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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 하는 방안으로 능동  복

지를 국가의 사회정책 지향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 이다. 능동  복지

는 정책성과의 비실효성, 자원의 비효율  배분 등의 문제 을 보완하고 사

회경제  환경에 극 으로 응하기 한 개념이며, 미래의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형성을 해 경제성장과 복지확 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다. 그러나 세계  경제침체는 각국의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한국은 사회정책  측면에서 기존의 사회안 망을 통한 한 정책 반

과 부족한 부분에 한 방  정책보완을 통하여 경제 기에 직면한 

여러 나라  가장 모범 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지만 경제 기를 극복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층간 격차 확  혹

은 취약계층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기 해서는 미래지향 인 다각 인 노

력이 필요한 시 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선도 으로 복지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유럽

의 능동  복지정책 비교연구를 통해 유럽각국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

장을 유지하면서 사회통합이 가능한 사회정책 략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원의 홍석표 연구 원이 수행하 다. 연구진

은 본고를 세심히 읽고 완성하는 데에 귀 한 조언을 해  본원의 김미숙  

연구 원과 원종욱 연구 원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자들의 개인 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인 견해가 아님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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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European welfare states over the last 35 years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Up until the early 1980s, social 

policy-making in most European countries had focused on traditional 

social security tools such as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subsidy. Since then, the overall direction of policy had evolved 

towards the so-called 'active' social welfare until the late 1990s. The 

level of benefits was reduced due to retrenchment, rights and 

obligations were rebalanced, and work incentives were strengthened 

by various employment programs. In this phase, most European 

welfare states created conditions for making work more attractive by 

implementing ‘making work pay’ policies and enhancing flexibility of 

labor. However, the concept of 'active welfare state’ recently went 

through a transformation with the emergence of ‘knowledge 

economy.’ Welfare policies shifted toward securing more circulating 

capital by aggressively investing in human capital, thereby providing 

an educated workforce in order to dispel concerns that snowballing 

social welfare costs ultimately affect jobseeking and competition 

among social members. It is increasingly recognized that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policies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e active 

tools not only to spur economic growth and innovations but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all. Social security policy had to be 

restructured and redesigned to meet the new requirements. In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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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emphasis was no longer on compensation but on prevention. 

Such preventive approach to social policy-making reduces 

compensation for the unemployed while encouraging active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capital. The new social welfare policy is designed to help more 

people 'work' and make them responsible for their own living, 

thereby enabling people to increase investment in social and human 

capital and be more responsible for their life. 

What then, are the implications that social policy and policy 

paradigm shift in Europe provide? This comes down to the following 

two key points:

First of all, the cause of the problems of welfare-to-work policies 

based on the traditional active welfare system should be identified 

and used for future policy-making. Welfare-to-work programs adopted 

by many countries for addressing poverty and inequality of certain 

social classes were intended to encourage the desire to work and 

self-reliance of the poor. Though these programs got people off 

benefits by giving them a job, they have been criticized for failing to 

get them off a vicious cycle of poverty. For example in the U.S. and 

Canada, the population in receipt of benefits has decreased but 

poverty rate has not reduc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welfare-to-work programs, and even worse, some of the poor who got 

off benefits became recipients again. 

It can be said that such problems of welfare-to-work system were 

caused by the recently emerging social risks such as short-lived 

employment of unskilled workers, low pay for unskilled jobs, and 

burden to support dependents (children and senior citizens). These 

issues tend to get more serious in times of economic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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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welfare-to-work system should go beyond a simple job 

training program to develop into a more comprehensive social safety 

net to effectively address the problems of the poor; by providing 

higher education and other training opportunities, guaranteeing 

minimum wage, improving stability of the workplace, and sharing the 

burden of supporting dependents.

Second, crucial elements to be emphasized for future social 

policy-making should be identified. The first point to consider is the 

shift of focus from compensation for unemployment or health risks to 

prevention of such risks. It is assumed that, it is better to handle a 

crisis before it happens than to wait until the last moment because 

its impact might be larger than expected, and therefore, harder to 

remedy. It is also desirable for a social policy to offer individuals 

more opportunities to become an independent and responsible citizen. 

In addition, redistribution between the current generation and future 

generations should be highlighted rather than redistribution only 

within a generation. Social policy should focus on social integration 

by helping individuals get out of isolation and improve ability, or 

encouraging public/private investment in huma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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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유럽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변동

⧠지난 35년간 유럽 복지국가의 발 은 세 단계로 특징지을 수 있음

○ 1980년  까지 부분의 유럽국가가 실행했던 사회정책은 소득

체와 소득지원이라는 사회보호의 통 인 도구에 을 두는 것이 

특징이었음.

○다음 단계로, 이러한 국가들의 사회정책은 1990년  후반까지 ‘능동

’이라 불리는 사회복지로 진화

－긴축정책으로 인해 시스템의 혜택이 어들고, 권리와 의무의 균

형이 바꾸었으며, 직업 연결성은 활발한 고용정책으로 인해 강해

졌음.

－유럽국가는 이 단계에서 ‘일을 통한 소득(making work pay)’ 정

책을 실행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 노력함으로써( : 임

시 계약을 허용하고 시간제 근무를 진함) 취업이 더욱 매력

으로 보이도록 노력

－이러한 진화는 사실상 모든 유럽 국가들에서 토론되었던 복지국

가 기론(crisis of the welfare state)에서 크게 다루어졌음. 

○그러나 요즘의 ‘능동  복지국가(active welfare state)’에 한 인식은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의 등장으로 인해 바 었음. 

－사회비용의 수 가 부담스러운 수 이 되면 취업과 경쟁에 해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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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인  자본에 한 극 인 투자정책으로 고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유동자본을 유치하는 목 으로 변동

－인  투자와 기술개발 정책은 경제성장과 신뿐만 아니라 모두

에 기회를 제공하기 한 능동 인 도구라는 인식이 증가했음. 사

회보호정책은 이러한 변동을 지원하기 해 재구성되고 재설계되

어야만 했음.

－세부 으로 설명하자면, 복지정책에 한 강조가 보상 인 논리에

서 방 인 논리로 변동되었음. 이러한 사회정책에 한 방  

근은 무직자에게 제공되는 소득지원의 강조를 이는 반면 능

동 인 노동참여를 진하고 인  자본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을 둠. 

－사회복지정책은 더 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가능 ’ 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행 에 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설계

－국민들의 사회   인  자본에 투자를 증가하고, 국민이 자신의 

인생자립에 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 이는 

평생교육을 제도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음.

－복지정책의 이와 같은 세 번째 발 단계는 최근에서야 궤도에 놓

여 졌음.

○ 재까지 부분의 국가에서 지배 인 정책 근은 일을 통한 소득 

정책과 일자리 창출, 훈련  교육, 그리고 유연한 시간제 고용에 방

향 지어진 정책과 같이 능동 인 노동시장 정책의 통 인 사상에 

훨씬 더 치우쳐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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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럽의 새로운 위험

  1. 개요

⧠ 후(戰後) 기간 동안 다수의 선진국들은 신(新) 인즈주의

(neo-Keynesian)와 베버리지안(Beveridgean) 는 비스마르키안

(Bismarchian) 사회정책의 충을 통해 경제  목표와 사회  목표를 

조화시키는 복지국가 체제를 확립하 음.

⧠그러나 이 체제는 경제  세계화, 기술 신에 따른 노동 시장의 변화, 

그리고 가족의 변화로 인하여 제약을 받았으며 새롭고 박한 필요들이 

생겨났음.

－신 복지국가 체제의 일환으로, 사회 정책에 한 사고의 지배  

틀은 더욱 시장 지향 인 해법을 인정하는 쪽으로 환되었음. 그 

결과, 새로운 사회  험에 한 인식이 부상하 고 이러한 험

에 처하기 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음.

⧠일반 으로 볼 때, 새로 부상하는 이들 체제는 선진 복지국가의 화

를 하여 경제 정책 목표  사회 정책 목표를 조화시키는 문제에 

해 새로운 근법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주로 사회  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세력이 상 으로 

다소 미약하고, 고용주와 정부 같은 집단의 세력이 다소 강한 환

경에서 발생함.

  2. 정책 발달의 배경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계  복지국가의 빈곤완화에 한 선진국의 

정책 입안자들의 견해는 상당한 변화를 거쳐 왔음.

－ 후(戰後) 두한 인즈/베버리지/비스마르크  견해는 사회정책

과 경제정책이 상호 보완 이라고 주장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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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두된 통화주의는, 선진국들에게 통화안정에 한 

심을 환기시키고, 사회지출이 부를 창출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 주장하 음.

－ 1990년  반에는 ‘제3의 길(Third Way)’, ‘신 도(Neue 

Mitte)’, EU의 ‘개방  조정(Open Method of Coordination)’  

고용, 교육  훈련, 사회  포용(social inclusion)  연 에 

한 근처럼 충안들이 제시됨.

  3. 세계화, 후기산업주의, 인구통계학적 변화

⧠선진국들의 복지체계는 세계화, 속한 신기술 도입, 가족생활의 변화,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 에 직면해 있음.

－경제  세계화는 각국의 경제부문 통제력을 약화시켰음.

－상거래의 가속화와 비용감소는 생산체계에 많은 변화를 래하

음. 기술 신이 더해지면서 쉽게 체될 수 있는 선진국의 부가

가치 일자리에 상당한 향을 미침.

－여성 근로자 수가 늘어나 보육  노인 수발 등의 새로운 정책 

수요가 발생함.

－평균 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연   기

타 형태의 노후 책에 부담으로 작용함.

⧠새로운 사회  도 은 정책의 변화를 야기함.

－복지국가들이 과거 시장소득에 근이 불리한 이들을 해 마련

한 정책은 재 모두 개 차를 거치고 있음.

－보건 서비스에 한 지출 통제를 해 시장 시스템이 도입됨.

－개 의 결과, EU의 1994년과 1999년 사이 연  수령 연령 1인

당 평균 수 액이 2퍼센트 하락함.

－  임  노동자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거나 보육  노인 수발 



9

요
약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근로 인센티 를 강화하고 노동시장을 활

성화(Labour market activation)하기 한 책들이 마련됨.

⧠복지국가들에 용하는 실질 인 부담과, 복지국가의 반 인 축소  

새로운 정책 개발이 혼재된 가운데, 반 인 상황은 복합 임.

－ 1980년  사회지출은 어느 국가에서나 증가함.

－ 1991년과 2001년 사이 GDP 비 사회지출 비율은 캐나다와 

EU 15개 회원국 체에서 감소하 음. 그러나 추세를 보면 증가

세가 더딜 뿐, 사회지출은 꾸 히 증가하고 있음.

  4.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빈곤

⧠이러한 도 은 기존의 문제와는 다른 양상의 ‘새로운 사회  험(New 

Social Risks)’에 한 논의를 환기시킴. 사회안 망 구축과 가장 련

성이 높은 새로운 사회  험은 다음과 같음.

－노동 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유  고용에의 근이 어려움.

－여성의 피고용 능력을 제한하는 보육  노인 수발 책임.

  5. 선진국의 빈곤 경향

⧠새로운 사회  험으로 인하여 빈곤의 양상도 달라졌음.

－ 부분의 선진국들에서  빈곤은 반 으로 감소한 반면, 

상  빈곤은 증가함.

－빈곤은 은 층과 노년층에 집 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반

으로 노동시장진입의 어려움과 아동 가정의 수입원 부재에 의한 

것임.

－ 65세 이상 연령층의 빈곤은 캐나다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

가에서 상승하 는데, 이는 연 제도로 인한 것이라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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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빈곤율은 지 해 연안국과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특히 미국

을 시한 앵 로 색슨 국가들에서 높음.

－아동 빈곤율은 양부모보다는 편부모 가정에서, 한 유  근로자

가 없는 가정에서 높게 나타남. 그러나 그 효과의 편차는 국가별

로 다양함.

－이러한 증거는 빈곤 정책이 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은 부모

들의 고용을 우선시해야 하면서 기존 사회보장 패턴도 고려해야 

함을 보여 .

⧠ 후 선진국들의 사회정책은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우선시해왔으나, 최

근의 사회안 망에 한 정책 토론은 주로 은 층의 유  참여를 진

하는 방향임. 특히 가정생활 년기의 여성의 고용은 고용인 수 측면에

서 볼 때, 고령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큼.

⧠노동 시장 근과 보육  고령자 수발의 필요성 인식 등 새로운 사회

 험에 한 정책  사고의 환은, 이러한 조치가 재의 빈곤을 

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한다는 증거에 기반을 둠. 재편성된 

복지국가가 근로 인력 확 와 사회  수요 감소를 모두 달성할 수 있으

며, 결과 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함.

⧠선진 복지국가들은 와 같은 인식의 변화로 크게 노동시장 활성화와 

사회  보호 확 로 표되는 책들을 마련함.

－노동시장 활성화는 유 근로에 한 근이 쉽지 않은 집단의 고

용률을 높임으로써 근로 인력을 증가시키고, 이들 집단을 한 사

회 보장 비용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노동시장 변화로 나타나는 새

로운 사회  험을 해결하려는 목 을 가지고 있음.

－사회  보호 확 를 한 아동 자녀 보육과 고령자 수발을 집단

 사회 보장으로 체하는 데 집 하 음.

－그러나 이는 형 으로 국가 개입의 증가를 수반하고,  다른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정책  과제가 남음.



11

요
약

Ⅲ. 보건의료: 독일 및 영국  

  1. 독일의 사례

⧠ 용범

○국민의 약 90%가 임 에 따른 고용주  피고용인의 부담 으로 재

원을 충당하는 독일 SHI(Social Health Insurance)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음. 

－민 의료보험과 그 외 기 들이 나머지 10%를 충당

－ SHI에 한 여세(payroll taxes)가 피보험자  피부양자(피부

양자인 배우자, 자녀)의 개인 , 의학 , 사회  험과 별개이기 

때문에 높은 수 의 용 범 가 국민의 평등한 보건의료 이용

의 기반이 되고 있음.

○근로기간 동안에는 임 에 따라 SHI에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임 이 

일정 기 선 이상인 경우(2004년 기  월수입 3,825유로) 험 등가

치 보험료와 립방식의 민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음. 

－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은 고수입자는 자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임.

－민 의료보험으로 교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최고 고정 보험료

율을 납부하며 SHI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 회귀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일정 임  수 을 과하는 사람은 민 보험과 국민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 

⧠ 여: 범   구조

○ SHI와 민 보험의 여(서비스)는 피보험자와 공동보험자에 해 

체로 비슷함. 

－일반 으로 SHI 여의 약 95%가 모든 법정기 에서 동일함.

－민 기 의 여도 병원에서의 추가 서비스와 일부 경우의 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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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치료를 제외하면 체로 동일함. 

－독일의 SHI는 다음을 제공

∙거의 무료의 외래  입원 치료

∙일반의와 문의(치과의사 포함)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특정 종류의 방  치료

∙가족 계획 서비스

∙재활 시 의료 서비스

○병원이나 재활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 되는 질병 수당은 개

 임. 

－질병 수당은 최근에 SHI에서 제외되었고 개인  차원의 의무  

보험으로 체되었음.

－따라서 고용주가 더 이상 보험료의 반을 부담하지 않음.

○피보험자는 기  유형, 제공기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음. 그 결

과, 보건의료 서비스에 동등하고 신속하게 근할 수 있고, 개인의 

선택권이 확보되는 동시에 제공기  간에 일정한 경쟁이 이루어짐.

○새롭게 제기된 더 많은 방  조치를 SHI에 통합하는 방안은 질병

의 치료를 필수 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잠재  건강에 

한 투자도 고려함. 

－이는 독일 보건의료 제도에서 개인의 실 능력  역량을 존 하

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

⧠의료 서비스의 재원 조달  구매

○독일에서 SHI는 체 보건의료 지출의 약 57%만을 차지하고 있음.

－지난 보건의료 개  과정에서 민간의 지출을 늘리는 추세가 명확

히 드러났음. 

∙환자측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신호로 설명할 수 있음. 

○독일은 보건의료의 분할을 극복하고 통합되고 품질이 보장되는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필요한 개 을 수행하기 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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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 한 기능  근이 반드시 필요함.

－  통합  의료 제공 제도에는 새로운 근법( : 새로운 형태의 의

료보험조합의 선별  계약)이 필요한데 1997년 이후 독일의 보건

의료 제도 개  기간 동안 도입된 바 있음.

－모든 종류의 외래  입원환자 치료, 요양원  재활기  제공이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 

－포  " 방  치료"가 재원 조달의 새로운 주제임. 

⧠보건의료의 분배

○보건의료의 분배 요소는 건강상태의 사회경제  분포, 의료 서비스의 

근성(수입, 주거, 사회  지 와 별개의), 특정 유형의 치료 이용 

패턴(특정 질병의 조기 발견, 정기검진  방  치료), 수입 분배

에 미치는 향 등 여러 요소를 뜻함.

－이런 효과 의 일부는 보건의료의 제공  재원 조달에 좌우되

거나 향을 받으며 EU 내에서 편차가 상당히 큼.

○ 응력이 뛰어난 보건의료 제도만이 건강증진, 방  조치, 치료, 

재활  장기치료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질병 치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됨. 

－그 게 함으로써 개인의 실 능력에 기여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킴.

－  다른 분배  측면은 앞서 언 한 의료보험의 재정  측면에 

미치는 향임. 

－이 에서는 세 간 측면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재원 조달이 

핵심 요소가 됨.

○부과형 제도에 기 한 독일의 여세 보험료는 재분배 요소를 가지

고 있음. 이는 체로 보험 원칙으로부터의 후퇴를 의미하는데, 수

권이 보험료율과 별개로 수행되기 때문임.

－ SHI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과정의 정성  측면과 정량  측

면은 지속 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생애주기  근법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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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특히 더 그러함. 

－독일인구의 고령화 가속화와 의학기술의 발 과 함께 부과형 제

도의 지출  수익 방향 수정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계속  고실업률, 미래 노동력 감소, 새로운 근

로형태 등 외인   주기  요인이 수익에 부정  향을 미치

고 있음.

○노년층 인구에 한 지출이 이들의 SHI 보험료보다 많은 반면, 년

층은 수  서비스 비용에 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음.

－따라서 연령 집단 간의 재분배가 찰됨.

－독일에서 60세 이상의 인구가 납부하는 SHI 보험료는 20-60세 

사이의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반밖에 안됨. 동시에, 60세 

이상의 인구가 소비하는 지출액은 세 배나 많음.

○인구변화 추세가 오랫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가 "이 " 고령화

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이것은 재 20-60세 사이의 인구가 복지국가의 사회보험제도를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독일인구의 변화를 감안하면 부과형 제도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됨.

－ SHI 제도의 재정 부담을 노동인구가 떠안고 있지만 미래에는 이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안  장기  

－세계 으로 독일의 보건의료 제도는 높은 수 의 여 범 와 인

생사의 변화에 한 포 인 안 장치로 유명함.

－소득, 사회  지 , 주거지에 상 없이 모든 사람이 높은 수 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으로 보장하고 있음.

－이러한 반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 에 한 압력이 커지

고 있는 것도 사실임. 

－모든 련자가 배 제의 을 방지하고, 인구학  과제를 해결

하며, 지  같은 인간 심 이고 미래지향 인 성장부문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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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어함.

－따라서 건강상 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투명하고 지속 가

능한 고  보건의료 제도가 필요한 것임. 타당한 인센티 로 구성

된 새로운 체계가 바로 선행조건이 됨.

○기존 보건의료 제도 개선과 주어진 체계 유지에 합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할 것이다.(Henke and Schreyogg 2004)

－보험사 간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제공기  간 경쟁 강화

－병원의 효율성 개선  지역 차원의 소유권 민 화

－ 방, 건강증진, 자기책임성 강화

－보건의료에 한 근법 향상 로젝트  부문간 경계를 아우르

고 결과에 을 맞추는 재원 조달 방식 개발 로젝트 확

－보건교육, 정보, 투명성 확   권익강화

－보건의료 시설의 인증과 근거 심 의료에 근거한 품질 보증 확

○ 여세율이나 보험료율의 인상 때문에 SHI의 비용 억제 문제가 계

속해서 정치  의제가 되고 있음.

  2. 영국의 사례

⧠ 용범

○주요 목표는 지불 능력이나 사회  지 에 상 없이 국의 모든 국

민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하지만 인구의 약 11%가 추가로 꽤 고가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며, 이  59%가 직장보험, 31%가 개인보험, 10%가 

피고용인 납입보험임. 

－민 의료보험 가입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분이 사회경제  지

가 높은 집단임. 기 시간을 없애고, 병원을 선택하고, 더 나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기 해 국에서 민 의료보험을 찾고 있음. 

○모든 국민을 한 평등한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개념이 기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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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뛰어넘고 모든 의료혜택을 리기 해 민 보험을 찾는 인구의 

증가로 인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부자들이 세율에 따라 NHS에 보험료를 납입하기는 하지만 이  기

의 보건의료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여: 범   구조

○일반 으로 NHS는 수용 가능한 수 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

을 달성하기 해 명시  서비스 목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운  

기  한 모호함. 

－일반의가 통상 으로 제공하는 유형의 모든 필요하고 승인된 개

인의 의료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음. 

∙유일하게 정의된 서비스는 학생의 건강 진단분이다.

○ 반 으로 의료 서비스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 지역사회에서 제

공하는 공공보건의료, 일반 개업의를 통한 외래치료(핵심요소), 보건

당국이 리하는 입원치료가 그것임. 

○ 1990년  반에 환자권리장 이 도입되었고 지역  권리를 포함시

키기 해 이후 재검토되었음. 여하튼 이들 권리가 시행 불가능한 

법  권리임.

－환자들은 병원 입원에 보통 18주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첫 외래 

진료에 13주를 기해야 함.

∙ 1999년 부터 기자수가 약간 감소했지만 문제는 여 히 심

각함.

－최근의 개 이 바로 이 문제를 목표로 했지만 세 으로 충당되는 

빠듯한 산에서 기자 명단은 배 의 수단임.

○우선순 를 설정하는 것이 부족한 보건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수단으

로 언 되어야 함. 

－국가보건 임워크가 2004년에 암, 소아과 집 치료, 정신건강, 

상동맥 질환에 한 우선순 를 설정했으며, 노년층, 당뇨병, 

신장 서비스, 아동 서비스  장기질환은 아직 비 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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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은 좀 더 신 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문제를 실질 으로 

해결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략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임.

∙보건의료 원회에 따르면, 환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즉, 환자가 제공된 진료 약일을 

거 하면 기시간이 자동 으로 0으로 재조정됨.

○엄 하지 않은 여의 정의와 드러난 기시간 문제는 국 보건의

료 제도의 응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기자 명단 때문에 민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은 제때 치료를 받

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 여를 개인이 독립  삶을 하고 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에 한 투자라고 본다면, 국의 제도는 만성 인 재정 부

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개인의 삶을 험에 빠뜨림.

－  많은 시민들이 치료를 해 유럽 륙으로 가고 있기 때문

에 서비스의 자유가 있는 유럽공동시장이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도 모름.

⧠의료 서비스 재원 조달  구매

○ 국의 NHS는 비교  렴한 보건의료 제도로 인식되고 있음(GDP

에서 보건의료 지출의 비 이 약 7%). 

○보건의료 제도는 주로 직간 세의 일반 세입을 통해 재원을 충당함.

－재정 기반이 모든 형태의 수입으로 구성되며 세제처럼 진제임.

○민간 지출의 비 은 2003년에 17.7% 음.

－민간 부문은 자발  민 의료보험, 민간 의료 서비스에 한 직

부담지출, 장기치료, 의약품, 치과 치료  안과 서비스로 구성됨.

○ 2003년에 국정부는 650억 운드를 보건의료에 지출했는데 이는 

앙정부 총세출의 15%에 해당함.

－교육, 국방 등 다른 산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아서 국방 산의 

두 배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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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연간 지출액은 1,100 운드임.

－ 국정부는 기시간을 이기 해 1인당 산을 1,800 운드까

지 확 할 계획임. 이 산의 부분은 지역병원(42%), 지역사회 

 일반 개업의 서비스, 의약품에 배정됨.

○특정 지역이나 구역의 총 산은 해당 청에서 리함.

－ Medical Practice Committee는 국 으로 해당 지역의 환자수

에 따라 가족 주치의를 배정함.

－병원(NHS 병원조합)과 일차보건의료부문뿐만 아니라 가족 주치

의, 리랜서 의사  치과의사, 검안의, 약사와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일차보건의료부문은 상  보건당국(지역 보건당국  NHS 행정

)에 종속됨.

○보건의료 제도는 지역 산과 보건성의 리를 통해 통제됨.

－보건성은 일반 보건정책과 주요 사안 해결을 담당함.

－ NHS 구조가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제공하도록 

되어있음. 환자의 수 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의사 선택권도 제

한됨.

－일차의료 부문에서 가족 주치의  일반 개업의 등록 등의 게이

트키퍼 원칙이 의료 서비스 제공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의 보건의료 제도가 사회의료보험제도와 다른 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보건 산이 배정 공식에 따라 지역에 분배되고 다시 지역 제공

기 에 나눠짐. 

－ 앙에서 취하는 조치는 응력 있는 보건의료 제도보다는 비용

감에 더 이 맞춰져 있음.

－그러나 부분의 국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용인하고 있음. 

⧠보건의료의 배분

○국민들의 건강, 재산, 연령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지역  차이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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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배정 공식을 조정함. 이를 목표 배당이라고도 함.

－하지만 목표로부터의 거리로 측정되는 실제 배분과 목표 사이에

도 차이가 발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는 목표를 수

해야 함. 

－모든 련당국과 조직 간 력을 통해 불평등과 상실을 이는데 

우선순 를 둠.

－원칙 으로 수요를 기 으로 한 가 치 부여 인두제에는 지역의 

인구규모, 연령, 성별구성, 질병률이 포함되어 있음.

○ NHS의 재정이 주로 세 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모든 납세자는 납세

액에 따라 자신의 보건의료 제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 국의 세제가 비례제냐, 소 제냐, 진제냐 하는 것은 다른 나

라들과 마찬가지로 논의가 필요한 문제임. 

－자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근성과 

혜택의 평등이 해되고 있음.

⧠ 안  장기  

○ NHS의 최우선순 는 기시간과 기자 명단을 해결하는 것임.

－ 2004년 여름부터 6개월 이상 기한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이나 

다른 제공기 에서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

음.

○  다른 주요 과제는 인력부족임.

－ NHS가 많은 인력을 해외에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료

부문의 인력부족이 분명함. 유럽근로시간지침에 따라 간호사와 의

사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음. 

－설상가상으로, 국의 노동력이 차 트타임제와 조기퇴직 형태

로 변화하고 있음

○ 국의 개  논의는 향후 5년 이내의 체 보건의료 부문에 한 지

출 확 와 해당 기반시설의 개발  화에 집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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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국 비교

⧠선별  지표를 토 로 한 독일과 국 비교

○보건의료 제도 비교의 고  근법은 보건의료 부문의 규모를 보여

주기 해 GDP 비 보건의료 지출 비 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함.

－표 화된 OECD 데이터에 의하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보건의료 

지출은 약 11%(독일)에서 6%(아일랜드) 사이임.

－ 부  동유럽 국가들의 보건의료 지출을 분석하면 4.5%에서 

7% 가까이 됨.

－하지만 많은 부  동유럽 국가들에서 어느 정도의 비공식 납

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평가가 어려움.

○ 1992-2001년까지의 GDP 비 보건의료 지출 추세를 비교해보면 

독일과 국의 방향이 같음. 하지만 출발 은 두 국가가 다름.

－ USD 구매력으로 측정된 보건의료 지출을 보면 국의 1인당 지

출이 816달러로 독일 지출액의 71%에 해당 음. 

－기반시설 개선과 기자 명단 축소를 감안하면 국의 미래의 보

건의료 지출은 늘어날 것임. 

○보다 나은 보건의료 제도 평가 지표는 방과 치료의 향을 받는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일 것임.  다른 지표는 유아 사망률이나 주요 

사망원인임.

－이들 지표를 비교하면, 독일이 부분이 국보다 우 에 있음.  

○공정한 재원 조달과 평등한 근권을 지표로 삼을 수 있음.

－세 으로 충당되는 불만족스러운 국의 NHS 서비스를 보완하기 

해 민 의료보험이 추가 보험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이에 따라 민 보험이 융통성 없는 고가의 요율만을 제공하고 있

기 때문에 완벽하게 평등한 의료 서비스 근권이 손상되고 있음.

－ 임 자와 고 험률 환자는 민 보험 서비스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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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여세를 통해 재원 조달 방식이 인구의 90%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10%는 자신의 건강 험을 개인 으로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비분담제, 공동보험, 보험료 상한선 등의 사회  요소를 포함한 

SHI 제도는 SHI 내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 재분배를 실  

－독일 의료시설의 구조시간, 도  품질을 고려하면(병실당 병상

수 포함), 국민을 한 평등한 근권의 액 보상이라는 목표

가 국보다 잘 달성되고 있음.

－독일 보건의료 제도는 보험, 제공기 , 치료법에 한 다양한 선

택권을 부여

∙각 SHI 가입자는 보험을 선택하고 일년에 한번씩 SHI를 변경

할 수 있음. 

∙질병이 발생하면 환자는 일반 개업의 는 심지어 문의와도 

상담할 수 있음. 

∙독일 보건의료 제도의 권익향상과 응력은 훌륭함.

○독일과 국 모두 ECJ(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재 소)의 

정에 응해야 함. 국의 NHS는 기시간 문제로 압력을 받았지

만, 독일의 보건의료 제도는 경쟁 강조라는 에서 유럽경쟁법에  

취약

○ 국 제도의 주요 심은 기시간 문제 해결과 NHS 개  로그램 

시행임. 특히, 환자 심의 보건의료 제도를 확립하기 해서는 국

에서 제한 인 환자의 문치료  병원 선택권을 목표로 해야 함. 

○독일과 국의 사례는 각각 재정, 조직구조, 도구의 방식이 서로 다

르지만 유사한 추세도 발견됨.

－품질 보증, 지침, 인증  근거 심 의료를 통한 우선순  설정 

등의 문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공통  

○독일의 보건의료 제도가 여러 가지로 자유가 많다는 을 생각할 때, 

방의학의 도입과 함께 피보험자와 환자의 권익향상으로 국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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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잠재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이와 조 으로, 국의 NHS는 제한  선택권만을 부여하고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자 명단을 건 뛰는데 필요한 보조

 민 의료보험을 제공함. 

Ⅳ. 빈곤의 예방: 벨기에 및 덴마크

  1. 벨기에의 사례

⧠제도 인 특징 

○벨기에는 높은 임 (결과 으로는 높은 생산성) 략, 발달된 노동 

계, 그리고 주로 노동과 련되고 노동에 한 사회보험료를 통해 

자 을 조달하는 사회 보장 시스템 내의 한 이 소득으로 잘 알

려져 있음.

○거시 인 제도  에서 보았을 때 벨기에의 복지 황은 사회 보

험에 한 더 범 한 근과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

으로 제한된 사회부조를 기반으로 한 비스마르크(Bismarckian) 

시스템의 로 볼 수 있음.

○ 범 하고 소극 인 사회 보장 시스템은 실업과 비취업의 소득과 

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꽤 성공 이었음.

－이러한 제도의 부정 인 면은 혜택의 의존도가 높고 취업률이 상

으로 낮다는 임.

－사회 지출의 수 이 비교  높지만 빈곤과 불평등은 낮음. 

⧠빈곤  사회  배제 

○벨기에는 다른 유럽 륙의 복지 국가들에 비해서 빈곤과 사회  배

제를 퇴치하는데 꽤 성공 이었음. 

－벨기에는 재정 인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낮은 국가들

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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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빈곤율이 낮은 이유  하나는 높은 임 이지만 첫 번

째이자 가장 요한 이유는 범 한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비노

동자들의 빈곤 험율이 비교  낮게 유지된다는 임.

－매우 높은 보험의 용율과 실업 여의 무제한 인 기간은 빈곤

의 험을 낮은 수 에 머무르게 함. 

○최근의 분석은 벨기에의 사회안 망에 심각한 구멍을 발견해 냈음.

－ 요한 문제 의 하나는 사회부조를 받지 않는 경우가 상 으

로 많다는 것임.

－ 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거나, 두려워서 혹은 단순히 정보

가 부족해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임.

－  다른 문제는 벨기에의 심각한 지역간의 격차임. 

⧠고용을 통한 사회  통합 추진

○소득에 련된 벨기에의 실업  비고용의 문제들은 범 하지만 

소극 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완

－이러한 시스템의 부정 인 측면은 혜택의 의존도가 높으며 취업

률이 상 으로 낮다는 것임. 

○벨기에의 취업률, 특히 고령 노동자, 비유럽연합 국가에서 온 외국인

과 여성에 있어서 아직 유럽 연합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 세 부문의 취업률을 보았을 때 벨기에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

－ 55~64세 사이의 노동자들의 취업률은 유럽연합 15개국의 평균인 

40.2%(2003년)과 비교했을 때 28.1%로 유난히 낮음.

－여성의 취업률은 남성의 75%미만 정도의 수 (여성은 51.8%, 

남성은 68.3%)으로 성별에 따른 취업률의 격차도 큼.

∙이러한 상은 다른 외국의 체제와는 달리 여성 실업자들이 벨

기에의 오랜 기간의 실업 여와 련되어 있을 수 있음.

－다양한 연구들이 벨기에의 비유럽연합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의 

취업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2000년도에 61%의 벨기에인들이 취업이 된 반면의 비유럽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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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국가의 외국인은 오직 33%만이 노동 시장에 흡수되었음.

－실업률의 격차는 더 심각함.

∙ 2000년에 오직 6%만의 벨기에인들이 실직자 지만 비유럽 연합 

국가의 외국인의 경우는 30%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음. 

∙최근의 사회  통합에 한 국가 보고서는 이민자들의 실업률

은 단순히 낮은 교육의 수 이 아니며 고용주들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기 한 고용 서비스에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분명하

게 언 했음. 

⧠활성화 조치 

○벨기에 사회정책의 요한 과제  하나는 낮은 취업률과 ‘일하지 

않는 복지’를 해결해야 하는 것임. 

－이는 더 범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보장제도는 취업률의 

증가하는 환경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는 에서 단지 재정 이고 

경제 인 과제가 아닌 사회 인 과제임.

－일자리는 불확실함과 빈곤에 응하는 가장 좋은 보호책이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 여성, 고령 노동자  소수 민족들을 노동시장에 

포함하는 것은 긴 하게 풀어야 할 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임.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벨기에 역시 활성화를 향한 정책 

변화에 단계를 밟았음. 

－벨기에 사회정책의 주요요소는 비활성화의 함정을 없애는 동시의 

빈곤을 완화시키기 한 최  임 의 인상하는 것과 같은 커다란 

정치 인 노력임. 

－혜택은 차 활성화와 연 이 되었고 일자리를 더욱 매력 으로 

보이게 하기 해 재정  조치가 취해졌음.

∙ 1999~2002년 최 임  수혜자의 숫자는 13.4%로 감소한 반

면 활성화 조치의 수혜자의 숫자는 57%로 증가했는데 이는 안 

좋은 경제 상황에서 일궈낸 진정한 업 임. 

○벨기에는 유럽 륙 모델의 다른 복지 국가들과 같이 민간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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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목표로 해왔음. 값비싼 노동 비용

과 이미 많은 실업 인구로 인한 재정 인 부담으로 인해 집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리 효과 이지 않았음.  

  2. 덴마크의 사례

⧠제도 인 특징 

○덴마크의 사회복지제도는 하다고 알려져 있음. 이는 보편 이고 

세 에 의존하는 복지 혜택과 사회복지서비스, 건강 리, 그리고 교

육에 한 시민의 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짐. 

－모든 거주민들은 실업, 질병 등의 사회  문제를 경험할 경우 기

본 인 권리가 보장됨.

－복지 혜택은 게 ‘탈 가족화’ 되었음. 즉 이는 가족이 아닌 개인

을 상으로 함.

○스웨덴과 노르웨이와는 반 로, 덴마크의 복지시스템은 1960년 와 

1970년 에 확장되었음.

－이 확장의 핵심은 규모의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설비의 설립이

었음.

－많은 복지기능을 탈가족화하자 국가가 떠맡은 사회복지서비스에 

한 요구는 늘어나게 되었음. 이에 한 결과로 남녀의 구분 없

이 거의 모두가 고용 되었고, 빈곤과 장기  실업으로 인한 사회

 배제는 감소했음. 

○ 1970년  후반부터 1980년 에 덴마크 정부의 재정 문제는 악화되

었으며 실업문제가 도래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인스의 학설에 근거한 경기 역행  수요 리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이는 공공부문과 국제 수지의 자를 증가시키고 

실업문제를 악화시켰음. 

○ 1990년 부터 오늘날까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덴마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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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이고 포 인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했음.

－이에 덧붙여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노동가능인구를 다시 불러들이

고 복지혜택수 조건에 부합하도록 실업자( 는 장애인)의 의무의

식을 다져 활성화 조치를 받아들이게 하고 직장을 찾아 일을 하

도록 하 음.

○덴마크 사회제도는 매우 분권 임. 

－사회정책을 제정하는 것은 앙 정부지만 사회복지의 부분을 

이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임. 

－그러므로 재정지원의 정도는 다르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혜택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개인 인 사회 인 계획을 상담해주며, 

앙정부의 정책을 이행하고 행정지원 정도를 책정하는 것임.

○덴마크 모델은 트 십 문화에 많은 부분 기 함. 이 문화는 사회

 트 , 지방 단체, 그리고 여타 사용자 집단 등의 련 집단의 

여로 특징지어짐.

⧠빈곤과 사회  배제

○ 범 한 사회보장제도와 높은 취업률 덕분에 덴마크의 빈곤과 사회

 배제는 낮은 정도에 머물고 있음. 

－덴마크는 EU 회원국  사회보장 산 지출이 가장 높으며 빈곤

의 험도가 가장 낮음.

∙덴마크의 장기  빈곤 험률은 회원국  최  비율인 5%임. 

이는 덴마크가 회원국 내 가장 형평성 있는 소득 재분배 시스

템을 갖추었다는 것을 반 함.

－하지만 덴마크 역시 빈곤과 사회  배제에 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이민자와 장기  실업자가 소득계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덴마크인 외의 인종집단의 취업률은 총 인구의 취업률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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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조치

○덴마크 사회  모델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빈곤과 사회  배제를 매

우 낮은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는 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업문제와 노동시장 문제 그리고 EMU(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에 따른 재정제한문

제에 처해 나가고 있음.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는 1990년  후반에 신 자유주의  

규제완화와 통  ‘사회  민주주의’의 안으로 부상했음. 

○ 1994년부터 재까지 활성화 로그램으로의 정책 환은 직업훈련

강화와 교육을 통한 노동공 의 증가 그리고 실업자에 한 복지 정

책의 제한과 감독에 목 을 두었음.

－이러한 정책 환의 동기는 실업의 구조  본질에 한 발견과 장

기  실업 특히 청년실업의 장기화가 불러오는 해로운 결과에 

한 경각심과 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정책 환은 1990년  반 보수 이었던 정부에 의해 

신 하게 도입되었으며, 1993년 후 사회민주  정부가 법칙화 하

음.

∙이는 임시직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고, 자격증과 교육을 더 강

조하는 정책으로 구성되었음.

－ 1990년  후반에 활성화 정책은 노동 시장 정책과 사회  통합 

정책  가장 요하다고 인정받았음.

∙사회  통합을 구하기 한 방안은 취업과 극 인 노동시

장 정책에 역 을 두었음. 

∙덴마크 사회정책의 활성화 조치는 노동 공 을 늘이는 것뿐 아

니라 자활능력을 길러 사회 으로 무시되고 고립되는 상을 

방지하고 노동에 한 동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합당한 재

정  지원을 보장하기 해 실시되었음.

○교육, 훈련, 그리고 직업 경험 계획 등의 다양한 활성화 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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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청구자 개인의 요구와 사정을 지역 노동시장의 상황과 맞

추는 개인의 ‘활동 계획’에 기 함. 

－이러한 개 의 에 띄는 특징은 실업 혜택 정도는 변함이 없는

데 반해 기간과 자격에 련한 제재가 새로 도입되었다는 것임. 

∙ 1998년 이후로 사회보장 지원  수 자는 (30세 이상인 경우 

수  후 1년 뒤부터) 일하거나 활성화 로그램에 참가해야 하

는 의무가 있음. 

∙동시에 취약집단 활성화를 한 특별 로그램이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병목 상을 이기 해 실시되었음. 

－노동 시장 활성화 정책은 특히 청년층을 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직업훈련 로그램이나 스폰서 직장

의 취업을 돕고 있음. 

∙ 1994년 이후로 덴마크 청년들은 사실상 실업 여를 3개월이상 

수 할 수 없음. 그 이후에는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하여야 함. 

이러한 정책 덕에 청년들의 빈곤 지속도가 매우 짧아졌다는 사

실은 입증된 바임.

○ 체로 덴마크 노동 시장은 매우 유연하며 일시  해고의 모습을 띠

는 실업은 빈번히 그리고 분산된 양태로 발생함.

－이를 더 쉽게 설명해보면 덴마크 실업보험은 '실업기간  높은 

사회보장 그러나 실업 자체에 해서는 매우 낮은 보장'을 제공

－ 한 실업수당과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 시키는 재량 사이에

는 상충 계가 있는듯함. 

○이런 면에서 덴마크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즉, 매우 안정 인 

노동시장과 극 인 노동시장 정책에 힘입은 풍부한 복지혜택의 결

합으로 정의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시행된 연구는 엄격한 활성화 방안과 최  소득 제

도의 조건 제한 때문에 유연한 노동시장에 참여할 능력이나 의도

가 없는 사람들이 소외 될 수 있다고 분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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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활성화 방안은 많은 사람을 포 하는 동시에 수혜자로부

터 비순응  는 일을 거부하는 태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

우 높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 으로 

배제된 집단이 생기게 됨.

⧠서비스 경제의 요성 

○덴마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규모 공공 사회복지 서비스의 다양한 

양상이 산출하는 경제  사회  이득에 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음.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직업훈련, 그리고 교육은 기술개발을 도모

하고, 기술개발은 사회 민주주의 국가 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함.

－여성이 자녀 양육 등의 양육의무를 맡으면서 동시에 노동시장 내

에 극 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규모 사회 서비스 부문

이 성과를 거둔 은 특히나  여겨 볼만 함. 

○그러나 국가 보육 제도가 잘 구축된 경제체제에도 단 은 있음.

－덴마크 복지국가가 취업 가능성을 늘리고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이 

병행될 수 있게 도운 결과로 노동시장 내에서는 성별 간의 고도

의 분리가 나타나게 되었음.

－보장된 혹은 '유연한' 복지 부문의 설립은 좋은 임 과 고용안정 

그리고 자녀양육과 병행 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유한 여성 노동 

시장을 만들었음.

－하지만 이는 '사실상 여성 근로자의 고립화'라는 값을 치르고 이

루어진 것임.

  3. 벨기에와 덴마크 비교

○벨기에와 덴마크는 빈곤과 사회  배제에 있어서 상이한 략을 도입

－두 국가 모두 재정  빈곤을 낮은 정도에 두는데 성공했으나, 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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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가 노동 활성화 정책을 통해 보다 더 효율 으로 사회  배

제와 실업의 문제를 해결 

－퇴직 옵션(조기 퇴직), 노동에 한 높은 세 , 긴 실업 여 기간, 

그리고 노동 시장의 강도 높은 제재 때문에 벨기에의 노동 시장

은 유연하지 않았음.

∙이러한 노동시장의 형태는 사회 내 사람들을 충분히 포 하지 

못했고 노인, 이민자, 청년 층 등의 다양한 사회집단은 소외될 

수 밖에 없었음.

○덴마크는 극 인 근로 복지제도를 통해 빈곤과 사회  배제를 낮

은 정도에 두면서도 실업률을 낮추는데 성공했음.

－독신 여성이나 청년 같은 취약 집단을 겨냥한 고용 략을 

한 복지 제도, 사회  통합, 그리고 재고용과 결합 시킴으로써 노

동 시장이 강화 되었음. 

－그러나 활성화 조치는 유연한 노동 시장에 참여할 능력이나 의도

가 없는 소수의 사람들은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음.

○덴마크는 평생보장 정책 그리고 유연한 노동 시장과 가정생활의 결

합에 역 을 두었음.

－보육 제도 같이 거의 무료로 만인이 이용 할 수 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는 ‘병행 불가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노동 시장에서 

여성 근로자의 치를 공고히 하는데 도왔음.

－ 한 덴마크는 평생 교육과 훈련을 노동 시장정책과 사회 통합 

정책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사회  투자’의 선구자가 되었음.

－노동 시장의 취약 집단에 을 맞추어 덴마크는 국민이 열등한 

삶의 기회에 발목 잡히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을 개선하려

고 함. 

○벨기에는 여느 유럽 복지 국가보다 빈곤과 사회  배제에 맞서는데 

성공했음.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회에 통합시키는데 역부족이었음. 

－노동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 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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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에 한 높은 세 , 긴 실업 여 기간, 그리고 엄격한 노동 

시장 규제를 비롯한 병폐 깊은 례 때문에 취업률을 올리는 것

은 쉽지 않았음.

－그러므로 활성화 기제를 스칸디나비아 방식의 세 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 인 복지 제도에 편입하는 것이 정책 환 가능성을 

높일 방안이 될 수 있음. 

○덴마크의 경험은 벨기에 같은 국가에게 어떻게 활성화 로그램을 

심으로 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서비스직 고용을 장려하며, 인간

 사회  자본에 사회  투자를 통해 복지 산지출을 보충하는지에 

한 방법을 시사함.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노동 참여의 증가를 막는 몇몇 

구조  장벽을 허물어야 함다.

－이는 벨기에의 경우에서 따지자면 조기 퇴직 옵션을 폐기하고,  

숙련 노동을 지원하며 재의 복지혜택 수혜자격과 수혜 지속기

간을 바꾸는 것을 뜻함. 

Ⅴ. 전통적인 능동적 복지정책의 문제점

⧠특정계층의 빈곤과 불평등에 응하기 하여 몇몇 나라에서 도입한 근

로연계형 복지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근로를 통한 자립을 

진하려는 목 으로 시작되었음.

－본 제도는 시행 이후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주어 이들이 복지수

권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 으나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하지는 못했다는 비 을 받아오고 있음. 실제로 근로연계형 복지

제도 시행 이후 복지수 자의 수는 었으나 빈곤율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한 때 복지수 권에서 벗어났던 빈곤층이 다시 복지수

권으로 회귀하는 상마  보이고 있음. 

○이러한 통  능동  복지정책에 바탕을 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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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은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두한 새로운 사회  험인 비숙

련 일자리의 낮은 유지가능성, 비숙련 일자리의 임   가족부양

의 책임(어린 자녀  고령자)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서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가 단순

한 직업훈련의 차원에서 벗어나야 하며, 직업훈련을 넘어선 고등

교육  기타 교육의 기회 제공, 최 수입의 보장, 일터의 안정성 

제고  가족부양의 부담 공유 등 빈곤층의 문제를 효과 으로 

덜어  수 있는, 보다 포 인 측면의 사회정책이 필요함.

Ⅵ. 향후 사회정책의 방향

⧠소득이나 건강에 한 피해의 보상에서 방으로 정책의 이 바 어

야 함.

－이는 피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 그 에 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제로 하는데, 그 이유는 나타난 

피해가 상했던 것 보다 더 크고  고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임. 

⧠각 개인들이 사회에서 자립 이고 책임감있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사회정책이 바람직함.

⧠단순히 한 세  내에서의 재분배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닌,  세 와 미

래세  사이의 재분배를 조명

⧠개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능력배양을 제공하거나 는 인간

자본에 한 공 /사  투자의 장려를 통해 개인들이 사회에 통합된 채

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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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5년간 유럽 복지국가의 발 은 세 단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80년  까지 부분의 유럽국가가 실행했던 사회정책은 소득 체와 소

득지원이라는 사회보호의 통 인 도구에 을 두는 것이 특징이었다. 

다음 단계로, 이러한 국가들의 사회정책은 1990년  후반까지 ‘능동 ’이라 

불리는 사회복지로 진화하 다. 긴축정책으로 인해 시스템의 혜택이 어들

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바꾸었으며, 직업 연결성은 활발한 고용정책으로 

인해 강해졌다. 유럽 복지국가는 이 단계에서 ‘일을 통한 소득(making 

work pay)’ 정책을 실행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 노력함으로써( : 

임시 계약을 허용하고 시간제 근무를 진함) 취업이 더욱 매력 으로 보

이도록 노력하 다. 그러나 요즘의 ‘능동  복지국가(active welfare state)’

에 한 인식은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의 등장으로 인해 바 었

다. 사회비용의 수 가 부담스러운 수 이 되면 취업과 경쟁에 해가 될 수

도 있다는 우려에서 인  자본에 한 극 인 투자정책으로 고 노동력

을 제공함으로써 유동자본을 유치하는 목 으로 변동되었다. 인  투자와 

기술개발 정책은 경제성장과 신뿐만 아니라 모두에 기회를 제공하기 

한 능동 인 도구라는 인식이 증가했다. 사회보호정책은 이러한 변동을 지

원하기 해 재구성되고 재설계되어야만 했다. 세부 으로 설명하자면, 복

지정책에 한 강조가 보상 인 논리에서 방 인 논리로 변동되었다. 이

러한 사회정책에 한 방  근은 무직자에게 제공되는 소득지원의 강

조를 이는 반면 능동 인 노동참여를 진하고 인  자본의 품질을 높이

는 데에 을 둔다. 사회복지정책은 더 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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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행 에 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설계한

다. 국민들의 사회   인  자본에 투자를 증가하고, 국민이 자신의 인생

자립에 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복지정책의 이와 

같은 세 번째 발 단계는 최근에서야 궤도에 놓여졌다. 재까지 부분의 

국가에서 지배 인 정책 근은 일을 통한 소득 정책과 일자리 창출, 훈련 

 교육, 그리고 유연한 시간제 고용에 방향 지어진 정책과 같이 능동 인 

노동시장 정책의 통 인 사상에 훨씬 더 치우쳐져 있는 실이다. 

부분의 유럽복지국가는 지난 100년간 잔여 인 친기업  복지국가에서 

20세기의 포 인 제도  복지국가로 발 해왔다. 20세기 말의 제도 인 

복지국가 모델에서 정부의 역할은 개인 시민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비포

 모델의 형태로 차츰 쇠퇴되었다. 이러한 발 은 복지국가에서 복지사

회로의 환이라 특징지어질 수 있다. 충분한 복지와 사회보호 제공에 한 

책임을 국가 혼자만 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민간사업(시장), 사

회(시민 단체), 그리고 개인  그들의 비공식  네트워크(가족, 친지, 이웃)

와 함께 공유되는 것이다. 특정한 모델에서의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계는 ‘민주  삼각형(democratic triangle)’이라 불릴 수 있다.

복지국가 진화의 본 단계는 ‘복지국가 활성화 는 가능  하는 것’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회보호 시스템의 활성요소로 특징될 수 있다. ‘복지국

가 활성화’는 시민과 사회간의  계약과는 다른 자세를 만드는 것을 

목표한다. 시민의 역할은 더욱 활성 이며 자신의 책임과 단  행실에 

 맞추어져 있는 반면 정부의 역할은 은 보호와 많은 지도 는 운

으로 인식된다.

실제 행에서 이는 작은 정부와 은 계약성을 래하는 반면 많은 개

인성, 비공식(사회 네트워크; 비정부 단체; 시민 단체), 그리고 시장기반 규

정으로 이어진다. 책임이 정부에서 ‘시민사회’의 부분인 비정부, 민간, 그리

고 비공식  시민 단체로 이 되는 것이다. Giddens(2000)는 이와 같은 

근을 ‘사회  투자’라 정의한다. 1990년 에 시작된 본 토론은 20세기 후

반에 있었던 의 복합사회로의 변화를 반 한다. 경제  민 화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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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과정이 힘 분배를 국가에서부터 ‘자본’과 시장으로 옮긴 것이다. 동시

에 NGO와 시민사회 단체는 복지제공 분야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이는 계속될 것이다. 사회는 더욱 복합 이게 되었으며 고정된 

사회 구성과 집합 으로 처방된 행동패턴은 쇠퇴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삶을 능동 으로 설계하게 되었다. 

복지국가 에서 볼 때, 복지국가의 정책들은 시민들을 실업, 임  

그리고 부족한 고용 보장과 같은 시장의 역경으로부터 보호하기 해 존재

한다. 복지국가들은 에스핑-엔더슨 (Esping-Anderson, 1990)에 의하면 ‘반-

공용화’, 는 특정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로 시민들을 시장 실패로부터 보

호하기 해 노동 시장에 여하는가로 묘사된다. 그 다면, 반-공용화 정

책들은 시민들을 시장에 한 의존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보호하기 한 

시도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반-가족화’ 정책들(특정 

국가가 자녀 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 한  지원이나 후생복지

를 책임지는 것)에 해서 논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는 시장에 개입하여 주로(그리고 거의 항상) 부인들과 어머니들에게 지워지

던 책임을 맡게 된다. 이것은 군가가 국가의 지원 없이 스스로 한 

생활수 을 유지할 수 있을수록, 그 개인이 더 자립 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 는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자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지국가의 지원은 한 생활수 을 유지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뿐만 아

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만약 한 생활수 을 제공하는 요소가 

시장이나 가족으로부터만 나온다면, 일부 약자 집단은 고통을 받고 결코 

한 생활수 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들은 특히 일부 집

단의 직장, 복지 그리고 가족에 한 의존의 균형을 맞추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복지국가는 정책 로그램들을 통해 직장, 복지 그리고 

가족에 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시장과 가계가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이러한 지원을 함으로서, 그 로그램들은 시

장과 가계의 역경의 효과를 최소화하고 개인 인 자립을 극 화시킨다. 한

편으론, 이것은 복지국가에 한 의존을 낳기 때문에 복지 로그램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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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람들의 개인 인 자립을 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복

지국가는 새로운 의존을 낳았고 자립을 할 가능성을 수반한다.

자아실 과 자아충족의 면에서 개인 인 자립의 요한 사항은 자원  

자립이다(자원의 부족, 특히 인 자원은, 통 으로 개인의 발 에 

가장 큰 방해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원  자립은  는 물질 인 

자원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인  자원’이라 불리는, 교육과 다른 문

화 인 자원들 역시 개인의 자립과 발 에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건강과 교육 역시 자원  자립이란 개념에 있어 당연히 필요한 요소라 볼 

수 있으며, 복지 국가들은 시민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안정된 소득을 유

지하도록 하기 해 교육과 건강 리에 투자해왔다.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는 실업이나 불능화와 같은 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해 험

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자원의 재분배로, 복지국가들은 사회의 모든 부분의 

자원  자립을 확보하 다. 안 과 안정의 제공을 통해, 복지국가들은 이러

한 자립이 지속되도록 보장하 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의 목표는 개인과 가

구의 자립을 장려, 아니 리해주는 것으로, 이것은 어떤 그룹에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그러나 다른 그룹에게는 이것이 완 히 시장이나 가족에게 

지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의 성숙한 경제의 경제 , 사회 인 면에서의 구조 인 변화는 이러

한 정책을 택한 정권들이 자신들만의 사회복지 목표를 사회복지 정책과 그

로 인한 제약을 특정 디자인을 통해 균형 잡으려는 노력에 향을 주어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정책을 택한 정권들의 실 을 분석할 때는 개인

화의 과정, 국제  경쟁의 증가 는 국제화,  증가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향과 노동 시장

의 유연화 등의 변화가 가속화된 것을 감안해야 한다. 복지국가가 이러한 

변화에 응하는데 있어 경제 , 사회 으로 불충분하다는 염려는 사회 복지

와 노동시장 정책을 화 하고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개 들

로 이어졌다. 구체 으로, 부분의 EU 회원국들은 노동과 복지의 연 성을 

개주하기로 하 으며, 보다 극 인 노동시장 정책을 택했고 고용 계와 



39

제
1
장
 서
론

사회 복지가 새로운 요구에 부흥하도록 노력하 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복

지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패러다임은 바로 과

거에 세워진 개념들과 함께 새로운 요소를 같이 품고 있어야 한다.

활성화, 사람의 역량에 한 투자 그리고 사람과 사회 인 자본 형성에 

보다 집 하는 등의 측면에서 복지국가를 개 하는 것은 특히 장기 으로 

이득일 수 있다. 일생 반에 걸친 교육의 기회의 확 , 노동 기술의 질을 

높이는 것은 모두에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인  자원에 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들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으로써,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과 그 소득의 유지에 큰 향을  

수 있으며, 이것의 유지는 사회복지 정책의 통 인 임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정책의 경우 그러한 근이 노동시장에 

한 보다 더 극 인 개입을 의미한다. 극 인 노동/실업 정책들은 실업과 

근로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 경제 인 상황의 변화에 응하는 응과정을 

보다 더 부드럽게 만들고,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반응하며 덜 폐쇄 이게 한

다. 이것은 고용과 사회보장 정책들의 개선된 통합과 조정을 통해 두 시스

템이 변 인 확장하는 유럽의 사회의 요구에 더 유연하게 부응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가족 정책을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노동 정책의 

일부로 간주한다면 이것은 여성들이 노동과 육아간의 조정을 (그들이 원하

는 것과 그들의 가정에서의 책무간의 조정)할 수 있는 기회의 추가를 의미

한다. 제공된 기회에는 여성들의 특정 삶의 주기, 즉 많은 여성들의 노동, 

육아 그리고 교육이 병행되어야만 하는 삶의 ‘러시아워’가 고려되어야 한다.

문제는 내부에서 정책간에 상호작용으로 사회에 어떠한 향을 미칠 지

가 반 된 정책-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역량  근이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원칙과 목표를 기본 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제공해  것이

라 생각한다. 비록 자세하게 정의되어있지는 않지만, 그 모델은 통합된 경

제, 사회 정책이 모든 야심 찬 유럽국가들의 목표와 유럽연합이 승인하 고 

의도하는 경제 , 사회  목표를 연결하고 실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선도 으로 복지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유럽의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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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 비교연구를 통해 유럽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

면서 사회통합이 가능한 사회정책 략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국가 복지  사회 정책에 한 새로운 근에 

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요소에 한 논의를 고찰한다. 한 이들 경제․

사회  환이 어떻게 특정 집단에 새로운 사회  험을 야기하는지 분석

한다. 제3장에서는 유럽 보건의료 제도의 주요 차이 과 유사 을 살펴보고 

새로운 능동  복지개념 에서 독일과 국의 보건의료 제도를 비교하

고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벨기에와 덴마크 두 나라에 을 맞추어 사회

 통합과 빈곤 정책을 살펴본다. 한 사회  통합과 빈곤 정책 분야에서

의 정책 성향, 목표  방법들을 비교한다. 제5장에서는 유럽 사회정책 패

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사회정책의 향후 발 방향에 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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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럽의 새로운 위험

제1절 개요

후(戰後) 기간 동안 다수의 선진국들은 신(新) 인즈주의

(neo-Keynesian)와 베버리지안(Beveridgean) 는 비스마르키안

(Bismarchian) 사회정책의 충을 통해 경제  목표와 사회  목표를 조화

시키는 복지국가 체제를 확립했다. 이 체제는 경제  세계화, 기술 신에 

따른 노동 시장의 변화, 그리고 가족의 변화로 인하여 흔들려 왔다.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기존의 한 사회 정책은 제약을 받았으며 새롭고 박한 

필요들이 생겨났다. 신 복지국가 체제의 일환으로, 사회 정책에 한 사고

의 지배  틀도 더욱 시장 지향 인 해법을 인정하는 쪽으로 환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사회  험에 한 인식이 부상하 고 이러한 험에 

처하기 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민주주의 형태와 사회정책 양상은 새로이 발생하는 수요  가능한 정책

 해법의 범 를 결정한다. 따라서 개 은 서로 상이한 국가  배경에서 

다소 다른 방식  속도로 진행된다. 일반 으로 볼 때, 새로 부상하는 이

들 체제는 선진 복지국가의 화를 하여 경제 정책 목표  사회 정책 

목표를 조화시키는 문제에 해 새로운 근법을 제시한다. 이것은 사회  

험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세력이 상 으로 다소 미약하고, 고용주와 정

부 같은 집단의 세력이 다소 강한 환경에서 발생한다. 재 진행되는 개

의 정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변화가 장차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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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국가 복지  사회 정책에 한 새로운 근에 향을 미치

는 경제․사회  요소에 한 논의를 고찰한다. 한 이들 경제․사회  

환이 어떻게 특정 집단에 새로운 사회  험을 야기하는지 분석한다.

제2절 배경

그간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의 계  복지국가의 빈곤완화 역할에 

한 선진국 정책 입안자들의 견해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어 왔다. 경제 정책

과 사회 정책 간 계는 [그림 2-1]에서와 같이 4가지 에서 바라볼 수 

있다. 사회 정책은 경제  목표에 직 , 는 간 으로 향을 주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1)

〔그림 2-1〕복지국가체계에서 경제와 사회 정책의 관계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에

도움이 된다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접적 영향
케인즈 /

베버리지+ 비스마르크
제 3의 길

간접적 영향
통화주의/

Fiscal prudence

유럽에서 쟁 직후 기간과 복지국가 확 기 동안 주류를 이룬 의견은 

경제와 사회정책의 계가 상호 보완 이라는 견해 다. 이 근은 경기침

체 시 실업 완화를 해 국가 경제를 통제하여 사회 안정에 기여하려는 신

인즈주의  입장에 기반을 두었다. 이어 베버리지안  비스마르키안 복

지국가에 한 정치  지지에 의해 강화되었다(Harris, 1990). 이러한 입장

은 [그림 2-1]의 좌측 에 치한다. 1970년 에 미국과 국에서 통화주

의(monetarism)가 재부상하고, 유럽 부분의 지역에서 주요 정책 목표로

1) 여기서 양자간 아무런 련이 없다는 가정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 어떤 사회․정책  

개입이라도 자원 사용에 향을 미치며, 결과 으로는 경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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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통화 안정에 한 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지출이 부를 창출해내는 

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었고, 이윽고 지배 인 견해

가 되었다(Atkinson, 1995, McNamara, 1998).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복

지를 달성하기 한 합한 수단은 시장을 효율 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

고 시민에게 자원을 하게 배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유럽 앙은행 총재

는 최근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건  재정  임  정화와 더불어 노동, 상품, 융 시장의 유연성은 

물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상호작용은 ( 략) 유럽시민들의 장기  복지를 강화하는데 가장 큰 향을 

미친다(Duisenberg, 2002).’

이와 더불어 최근의 한 OECD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우리는 견실한 경제가 사회  목표를 달성하는 역량을 결정한다는 데 

동의하 다. 경제 성장은 가계를 지탱하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감소시키

는 데 있어서 한 요소이다. 효과 인 경제정책은 기회를 창출하고 가능

한 한 많은 자산을 결집하여 사회 정책의 효과를 보완한다. 이와 동시에 

효과 인 사회 정책은 경제에 역동성을, 노동 시장 유연성을 부여한다

(OECD, 2005a).’

인즈/베버리지  비스마르크 식 근법들은 사회 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 으나 통화주의  근법들은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

다. 이것은 [그림 2-1]의 우측 에 해당한다.

통화주의를 신 하거나 그 향을 강하게 받은 정당들은 1970년  후반

과 1980년  반에 미국과, 국, 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심지어(잠시 

동안이지만) 스웨덴을 포함하는 다수의 유럽 국가들의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러한 상은 다수 유럽 국가에서 정치 으로 큰 향력을 가지는 도 

좌  정당들 사이에서 복지국가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상황을 불러왔다. 이

들 정당에 있어서 범 한 사회 정책 옹호는 통 으로 유권자들에 한 

주요 정치  유인이었다. 이 변화로 인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간의 충

안들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통화주의가 두하게 된 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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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도 복지국가는 재구성되어 경제성장에 계속 순기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0년  반, 국의 ‘신 노동당’이 주창한 ‘제3의 길(Third 

Way)’, 1990년  후반 슈뢰더가 제시한 ‘신 도(Neue Mitte)’, 1997년 

암스텔담 조약과 1995년 이래의 ‘개방  조정(Open Method of 

Coordination)’의 고용, 교육  훈련, 사회  포용(social inclusion)  

연 에 한 근에서 나타난 EU의 사회보장 정책이 그것이다. 이 새로운 

입장은 [그림 2-1]의 앙부에 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인즈/베버리지  비스마르크식 근으로부터 더욱 통화주의 인 근

으로 가게 된 것은 두 가지 요소에 기인한다. 하나는 경제  세계화가 각

국 정부가 경제부문들을 통제하는 역량에 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

나는 부분의 선진국들이 산업경제 시스템으로부터 후기산업경제 시스템

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 시장이 향을 받고 가족생활 패턴도 따라 

변화했기 때문이다. ‘제3의 길’ 사회 정책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에 기반을 

둔 것이며, 통  복지 체계에 부담을 가 시킨 ‘인구통계학  변화’라는 

세 번째 요소에 한 응이기도 하 다. 이러한 변화들이 수요의 패턴에 

향을 미쳐 왔다. 정책 응과 미래의 복지국가 발 에 한 향을 보기

에 앞서, 세계화, 후기산업주의(post-industrialism), 수요의 변화가 갖는 

요성, 그리고 특히 빈곤에 해 살펴본다.

제3절 세계화, 후기산업주의, 인구통계학적 변화

하루에도 규모 액수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다국  융 기 이 생

겨나 각국 정부는 고정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 1980년  

반, 미테랑 집권 하의 랑스와 1990년  반, 국, 이탈리아, 스웨덴의 

경험은 통화 가치를 조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반드시 가를 요함을 보여주

었다. 환율은 투자자로 하여  통화에 한 선호를 잃지 않도록 확신을 주

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 한편 상거래의 가속화와 비용감소는 생산체계에 변

화를 래하 다. 이 변화는 일자리, 특히 쉽게 체될 수 있는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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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부가가치 일자리에 상당한 향을 미쳤다. 특히 기계 인 작업을 요

하는 고용은 변화에 기술 신이 더해지면서 막 한 향을 받게 되었다. 

컨  1980년에서 1997년 사이 국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면서 보호

를 받는 종류의 일자리( 융, 보험, 부동산, 경  서비스)가 두 배 증가하

고, 독일의 경우 50퍼센트, 그리고 랑스는 75퍼센트가 증가하 다. 반면, 

낮은 수 의 기술만을 요하면서 경쟁에 노출된 부문의 일자리(식품, 섬유 

 의류 제조)는 각각 32, 34, 43퍼센트 감소하 다(Taylor-Gooby, 2001, 

Table 1.9). 때문에 한 기술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자리

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극심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여가 하락

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신 인즈주의  개입을 통해 완  고용을 추구하려는 

정부의 역량에도 향을 미친다. 그 결과 정부는 비교 우 가 없다고 여겨

지는 부문에 해 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고정 환율제를 포기하

게 되며, 고용 진을 한 이자율 조정에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이

러한 변화들은 사회 정책에 큰 향을 다. EU 회원국들에게 가해진 외

부  압력은 유럽공동시장(European Open Market)의 출 과, 앙은행이 

통제하는 공동 통화( 다수 국가에 해당)  ‘성장  안정 약(Growth 

and Stability Pact)’에 의해 가 되어 왔다. 이 약에는 산 자를 

GDP의 3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해야 하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이 

사실상 사회 정책을 한 자재정의 가능성을 사 에 차단한다.

다수의 연구자(Baumol 1967, Iversen and Wren, 1998, Pierson 2001)

가 제조업 부문 노동으로 특징지어지는 경제로부터 서비스 산업 비 이 높

은 시스템으로의 환이 국가 복지와 사회 구조의 여타 측면 모두에 많은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후 시 에 제조업에서 달성한 생산성 개선을 

서비스 부문에서 달성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는 장기

으로 생산성이 하되는 경향을 낳는다. 따라서 재의 서비스 산업 주의 

경제 체제에서, 쟁 직후의 빠르게 성장하던 제조업 경제 반에 걸쳐 지

출했던 것과 비견될만한 수 으로 국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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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재 나타나고 있는 증거를 보면, 그 장기  감소 경향은 지속 이지

도 않거니와 보편 이지도 않다(<표 2-1>). 생산성 개선은, 특히 신기술 도

입을 통하여 서비스 부문에서도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 감소는 확

실히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국가 복지 지출에 압력을 주는 주요 이슈로서 

이해되어 왔다(EU 1993).

〈표 2-1〉노동 1시간당 생산성 성장률(1970-2003)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EU-

11개국

1970년대 1.7 3.6 3.6 3.8 4.2 2.7 1.6 3.6
1980년대 1.0 2.9 2.3 1.9 3.4 1.9 1.4 2.3
1990-2003 1.7 1.9 2.0 1.2 1.2 2.4 1.8 1.9

Source: OECD

후기산업주의로의 환은 경제의 역을 넘어 가족 형태와 정치 구조에

도 향을 미쳤을 수 있다. Jessop(2002)은 남성 가장이 생계를 책임지는 

핵가족,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자의 연합된 정략  이해가 공장 시스템, 그

리고 비교  높은 산업 노동자의 임 과 연 이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주의

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특정한 복지제도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임 의 

지 이 단된 때, 즉 은퇴, 질병, 장애, 실업 등의 시기에 여가 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 인 임  보조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주의를 붕괴시키

지는 않았다. 아울러, 부분의 경우 가족 내 노동 분화와 육아  노인 수

발을 여성이 담당한다고 제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 서비스는 상

으로 빈약했다.

제조업으로부터의 서비스업으로의 환이 통  복지국가를 한 정치

 압력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계에 뿌리를 두는 정당들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많은 여성(특히 기혼 여성)이 유

 근로에 편입되면서 고용 평등과 육아  노인 수발 서비스 등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컨  Cantillon et al, 2001 참조).

이러한 경제․사회  압력이 복지국가 발 에 향을 주는 상황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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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노령화는 연   기타 형태의 

노후 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OECD는,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비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핵심 노동 인구와 은퇴자 집단의 균형에 

한 개략 인 지표)이, EU 15개 회원국에서 2005년과 2050년 사이에  

27퍼센트에서 56퍼센트(최고조에 달할 경우 이탈리아에서는 70퍼센트, 

국에서는 48퍼센트로 추산)로 증가하고, 미국의 경우  21퍼센트에서 39

퍼센트, 그리고 일본의 경우  29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증가하게 될 것

이라 상하고 있다(2005a, 차트1). 이에 한 우려로, 1990년  반 유

럽 곳곳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감소시키기 한 목 의 연  개 과, 특히 

노년층의 고용을 진하는 정책들이 생겨났다(Palier, 2003, ch 1; OECD, 

2005c).

이러한 요소들은 통  복지에 복합 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화는 각국 정부의 고용  사회정책 재원조달을 한 수단범 를 축소하고 

노동 시장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의 출 은 연 과 

같은 장기사회보장 분야의 부담과 더불어서 더 많은 정책수요를 발생시킨

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문제 들을 인식하고 복지국가의 미래는 경쟁  

삭감을 통한 장기 인 쇠퇴가 될 것이라 측한다(Rodrik, 1997, Allard 

and Danzinger, 2000). ‘지속  내핍(permanent austerity)’의 미래를 

측하는 사람들도 있다(Pierson 2001, 465). 그러나 복지국가의 경로에 

한 1990년 와 21세기 반의 연구들은 이러한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형 인 복지국가는 존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재의 쇠퇴가 경쟁 인 지출 

이기인지, 는 사회지출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인지를 분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본다. 1980년 에 사회지출은 어느 국가에서나 증가

했다. 1991년과 2001년 사이에 GDP 비 사회지출 비율은 캐나다와 EU 

15개 회원국 체에서 감소하 다. 그러나 추세를 살펴보면 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국, 미국의 증가세가 상 으로 더딜 뿐, 사회지출은 꾸

히 증가했다(OECD 2005a; <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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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GDP대비 사회 지출 비율(1980-2001)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EU-

11개국

1980 14.3 21.1 23.0 11.4 10.2 17.9 13.3 20.6
1991 21.1 27.2 24.9 23.5 11.3 21.1 14.5 24.4
2001 17.8 28.5 27.4 24.4 16.9 21.8 14.8 24.0

Source: OECD

산업 복지국가들이 과거 시장소득 근에 불리한 사람들을 하여 마련한 

정책들은 재 모든 곳에서 개 차를 밟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수 액 

삭감, 민간부문 역할 확 , 는 수 자격 요건 강화 등을 통하여 지출 억

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Myles and Pierson, 2001, 312). 한 경쟁  

압력을 통해 보건 서비스에 한 지출을 통제하기 하여 시장 시스템이 

도입되었다(Rico et al, 2003, 599-600). 이러한 정책들의 향으로, EU의 

경우 1994년과 1999년 사이에 연  수령 연령 1인당 평균 수 액이 2퍼

센트 하락하 다(EU, 2002a, chart 9). 실업에 한 OECD 조사에 따르

면, 인력 체율(replacement rates)은 1990년 에 랑스의 경우 높은 수

에서,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 낮은 수 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1980년 의 하락을 다소 만회하고 있는 반면, 기타 국가들은 감소하는 등, 

그 양상이 한결같지 않다(<표 2-3>).

〈표 2-3〉실업 인구의 총인력대체율(Gross Replacement Rates for Unemployed 

People)

(3개의 가족 유형으로 분류하여 작성, 1981-2002)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1981 18 31 29 1 9 24 15
1991 19 38 29 3 10 18 11
2001 15 44 28 24 9 17 14

Source: OECD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보장을 확 하기도 하여 사회지출축소라는 경

향을 상쇄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특히 임  노동자들에게 추가 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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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기 한 정책들이 폭 강화되었고, 보육  노인 수발을 한 정책

들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양상은, 개인의 고용 가능성을 개

선하고, 취업자 부(in-work benefits)증액  실업 여 삭감, 수 자격 

요건 제한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 를 강화함으로써 노동 시장을 활성화하

기 한 책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복지국가들에 작용하는 실질 인 부담과, 복지국가의 반 인 축소  

새로운 정책 개발이 혼재된 가운데, 반 인 상황은 복합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2-1]에서 사회, 경제 정책 간 계의 지배  패러다임이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이제는 도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환은 ‘새로운 사회  험(new social risks)’으로 인해 

새로운 정책 응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해서는 빈곤에 한 

최근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4절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빈곤

앞서 살펴 본 변화들은 ‘새로운 사회  험’에 한 논의를 환기 시킨

다(Esping-Andersen 1999, ch 5, Bonoli 2002, Taylor-Gooby 2004a). 

이 사안들은 확실한 것이기보다는 가능성에 불과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은

퇴 연  등 통  복지국가의 사회보장과는 구별을 지어, ‘필요(needs)’보

다는 ‘ 험(risks)’이라고 일컫는다. 복지국가 체제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

나 오늘날 사람들이 삶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험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노동 시장에 근하지 못하거나 노동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것과 련된 험

○특히 어린 자녀와 고령자를 돌볼 책임으로 인하여 유  근로 참여 

능력을 감소시킬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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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남성) 부양의무자 가족 모델로부터의 환과 더불어, 숙련 노동 

일자리의 유지 가능성  보수에 작용하는 압력은 이러한 험들을 가 시

킨다. 첫 번째 험이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향을 미치고, 

청년기와 노년기라는 형 인 삶의 특정 단계에 집 되어 있는 반면, 두 

번째 험은 가정 내의 육아나 노인 수발이 여성의 책무라는 지배  념 

때문에, 주로 여성에게 향을 미친다. Aliaga and Winqvist(2003, 도표 

3)에서 살펴 본 EU의 13개 회원국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약 1.5배 많은 시

간을 가사 노동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빈곤 정책에 한 최근 논

의에 비추어 어떻게 이러한 험들이 정책 토론에 반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제5절 선진국의 빈곤 경향

최근, 국가 간 데이터세트(data sets)가 마련되고 종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빈곤과 개인 삶에서 빈곤이 미치는 향에 한 지식이 향상되었다.2) 

몇몇 집단의 반  경향을 살펴보면,  빈곤은 1980년  반에서 

2000년 사이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한 반면, 상  빈곤은 증가하

다. 불평등(inequality)도 랑스,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

드, 포르투갈, 미국에서 감소하긴 했지만 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증

가했다. 빈곤은 인구 반보다 아동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

은 1990년 에 두드러졌다. 1990년  말에 이르러 노인의 빈곤율은 부

2) Luxembourg Income Study(http://www.lisproject.org/)에서 작성한 자료는 종  국가별 

비교를 가능하게 하 다. OECD는 차 으로 다양한 그룹을 상으로 복지지출의 많은 

분야에 한 국가별 비교를 한 정교한 자료를 만들어냈다. 최근에는 세 과 여의 향 

까지 고려사항으로 넣었다. (SOSX, Adema Fὃrster and Mira D'Ercole 2005); EU 한 

설문조사 자료들을 생산해 내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에 따른 국가별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Study의 빈곤 지속성  결핍에 한 비  

지표 자료까지 포함한다. 한 국제노동기구와 UN의 소득 빈곤, 불평등, 국가별 생활수  

등에 한 유용한 자료들이 있다. 한 World Values Survey와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ject의 자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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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국가에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았다(Förster and Mira d'Ercole, 

2005; Fritzell and Ritakallio 2004). 빈곤율 통계(<표 2-4>)는 이미 상

된 국가별 편차를 보여 다. 복지국가체계가 정착되어 사회지출 수 이 상

으로 높은 북유럽 국가들  유럽 륙 핵심지 의 국가들의 빈곤율은 

일반 으로 낮고, 지 해 연안국과 더욱 시장 지향 인 앵 로·색슨 그룹

(캐나다, 국, 그리고 특히 미국)의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빈곤율(중위소득의 50% 기준)

1980 2000

핀란드 5.4 5.4
노르웨이 4.9 6.4
스웨덴 5.3 6.5
벨기에 4.5 8.0
독일 5.3 8.3

네덜란드 3.9 7.3
이태리 10.4 12.7
스페인 12.2 14.3
캐나다 12.4 11.4
영국 9.2 12.4
미국 15.8 17.0

Source: Luxembourg Income Study

종  연구는 빈곤 경험의 폭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Layte와 

Whelan 등은 EU 시민들 간 빈곤의 동태성 조사를 해 EU가 수행한 처

음 5회에 걸친 가구패 조사(Household Panel Survey)를 분석했다. 이 연

구는 횡 으로 볼 때보다 종 으로 볼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 다(2003, 188).

<표 2-5>는 종  데이터를 이용하여, 빈곤율은 다수의 북유럽 국가들에

서 상 으로 낮고, 조합주의(Corporatist) 국가들의 경우 보통이며, 지

해 연안국과 앵 로·색슨 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익숙한 양상을 보여

다. 그러나 부분의 국가에서 4년간의 조사 기간  특정 시 에, 4년 

 어느 1년 동안 사람들이 빈곤을 경험하는 것보다 략 두 배 많은 사람



54

유
럽
의
 능
동
적
 복
지
정
책
 비
교
연
구

들이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횡  근은 빈곤이 체 

인구에 미치는 향에 하여 오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5〉빈곤경험율 및 1년 이상 빈곤경험비율

(종적 접근에 의한 년도단위의 빈곤 비율 1994-7. ECHP, 중위소득의 50% 기준)

1994-7년 동안 어느 한 해

빈곤을 경함한 비율

1994-7년 동안 한번이라

도 빈곤을 경험한 비율

1년 이상 빈곤 경험

비율(횡적접근) 

덴마크 4.3 9.2 2.15
네덜란드 6.6 13.5 2.06
벨기에 10.1 23.1 2.30
프랑스 10.0 19.4 1.94
독일 8.9 15.7 1.77

이태리 12.8 26.2 2.04
그리스 15.3 31.0 2.02
스페인 13.3 28.2 2.12

포르투갈 15.7 28.2 1.80
아일랜드 8.5 22.3 2.62

영국 14.4 28.4 1.97
Source: EU, calculated from Layte and Whelan, 2003, Table 2.

각 연령 집단을 살펴보면(<표 2-6>), 빈곤은 은 층과 노년층에 집 되

어 있다. 지 해 연안국과 앵 로·색슨 국가들에서는 18세 미만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북유럽과 조합주의 국가들은 청·장년층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바, 

이는 아마도 노동 시장 근의 어려움과 자녀를 둔 가정의 가용 소득원 간

의 균형을 반 하는 것이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빈곤은, 캐나다와 네덜란

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승하는데, 이는 연  제도로 인한 것이라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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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연령대별 빈곤율 (2000, 중위소득의 50% 기준)

0-17 18-25 26-40 41-50 51-65 66-75 76+ Overall

핀란드 3.4 15.5 3.8 4.9 5.5 7.0 16.1 6.4
노르웨이 3.6 17.8 5.1 2.8 2.6 5.5 19.9 6.3
스웨덴 3.6 14.4 4.9 2.8 2.4 4.6 11.5 5.3
벨기에 4.1 18.6 6.4 4.1 5.1 10.7 18.6 7.8
독일 10.9 13.7 8.4 4.1 7.9 9.7 10.7 8.9

네덜란드 9.0 14.4 6.0 3.7 2.9 1.5 1.8 6.0
이태리 15.7 14.0 11.0 11.7 10.7 14.6 16.4 12.9
스페인 13.3 13.3 9.4 8.6 11.7 14.8 9.3 11.5
캐나다 13.6 11.8 9.8 8.7 11.6 4.0 5.0 10.3
영국 16.2 11.9 8.7 7.9 7.6 11.4 19.2 11.4
미국 21.7 19.1 13.8 11.0 13.0 20.3 29.6 17.1

OECD 24개국 12.3 11.5 8.7 7.5 8.9 11.4 16.5 10.4
Source: OECD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여주는 <표 2-7>은 정책 입안과 하게 련된 

것이다. 이 표는 상 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이 크기가 크다는 을 고려

하면서 각 연령 집단이 경험하는 총 빈곤의 몫(share)을 보여 다. 어디에

서든 가장 많은 몫의 빈곤은 은 층이 경험하는 반면, 부분의 경우 노

년층의 빈곤 증가가 확연하며, 그  특히 북유럽과 벨기에의 75세 이상 

연령의 빈곤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고, 그 이외 국가들의 경우 50세에

서 65세 사이의 빈곤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다. 북유럽 국가들과 벨기에에

서 가장 큰 빈곤층은 청·장년층이며, 이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아동 

빈곤층이 가장 크다. 상이한 집단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그리고 특히 은 층에서 1990년  후반에 체 인 빈곤이 증가하 고, 

연령이 아주 높은 층에서만 감소하 다. 연령이 높은 층보다는 낮은 층의 

빈곤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며, 이러한 필요는 정책에 지 한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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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연령별 빈곤 점유율(share) 분포(2000, 중위소득의 50% 기준)

0-17 18-25 26-40 41-50 51-65 66-75 76+

핀란드 12.0 24.7 12.0 11.7 15.4 10.2 14.0
노르웨이 13.4 28.2 18.3 6.1 6.6 6.6 21.6
스웨덴 15.6 25.2 18.9 7.1 8.2 7.8 17.3
벨기에 11.3 23.4 18.4 7.4 10.5 13.7 15.2
독일 25.3 13.5 21.2 7.1 17.7 7.6 7.9

네덜란드 33.0 22.8 23.9 9.0 7.9 2.1 1.7
이태리 21.7 10.9 19.7 12.8 15.1 11.4 8.5
스페인 25.4 16.3 16.7 9.2 17.1 10.8 4.6
캐나다 30.3 12.4 21.9 13.6 16.7 2.9 2.1
영국 36.3 8.8 16.6 9.2 11.2 8.6 9.3
미국 33.3 10.9 17.3 10.0 11.4 7.7 9.4

OECD 24개국 28.4 13.2 19.0 9.9 12.6 8.3 8.7
Source: OECD

<표 2-8>은 편부·편모 가구와 부모(two parents) 가구의 아동 빈곤과 부

모의 고용이 아동 빈곤에 미치는 향을 보여 다. 아동 빈곤은 지 해 연

안국과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특히 미국을 시한 앵 로·색슨 국가들에서 

높다. 모든 곳에서 양부모 가족보다 편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이 높고, 한 

명이나 두 명이 일을 하는 가족보다 일하는 사람이 없는 가족의 아동 빈곤

이 모든 곳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 표의 두드러진 특징은 부모의 고용여부

가 미치는 향에 있어서의 국가별 차이이다. 부모 가구의 경우 북유럽 국

가들  랑스 이외의 국가들에서 그 향이 크게 나타나며, 편부·편모 가

구의 경우 북유럽 국가들에서 형 으로 그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양부모 세 는 부모  한 쪽이 유 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 랑스, 독

일, 스웨덴에서만 아동 빈곤이 한 자릿수로 감소한다. 이 OECD 연구가 결

론짓고 있다시피, ‘국가별 경험에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바, 이는 일부 

OECD 국가들에서 특정 요소들이 빈곤의 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Förster and Mira d'Ercole, 2005, 3). 이러한 증거는 빈곤 

정책이 험에 노출된 가장 큰 집단인 은 층의 수요, 그 에서도 특히 

부모의 고용을 우선시하되, 기존 사회보장의 패턴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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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2000, 중위소득의 50% 기준)

아동 아동가정

편부․편모 부모

전체 비근로 근로 Total 비근로
1명

근로

2명

근로

스웨덴 3.6 9.3 34.2 5.6 2.0 13.7 8.2 1.1
프랑스 7.3 26.6 61.7 9.6 5.1 37.9 6.3 1.6
독일 12.8 31.4 55.6 18.0 8.1 51.5 6.4 1.9

이태리 15.7 24.9 76.8 13.4 14.1 61.1 23.9 1.6
폴란드 14.5 34.7 69.1 13.7 10.2 41.8 14.9 1.9
캐나다 13.6 42.1 89.7 27.7 8.5 75.3 22.9 3.5
영국 16.2 40.7 62.5 20.6 8.7 37.4 17.6 3.6
미국 21.7 48.9 93.8 40.3 14.5 77.9 30.5 8.3

OECD24개국 12.1 32.5 58.0 20.6 8.7 41.6 13.7 4.3
Source: OECD

따라서 빈곤의 경향은 지난 20년간  빈곤이 감소하고, 부분의 

그 기간 동안 상  빈곤이 감소하다가 약간 증가하는 방향이었다. 부분

의 국가에서는 은 층과 노년층 모두 소득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빈곤자  그 수가 가장 많은 집단들은 은 층이며. 부모의 고용이 

은 층의 빈곤에 지 한 향을 미친다. 부분 국가에서 국가가 복지에 개

입함으로써 빈곤 증가율을 감소시켰다.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높은 회복력

을 보이고 있고, 앵 로·색슨 국가들과 지 해 연안국들이 가장 낮은 회복

력을 보이는 등,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다.

후 선진국들의 사회 정책은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우선시해왔다. 노령 

연 은 후 복지 국가 확장시기 동안 가장 요하고도 가장 지출이 많은 

분야 다. 최근의 사회안 망 개선에 한 정책 토론은 주로 은 층의 유

 근로 참여를 진하는 사회보장에 을 두어 왔다.

OECD 사회부장  회의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을 통해 각 세 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한 양육  교육 지

원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효과 으로 아동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

도록  지원과 기타 혜택들을 마련하는 데 확신을 기하여야 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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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장벽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 

부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정책으로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OECD 

2005b).’

특히 은 빈곤층의 고용 근에 한 주제는 EU 보고서들에서도 두드

러진다. 체 으로 볼 때, ‘자원 련 요소들, 그리고 그  특히 교육, 사

회 계층, 고용이 ( 략) 소외계층을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는 교육, 훈련, 고

용에 한 정치 , 정책  의지가 각국의 복지  유럽의 사회  아젠다의 

요체라는-혹은 계속해서 요체여야 한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 략) 두드

러지게 가시화된 빈곤 계층에 일정 기간 집 하는 특수 정책은 하나의 보

완책일 뿐, 보다 포 인 사회 정책들의 체물은 아니다(EU, 2002b, 

147).’

향력 있는 최근의 한 연구에서 Esping-Andersen과 다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회복지 정책은 고용 정책과 별도로 추진될 수 없

으며, ( 략) 효과 인 빈곤 퇴치 략은 여성 고용, 일의 질 개선, 사회  

보호(social care)  소득 보장을 조합하는 것이어야 한다(2002, 25).’

보호(care)를 논함에 있어서 한 가지 지 할 이 있다. 보호 의무는 근

로 연령의 성인, 그  주로 여성에게 향을 다. 한 생애에서의 시기로 

보자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가정생활 년기와, 이후 간혹 노약한 

족을 보살펴야 할 필요한 시기가 찾아온다. 1998년 ECHP의 자료에 따르

면, 어린 피부양자와 노약한 피부양자 모두 여성의 근로 가능성에 향을 

미친다. 부양할 자녀가 있는 부부로 이루어진 세 를 보면, 한창 일할 연령

(20-49)의 남성 90퍼센트가 고용되어 있는 데 반하여, 여성의 경우 57퍼센

트에 불과하다. 피 부양 노인에 한 보호 의무를 지는 높은 연령층의 부

부의 경우에는 남성의 고용률은 47퍼센트로, 그리고 여성은 29퍼센트로 하

락했다—남성  여성의 비율은 3  2로 동일하나, 반 으로 고용률이 낮

다(Eurostat 2002, 표 A.21).

빈곤 해소의 수단이건 국가 경쟁력 강화 수단이건, 여성 고용 확 를 

한 논의에서 보다 요하게 다 지는 것은 가정생활 년기이다.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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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이유는 일반 으로 낮은 고용 수  때문에 체 양육의 의무를 가

진 여성들과 그 지 않은 여성들 간의 격차는 33퍼센트인데 비해, 상

으로 나이가 많은 층으로 가면 그 격차는 18퍼센트로 어든다. 이것이 정

책에 해 갖는 의미는 상 으로 연령이 낮은 근로 여성의 능력을 신장

하는 것이 피고용인 수 측면에서 고령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이다. 주목할 것은, 최근의 분석에서 고령자에 한 보호의 

효과 증거자료들은 별로 에 띄지 않고, 세  내 자녀의 존재와 여성 고

용률 간의 계 자료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컨  Agliaga, 2005).

노동 시장 근과 보육  고령자 수발의 필요성 등 새로운 사회  험

에 한 정책  사고의 환은, 이 부분의 조치가 재의 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열어 다는 증거에 기반을 둔다. 이것은 경

제정책과 사회정책 간 계에 한 기존의 주장들과 맥을 같이하며, 재편성

된 복지 국가가 근로 인력 확 와 사회  수요 감소를 모두 달성할 수 있

다는 견해와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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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건의료: 독일 및 영국

제1절 출발점

  1. 보건의료 서비스의 재원 조달 및 구매 구조에 관한 기능적 및 

제도적 관점

보건의료 부문에서 부족한 재원을 다음과 같은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배

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a. 질병 방  건강증진

b. 다음을 포함한 성  만성 질환자와 건강한 개인에 한 치료

－의약품 치료

－물리치료

－의료장비

c. 재활

d. 간병

e. 심리사회  치료

f. 치과 치료

g. 질병 수당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한 것은 다각화되고 유연한 보건의료 제도이다. 즉, 

여러 부문에 걸쳐 조정되고 환자의 선택에 을 맞추는 비용 효과 인 

서비스로 주어진 요구에 응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 역에서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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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며 기 을 모으는 여러 가지 방법("외부 재원 조달")을 뜻하는 재원 

조달 옵션을 제외하고는 종합병원, 재활기 , 개업의로부터의 의료 서비스 

구매와 약품, 치료제, 의료기구 등의 구매가 그 다음으로 요한 측면이다. 

이것을 "내부 재원 조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 의료 서비스에 한 환  

는 지 을 의미한다. 이상 으로는 모든 서비스가 의료 지침, 모범 행 

 결과 지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환 제도는 본래 수익 지향 이기 

보다는 결과 심 이어야 하지만, 행 별수가제(fee-for-service) 기 의 

환 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반 인 목표는 보건의료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 이고 품질이 보장되

는 의료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보건의

료에 한 기능  근이 향후 개 에 꼭 필요하다. 통합 인 보건의료 

달 체계를 해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기 과 의료보험조합(sickness fund) 

간의 새로운 형태의 선별  계약이 필요하다. 재활을 포함한 치료와 간병의 

제공이 체계 으로 공조되고 공동 보상을 통해 비용이 충당되어야 한다. 네

트워크 산 편성  새로운 유형의 행 별수가제를 통해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포  " 방  치료(all-round-care)"가 재원 조달의 새로운 주제

이다. 지 까지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 구매에 한 황 률을 찾아내지 못했

기 때문에 아마도 경쟁 강화가 이 문제의 해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네트

워크를 제안하는 것은 쉽지만 이를 완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의료 서비스의 

가격 책정, 구매(즉, 포 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s)), 기  

가격이나 의료수가를 기 으로), 지출  재원 조달(세 , 본인부담 , 보험

료 등) 구조는 어떤 참여자에게도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여 다. 이러한 구

조가 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의문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국민을 상으로 

하는 필수  보건의료를 제공, 자  조달  구매하는데 필요한 제도  세

부사항을 발 시키기 해서는 사회  구속력이 있는 경쟁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  에서 보건의료 제도의 자  조달 분야와 출처를 구별하는 것이 

요하다. 독일에는 사회보험에 기 한 제도를 통한 각각 다른 특징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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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개의 서로 다른 의료비용 부담 당사자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네 부문

이 보건의료, 연 , 간병, 법정 상해보험을 담당하고 있다. 민 의료보험 외에

도 주 정부 지 액, 본인부담액  고용주의 지 액 등이 존재한다.

독일에는 사회보험(SHI: Social Health Insurance) 제도가 보건의료 지

출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지불 책임자들도 환자

의 치료와 공공 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에 주목해야 한다. 사

회연 제도의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재활 수당이 긴

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쉽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독일에

서는 본래 고용주의 책임인 계속  임  지 이 총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

고 가정의 본인부담액과 병원의 자본비 자  제공 한 락된다.

국의 국민의료제도(NHS: National Health Service)는 세 으로 충당

하며 해당 지역을 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앙집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의 민 의료보험 비 은 재 작지만 늘어나는 추세이

다. 따라서, 긴 기시간을 감안하면 국민에 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

는 주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정부 개입의 배분적 및 분배적 이유

경제  에서 보건의료 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이해 계자 범

주는 의료 제공기 , 환자/보험가입자/납세자  의료보험 기 , 보건당국이

다. 이에 따라 의료 제공기 과 환자 간의 의료 서비스  상품 시장, 의료 

제공기 과 의료보험 는 의료당국 간의 서비스 시장, 환자/보험가입자/납

세자와 의료보험 기  간의 의료보험 시장 등의 서로 다른 하  시장의 존

재하게 된다.

한쪽이 상 방에 비해 항상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이해 계자 간에는 여러 경우의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며 그에 상응하

는 유인과 해요인이 수반된다. 비 칭  정보 분배의 결과로 의료과실과 

리 문제가 여러 다른 구성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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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상품 시장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주인- 리인 계는 모

든 행 가 명백히 드러나지도 않고 결과가 항상 리인의 행 와 련되어 

있지도 않음을 의미한다. 문가인 의사( 리인)는 해당 환자(주인)에 한 

치료를 선택함에 따라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리인)

이 환자에게 특정 치료법을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를 소  "공  

심 수요"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환자 계는 지난 수십 

년간 변화했다. 정보사회의 발달로 환자는 정보 격차를 극복할 수 있게 되

었는데 만성질환 는 희귀병에 한 인터넷 활용과 자조그룹 조직을 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에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주권을 회복하게 된 것이

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문가가 되고 의사가 유일한 의

사결정권자가 아닌 자격을 갖춘 상담역으로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의사의 

행동 범 가 부분 으로 구속력을 갖게 된다. 한, 근래에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환자의 권리가 논의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일정 수 까지의 정보만 고지하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행동과 지시사항 

수 여부에 해 부분 인 정보만 입수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치료의 

결과가 리인(의사)의 행 에만 으로 달려있지 않다는 을 유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 , 구조 , 인구통계학 , 사회경제 , 의료  요인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건강 상태에 향을 미친다.

의료 제공기 과 의료보험 기  간의 공 자 시장에서도 의료보험 기

이 의료 서비스 제공기 에 비용을 환 하지만 수행된 서비스의 필요성과 

범 를 완벽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역시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

한다. 근래에 포 수가제, 지침  모범 행의 도입으로 보험사는 실질비

용의 산정과 그에 따른 의료 서비스 환 을 더 효율 으로 할 수 있게 되

었다.

정보의 불균형은 의료보험 시장의 기능에도 향을 미친다. 시장의 실패

로 이어지는 다음의 두 가지 상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환자와 의료 제공기 의 도덕  해이

－의료보험사의 역선택



67

제
3
장
 보
건
의
료: 

독
일
 및
 영
국

도덕  해이란 의료보험 가입 후의 기회주의  행동을 의미한다. 마찬

가지로, 보험의 존재와 보험  제공이 개인의 행동에도 향을 미치게 된

다. 숨겨진 정보와 숨겨진 행동에 따른 사  도덕  해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유발한 개인의 행동 즉 건강하지 못한 생활방식을 뜻한다. 사고 발

생 후에 보험사가 질병의 원인을 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보험사가 

단할 수 없는  다른 요인은 질병의 도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환자가 투병을 하는 상황에서 사후 도덕  해이가 

발생한다. 환자와 의사는 비용 감과 이것이 보험사에 미치는 부정  향

에 해 신경 쓰지 않는다. 의사( 문가)가 질병 치료의 의료   기술  

범 에 해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수 있

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험 여가 제공되는 한 환자의 의료 서비스  상품

에 한 요구도 늘어난다. 사후 도덕  해이의 문제를 이기 해서 공제

, 고용주의 보험부담, 보험가입자에 한 특별요 제 등을 도입할 수 있

다. 행동지침과 근거 심 의료의 용을 통해 의사의 행동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 가지는 서비스의 양 는 유형에 한 서비스 할당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의 리상 문제는 역선택이라는 것이다. 험율 선별 수단이 없

는 규제되지 않는 보험시장에서는 험율이 낮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험율이 높은 사람은 상당히 많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한다. 

이러한 결과는 험율 선별 과정에서 기인하는데, 보험이 험율이 낮은 사

람과 높은 사람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은 평균 험율 

산정에 근거해서 약 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 게 되면 험율이 낮은 

사람에게는 보험료가 무 높고 험율이 높은 사람에게는 무 낮게 책정

되게 된다. 그래서 험율이 높은 사람만 보험을 들게 되는 것이다. 결과

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해 보험의 험율 구조상 더 많은 보험료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개인들은 자신의 험율에 비해 보험료가 

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험을 해약한다. 하지만, 개인의 험율 정보 

확보의 기술  측면은 윤리  문제를 야기하는데 유 자 검사를 통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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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 험율도 있기 때문이다.

역선택을 해결하기 해 국가가 모든 국민을 상으로 하는 의무  국민

보험을 도입할 수 있다. , 구별 없는 모든 험 청약 의무를 통해 험율 

선별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험 보정 제도를 도입해 의료보험사 간

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3. 보건의료 제도 비교 기준으로서의 실현능력 접근법(capability 
approach)과 생애경로 관점(life-course perspective)

권능부여(능력개발; enabling)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기본 원칙은 실 능

력 근법과 생애경로 이다. 두 가지 개념의 특징은 다분야 이라는 

과 개인의 복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다차원  근이다. 보건의

료 제도의 평가 기 으로 Sen의 실 능력 근법을 용하는 것은 이례

이고 새로운 상이다. 이 근법은 수단과 목 , 그리고 실질  자유(실

능력)와 결과(달성된 기능)간의 차이 을 강조한다. 실 능력이란 사람이 

하거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건강은 개인의 복

지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며 근로와 활동 능력을 구성한다. 따라서 자신

의 삶을 하고 리할 수 있는 이 게 완 하거나 만족스러운 삶을 

하기 해서는 실제 복지정책이 다원  행동 가능성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실 능력 근법은 "사람들의 건강상태, 

그리고 깨끗한 물, 의사 근성, 감염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보건사안에 

한 기본지식 등의 실 능력에 필요한 수단이나 자원에 해 질문을 던진

다."(Robeyns, 2004) 보건의료에서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없애는 것 그 이

상을 의미하며, 를 들면 사고 발생 시 충분한 구조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긴 한 의약품과 방  의약품을 제공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와 응수

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것은 의료시설과 치료

뿐만이 아니다. 경제  번 , 고용, 사회  결속, 경제  사회  불평등 등 

수많은 요인도 향을 미친다. 연령에 따른 남녀의 평균수명  질병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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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 능력  차이 도 고려해야 한다.

참여와 행동의 기회를 제공해서 개인의 자유를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권

익강화화 개념에 속한다. 보건의료에서 행동의 기회 는 가능성 제공의 개

념은 선택권으로 해석된다. 보건의료의 선택권은 보험, 제공기   치료법

의 선택으로 구성된다.  공평성과 련해서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된

다. 선택권이란 항상 연령, 교육수 , 시설의 지리  분포, 사회규범, 지불 

의지 는 능력에 의해 향을 받거나 제한된다. 유럽 보건의료 제도에서 

선택권은 수 은 매우 다양하며 독일과 국의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설명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두 국가 모두 모든 국민을 한 평등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 있지만 부자들이 항상 더 많은 선택권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애경로 은 통 으로 교육기간, 근로기간, 퇴직의 세 가지 기간으

로 구분되지만 사회 정책의 세 간 측면도 의미한다. 인구학  과제 특히 

연령구조의 변화로 인해 모든 국가에서 연 과 의료보험 제도 개 이 필요

하다. 부과형(pay-as-you-go) 제도와 립형(fully-funded) 제도는 일장일단

이 있다. 요한 은 두 제도가 서로 다른 험을 보상한다는 것이며 이

것이 자산형성 연 제도를 더 비  있게 고려하는 기 이 바람직하지만 제

도  구조를 신 하게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보건의료 재원 조달 개

은 제도의 공  측면에 한 조정과 동반되어야 한다.

배 의 문제에 해서는 시장 경쟁을 통한 자원 배분이 최선인데, 이 방

법이 개인  소비자의 주권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와 조 으로, 보건

의료의 직간  배 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사한 사례

를 유사한 방법으로 치료하기 해서 근거 심 의술의 등장을 불평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유럽 보건의료 제도가 

앞서 언 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서는 유럽 보건의

료 제도의 주요 차이 과 유사 을 우선 설명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재원 

조달  구매 구조상 정반 의 모델을 변하는 독일과 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비교하는데 특히 을 둘 것이다. 그 다음으로 앞서 언 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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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근법과 생애경로 에서 독일과 국의 보건의료 제도를 설명

하고 분석할 것이다.

  4. 유럽의 보건의료 제도 소개

유럽연합의 보건의료 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재원 조달, 부 범   구

매 구조, 의료 제공, 의료 품질, 선택권의 수 , 책임의 배분, 의료 문가

들의 기술배합, 의료 문가의 교육  양성과 의료 서비스 생산에 한 

인센티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몇몇 국가 특히 국민의료보험  국가회계로 충당되는 의료 서비스의 

경우 의료 서비스 공 에 있어 어느 정도의 기자 명부나 부분  병목

상이 존재한다. 기자 명부가 있는 국가는 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덴

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도 포함된다. 재정  제약의 결과인 의료 서비스 

근의 불평등이 제한  는 한정  의료 서비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세 으로 충당되는 보건의료 제도상에서 추가 인 개인 본인부담이 늘어

나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한 평등한 서비스라는 주장은 의심스럽다. 유럽 

보건의료 제도의 향후 동향은 모든 제도가 구조  변화(분할이 아닌 통합

 보건의료, 재정  지속 가능성)와 인구학  변화(고령화, 출생률 감소 

 총인구 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이 의료기술의 발 에 

한 기 와 결합하면서 결국 비용효과와 지출 확 를 발한다.  이러한 

상황이 부족한 재정과 겹치면서 산 자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환자의 의

료 서비스 청구액과 건강웰빙 부문의 소비자 수요 증가를 발한다.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지속 인 개 이 진행되고 있고 역사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제도의 분류가 어렵고 정확하지 못하다. 제도

마다 나름의 역사, 문화, 제도 , 조직 , 정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미래의 발  방향 선택도 달라질 것이다.

독일의 Bismarck 모델과 국의 Beveridge 모델이 차 서로 다른 재

원 조달 방식을 조합하고 있기 때문에 두 모델의 통  구분을 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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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everidge 모델은 공 의 완 한 평등을 목

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분의 국가 보건의료 제도에 

기자 명부가 존재하고, 의사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며, 추가 인 민 의료

보험이 동반되는데 이 모두가 공 의 평등이라는 목표와는 배치된다. 

Bismarck 유형의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이질  상이 찰된다. 경쟁 모델

을 추구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동조합 모델을 추구하는 국가가 있다. 

부  동유럽의 신규 EU회원국들은 과거에 Siemiaszko 모델의 향을 

받았는데(Figueras et al. 2004) 이는 모든 의료시설의 평등, 앙당국의 

계획, 국유화라는 앙집 식 사회주의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  경제체제의 붕괴 이후 부  동유럽 국가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의 모델로 설명할 수 없다. 일부 국가는 

Bismarck 모델을 수립하고자 했고 다른 국가는 Beveridge 모델 는 두 

모델의 조합을 추진했다.

요약하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일련의 공통되는 기본 원칙과 가치를 공

유하고 있다. 그것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원은 다르

지만 공동연  원칙을 실행하며, 보건의료를 인  자본에 한 투자로 이해

하는 것이다. 경쟁 요소가 포함된 제도도 사회  구속력이 있는 규제되는 

경쟁을 추구한다. GDP의 15%를 보건의료에 지출하지만 4천2백만 명이 의

료보험 미가입자인 미국과 비교하면 유럽은 평등한 보건의료 이용권 보장과 

국민 상의 최소한의 기  제공을 주장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미국의 자조 보건의료 모델은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한다. 즉, 자신의 건강

을 돌보고, 개인  차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메디 어와 메디 이드라는 

특정 의료보조에 해서만 제한 으로 공  지출이 이루어진다. 이는 공동연

와 개인의 건강에 한 사회의 책임에 기반한 거의 국민를 상으로 하

는 보상 범 를 제공하는 유럽식 근법과는 극명하게 갈라진다.

EU의 제도 비교법은 과거 몇 년간의 보건의료 제도를 비교하는 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다. 유럽의 보건의료 제도에서 OMC(Open Method of 

Coordination)의 용은 벤치마크 체계의 근간이 되는 실  가능한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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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3) 그러나 불행히도 확정된 지표에 한 합의가 없

기 때문에 지표 분석  선택이 제각각이고 순  결과도 서로 다르다. 

체로 비교 지표의 선택은 내용을 설정하는 문가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지표 선택은 벤치마크 체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에 의해 보건의료 제도의 

순  결과가 크게 차이 나게 되는 것이다.

제2절 독일의 사례

  1. 적용범위

국민의 약 90%가 임 에 따른 고용주  피고용인의 부담 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독일 SHI(Social Health Insurance)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민 의료보험과 그 외 기 들이 나머지 10%를 충당한다. SHI에 한 여

세(payroll taxes)가 피보험자  피부양자(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의 개

인 , 의학 , 사회  험과 별개이기 때문에 높은 수 의 용 범 가 

국민의 평등한 보건의료 이용의 기반이 되고 있다.

월수입 400유로 미만의 피부양자나 교육, 훈련 는 연구에 종사하는 자

3) 2000년 리스본 유럽이사회는 개방형조정방식(OMC)을 통해 유럽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

력 있고 역동 인 지식기반 경제지역으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통해 더 많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고자 하 다. 이는 경제  문제를 가장 핵심 인 

정책과제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제  목 은 기존의 통 인 경성  입법

(hard legistration)이 아닌 회원국가간 력과 조정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
라서 OMC와 같은 연성  규제(soft regulation)에서의 권력은 법  제재가 아닌 상호압

력(peer presure)  평가(peer review)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해 회원국간 수범사례(best 
practice)를 통한 벤치마킹 등이 도출되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게 된다. 한 

OMC는 개별 회원국 뿐만 아니라 시민단테, 노동계, 지방정부 등 공사부문에 걸쳐 다양

한 이해 계자들을 포함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구 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개
방형조정방식(OMC)는 EU회원국의 다양성과 EU공동의 통일성 간의 실행가능한 균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 인 메커니즘으로 정책과정상의 융통성에 을 두고 있다. 
이 듯 개방형 조정방식은 자발성, 보조성, 융통성, 참여, 정책통합, 그리고 다수  간의 

통합이라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즉, 개방형조정방시은 유럽연합의 “보조성

(Subsidiarity)”의 원칙 하에 통합운동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해 제시된 새로운 형태의 

거버 스 장치로서, 공동체의 다양한 속성을 인정하고 정책  융통성(Flexibility)과 정당

성(Legitimacy)을 유지하면서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 구조를 극 활용하여 다자  수렴

을 이끌어내기 한 취지에서 시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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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25세까지 공동 가입된다. 학생들은 제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의무

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부담액의 반만 내고 나머지는 연방정부에서 부

담한다. 2004년부터 모든 연 수령자를 동등하게 우하기 시작하면서 

재 연 수령자들은 직장연 과 비법정 연 을 포함한 모든 연  지불액에 

따라 보험료율 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동가입자와 학생, 임  근로자(월수입 400유로 미만)를 한 특별 제

도는 보건의료 제도의 사회  속성의 한 측면을 보여 다. 한, SHI 보험

의 수 범 와 보험료가 임 을 기 으로 한 납입 능력에 따라 고정 요율로 

정해진다. SHI 보험료의 임  기 이 존재하는 것이다. 기 까지의 보

험료는 백분율로 산정된다. 2005년에는 평균 보험료율이 약 15% 다.

근로기간 동안에는 임 에 따라 SHI에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임 이 일

정 기 선 이상인 경우(2004년 기  월수입 3,825유로) 험 등가치 보험

료와 립방식의 민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은 

고수입자는 자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

기 때문이다. 민 의료보험으로 교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최고 고정 보험

료율을 납부하며 SHI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 회귀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정 임  수 을 과하는 사람은 민 보험과 국민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공무원도 추가 으로 민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2. 급여: 범위 및 구조

SHI와 민 보험의 여(서비스)는 피보험자와 공동보험자에 해 체로 

비슷하다. SHI 보험법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가 "의료 례의 기 에 따라 

충분하고 효과 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료는 "필수 "이어야 한

다는 유일한 기  때문에 여 확  경향이 더 강화되었다. 일반 으로 

SHI 여의 약 95%가 모든 법정기 에서 동일하다. 민 기 의 여도 병

원에서의 추가 서비스와 일부 경우의 더 신속한 치료를 제외하면 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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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일반 으로 법정 의료보험의 서비스 범 는 Social Code Book

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 수 권에는 질병 발생 시 치료, 건강검진, 

피임법, 질병 재활이 포함된다. 독일의 SHI는 다음을 제공한다.

－거의 무료의 외래  입원 치료

－일반의와 문의(치과의사 포함)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특정 종류의 방  치료

－가족 계획 서비스

－재활 시 의료 서비스

 

의료 문가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모두에게 시술할 수 있다. 2004년 

부터 개인병원 방문에 분기당 10유로가 소요되었다. 주치의의 소견서가 

없다면 의료 문가와의 상담 시 환자는 추가로 10유로를 더 지불해야 한

다. 획일 인 평가 척도가 제공기 과 의료보험조합 간의 환 액을 정의한

다. 개인의 보험료 납입액은 여러 유형의 고에 지불된다. 그러면 여러 

고에서 체 합계액을 의사 회에 달하고 회에서는 규칙에 따라 의사 

개인에게 돈을 지 한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독일에서는 장기이식 등의 

기자 명부나 공개 배 제가 아직도 매우 드문 외사항이다.

병원이나 재활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 되는 질병 수당은 개  

이다. 질병 수당은 최근에 SHI에서 제외되었고 개인  차원의 의무  보

험으로 체되었다. 따라서 고용주가 더 이상 보험료의 반을 부담하지 않

는다.

여의 범 와 구조는 독일 보건의료 제도의 핵심이다. 피보험자는 기  

유형, 제공기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 결과, 보건의료 서비스에 

동등하고 신속하게 근할 수 있고, 개인의 선택권이 확보되는 동시에 제공

기  간에 일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새롭게 제기된 더 많은 방  조치

를 SHI에 통합하는 방안은 질병의 치료를 필수 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잠재  건강에 한 투자도 고려한다. 이는 독일 보건의료 제도에서 

개인의 실 능력  역량을 존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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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료 서비스의 재원 조달 및 구매

독일에서 SHI는 체 보건의료 지출의 약 57%만을 차지하고 있다. 지

난 보건의료 개  과정에서 민간의 지출을 늘리는 추세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는 비용 억제 정책의 결과만은 아니다. 환자측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신

호로도 설명할 수 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재활기 에서의 의료 서비스 

구매와 여러 서로 다른 시장에서의 약품, 치료제, 의료기구의 구입은 "내부 

재원 조달"로 볼 수 있다. 한, 독일은 보건의료의 분할을 극복하고 통합

되고 품질이 보장되는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목표

를 달성하기 해서는 필요한 개 을 수행하기 한 보건의료에 한 기능

 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  의료 제공 제도에는 새로운 근법( : 

새로운 형태의 의료보험조합의 선별  계약)이 필요한데 1997년 이후 독일

의 보건의료 제도 개  기간 동안 도입된 바 있다. 모든 종류의 외래  

입원환자 치료, 요양원  재활기  제공이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 포  

" 방  치료"가 재원 조달의 새로운 주제이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제안하

기는 쉬워도 실제로 구축하기는 어렵다.

  4. 보건의료의 분배

보건의료의 분배 요소는 건강상태의 사회경제  분포, 의료 서비스의 

근성(수입, 주거, 사회  지 와 별개의), 특정 유형의 치료 이용 패턴(특정 

질병의 조기 발견, 정기검진  방  치료), 수입 분배에 미치는 향 등 

여러 요소를 뜻한다. 이런 효과 의 일부는 보건의료의 제공  재원 조

달에 좌우되거나 향을 받으며 EU 내에서 편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모든 사회에서 재산과 건강은 불균형하게 분배된다. 사람들이 

양, 흡연 는 화학물질 등 유해요소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다. 이와 동시

에 개인의 건강 자원은 유  요소, 교육, 수입, 자존감  참여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 험행동 는 증상 내성을 포함한 개인의 생활방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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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하게 분포된다. 그러므로, 응력이 뛰어난 보건의료 제도만이 건강

증진, 방  조치, 치료, 재활  장기치료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질병 치료

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 게 함으로써 개인의 실 능력에 기여하고 삶

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다른 분배  측면은 

앞서 언 한 의료보험의 재정  측면에 미치는 향이다. 이 에서는 세

간 측면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재원 조달이 핵심 요소가 된다.

부과형 제도에 기 한 독일의 여세 보험료는 재분배 요소를 가지고 있

다. 이는 체로 보험 원칙으로부터의 후퇴를 의미하는데, 수 권이 보험료

율과 별개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SHI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과정의 정

성  측면과 정량  측면은 지속 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생애주기  근

법을 고려할 때 특히 더 그 다. 독일인구의 고령화 가속화와 의학기술의 

발 과 함께 부과형 제도의 지출  수익 방향 수정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속  고실업률, 미래 노동력 감소, 새로운 근로형

태 등 외인   주기  요인이 수익에 부정  향을 미치고 있다.

한, 노년층 인구에 한 지출이 이들의 SHI 보험료보다 많은 반면, 

년층은 수  서비스 비용에 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 따라서, 연

령 집단 간의 재분배가 찰된다. 독일에서 60세 이상의 인구가 납부하는 

SHI 보험료는 20-60세 사이의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반밖에 안 된

다. 동시에, 60세 이상의 인구가 소비하는 지출액은 세 배나 많다.

독일의 인구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하다. 출생률이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것과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이다. 두 상 모두 잠재  가임여성

(20-44세) 세 의 감소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의 인구

망에 따르면 50-60세 인구가 2020년까지 지배  연령 집단이 될 것이다. 

재는 35-40세 인구가 지배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연

령 피라미드가 반 로 뒤집히게 될 것이며 이민으로 이 상을 막을 수 없

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이민자 유입인구가 490만에서 930만 명에 이를 것

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재의 독일 총인구를 안정 으로 유지하려면 이민

자 유입이 서  배 더 많아야 한다. 독일 외에도 고  이민자 유치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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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국가가 많고 정치  이유로 독일에서 높은 수 의 이민자 유입은 

어려워 보인다. 한, 역사 으로 독일의 고  이민자 유치 근법은 성공

이지 못했다.

인구변화 추세가 오랫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가 "이 " 고령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것은 재 20-60세 사이의 인구

가 복지국가의 사회보험제도를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인구의 변화를 감안하면 부과형 제도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SHI 

제도의 재정 부담을 노동인구가 떠안고 있지만 미래에는 이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생애경로에 에서의 세 간 정의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수명 

기간  특정 시 의 연령 집단 비교(횡  분석) 는 동일 연령 집단의 

집 분석(종  분석)이 그것이다. 분배 정의는 규범  개념으로 논란의 

상이다.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려면 여러 세 에 한 부 수령과 제

공의 균형을 고려한 세 간 평등한 우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비용편익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현안 및 장기적 관점

세계 으로 독일의 보건의료 제도는 높은 수 의 여 범 와 인생사의 

변화에 한 포 인 안 장치로 유명하다. 소득, 사회  지 , 주거지에 

상 없이 모든 사림이 높은 수 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반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 에 

한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련자가 배 제의 을 

방지하고, 인구학  과제를 해결하며, 지  같은 인간 심 이고 미래지향

인 성장부문을 보호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건강상 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고  보건의료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타당

한 인센티 로 구성된 새로운 체계가 바로 선행조건이 된다.

기존 보건의료 제도 개선과 주어진 체계 유지에 합의한다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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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요건이 필요할 것이다.(Henke and Schreyogg 2004)

－보험사 간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제공기  간 경쟁 강화

－병원의 효율성 개선  지역 차원의 소유권 민 화

－ 방, 건강증진, 자기책임성 강화

－보건의료에 한 근법 향상 로젝트  부문간 경계를 아우르

고 결과에 을 맞추는 재원 조달 방식 개발 로젝트 확

－보건교육, 정보, 투명성 확   권익강화

－보건의료 시설의 인증과 근거 심 의료에 근거한 품질 보증 확

마지막으로, 경제  에서 재의 자치정부 제도가 그 로 유지되려

면 제도의 재원이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공평하게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

을 근거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 게 되면 양쪽이 모두 보건의료 

제도에 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  근법은 상당한 혼

란만을 가 시킬 가능성이 크다.

여세율이나 보험료율의 인상 때문에 SHI의 비용 억제 문제가 계속해

서 정치  의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보험료율  고용주의 부담  인상, 

산 삭감  가격 통제 등의 조치와 법정 의료보험조합에서 비효과  의

약품을 하게 환  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그간 제

도의 구조가 변화된 이 없기 때문에 여러 이해 계자들의 기본 향력, 

유인책, 억제책이 그 로 유지되었다.

2004년에 재정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독일 보건의료 제도 재정 

개 에 한 수많은 안이 논의되었다. 사회의료보험의 분배  요소를 축소

하려면 재의 여와 보험료 간의 균형을 보험 원칙에 따라 조정해서 투

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 시민보험안에서 제안한 SHI의 인원 범   

평가 기  확 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해결책으로 고려되지 않

고 있다. 의료보험사 간 경쟁 강화에 기 한 제도를 원한다면, 구조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즉, SHI의 서비스 패키지를 차별화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따라서, 정액제(인두제 는 일  지불제)로의 환이 바람직하다.

근본  재정 개 을 한 논의는 시민보험  집단요율(1인당 보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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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추고 있다. 그 외의 개  노력은 부분 통합  의료를 한 조

건 개선에 집 되어 있다. 새로운 인센티  구조의 확립을 해서 의료보험

조합과 제공기  간의 선별  계약  통합  치료의 가능성이 도입되어 

재 시행 이다.

제3절 영국의 사례

  1. 적용범위

주요 목표는 지불 능력이나 사회  지 에 상 없이 국의 모든 국민에

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의 약 11%가 추가

로 꽤 고가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59%가 직장보험, 

31%가 개인보험, 10%가 피고용인 납입보험이다. 지난 몇 년간 이러한 민

간보험의 유율이 안정 이었다. European Observatory Report에 의하면 

안정  유율의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든다. 민 의료보험 가입자를 자세

히 살펴보면 부분이 사회경제  지 가 높은 집단이다. 기 시간을 없애

고, 병원을 선택하고, 더 나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기 해 국에서 민 의

료보험을 찾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 능력을 생각해보면 모든 국민을 한 평등한 보건의

료 제공이라는 개념이 기자 명부를 뛰어넘고 모든 의료혜택을 리기 

해 민 보험을 찾는 인구의 증가로 인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

자들이 세율에 따라 NHS에 보험료를 납입하기는 하지만 이  기 의 보건

의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의 세제가 진 과세하기 때문에 부유층이 

빈곤층보다 NHS에 비교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는 하다.

  2. 급여: 범위 및 구조

일반 으로, NHS는 수용 가능한 수 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 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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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해 명시  서비스 목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운  기  한 모

호하다. 일반의가 통상 으로 제공하는 유형의 모든 필요하고 승인된 개인

의 의료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European Observatory Report에서는 

제공 서비스의 범 에 해 상당한 수 의 재량권이 발휘되고 있다고 언

하고 있다. 유일하게 정의된 서비스는 학생의 건강 진단분이다.

반 으로 의료 서비스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지역사회에서 제공

하는 공공보건의료, 일반 개업의를 통한 외래치료(핵심요소), 보건당국이 

리하는 입원치료가 그것이다. 외 으로 학병원은 보건부에서 리한다. 

의료 서비스  많은 부분이 고용주의 부담액으로 운 되고 있다. 치과 서

비스의 경우에는 민간 고용주 부담이 80%인 것이 보통이고, 안과의 경우

에는 거의 부분 민간 부담이며 조제에 해서는 처방비가 청구된다.

1990년  반에 환자권리장 이 도입되었고 지역  권리를 포함시키기 

해 이후 재검토되었다. 여하튼 이들 권리가 시행 불가능한 법  권리이

다. 여의 범 와 구조를 살펴보면 NHS의 기시간 문제를  조치의 주

요 부분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환자들은 병원 입원에 보통 18주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첫 외래 진료에 13주를 기해야 한다. 1999년 부터 

기자수가 약간 감소했지만 문제는 여 히 심각하다. 최근의 개 이 바로 이 

문제를 목표로 했지만 세 으로 충당되는 빠듯한 산에서 기자 명단은 

배 의 수단이다.

제약업계에는 일반 개업의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목록과 특수 약품의 

처방을 한 사  정의된 조건이 포함된 목록이 존재한다. , 보건부에서 

의사들에게 정한 가격의 처방을 진하기 한 체 상품의 가격 비교표

를 배포한다.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NICE)의 담

반이 의약품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한다. 국에서 약품 가격은 제약 회와 

보건부 간에 합의된다.

뿐만 아니라, 우선순 를 설정하는 것이 부족한 보건의료 자원을 배분하

는 수단으로 언 되어야 한다. 국가보건 임워크가 2004년에 암, 소아

과 집 치료, 정신건강, 상동맥 질환에 한 우선순 를 설정했으며, 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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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당뇨병, 신장 서비스, 아동 서비스  장기질환은 아직 비 단계이다. 

목표 달성은 좀 더 신 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문제를 실질 으로 해결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략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원회에 따르면, 환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약을 하는 경우가 많

았다. 즉, 환자가 제공된 진료 약일을 거 하면 기시간이 자동 으로 0

으로 재조정되었다.

품질보증을 해서는 NICE가 설립되었다. 이 조직의 목 은 지침을 수

립하고 평균 비용효과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비용편익 평가, 특히 의약품의 

평가가 몇몇 유럽 국가에 도입되었다. 국의 Commission for Health 

Improvement (CHI)는 품질보증에 해 의료시설을 정기 으로 검한다. 

보건당국이 지기 과 조해 진두지휘를 한다. 이외에도 의료기술 평가 

수단이 사용된다.

이러한 엄 하지 않은 여의 정의와 드러난 기시간 문제는 국 보건

의료 제도의 응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자 명단 때문에 민 의료

보험이 없는 사람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여를 개인이 독립  삶을 하고 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에 한 투자라고 본다면, 국의 제도는 만성 인 재정 부

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개인의 삶을 험에 빠뜨린다.  많은 시민들이 

치료를 해 유럽 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자유가 있는 유럽

공동시장이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3. 의료 서비스 재원 조달 및 구매

국의 NHS는 비교  렴한 보건의료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GDP에서 

보건의료 지출의 비 이 약 7%). 보건의료 제도는 주로 직간 세의 일반 

세입을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 재정 기반이 모든 형태의 수입으로 구성되며 

세제처럼 진제이다. OECD 보건 데이터에 의하면, 민간 지출의 비 은 

2003년에 17.7% 다. 민간 부문은 자발  민 의료보험, 민간 의료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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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한 직 부담지출, 장기치료, 의약품, 치과 치료  안과 서비스로 

구성된다. 2003년에 국정부는 650억 운드를 보건의료에 지출했는데 이

는 앙정부 총세출의 15%에 해당한다. 교육, 국방 등 다른 산과 비교해

도 월등히 많아서 국방 산의 두 배에 달했다. 1인당 연간 지출액은 

1,100 운드이다.

국정부는 기시간을 이기 해 1인당 산을 1,800 운드까지 확

할 계획이다. 이 산의 부분은 지역병원(42%), 지역사회  일반 개업

의 서비스, 의약품에 배정된다.

특정 지역이나 구역의 총 산은 해당 청에서 리한다. Medical 

Practice Committee는 국 으로 해당 지역의 환자수에 따라 가족 주치

의를 배정한다. 병원(NHS 병원조합)과 일차보건의료부문뿐만 아니라 가족 

주치의, 리랜서 의사  치과의사, 검안의, 약사와도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한다. 일차보건의료부문은 상  보건당국(지역 보건당국  NHS 행정 )에 

종속된다.

보건의료 제도는 지역 산과 보건성의 리를 통해 통제된다. 보건성은 

일반 보건정책과 주요 사안 해결을 담당한다. NHS 구조가 국민들에게 보

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환자의 수 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의사 선택권도 제한된다. 일차의료 부문에서 가족 주치의  

일반 개업의 등록 등의 게이트키퍼 원칙이 의료 서비스 제공의 주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일차의료 의사는 환자를 입원 치료로 안내한다. 의사와

의 면담 시간을 제한하기 해 환자용 화가 설치되었다. 경미한 질병의 

경우에는 일차 으로 환자가 직  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설명된 양상을 보면 국의 보건의료 제도가 사회의료보험제도와 

다른 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 산이 배정 공식에 

따라 지역에 분배되고 다시 지역 제공기 에 나눠진다. 앙에서 취하는 조

치는 응력 있는 보건의료 제도보다는 비용 감에 더 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부분의 국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용인하고 있다. 국정부는 

기시간을 단축하기 해 의료시설에 한 투자를 증액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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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업의들은 부분 의료센터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1999년 이

래로 일차보건의료부문(Primary Care Trusts로 변경)이라는 네트워크에 속

해있다. 일반의들의 보상은 원칙 으로 등록환자수에 따라 인두제로 이루어

지며 만성질환자의 장기치료에 한 추가비용 형태의 추가요 이나 개별  

보상으로 증액될 수 있다. 고   문교육에 한 극  참여에 해 

보 스로 의사에게 보상하기도 한다. 입원치료에 종사하는 의료 문가들은 

사례당 산뿐만 아니라 총 산에서도 보상을 받는다. 공공시설에 종사하는 

의사가 제한 으로 일부 시간을 외부에 할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는 

민간 상담을 통해서 소득을 늘릴 수도 있다. 2004년 보건의료 원회 보고

서에 의하면, 잉 랜드에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긴 히 력하고 있다. 

를 들면, 2002년과 2003년에 55,000건의 수술이 민간 제공기 에서 진

행된 후 NHS를 통해 병원비가 지 다. , 정신과 병상의 3분의 1이 독

립시설에 있으며, 공공시설 직원의 70%가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진행하며, 

신규병원 41개  37개가 민간자 에 의해 건립된다.

  4. 보건의료의 배분

국민들의 건강, 재산, 연령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지역  차이를 수용하기 

해 배정 공식을 조정한다. 이를 목표 배당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목표로

부터의 거리로 측정되는 실제 배분과 목표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는 목표를 수해야 한다.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Care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조치는 모든 련당국과 조직 간 

력을 통해 불평등과 상실을 이는데 우선순 를 두는 것이다.

Resource Allocation Working Group의 도움으로 지역에 따른 자원 배

분 공식이 수립되어 지속 으로 수정되었다. 원칙 으로 수요를 기 으로 

한 가 치 부여 인두제에는 지역의 인구규모, 연령, 성별구성, 질병률이 포

함되어 있다.

NHS의 재정이 주로 세 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모든 납세자는 납세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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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자신의 보건의료 제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의 세제가 비례제

냐, 소 제냐, 진제냐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논의가 필요

한 문제이다. 자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근

성과 혜택의 평등이 해되고 있다.

  5. 현안 및 장기적 관점

NHS의 최우선순 는 기시간과 기자 명단을 해결하는 것이다. 2004

년 여름부터 6개월 이상 기한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이나 다른 제공기

에서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 다. NHS의 목표는 

2005년 12월까지 약된 수술에 해 4-5곳의 병원 는 제공기  선택권

을 주는 것이었다.

잉 랜드의 보건의료 원회에 의하면, 보건성에서 2004년 3월까지의 목

표 계획을 제시했다. 주요 목표는 긴 을 요하지 않는 기 수술의 기시

간을 입원의 경우 9개월 미만으로 이는 것이었다. 과거의 5년에 비하면 

상당한 발 이었다.  다른 목표는 첫 외래진료의 기시간을 4개월 미만

으로 이는 것이었다. 부분의 환자가 2004년 3월까지 여 히 오랜 시간

을 기했지만, 체 시간은 지난 18개월간 단축 다. 어도 90%의 경우, 

사고  응 치료에 4시간 미만이 소요 다.(독일의 경우, 평균 15-20분이 

보통이다. 심장마비의 경우 처음 두 시간이 생존율을 결정한다는 을 감안

하면, 네 시간은 꽤 길다.) 일반 개업의 면담은 2근무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암 문의 상담은 2주 이내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 역에서 상황이 만

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를 들어, 웨일즈에서는 환자의 11%가 아직도 입

원에 12개월 이상 기하고 있다.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상  문의에게 

연결된 환자의 10%가 1년 이상의 기시간을 보고하고 있다. 이 상황을 

두 가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인구와 건강 상태의 차이와 두 번째

는 서비스 구성 방식이다. 체로, 자원부족(기반시설과 인력), 비효율  조

직  계획, 그리고 비효율  활용을 지 할 수 있겠다. 2004년 여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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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기한 환자에게는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열렸다.

 다른 주요 과제는 인력부족이다. NHS가 많은 인력을 해외에서 모집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료부문의 인력부족이 분명하다. 유럽근로시간지침

에 따라 간호사와 의사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

다. 한, 이민자들은 고국이나 다른 나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NHS나 국에 머물러 있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국의 노동력이 차 

트타임제와 조기퇴직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간호사의 평균연령이 재 

45-55세이다)

제4절 양국 비교

  1. 전반적 제도 비교

보건의료 분야에서만 비교와 벤치마킹 시스템이 인기 있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 제도에 해서는 2001년 WHO의 순  발표 이후에 의 인지

도가 높아졌다. 보건의료 제도의 비교는 유럽 수 의 OMC를 고용, 연 , 

보건의료 부문에 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OMC는 목표지향  유럽 

보건의료 정책의 틀과 기회를 제공하며 리스본 략( 세계에서 가장 경쟁

력 있는 시장이 되는 것)의 사회정치  목표를 반 한다. 보건의료에 해

서는 OMC 로세스가 아직 창기이고 일시 으로 유럽의 목표  지표

에 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두를 한 평등한 근권, 고 기 , 

지속가능한 재정 같은 원칙을 선택할 수 있다. OMC를 보건의료에 용하

는 것에 해서는 EU 회원국들이 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방법이 

보건의료의 종속 원칙을 해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제도의 비교는 제도의 기능, 특징, 구조에 한 개요만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니다. 벤치마크가 요한 의료 서비스 제도를 강조한다.(그리

고 때로 압력을 가한다.) 한, 비교를 통해 국가의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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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상태 향상이라는 주요 목표를 지원하기 한 상호 학습과정을 시작

하는 출발 이 될 수 있다.

비교의 복잡성, 역사  종속성, 서로 다른 측정  평가 방법, 보건의료 

제도의 정치 , 역사 , 문화 , 사회경제  구성 때문에 체계  비교는 

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통  근법, 지표 는 목 을 가지고 국제

 비교가 수행된 이 없었다. 이는 체로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 

때문이다. 부분의 벤치마크가 지표를 활용하는데, 이는 비교하는 제도의 

차이와 특성을 정확히 반 하지 못한다.

  2. 선별적 지표를 토대로 한 독일과 영국 비교

보건의료 제도 비교의 고  근법은 보건의료 부문의 규모를 보여주

기 해 GDP 비 보건의료 지출 비 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한다. 표 화

된 OECD 데이터에 의하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보건의료 지출은 약 

11%(독일)에서 6%(아일랜드) 사이이다. 부  동유럽 국가들의 보건의

료 지출을 분석하면 4.5%에서 7% 가까이 된다. 하지만, 많은 부  동

유럽 국가들에서 어느 정도의 비공식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평가

가 어렵다.

1992-2001년까지의 GDP 비 보건의료 지출 추세를 비교해보면 독일

과 국의 방향이 같다. 하지만, 출발 은 두 국가가 다르다. USD 구매력

으로 측정된 보건의료 지출을 보면 국의 1인당 지출이 816달러로 독일 

지출액의 71%에 해당 다. 기반시설 개선과 기자 명단 축소를 감안하면 

국의 미래의 보건의료 지출은 늘어날 것이다. 보건의료 지출율 단순 비교

는 의미가 없는데 이 비율이 GDP 성장률의 향을 받기 때문이다. , 

진  의료보건 지출 확  추세가 국민의 건강상태 악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소비 습 의 변화로도 설명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구의 구조  

구성이 더 의미가 있는데, 고령화, 질병률, 만성질환의 증가에 해서는 더

욱 더 그 다. 그러나 지 까지의 벤치마킹에서는 국민의 더 짧은 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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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지불 의지(가능성)를 간과했다. 요약하면, 비율 비교는 제한 이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재원  산의 감소와 긴 기시간에 직면한 국가

들은 자원을 보다 효율 으로 배분할 수 있기를 열망한다.

보다 나은 보건의료 제도 평가 지표는 방과 치료의 향을 받는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일 것이다.  다른 지표는 유아 사망률이나 주요 사망원인

이다. 이들 지표를 비교하면, 독일이 부분이 국보다 우 에 있다. 연령 

조정 사망률에서도 독일은 유사한 결과를 보여 다. 이런 에서 NHS의 

배 제는 비교  낮은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수치에 한 논의와 별도로 품질 보증은 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요한 사안이다. 독일에서는 의료 품질에 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당

뇨병과 유방암 등 특정 질병에 한 질병 리 로그램의 도입으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에는 고유의 기술 평가 기 인 NICE가 있다. 

NICE의 외부 감사(코펜하겐 주재 WHO 유럽지역사무소의 국제 문가가 

진행)에서 NICE의 임무와 "국제 으로 요한 기술 평가 모델"로서의 역

할이 강조된다. 독일도 의료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유사한 기 ("Institut 

fur Qualitat und Wirtschaftlichkeit in Gesundheiswesen")을 출범시켰다.

훌륭한 보건의료 제도란 환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면 한 시기에 

한 치료가 제공되는 제도이다. 이는 실 능력 향상과 개인의 권익향상을 목

표로 하는 보건의료 제도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런 에서 공정한 재원 조

달과 평등한 근권을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세 으로 충당되는 

불만족스러운 국의 NHS 서비스를 보완하기 해 민 의료보험이 추가 

보험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민 보험이 융통성 

없는 고가의 요율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평등한 의료 서비스 

근권이 손상되고 있다. , 임 자와 고 험률 환자는 민 보험 서비스

에서 제외된다. 다른 한편으로, 세 으로 충당되는 근 방식은 국민을 

상으로 한다. 독일에서는 여세를 통해 재원 조달 방식이 인구의 90%

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10%는 자신의 건강 험을 개인 으로 감당할 능력

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 비분담제, 공동보험, 보험료 상한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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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소를 포함한 SHI 제도는 SHI 내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 재분배를 

실 한다. 사회보험이 생애경로를 반 해야 한다는 개념을 생각해볼 때 독

일의 SHI는 이에 충실하다. 근로인구가 비근로인구, 부양가족  아동을 

부양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퇴직자들은 수 액에 비해 은 액수를 SHI에 

납입한다. 그러나, 기본 의료 서비스를 충당하기 한 보완  민 의료보험

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 독일 의료시설의 구조시간, 도  품질을 고려

하면(병실당 병상수 포함), 국민을 한 평등한 근권의 액 보상이라

는 목표가 국보다 잘 달성되고 있다.

한, 독일 보건의료 제도는 보험, 제공기 , 치료법에 한 다양한 선택

권을 부여한다. 각 SHI 가입자는 보험을 선택하고 일년에 한번씩 SHI를 

변경할 수 있다. 질병이 발생하면 환자는 일반 개업의 는 심지어 문의

와도 상담할 수 있다. 이 말은 일반 개업의나 가족 주치의와 우선 으로 

면담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의 보건의료 개 은 환자

가 문의를 만나기 에 소견서를 받지 않을 경우 10유로의 요 을 부과

해 환자의 흐름을 재조정하려 한다. 독일의 실 능력 근법에 해 다시 

한번 말하자면, 보건의료 제도의 권익향상과 응력이 훌륭하다.

독일과 국 모두 ECJ(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재 소)의 정

에 응해야 한다. NHS는 기시간 문제로 압력을 받았지만, 독일의 보건

의료 제도는 다른 방향으로 향을 받았다. 독일 보건의료 제도의 제도  

토 는 경쟁 강조라는 에서 유럽경쟁법과 "Acquis communitaires"에 취

약하다. 유럽경쟁법과 국가사회법에 한 ECJ 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

가는 논란의 상이다.

향후 과제에 해서는 두 나라의 제도가 서로 다르다. 국 제도의 주요 

심은 기시간 문제 해결과 NHS 개  로그램 시행이다. 특히, 환자 

심의 보건의료 제도를 확립하기 해서는 국에서 제한 인 환자의 

문치료  병원 선택권을 목표로 해야 한다. ECJ가 기시간 문제를 결정

하도록 요청을 받은 상황이라 유럽 차원의 기시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유럽의 상황에서 이 문제가 기시간에 한 유럽의 최소기 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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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토 가 될 수 있다. 유럽법이 NHS 민 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처정부의 시장 심 정책을 철회하려는 노동당 정부의 움직임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국과 비교해 독일은 독일사회법에 개입하는 유럽법

의 향을 더 많이 받는다.

보건의료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비용 인자로 락

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시장은 사회의 인 자본과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

다. 따라서 경제발 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정  향을 미친다.  다른 

측면은 보건의료 시장과 의료 제품  서비스 생산의 요성이다. 다양한 

제약업체, 의료장비 제조업체, 생명공학 업계 등의 다양한 공 업체들이 고

용 기회를 창출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경제발 에 기여한다.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명칭은 입원치료기 ( 성질환 치료병원, 요양소, 호스피스 병

원, 방  재활시설), 외래치료기 (민간 의사  치과의사, 치료사, 체

의학 종사자, 외래 간병서비스), 구조  이송기 과 B2C  B2B 기  등 

범 한 계자들을 포함한다. "소매 업  거래"에는 약국, 유통업자, 소

매 의료장비 매장, 치과 기술자, 안경사, 정형외과 기술자, 청력 보조기구 

문가 등이 포함된다. 이런 맥락에서, 건강 련 운동  웰빙업계도 언 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건 서비스 기 과 건강 련 부문의 고용 규모는 체 

피고용자의 약 10%가 이 부문에 종사할 것으로 망된다. 반 으로, 새로

운 일자리 창출의 많은 부분이 넓은 의미에서 의료보건 부문 덕분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게 보면 NHS는 재정 부족이 보건의료 문가의 부족으로 이어

지기 때문에 고용 기회를 심각하게 잃을 기에 처해있다. 이와 동시에 노

동집약  시장의 인력부족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손상시킨다.

요약하자면, 독일과 국의 사례는 각각 재정, 조직구조, 도구의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유사한 추세도 발견된다. 품질 보증, 지침, 인증  근거 

심 의료를 통한 우선순  설정 등의 문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공통

이다.  다른 측면은 혼합  재정 조달 근법이다. 두 제도 모두 공동부

담을 공유하고 있다. 독일이 세  충당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국은 자발

 보험이 확 되고 있다. 더 많은 시장 요소를 도입할수록, 특히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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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재분배  요소를 축소할 경우, 유럽경쟁법 등이 모든 제도 구성 요

소에 효과를 미치며 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독일의 보건의료 제도가 여러 가지로 자유가 많다는 을 생각할 때, 

방의학의 도입과 함께 피보험자와 환자의 권익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잠재

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SHI의 재정 조달 방식은 시민들의 능력

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어도 이론  에서는 생애경로 근법의 

요건에 부합한다. 보건의료 제도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개 은 어도 세 간 배분  측면이 엿보인다. 국민의 실 능력 측면에서 

더 요한 것은 법정 기  제도가 환자들의 방치료 로그램 는 스포

츠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한 특별 보 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다. 이런 방법이 의료보험 가입자를 유치하기 한 마  수단으로 분류

된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건강 역량에 한 투자를 진하게 될 것이다. 

물론, 권익향상에도 한계가 있지만 모든 가능한 인센티 를(일시 이라도) 

동원해 건강한 삶과 웰빙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조 으로, 국의 NHS는 제한  선택권만을 부여하고 기본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자 명단을 건 뛰는데 필요한 보조  민 의료

보험을 제공한다. 비교  긴 구조시간은 건강 잠재력을 훼손하는데 긴 기

시간이 개인의 회복 능력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권익향상과 권능부여가 

주요 심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 공개 배 제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오랜 기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험을 떠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의료 문가의 교육이 보건의료 제도 비교 지표의 새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학의 교과과정을 비교하는 것이다. 의료 

문가들의 교육의 질이 공동시장에서 차 요성이 커지고 있는  하나

의 주제이다. 끝으로 의료의 품질 자체가 자원의 부족 정도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



91

제
3
장
 보
건
의
료: 

독
일
 및
 영
국

제5절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유럽적 특징 및 요소

  1. 서로 다른 개념을 통한 유럽 보건의료 통합: 조정, 통합, 보완

성, 조화, 경쟁

엄 히 말해서 보완성 틀 안에서 유럽 원회의 보건의료 역량은 염병

이나 건강증진 같은 공 보건 문제로 취 되고 있다. 보건의료 제도의 구성 

 재정상 역량은 EU 회원국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나 유럽 차원에서 

250여건의 지역사회 개입이 국가보건의료 제도의 구성에 향을 미쳤음이  

밝 졌다. 일반 으로, 유럽의 정책 차원에서 수행된 모든 조치는 높은 수

의 건강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개입의 약 80%가 규정/명령 는 지침이

라는 사실은 이들 조치가 국가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려 다. 

의 인식과 반 로 국가보건의료 제도의 구성에 향을 미쳤던 최 의 개입

은 공동시장이 합의되고 이주노동자의 조건이 확립되었던 1950년 로 거슬

러 올라간다. 

국가보건의료 제도에 미치는 향은 유럽 단일 시장의 시행과 더 나아가

서는 유럽경쟁법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자유로운 상품, 서비스, 인력(노동자 

포함),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한 공동시장의 기본  자유는 유럽 공동

체의 주요 정책 분야이지만, 환경정책, 농업정책, 소비자 보호, 식품안  

는 직장안  등의 다른 정책 분야도 EU 회원국과 그들의 보건의료 제도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가 보건의료 제도의 구성  재정에서 특히 심을 가지는 부분은 보

건의료 문가, 환자  제공기 의 의료 서비스 근성  의약품에 한 

규정을 다루는 유럽 공동체의 조치이다. 환자의 이동과 해외의 의료 이용 

문제는 ECJ 정 이후 논란의 상이 되었다. 그 후, 환자의 외래 치료 이

용이 허용되었다. 병원 치료에 해서만 제한  이용이 합의되었는데 입원

치료에 분야에 한 국가별 계획 수립 차  역량 때문이었다. 한, 국

가간 보건의료 제공기 의 상 가능성도 제공되었다. 이 모든 결정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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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제도의 구조가 의료 근성 보장을 반 한다는 것이다. 를 들

어, 국의 NHS에서는 물품  서비스 가격이 산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

가, 만성 인 재정 부족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이 주로 기자 명단을 일 것을 요구받았다.

동시에, 유럽의 의료 문가에 한 규정과 학  상호인정/승인에 한 

규정이 국가보건의료 제도의 구성에 향을 미치며 규제 상 직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의 토 를 제공한다. 이런 맥락에서 EU 회원

국들의 수련  교육 체제를 분석했고 최소 기 에 합의할 수 있었다. 

재 몇 가지 지침이 유럽의 임워크를 제시했으며 볼로냐 로세스의 시

행은 이러한 정책 근법 조정을 반 한다.

앞서 언 된 유럽 보건의료 제도의 와 특징을 살펴보면 범 한 여러 

조치들이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반 으로 국

가보건의료 제도들의 일치가 목표는 아니며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이를 

강하게 반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J의 결정이 공동시장과 보완

성 원칙 간의 긴장을 조장하는데  더 많은 국가보건의료 제도의 구성 

/ 는 재정 측면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다 부드럽게 국가보건

의료 제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유럽 원회의 제안, 녹서  백서와 

서신  메모 등이다. 결론 으로, 유럽의 활동은 서로 연결된 조각천 이어

맞추기라고 할 수 있겠다.

언 한 개상황과 병행해서 하향식 근법이 특징인 유럽 공동체 조치

와는 별도로 국가보건의료 제도의 통합도 찰된다. 통합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서로 다른 차원의 유사한 추세를 진

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하나의 공동 목표로의 통합을 암시한다. 

유럽 의료 차의 품질 기   지침이 도입된다면 아마도 후자가 실이 

될 것이다. 재, EU 회원국들이 고령화와 인구의 구조  변화, 새로운 의

학기술 신의 비용압력 는 빠듯한 공공 산 등의 비슷한 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통합이 가시 이다. 물론 회원국들이 개  필요성에 국가 으

로 응하고는 있지만, 유사한 방법이 용되는 경우도 있다. 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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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술 평가 는 사회의료보험 는 국가의료서비스 수당 환  조건으

로서의 비용편익 산정 집행 등에서 유사한 방법이 드러난다. 통합의  다

른 형태는 보건의료 제도의 재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세 으

로 충당되는 제도는 비용 억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재원을 확

하기 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불 여세 기반의 제도

가 세  재정 조달 해결법이나 공동부담  요소를 용하는 이다.

OMC는 통합의 개념과 불가분의 계에 있는데 측된 차가 로세스 

심의 통합의 형태로 보건의료 제도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 EU 회원국들은 보건의료 제도의 효과 인 비교를 해 실  가능한 지

표들을 개발하고자 노력 이다. 생각해볼 수 있는 지표들은 모두를 한 

평등한 근권, 공정한 재정, 고품질의 의료 등이다. 하지만, 다양한 국내 

이해 계자들이 그 과정을 면 히 지켜보고 있으며 다소 느슨한 수단 용

을 선호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에서는 보완성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고 유

럽 공동체의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OMC가 한 정책 학습 로

세스와 제도 경쟁을 자극하는 상향식 근법의 역할을 한다. OMC를 보건

의료에 용하는 것이 최신 동향이기 때문에 재로는 그 결과와 활용도를 

완벽히 단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OMC가 국가보건의료 제도의 구조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잠재력이 있다는 것과 유럽 차원의 정책 분야 

통합을 진할 것이라는 이다. 그러나, 국내 이해 계자들이 그 용과 

향의 범 를 주의 깊게 살펴 야 한다. 상기 내용과 별개로 공동시장이 

범유럽  보건의료 시장의 모태가 되었다. 통합  유럽 보건의료 시장이 제

한 이라 하더라도, 유럽의 임워크와 ECJ 정이 시장의 형성을 상당 

부분 진했다. 

  2. 유럽 내 여러 보건의료 하위시장의 등장

⧠보건의료 물품  서비스 시장

의약품  의료 물품 는 상품시장은 서로 다른 가격  유통 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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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완 하지만 분할된 시장이다. 공  측면에서는 업계, 도매업자, 약

국  의사가 나름의 인센티 를 따른다. 서로 다른 인센티 의 평형을 유

지하기 해 여러 VAT율을 용하거나 여러 공동부담  규정을 운 하는 

등의 정부 규제가 모든 EU 회원국에 존재한다. 처방 이 필요 없는 의약

품 시장만 '실질 ' 상품시장 원리에 따라 운 된다. 특히 인터넷 약국들은 

이런 차이 을 제 로 이용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유럽시민들은 자유롭게 범유럽 시장에서 의약품과 의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의약품에 해서는 유럽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런던 

EU 의약품 당국의 동일한 허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유럽 의회의 암, 

에이즈, 진성 당뇨병 신약 개발에 한 약품 권 재편에 따른 것이다.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은 일반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일반 상품 

 서비스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일반 으로, 환자의 치료가 주거지와 

최 한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응  환례의 경우에 요하다. 긴

을 요하지 않는 기 수술의 경우에는 범유럽  공 이 더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  에서 거래비용을 시간, 조정비용, 안 , 평균 계약비

로 환산한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다. 한, 기비용, 공동부담 , 언어장

벽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친다. 외래  입원치료 시장이 ECJ 

정과 유럽경쟁법의 향 그리고 이와 더불어 유럽통합의 진행과 이동성 확

 등으로 개방되었다. 그 결과, ECJ는 최근의 정에서 사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외래 치료 이용을 옹호하게 되었다. 외래 의료 서비스 분야

에서 비용분석은 거래비용을 국가별로 다르게 규제되는 공동부담율, 즉 의

사 상담에 한 공동부담 의 차이로 환산한다. 국경을 넘는 의료 서비스 

수요가 등장하는  한 가지 이유는 다른 제도에서 새로운 진단법  치료 

는 특수 치료법 등의 의료 서비스를 보다 비용 효과 으로 제공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의료보험에 필요한 허가 때문에 입원치료의 이용은 제한

이다. 입원치료 분야가 특별히 보호를 받는 이유는 실 능력 계획의 요건으

로 설명할 수 있다. 독일에서 DRG와 표  차가 도입된 후 유럽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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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 서비스를 보다 효과 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NHS조차도 

재 기시간을 이기 한 유럽 차원의 의료 서비스의 환 을 해 가

격 설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원 부문이 유럽 역에서 완  자유화되

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시간이 긴 국가의 환자

들에게 범유럽  입원 치료는 삶의 질 개선을 의미한다. 극단 으로 말하

면, 범유럽  입원 치료가 수명을 연장할지도 모른다. 의료보험조합의 

에서도 동일한 품질을 제공하는 보다 렴한 제공기 은 매우 흥미로운 것

이 사실이다.

⧠보건의료 공  시장

 다른 하 시장은 보건의료 공 자 시장이다. 일반 으로, 보건의료 서

비스 제공자는 EU 공동시장에 의거해 자유롭게 개업을 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에 한 국제  수요의 증가에 따라 국제계약(특히 품질 보

증에 한), 인가, 투명성에 련된 규정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원산지 원칙에 기 한 새로운 유럽 서비스 지침 계획이 비

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품질 보증에 한 차선책이기 때문이다. 원산지 

원칙이란 서비스 제공자의 본국이 리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범유럽  서비스의 가능성 외에도 제공자 간의 새로운 형태의 

력이 스페인 마요르카의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이미 발견되고 있다. 이곳

에서 환자들은 사후 리를 해 고국에 있는 해당 력 트 의 연락처

를 받는다. 독일의 경우 이웃의 부  동유럽 국가에서 가격이 렴한 

고품질 치료를 제공한다면 국제 서비스 계약에 흥미를 보일 것이다. 수요 

증가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이해 계자들 간 범유럽  력이 부상하고 있

다. 이것이 동일한 치료 지침이나 동일한 제공자 인가 차 도입으로 이어

질 수도 있다. 그 지만, 입원 치료 분야의 범유럽  실 능력 계획 체계는 

실성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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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시장

최근 몇 년간 민 의료보험 분야에서 범유럽  활동을 한 의료보험 시

장이 개방되었다. 따라서, 민 보험 패키지를 방해 없이 어느 곳에서나 제

공할 수 있다. 하지만 지 까지는 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

나, 국가사회보험 제도가 환  가능한 서비스 패키지에서 더 많은 의료 서

비스를 제외시킨다면 변화가 생길 것이다. "공정한 재정 조달"과 평등한 

근권 분배의 문제가 논란의 상이 될 것이다. 독일의 체 법정의료보험에

서는 범유럽  의료보험 시장이 비교  요하지 않다.

재로는 개인이 다른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그다지 매력

이지 않다. 한 가지 이유는 ECJ 정 때문에 외국에서 구매한 의료 서비

스를 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범유럽  자발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소비자들이 외국 보험사와의 계약을 달

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제6절 결론 및 제안

본인부담 을 통한 개인의 자기책임  권익 향상은 국가보건의료 제도와 

사회의료보험 제도에서의 산 제약에 처하는 방법이기도하다. 그러나 독

일은 실제 치료비용을 악하기 해 계산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자기책임을 강화했다.  다른 방법은 환자가 헬스클럽에 등록돼 있

거나 방 로그램 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물이나 으로 혜택을 

제공하려는 의료보험의 노력이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혜택을 리기 한 

환자의 자발  민 의료보험 가입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다. 강력한 환자의 

권리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추가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국의 자기책임  권익 향상 강화에 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기존의 환자의 권리는 취약하다. 아마도 기 수술을 무 오랫동안 기다린 

환자에 해서 제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환자 심의 보건의료 제도 

확립을 한 정  노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권익 향상 역시 다른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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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제도에 한 정보를 유럽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기반 등 범유럽  차

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 소비자 보호는 유럽의 과제이다. 우병 소동

을 통해 유럽인들이 이에 주목했고 식품안 과 약품안 에 해서도 마찬

가지이다.

생애경로 은 개인  차원과 세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여러 측면을 포 한다. 개인  차원은 질병 발생을 방지 는 지연시키

고 건강 상태를 안정화시키기 한 방  활동과 활동  생활방식을 장려

하는 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세  차원의 목표에는 보건의료 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포함된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사회의 인구 변화는 

요한 문제이다. 기존 제도는 임 부터 과세 상 소득까지 징수액을 늘리고 

국민을 SHI에 포함시켜 재정 기반을 확 할 수 있다. 안은 여를 

이거나 SHI의 환  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국의 제도는 엄격한 총액 산제를 기반으로 하며 공개 배 제로 운

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모델이 동반된다. 모든 시민은 NHS의 상이며, 

여가 부족하면 더 높은 차원의 자발  민 의료보험을 요구한다. 민 의

료보험 시장의 확 로 평등한 근권에 의문이 생기고 있으며 세  측면

에서의 분배는 기본 세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럽 차원에서는 평등한 근권, 공정한 재정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

가 요구되면서 세 간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같은 세 가지 측면은 OMC의 

기본 보건의료 원칙이 될 수 있다. 재로는 보건의료 부문에서만 이 로

세스가 시작 다. 실무그룹이 재 보건의료 제도 비교를 해 기존 지표를 

분석하고 있다. 지 까지는 체 으로 용 가능한 근법이 합의되지는 

않았다. WHO에서 진행하는 기존 비교는 비 을 받고 있는데 복잡성과 어

젠다 설정에 미치는 향력 때문이다.

OMC 용의 다른 정치  분야를 살펴보면 이 방법이 보건의료의 지표 

발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들은 엄격한 심사와 보고서를 제외한 간소한 OMC 로세스를 선호하고 

있다. 즉, OMC가 단순한 정보 교환 기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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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마스트리히트 기 "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서비스 지침을 시행하려는 유럽 원회의 야심찬 략  로그램에 

해서는 보다 시장 심  근법이 찰된다. 개선책(특히 사회보장 부문에 

한)이 없다면 이런 지침은 보건의료의 보완성의 원칙과 국가  역량을 

험에 빠뜨릴 것이다. 그 때문에 유럽 당사자들이 보건의료 분야의 외  

조치를 도출하거나 특별한 사회 정책 원칙  문제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재로는 국가보건의료 제도에 미치는 유럽 차원의 

향력은 부분 ECJ 정이다. 그러나 국가보건의료 제도의 조화는 추구

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 으로 바라지도 않고 있다. 재 분명한 것은 국가

보건의료 제도가 사회  재분배 요소에서 벗어난다면 유럽경쟁법의 공격을 

받기 쉬우며 보건의료 시장의 자유화가 계속될 것이다.

벤치마킹과 국가간 비교 측면에서는 한 국가에서 작용하는 요소가 다른 

국가에서는 반드시 같은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분명하다. 

한, 각국의 제도에 맞게 개조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교를 통해 서로에 한 학습 로세스가 작동되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제

도 구성을 선택했든 유럽 역에서 과제( : 인구 변화  기술 발 )는 

체로 동일하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공통 으로 보건의료의 민간 재원 조

달을 확 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업률과 조한 

경제성장률로 인한 국가  산긴축 압력 때문이다.

이 시 에서 유사한 수단(의료 지침, 근거 심 의료, 제공기  인증)의 

표 화와 도입이 유럽 차원의 보건의료의 최소한의 기 (최  기 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님)으로 이어질지 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분명한 것은 제

도 비교가 결국 경쟁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다. 성과가 조한 국가

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언론이 순 를 보도하는 요한 역할을 할 것이

다. , 우선순  설정, 경쟁  품질 보증이 유럽 보건의료 제도에서 더 

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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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예방: 벨기에 및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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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빈곤의 예방: 

벨기에 및 덴마크

제1절 서론 

최근 사회  통합의 실 과 빈곤퇴치가 유럽연합의 주된 목표가 된 가운

데 유럽 원회가 1970년  이후 빈곤퇴치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러한 이슈는 2001년 3월에 열린 유럽이사회의 리스본 정상회의에서 심 

사안이 되었다. 정상회의의 결론은 유럽의 빈곤 인구의 숫자와 사회  배제

를 용납할 수 없으며 특정 지표에 한 목표 설정을 시작으로 문제를 해결

하기 한 결정 인 책의 구를 선언했다. 리스본 의회는 한 회원국

들이 빈곤  사회  배제 퇴치를 해 자신들의 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에 

동의했다. 재까지 사회  통합을 한 국가 계획  두 라운드가 성공

으로 완료되었고, 이미 사회  통합을 다룬 두 공동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새로운 회원국들은 공동 통합 각서에 서명했다. 

본 장에서는 사회  통합과 빈곤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시작

을 명확히 밝히고 난 후에 벨기에와 덴마크 두 나라에 을 맞출 것이다. 

한 사회  통합과 빈곤 정책 분야에서의 정책 성향, 목표  방법들을 

비교하는 데에 목표를 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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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비교

1970년 에서 1980년  사이 국가와  유럽 차원에서의 사회정치 인 

화는 소득 불평등과 그것이 빈곤 상에 미치는 향에 집 되었다. 그러

나 1980년 에 유럽 사회 정책에 한 토론에 사회  배제라는 새로운 개

념이 도입되었고 정치  논쟁의 핵심용어가  ‘빈곤’에서 ‘배제’로 체

되었다. 1989년 유럽각료이사회는 사회  배제의 극복을 한 책을 구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1990년 원회는 련 분야의 국가의 동향  

정책을 감시하는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비록 사회  배제라는 어휘가 오늘날  유럽에 걸쳐 범 하게 사용되

지만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 랑스에서 사회  배제

라는 용어가 처음 쓰 을 때 그것은 원래 교외에 사는 실업 청년들과 같이 

사회 보험 계획 혹은 주류 사회 보호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의미했다. 최

근 들어 이 용어의 의미는 노동 시장의 경제  빈곤에서부터 정치 사회  

시민의 거부까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훨씬 넓은 의미에서 쓰이고 있다. 

그 다면 빈곤과 사회  배제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인가? 비록 ‘사회  

배제’가 빈곤의 다차원 이고 역동 인 개념을 토 로 만들어졌지만 사회  

배제라는 개념은 더 범 하고 이론 이다. 빈곤이 다차원 으로 이해되었

을 경우 빈곤이 어떻게 사람의 삶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질문에 경제

 상황에 더욱 을 맞추는 반면에 사회  배제는 제도  혹은 사회학

인 맥락에 더욱 심을 둔다. 사회  배제는 특히 사회 참여를 한 조

건에 을 맞추며 개인의 참여 혹은 인생의 기회들을 방해하는 결함이나 

요인들을 연구한다. 따라서 그 개념은 경제 이며 한 사회  차원의 의미

를 포함한다. 배제되었다는 것은 군가가 소득을 얻고, 노동시장에 참여하

거나 혹은 자산에 근할 수 있는 기회가 폭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들이 공공 서비스, 지역 사회  가족 지원에서 

제외되며 자신의 삶에 향을 미치는 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의미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배제는 개인의 자원 부족뿐만이 아니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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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자원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  혹은 

사회  차원의 의미를 내포한다. 

빈곤이 반드시 사회  배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 로, 사회  배제가 

반드시 빈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  배제의 일부 형태는 주로 신체

인 장애, 심각한 질병, 정치  혹은 사회 인 차별, 교육의 부족으로 나

타난다. 그러나 실에서 재정 인 빈곤과 사회  배제는 함께 가는 경향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사회의 습 인 소비 활동에 종종 참

여하지 못하는 것을 요한 이유로 들 수 있다. 가장 분명한 로는 주택

을 들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내구재에 한 근, 보건 지출, 양학 인 

면에서의 식품 지출, 휴양, 문화 혹은 여가활동과 련된 지출도 요하다. 

빈곤과 사회  배제가 함께 사용되는  다른 이유로는 두 개의 개념이 종

종 실업과 련을 맺기 때문이다. 실업자는 더 높은 빈곤의 험성을 지니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배제에 의해 더욱 더 상처받기가 쉽다. 이 배

후에는 실업, 특히 장기 인 실업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존심을 훼손하며 사

회 인 고립  장래 실 의 불이익을 래하는 등 과 같은 이론 인 근거

들이 있다. 유럽 연합의 사회  통합에 한 공동 보고서는 “오랜 시간 동

안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고 시의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이

상 노동 시장에 다시 발 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존심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다는 에서 장기 인 실업은 사회 인 고통과 매우 하게 연

되어 있다“고 밝혔다 (유럽 원회, 사회 통합에 한 공동 보고서 

2004).

  2.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적 지표

빈곤과 사회  배제는 어떻게 정의되고 측정되는가? 1980년  후반까지

는 빈곤에 한 연구, 특히 유럽 내의 국가간의 연구는 일반 이었다. 이러

한 연구는 주어진 시간에 개인 혹은 가구의 가처분 소득(혹은 지출)에 

이 맞춰졌다. 이는 1980년 에서 1990년  사이에 생겨난 유럽 연합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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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인 빈곤율을 단하는 기 가 되었지만 지난 10년간 이러한 빈곤을 

나타내는 재정 인 지표들은 무 범 가 좁다는 인식이 커져갔다. 

비록 재정 인 자원이 사람이 릴 수 있는 삶의 기회에 있어 체 으

로 봤을 때 매우 요하지만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 활동과 네트워크에 참

여하고 일반 인 삶의 질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에 한 능력에 한 우려는 

좀 더 다차원 인 근이 필요하다. 사회  배제의 서로 다른 요소들을 풀

어내고 그 사이의 상호작용들을 악하려면 재정 인 자원 혹은 가처분 소

득에만 을 둘 것이 아니라 주택, 교육 성취도, 건강 문제, 열악한 주거

환경 등과 같은 다차원 인 지표들이 필요하다. 1990년  유럽 원회는 이

러한 다차원 인 지표들의 발 에 큰 심을 보 다. 2001년 유럽 원회는 

빈곤  사회  배제를 측정하는 근으로 18가지의 정에 의한 일반 인 

지표들을 견고한 지지기반으로서 수립했는데 이는 모니터링과  정책 활동

의 효과를 평가하기 한 것이었다. 재정 인 빈곤과 소득 평등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른 실업률, 장기 인 실업, 실직자, 낮은 교육 조건, 낮은 평균 수

명  건강 문제의 변화까지 포함이 되었다. 이는 유럽내의 빈곤과 사회  

배제가 다차원 인 특성이며 하나의 변수로 축소할 수 없다는 리 퍼진 

인식을 반 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들을 한 객

으로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다년간의 과정의 객 인 진행 과정

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3. 빈곤의 함정 예방 

‘빈곤 방’에서 ‘사회  배제 퇴치’로의 환은 다차원 인 궁핍뿐만이 

아니라 장기 인 빈곤과 궁핍에 한 커져가는 우려를 의미한다. 각종 패

연구에 의하면 부분의 빈곤은 단기 이다: 비록 빈곤에서 벗어난 많은 사

람들은 빈곤선 주변에 남아있거나 그 후에 다시 빈곤에 빠질 수도 있지

만 소득의 이동성은 매우 많다. 종종 빈곤은 이혼, 별거 혹은 을 때 가출

과 같은 인생의 특별한 사건  변화와 련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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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의 삶의 기회들은 본질 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낮은 임 이

나 실업이 아니라 그것들의 기간이 연장되고 특히 다차원  혹은 다양한 

궁핍의 형태로 다른 험 요소 함께 나타날 때 향을 받는다. 실제로 열

등한 삶의 기회에 ‘덫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에 불이익의 형태들이 서로를 

강화시키는 인 불리한 조건을 의미하는 사회  배제라는 용어를 사

용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재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한 망이 없

을 때 배제되는 느낌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  배제를 퇴치하는 에서 봤을 때 일시 인 빈곤과 구

인 빈곤을 구별하는 것이 요하다. 가난하고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

의 숫자를 계산하고 그들의 특성을 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의 시작과 끝을 일으키는 요소들에 을 맞추고 악하며 개

인이 어떻게 구 인 궁핍 혹은 사회  배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패  연구들은 가장 빈곤에 빠질 험성이 가장 

높거나 이미 빠진 사람들은 제 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기술의 수 이 

낮으며, 직업이 없고, 아  사람 혹은 모자가정의 모친임을 확인했다. 사회

 배제라는 함정의 요한 매개자는 가정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한 사람

이 실업자이거나 혹은 임  노동자 일 수 있지만 문제는 유일한 소득자

가 임 이라는 것과 임  노동자가 몇몇의 임  수납자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풀타임으로 고용된 한 가장의 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에게 

사회  배제에 한 가장 요한 장벽이 남아 있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

이 아니다. 

따라서 유럽 원회는 빈곤의 역동 인 지표(3년 연속 빈곤선 이하의 인

구 비율)와 가정사를 고려하는 지속 인 빈곤의 험성을 나타내는 지표(최

근 3년  2년을 빈곤선 이하의 가정에 살았던 사람들의 비율)들의 요성

을 강조하 다. 이러한 지표들은 사회  배제의 험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더욱 을 맞출 수 있는 요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

나 이러한 역동 인 근의 구 에는 한 데이터(행 인 데이터 혹은 

패  데이터) 수집에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에 유념해야 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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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배제의 역동성에 한 새로운 강조는 삶의 체를 조명하고 개인들의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을 맞추는 사회 정책의 더욱 더 신 인 근

으로 이어질 것이다. 삶의 에서 보았을 때 복지 국가는 가장 효율 이

고 효과 인 시기의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를 

들어 아동의 빈곤을 방하는 것은 성인의 빈곤과 사회  배제를 방하는 

매우 효율 이고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다. 

  4. 시민권을 향한 규범적인 틀 

앞에서 언 했던 ‘능력’에 을 맞추는 것은 더 넓은 개념  규범의 

틀 안에서 사회  배제라는 아이디어를 끼워 넣기 한 넓은 시도의 일부

분이다. 완 한 사회 참여는 기본 인 기회  하나로 모든 사람들의 권리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낸다. 이는 필수 인 “기능” 혹은 개인의 복지를 

한 기본 인 조건이다. 이러한 에서 사회  배제는 종종 ‘낮은 강도

의 시민권’으로 이어진다. 낮은 강도의 시민권의 한가지 특수한 특성  하

나는 소득, 자산  자원의 불평등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시민의 정치 , 사회  권리에 근할 수 없게 되는 진짜 험을 

낳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이라는 개념을 사회  배제라는 개념으로 확 하는 것은  시

민들이 충분히 시민으로서의 정치 , 사회 인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을 강

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의 서로 다른 범주들은 자 자족이 아닌 사회  

통합의 일반 인 로그램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을 때만이 의미가 있었다. 

시민권  정치  권리(정치 참여에의 권리, 언론의 자유, 법  평등 등)는 

그것들이 형식 으로 보장의 이상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복지의 측정으로 

필요로 한다. 를 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 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유를 리고 즐기며 법 차의 권리  사회 참여에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킨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종

종 그들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사용하여 무엇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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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는 시민권  정

치  권리의 실 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복지 권리의 포 인 측면은 민

주  참여의 역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교육과 최 임 은 경제

으로 하단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  쉽게 선거 캠페인과 축제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고 개인의 의견에 따라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고 투표소에 가서 

선거를 하는 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도록 해 다. 

앞에서 지 되었던 것과 같이 개인들로 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

하고 사회의 사회, 경제, 정치 인 다양한 방면에 참여하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과 훈련이 우선순 가 되어야 한다. 기든스(Giddens)는 

개인의 배제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명하고 올바르다고 보았으며 센(Sen)은 그들이 뒤쳐지고 해고되는 것을 방

지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을 강화시키

는 것은 언 했다. 이는 사회  보호의 방 인 근에 속하며 이러한 

근은 사회 경제 인 험의 발생에 의해 생겨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기

로 하는 치료효과보다 효과 이라고 여겨진다. 교육과 훈련은 인간의 능

력에 한 투자이며 유럽의 사회 정책 틀의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 간주

된다. 미국에서는 교육 시스템은 복지의 핵심이라는 은 훨씬 더 이 에 

생겨났으며 어떤 이들은 심지어 미국에서 교육 시스템이 사회  보호의 역

할을 신한다고 간주한다.  

교육과 ‘평생 학습’의 새로운 강조는 ‘활성화’, ‘고용 가능성’, ‘고용을 

한 복지’와 같은 시  정책의 용어들과 연 되어 있다. 활성화 정책은 

‘제 3의 길’과 ‘능동  복지 국가’의 패러다임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여기

에서 사회  지출을 포함하며 노동력이 변화하는 경제 조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소득 지원에 장기 인 의존을 방지하는 에서 사회 복

귀, 훈련, 복지수혜자의 추가가 분명하게 강조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직업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단지 경제 인 필요성에 

의해서만이 아니다. 경제 범 에 련된 사람들의 생산 능력  사회 범

에 련된 사회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경제 인 효율성과 형평성을 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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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재 정책의 담론은 시민권의 심원리로서 일반 인 유 의 고용

을 보다 더 강조한다. 이 배후에는 고용은 원래 범 한 소득 이 을 통

해 해결될 수 있는 경제 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언 했던 것과 같이 실

업, 특히 장기 실업은 쉽게 미래의 삶의 기회를 실 하는데 있어 사회 인 

고립과 다른 불이익을 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이고 윤리 인 문제를 

내포한다. 유럽 사회에서 소득뿐만이 아닌 지 , 존경, 자기 존   사회

인 치가 주로 고용자들의 임 을 통해 배분되는 한 노동시장의 참여시

키는 것은 높은 정치 인 우선순 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식, 기술  지  유연성의 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기술 

노동력의 한 수요가 낮아지는 상과 함께 의 노동시장에서는 더더

욱 요하다. 낮은 기술 직업들은 훈련, 기술 향상 혹은 개인의 계발을 

한 기회가 은  반면에 새로운 기술에 한 투자는 상층 직업군에 집 되

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의 은 실질 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사람

들의 능력과 기술에 한 투자가 노동 시장의 가장 하 에 먼  집  되

어야만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고용은 사회 인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 인 빈곤의 험을 이기 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일의 한 보상’이 따르

고 고용된 사람들이 빈곤의 험에 처하지 않을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임 은 유럽 연합이 정한 빈곤선 이상으로 가족을 부

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에 제안된 임 이 실업 보조 보다 

낮고 유럽 연합의 수 에서 정의한 빈곤선 이하일 경우 고용은 빈곤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지 못한다. 실업 보조 을 축소하는 것은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을 그 로 남겨두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유럽연합의 상황 

유럽 국가들의 빈곤과 사회  배제 정책은 크게 자  조달, 기구, 혜택의 

기간과 수 , 자격 규정, 혜택의 범  등과 같은 몇 가지 차원에 따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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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각 국가는 모두 자국만의 제도, 행정, 정치 인 특징을 지니고 있

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들의 공통 은 임 이나 이 소득 등과 같은 다

른 수단이 없이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자신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사람

들을 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노동  임 과 련된 선별 인 

혜택들을 통한 사회  경제 인 지 를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몇 가

지 형태를 결합한 것이다. 최근의 빈곤 정책들의 분석은 두 가지의 요한 

요소를 보여 다. 만약에 한 국가가 낮은 수 의 빈곤을 해결하기 해서는 

요한 사회  재분배와 고용자와 비고용자를 한 최소한의 한 보호

를 필요로 한다. 반면에 일자리는 모든 그룹과 모든 상황에 한 최상의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사회 보장의 한 최  임 과 최  소득 보호

는 최종 인 안 망으로써의 사회부조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그 다면 존하는 최  임  보장의 안 망과 유럽 연합의 일반 인 사

회 보장 시스템은 얼마나 효과 이고 강력한가? 체 인구를 봤을 때 2001

년에 EU 25개국의 국민의 15%가 빈곤의 험에 처해 있었다. 이 수치는 

6천 8백만 명을 나타낸다. 유럽 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에는 상당한 차이

가 존재한다. 국가의 간값(median)의 60%를 임계값으로 잡았을 때 빈곤

의 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상 으로 아일랜드(21%), 남부 국

가(19-20%), 발트 국가(17-18%), 그리고 국(17%)이 높았다. 아일랜드와 

같은 남부 국가에서 빈곤한 사람들은 해당 국가의 반 인 번 의 혜택을 

상 으로 게 받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빈곤과 궁핍의 구 인 형태의 

상이 될 확률이 높았다. 베네룩스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와 

앙  동부 유럽 국가들(11-13%)의 수치는 낮았다. 기 회원국들  빈

곤율이 가장 낮았던 국가는 스웨덴(10%)이며 심지어는 슬로바키아(5%)와 

체코(8%)와 같은 특정한 새로운 국가에서의 수치는 더욱 낮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국가의 독립 인 임계값을 참조한 인 빈곤이 아닌 각 

국가간의 상 인 빈곤을 분석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연   기타 

이 소득과 같은 사회 인 혜택은 모든 유럽 국가 내에 빈곤에 험에 처

한 사람들의 비율을 여주지만 그 비율 감소의 정도는 그리스, 스페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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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랜드, 포르투갈, 키 로스  몰타에서는 50% 이하이며 스웨덴, 체코, 헝

가리, 슬로바키아 국가에서는 75%까지 이른다. 

여러 유럽국가 내에는 상당한 지역 인 차이가 있다. 를 들어 이탈리

아 북부의 빈곤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가운데 시칠리아와 같은 곳은 빈

곤율이 가장 높다. 스페인, 벨기에, 국  독일 역시 빈곤과 사회  배제

에 있어서 상당한 지역 인 격차를 보인다. 국가와 지역 사이의 번 과 빈

곤의 큰 격차가 있다는 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구조기 (structural 

funds)의 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1인당 평균 GDP가 유럽연합 평균의 

75% 미만인 지역들이 이 기 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구조기

은 부유한 국가나 지역에서 빈곤한 국가나 지역으로 재분배되는 요한 

수단이며 어느 정도 수 에서  유럽 차원의 참된 사회 정책의 부재에 상

응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유럽 연합은 빈곤 지표의 지역  차이 외에도 빈곤 험의 요한 사회

 차별을 인식하고 있다. 2001년 유럽연합의 빈곤 험은 특정한 그룹 내

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이 그룹에는 실직자, 미혼 부모(주로 미혼모), 독

거노인( 한 여성이 주), 자녀가 많은 가정이 포함된다. 일반 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험에 처할수있다. 노동 시장에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충분하고 탄탄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은이들 

한 빈곤과 사회  배제의 특정한 험에 처해있었다. 2002년 18세~24세 

사이의 거의 19%가 학교 시스템에서 무 일  벗어나 어떠한 훈련도 받

지 못하고 있었다. 한 아동들도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들은 성인의 

소득 빈곤의 수 (2001년, 19%)보다 높은 빈곤과 미래의 기회의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인 빈곤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실업자의 가

정에서 자라난 아동들이 바깥 세계의 어떠한 연결 고리가 없다는 것에 

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업, 빈곤  사회  배제간의 계에는 특히 주목할 만한 면이 4가지

가 있다. 첫째, 2002년에 유럽 연합을 체로서 봤을 때 18~59세 사이의 

략 10분의 1의 사람들이 실직자 가정에서 살고 있었다. 동시에,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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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6세 이상의 4분의 1 정도인 빈곤의 험에 빠진 노동자들에게 고용은 

빈곤의 탈출구가 되지 못했다는 에서 고용은 빈곤 퇴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없었다. 둘째, 실직자들은 하나의 단일 그룹이 아니며 노동 시장에의 

근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다는 인식이 증가되었다. 이것은 

특히 장기 인 실업자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기능  문맹, 

뒤떨어지는 경쟁력, 장애, 건강 문제, 독, 사회와 직장으로부터 오랜 시간

의 단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는 인 불리한 조건들이 있는 경향

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하고 당한 시기의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노동 시장에서의 구 인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이러

한 불리한 조건들은 인종이나 여성에 한 차별, 보육의 부족, 교통 수단 

결여,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의 생활, 주택의 부족 등과 같은 다른 부정

인 요소들과 만났을 때 더욱 더 악화될 수 있다. 셋째, 이미 실직을 한 가

정의 매우 취약한 상황에 더 많은 을 두지만 두 명이 일을 하는 가정

의 빈곤의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넷째, 자신들의 능력이 이미 쓸모 

없어진 노후한 남녀 노동자, 16~25세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은이들 그

리고 이민자  소수민족들이 취약한 특정한 그룹들이다. 

제2절 벨기에의 사례

  1. 제도적인 특징 

벨기에는 높은 임 (결과 으로는 높은 생산성) 략, 발달된 노동 계, 

그리고 주로 노동과 련되고 노동에 한 사회보험료를 통해 자 을 조달

하는 사회 보장 시스템 내의 한 이 소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거시

인 제도  에서 보았을 때 벨기에의 복지 황은 사회 보험에 한 더 

범 한 근과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 으로 제한된 사회

부조를 기반으로 한 비스마르크(Bismarckian) 시스템의 로 볼 수 있다. 

범 하고 소극 인 사회 보장 시스템은 실업과 비취업의 소득과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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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꽤 성공 이었다. 이러한 제도의 부정 인 면은 혜택

의 의존도가 높고 취업률이 상 으로 낮다는 이다. 사회 지출의 수 이 

비교  높지만 빈곤과 불평등은 낮다. 

  2. 빈곤 및 사회적 배제 

벨기에는 다른 유럽 륙의 복지 국가들에 비해서 빈곤과 사회  배제를 

퇴치하는데 꽤 성공 이었다. 벨기에는 재정 인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낮은 국가들에 속한다. 벨기에의 빈곤율이 낮은 이유  하나는 높

은 임 이지만 첫 번째이자 가장 요한 이유는 범 한 사회보장제도 덕

분에 비노동자들의 빈곤 험율이 비교  낮게 유지된다는 이다. 매우 높

은 보험의 용율과 실업 여의 무제한 인 기간은 빈곤의 험을 낮은 수

에 머무르게 한다. 2003년 인구의 13%가 빈곤의 험에 처했는데 이때 

유럽의 평균은 15%이었지만 모든 이 소득을 제외한다면 벨기에의 빈곤 

험률은 38%에 다다를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분석은 한 벨기에의 사

회안 망에 심각한 구멍을 발견해 냈다. 요한 문제 의 하나는 사회부조

를 받지 않는 경우가 상 으로 많다는 것이다. 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거나, 두려워서 혹은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는 벨기에의 심각한 지역간의 격차이다. 

벨기에 연방정부는 주요정책을 지역에 분산하고 있다. 래더스(Flanders)

의 빈곤율과 실업률은 루셀(Brussels)과 월로니아(Wallonia)보다 낮은 것

과 같이 지역간에 빈곤과 사회  배제의 지표들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3. 고용을 통한 사회적 통합 추진

이미 에서 언 했듯이 소득에 련된 벨기에의 실업  비고용의 문제

들은 범 하지만 소극 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완된다. 이러한 시스

템의 부정 인 측면은 혜택의 의존도가 높으며 취업률이 상 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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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표 3.10 참조) 노동 시장에서의 좋지 못한 성과 때문에 사람들

을 완 히 사회에 포함시키려는 능력이 부족하다. 

〈표 4-1〉취업률 (25~64세의 노동자), 2003년 

 2003년

벨기에 59.6
독일 64.8

네덜란드 73.5
영국 71.8

덴마크 75.1
이탈리아 56.1

유럽연합 15개국 64.3
출처: 유럽 공동체 위원회 2004: 27

 

벨기에의 취업률, 특히 고령 노동자, 비유럽연합 국가에서 온 외국인과 

여성에 있어서 아직 유럽 연합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세 부문

의 취업률을 보았을 때 벨기에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55~64세 사이

의 노동자들의 취업률은 유럽연합 15개국의 평균인 40.2%(2003년)과 비교

했을 때 28.1%로 유난히 낮다. 여성의 취업률은 남성의 75%미만 정도의 

수 (여성은 51.8%, 남성은 68.3%)으로 성별에 따른 취업률의 격차도 크

다. 이러한 상은 다른 외국의 체제와는 달리 여성 실업자들이 벨기에의 

오랜 기간의 실업 여와 련되어 있을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복지 수

당과 실업 보험 여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 더 많

은 실업자들, 특히 기혼 여성들은 더 빨리 혜택의 권리를 잃게 된다. 이러

한 보조  기간의 길이로 인해 취업을 하려는 의욕을 꺾는 효과가 벨기에

에 오랜 시간 계속 남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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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고령 노동자(같은 연령대의 전체 인구 중 55~64세인 노동자의 점유율) 및 

여성 노동자(15~64세, 2004년)의 취업률

 고령 노동자의 취업률 (2003년) 여성 노동자의 취업률 (2003년)

벨기에 28.1 51.8
독일 39.9 58.8

네덜란드 48.8 65.8
영국 55.5 65.3

덴마크 60.2 70.5
이탈리아 30.3 42.7

유럽연합 15개국 41.7 56.0
출처: 유럽 공동체 위원회 2004: 27

다양한 연구들이 벨기에의 비유럽연합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의 취업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0년도에 61%의 벨기에인들이 취업이 된 

반면의 비유럽 연합 국가의 외국인은 오직 33%만이 노동 시장에 흡수되었

다. 실업률의 격차는 더 심각하다. 2000년에 오직 6%만의 벨기에인들이 

실직자 지만 비유럽 연합 국가의 외국인의 경우는 30%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최근의 사회  통합에 한 국가 보고서는 이민자들의 실업

률은 단순히 낮은 교육의 수 이 아니며 고용주들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기 

한 고용 서비스에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언 했다. 이민자들

의 자녀들의 형편에 맞는 교육 인 조치가 우선시되었으며 다양한 범 에 

이르는 새로운 차별 지법들이 마련되었다. 

  4. 활성화 조치 

벨기에 사회정책의 요한 과제  하나는 낮은 취업률과 ‘일하지 않는  

복지’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더 범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

보장제도는 취업률의 증가하는 환경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는 에서 단지 

재정 이고 경제 인 과제가 아닌 사회 인 과제이다. 일자리는 불확실함과 

빈곤에 응하는 가장 좋은 보호책이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 여성, 고령 

노동자  소수 민족들을 노동시장에 포함하는 것은 긴 하게 풀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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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벨기에 역시 활성화를 향한 정책 변화

에 단계를 밟았다. 벨기에의 지난 국가별분배계획(NAP)의 요한 요소는 

비활성화의 함정을 없애는 동시의 빈곤을 완화시키기 한 최  임 의 인

상하는 것과 같은 커다란 정치 인 노력이었다. 혜택은 차 활성화와 연

이 되었고 일자리를 더욱 매력 으로 보이게 하기 해 재정  조치가 취

해졌다. 1999~2002년 최 임  수혜자의 숫자는 13.4%로 감소한 반면 활

성화 조치의 수혜자의 숫자는 57%로 증가했는데 이는 안 좋은 경제 상황

에서 일궈낸 진정한 업 이다. 

뒤쳐진 고용의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높은 임 과 조세의 부담 은 

시장 경제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 한 심각한 정부 산의 제약

은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여성들을 한 혜택 

혹은 서비스와 같이 ‘일하지 않는 복지’의 함정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투자하는 범 가 다소 제한되어 있다. 벨기에는 유럽 

륙 모델의 다른 복지 국가들과 같이 민간 부문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

출의 기회를 목표로 해왔다. 값비싼 노동 비용과 이미 많은 실업 인구로 

인한 재정 인 부담으로 인해 집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리 효

과 이지 않았다.  

제3절 덴마크의 사례

  1. 제도적인 특징 

덴마크의 사회복지제도는 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보편 이고 세

에 의존하는 복지 혜택과 사회복지서비스, 건강 리, 그리고 교육에 한 

시민의 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거주민들은 실업, 질병 등의 사

회  문제를 경험할 경우 기본 인 권리가 보장된다. 복지 혜택은 게 ‘탈 

가족화’ 되었다. 즉 이는 가족이 아닌 개인을 상으로 한다. 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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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이며 사회  이 소득은 하고, 공공 서비스는 규모이며 분산되어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와는 반 로, 덴마크의 복지시스템은 1960년 와 

1970년 에 확장되었다. 이 확장의 핵심은 규모의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설비의 설립이었다. 많은 복지기능을 탈가족화하자 국가가 떠맡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한 요구는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한 결과로 남녀의 구분 없

이 거의 모두가 고용 되었고, 빈곤과 장기  실업으로 인한 사회  배제는 

감소했다. 그러나 1970년  후반부터 1980년 에 덴마크 정부의 재정 문

제는 악화되었으며 실업문제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스의 학설

에 근거한 경기 역행  수요 리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이는 공공부문과 국

제 수지의 자를 증가시키고 실업문제를 악화시켰다. 1990년 부터 오늘

날까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덴마크는 극 이고 포 인 노동

시장정책을 실시했으며 이에 덧붙여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노동가능인구를 

다시 불러들이고, 복지혜택수 조건에 부합하도록 실업자( 는 장애인)의 

의무의식을 다져 이러한 활성화 조치를 받아들이게 하고 직장을 찾아 일을 

하도록 하 다.

덴마크 사회제도는 매우 분권 이다. 사회정책을 제정하는 것은 앙 정

부지만, 사회복지의 부분을 이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므로 

재정지원의 정도는 다르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혜택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

고, 개인 인  사회 인 계획을 상담해주며, 앙정부의 정책을 이행하고 

행정지원 정도를 책정하는 것이다. 덴마크 모델은 트 십 문화에 많은 부

분 기 한다. 이 문화는 사회  트 , 지방 단체, 그리고 여타 사용자 집

단 등의 련 집단의 여로 특징지어진다.

  2. 빈곤과 사회적 배제

범 한 사회보장제도와 높은 취업률 덕분에 덴마크의 빈곤과 사회  

배제는 낮은 정도에 머물고 있다. 덴마크는 EU 회원국  사회보장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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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가장 높으며 빈곤의 험도가 가장 낮다. 2001 ECHP 자료에 따르

면 11%의 덴마크인은 간(median)소득의 60%에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

고 있다. 덴마크의 장기  빈곤 험률은 회원국  최  비율인 5%이다. 

이는 덴마크가 회원국 내 가장 형평성 있는 소득 재분배 시스템을 갖추었

다는 것을 반 한다. 하지만, 덴마크 역시 빈곤과 사회  배제에 한 문제

를 가지고 있다. 이민자와 장기  실업자가 소득계층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덴마크인 외의 인종집단의 취업률은 총 인구의 취업률보다 낮

다. 건강과 평균수명에 하여 덴마크는 낮은 치에 있다. 덧붙여, 최근에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지만, 1960년부터 2000년 사이의 평균수명의 증가

는 EU 15개국  최 다.

  3. 활성화 조치

덴마크 사회  모델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빈곤과 사회  배제를 매우 낮

은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업문제와 노동시장 문제 그

리고 EMU(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에 따른 재정

제한문제에 처해 나가고 있다.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는 1990년

 후반에 신 자유주의  규제완화와 통  ‘사회  민주주의’의 안으로 

부상했다. 

1994년부터 재까지 활성화 로그램으로의 정책 환은 직업훈련강화

와 교육을 통한 노동공 의 증가 그리고 실업자에 한 복지 정책의 제한

과 감독에 목 을 두었다. 이견의 여지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 환의 동기

는 실업의 구조  본질에 한 발견과 장기  실업 특히 청년실업의 장기

화가 불러오는 해로운 결과에 한 경각심과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담론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문헌에서도 청년근로인구는 사회  배제

로 인해 당하는 잠재  ‘잃어버린 세 ’라 묘사되는 추세다.

이러한 정책 환은 1990년  반 보수 이었던 정부에 의해 신 하게 

도입되었으며, 1993년 후 사회민주  정부가 법칙화 하 다. 이는 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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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고, 자격증과 교육을 더 강조하는 정책으로 구성되었

다. 1990년  후반에 활성화 정책은 노동 시장 정책과 사회  통합 정책 

 가장 요하다고 인정받았다. 사회  통합을 구하기 한 방안은 취업

과 극 인 노동시장 정책에 역 을 두었다. 덴마크 사회정책의 활성화 조

치는 노동 공 을 늘이는 것뿐 아니라 자활능력을 길러 사회 으로 무시되

고 고립되는 상을 방지하고 노동에 한 동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합

당한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 해 실시되었다.

교육, 훈련, 그리고 직업 경험 계획 등의 다양한 활성화 로그램은 실업 

수당 청구자 개인의 요구와 사정을 지역 노동시장의 상황과 맞추는 개인의 

‘활동 계획’에 기 한다. 이러한 개 의 에 띄는 특징은 실업 혜택 정도

는 변함이 없는데 반해 기간과 자격에 련한 제재가 새로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1998년 이후로 사회보장 지원  수 자는 (30세 이상인 경우 수  

후 1년 뒤부터) 일하거나 활성화 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동시에 취약집단 활성화를 한 특별 로그램이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노

동시장의 병목 상을 이기 해 실시되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한 직

업에 보조  지원도 실시되었다. 노동 시장 활성화 정책은 특히 청년층을 

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직업훈련 로그램이나 

스폰서 직장의 취업을 돕고 있다. 1994년 이후로, 덴마크 청년들은 사실상 

실업 여를 3개월이상 수 할 수 없다. 그 이후에는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 덕에 청년들의 빈곤 지속도가 매우 짧아졌다는 

사실은 입증된 바이다.

체로 덴마크 노동 시장은 매우 유연하며 일시  해고의 모습을 띠는 

실업은 빈번히 그리고 분산된 양태로 발생한다. 이를 더 쉽게 설명해보면 

덴마크 실업보험은 '실업기간  높은 사회보장 그러나 실업 자체에 해서

는 매우 낮은 보장'을 제공한다. 한 실업수당과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

고 시키는 재량 사이에는 상충 계가 있는듯하다. 이런 면에서 덴마크는 '

유연안정성(flexicurity)' 즉, 매우 안정 인 노동시장과 극 인 노동시장 

정책에 힘입은 풍부한 복지혜택의 결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덴마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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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노동시장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데 효과 이었다. 그러나 최근 

시행된 연구는 엄격한 활성화 방안과 최  소득 제도의 조건 제한 때문에 

유연한 노동시장에 참여할 능력이나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 소외 될 수 있

다고 분석했다. 엄격한 활성화 방안은 많은 사람을 포 하는 동시에 수혜자

로부터 비순응  는 일을 거부하는 태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

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 으로 배제된 집단이 

생기게 된다.

  4. 서비스 경제의 중요성 

덴마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규모 공공 사회복지 서비스의 다양한 양

상이 산출하는 경제  사회  이득에 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서 언  했듯이 이 제도는 상당부분 인 자원 개발에 을 맞

춘다.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직업훈련, 그리고 교육은 기술개발을 도모하

고, 기술개발은 사회 민주주의 국가 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

다. 여성이 자녀 양육 등의 양육의무를 맡으면서 동시에 노동시장 내에 

극 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규모 사회 서비스 부문이 성과를 거둔 

은 특히나  여겨 볼만 하다. 에스핑-앤더슨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덴마

크는 어머니로서의 의무와 여성의 경제활동 간의 갈등이 뿌리 뽑힌 유럽 

내 유일한 국가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족형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덴마크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로부터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Esping-Andersen, 2002). 매우 비용이 많이 들긴 하나 탁아소 운 이야말

로 경제활동과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여성이 병행할 수 있게 돕는 요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게 국가 보육 제도가 잘 구축된 경제체제에도 단 은 있다. 

덴마크 복지국가가 취업 가능성을 늘리고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이 병행될 

수 있게 도운 결과로 노동시장 내에서는 성별 간의 고도의 분리가 나타나

게 되었다. 보장된 혹은 '유연한' 복지 부문의 설립은 좋은 임 과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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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녀양육과 병행 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유한 여성 노동 시장을 만

들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여성 근로자의 고립화'라는 값을 치르고 이루

어진 것이다(Esping-Andersen, 2002).

제4절 비교

벨기에와 덴마크는 빈곤과 사회  배제에 있어서 상이한 략을 도입했

다. 두 국가 모두 재정  빈곤을 낮은 정도에 두는데 성공했으나, 덴마크가 

노동 활성화 정책을 통해 보다 더 효율 으로 사회  배제와 실업의 문제

를 해결 했다고 확인 되었다. 퇴직 옵션(조기 퇴직), 노동에 한 높은 세

, 긴 실업 여 기간, 그리고 노동 시장의 강도 높은 제재 때문에 벨기에

의 노동 시장은 유연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형태는 사회 내 사람

들을 충분히 포 하지 못했고 노인, 이민자, 청년 층 등의 다양한 사회집단

은 소외될 수 밖에 없었다.

덴마크는 극 인 근로 복지제도를 통해 빈곤과 사회  배제를 낮은 정

도에 두면서도 실업률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독신 여성이나 청년 같은 취약 

집단을 겨냥한 고용 략을 한 복지 제도, 사회  통합, 그리고 재고용

과 결합 시킴으로써 노동 시장이 강화 되었다. 그러나 활성화 조치는 유연

한 노동 시장에 참여할 능력이나 의도가 없는 소수의 사람들은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덴마크는 평생보장 정책 그리고 유연한 노동 시장과 가정생

활의 결합에 역 을 두었다. 보육 제도 같이 거의 무료로 만인이 이용 할 

수 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는 ‘병행 불가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노동 

시장에서 여성 근로자의 치를 공고히 하는데 도왔다. 한 덴마크는 평생 

교육과 훈련을 노동 시장정책과 사회 통합 정책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사

회  투자’의 선구자가 되었다. 노동 시장의 취약 집단에 을 맞추어 덴

마크는 국민이 열등한 삶의 기회에 발목 잡히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  통

합을 개선하려고 한다. 

벨기에는 여느 유럽 복지 국가보다 빈곤과 사회  배제에 맞서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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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회에 통합시키는데 역부족이었다. 노동 시장에

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 했기 때문이다(취업률이 무 낮았다). 노동에 

한 높은 세 , 긴 실업 여 기간, 그리고 엄격한 노동 시장 규제를 비롯

한 병폐 깊은 례 때문에 취업률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활성화 기제를 스칸디나비아 방식의 세 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 인 복지 

제도에 편입하는 것이 정책 환 가능성을 높일 방안이 될 수 있다. 덴마

크의 경험은 벨기에 같은 국가에게 어떻게 활성화 로그램을 심으로 사

회  통합을 추구하고, 서비스직 고용을 장려하며, 인간  사회  자본에 

사회  투자를 통해 복지 산지출을 보충하는지에 한 방법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노동 참여의 증가를 막는 몇몇 구조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이는 벨기에의 경우에서 따지자면 조기 퇴직 옵션을 

폐기하고,  숙련 노동을 지원하며 재의 복지혜택 수혜자격과 수혜 지속

기간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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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유럽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사회정책의 향후 발

방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사항으로 귀결될 수 

있다. 

첫째, 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  능동  복지정책에 바

탕을 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의 문제 과 그 원인을 악하여 정책입안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특정계층의 빈곤과 불평등에 응하기 하여 몇몇 나

라에서 도입한 근로연계형 복지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근로를 

통한 자립을 진하려는 목 으로 시작되었다. 본 제도는 시행 이후 빈곤층

에게 일자리를 주어 이들이 복지수 권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

으나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하지는 못했다는 비 을 받아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의 경우 근로연계형 복지제도 시행 이후 복지수 자의 수는 

었으나 빈곤율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한 때 복지수 권에서 벗어났던 빈

곤층이 다시 복지수 권으로 회귀하는 상마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의 문제 은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두한 

새로운 사회  험인 비숙련 일자리의 낮은 유지가능성, 비숙련 일자리의 

임   가족부양의 책임(어린 자녀  고령자)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 기시에는 이러한 문제 이 더욱 부각된다. 따라서 근로연계형 

복지제도가 단순한 직업훈련의 차원에서 벗어나야 하며, 각국은 직업훈련을 

넘어선 고등교육  기타 교육의 기회 제공, 최 수입의 보장, 일터의 안정

성 제고  가족부양의 부담 공유 등 빈곤층의 문제를 효과 으로 덜어  

수 있는, 보다 포 인 측면의 사회안 망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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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향후 사회정책에서 강조할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a. 소득이나 건강에 한 피해의 보상에서 방으로 정책의 이 바

어야 한다. 이는 피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 그 에 

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제로 하는데, 그 이유는 나

타난 피해가 상했던 것 보다 더 크고  고치기 힘들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는 개인  자립  능력 측면에서 근하는 이론을 뒷받침하

는 가장 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b. 자립 능력 근방식은 각 개인들이 사회에서 자립 이고 책임감있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순향 인 사회정책이 바람

직함을 강조한다.

c. 생애경로 근방식은 정의와 부의 재분배에 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

하는데, 이는 단순히 한 세  내에서의 재분배만을 조명하는 것이 아

닌,  세 와 미래세  사이의 재분배를 효율 으로 조명함으로써 세

간 정의개념이 조  더 쉽게 설명된다.

d. 생애경로 근방식에서 설명하는 개인 자립  능력 에서는 증가

된 유동성과 유연성이 유럽의 경제발 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상임

을 보여  뿐만 아니라 자립에 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임을 보여주

고 있다. 비록 자주 불확실성의 근원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유동성과 유연성이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장기

으로 볼 때 사회  포 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이러한 

유동성과 유연성이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환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 정책  유도가 동반한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e. 개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능력배양을 제공하거나 는 인

간자본에 한 공 /사  투자의 장려를 통해 개인들이 사회에 통합

된 채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을 맞추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  자립의 원칙과 개인의 능력 추구 에서 볼 때 이론

으로도 뒷받침 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127

제
5
장
 결
론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들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인간자본에 한 투자

는 방 인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의 자유권을 더욱 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자립에 정 인 향을 미친다. 확실한 정책이 뒷받침된

다면 이러한 특성이 서로 상호보완 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론 인 측면에서 서로 합리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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