가(기관 입소 노인 제외) 3,870,000 명에서 7,170,000 명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표 4-5〉는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를 보여준다. 일본의 공적연금 제도는

“기초연금”이라고 불리는 정액제 연금과 일반 근로자를 위한 소득 비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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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본의 공적 연금 제도는 사회 보험 시스템을 기

반으로 하고 있고, 보험료 미납자의 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적은 연금을 받

는 노인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자녀들의 지원을 기대

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5〉일본의 공적연금제도 

후생연금보험(소득비례연금)

기초연금(정액제 연금: 792,100엔)

제1호 

자영업자, 비정규직, 
미취업자

제2호 

일반 근로자

제3호 

제2호 피보험자의 

피부양 배우자

또한 잘못된 연금 기록 관리로 불신이 생기고 국가적 논란이 불거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008년 9월 29일 열린 일본 사회보장위

원회(Social Security Council)의 연금 위원회(Pension Committee)는 7개

논점을 제시했으며 이 중 첫 번째 사안은 “적은 연금 저소득 노인을 위한

연금 수령액 조정”을 다룬다. 

적은 연금을 받는 저소득 노인의 현황과 미래 증가 추이는 어떠한가? 유

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정부가 공개한 몇 안 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형적

인 가족 경제의 현황과 발전상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연금액 분포와 같은

금액 추정은 다루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연금위원회가

작성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인구의 수가 크게 증

가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연금 미납 비율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

면 노인 인구 중 일부(약 2%)는 계속해서 연금 혜택을 받지못한채로 남

아있게 될 것이다.”

적은 연금을 받는 저소득 노인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미래 소득 분포 예

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동태적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이 사

용되는데 일본에서 마이크로시뮬레이션을 채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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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Shiraishi)는 자신의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인 PENMOD를 일본의 연

금 제도에 적용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연금 수령액만 반영하였고, 노인 인

구의 소득이나 동거 가족의 소득은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연금 총 비용은

분석했지만 연금액 분포는 다루지 않는다.

일본의 미래 소득 분포를 예측한 이나가키(Inagaki)는 가계 시뮬레이션을

위한 통합분석모델(Integrated Analytical Model for Household 

Simulation, INAHSIM)을 사용했다. 이나가키는 일본의 비정규직 고용 증

가가 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 분포를 예측했다. 

이나가키는 이 모델에 연금 수령액을 추가하고 고령화 사회가 장기적으로

일본의 빈곤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INAHSIM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일본 가족 구성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한 것이다. 푸카와(Fukawa)는 INAHSIM를 사용해 가족 구성의 변화를 분

석했고, 또한 장기적인 노인 요양 보호 비용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건강

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한편, 세대 간 거래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 등 다른 시뮬레

이션 모형을 이용해 연금 개혁 계획을 연구한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노인 인구의 소득 분포 등의 분포와 관련된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다. 예를 들어 오카모토(Okamoto)는 최저보장연금제도 도입의 영향을 정량

적으로 분석하여 최저연금보장제도보다 세원을 통한 기초연금제도가 기본적

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인 INAHSIM을 이용

해 노인 부양 가구의 소득 분포를 예측하고 공적연금 개혁안이 노인 인구의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가. INAHSIM의 시뮬레이션 순환 과정
 

[그림 4-2]는 INAHSIM의 시뮬레이션 순환 경로를 보여준다. 인생의 사

건(life event)은 연단위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였고, 결혼, 출산, 사망,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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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민, 건강상의 변화, 고용 상태의 변화, 소득 추정, 연금 확정, 자녀

의 출가, 노부모와의 동거, 기관 입소, 연금 수령을 인생의 사건으로 이 모

델에 적용했다.

노인 인구의 소득 분포 예측을 위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인생의 중요

사건은 “노부모 부양”, “소득 추정”, “연금 확정”이다.

첫 번째 사건은 “노부모와의 동거”이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부모가

연령이 매우 높아져 보호가 필요해지면 많은 자녀가 부모 부양을 위해 부모

와의 동거를 선택한다. 자녀와의 동거는 일본에서 안정적인 노년의 삶에 중

요한 인생의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은 “소득 추정”이다. 성별, 연령대, 고용상태 별 로그 정규

분포에 따라 소득이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개인별 소득은 백분율 순위로 계

산하며 백분율 순위는 돈을 벌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나타나며 일평생 동

일하게 유지된다.

세 번째 사건은 “연금 확정”이다. 연금액은 새로 수립된 연금액 분포를

가정하여 연금수령인의 백분율과 가입구간에 따라 다르게 추정하며 조기 수

령 및 지연 수령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 4-2] INAHSIM의 시뮬레이션 순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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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의 초기 모집단은 일본 인구 대비 1/1000인 127,782명으로

49,307 가구이다. 이나가키가 언급했듯, 확률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시뮬레이

션을 평균 100번 실행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따라서 초기 모집단의 규모가

매우 크며 몬테카를로 방법(Monte Carlo method) 사용으로 인한 확률 오

차는 미미한 수준이다.

 

  2. 고령인구 미래 추이
 

가. 동거 가족 유형별 고령인구 비율
 

[그림 4-3]는 인구 고령화 미래 추이를 입소한 노인, 1인 가구, 부부 가

구, 결혼자녀동거 가구, 미혼 자녀 동거 가구, 기타 가구로 나누어 보여주

고 있는데, 기관에 입소한 노인을 제외한 고령인구 비율은 2004년 18.6%

에서 2030년 29.4%, 2050년 36.1%, 2100년 36.9%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림 4-3] 동거 가족 유형별 고령인구 비율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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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독거노인의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100년 인구 대

비 13.2%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수도 크

게증가하는 반면결혼한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다. 여기서 “미혼 자녀”란현대의 "기생 독신자(parasite singles)"에 비유할

수 있다. 즉, 부모는 연로하였으나 고용 불안으로 인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

하지못한 자녀가 부모의울타리에서 벗어나지못해결혼하지 않고 계속부

모와 함께 사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공적 연금액 분포
 

[그림 4-4]는 현재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향후 노년층에 지급될 공적

연금액 분포 추이를 보여준다. 연금 지급액은 2015년 이후 0.75-0.99 백만

엔으로 정점에 도달한고, 1호에 해당하는 연금 가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1.00-2.24 백만 엔 사이는 변동 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며 후생연금보험(2호) 

가입자와 유족연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림 4-4] 공적 연금액 분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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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저 연금 노인의 수는 증가하지 않

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공적연금 제도가 발전하며 성숙해졌고 1985

년 연금 제도 개혁으로 부양을 받는배우자의 연금권리가 인정됐기때문이

다. 부양을 받는 배우자는 1985년 이전에 공적연금 제도에 임의 가입했기

때문에 이 중 일부는 공적연금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정 후3호 가입자

로 공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기초 연금 대상자가 됐다.

한편, 매우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

인다. 이는 1985년 공평성 확보를 위해 연금을 개혁하고 근로자인 남편의

연금을 기초 연금으로배우자에게 일부 양도할 수 있게 되면서 남성의 연금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 등가소득 분포
 

[그림 4-5]는 등가소득분포의 미래 추이를 나타낸다. 등가소득은 동거 가

족의 총소득을 가구 구성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다. 등가소득은 가구

인원수를 감안한 노인의 소득 수준을 나타낸다. 

노인 인구 가족 형태의 다양성과 연금 금액의 넓은 분포도로 인해 2004

년 등가소득분포는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소득 분포는 2030년 이

후 약 1.75-1.99백만 엔에서 고점에 도달하고 난 후 고등가소득의 노인 수

는 증가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저 등가 소득의 노인 수는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낮은 연금을 받는 계층의 공적 연금 수준은 향상되나 이들의 등가소득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독거노인 수가 증가하면서 동거 가족의

재정적 지원이감소함에 따라 그 개선 효과가 상쇄되기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일본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저소득 고령인구의 증가세는 일본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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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 등가소득 분포 추이

라. 인구 당 노인빈곤층 미래 추이
 

“빈곤”의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령인구의 빈곤선을

1백만 엔 미만의 등가소득으로 가정한다. 대개 일본에서 등가소득이 1백만

엔 미만이면 경제적 지원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림 4-6]은 동거가족형태에 따른인구 당 노인빈곤층의 미래추이를 나

타낸다. 인구 당 노인빈곤층은 2004년 2.4%에서 2030년 3.6%, 2050년

4.8%, 2100년 5.5%로 증가한다. 노인빈곤층 대부분은 1인가구로 이는 고

령인구의 가족 형태가 크게 변하며 현재 연금제도는 앞으로 노인들에게 충

분한 소득 보장을 해 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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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인구 당 노인빈곤층 추이

  3. 연금개혁안의 내용 및 평가
 

가. 연금개혁안
 

여러 가지 공적 연금 개혁안이 고안되고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몇 년

전 민주당에서 제안한 보편적 소득비례연금 (universal earnings-related 

pension)을 가정하도록 한다. 이 개혁안은 [그림 4-7]에서 보듯 소득비례연

금과 최저보장연금을 결합한 개념이다. 그러나 최저연금 지급을 위한 최저

연금 수준이나 최대 소득 수준에 대한 값(value)이 구체적이지 않아 본 연

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값을 가정한다. 

이 새로운 공식은 2015년 회계연도 이후의 보험 기간에 적용된다. 

ERP(Earning-related pension)/ MGP(Minimum guaranteed ension)

(1) ERP = 평균 소득 x 50%

(2) MGP = 840,000               ERP < 500,000 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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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GP = 840,000 - (ERP-500,000) x 0.75    

                                 ERP < 1,620,000 엔인 경우

(4) MGP = 0                     ERP > 1,620,000 엔인 경우

 

        [그림 4-7] 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의 결합 형태

나. 인구 당 노인 빈곤층 미래 추이
 

[그림 4-8]은 현 제도와 개혁안의 인구 당 노인빈곤층 미래 추이를 비교

했다. 현 제도 유지 시, 인구 당 노인빈곤층은 2004년 2%에서 2050년 이

후 5%로 증가해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연금제도 개혁 시 그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 2060년 이후 인구 당 노인

빈곤층은 지금의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2030년까지는 노인빈

곤층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므로 노인빈곤층을 위한 별도의 조

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총지출 및 추가 비용

 
[그림 4-9]는 현 제도와 개혁안 간의 공적 연금 총지출의 미래 추이를

비교했다. 현 제도 상에서의 총지출은 2020년 고점에 도달해 2050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일본의 총인구는 감소해 경

제활동 세대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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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혁안 하에서는 2030년 이후 노인 빈곤층이 줄

어들게 되지만 미래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막대해서 계획 이행이 비현

실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 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연금 개혁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4-8] 인구 당 노인빈곤층 추이

 

    [그림 4-9] 공적 연금 총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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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전 방향
 

일본은 고령화 사회와 인구 감소 영향 등의 급속한 변화를 피할 수 없다. 

고령인구의증가속에 사회 안전망의 필요성 또한증가하고 있고 고갈 가능

성이 우려되는 수익 파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회보장 혜택으로 배분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이다. 인구 예측, 연금 제도 계리

등거시적인 예측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소득배분과 같은 미시

적 예측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일본의 INAHSIM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해 현

연금제도 하에서의 고령 인구를 예측한 결과 인구 당 노인 빈곤층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금 수준이 향상되더라도 독거노인 수가 증가

하면서 가족 형태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금 개혁안에 대한 시뮬

레이션 실시 결과 개혁안 하에서는 노인 빈곤층은감소하나 추가 비용이막

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가 2030년까지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나타나 개혁안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분석은 사회 정책 평가에 매우 유용하다. INAHSIM

은 더욱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모델 개선을 통하여 더욱 나은 정책

결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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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말레이시아의 사회안전망 

제1절 서론 

 

본 장은 2008년 경제위기 동안 말레이시아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검토해

본다. 경제전선에서는 2008년 4분기에 그 부정적 영향이 말레이시아 경제

에 전염되었다. 수출과 공업 생산은 악화되었고 투자는 감소했으며 소비자

심리 또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2008년 4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은 그 해 처음 9개월 동안의 평균 5.9%에 비해볼 때 상당히 낮아졌다. 

또한 말레이시아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이 크게 감소하여 순 금융 및 자본

흐름이 2007년 3백7십7억 링깃에서 2008년 1백8십5억 링깃으로 떨어졌다. 

말레이시아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제조업분야 수출도 하락하였고, 경제위

기 동안 실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낮았는데, 가장 심각한 위기 동안에도

실업률은 2008년 4분기에 3.1% 에서 4.0%로 단지 0.9% 증가했고, 2009

년 2분기에는 3.6%로 하락했다. 불황에 대응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제

를 소생시키기 위해 두 부양 패키지를 도입하였는데,  첫 번째 패키지의 액

수는 70억 링깃이었고 두 번째 패키지는 6백억 링깃이었다. 말레이시아 정

부가 견실한 기초적 경제요건 확보를 위해, 특히 2008년의 경제위기에 대

처하기 위한 주요한 조치들 중 하나는 자국의 경제 모델을 구조 조정하는

것이었고, 이와 더불어 국가 경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신경제모델이 제안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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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 부문에 대한 영향
 

1998년과는 다르게 2008년의 위기는 아시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미국 금융 산업의 취약점들에서 기인하였으며 극심한 국제 금융 위기, 국제

무역의 가파른 하락, 그리고 2008년 말 쯤에는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확

대되었다. 작고 개방적이며 수출 의존적 경제를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이

런 외부적 쇼크에서 제외될 수 없었다. 그 부정적 쇼크는 2008년 4분기에

말레이시아 경제로 침투되어 수출과 공업 생산은 악화되었고 투자는 감소했

다. 소비자태도지수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2008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그 해 처음 9개월 평균 5.9%에 비해 심각하게

낮아졌다. 말레이시아 은행들의 미국 서브프라임 론과 연계된 증권들에 대

한 노출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다는 점과 말레이시아의 금융기관과 은행들

이 1998년 아시아 재정위기 때보다는 준비가 되어있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었다(Bank Negara Malaysia, 2008). 비록 말레이시아가 1998년과 비

교해 그때와 같은 급격한 하락국면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2008년의 위기

는 1998년 보다 긴 경기침체를 야기한 것 같다. 세계금융위기는 주로 금융

및 무역의 경로로 말레이시아에 전파되었다.   

말레이시아는 2008년 전반부에는 비교적 금융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금융 및 경제적 환경은 2008년 하반기 그리고 2009년 1사분기에 악화되었

다. 실질국내총생산은 2008년 3사분기에 전년대비 4.7% 상승한 것에 비해

4사분기에는 단지 0.1% 상승에 그쳤다. 평균국내총생산(GDP) 성장은 2008

년 처음 9개월 동안 전년대비 5.9%였다. 실질국내총생산은 2009년 일사분

기에 6.2%가 떨어져 2001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09년

일사분기의 우울한 실적은 말레이시아가 2009년에 본격적 경기침체에 직면

할 것이라는 예측을 확인케 한 것이었다. 이 침체는 주로 2009년 1월 전년

대비 수출액이 27.9%가 급격히 하락한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수출 하락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특히 제조업 부문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이 부문은

2009년 1사분기에 19.1%가 하락하였다(Bank Negara Malaysi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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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는 2008년 2사분기부터 자

본 도피를 겪었다. 미국과 서양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국제 비즈니스를 축

소하고 자국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순금융및 자본흐름이

2007년 마이너스 3백7십7억 링깃에서 2008년에는 마이너스 1천1백8십5억

링깃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Bank Negara Malaysia, Star Biz Week:  

2009년 2월 28일 말레이시아에 대한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에 대한 원탁회

의. 이 토론의 패널리스트들은 Dr. Lim See Yan (Bank Negara Malaysia 

전 부총재), Mohamed Arif Kareem 교수 (말레이시아 경제연구원 전무), 

그리고 Tang Beng Ling (전 Meridian Asset Management Sdn Bhd 

Chief Investment Officer).

 말레이시아는 2008년 포트폴리오 투자 유출에 영향을 받은 국가 중 하

나이다(Khor, 2009). 외국인 참가자들의 송금으로 인한 포트폴리오 자본

흐름의 역전은 쿠알라룸푸르 종합지수(KLCI: Kuala Lumpur Composite 

Index)를 2008년 1월 1393 점에서 2009년 12월 876점으로 떨어뜨리며

주식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말레이시아의 순 포트폴리오 주식흐름과

주식가격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Khoon & Mah-Hui, 2010). 말

레이시아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08년 2 사분기에 1백5십9억 링깃에서 3

사분기에 3억 링깃으로 98% 급락하였고, 그 해 내내 외국인직접투자는

2007년에 비교해서 17% 떨어졌다. 반면 말레이시아 기업들에 의한 직접

투자는 2008년에 5백2억 링깃으로 증가하였다(Bank Negara Malaysia, 

2009).

2005년 이후 US달러의 고정 환율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자본의 흐름이 링

깃(Ooi, 2008)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일반적으로 자본의 유출은 링

깃의 가격을 떨어뜨린다. 2009년 초부터 링깃은 US 달러 대비 3.464링깃

에서 현재 3.693링깃으로 6%나 가치가 하락했다(Bank Negara Malaysia, 

2009). 이러한 링깃화의 가치 하락은 주로 수출 수요 감소와 포트폴리오

자본 유출로 인한 것이다. 링깃의 가치 하락은 세계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수출 성과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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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다(Khoon & Mah-Hui, 2010). 

말레이시아 은행 시스템에 미친 2008년 경제위기의 영향력은 비교적

작았는데 이는 국내 은행들의 미국 서브프라임 론 상품들에 대한 노출이

미미했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들은 1998년 아시아 재정 위기

이후 10년간 견실해졌고 주요한 완충장치를 구축해 놓고 있었다. 2008년

말 은행 시스템의 위험 가중 자본비율(RWCR)과 기본 자본비율(CCR)이

각각 13.1%와 10.6%라는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Bank Negara Malaysia, 

2009). 부실채권(무수익융자)들도 건강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부실채권

(무수익융자)은 아시아재정위기 때 18.5%에 달해 고점을 찍었는데 그 이

래로 그 비율은 2008년 2.6%로 하락했다(Bank Negara Malaysia, 

2009).  

가장 우려가 되는 하락은 제조업부문 수출, 특히 말레이시아 수출의 40%

를 담당하는 전자 전기 기기, 가전용품부문에서 나타났다. 2008년 4사분기

에 총 제조업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주도한 가운데 분기 대비

20% 하락했다. 농산물 및 천연자원 수출도 물가 하락과 함께 급락하여 같

은 기간 팜유 수출은 분기대비 32%, 원유는 33% 떨어졌다(Bank Negara 

Malaysia, 2009). 

위기가 금융과 무역 분야에서 미친 영향력은 실제 경제에도 무역 산출량

및 일자리에서의 손실로도 나타났다. 최근 말레이시아 통계청이 발표한 자

료를 보면 말레이시아의 2009년 1월 산업생산 지수(IPI)는 전년대비

19.8%, 전월대비 4.0% 떨어졌다. 1월에 있은 이러한 축소는 세 가지 지수, 

즉 제조(26.3%), 광업(5.8%), 전기(12.5%) 부문 지수의 하락에서 기인한다. 

제조부문 생산량의 감소는 전기, 전기 제품, 석유,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같은 하위부문에서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말레이시아 통계청, 2009).  

   

  2. 말레이시아에 미친 사회적 영향 
 

경제위기의 사회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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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여러 수준에 걸쳐 미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는 경제

위기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다. 국가 수준에서 수입 감소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낮은 수요, 실업 증가, 그리고 투자와 송금의 감소로 일어난다. 가계

수준에서의 경제 위기는 주로 자산 가치의 하락, 실업, 줄어든 송금 그리고

가능하게는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은 수입에 대한 부정적 충격으로 말미암

는다. 둘째로 수입 감소는 필연적으로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소비 절약, 

교육, 건강, 심지어 음식과 다른 물품에 대한 지출 감소로 나타나게 되는데

수입 감소와 지출 감소는 모두 수입빈곤(income poverty)과 무수입빈곤

(non-income poverty)의 증가를 야기 시킨다. 셋째로 결과로써의 특히 배

고픔이 어떠한 영향의 결과 일 때, 사회의 구조가 손상되어 잠재적으로는

무질서, 사회불안, 환경적 훼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Wan & 

Francisco, 2009)

말레이시아의 식량 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은 그만큼 더 많은 비율의 인

구 특히 도시 빈곤층과 식량의 순 매입자들인 시골 주민들이 비교적 더 높

은 식량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많은 가구, 특히 빈곤 가구들

의 낮은 구매력은 일부 가족들을 빈곤선 아래로 추락시키게 되고, 또한 이

미 그 곳에 처한 사람들은 심각하게 추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됨을 의

미한다. 상대적으로 더욱 빈곤한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식량 비용이 더 높아

진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겪고 있는 위태로운 영양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UNDP, 2009).  

고용과 실업에 대한 국가적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 기반 및 성장률과 많

은 연관이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 경제 위기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에서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위기 동안 실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낮아서 가장

깊었던 위기 시기인 2009년 1사분기 동안에도 실업률은 2008년 4사분기

3.1%에서 단지 0.9% 상승하여 4.0%로 그쳤으며, 이는 다시 2009년 2사

분기에 경제 악화의 둔화와 정부가 시행한 두 경제 부양 패키지 시행의 효

과를 반영하며 3.6%로 하락했다(말레이시아 통계청 2009년). 빈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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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보면 말레이시아의 빈곤 발생 정도는 2007년

3.6%에서 2008년 3.8%로 증가했고, 2010년 3월 실업률은 3.7%였다. 

(Mat Zin, 2009).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영

구 해고된 근로자는 약 25,128명이었다. 다른 부정적 결과들로, 8471명 근

로자의 자진사퇴, 8196 명 임시해고, 최고 높은 기록인 총 인원 34,384명

이 봉급인하를감수한 것을 들 수 있다 (UNDP, 2009). 말레이시아 네가라

은행에 의하면 제조, 서비스, 건설 부문의 고용 전망에 대하여 24%의 기업

들이 2009년 일자리를 감축했다고 진술했다(말레이시아 네가라 은행, 

2008).

분명히 위기는 많은 아시아 개도국들에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사회

복지 지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일인당 민간 의료 지출의 감소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거의 6%에 달

했다. 게다가 적절한 보장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말레이시아의 1인

당 민간 의료 지출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2.8%의 성장의 손실을 보

게 될 것이다.  1인당공적 의료비 지출 면에서 보면, 그 차이는 2008, 

2009년 사이에는 6.6%, 2009, 2010년 사이에는 3.1%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단기간의 위기가 일인당 민간의료지출에 끼친 영향은 말레이

시아에서 가장 심각했다 (지출 성장 면에서 -5.8 % 손실); 2009년에서

2010년의 손실은 2.8% 이었다. 국민건강보험지출을 보면, 말레이시아에서

단기 위기의 영향력은 2008년에서 2009년 그리고 2009년에서 2010년 사

이에 가장 심각했다 (각각 -6.6%, -3.1 % 포인트 손실). 일인당 공교육비

에 있어서도 단기 위기의 부정적 영향은 말레이시아의 경우 2008과 2009

년 사이, 그리고 2009과 2010년 사이에 가장 심각했다. (각각 -4.6%, -2.9 

% 포인트) (Wan & Francisc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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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말레이시아의 기존 사회안전망

 

  1. 기존 법률

근로자 인원삭감에 관한 말레이시아의 법적 규정은 1955년 고용법과 그

보조 법령, 1980년 고용규정 (Termination and Lay-Off Benefits: 고용

종료 및 해고 수당), 사바주 (Sabah) 노동 조례, 사라와크주 노동 조례, 그

리고 1967년 노사관계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 1955년 고용 법은 육체노동

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 해당 법의 적용 영역 안에 속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육체노동은 거의 혹은

전무한 정신적 노력을 요하는 본질상 순전히 육체적인 임무로 정의 되어있

다. 따라서 비숙련 노동자들이 이 법에 적용받게 되고, 그들이 해고될 경우

1980년 고용규정 (Termination and Lay-Off Benefits: 고용 종료 및 해

고)에서 규정한 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해고 노동자 자격을 부여

받는 것은 각자의봉직 기간과 임금에 따라결정되는데봉직 기간은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어야 한다. 반면 임금결정에 대해서는

1955년 고용 법에 규정되어 있다. 비숙련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볼 때 이

법의 대해 몇 가지 주요 이슈들이 있다. 첫째, 말레이시아 내에서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1955년 고용 법은 웨스트 말

레이시아와 라부안 연방지구에만 적용된다(Devadason & Meng, 2009).   

게다가, 노동자들에 관련해 만연한 몇 가지 중대한 이슈가 있다. 첫째, 

주택, 교육 그리고 의료 목적들을 위해 허용된 다목적 인출은 퇴직급여를

불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 현재의 부적당한 보장 시책을 감안할 때

해고된 비숙련 노동자들은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는 실업자들

에 대한 보장 프로그램이 없기때문에 이런노동자들의 곤경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된다(Devadason & Me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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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금 기금

공적 연금 제도 (Public Service Pension Scheme)는 1951년 정부 연금

조례 (1980년 연금법으로 개정)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제공한다. 상

임직 공무원은 적어도 3년 이상의 인정된 봉직의 완료를 확인했다는 단서

하에 비기여식 정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연방, 주, 지방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과 국영기업의 고용인(employee), 판사, 의회 의원에 대한 퇴

직 급여를 담당한다. 그러나 해당 시책에 따라 연금수급권이 있는 공무원들

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며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공무원들은 제외된다. 이 제

도 하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정 퇴직 연금은 마지막 월급의 50%이며 연

방 공무원을 위한 연금은 연방정부 총 세입에서 지급된다. 공기업, 법정 공

공 사업기관, 지방 정부는 해당 기관의 고용인에 대하여 해당 고용인 월급

의 17.5%를 기부하며 고용인 자신들은 기부하지 않는다(Doraisami, 2005).  

말레이시아의 고용 준비기금(EPF) 은 사회 안전기구(SOCSO) 라고 불리

는 1969년 고용인 사회보장법에 따라 고용, 상해, 질병 수당을 제공하는데

이는 두 개의 별도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 상해 제도는 1972년 시

행되었으며 질병 연금 제도는 1974년에 도입되었다.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들은 이 법에 적용되는데, 그러나 이

법은 월 당 2000 링깃 이하를 버는 고용인들에게만 적용된다. 일단 고용인

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적용은 수입과 관계없이 유효하고, 여기

서 면제되는 주요 집단은 가사 도우미, 임시 노동자, 군대 및 경찰 직원들

이다. 고용상해 제도를 위한 기부비율은 대략 임금의 1.25%이며 전액 고용

주가 지급한다. 질병연금제도를 위한 기부비율은 임금의 1.0%이며 고용주

와 고용인이 균등하게 지급한다(Doraisami, 2005).  

 Haron et al. (2006), Masud, Haron & Hamid (2006)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의 대부분의 노년층들은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노동자 혹은 농

부 등의 급여가 낮은 천한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노년층 중에서

반은 한 번도 노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Masud et al., 2006),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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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년층 (가난하며 돈을 벌 능력을 갖지 못한)들에게 대부분의 수입

은 화폐의 이동, 즉 자녀로부터 또는 자카트(극빈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포

함하는 지명된 수혜자를 돕도록 회교국에서 강제로 주어지는 회교 과세제

도), 그리고 공공복지부가 제공하는 Bantuan Orang Tua(노년층을 위한 원

조)과 같은 공적 부조 지급 등 화폐의 이동으로 발생한다(Haron et al., 

2006). 말레이시아에서는 연금과같은 공식적인 수입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

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년층의 수입 보장은 비공식적인 경로, 특히 성

인 자녀나 손자로부터의 주어지는 금전의 이전에 심히 의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다양한 노동자 집단에게 다양한 수준

의 급여를 제공하는데, 정부 고용인들이 최고의 급여를 받고 비공식적 부문

종사 노동자들은 거의 아무 것도 받지 못한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은 EPF, 고용 상해 및 질병 연금 제도, 공직과 군인을 위한 노

령연금제도가 있다. 그외연금들로는 교사준비기금 (TPF: Teachers Provident 

Fund), 말레이시아 자산국의 직원 준비기금(Malaysian Estates Staff Provident Fund) 

그리고 소수의 법정, 민간 준비 기금들이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다소 작

아서 말레이시아의 사회복지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Ramesh, 2000). 

 

  3. 건강 보험

말레이시아는 노년층의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의

료재정 시스템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건강보험제도들은 고용 준

비기금(EPF)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10%는 의료 급여를 위한 기부금

으로 사용된다. 이 기금은 주로 민간 부문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가입되어

있지만, 일부 정부 고용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사회 안전기구(SOCSO)는

말레이시아의 모든 근로 시민과 그 부양가족을 담당하는 사회 안전 시스템

을 관리하며, 민간 의료 보험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침

투 영향력은 크지 않다. 말레이시아의 전 국민을 위한 건강 보험 보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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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진행 되고 있는 의료제도 개혁은 의료비용의 상승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공평성이라는 목표를 만족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3절 빈곤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아동들은 기존에 갖춰있던 사회안전망으로 경제위기의 불리한 영향으로

부터 대체적으로 보호를 받아 오고 있다. 정부가 공급하는 보편적 혜택, 즉

몇 가지 필수적 생활용품 지원 뿐 아니라 특히 무상 교육과 의료혜택은 대

부분의 아동과 빈곤 가정들이 안전망의 틈새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빈곤 가정과 아동들, 그리고 특히 학교급식 프로그램과

같은 학교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간섭의 범위 안에 있지 못한 취약한 아동

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는 포괄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Netto, 2009).

의료혜택의 향상과 함께 아동들의 장애와 발육상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전반적 발달 지체, 뇌성마비, 지능장애, 청각

장애, 시각장애, 자폐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신질환들이 최

근 몇 년 사이 더욱 심각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증상들은 관련 데

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찍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기 발견과 치료가

더 나은 장기적 결과와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지역적으

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사회복지부에 장애를 가진

아동과 성인으로 등록된 170,455 명은 과소한 추산이다. 아마도 심각한 장

애를 가진 아동의 실제 비율을 보여주는 것은 국제 연구들로써, 그들에 따

르면 모든 아동의 10% 이상이 발육 문제를 갖고 있으며 발견되는 숫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2005년 인구 중 15세 이하 아동 인

구의 10%를 적용한 숫자가 제시하는 바, 8십5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장애

를 갖고 있으며 이들 중 적어도 삼분의 일이 심각한 상태의 재활치료를 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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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충분치 않다(Amar, 2008). 

 

  1. 노년층을 위한 공적/사회적 원조 

이 제도 하에서 금전적 수당, 의복, 식량꾸러미 등 현물 수당뿐 아니라

기능자 훈련과 소기업 창업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제공되는데, 국가통합 및

사회개발부 관할 하에 사회복지부가 집행한다. 이 제도는 엄격히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저소득이 자격 규정의 기본 결정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 수당들은 법적 책임이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척이 있는 청구인들에

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청구인에게 부여되는 공적/사회적 원조의

액수에 한계를설정하는데 수당은 한 가정의 총 월수입에 근거하며 월정 수

당은 일 인당 80링깃으로, 최대 한 가족 당 350링깃까지 주어진다. 60세

이상으로 곤궁하거나, 몸이 불편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노인들은 매월

130링깃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러한 수당들은 도시

지역의 청구인들에게 편중 지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시골 거주민들

의 무지 또는 신청서를 대도시 소재 센터에서 접수 및 처리하는 행정 절차

때문이다(Mat Zin, 2007). 

 

  2. 금융위기 기간의 사회안전망 관련 프로그램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불황에 맞서기 위해 정부는 경기부양책들을 도

입했다. 정부는 이미 2009년 운영 개발 비용으로 2천6십억 링깃을 할당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역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지표

들을 보고, 정부는 2009년 있을지 모르는 불황을 피하기 위해 2008년 11

월 4일 1차로 70억 링깃에 상당하는 경기부양책을 도입했다. 자금의 분배

는 다음과 같다:

 

○ 특히 시골 지역에 학교, 병원, 도로와 같은 사회 기반 및 공적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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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건설, 개선, 정비 (18억 링깃)

○ 고부가가치 전략 부문과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들에 우선순위를 둔, 

민간 부문 투자— 특히, 무상원조, 소프트론, 투입자본을 통한 외국직

접투자—진작을 위한 투자 기금(1십5억 링깃)  

○ 가격이 높지 않은 저비용의 주택 건설 (1십2억 링깃)

○ 경찰과 군대 주둔지, 캠프, 숙소의 개선, 수리, 정비 (5억 링깃) 

○ 공공 교통부문에 대한 정비 및 개선 (5억 링깃)

○ 고속 데이터 통신망 사업 (High Speed Broadband) 가속화

○ 관광, 의료, 건설 부문/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 훈련 프로그램 및 비

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3억 링깃) 

○ 사회복지 프로그램 즉, 유아교육 과 Rakan Muda 또는 청소년 프로

그램(3억 링깃)

○ 민간 교육기관에 청소년 훈련 프로그램을 배당하여 인적자본 개발 (2

억 링깃)  

○ 사용 가능한 버려진 주택 단장 (2억 링깃) 

○ 중소기업 (1억 링깃) (Mat Zin & Shahadan, 2009)

 

첫 번째 패키지에 하에서 노동자들은 2008년과 2009년 고용 준비기금에

대한 자신들의 기부금을 11%에서 8%로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주택 대출

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상환 기간을 25-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

패키지는 말레이시아의 사업 조건이나 소비자 심리가 새로운 바닥을 친 시

점에 시작되어 늦은 감이 있으며 액수 (GDP의 1%)가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경제가 더 악화되자, 정부는 두 번째 패키지를 결정하고

2009년 3월에 발표했다 (Mat Zin & Shahadan, 2009). 

 두 번째 패키지의 액수는 600억 링깃(GDP의 거의 9%) 또는 약 US 1

백60억 달러였으며 2009–2010년 기간 동안 다음의 네 가지 취지에 따라

할당하고 있다: 

실업을 줄이고 취업 기회를 늘림(20억 링깃); 국민들의 부담 특히,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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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부담 줄이기(1백 링깃); 민간 부문의 경제위기 대처 지원(2백9십억

링깃); 그리고 미래의 생산성 제고 (1백9십 링깃). 6백억 링깃 중에서 1백5

십억 링깃은 재정에 대한 자금 투입에, 2백5십억 링깃은 보증기금에, 1백억

링깃은 주식투자에, 7십억 링깃은 민간 투자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과 예산외 프로젝트에, 그리고 3십억 링깃은 조세 지원에 배당되었다(Mat 

Zin & Shahadan, 2009).   

첫 번째 취지인 해고된 노동자들과 미취업 졸업생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

여 정부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1십6만3천 건의 훈련 및 취업알선 기회

를 창출할 계획이다. 고용주들이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

도록 하고, 대신 지역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훈련하도록 한다면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고용주들의 해고 노동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20008

년 7월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월별 1만 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수의 액수에 대해 두 배의 세금 공

제 혜택을 주되, 그 혜택은 한 고용인 당 최대 12개월로 한정했고, 신청은

2009년 3월 10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Mat Zin & 

Shahadan, 2009).  

2010년까지 극한 빈곤을 근절한다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두 번째 취지

로써 특히, 취약 집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원조를

제공한다. 수혜자들은 경작, 통합 영농, 가축 사육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기름야자나무와 고무의 소규모 자작농들이 포함된다. 연료 소비와 식량 확

보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 인센티브, 원조(설탕, 빵, 밀가루와 같은 생필품

의 가격 인상을 피하기 위한 보조금 포함), 장학금 및 교육지원금뿐 아니라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제공된다(Mat Zin & Shahadan, 2009). 

설탕, 빵, 밀가루와 같은 생필품의 가격 인상을 피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6억7천4백만 링깃이 배당될 것이며, 통행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4억8천만

링깃이 배당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저비용 주택 건설을 위해 2억 링깃이 배

당되었고, 주택 매입자들은 주택 융자에 지불하는 이자에 대해 연간 최고 1

만 링깃 까지 3년간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 기반시설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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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개선을 위해서도 배당이 이뤄졌으며 시골 지역의 기본 편의시설들이

증가될 예정이다. 국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는 올해 5십억 링

깃에 달하는 3년 만기 연간 이율 5%의 syariah(준수 저축채권)을 발행할

것이며 수익은 채권 소지자들에게 분기별로 지급될 것이다(Mat Zin & 

Shahadan, 2009).  

빈곤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메커니즘이

말레이시아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보건부, 교육부, 주택지

방자치부, 인적자원부, 농업농업관련 사업부, 기업가 공동조합개발부, 지방

지역개발부, 여성 가족 사회 개발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부처와 정부 기

관이 관련된다. 사회적 지원은 재정적 보조금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로 제공 된다: 식량, 비료 그리고 연료 보조금; 무상 교육, 교과서, 교

복;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의료 서비스; 그리고 기술 훈련이다. 말레이시아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할당액으로 2008년 3억5천만 링깃에서 8억5

천만 링깃이 모금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지원 중 중요한 부분은 여성 가족

사회 개발부 산하 사회복지부를 통해 주어지는 연방복지 지원이다(Abidin 

& Rasiah, 2009).

개정된 말레이시아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과 신사회안전망 자격심사는

2009년 2월에 도입되었다. 경제기획부서에 의하면, 복지 지원금이 극 빈곤

층 즉 월별 가계 수입이 말레이시아 반도에서는 430링깃 이하, 사라와크주

에서는 520링깃 이하, 사바주에서는 830링깃 이하인 가구에 제공되었다. 

그러나 빈곤선 수입이 단지 하나의 가이드의 역할 만을 하거나 지원금 수령

을 위한 최초 가입 시 하나의 자격 여건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위의 액수

들은 규정되지 않은 표준을 형성하게 된다(Abidin & Rasiah, 2009).

최종 승인은 가족의 생활 상태, 자녀와 부양자 수, 청구인이나 가장의 연

령, 신체적 장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는 복지사무

관의 조사에 좌우된다. 이 프로그램은 확고한 규정에 의해서가 아닌 재량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율과 효과성에 대한 의심이 있다. 일부 조치들

은 구체적으로 인적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에는 훈련, 고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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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창출, 석사 및 박사급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그리고 영주권 부여

를 통한 숙련 노동자 유인이 포함된다. 그 외에 기본 식량 품목에 대한 보

조금, 지방인 사바주와 사라와크주의 의료시설개선, 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쉼터 가정(쉘터 홈), 보육센터, 그리고 운전자본 보증제도, 산업 구조조정

대출금 보증제도와 같은 정부 보증 제도를 통한 금융 자본에 대한 사용권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Abidin & Rasiah, 2009).   

훈련 및 고용 기회 창출을 위해 할당된 7억 링깃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십만 건에 달하는훈련기회와 취업알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와 더불어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과

현재 고용된 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이원적 국가 훈련 제도가 아래의 경

로들로 도입되었다 (Abidin & Rasiah, 2009):

○증권위원회와 BNM에 의한 금융 부문 비취업 졸업생 1,000명에 대

한 2 년간 현장 교육

○ 특히 정부 관련 기업에서 서비스 부문의 교육 기회 및 취업 알선

2000례

○ 2,000명의 졸업생과 기술자격증을 가진 자들에 대해 6개월에서 1년

동안 제공하는 임시 교육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참석자들은 창업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 500명의 졸업생들이 Tunas Mekar의 장려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거

나 기존의 중소기업들의 가치를 더하게 된다.

제4절 결론

 

비록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사회안전망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심각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공식부문 고용인들은 고용 준비 기금(EPF), 기

여식 연금 프로그램, 산업재해 희생자인 근로자들을 돕는 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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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SO)으로 보장 받는다. 

그러나 불리한 경기순환 이나 수입에 미칠 수 있는 다른 충격들에 대비

해 최저수입보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없다. 공식 비공식 부문에 대한 포

괄적인 사회안전망(SSNs)의 부재는 경제 쇼크나 자연재해 시 경제 사회적

불안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이유가 된다(Abidin & Rasiah, 2009).

금융난이 모든 지역의 경제에 힘들고 예측하지 못한 도전을 안겨 주었다

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현재 말레이시아에 대한 주요 우려 사항

은 경기 불황을 빠져 나오는 속도와 능력이다. 그 효과는 시행 대책에 달려

있는데 부양 정책들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시행에

있어 투명한 방법을 보장하고, 지출의 오용을 피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

하여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금융 부문

은 강하고 기초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현 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러나

지속적 조치가 취해져 금융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이 불황기에

유동성 있는 공급을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견실한 기초보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특히

2008년의 경우와 같은 경제 위기를 처리하는데 있어— 취했던 주요 조치

중 하나는 자국의 경제 모델을 구조 조정한 것으로, 제안된 신 경제모델

(NEM)은 국가의 경제를 재정비 하는 것이었다. 신경제모델(NEM)은 그 포

괄적인 성장 목표와 접근 방법으로 인해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혜택을 발생시킬 것이다. 어떤 집단도 소외되지 않고 국민들의

필수적 필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친 빈곤적인 성격을 보이며 성장 지향적이

다. 신경제모델에 따르면 그 포괄성으로 인해 모든 지역사회가 국부에 공헌

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신 경제모델은 포괄적 성장의 주요

도전으로 부미푸트라(Bumiputera: 말레이인 및 원주민)의 특별한 입장과

다른 집단들의 적법한 이해관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적 대책들을 고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종적으로 나뉘는 사회는 폭력적 충돌이 일어나기 쉽다고 믿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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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신경제모델(NEM)은 그럼에도 말레이시아 인구의 다인종 구성이

말레이시아의 뛰어난 특징이며 이러한 인종적 다양성은 말레이시아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시장 친화적이고 차별철폐적인 프로그램은, 그 구성상77.2%가 사바주와

사라와크주에 거주하는 부미푸트라(말레이인 및 원주민)로 구성된 하위

40%의 가구에 대한 원조를 목표로 하여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신경제모델은 또한 필요와 자격에 근거하여 자원

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여 능력, 수입, 웰빙(행복)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은 모니터링과 효과적 시행을 가능케 하는 건강하고 지적인 분석틀을

가지고 있다.

신경제모델에 대한 제안은 한 달에 1,500링깃 이하를 버는 40% 인구의

수입이, 경제 구조 변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변화를 통해

끌어 올려 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향후 10

년 이내에 7,000 US 달러에서 15,000 US 달러로 상승하는 것이다. 40% 

인구의 수입을 올리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농촌

지역의 학교들도 교사와 시설 면에서 최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야말로 진정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며, 만약 그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저소득에서 탈출하는 데는 한 세대면 족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경제모델의 의도가 말레이시아를 복지국가로 만드는 것

은 아니다. 신경제모델은 차별 철폐적인 정책들을 강화할 것이며, 수혜자들

의 결정은 능력, 필요, 자격에 근거한 것이다. 기존의 정실주의는 자격에 근

거한 시스템으로 교체되어야만 할 것이며 현재의 지원 공급 관행은 근절되

지 않을 것이나, 올바른 대상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

켜야 한다. 

경제 재정비가 시작되기에 앞서 신경제모델 자문위원회는 사회안전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사회에는 새로운 정책의 실시가 가져올 변화

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부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개인들만이 적응에 어

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들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신경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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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M)이 경제에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들을 선호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래되고 규모가 작은 산업들은 기존에 받던 지

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더 나은 사회안전망이 개발되어, 오

래되고 적은 규모의 산업들이탈바꿈하여 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

야 한다. Asher (2008)가 주장하는 대로, 사회안전망을 개혁 강화하는 일

은 순조롭지도 신속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확고한 정치권의 헌신과

역량뿐 아니라, 이에 요구되는 광범위한 제도적 규제적 개혁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러한 개혁들의 진전에는 시

간이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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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베트남의 사회보장: 

현황과 나아갈 방향

제1절 도입

베트남은 꾸준히 사회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사회보장을 더욱 강

화하는 것이 베트남이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베트남이 아직 빈곤국이면서도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자 분투하며 국민들의 필수적 필요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사실로써 확

인된 바 있다.   

베트남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모든 시민들의 사회보장을 보증하는 것이

야말로 인권보장, 지속가능한 개발, 성공적인 밀레니엄개발목표(MDG)를 달

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최저 사회 보장은 누구도 최저한도

이하의 생활을 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극대화라는 의미에

서 모든 인간의 자립 가능성의 최대화를 꾀하는 것이다.  

제2절 베트남의 사회보장 정책

 
  1.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  

2010년 베트남은 2015년을 목표로 한 8가지 밀레니엄 목표 중 다음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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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목표 즉, (1) 극빈과 기아 제거, (2) 보편적 기본 교육, 그리고 (3)성

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를 달성했으며 남은 목표들의 달성하기 위해서도 노

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빈곤 감퇴라는 측면에서 베트남은 목표치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빈곤비율이 1993년 58.1%, 2002년 28.9%, 2008년에는

14.5%로 감소했으며, 안정적 성장과 빈곤비율 감소라는 두 가지를 병행해

성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성 평등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

가 이루어 졌는데, 여성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성 평등 가

치를 측정하는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다. 생활수준 불균등은 지니계수 0. 

356 (2008년 기준)로 억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빈곤 감축과 사회

정의를 위해 국가와 국민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덕택이다.

  2. (목적 달성을 위한)방법 및 정책

베트남은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의료, 교육, 청정수, 위생, 식량, 주거, 

법적 사회적 지원 등의 제공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및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통계에

따르면 국민들을 위한 최저 수준의 사회보장에 초점을 맞춘 40개 이상의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빈곤층, 소수 인종,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두고 시행

되고 있다. 

 

가. 의료 

베트남은 2014년 건강보험 시행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는

현재 6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한 어

려움을 갖고 공동체에서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 보험을 구입

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나 궁극적인 건강보험 대상은 베트남의 모든 가정들

이다. 빈곤층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의 50%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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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가 면제되고, 빈곤 가정의 자녀들에게

는 모든 수준의 학교 교육에 수업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어려운 지역

의 소수민족 빈곤 학생들에게는 교통, 음식, 숙소, 책을 지원하고 있다.  

다. 청정수 

베트남은 농촌 지역의 용수공급과 위생에 대한 국책목표사업(National 

Target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빈곤 가정에 물탱크를 세우는데 필요

한 현금과 재료를 지원 하여 물 공급 시스템이 마을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라. 주택 

국가는 빈곤층을 위한 안정된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을 위한 기본적 사회 서비스의 직접 공급뿐 아니라, 토지 생산성, 우대

여신, 직업 개발, 공공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생산 관련 정책 개발을

통해 빈곤 가정과 빈곤 지역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특별

히 어려운 공동체와 마을들이 기본 사회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기 위해 요구되는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힘쓰

고 있다. 

 

  3. 성과

보건의료서비스 개발과 나란히 빈곤 지역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의

료 센터의 건설, 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이동 의료 집단 및 팀의 구성, 그리

고 마을 단위 아동과 임신부들을 위한 정기적 기본 의료 및 예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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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양한 형태로 빈곤 지역에서 증가되고 있다. 5천2백만 명이 넘는 인

원에게 건강보험이 제공되었으며 현재 100%의 공동체와 구에 의료 스테이

션이 있고 그 중 대략 75%의 공동체에는 의사가 주재하고 있으며, 농촌가

구의 82.5%가 안전한 물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로 반영구적 교실, 임시 교실의 비율이 심각하게

감소해 2009-2010 학년 기준 8곳 밖에 되지 않았다. 직업학교(pre-degree)

에 대한 국가 표준을 충족하는 학교의 비율이 2005-2006년 6.5%에서

2009-2010년 12.8%로 증가했다. 준 기숙학교, 원거리 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 모델이 많은 협력단체들의 참여로 다양한 형태로 점차 확장되고 있어

도시농촌지역 및 외딴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

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2006-2009년의 기간 동안, 거의 8백만 명의 학생

들의 수업료가 면제되었고, 2백8십만 빈곤 학행들이 공책 및 교과서를 지원

받았다. 

UNICEF의 청정수 사업 지원 및 NGO들의 지원과 더불어, 물 공급과

농촌 지역의 위생을 위한 국책목표사업(National Target Programme)은 국

민, 특히 농촌 지역 및 외딴 지역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 베트남 농촌 인구 중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은

1997년 40%에서 2010년 83%로 증가했다. 또한 별도의 경제 개발 프로그

램으로 소수 민족 공동체 지역 210곳에 새로운 물 공급 시설이 건설되었다. 

이렇듯 생활환경이 더욱 위생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전염병을 앓는 국민의

비율이 급락했다.  

지금까지 주택지원 정책의 시행은 기본적으로 전 지역의 최빈곤층 가족

에 대한 주택 공급 보장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해 국가

예산 밖의 자금의 투입도 꼭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자연 재해, 홍수의 영

향을생각할 때빈곤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주택건설은 계속적으로 전개되

어야 한다.  

2006-2009년 사이의 4년 동안 약 5백만 빈곤 가구가 우대금리로 가구당

6-7 백만 동(VND:베트남 달러)을 대출 받음으로써, 5년간 6백2십만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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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가 가구당 평균 규모 7-8 백만 동(VND)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

며 5년 계획 목표를 103.3% 도달했다. 같은 기간 기술 이전에 대한 3만

건의 교육이 시행되었고, 8500건의 설명회와 투자은행 주체 회의에 3백만

빈곤 국민들이 참여가 있었다.

5년간 약 3백7십만 빈곤국민들이 사업 운영에 관한 강의를 받은 것으로

추산 되어 5년 계획 목표 대비 88%를 달성했으며, 1십만 빈곤 노동자들이

무료 직업 훈련을 받았다. 또한 1십5만 빈곤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아 (이는

5년 계획 목표 100% 달성이다) 그 중 60%가 직장을 구했거나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수입 증가로 인해 빈곤 감퇴에 기여했다.  

농촌 지역의 기반시설 건축이 크게 향상되어 생산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되었고 지리학적으로도 빈곤 지역과 빈곤 공동체가 감소되었다. 

지방 및 외딴 지역민들을 위한 전기 공급은 투자의 효율을 점증적으로

제고하고 있으며 전국 송전선망의 보급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금까지

96.1%의 가구들이 전기 시설 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86.9%가TV를

수신하고 있으며, 97% 이상의 공동체에 마을 회관(center)까지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도로가 완비되어 있고, 90%의 공동체에 우체국이 주둔하고 있

으며 2009년 현재 일인당 택지가 16.7 평방미터에 이른다.

사회 보험의 범위와 참여자들도 확대되었다. 의무 사회보험 가입자의 수

는 9백7십만 명으로 전체 노동력의 거의 22%를 차지하며, 법으로는 대상

자의 76% 가 가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약 3만

명이 임의 가입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사회보장의 총 대상인원을 높이기 위한 사회 정책들의 시행을 통해 현재

약 1백3십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수당은 2006년 매월 6만 5천동에서

2007년에는 최저 매월 1십2만 동으로, 그리고 2010년에는 매월 1십 8만

동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사회복지 정책을 혁신함으로써 초래된 효과는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며 가정, 지역사회, 사회 일반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빈곤층에게 힘을 실어 주고 취약 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사회에 재통합되

도록 기여하였다. 사회단체들 또한 지역사회에서 갈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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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으며 빈곤 가구를 지원하고 사회적 혜택을 공급하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곤층과 취약집단 (노인, 장애인,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많은 사회 서비스 모델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효과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제3절 혁신의 방향

 

  1. 향후 베트남이 직면한 도전 

모든 계층이 최저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데는 많은 성과가 있었

으나 베트남은 아직도 다음과 같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베트남의 기

후는 비, 폭풍, 홍수로 인한 피해가 잦아 국민들의 생계와 수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지구기후변화(기온상승)와 해수면 상승이 고용과 국민

에 대한 사회 보장에 새로운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 재건과 노동 시

장에 존재하는 위험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격동적인 영향에 대해서

는 점점 예측이 가능해지는 반면,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있어서 그

리고 경제 위기와 다른 사회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더 큰 한계가

있다.

노령 인구 증가 추세는 사회 안전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으로 대

두된다.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사회보장의 질적 양적 서비스

가 제고될 것을 요구한다(단순히 수입을 원하던 것이 복지를 원하게 되고

그것에서 다시 사회 복지를, 더 나아가 환경 친화적 학교를 원하는 식으로). 

노인, 아동과 한 가족으로 사는 결혼 패턴의 변화는 전통적 사회보장의 역

할보다 비공식적 역할의 강화가 요구됨으로써, 사회보장 담당 관리의 사회

적 책임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사회적 차별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성장으로 인한 혜택이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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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배분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불리한 집단들은 제한된 경쟁과 시장의 위험 예방적 태도

로 인해 점점 더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 일자리의 불안정과 근로자의 이

동과같은 문제는 베트남을 포함하여 각 나라들의 사회보장 제도에큰 도전

이 되고 있다. 

  2. 2011-2020 기간의 개혁 지향적 사회보장제도가 지향하는     

조치들 

기존 정책들의 지속적이고도 효과적 실행의 근간 위에 최저 계층의 사회

보장을 위한 아래의 정책들이 추가 될 예정이다.

○ 일자리 개발 프로그램: 실업 상태의 근로자 혹은 일자리가 충분치 않

거나 근접 빈곤 상태의 사람들에게 작은 농촌 지역의 기반시설 (도

로, 관개 시설, 강 및 호수 준설) 개발이나 쓰레기 수거 및 청소 등

에 참여 시키는 등 할 일을 제공한다.

○ 빈곤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정기적 지원을 제공함으

로 지속적 빈곤 감소를 도모한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향하며 사회 복지의 수혜자 범위를 점차 확장

한다.

－모든 시민들의 최저 생활수준 보장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의적절하고 효과적 지원 제공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고 효과적 제안들에 대한 시행을

추가해 나감.   

○ 2014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지향한 건강보험 입법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혜택을 덜 받는 빈곤 지역에 의료 서비스 및 치료

를 제공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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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싱가포르의 사회안전망

제1절 서문

싱가포르는 남동아시아 말레이시아 반도의 끝에 자리 잡은 작은 도시국

가다. 크기로 보면 2010년 현재 인구 5백만인 작은 나라다. 싱가포르는 다

민족국가로 중국인 (74.2%)이 다수민족이고 뒤이어 말레이인(13.4%), 인디

안(9.2%), 기타민족(3.2%)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는 지난 수

십 년에 걸쳐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2009년 싱가포르는 일인당

국민총생산 US36,537 달러, 구매력지수 기준 국내총생산 (PPP GDP) 

US52,840달러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싱가포르가 선진국임을 알려주는 지표

들이다(통계청, 2010). 

최근 2008년에 있었던 경기침체는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에 손상을 주었

는데, 2009년 3월 분기별 경제성장은 -11%로 이는 싱가포르가 경기침체의

영향을 혹독히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준

또 다른 지표는 실업률이다. 싱가포르는 그 동안 자연실업률에 가까운 2%

의 아주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3월에 실업률이

4.8%로 상승했고 2010년 6월에는 2.3%로 하락했다(통계청, 2010).       

싱가포르는 경제개발의 놀라운 업적과 회복을 경험한 반면,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싱가포르만의 독특한 사회안전망 모델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

는 실업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정부가 국가재정으로부터 막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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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하지 않고도 사회복지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한다. 또한 싱가포르에

는 공식 빈곤선이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최저수입도 정해져 있지

않다. 싱가포르 정부가 채택한 대안적 접근으로의 싱가포르의 모델은 복지

국가의 모델과는 구별되며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싱가포르의

모델을 설명하는데 권장되는 용어가 아니다. 실제로 정부는 복지국가가 되

는 것을 회피 한다 (Ngiam, 2004).  

본 논문은 싱가포르 스타일 사회안전망의 독특한 특징들을 먼저 소개하

고 또한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막대한 영향을 미친 최

근의 경제침체 이래 어떤 변화들이 채택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싱가포르 사회안전망에 대해 그 영향 및 도전

을 포함하는 논제들을 제시함으로 마칠 것이다.     

 

제2절 싱가포르 사회안전망의 기본원칙들

싱가포르 사회안전망의 주요 특징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본 논문은 싱가

포르 사회안전망의 주요 기본 원칙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자립

은 싱가포르 사회정책에 있어 제일의 원칙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가정은 노

동을 통해서 그리고/혹은 자조(self-help)로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 둘째, 첫 번째 원칙인 자립과 관련해 가정은 부양에 있어서 제 일선에

있다. 가정은 자립에 대한 최초의 책임 있는 단체로 간주된다. 셋째, 가정이

자신들의 웰빙과 자립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반면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가정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가족이 자립에 실패한 후에라야 정부로부

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한 복지 의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로 상징되고 있는 복지다원주의가 채택되었다. 가족, 

공동체 조직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정부가 싱가포르의 사회문제들

을 해결하는데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153

제
7
장
 싱
가
포
르
의
 사
회
안
전
망

 
초년

(18세까지)

중년   

(19~64세)

노년

(65세 이상)

주요 과제
보육, 건강, 교육,
성년을 위한 준비

취업, 자녀 보육, 부모 

보호, 퇴직 대비 저축

건강, 자녀 그리고/
혹은 손주와의 관계

자산형성

정책

CDA
에듀세이브

PSEA

CPF
HDB

 

CPF
HDB

 

  1. 싱가포르의 사회안전망

최저수입, 최저임금, 실업보험 등과 같은 사회정책제도들의 부재는 다른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싱가포르의 사회안전망이 독특한 상태라는 것을 설

명해준다. 사회 정책들이 없다는 것은 싱가포르가 비즈니스 친화적 접근을

선택했음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반면, 다음의 사회안전망들은 중앙연금기금(central provident funds, 이

하 CPF), 공공주택, 그리고 교육과 건강에 대한 투자들을 통해 이룰 수 있

는 자립을 강조한다. 싱가포르 사회안전망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생애 전

체를 통해 저축을 장려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아래 싱가포르

의 생애 접근적인 저축 정책을 보면) 이 부분은 싱가포르의 주요 사회정책

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표 7-1〉아동들을 위한 자산형성 정책(Han, 2010)

주: CDA (아동개발지원계좌); PSEA (중등교육 이상 교육지원 계좌); CPF (중앙연금준비기금); HDB (주택개발청) 

 
CPF(중앙연금준비기금)와 HDB(주택개발청)는 싱가포르 국민들의 평생

에 걸친 자산축적 증진을 위한 두 주요 정책 메커니즘이다 (Vasoo & Lee, 

2001). 1955년 영국 식민지 시대 행정부에 의해창설된 CPF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 소득을 위한 기여방식 예금으로 정의된다. 처음에는 고용인

과 고용주 모두 고용인 임금의 5%를 기부하여 총 10%를 기부하게 되어

있었다. 그 이후로 기부비율은 상승하여 1985년에는 양쪽 고용인과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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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25%씩, 합해서 최대 50%로 상승했다. 2009년에는 고용인과 고

용주의 기부비율이 각각 20% 및 14.5%로 하락했다. CPF는 근로자의 자

립 달성을 돕도록 설계되었다. 노년층을 돌보는데 필요한 증가하는 부담은

국가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가정의 예금에서 부담되어왔다. (Vasoo 

& Lee, 2001).       

1960년 이래 주택개발청(Housing Development Board, 이하 HDB)은

노동자층이나 대다수의 중산층에 대해 방 둘에서 다섯짜리 공공 주택을 공

급하는데 있어 주역을 해왔고, 민간 주택은 총 주택재고(housing stock) 의

약 10%로 이루어진 상류층들이 이용한다. 모든 싱가포르의 국민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HDB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주택을 업그

레이드하기 원하는 가족들을 위한 공공주택 재판매 시장에 활력을 주며 독

점화된 공공주택 정책으로 인해, 싱가포르에서 주택보유율은 90%에 달했다

(Vasoo & Lee, 2001).  HDB 아파트에 대한 최근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의 싱가포르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택과 공동체에 대해서 높은 만족율

(95%)을 표현했다.  

높은 주택보유율이라는 성공 스토리는 CPF와 HDB를 연결함으로써 이

루어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HDB 주택을 구입할 경우 계약금과 주택융자

할부금 지불을 위해 CPF 예금에서 필요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HDB는

주택융자 금리를 고정 2.5%로 제공하여 모든 싱가포르 국민들이 주택금융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6년에 CPF에서 자금을 인출한 사람의

95%가 그 돈을 공공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Chia, 2008). 1980년

대부터 정부 정책은 더욱 자유화되어 CPF 예금은 민간 주택구입의 재정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Bardhan, Datta, Edelstein, & 

Kim, 2003; Phang, 2004) 또한 CPF는 퇴직소득과 주택에 대한 용도뿐

아니라, 자녀 교육(교육 CPF), 의료(Medisave) 그리고 개인 투자 (주식 및

트러스트 펀드)등과 같은 다른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다. CPF 예금 용도의

다양화는 퇴직 시의 필요를 충당할 현금이충분치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PF 와 HDB는 가족들이 퇴직을 대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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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보관(capital storage)을 실현할 수 있도록 리스바이백(lease buy 

back) 제도를 시작했다(Lee, 2008). 다른 한편으로는, 싱가포르 국민들이

퇴직 시 충분한 예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0년

5월 이래 최저 CPF 액을 S$117,000 에서 S$123,000으로 인상했다.  

Lee (2008: 280)는 어떻게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이 작동하고 있는지 다

음과 같이 요약했다:” …싱가포르의 주택 모델은 단순하고 강력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가) 고도성장의 도시 경제에 있어서 주택공급은 고수익의

경제 활동이다; (나) 정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독점화하기 위해 개입

한다; (다) 정부는 폐쇄된 주택시장을 규제감시함으로써 국민들과 함께 자

본 이득을 공유 한다; (라) 국민들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저축하고 국가

의 자본 형성에 기여해야한다; (마)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은 자기 자신들

의 예금으로 구입한 개인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퇴직 후의 보장 대

책으로 취함으로써 보상을 받는다. 

 
  2. 아동을 위한 저축 정책

싱가포르는 국민들이 유일한 자원인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회정책은

인적 자본 개발에 그 방향이 맞춰져 있다. 특히, 자산형성정책들은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이며 미래라고 간주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어왔다. 싱

가포르에는 아동의 생애의 단계에 따른 세 종류의 아동발달지원계좌

(CDA::Child Development Accounts, 이하 CDA)가 있다 (Han, 2009, 

2010; Loke & Sherraden, 2008; Ng & Nair, 2008). 

 
가. CDA(아동발달지원계좌)

첫 번째 종류의 CDA는 출생부터 6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상호저금보조금계획(Co-Savings Scheme )은 결혼을 권장하고 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아동수당지급계획(Baby Bonus Schem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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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 부모는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해서 S$4,000 를 현금으로 지급 받

고 셋째와 넷째 아이에 대해서는 S$6,000의 현금을 지급 받는다. 뿐만 아

니라 모든 자녀에 대해 CDA를 개설할 수 있고 그 계좌에 부모가 저금하

면 1:1 비율로 한도액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2001년 CDA 지원 한도액

은 두 번째 자녀(S$6,000) 와 세 번째 자녀(S$12,000)에게만 적용되었다. 

2008년에는 그 한도액이 다음과 같이 확장 적용되었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해 S$6,000; 셋째와 넷째 자녀를 위해서는 S$12,000; 다섯째 자

녀와 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S$18,000이 적용된다. CDA는 육아, 의

료, 조기아동교육, 그 외에 의료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6세가 되면 남은

저축은 중등교육 이상 교육 지원계좌 (이하 PSEA)로 편입될 수 있다.     

나. 에듀세이브 계획(ES)

두번째 CDA는 에듀세이브계획(Edusave Scheme,이하 ES)이다. 1933

년에 시작된 ES는 세계최초의 아동발달지원계좌이다(Curley & Sherraden, 

2000). ES의 대상은 연령 6세에서 16세의 학령기 아동들이며 학습여행, 

스포츠, 학교 장비비용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

을 둔 지원이다. ES는 싱가포르의 모든 아동들이 그들의 가정 배경과 상관

없이 평등한 기회를 갖는 것을 추구한다. 싱가포르에 전 수상인 고척동은

“부유하거나 빈곤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은 다 달리기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같은 출발선 상에 놓인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실력위주, 자유 시장

시스템에 동정심과 동등한 기회를 섞어 넣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S는 정부 일반 기금으로 설립된 S$50억 에듀 세이브 기부금( Edusave 

Endowment Fund)에서 얻어지는 금리를 자금으로 운영된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든 학생들이 각자 이자가 붙는 ES 계좌에 약 S$4,000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ES 계좌의 사용하지 않은 예금 잔고는 해당 아동의

PSEA로 이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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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등교육 이상 교육 지원계좌(PSEA)

PSEA(중등교육 이상 교육 지원계좌)는 싱가포르의 아동들을 위한 세 종

류 자산형성 정책들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PSEA는 지속적인 제 3단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8년에 시작된 PSEA는

각 가정이 자녀의 장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인 최선의 교육을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는 7세에서 20세 사이의 65

만 자녀들을 위해 S$4억을 할당함으로써 시작되었다(Loke & Sherraden, 

2008). 자녀들의 재정적 배경에 따라 13세에서 20세 사이의 모든 아이들은

2008년 S$200에서 S$400을 각자의 PSEA 계좌로 수령 했으며 또 같은

금액을 2009년에 다시 수령했다. 7세에서 12세 사이의 더 나이가 어린 아

동들은 S$100 에서 S$200의 더 작은 액수를 수령했다. 가족들도 자녀(7세

서 18세까지)의 PSEA계좌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부금들은 둘째

자녀의 경우 CDA와 PSEA를 결합한 정부보조금 한도액 S$6,000내에서, 

셋째 및 넷째 자녀의 경우에는 한도액 S$12,000 내에서 1대1로 정부의 보

조금을 받는다. CDA 와 ES 잔액은 PSEA로 편입될 수 있으며 부모들은

자녀의 연령이 18세가 될 때까지 PSEA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의

기부금은 이전 CDA 예금이 CDA 지원금 한도액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사용되지 않은 PSEA 잔고는 그 자녀의 나

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 자녀의 CPF로 이전된다. 

 

  3. 의료 정책

싱가포르가 제공하는 또 하나의 보편적 사회정책은 모든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다. 의료시스템은 개인책임과 모든 시민들의 감당할 만한 의료 제

공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 사회안전망의 일반적

원칙들과 유사하게, 개인적 책임은 의료 제공에 가중치를 더한다. 개인이나

가족들은 아래에 설명될 메디세이브 (Medisave)와 메디쉴드(MediShiel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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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함으로써 비상시 의료비용에 대비한 책임을 진다. 2008년 싱가포르 정

부는 GDP의 약 4%를 국가의료비용으로 투자했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보건부, 2010). 

싱가포르 의료시스템은 모든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게 하

기 위해 다수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싱가포르에는 공공 의료기관

의 응급 병동 청구서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높은 지원금들이 있다. 둘

째, 일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메디세이브(Medisave)

라고 불리는 의료 저축계좌를갖고 치료비용에서 자신들의 몫을 지불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2008년 12월 현재 메디세이브 계좌의 평균액수는 약

S$14,900(약 US 1만 달러)로 이는 대략 열 번에서 열두 번의 응급병원 사

용건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액수이다(보건부, 2010). 셋째 층

은 메디쉴드(MediShield)로 이는 주요 질병들에 걸릴 경우 재정적 위험에

대비 효과적으로 공동출자(risk-pooling) 할 수 있게 하는 저비용의료보험계

획이다. 또 한편, 극심한 장애에 대비한 보험프로그램인 엘더쉴드

(ElderShield)는 장애 치료 및 노령계층 질병에 대한 재정적 위험에 대비해

공동출자(risk-pulling)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층은 금전적 어려움으로

메디세이브나 메디쉴드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가구들을 위한 메디펀드

(Medifund)이다. 이 펀드는 1993년 4월 초기자본 S$2억으로 설립되어 그

자본의 이자수입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비용으로 활용한다.

  4. 저소득 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

싱가포르는 저소득가정, 노년층, 장애인등과같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

에 있는 인구를 위해 컴케어 계획(ComCare Scheme)이라고 불리는 임시적

지원을 시행해왔다. 컴케어 계획은 공동사회 지향적인 보호 시스템을 의미하

는 것으로 여기서는 싱가포르 고유의 상황에서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HOPE(주택보유 플러스 교육, 이하 HOPE)와 스쿨 포켓머니 펀드(School 

Pocket Money Fund, 이하 SPMF)라는두사회 프로그램들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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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컴케어 계획

싱가포르는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공적 부조 프로그램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최저소득정책이 없다는 것 자체가 공적 부조 프로그램의 부재를 설명

해 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싱가포르는 재정적으로 불리한 가정들에 대한

공동체 보호를 의미하는 컴케어 계획을 갖고 있다. 컴케어 계획은 다음과

같이 컴케어 셀프릴라이언스(ComCare Self-Reliance, 이하), 컴케어 그로

우(ComCare Grow),  컴케어 인에이블(ComCare Enable)의 세 가지로 구

성되어 있다.

 

  1) 컴케어 셀프릴라이언스(ComCare Self-Reliance)

컴케어 셀프릴라이언스(ComCare Self-Reliance)는 WSS(근로지원계획, 

이하 WSS)와 컴케어 트랜지션스 (ComCare Transitions, 이하 CCT)로 구

성되어 있다. WSS 하에서는 수입조사에서 조건(월별 수입 S$1,500 이하에

저축이 거의 없는)을 충족하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임대료, 공공요금, 서비스

구매권, 월별 현금 보조금, 훈련 보조금, 교육지원, 의료지원을 신청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런 혜택들은최대 24개월까지 제공될 수 있다. CCT는 장애인, 

노인 그리고 WSS의 조건들과 비슷한 수입조사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실직

저소득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며 CCT 지원의최대기간은 사례별로 다양하다. 

그러나 CCT 역시 수혜자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임시적이고 조건적이다.    

 

  2) 컴케어 그로우(ComCare Grow)

컴케어 그로우(ComCare Grow)는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며

궁핍한 아동들의 발달상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중앙에 기반을 둔 보육을

위한 재정 원조 계획(CFAC: Centre-based Financial Assistance Scheme 

for Childcare), 유치원 재정 원조계획(KiFAS: Kindergarten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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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ce Scheme), 학생보육비원조계획(SCFA: Student Care Fee 

Assistance Scheme), 건강한출발프로그램(HSP: Healthy Start Programme 

)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HSP의 주요 특징들을 소개한다. HSP는 2004년

신생아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들을 위해 부모의 육아기술과

자녀들의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CCG 산하에서 시작되었다. 이 전인적

초기 개입 프로그램은 저소득가구의 가족들을 하나의 단위로 강화시킴으로

써 가정과 자녀의 발달 기회를 증가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3) 컴케어 인에이블(ComCare Enable)

컴케어 인에이블(ComCare Enable)은 장기간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궁

핍한 사람들이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부조 프로그램이다. 

CCE의 대상은 노령, 질병,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인구들이며, CCE는

현금 보조금, 의료 지원 그리고 대상 인구에 대한 교육 지원을 제공한다.

나. 주택 보유 플러스 교육(HOPE)

싱가포르 지역개발 및 청소년 스포츠부지역사회개발부는 2003년 HOPE 

(주택보유 플러스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둘 혹은 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경제 보장과 경제 사회적 상승 촉진을 목표로 한

다.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HOPE는 주택융자금 지불, 직업기술

훈련을 위한 장학금, 공공요금 차감, 자녀를 위한 학비 보조금 및 멘토링

서비스와 같은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더불어 HOPE은 가족계획과 육

아기술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도 제공한다. 

 

다. 스쿨 포켓 머니 펀드(SPMF)

스쿨포켓머니펀드(SPMF)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관련 기본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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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스트레이트 타임즈誌의 자선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2000년에 시작되었고 목적은 자녀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부

모들이 직면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36개 가족 서비스

센터(FSC), 2개 편부모 가정 서비스센터, 19개 특별 학교/장애 자원복지기

관(VWO)과 7개 자원봉사 아동의 집 (VCH)으로 구성된 64개소의 SPMF 

지불 단체들이 있다. 

교육지원계획들이 저소득 가정들을 도울 수 있는 반면, 그런 계획들은 대

개 일 년에 한번 주어지기 때문에 학년도 전체를 통해 발생하는 일상적 비

용들까지 포함시키지는 못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SPMF는 저소득 가정

의 자녀들에게 학교 용돈 형식으로 일상적 필요를 공급해 줌으로써, 재정적

곤경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기존의 국가차원의 원조를 보

완하는 것이다. SPMF는 통상 아동들의 학교 급식비, 대중교통수단 이용비

용 그리고 문구, 연습문제용지 구입 등에 사용된다. 

 

제3절 2008년 경기침체 이후 사회안전망

최근의 경제침체가 싱가포르에 가혹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에 대해 아주 소수의 정책들만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반응은

매우 미온적이다. 새 정책들의 목적은 근로자들이라는 인적 자본을 향상하

고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동인구를 유지하는데 있다. 

그러나 그 정책들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그러한

정책들은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정책 개혁보다는 경기침체

에 뒤따르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치들만을 취했다. 둘째, 그 정책

들은 어떤 면에서 퇴행적이라는 것이다. 고용주들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

소 숫자의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의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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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 업그레이드 및 복원 프로그램(SPUR)

2008년 말에 개시된, SPUR 계획은 근로자 훈련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금을 제공하고 고용주들에게는 근로자들의 훈련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

에 대한 수당을 제공한다. SPUR 계획에 따라 2008년 12월에서 2010 년

6월까지 251,000곳 이상의 훈련장에서 실시된 훈련에 대해 약 US 6억5천

만 달러가 지원되었고, 그러나 이 계획은 2010년 11월 30일까지 단계적으

로 폐지될 것이다.   

 
  2. 고용 장려 계획

경기 침체 시에 고용주가 고용인들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09년

고용 장려 계획 (Job Credit Scheme)이 도입되었다. 자격은 고용주가 자신

의 고용인들을(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자들에게 한함) 위하여 CPF에 기부

를 하고 있는 운영 중인 사업체로 제한된다. 이 계획 하에서 고용주는 CPF

의 급여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 각 고용인의 매월 임금의 처음 S$2,500에

대한 12%의 현금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즉, 고용주는 한 고용인

당 3개월 마다 최대 900달러(12% X $2,500 X 3 개월)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계획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확대되었으나 2010년 1사분기

에 6% 낮춰졌고 2010년 2사분기에 다시 3% 낮춰졌다. 이 계획이 2009 

예산연도에 도입되었으므로, 총 43억이 넘는 싱가포르 달러가 고용주들에게

투자되었고, 1십만명 이상의 고용주들이 이 장려금을 수령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싱가포르 국세청, 2010). 

 

제4절 논의

싱가포르 사회안전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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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강과 같은 경제 위기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혁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침체 직후 사회안전망을 개혁했다. 

한국과 태국의 복지개혁은 그러한 변화들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기존 사회 정책에 대한 입장을 강경히 하여, 정부가 사회적 위

험들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확장하기 보다는 가족들에 의한 자립과 공동체

로부터의 지원이라는 보수적 원칙들을 고수했다. 이런 입장은 1997년 경기

침체 시기에도 유지되었다 (Kwon, 2009). 

싱가포르의 정치 환경을 보면 왜 사회정책들의 확장이 꺼려지는지 설명

이 된다.  사회정책 안건, 특히 복지국가 관련 안건은 한 번도 정부 엘리트

들에 의해 두드러지게 다뤄지지 않는다. 경제발전우선원칙에 대한 지향은

이 작은 도시국가에서 국가의 독립 이래 계속 유지되고 있다(Lee, 2000). 

시민 사회와 그 기능들은 이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정책입안이나 일반적 지지에 있어 제한적 접근만이 주어진다.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들도 논쟁을 벌이고 새로운 정책 안건을 제안하여

싱가포르의 불우한 인구의 사회적 권리를 확장해 나가기보다는 정부의 입장

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모든 환경적 요인들이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혁을 거의 불가능 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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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인도네시아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제1절 개요

1997년과 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제공은 인도네시아의 빈

곤감소 정책의 주요 특징이 되었고, 경제위기가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1997

년 중반, 정부는 식량안보, 보건, 교육, 고용창출, 공동체 권한부여

(community empowerment) 문제를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JSP)을

수립했다. JPS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사회보호 프로그램으로, 경제

위기 이후에 취임한 정부의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시초가 된 사업이

다. 현재 정부의 빈곤감소 전략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빈곤감소 프로그램을

세 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클러스터는 사회안전망 프로그

램으로, 기본 생활필수품 충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빈곤가구에 직접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공동체 권한부

여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의 우선사항에 따라 기본적인 사회 경제적 서비

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금을 가난한 공동체에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세 번째 클러스터는 영세기업 역량강화(microenterprise 

empowerment) 프로그램으로, 담보 제공 조건 없이 영세 기업에 대출을 제

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유효성을 증진시

키기 위해 최근 정부는 부통령이 의장을 맡은 빈곤감소 촉진을 위한 국가

대응팀을 설립했고, 이는 빈곤감소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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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가 2008-2009년의 금

융위기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 배경 

인도네시아는 약 1만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국가로, 인구는 2억 40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3.4%를 차지한다.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2008년 1인당 국민소득

2254달러(세계은행 2009a, 2009b)를 기록하며 중하 소득국가에 속한다.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식량안보, 보건, 교육서비스와 새로 도

입된 공동체 권한부여 및 영세기업 대출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안전망 프로

그램을 통한 빈곤층 보호 노력은 인도네시아의 개발 정책 의제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빈곤 상황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절대빈곤, 식량 소비, 

9년 의무교육, 양성평등,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 아동 생존, 말라리아 및 기

타 전염병 퇴치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빈곤감소를 목표로 하는 MDG1과

MDG5, 그리고 MDG6에 이르는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효율

적인 궤도에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4-2009년 국가중기개발계획에서 유도요노(Yudhoyono) 정부는 빈곤

선 이하의 인구비율을 2004년 17.42%에서 2009년 8.20% 수준으로 낮춰, 

5년 동안 9.22%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러나 2009년 정부의 빈

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4.15%인 3253만 명이 여전히 빈곤선 이하

수준으로 살고 있어 정부의 당초 계획과 5.95%의 격차를 보였다. 새롭게

시작된 2010-2014년 국가중기개발계획은 빈곤비율을 2014년 8%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평등한 인간개발을 촉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경제개발에 있어 지역성과 평등을 수용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발에 목표달성의 희망을 걸고 있다(Bappenas, 2009). 

1945년 독립을 선언한 인도네시아는 이후 국가소득 향상과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1945-1960년대에 인도네시아는 일본·네덜란드 및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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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주의와의 전쟁, 내전, 정치적 재건을 겪으며, 자산, 천연자원 및 수많은

인명 피해, 불안정한 정부, 낮은 GDP, 높은 빈곤율을 기록했다. 1970년대

초반부터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7%를 기록하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

만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로 경제성장이 멈추게 되었고, 1998년 인

도네시아 경제는 13% 이상 위축되었다. 위기 이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10년이 지난 후에도 위기 전 경제성장률의 70%대인 연평균 5% 

경제성장에 그치며 위기 전의 높은 성장률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위기 이전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평균수명 연장, 영아사망률 감소, 학교등

록률 증가 등 다양한 사회 지표의 개선을 가져왔다. 또한 수도, 도로, 전기, 

학교, 보건시설 등의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도 크게 증가했다. 더욱 의미

있는 사실은 총 인구 수가 1976년 약 1억 3500만 명 에서 1996년 약 2억

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국가빈곤선 이하의 인구는 약 5400

만 명에서 2250만 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BPS, 2002).

그러나 1997년 중반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아시아 금융위기는 1998년 중

반이 되자 이미 본격적인 경제적·정치적 위기로 발전되었고, 상황은 자연재

해(엘니뇨로 인한 가뭄)로 더욱 악화되었다. 이 기간 중 인도네시아의 화폐

가치는 1년도 되지 않아 위기 전 가치의 15% 수준으로 폭락했고, 1998년

13.7%라는 전례없이큰폭의 경제위축을 기록했으며, 식품물가(1998년 식

품물가 인플레이션 비율 118%)를 포함한 국내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1998년 일반 인플레이션 비율 78%), 수도 자카르타 및 일부 도시에서는

대규모 폭동사태가 일어났으며, 결국 신질서정부(New Order government: 

1960년대 중반부터 1998년 5월까지 통치)의 몰락으로 위기의 여파는 최고

조에 달했다(Sumarto, Suryahadi, and Widyanti, 2005). 

경제위기는 사회적으로 특히 빈곤문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빈곤비율은 1996년 2월 17.3%에서 1999년 2월 24.3%로 증가했다

(BPS, 2002). 같은 기간 동안 도시 빈민 수는 두 배 증가했으며 농촌지역

의 빈민 수는 75% 증가했다. 위기 동안의 빈곤비율 추이 변화를 조사한

Suryahadi, Sumarto, Pritchett의 연구(2003)에 따르면 빈곤비율은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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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부터 164% 증가하여 1998년 말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위기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8년 빈곤층이 더 심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취약한 가

구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JPS: 

Jaring Pengaman Sosial)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사회 안전망은 다음 네 가

지 전략을 가지고 시행된다. (i) 식품을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가격

에 제공되도록 한다. (ii) 고용창출을 통해 가구의 구매력을 증진시킨다. 

(iii) 중요한 사회 서비스, 특히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한다. 

(iv) 지역 단위 보조금과 소규모 대출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동을 지원

한다. 이러한 JPS프로그램의 시행은 경제위기로 인한최악의 영향을 방지하

거나, 적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Sumarto, Suryahadi, 

and Widyanti, 2002). 

199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정부는 개발 의제의 방향을 선회하여 경

제개발에 크게 주력할 뿐 아니라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빈곤 감소 노력도

시작하였다. 10년 전 빈곤층에게 큰 타격을 준 금융위기의 영향을 완화하려

는 노력으로 시작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인 JPS는 보다 폭넓은 빈곤감소

노력으로 발전했으며 오늘날 빈곤 감소는 국가개발계획 문건에 공식적으로

언급된 하나의 특정한 목표가 되었다. 

본 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및 정부의 빈곤감소 정

책에서의 역할을 검토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인도네

시아에서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단락 제3절에서

는 주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며, 마지막 4절에서는 결론을

소개한다.  

제2절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발전

경제위기 이전 신질서정부 통치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사회보장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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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대신 공공 교육, 보건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빈곤 완화 전략을 채택했다. 무엇보다 이

러한 접근법은 인적 자본 축적 향상, 교육받은 새로운 중산층 창출, 고립지

역에 보다 많은 경제기회를 열어주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1970년대에는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빈곤층을 겨냥한

특별 대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웠는데 1976년 빈곤비율은 40.1%로 5420만

명이 빈곤계층에 속했다. 

정부 주도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빈곤층은 대부분 전통적인 위

험분산제도에 의존했다. 흉작, 만성건강질환 또는 죽음 등이 전체 개인이나

가구 또는 공동체가 아닌 특정 개인에게 발생했을 때, 친척들이나 종교그룹

사이에 비공식 저축또는 기부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덜어주기 위한

지역 위험분산제도가 있었다. 또는 피해자가 금융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조건이라면 개인적인 위험은 대출 제도를 통해 완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적인 지역 위험분산제도는 공동체나 지역 전체가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총체적인 위기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그 당시 지나치게 많은 외채로 인해 발생한

외환위기는 엘니뇨 가뭄과 경제적 자원을 놓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정치적인

분열때문에 더욱악화되었고결국 예측할 수 없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

래했다. 총체적인 충격의 형태로 찾아온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비공식적인 지역 보험 제도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기관까지

도 마비시켰다. 위기 동안 1인당 가구지출 수준은 크게 감소하였고 빈곤비

율은 최소 25% 증가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각

가구는 보건 및 교육 지출을 줄여서 물리적인 기본 식료품 소비량을 유지하

려고 노력했는데, 이는 인적 자본 축적을 통한 장기적인 빈곤완화 전략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극빈 가정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Frankenberg, Thomas, and Beegle,1999). 

빈곤지역의 식량안보, 교육, 보건, 고용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인도네시

아 정부는 1998년 가을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전국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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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시작했으며, 빈곤가구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쌀 보조 프로그램

(subsidized rice)과 현금지원 취로사업(cash-for-work)도 시작했다

(Sparrow, 2006, 2007; World Bank, 2006).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빈곤층이 더 심한 빈곤의 나락으로떨어지는 것을막고 취약한 가구가 위험

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었다. 

JPS의 네 가지 전략은 다음과같다. (i) 적정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ii) 고용창출을 통해 가구의 구매력을 증진시킨다. (iii) 중요

한 사회 서비스, 특히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한다. (iv) 지역

단위 보조금과 소규모 대출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이러

한 JPS프로그램의 시행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방지하거나, 적

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Sumarto, Suryahadi, and 

Widyanti, 2002). 

위기 이후 취임한 정부는 JPS프로그램의 일부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지

나치게 역진적인 연료(주로 등유, 자동차 디젤 연료, Bahan Bakar Minyak

의 BBM으로 알려진 가솔린) 보조금 체제 개편을 통한 예산 절감분을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사회안전망 및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 시도하였

다. 이러한 예산 절감분은 일반적으로 연료보조금 감축 보상 프로그램

(PKPS-BBM)으로 알려진 사회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PKPS-BBM 프로그램은 주기적인 경제변동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

후에 얻은 이익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중앙정부가 보다 혁신적인

공공지출체제로 전환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Sumarto, Suryahadi, and Bazzi, 2008). 

이후 뒤를 이은 행정부들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회복지가

필요한 부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데 있어 경제적으로 합리적

인 친빈곤층 정책을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사회 및 인간 개발 예산은 여전히 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낮

은 수준이다. 분명 정책입안자들은 균형 잡힌 국가예산 집행과 필요한 사회

투자 사이에서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Sumarto, Suryahadi,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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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zzi, 2008).

이렇게 이미 시작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대부분은 일부 수정을 거쳐 지

금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표 9-1〉은 보건, 교육, 식량, 가구의 재정

유동성과 관련된 사회보호 프로그램의 발전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2005년

새로운 프로그램이 무조건 현금이전(UCT)의 형태로 도입되었는데, 이는 국

가 예산에서 석유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초래된 국내 연료가격 인상이 빈곤

층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UCT프로그램은 가구

당 월 10만 루피아(IDS, 인도네시아 화폐)를 분기별로 우체국을 통해 현금

을 지급하며, 약 1920만 가구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UCT 프로

그램은 총 두 번 실시되었는데, 2005년과 연료가격이 또 다시 인상된 2008

년 시행되었다. 

〈표 8-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을 수정하고 있다. 이는 보다 정확한 대상자 선정과 PKH를 통해 조건부

현금이전 제도로 서서히 옮겨감으로써 사회안전망 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PKH는 2007년새로 도입되어 7개 주 38만 7928 

가구에 혜택을 제공했으며, 2008년 13개 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2010년

에는 20개 주 81만 6000 가구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 

2010). PKH는 다각적 현금이전 제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조건부로 제공

되기 때문에 특정대상 교육장학금 제도를 대신하고 건강 부문에서는 기존의

Jamkesmas(2008년부터 시행된 공동체건강프로그램)를 보완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인도네시아 상황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의 세계금융

위기(GFC)를 비교적 잘 견뎌냈다. 2009년 4.5%의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2010년에는 약 6% 성장을 기록했다.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

해 정부는 세율 인하, 특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 사회보

호 프로그램 유지 정책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을 수행했다. 이러한 전략이 성

공적임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공식 빈곤비율은 금융위기 동안에도 지속적으

로 하락하여 2005년 15%대에서 2009년 약 14%로, 2010년에는 약 13%

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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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정부는 빈곤완화 전략의 개념을 세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어 수립했다. 첫

번째 클러스터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으로, 식량, 보건, 교육, 깨끗한 물, 위

생과 같은 빈곤층의 기본적인 필요사항들을 충족시키고 나아가 생활의 부담

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클러스터

는 공동체 권한부여 프로그램으로, 빈곤층의 역량 및 소득을 향상시키고 권

한부여 원칙을 기반으로 빈곤층을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번째 클러스터는 영세기업(SMEs) 역량강화 프로그램으

로, 영세기업에게 수단을 제공하여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9-1]은 이러한 빈곤완화의 세 가지 클러스터 개념을 잘 보여준다. 

   [그림 8-1] 빈곤 완화의 세 가지 클러스터 개념

   출처: TKPK, 2009

이러한 세 가지 클러스터 개념은 빈곤완화의 조정에 대한 대통령 규정

(Perpres) 제 13/2009 조에 의거하여 법률적으로 정식 수립되었다.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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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규정(Perpres)에 따라 정부는 빈곤감소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행정부의

모든 단위(중앙, 주, 지역 단위)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빈곤완화

를 세 개의 클러스터로 정리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개 그룹의 프로그램들

은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그림 8-2]에는 빈곤가구의 쌀 소비, 교육 및 보건을 위한 현 정부의 사

회안전망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총 5개의 프로그램, 즉쌀보조 프로그

램 Raskin, 공동체 건강 보장 프로그램 Jamkesmas, 학교 운영지원 기금

BOS, 무조건 현금이전 BLT, 조건부 현금이전 PKH가운영되고 있다. 이 5

개 프로그램에 이외에도 분류상으로는 공동체 권한부여 범주인 클러스터 2

에 속하는 공동체를 위한 조건부 현금이전 프로그램인 PNPM Generasi 가

이후 포함되었고,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아동의 학비 및 임산부와 신생

아의 건강 비용을 직접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클러

스터 1에서 제시된 5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8-2] 빈곤가구의 쌀 소비, 교육,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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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askin: 쌀 보조 프로그램 

1997/1998년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

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대다수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주

식인 쌀 가격이 치솟으면서 쌀 소비가 총 지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빈곤

층에 고통을 주었다. 세계은행(2006)은 쌀 소비 감소가 특히 5세 이하 어

린이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밝혔고, 이러한 현상은 또한 2005년 국

내연료가역 상승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 때에도 발생했다. 연료가격 인

상은분명 직간접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 간접적 영향의 예

로 운반비 인상으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을 들 수 있다. 세계은행(2008)은

또한 2006년 빈곤 증가는 대부분 2005년 2월~2006년 3월 사이의 쌀 가

격 인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쌀 가격 인상에 대해 빈곤층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는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그들을 조기에 노동시장으로 내보내는 것

이다. 특히 1997/1998년 위기 동안 주요 식품 가격 인상이 빈곤층 생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빈곤층의 쌀 소비를 보호하기 위해

Operasi Pasar Khusus (OPK) 프로그램을 통해 쌀 보조 프로그램을 시작

했다. 프로그램이 시행된 첫회계연도에 105만톤의쌀이 배급되었고, 이 프

로그램은 수도 자카르타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2002년 초, 프로그램 이름은 Raskin (Beras untuk Orang Miskin, 빈

곤층을 위한 쌀(Rice for the Poor))으로 수정되었다. 최근 수치에 따르면

쌀은 보조금 지원 가격인 킬로 당 1600루피아에 팔리고 있으며, 이는 킬로

당 약 6000루피아인 시장 가격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Raskin 프로그램을 통해 2010년 약 1700만 대상 가구에 270만 톤의 쌀이

배급되고, 이를 위해 연간 약 9조 루피아(미화 9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2005-2008년 수혜 가구 수가 대상 가구 수보다 많은 것

은 타겟팅이 부정확했음을 보여주며, 또한 빈곤층을 선의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비 빈곤층에게도 쌀을 똑같이 분배하여 공동체 내의 사회 갈등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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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려는 공동체의 결정을 나타낸다(Hastuti 등, 2009).

전국적인 Raskin의 배급은 BULOG (Badan Urusan Logistik)라는 물

류조직을 통해 실행된다. BULOG가 각 마을에 쌀을 배달하고 나면 마을

공무원들이 쌀을 수혜 가구에 배급한다. 〈표 9-3〉에서 볼 수 있듯이

2002-2009년 동안 쌀 보조 중 29.55%가 지출 5분위 계층 중 최하위 계

층에, 24.98%가 차 하위 계층에 배급되어 총 54.53%가 이 두 계층에 배

급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출 5분위 최상위 두 개 계층이 쌀 지원의

24.83%를 가져갔다. 2007-2009년 이러한 현상이 크게 개선되어 상위 계

층에 잘못 지원되는 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이 높은 비율이다. 

Hastuti 와 Maxwell의 연구(2003) 및 Hastuti 등의 연구(2008)는 쌀 지원

정책의 타겟팅과 배급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절대 빈곤이 식량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왜

냐하면 1인당 하루 2100킬로칼로리 이상인 가구의 소비 값을 이용하여 빈

곤을측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구 차원에서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또한 Raskin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이 되기도 한다. Sumarto, Suryahadi 

& Widyanti (2005)가 1998/99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한 분석에 따르

면 쌀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비참여 가구보다 가구 식품 소비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식품 소비 증가로 수혜 가구는 혜택

을 받지 못한 가구에 비해 빈곤층이 될 확률이 3.82% 낮아진다. 쌀 지원

정책은 보건카드, 학생장학금, 일자리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사회보장 프로

그램에 비해 가장큰 영향력을 가진다. 쌀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과 관련하여

세계은행은 BULOG 가독점하고 있는쌀배급 관리 개선을 조건으로 이 프

로그램의 지속을 강력히 지지했다. 또한 세계은행(2006)은 프로그램 지출의

상당 부분이 행정 및 배급활동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비용을 줄이

고 동시에 지역쌀공급업체의 경제적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시장의쌀

공급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Hastuti 등(2008)이 수행한 세 지역(수마트라 서부, 자바 동부, 

술라웨시 남동부)에 대한 심층 연구는 Raskin 프로그램이 가져다주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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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준다. 연구는 식품 소비 증가, 불안정한 식품가용성으로 인한 심리

적인 부담 완화 및 가구의 재정 자원을 자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

든 점을 쌀 보조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로 언급하고 있다. 

  2. Jamkesmas: 사회 건강보험 프로그램

Jamkesmas (Jaminan Kesehatan Masyarakat)는 인도네시아의 빈곤가

구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사회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아니다. 최초의 사회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정부가 보건카드(kartu sehat) 프로그램을 도입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98년 위기 당시 이 프로그램은 아시

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보건사회안전망(JPS Kesehatan) 

아래 제도화되었다. JPS는 JPS프로그램 관리방식을 적용한 연료가격보상제

도인 PKPS-BBM (2001-2005)로 대체되었고, 연료가격보상프로그램은

2005년 3월 Askeskin (Asuransi Kesehatan bagi Keluarga Miskin, 빈곤

층을 위한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for the Poor))으로 명칭이 변경되

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가구 단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최적화되지 않

은 관리경영 때문에 Askeskin 은 2008년부터 Jamkesmas로 개정되어, 보

건부가 전적으로 관리와 운영을 맡고 PT Askes 는 회원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Jamkesmas가 Askeskin과 다른 점은 개인 단위로 참여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이전 프로그램들에서 적용되던 것과 마찬가지로 Jamkesmas 제도 하에

서 대상이 되는 개인은 하위지구 단위 보건센터 및 3급 공립병원 병동에서

받은 외래 및 입원 치료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

적은 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의료 시설 이용을 증진하며, 빈곤

층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그들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

이다. 하위지구 단위 보건센터에서의 비용은 인두제도(capitation)를 기반으

로 하며, PT Askes는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s)를 기반으로 병원에

의료비를 변제하는 책임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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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kesmas의 대상 선정은 인도네시아 통계국(BPS)이 지구별로 할당된

대상 가구 수를 제공하긴 하지만 지역 정부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할당 가구 수는 지구 내 의료서비스 제공자 보상을 위한 최대 예산

금액을 결정한다. 간단히 말해서 예산 금액은 SSHI 수혜자 수에 보험료를

곱한 금액이며, 각 지구의 정부기관이 수혜자를 선정한 다음 해당 정보를

회원카드 전달 책임을 맡고 있는 PT Askes로 넘기게 된다. 일부 지구에서

는 대상자 선정을 BPS빈곤기준에 대한 인구조사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했

으며, 또 다른 지구는 가족계획위원회(BKKBN) 기준으로 수립된 인구조사

기반 복지 지수를 이용하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대상선정은 프로그램 이행에 있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ADB 

(2009)에 따르면 2006년 보건카드의 65.8%만이 발급되었으며, 2007년 대

상 수가 7640만 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상범위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PT Askes는 2008년 회원 수를 간신히 96.1%까지 증가시켰지

만 비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나 대상자 누락을 보여주는 일화들이 많

은 실정이다. Alatas와 Pradhan (2003), Sparrow (2006)가 이전의 보건카

드(Kartu Sehat)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한 연구는 관리상의 오류(즉, 정확

한 빈곤정보 부족)로 인해 보건카드가 소득분위 중간 및 상위계층에 잘못

발급되어 비 대상 가구가 보건카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

다. 이는 또한 병원에서 높은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비 대상 가구가 마

을의 책임자에게 지원가구가 빈곤하며 보건카드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는

빈곤층을 요청하는 자가 선정 제도로 볼 수도 있다.

Askeskin(연료가격보상프로그램) 대상 인구는 2005년 6000만 명으로

설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7640만 명으로 증가했다. Jamkesmas 는 여전

히 이전의 Askeskin 프로그램과 같은 대상 가구 수를 적용하고 있고, 사회

건강보험 수혜자당 초기 월 분담액은 5000 루피아로 설정되었으며, 이로써

연간 총 정부부담액은 3조 6000억 루피아로 추산된다. 2005년 정부는 3조

9000억 루피아(미화 4억 달러 정도)를 확보했으며, 이는 주로 에너지 보조

금 인하(Aran 2007, ILO 2008)를 통해 조달한 것이다. 가장 최근 추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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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프로그램 명 대상 
가구 기준

빈곤 
가구수  
(백만)

대상 
가구수 
(백만)

수혜 
가구수 
(백만)

보조된
쌀의 양
(백만 톤)

예산
(조루피아)

1998/99 OPK 번영전a
(Pre-prosperous) n.a. n.a n.a 1.05 n.a

1999/00 OPK 번영 전 n.a. n.a n.a 2.60 n.a
2000 OPK 번영 전 16.00 7.50 n.a 1.35 n.a
2001 OPK 번영 전 15.00 8.70 n.a 1.50 n.a
2002 Raskin 번영 전 15.12 9.79 n.a 2.35 4.5
2003 Raskin 번영 전 15.75 8.58 n.a 2.06 4.7
2004 Raskin 번영 전 15.75 8.59 n.a 2.06 5.4
2005 Raskin 번영 전 15.79 8.30 11,11 1.99 4.97
2006 Raskin 번영 전 15.50 10.83 13,88 1.62 5.32
2007 Raskin 빈곤 b 19.10 15.80 16,74 1.74 6.47
2008 Raskin 빈곤 c 19.10 19.10 19,13 3.34 11.66
2009 Raskin 빈곤 18.50 18.50 n.a 3.13 12.98

2010 d Raskin 빈곤 17.49 17.09 n.a 2.73 8.92

Jamkesmas 연간 예산은 약 5조 루피아(약 5억 달러)이다. 

〈표 8-2〉빈곤가구에 대한 쌀 보조 프로그램의 대상, 수혜자 및 규모

  주: a. 이는 BKKBN 부의 기준에 따른 빈곤가구이다. BKKBN 은 가난을 충분한 음식(pangan), 의복(sandang), 
주택(pangan) 이 없는 것으로 보는 인도네시아 지역 빈곤의 전형에 가까운 광범위한 정의를 이용한다.

     b. PSE-05 Statistics Indonesia 의 빈곤가구(Rumah Tangga Miskin, RTM) 수에 근거

     c. PPLS-08 Statistics Indonesia 의 대상가구(Rumah Tangga Sasaran, RTS) 수에 근거 

     d. APBN 에 근거한 2010년 1월-12월 추산치 

     n.a.: 해당 데이터 없음

출처: Hastuti & Maxwell (2003), Handoko & Patriadi (2005), Hastuti et al. (2008, 2009), and Bulog(2008, 
2009, 2010) in Suryahadi et al. (2010) 

〈표 8-3〉지출 5분위 기준 RASKIN 수혜가구 분포
(단위: %)

지출 범주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Q1–최저 29.11 28.19 28.47 29.19 29.04 30.47 30.62 31.33 29.55

Q2 23.66 23.38 23.37 24.01 23.48 27.23 27.20 27.48 24.98

Q3 19.63 19.88 20.03 19.84 19.83 22.28 22.02 21.68 20.65

Q4 16.37 16.74 16.60 16.06 16.36 14.50 14.80 14.62 15.76

Q5–최고 11.22 11.81 11.53 10.90 11.29 5.53 5.36 4.89 9.07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00 100 100 100

출처: Hastuti et al.(2008), Avenzora & Haryono(2008), and Susenas(2007, 2009) in Suryahadi et al.(2010)



182

아
시
아
 국
가
의
 사
회
안
전
망

  3. BOS:학교 운영지원 프로그램

1997/98 금융위기 당시 사회안전망은 교육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몇몇

연구는 위기의 즉각적인 영향중에 중퇴율 증가가 있었으며, 특히 농촌지역

학령기 여아의 중퇴율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한다. 이전 단락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써 기본 필수품, 특히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빈곤층의 위기 대응방식이다. 이러한 대응방식은 분명 빈곤

의 세대 간 세습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정부는 이 문제에 관심을 두

고 1997/98년 위기 동안 〈표 8-1〉에 제시된 바와 같이 JPS-장학금과

JPS-DBO (Jaring Pengaman Sosial-Dana Bantuan Operasional, 운영지

원기금)을 통해 교육부문에 사회안전망을 도입했다. JPS-장학금은 가난한

학생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며, JPS-DBO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공급측

면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2001년 JPS-장학금과 JPS-DBO를 BKM(Bantuan 

Khusus Murid, 특별 학생 지원)으로 대체했다. BKM은 실질적으로 가난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JPS-장학금과 같다. 중앙정부로부터 장학금을

할당을 받은 학교는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선정된 학생이 우체국에서 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BKM기금이 직접 학생에게 지불된다. 

2005년 연료가격인상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종류의 사회원조 프로그램, 

특히 교육부문의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인하된 연료보조금(PKPS-BBM)의

예산을 큰 비중으로 할당 받는 교육부문 프로그램은 BOS(Bantuan 

Operasional Sekolah, 학교운영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정부는 사립 및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원조를 제공했다. 학교로 직

접 분배되는 이러한 원조는 학교가 관리한다. BOS 프로그램의 세 가지 목

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 등록률을 유지하여 9년 기본 의무 교육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막는 것이다. 

BOS 프로그램은 기금을 대상 학생에게 직접 제공하지 앓고 학교에 제

공하여 관리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BKM프로그램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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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지원되는 기금은 각 학교의 총 재학생 수에 따라 결정된다

(Suharyo et al., 2006). 프로그램 시행 초기인 2005년, 초등학생 1인 당

연간 지원 금액은 23만 5000루피아, 중학생은 32만 4500루피아였으나, 현

재는 각각 40만 루피아, 57만 5000루피아로 인상되었다. 현재 BOS프로그

램은 4천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약 16조 루피아(미화 16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4. BLT:무조건 현금이전 프로그램

유가보조금 예산 삭감으로 초래된 국내연료가격 인상으로 인해 빈곤층이

받는 악영향을 보상하기 위해 무조건 현금이전(BLT, Bantuan Langsung 

Tunai) 형식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2005년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

가구에 가구당 월 10만 루피아(미화 10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약 1920만 가구로 연간 20조 루피아(미화 20억 달

러)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지원금으로 빈곤가구는 물가

상승속에서 가구의 재정유동성을 향상시킬수 있으며, 가구 소비를 원만하

게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 수혜대상 선정은 대리 자산조사 방법을 이용한 통계국(BPS) 

자료를 근거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타겟팅 방식은 비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 문제나 대상자 누락 문제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상자

선정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2005년 인도네시아의 무조건 현금이전에 대한

속성평가(SMERU, 2006)에서 드러난 다른 문제점들로는 프로그램 사회화, 

전달, 불만신고 제도가 있다. 무조건 현금이전 프로그램은 2008년 국내연

료가격이 또 다시 인상되고 난 후 다시 시행되었다. 프로그램 관리에 있어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대상자 선정 오류 및 사회화 부족은 여전

히 주요 문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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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PKH: 조건부 현금이전 프로그램

무조건 현금이전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프로그램의 조건성 결여로 인해

결국 교육 및 보건을 통한 인적자본 투자가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

라서 정부는 2007년 PKH(Program Keluarga Harapan, 가족희망 프로그

램)로 알려진 조건부 현금이전(CCT) 형식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현재의 빈곤완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9년의 의무 기본교육 보편적 실행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초기에 조건부 현금이전 프로그램은 7개 주, 49개 구역, 38만 7928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 프로젝트로 수행되었으며, 2008년에는 총 13개

주, 71개 구역, 73만 3299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PKH 대상(빈곤가구) 선정은 통계국

(BPS) 자료에 기반 하여 결정되었고, PKH는 아직 시범단계에 있기 때문

에 UCT같은 다른 사회부조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적용범위가 매우 작다. 

2010년 국민 복지부는 20개 주, 88개 구역의 81만 6000 빈곤가구를 대상

으로 13조 루피아(미화 13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국민복지

부, 2010). 

지원 대상 가구가 받는 금액은 연 60만 ~ 220만 루피아 사이로 가구

내 학령기 자녀 수, 5세 이하 자녀수와 임산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지원 금액은 지정된 보건 및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

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분기별로 우체국을 통해 지급된다. 프로그램의

조건성에 따라 의료기관 및 학교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Febriany, Toyamah, Sodo(2010)가 수행한 영향 평

가 연구에서 PKH는농촌지역 가구에서 자녀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계속

재학하도록동기 부여한 효과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중퇴

한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기에는 PKH 기금이충분

하지 않고 또한 임산부 및 영아건강에 관해 프로그램의 혜택이 농촌지역에

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는 프로그램의 성패가 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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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얼마나 잘 모니터링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 충족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시행자들이 이행해

야 할 숙제이다. 

제4절 결론 및 제언

  1. 결론

1967년부터 1997년까지 30년간의 신질서정부 통치 기간 동안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았다. 그 결과 1997년 중반 경제위

기가 인도네시아를 강타했을 때 빈곤이 다시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영향에

대처하는데 정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서야 정부는 여러 기부자의

도움을 받아 식량안보, 보건, 교육, 고용창출, 공동체 권한부여 문제를 포괄

하는 사회안전망(JPS)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인

도네시아 최초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경제위기 이후에 들어선 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사회보장 및 빈곤감소 프로그램의 시초가 된 사업이다. 위기

이후 도입된 새로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으로는 무조건 현금이전(BLT)과

조건부 현금이전(PKH)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덕분

에 인도네시아는 2008-09년 일어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

었다. 

현재 정부의 빈곤감소 전략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빈곤감소 프로그램을

세 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 클러스터는 사회안전망 프로그

램으로, 기본 생활필수품 충족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적 충격과 사회적 충격

에서 보호하기 위해 빈곤가구에 직접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공동체 권한부여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의 우선

사항에 따라 기본적인 사회 경제적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금을 가난한 공동체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번째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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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터는 영세기업 역량강화(microenterprise empowerment) 프로그램으로, 

담보 제공 조건 없이 영세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클러스터 1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된 빈곤가구가 그

단계를 벗어나 클러스터 2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클러스터 3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것이 프로

그램에서 기대하는 효과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보여준 효과성 평가는 엇갈린 결과를 보여주었다. 빈곤감

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부통령

이 주재하는 빈곤감소 촉진을 위한 국가 대응 팀을 구성했고, 이는 빈곤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정부가 얼마나 큰 결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규정상 그리고 명백히 수혜 대상 가구 또는 개인이 하나의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혜택만 받도록 명백하게 혹은 규정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개

별적인 건강 및 교육 상황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소비 패턴과 선호

도가 프로그램의 대상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받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에 관계없이 다음 세 가

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이용될 수 있다.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직접적인 이용으로, 수혜자는 본래 목적

에 따라 사회부조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쌀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쌀은 수혜가구의 식량으로 직접 사용되고, 학생 장학금은 본래 교육목적으

로만 사용되며 보건카드는 수혜자의병원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두번째 방

법은 가구 내 재 할당으로, 수혜가구는 쌀 원조, 학생 장학금, 보건카드나

현금이전을 제공받으면서 가구의 개별적인 또는 전체적인 소비 패턴을 변

경한다. 예를 들어 지원된 쌀 덕분에 대상 가구는 가구지출을 교육비로 전

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쌀 지원은 실제로 수혜가구의 식품 섭취뿐 아

니라 교육비 지출을 발생시켜 자녀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세 번째 방

법은 가구 간 파급효과로, 가족 또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수혜가구가 제공받

은 자원을 비 대상 가구와 나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쌀 보조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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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빈곤가구가 사교모임에서 제공받은 쌀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 이런

일은 쌀 보조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 제언

빈곤층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의 시행에서 몇 가지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수적이다. 경제위기 당시 완전하고 정확한 최신 데이터의 부재는

효과적인 지리적 타겟팅으로 충격에 대응한 정부의 역량을 저해했다. 또한

위기가 인도네시아를 강타했을 당시, 가능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상반되는

예측과 판단들이 제시되었다. 고정된 행정적인 타겟팅으로는 새롭게 빈곤층

이 된 가구나 위기의 충격을 받은 가구를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며, 

대중이 접근 가능한 체계적인 실시간 정보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기존 빈곤

층 및 위기로 인한 신규 빈곤층의 필요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

다. NGO등 다른 기관에서 입수한 데이터로 보완되는 그러한 시스템은 위

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가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타겟팅을 위한 빈곤 지도 및 개인 타겟팅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복지 모니

터링 시스템 같은 효과적인 타겟팅 도구가 즉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단일한 체제를 가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프로그램 시행은 지방 정부 및 지역의

공동체 그룹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는 분명한 타겟팅

기준 및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필수적

이다

셋째, 단일한 체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

려할때 지역의융통성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 동안 중앙계획행정지침들이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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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발생했다. 예를 들어, Raskin 프로그램에서 “유사빈곤층” 및 “신규 빈

곤층”은 공식적으로 쌀 보조 혜택 자격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보다 공

정한” 쌀 분배에 대한 지역 차원의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이러한 주장

은 상당히 설득력 있으며 최적의 타겟팅 체제에 대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

한다. 지역사회가 중앙정부보다 대상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정부의

공식 분류가 정말로 쌀이 필요한 계층을 제외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비 자격” 대상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록된 쌀 중 일부는 실제로 타

겟팅 오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격 기준을 정당하게 수정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시에 지역의 사회적압력으로 인해 구성원

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유일한 할당 수단으로서 균등한 또는 동등한 배급

체제가 탄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용 가능한 쌀의 양이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때, 빈곤층에게돌아가는 혜택이 더 작아지는 “공평한” 배분

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각 지역 정부가 지역사회

기반의 빈곤 식별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범위와 타겟팅의 두

드러진 특징은 지역뿐 아니라 전 프로그램에 걸쳐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는 것이다.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이러한 이질적인 성과에 영향을 준 것으

로 보인다. (i)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계획, (ii) 프로그램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예산할당 규모, (iii) 각 지역의 프로그램 수행 역량. 이외에도 지

역사회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특정 지역에서

프로그램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계획하

고 수행하는 지역 정부의 역량 구축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진시

키는데 매우 결정적이다. 



K
I
H
A
S
A09

중국의 국가-업무단위 보장제도에서 
국가-사회보장제도로의 변환: 

역사적인 관점에서





191

제
9
장
 중
국
의
 국
가-

업
무
단
위
 보
장
제
도
에
서
 국
가-

사
회
보
장
제
도
로
의
 변
환

제9장 중국의 국가-업무단위 

보장제도에서 국가-사회보장제도로의 

변환: 역사적인 관점에서

제1절 도입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업무단위 보장제도에서 현재는 국가-사회 보

장제도로 경제개혁과 함께 변화해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에서

부터 1978년 개혁과 개방정책에 이르는 수십 년간 중국은 계획경제체제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모든 면에서 최상의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로 일련의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해 왔다. 1900년대 중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구축된 이래 다음과 같은 일련의 개혁조치가 도입되거나 실행되었

다. 1984년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세대 보험 개혁, 1986년 도심

지역의 실업보험제도, 1994년 출산관련 보험 1996년 산업재해 보험, 1998

년 도시 노동자를 위한 의료보험, 1999년 도시 생활자를 위한 최소생계보

장제도, 2002년 농촌 조합제도, 2007년 도시 생활자의 기본 의료보험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모든지방정부가 해당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

로 중국적인 특성을 내재한 사회보장의 틀이 구축되었다.

제2절 개혁이전의 국가-업무단위 보장제도

 개혁과 개방이전의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주의 체계의 일부로써 국



192

아
시
아
 국
가
의
 사
회
안
전
망

가는 업무단위를 통한 공급자의 역할을 이행한 후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공고히 했다. 국가와 업무단위는 서로 강하게 연대되어 있어서 국가, 업무단

위, 그리고 개인의 혜택이라는 원칙을 근간으로 연대적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사회 구성원은 각각의 단위 (공무원, 도시의 공공기관 및 기업과농어촌지역

의 공동체, 생산집단 및생산팀의 협동적인 조직)로 나뉘어졌으며 이러한

고용단위 (또는 업무단위)를 통해 국가로부터‘요람에서 무덤까지’사회적인

보호를 받았다. 따라는 이는 전형적인 국가-업무단위 보장 모형이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50년대 초반 계획경제에 부합하는 일련의 법

과 규제를 도입하면서 처음 구축되었다. 초반에 중국은 사회보장프로그램을

노동력 중심으로 제공하는 USSR모형을 도입하여 차별화된 사회주의적 복

지제도를 개발했다. 1950년대 중국정부는 실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는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1951년

노동보험에 대한 규제가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1953년에 개정되었다. 개

정된 법령은 중국 인민공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탄생시켰으며 노동보험료, 

산업재해 및 장애 보험금, 비 산업재해 및 장애 보험금, 유족을 위한 사망

보험금, 노인 및 임산부 혜택 등을 관리하는 명백한 규제를 도입했다(Kim, 

2001). 본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은 생산성 있는 노

동력 개발 필요성에 부합하면서 사회적인 필요(needs)보다는 경제에 이바

지 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매년 사회복지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고 고용주도 자신의 임직

원에 대한 복지 향상에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고용인들은 높은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중화 전국 총공(All 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은 국가보험 서비스를 이끄는 가장 상위조직

이고 노동부는 국가노동보험업무와 관련한 가장 상위 감독 조직이었다. 노

동보험자금의 일부는 기업에서 직접 납입했고 나머지는 중화 전국 총공에

서 조달했다. 당시 사회보장제도는 국가 경제를 재건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했고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있었다.

문화혁명 (1966-1976) 시대에 사회보장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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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업무는 심각하게 도태되고 무너졌으며 관리기관은 해체되었고, 노동조

합은 업무를 중지해야 했다. 퇴직비용을 위한 사회적인 자금 모집도 취소되

었으며 사회적 보험은 기업 보험으로 바뀌었다. 1969년 사회보장자금 모집

이 중단되었고, 그 결과 사회보장은 노동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 보험’

이나 ‘업무단위 보험’으로 대체되었다. 

전반적으로 중국 개혁 이전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 개발과 사회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기본적으로 업무단위 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업무 단위가 사회보장비용과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였는데, 이에 대

한 혜택은 정당에서 보장을 하고 업무단위에서는 이를 관리하고 자금을 조

달했다. 도시에서는 업무단위가 직장을 제공하고 임금을 보호하며 정부지원

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고용인은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이 노화, 죽음, 재해, 

건강 악화 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하에서는 중국 도시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활이 회사에 크

게 의존하는 구조가 된다. 또한 도시의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이 도심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업무단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수의 대상 그룹에게는

기관의 원조로 제한적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설계되어 있

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도시 사회보장 제도는 소련 스타일의 국가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의 형태이긴 하지만 업무단위가 혜택을 제공하는 대

리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차별이 된다.

이처럼 경제개혁이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그림은 도시의 업

무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폭넓은 사회보장 혜택은 기업이 제공하

였으며 노화, 건강, 산업재해, 출산휴가, 질병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했다. 

또한 경제개혁은 업무단위 중심의 보장 제도를 국가-사회 중심의 보장제도

로 변화시켰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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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 시대(1949-1978) 개혁 시대(1978-현재)

이념
• “사회주의적인 이념” 지지, 사

회적 보호와 사회적 평등 강조

• 경제적 효율 및 경쟁력의 중요성 

강조 

경제적인 

목표
• 임금은 낮지만 풍성한 복지혜택

• 사회복지 감축으로 인한 노동비

용 축소

사회적인 

목표

•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정의” 
유지

• 공공의 자본지출을 확대하여 국

민 삶의 질 향상

• 빈곤층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

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제공함으

로써 사회적인 안정 유지

• 사회복지제공에 있어서 다양한 

민간부문 참여

제3절 경제 개혁 이후의 국가-사회 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정책 개혁의 첫 단계에 들어서면서 경제 개혁이 시

작되었다. 사회 보장제도의 개혁은 중견 규모 또는 대규모의 국유기업의 자

생력을 강화하고 계약 제도를 중심으로 경제적 책임을 구축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또 다른 축으로는 대규모의 실업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하

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국가- 사회

보장제도의 성격을 많이 반영한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나아가게 되었다. 

국가, 업무단위, 개인 간에 점차적으로 이해관계를 분배하는 상황 하에서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 건립을 주도 하고는 있으나 중국 사회의 각 분야 (정

부, 기업, 기관 및 개인 등)에서 사회보장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따라서 중

국 사회보장 개혁, 제도와 기관적인 변화는 국가-사회보장제도로 옮겨가고

있다. 아래 〈표 9-1〉은 1970년대 후반 시작된 경제개혁 이전과 이후의

사회정책목표의 주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9-1〉중국 사회정책 목표의 주요 변화

출처: http://www.welfareasia.org/1stworkshop/data/paper_Ka-ho%20Mok.doc

이처럼 변화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은 한 마디로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을 공유하는 것이다. 1984년 국유기업과 공유기업에서 연금비용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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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으로 함께 모집하는 것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보험출현비용이 통합되었

다. 1986년 제 7차 5개년 계획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대

두되었고, 사회보장 개혁과 사회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개별 장(chapter)을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위원회는 “국유기업의 노동계약제도 시행” 및

“국유기업 노동자에게 실업보험 제공”을 공표했다. 인력부서에는 또한 외자

기업들이 중국 실업자에 대한 퇴직연금과 보험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발

표했으나 실제로는 폐지되었다. 1991년 국가위원회는 “기업 노동자를 위한

노인 보험 제도에 대한 개혁 결정”을 발표하고 노인보험은 기본적인 노인

보험, 기업지원 보험, 개인의 예금 보험을 포함하는 다단계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보험의 비용은 국가, 기업, 노동자가 공

유한다.   

1993년부터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광범위한 개혁을 맞게 되었다. 14차

CPC 중앙위원회의 3차 본회의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몇 가지

사안에 대한 CPC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했고 이는 중국의 사회보장제

도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본 결정은 사회적 자금모집을 개

인의 계좌와 통합하는 다단계 노인 및 의료 보험 구축을 제안했고 이는 정

부의 행정과 해당 업무를 구분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었다. 사회보장개혁은 본 단계에서 노인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에 대한 제

도적인 혁신을 목표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

를 구축함으로써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다.

1994년 국가위원회는 “농촌지역의 5대 보장 작업에 대한 규제(The 

Regulations for Rural Five-Guarantee Work”, “국가적 빈곤지원 작업

(1994-2000) (National poverty relief work)”, “도시 및 마을 주거제도

개혁 강화를 위한 결정 (the decision to deepen city and township 

housing system reform)”을 공표했다. 재건 국가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재무부, 노동부, 보건부는 장시성 지우장 (Jiujiang City, Jiangxi 

province)과 장수성 전장시 (Zhenjiang City, Jiangsu province)를 의료보

험제도의 개혁 시험도시로 선정하고 “시험 직원 시각에 대한 보건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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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reform of the health care system on a pilot staff views)”을 공동으

로 발표했다. 이들 도시는 노동자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보험을 홍보하기 시

작했고 의료 및 사회 보험은 국가-업무단위 보장제도 하에서의 무료 의료

서비스 및 노동자 보호 의료 서비스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가위원회

는 1995년 “기업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인보험 심화를 위한 결정”을 발표

하여 개별 계좌를 사회적인 자금모집으로 통합하는 모형을 구축했다. 

의료비용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국유기업은 노동자를 위한 의료비용과 연

금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반면 신생 국유기업은 해당 비용을 비교적 잘 흡

수할 수 있었다. 이는 전통적인 기업과 신행기업간의 임금격차뿐 아니라 사

회복지 격차도 더욱 벌어지게 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국유기업에서는 직원

들로 하여금 일부 의료비용을 공유하도록 했고, 퇴직연금에 대한 자금모집

계획이 직물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러

한 모든 조치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고용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까지 생각

했다. 이는 전통적인 국가-작업 단위 보장제도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었다.

사회적인 자금모집을 개인의 계좌와 통합시키는 새로운 모형이 도입되었

고 이는 권리와 의무를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국가는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과 약품에 대한 개혁을 진행해 왔고 의료서비스와 약품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병원과 약국을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러한 신규 모형

과 더불어 산업 재해 보험도 사회적인 자금모집 제도로 옮겨졌다.

1998년은 중국의 사회보장개혁이 큰 폭으로 진전된 해로 특히 중요한

해로 꼽힌다. 1998년 이래 사회보장개혁은 전반적인 건축기간으로 진입하

면서 다음과 같은 국가중심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을 명백하게 가지게 된

다. 첫 번째로 새로운 중앙정부가 사회보험의 관리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1998년 노동 및 사회 보장부서를 건립한다. 두 번째로 정부는 은퇴인력이

때 맞추어 모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업자가 기본적인 사회보장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다. 셋째, 시험적으로

진행되었던 최소생활보장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넷째, 다양한 자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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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리 및 서비스 제도의 개선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독립적인 업무단위가

된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모든 정부기관들은 사회보험 개혁

과 사회적 지원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보장개혁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

을 지기 시작했다.

상기에 기술한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가속화시켰다. 

2003년 도시의 노숙자와 거지를 위한 사회적인 지원제도가 구축되었고, 이

와 동시에 기업의 은퇴인력에 대한 관리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다. 중앙의

재정기관은 새로운 유형의 농촌 의료제도 조합을 진작시키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은퇴인력에 대한 사회보장 서비스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구

축되었고 새로운 유형의 농촌 의료제도 조합 및 사회지원제도가 2003년에

시작되었다. 2004년에는 헌법에 최초로 사회보장제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

었으며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는 사회보장 백서를 출간하고 노동보장감독

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사회보장에 대한 광범위한 개

혁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몇 가지 진전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2007년에 두드러졌다. 도시

생활자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보험에 대한 시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농

촌지역의 최소생계보장제도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도시지역의 세입자

문제가 해소되었다. 2008년에 가장 중요한 성과는 중앙정부기관의 조정으

로 인력 및 사회보장부가 시로 구축되어 노동자의 사회보험관리 부문이

‘부(department)’격으로 승격되었다. 이와 동시에 농촌지역의 의료보험 조

합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도시 및 농촌지역의 필수교육제도가 시행되

었고,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법령과 정책에도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아래

〈표 9-2〉는 경제개혁이전과 이후에 법령화된 주요 사회보장제도를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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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법규제정 주요 대상 주요 문제

노인
노인 연금 1952 - 도시지역의 공무원, 

군인, 노동자
- 낮은 가입률 

농촌지역 노인연금 1992 - 농촌지역 주민 - 적립방식

의료

도시 노동자를 위한 

기본 의료 보험
1998 - 도시지역의 주요 

노동자 및 공무원

- 개별 계좌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도시 생활자를 위한 

기본 의료 보험
2007 - 도시 생활자

- 임의적인 가입

- 적용범위가 좁음

새로운 농촌지역 

의료제도
2003 - 농촌 생활자

- 임의적인 가입

- 좁은 적용범위

산업재해 업무재해 보험 2003 - 모든 노동자 - 좁은 적용범위 

실업 실업보험 1999 - 도시지역 주요 노동자 - 낮은 혜택 수준 

빈곤

도시지역을 위한 

MLSG 1999 - 도시지역 저소득 가족 - 좁은 적용범위

농촌지역을

 위한 MLSG 2007 - 농촌지역 저소득 가정
- 좁은 적용범위 

- 명확하지 않은 기준

〈표 9-2〉중국의 주요 사회보장제도 

 출처: 안 (2010),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부 아시아 사회보장 제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의 특징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보장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국유기업과 공유기업에서의 급진적인 개혁

과 중국의 경제변혁기 동안의 큰 어려움 등은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변

화를 요구했다.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공유는 사회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국

가가 다른 분야를 포함하는 범위와 책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보험 책임에 있어서 국가와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비율은 과거 20년간

큰 폭으로 바뀌었다. 혜택의 제공과 자금 조달 및 규제는 국가 독점에서

국가, 공동체, 시장, 개인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이와 마찬가지

로 사회보장책임에 대한 정부의 의지 결여로 사회보장프로그램 제공에 있

어서 다른 사회기관의 참여도가 높아졌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독점제도에

서 탈퇴하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급진적으로 확대되었다(그림 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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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1] 국가-업무단위 보장에서 국가-사회 보장

 

제4절 결론

중국의 경제개혁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보

장제도의 본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보여준 실례를 보면 사회보장

의 변화는 1979년 이후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또한 국가

-업무단위 보장제도에서 국가-사회 보장제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앞서 강조했던 바와 같이 사회적 보험의 책임은 지난 20여 년간 큰 변

화를 거쳐 국가 독점체제에서 사회기관이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크게 관여하는 국가, 공동체, 시장, 개인이 함께 참여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개혁이전 국가-업무단위 보장제도의 붕괴가 국가중심의 사회보장제도로 대

체되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부문에서 보완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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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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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태국의 사회안전망

제1절 도입

태국의 사회안전망은 사회 보장과 사회 서비스라는 두 부분으로 크게 구

분할 수 있다. 사회 보장은 사회 지원과 사회 보험,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되

어 있고 사회 서비스는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 즉 의료와 보건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10-1]

     [그림 10-1] 태국의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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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보장

  1. 사회 지원  

태국의 사회 지원 프로그램은 1941년부터 시작되었다. 아동, 노인, 장애

인, 여성, 저소득계층, 자연재해 피해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금 이체, 상담, 교육, 현물 지원, 비상 임시숙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융 위기로 인해 정부 예산에 제약이 발생하면

서 사회안전망을책임지는 사회개발보장부서(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이 때문에 금전적 지원은 계

속 줄어들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2009년 총 정부 예산의 단

0.5% 즉 91억 바트(2억 6,50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보편적 현금 지원의두가지 주요 형태는 연금과 장례비용이다. 노인, 장

애인, HIV 감염자에게 매월 500바트(14.5달러)의 연금이 제공되는데 과거

에는 지방 정부, 지방 행정관, 탐본 행정조직(Tambon Administration 

Organization)이 수혜자를 선정했다.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보편적 보

장을 적용하기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결정했으며 또 다른 종류의 현

금 지원으로는 60세 이후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2,000바트(58달

러)의 장례비용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현금 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운영하는 요양시설, 노인 간호

센터, 장애인과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을 통해 지원을 제공한다. 

사회 지원 지출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그림 10-2 

참조). 사회 지원 지출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 이후 2010년 보

편적 보장이 마련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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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2] 사회 지원 지출 

  출처: 정부 재정관리 정보시스템으로부터 계산 

  2. 사회 보험  

사회 보험은 세 가지 부분, 즉 공무원을 위한 연금, 사회보장기금, 적립

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공무원을 위한 연금  

1997년 3월 전 은퇴 공무원은 정부로부터 금액을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

을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정부는 정부연금기금

(Government Pension Fund: GPF)을 설립했다. GPF는 세계은행의 다층

체계(Multi-Pillar System)에서 두 번째 체계로 분류되며 GPF에는 납부

가입자와 미납 가입자라는 두 가지 종류의 가입자가 있다. 1997년 3월 27

일 이후 공무원이 된 자는 납부 가입자가 되어야 하고, 1997년 3월 27일

전에 공무원이 된 자는 납부 가입자나 미납 가입자 중 선택할 수 있다.  

납부 가입자의 경우, 정부와 GPF 가입자 각자의 납부 기여율은 급여의

3%였다. 여기에 정부는 개혁 후 보상으로 추가 2%를 제공한다.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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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F 규정을 개정하면서 가입자는 급여의 최대 12%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 반면 정부는 여전히 같은 비율로 납부하고 있다. 기금의 규모는 2004년

2,460억 바트(61억 달러)에서 2009년 4,280억 바트(126억 달러)로 늘어났

지만 신규 공무원 수를 동결한 정부 정책 때문에 가입자 수는 2007년부터

줄어들고 있다(그림 10-3 참조).  

  [그림 10-3] GPF규모 

 출처: 정부연금기금  

나.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 SSF)

1990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SSF가 설립되었다. 

SSF는 세계은행의 다층체계에서 첫 번째 체계로 분류된다. 사회보장법 제

33조와 제39조 (공식 근로자), 제40조(비공식 근로자)에 따라 세 가지 형

태의 가입자가 존재한다. 제33조에 경우 고용주, 근로자, 정부가 월 급여의

5%, 5%, 2.75%의 비율로 금액을 납부하여 SSF의 재정을 지원한다. 제39

조에 따라 고용주는 매월 288바트(8.5달러), 정부는 매월 120바트(3.5달러)

를납부하고 제40조의 경우 근로자만 연간 3,360바트(99 달러)를납부한다.  

2008년부터 SSF는 7가지 급여, 즉 상해나 질병, 출산, 장애, 사망,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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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급여, 아동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SSF가 시작된 후부터 기금 규모와

가입자는 계속 증가하여 2009년 가입자 수는 940만명, 기금 규모는 6,680

억 바트(19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그림 10-4 참조).

  [그림 10-4] SSF 규모  

 출처: 사회보장국  

다. 적립 기금

1987년 적립 기금 법에 따라 적립 기금이 설립되었다. 적립 기금은 고

용주와 근로자간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며, 이는 세계은행의 다층체계에서 세

번째 체계로 분류된다. 적립 기금의 목적은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등 공식

부문 근로자에 대한 장기적인 기금 적립을 장려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혹은 실직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납부금으로 적립 기금의 재정을 뒷받침하며, 적립 기

금 법에 따라 근로자는 급여의 3~15%를 납부하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납

부금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기금의 가입자와 규모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그림 10-5 참조) 자발적인 성격으로 인해 가입자 수와 기금 규모는

SSF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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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5] 적립 기금 규모

  출처: www.thaipvd.com.

제3절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의 두 가지 주요 형태는 의료와 교육 제도이다.  

  1. 의료  

현재 의료 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공무원의료급여제

도(Civil Servant Medical Benefit Scheme: CSMBS), 전 국민 의료보장

(Universal Healthcare Coverage: UC),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cheme: SSS). 2009년 모든 제도를 통해 전체 인구의 96%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CSMBS는 공무원, 피부양자,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 SSS는

SFF에 가입되어 있는 민간 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UC는 CSMBS

와 SSS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을 위한 것이다.  

CSMBS와 UC의 재정지원은 정부에게만 의존하는 반면 SSS는 근로

자, 고용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모든 제도에 재정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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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 중 CSMBS의 질이 가장 높다. 이는 CSMBS는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에 의존하는 반면 UC와 SSS는 인두제(capitation)를

사용하기 때문이다(표 10-1 참조). 2009년 정부는 CSMBS에 대해 상

당한 지출을 하였는데 CSMBS는 약 500만명(총 인구의 8%)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만 총 의료비의 약 30%인 620억 바트(18억 달러)를

지출했다.  

〈표 10-1〉태국 의료 제도 

제도 CSMBS UC SSS

시작 1960년대 2002 1990년대

대상 수혜자 
정부 근로자, 

피부양자, 은퇴자 

CSMBS이나 UC가 

모든 이들에게 보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민간 부문 근로자 

보장(2009) 8% 73% 15% 

재정지원(2009)
정부 예산 

(620억 바트) 
정부 예산

(1,140억 바트) 
정부, 고용주, 근로자 

(240억 바트) 

의료시설에 

대한 지불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인두제 

1인당 

의료 비용(2009)
9,300 바트 1,600 바트 1,800 바트 

출처: 국립건강보장청 자료와 챌럼폴 참찬(Chalermpol Chamchan)을 바탕으로 작성

CSMBS와 UC에 대한 의료 지출은 매년 증가하여 지출액이 각각 620

억 바트(18억 달러)와 1,140억 바트(33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신입 공

무원 수를 동결한 정부 정책 때문에 CSMBS의 가입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했다(그림 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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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6] 의료 보장과 지출  

CSMBS                                 UC

 

  출처: 국립건강보장청과 정부재정관리정보시스템으로부터 계산 

  2. 교육 

태국의 교육 제도는 유치원 수준 (조기 아동 교육), 초등과 전기 중등

수준 (의무 교육), 후기 중등 수준 (일반과 직업에 있어 기초적인 교육), 대

학 수준 이상(고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9년 8월부터 15년 무상 교육 정책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이

개시되었다. 이 정책은 교육비와는 별도로 책, 문구류, 교복, 학교 장비, 교

과 외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무상 교육 정책과 더불어, 정부는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

학교 아동을 위해 학교 급식과 우유 비용을 보조하고 후기 중등/직업 교육

교육비와 지출에 대해 학자금대출을 빈곤층에게 제공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지출을 늘리고 있다(그림 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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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7] 교육 지출  

  출처: 정부calculated from the Government Fisc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제4절 사회 투자  

사회안전망 지출은 2005년 GDP의 7.2%에서 2008년 GDP의 8.1%로

증가했다. 그러나 곧 2008년 경제위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안전망 지출을

GDP의 7.1%로 줄였다. 경제위기에 대한 태국 정부의 결정적인 정책 대응

과 더불어 2009년 4/4분기 태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 비율은 GDP의

7.7%까지 높아졌다.

경제위기는 사회보험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었으며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은 GDP의 2.5%에서 2008년 1.2%와 2009년 1.4%

로 각각 낮아졌다. 이는 많은 민간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서 SSF와 적립

기금에 대한 납부금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삶의 질이 갖는 중

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의료와 교육 제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고, 

이에 따라 사회 서비스 금액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계속 늘어났다.  

〈표10-2〉에서 보듯이 정부가 사회 지원에 초점을 적게 두었으며, 사회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을 사회 지원 프로그램의 주 대상으로 했

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2009년 동안 관련 지출이 GDP의 단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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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2017년까지 보편적 복지 제도”라는 프로젝트를 제

안했는데,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사회 지원 프로그램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게 될 전망이다.

태국 개발연구소는 향후 8년 동안 사회 투자를 예측하고 이러한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그림 10-8].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의

보편적 정책 때문에 이러한 지출은 2010년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노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에 대한 연금과 의료/장기적인 간호 비용이 증가할 것이

다. 게다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아동의 수가 감소하여 교육비는 적게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0-2〉2005년~2009년 태국의 사회 투자

GDP에서 

차지하는 %
2005 2006 2007 2008 2009

사회 지원 0.2% 0.3% 0.3% 0.3% 0.4%

사회 보험 2.2% 1.9% 2.5% 1.2% 1.4%

사회 서비스 4.9% 5.0% 5.4% 5.5% 6.0%

합계 7.2% 7.2% 8.1% 7.1% 7.7%

출처: 태국 개발연구소 계산

[그림 10-8] 2005년~2017년 태국의 사회 투자

출처: 태국 개발연구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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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1. 위기의 영향과 정책 대응  

가. 거시 경제적 영향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태국도 2008-2009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세계 경제위기는 대 침체(great 

recession)’의 특징을 보이면서 경기 하강에 있어 극단적인 영향의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그림 10-9]에서 보듯 세계 경제 성장은 2008년부터 낮아

지기 시작해 2009년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

다. 반면 IMF는 201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6%로 높게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황은 수출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태국에게 특히 큰 타격

을 줄 것이다. 실제 2009년 수출량과 수출액이 급속히 줄어들고 일반적인

경제 활동도 감소했다. 세계 경제, 특히 아시아 지역이 경기 회복의 조짐을

보이자 태국 경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태국은 2009년 1/4분기부터

2008-2009년 경기후퇴에서 벗어나는 매우 훌륭한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

작했다. [그림10-10]에서 보듯이 이러한 경기 회복은 선명한 V 형태를 보

였다.  

  [그림 10-9] 세계 경제 성장률 

  출처: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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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10] 선정된 국가들의 분기별 경제 성장 

     주: ASEAN4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가리킨다.  
   출처: IMF

나. 거시경제 정책 대응  

위기에 대해 태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정부들과 비슷한 대응조치를 취했

다. 즉, 강한 확대 재정과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했다. 2008년부터

태국 정부는 감세 조치와 전기, 수도, 저가 운송과 같은 선정된 소비재, 서

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실시했고, 또한 일반 예산에 1,176억을 잠정적

으로 추가하는 소위 경기부양책 1을 2009년 도입했으며 이 경기부양책을

통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cheme: SSS)에

포함된 저소득 가입자에게 2,000바트를 나누어주는 경기부양 수표 제도를

실시했고 60세 이상 모든 태국인에게 노령지원금을 보편화했다. 나아가 (이

전에는 학비만 무료였던 것에 추가하여) 학교 교육을 15년간 무상으로 바

뀌고 추가적인 감세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운영할 1조4,300억 바트(GDP의

약 15%)에 달하는 경기부양책 II를 발표했다. 이 경기부양책은 다양한 기

간시설, 교육, 보건에 대한 공공투자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215

제
1
0
장
 태
국
의
 사
회
안
전
망

통화적인 측면에서 태국 중앙은행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 차례

정책금리를 인하했고, 또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회사에 대해

신용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경우 1997년-1998년 아시

아 금융위기 당시처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위한 특별 정책은 없었다. 이와 같은 재정과 통화 조치는 태국 경제가 회

복되는데 일조하긴 했지만 무엇보다 세계 경제 회복이 태국의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다. 사회적 영향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수출 주문량이 크게 줄

어 수출 관련 산업의 생산이 감소했고 관광업도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우

선 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10-11]는 수출 관

련, 관광업 관련, 기타 부문의 실업률이다. 실업률이 1/4분기에는 약 9%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09년 1/4분기와 2/4분기 동안 수출 관련 부

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음을 보여준다. 관광 산업과 기타 부문의 영향은

미미했지만 전체적으로 2009년 상반기 고용 상황은 심각했지만 하반기에

다소 빠르게 회복했다. 사실, 실업자의 수는 2009년 7월 이후 약 50만명으

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림 10-12]를 참고한다. 

 [그림 10-11] 선정된 부문의 실업률  

출처: 노동력 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산,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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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12] 실업자 수 

                                                                                 (단위: 10만명)  

 

  출처: 통계청  

앞서 [그림 10-10]에서 보았듯이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은 심각했지

만 회복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용은 생산과 국민소득의 상

황을 비슷하게 따라간다. 

최근 위기가 고용에 준 영향과 아시아 금융위기 동안 나타난 상황과 비

교하여 고용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당시에는 문

을 닫은 금융기관 근로자부터 공장이 폐쇄돼 해고된 공장 근로자에 이르기

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전망이 다소

낮았기 때문에 실직자 중 일부는 재취업을 포기했다. 따라서 아시아 금융위

기 발생 전과 비교해 아시아 금융위기 동안 노동력 참여가 낮아졌다. 그러

나 이번 위기에서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10-13]에서 보듯 노동

력 참여는 사실상 증가했다. 오히려, 세계 경제위기 동안 노동 시장에서는

고용비율이나 노동력 참여 감소가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주로 조정

이 이루어졌다. 이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유지했지만 근로시간 단

축으로 인해 소득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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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첫째, 세계 경제위기 전에는 많은 공장의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단순히 초과근무를 없앰

으로써 매출 감소에 맞춰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 세계

경제위기가 발생한 시점의 생산방식은 아시아 금융위기 전과 비교해 보다

숙련된 근로자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매우 숙련된 근로자를 해고하고 다시

채용하는 비용이 더 높다. 따라서 고용주 숙련근로자를 유지하지만 근로시

간을 줄이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보았다.

 [그림 10-13] 실업 영향 분석 

출처: 노동력 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산, 통계청  

궁극적으로, 위기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빈곤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

다. 태국은 [그림 10-14]와 같이 자료를 통해 월 단위로 빈곤을 면밀히 관

찰하면, 빈곤 수준이 2009년 하반기가 시작할 무렵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

아왔다는 점에서 빈곤도 국내 생산과 고용의 상황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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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14] 월간 빈곤 인구 비율 

 출처: 사회경제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추산, 수년 간 자료, 통계청  

요약하면, 태국도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경제적인 영향은 물론 사회적인 영향도 마찬

가지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기초 기반이 취약하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아직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의 실업률이 높고 부동산과 금융 부문은

위기가 시작될 무렵과 비슷한 수준으로 취약하다. 이 부문이크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수준의 또 다른 경기 침체가 가까운 장래에 나타날 위

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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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위기에 대한 사회보장과 대응  

가. 태국 사회보장제도의 배경  

전통적으로 태국의 사회보장은 주로 비공식적인 사회보장이었다. 즉, 안

좋은 상황을 경험한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가족, 친척, 

친구에게 의존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보장은 모두를 위한 보장이 되지는

못한다. 사회보장제도를‘공식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1954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를 통과시킨 것이 초창기 시도 중 하나이

다. 불행히도, 정치와 경제적인 고려로 인해 이 법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

다. 1990년 사회보장에 관한 또 다른 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라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Office: SSO)의 관리를 받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cheme: SSS)가 만들어졌다. 모든 ‘공식’ 근로자 즉 주식회사에

서 일하는 근로자가 SSS의 의무 가입자가 되었다. 현재, 이들은 7가지 급

여를 받고 SSO에 보험료를 납부한다. 고용주와 정부도 이러한 보험료 납

부를 하지만 모든 급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SSS는 ‘확정급여

(defined benefit)’ 개념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인구 구조

변화에 민감하다. 이러한 재무적인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 연금 급

여는 주요한 예이다.  

SSS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은 태국 총 인력의 3/4를 차지하는 있는 ‘비

공식’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농부, 계약

없이 고용되어 일하는 미숙련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포함되며 SSS 법

에 따라 비공식 사회 근로자는 이 제도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공

식 근로자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되고 상응하는 보험료를 고용주와 정부가

함께 납부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체계는 그다지 인기가 없어

현재 55명의 비공식 근로자만이 가입되어 있다. 현재 태국 정부는 급여를

늘리고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이러한 체계를 보다 확산시키려고

노력중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고려중인 상태이며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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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시아 금융위기 후 사회보장의 대응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태국은 다소 갑작스럽게 타격을 입었

고, 태국은 이러한 위기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

록 사회보장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당시 정부의 유일한 조치는 빈

곤층 특히 시골 지역 빈곤층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태국

에 자금을 지원했던 일본 재무장관 이름을 따서 만든제도가 ‘미야자와플랜

(Miyasawa Plan)’이다. 이후 이 플랜은 소위 사회투자기금(Social 

Investment Fund: SIF)으로 발전했다. SIF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자는 지

역사회에 혜택을 주기 위해 자금을 어떻게활용할 것인지 제안서를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SIF는 외부의 자금지원을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통

해 지역사회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또한 사회보장의 한 형태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후 단 몇년 만에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견고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SSS제도에 실업보험을 추가했다. 당시 정치가들의 정치적

고려와 더불어 실업보험이 급하게 추가되었다. 그 결과, 이러한 실업보험은

거의 조건이 없고 자발적 실직에 대해서도 실업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지나

치게 관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험 구조로 인해 이 제도가 남

용될 수 있으며 세계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 제도적 남용이 명백히 드

러났다. [그림 10-15]은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자발적

실직 상태임을 보여준다.  

아시아 금융위기 후 사회보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개선은 전 국민 의료

보험(universal health care: UC)이다. UC 전에는 태국 인구의 절반 이하

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정부와 국영기업 피고용인, 

그리고 SSS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들이다. 2,000만 명 이상의 근로자와 이

들의 부양가족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2001/2002년 시작

된 전 국민 의료보험은 획기적인 변화였으며 태국인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UC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얻은 계층은

빈곤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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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15] 실업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자 수  

  출처: 사회보장국, 태국  

다. 세계 경제위기 후 사회보장의 대응  

아시아 금융위기 후 약 10년 이상이 지나 세계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회보장제도는 다소 개선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한 실업보험과 전 국민 의

료보험이 이러한 개선의 예이다. 1997-1998년과 비교해 더 많은 근로자가

주식회사에서 일하면서 SSS의 보장범위도 넓어졌다.  

또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와 달리,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해 도입한 조

치 중 일부는 계속 유지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전 국민 노령지원과 15

년 무상 학교교육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2010년부터 모든 장애인

은 500바트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치도 계속 유지되도록 준비

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된다. 나아가 정부는 2016

년까지 ‘전 국민 복지 사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

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모든 태국인을 위한 전 국민 연금을 포

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 국민 연금제도는 자발적인확정 보험료에

기반 할 것이다. 비록향후 연금 수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보다는 작겠지만

정부도 이 제도에 일부 보험료를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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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전 아시아 금융위기 후 세계 경제위기 후

건강 보험 일부 전 국민 전 국민

연금 공식 근로자만 해당 (곧 전 국민으로 확대 예정)

실업 보험 공식 근로자만 해당 

노인 복지 일부, 특정 대상 일부, 특정 대상 전 국민

아동 복지 공식 근로자만 해당 

장애인 복지 일부, 특정 대상 일부, 특정 대상 전 국민

교육 수업료 무상 수업료 무상 전체 무상 

〈표 10-3〉은 아시아 금융위기와 세계 경제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 후

태국에서 나타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요약한 것이다. 보다 보편적인 보

장으로 나아가는 추세가 분명하다. 그러나 비공식 근로자는 고용과 소득 상

실이라는 가장 큰 두 가지 위험에 대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비공식 근로자에게 중요한 문제는 비정기적인 수입 때문에 사회

보장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태국의 비공식 근

로자 규모로 볼 때 다른 국가와 같은 기초 소득 보장은 비싸다. 이들 분야

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분명 필요하다.  

〈표10-3〉두 번의 경제 위기 후 사회보장제도 의 변화 요약  

제6절 결론

 

2008년 경제위기 후 태국은 사회안전망에 영향을 주는 다음과 같은 새

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노령화 사회 진입 

현재 태국의 부양 비율은 약 12%이며 이는 태국이 노령화 사회에 직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20년 내에 부양 비율은 25%로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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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이처럼 높은 부양 비율은 피부양자 증가와 노동력

감소를 의미한다.    

  2. 보편적 보장 vs. 선별적 보장  

정부는 “2017년까지 보편적 복지 제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러나 예산을 가장 잘 활용하려면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노

인 빈곤층의 모든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노인 피부양자가 추가적인

간호와 장기적인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금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 SSF 가입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아동수당과 같은 일부

보편적 제도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 확대해야 한다.  

  3. 복지의 질  

안전망 적용범위에 추가하여 정부는 복지의 질, 특히 CSMBS와

UC/SSS의 의료 서비스 질의 차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

하면 이러한 차이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의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는 곧 모든 제도

가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4. 재정적 제약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적 비용, 특히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증가

할 것이다. 노동력감소는납세자 수의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정부의 자금원

에 영향을 준다. 정부 세입이 감소하고 안전망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 향후

정부에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또 다른 중대한 사안은 SSF의 지속

가능성이다. SSF는 가입자가 55세에 도달하면 노령 급여를 지급한다.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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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급여보다 많지만 확정급여로 설계된 노령 급

여에 대한 기금의 지급금액이커지기 시작하면 기금은 재정적 어려움에처하

게 될 것이며 향후 30년 내에 지급불능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복지 사회 
 

복지 국가에 대한 정부 예산의 재정적 제약과 관련하여 복지 사회를 장

려해야 한다. 복지 사회에서는 주요 네 개의 파트너(중앙 정부, 지방 정부, 

기업, 가계)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재정적 부담을 나누는데 있어 협력해

야 하며 더불어 정부는 사회 투자에 대한 면세와 같은 장려책을 갖고 있어

야 한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 개선에 일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

에 도처에서 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기업’ 개념의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기업

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는 기업이 회계 기술, 경영 기

술, 자산 개발과 같은 관리 기술을 공동체로 이전하는 것 등이 있다.  

비공식 안전망, 공동체적 사회망은 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파트너로 볼 수

있으며 이미 많은 공동체가 소속 구성원을 돌보고 있다. 지역 정부와 비정

부기구가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자녀를 돌보는 등 강한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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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발전에 필요한 향후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개발도상국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은 단기적 혹은 임시적

인 사회부조 프로그램뿐 아니라 사회보험과 같은 중․장기적 사회보장 프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개념을 확장하고 가능한 위험 관리 제도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제도의 결함을 드러

내주며 프로그램 간 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사회안전망의 개발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

의 선호를 인식하여 사회 규범, 역사적, 제도적 전통, 경제발전 단계, 국가

우선순위, 지방의 능력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시아 국가는 주의 깊게 사회

보장제도를 개발하여 매우 관대하고 값비싼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일부 유

럽 국가의 실수를 피해야 한다. 

셋째, 사회부조는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같은 세계화의 충격을 단기

적으로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빈곤

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영양과 같은 장기적인 사회보장 서비스

의 제공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넷째,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재정 균형과 관

리 효율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는 최적 예산, 표적화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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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을 위한 행정 인프라, 제도 감시 및 평가를 위한 능력이 부족하

다. 재정의 누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나, 이것은 투명성의 부족 혹은 부

패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표적화, 저조한 관리 능력, 

불충분한 준비, 잘못된 공공 지출 우선순위로부터 야기된 결과일 수 있다.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전반적인 기획, 조정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

여 기금 동원, 시행 감시, 프로그램 평가, 시행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재정의 누출을 막고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

해서는,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선정된 사람이 규명된 취약계층에 속하는지

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자

영업자와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보 수집이 특히

어려운 현실이다. 

여섯째, 아시아 국가는 사회보장보험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관리 효율성

을 향상시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업 보험은 위기

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비록근무 중

사고와 질병에 대한 사회보험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연금

제도와 의료보험은 여전히 표적 인구의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관리 강

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관리를 통합하고, 보험금징수를

위해 국가적 세금기관과 협력하는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자적, 양자적인 사회부조 기관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고

안, 표적화, 모니터링,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또한 직원 교육, 전문가 자문 제공, 

모범사례 전파를 통해, 사회안전망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에도 보다많은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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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
연구 2010-12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
연구 20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

연구 20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
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
연구 20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미정

연구 20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

연구 20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
연구 2010-19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미정

연구 20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
연구 20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미정

연구 20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
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

연구 2010-23 민간 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미정

연구 20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
연구 20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미정

연구 20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
연구 2010-28 2010년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장영식 미정

연구 20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미정

연구 20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미정

연구 20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
연구 20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
연구 20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미정

연구 20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
연구 2010-30-6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
연구 2010-30-7 저출산 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외부) 6,000
연구 20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
연구 20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미정

연구 20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미정

연구 2010-30-11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미정

 신간 안내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정수 미정

연구 20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미정

연구 2010-30-14 저출산 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
연구 20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
연구 2010-30-16 저출산 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10-30-17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
연구 2010-30-19 예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미정

연구 2010-30-20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선우덕 미정

연구 2010-30-21 신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미정

연구 2010-30-2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 연구 이소정 미정

연구 20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
연구 2010-31-2 2010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

연구 20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미정

연구 20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
연구 20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
연구 20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
연구 20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
연구 20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
연구 20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미정

연구 20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
연구 2010-33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3년차) 오영호 9,000
연구 20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미정

연구 2010-35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미정

연구 20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
연구 20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
연구 20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
연구 20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미정

연구 20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정영호 미정

연구 20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미정

연구 20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턴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제도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실비아 6,000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 (1) 정영호 6,000
연구 2009-05 미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임 5,000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방안 구축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비만의 역학적 특성 분석과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부문간 협력체계의 탐색

김혜련 8,000

연구 2009-0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7,000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윤석명 7,000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상황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8,000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중심으로 신현웅 6,000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5,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7,000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여유진 8,000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6,000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13,000

연구 2009-17
아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Ⅱ: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8,000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
유형을 중심으로

김유경 8,000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8,000
연구 2009-20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6,000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6,000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의 자립향상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6,000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9,000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10,000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8,000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6,000
연구 2009-28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7,000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오영호 6,000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10,000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11,000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9,000
연구 2009-3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7,000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재정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9-31-5 자활사업의 평가 연구: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고경환 7,000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14,000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여유진 6,000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14,000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5,000
연구 2009-34-2 저출산에 대응한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 질적 적정화 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외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6,000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6,000
연구 2009-34-5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7,000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6,000
연구 2009-36 2009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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