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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역사적 전개과정

❘제1절❘ 연방 성립 초기의 사회복지 성립 과정

1. 초기 이민기와 연방정부 성립기의 사회복지제도 도입

호주 연방(Commonwealth Federation)이 성립된 것은 1901년이었

지만,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로서 본격적으로 개척되기 시작한 것은 

1769년 제인스 쿡 선장에 의해 동해안이 탐험되고, 1790년 호주 동

부의 절반 지역이 영국에 의해 점유되면서부터이다. 

호주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성립되기 시작한 것은 호주 

연방 성립 이후부터이며, 전(前)연방제 시기 동안 빈곤에 대해서는 

주로 민간 차원의 자선과 주정부 차원의 빈민구제에 의존했다. 사적

인 자선은 자격 있는 빈민인지를 판정한 후 ʻ게으름을 방지하기 위

해ʼ 최소한으로 주어졌다(Mendes 2008: 16). 1890년대 경기 후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긴장이 고조되자 정부 개입의 압력이 증가되었

다(Garton 1990: 43-77; OʼConnor et al 1999: 24-26). 이에 주 정부들

은 두 가지 방식으로 빈곤에 대응했다. 첫째는 여성과 청소년을 포

함한 노동자의 권리와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도입하는 것이

고, 둘째는 노인이나 폐질자와 같은 근로무능력 빈민에 대해 직접적

인 급여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전연방제 시기의 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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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로 대응했기 때문에 전국 차원의 통일성이나 제도화 측면에서

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1901년 연방정부가 수립되면서 연방 차원에서 복지제도와 노동관

련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제도화

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노동자들이 그들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decent) 임금수준

을 제도화한 것이다(Mendes 2008: 17). 이는 도시 제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시 집권당인 보호주의당(Protectionist)의 Deakin 정부와 

노동운동 간의 건설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동맹의 세 가지 

요소는 강제적 조정, 보호, 그리고 백호주의이다. 이 중 오늘날 ʻ임
금노동자 복지국가ʼ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는 조정이다. 조정

은 결정적으로 연방 조정법원판사인 Higgins의 1907년 ʻHarvester 판

결ʼ로 공식화되었다. Higgins 판사는 ʻ합당한 임금ʼ(a fair and reason-

able wage)에 대한 유일한 기준은 “문명화된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인간으로 간주되는 평균적인 피용자의 규범적 필요”를 제공하는 것

이라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상당히 피상적인 사회정책 기준

을 사용해서, 법원은 최저 혹은 생활임금을 확립하였다. 이는 4인 

혹은 5인 가족이 “조명, 옷, 신발, 가구, 가구집기, 각종 요금, 생명보

험, 저축, 손보협회, 일자리 상실, 노조회비, 책과 신문, 전철요금, 재

봉틀, 탈수기, 학용품비, 오락 및 휴가비, 주류, 담배, 질병 혹은 사

망, 십일조”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의되는 ʻ적절하고 안

락한ʼ(modest and comfort)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임금이다. 당시 부

인과 자녀를 부양하는 성인 남성에 대해 하루 7실링 혹은 주당 42

실링1)을 ʻ합당한 임금ʼ으로 규정하고 있다(Castles 2007). 

1) 이 금액은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평균적인 피용자의 정상적인 욕구에 적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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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연방정부에 의한 각종 복지제도의 도입이다(Mendes 

2008: 17). 당시 노인들은 복지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노령연금이 

1900년 뉴사우스웨일즈, 1901년 빅토리아, 1908년 퀸스랜드에서 제

도화되었다. 1909년에는 연방의 노령연금이 세 주의 제도를 대체하

여 성립되었다. 초기에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적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했다.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본인의 노력으로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또 하나의 조건은 연금수급자가 관

할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뉴

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은 25년이었다(Carney 1994). 

1910년에는 장해나 실명을 이유로 일할 수 없는 16세 이상의 사

람들에 대해 장애급여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은 공통적으로 ʻ양호한 특성ʼ(good character)을 가졌다고 판정된 신

청자에게만 제공되었으며2), 동양인, 원주민, 알콜릭, 전과자, 최근 

이민자는 자격이 없었다. 

1912년에는 정액의 모성수당이 노동당의 Fisher 정부에 의해 도입

되었다. 연금과 모성수당 모두 일반조세로부터 재원 조달되었다. 당

시 강력한 누진세제로 인해 이러한 급여들은 매우 재분배적인 것으

로 간주되었다(Mendes 2008: 17; Castles & Uhr 2007; Garton 1990: 

99-101; Bryson 2001: 73). 

히긴스판사에 의해 사정되었다. 히긴스판사는 1명에서 7명 사이의 아동을 가진 아홉 
가족의 실질적인 예산과 생활비를 연구함으로써 이 숫자를 도출했다. 그 결과 주당 
42실링이라는 숫자는 성인 2인과 아동 3인으로 구성된 5인가족의 생활비로 도출되었
다(Saunders 1998).

2) 정당한 사유없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사람에게 노령연금의 자격
이 주어지지 않는 규정은 1974년까지 유지되었다(Carne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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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간기(1911년~1940년)의 사회복지 정체(停滯)

양차대전 사이인 전간기(戰間期) 동안 노동당이 한두 차례 일시

적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기는 하였지만,3) 이 시기 정국의 주도권은 

자유당과 국민당에게 주어졌다. 이 시기에 연방 정부에 의해서는 어

떠한 추가적인 소득보장 급여도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주에 

제한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을 따름이다. 예를 들면, 퀸스랜드 

주정부는 1923년 계절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시 실업 기간 동안 

구호를 제공하는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했다.4)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서는 1927년에 미망인 연금과 아동수당이 도입되었고, 1928년에는 

직장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5)(Herscovitch & Stanton, 2008; Mendes, 

2008: 18).6) 이와 같이, 세계 공황에 처해 주정부 차원에서는 산재

보험과 여타급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연방정부의 성과로는 이

어지지 못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급여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

지만 연속적으로 좌절되었다. 1913년 Cook 정부에 의해 국민보험법

이 예고되었다. 그러나 영국이나 독일과 유사한 기여형 보험체계 도

입을 선호하는 보수주의자와 당시 비기여 재원체계의 유지를 요구

3) 1915년~1916년 Hughes 정부와 1929년~1932년 Scullin 정부

4) 이 제도는 1945년에 실업 및 질병수당에 관한 연방제도로 대체되었다(Herscovitch & 
Stanton 2008).

5) 근로자보상제도(Workersʼ Compensation)로 알려져 있는 직장 산재보험은 보험체계를 
주축으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법에 정해진 비율로 보험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여가 재원이 된다. 급여는 소득 연동적이며 자산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다. 뉴사우스웨일즈에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이 모델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Herscovitch & Stanton 2008). 

6) 그러나 이러한 주 차원의 사회복지 제도 확대에 연방정부의 기여가 전혀 없었던 것
은 아니다. 예를 들면, 1933년 설립된 연방급여위원회(Commonwealth Grants Commission)
는 주정부가 자체 자원으로 실업구제와 같은 서비스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작은 주
에 대해 추가적인 기금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Castles 2007). 



14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호주

하는 노동운동 간의 분쟁으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또한, 1920년대 

아동보조금이나 가족수당 도입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있었지만 대

다수 왕립위원의 비현실적이라는 권고로 포기되었다(Castles 2007). 

1923년 Bruce-Page 정부와 왕립위원회에서 기여형 제도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대상 집단이 재난을 당한 사람과 

유족(과부)에서 근로무능력자와 노인으로 대체되었다. 이 때 제출된 

4개의 보고서에서는 실업보험을 제외한 기여형 제도를 제시했는데, 

예방적인 조치를 강조했다. 1928년 원래 왕립위원회에서 제시되었

던 병자, 근로무능력자, 노인에 대한 급여에 유족, 고아를 추가하는 

제도가 제안되었으나, 여당, 야당 사용자측의 반대에 부딪혀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하지 못하였다(Curtin 1994; Herscovitch & Stanton 

2008). 

❘제2절❘ 2차대전 이후 사회복지 발달 과정

1. 노동당정부(1941년~1949년)의 ʻ위대한 시대ʼ
호주의 사회복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노동당이 연

속적으로 집권한 1941년부터 1949년까지 약 10년의 기간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기를 호주 복지국가 역사에서 ʻ위대한 시대ʼ(the hero-

ic age)로 일컫는다(Mendes 2008: 18-19). 이 시기 동안, 특히 1941년

과 1945년 사이에 오늘날 호주 복지국가의 기본적 특성을 형성하는 

주요 제도들이 도입되었다(Carney 1994). 

초기 이러한 발달에 크게 기여한 것은 자유당의 전신인 통합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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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United Australia)의 Menzies 정부에 의해 1941년 처음으로 설립

된 사회보장 총의회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대체로 합의된 보

고서 시리즈를 통해 매우 실질적인 연방 사회서비스 급여의 확대를 

권고했다. 1940년 Menzies 정부도 연속 집권으로 복지 대상자의 확

대를 추진하였으며, 1941년 정부 교체 마지막 날 아동수당(Child 

Endowment)을 도입하였다. 이후 연속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에

서도 총의회위원회 보고서는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Mendes 2008: 18-19; Carney 1994; Castles 2007). 

또 다른 차원에서 사회복지 제도 발전의 결정적 기반을 마련해 

준 개혁은 1942년 연방 정부에 전국적으로 단일한 소득세를 부과함

으로써 소득세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 조치이다(Castles 2007). 전

시 노동당 정부에 의해 단행된 이러한 조치는 호주 복지국가 발달

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정의 중앙집중이 전후 복지 개혁

뿐만 아니라, 이후 노동당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다시 집권했을 

때 주정부의 사회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

다는 것이다. 

1941년부터 이차대전 말까지 집권한 노동당의 Curtin 정부는 거

의 모든 소득보장급여와 의료보장에 대해 연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Kewley 1969: 82-95). 커틴 정부는 집권 후 지

체 없이 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941년 사회보장제

도의 관리방식이 통합되어 새로운 사회서비스부가 설립되었다

(Herscovitch & Stanton 2008). 가장 먼저 추진된 정책은 유족연금

(Widowʼs Pension)으로써 이는 1915년부터 당의 정책이었으며 뉴웨

일즈 주에서는 이미 1926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제도였다. 유족연

금제도는 1942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로써 유족(과부)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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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실상 혹은 법적인 과부, 방임된 아내, 재혼하지 않은 이혼녀,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소한 여성)에 들어가면, 50세 이상의 여성 혹

은 자녀가 있는 50세 미만의 여성이 자산조사를 통해 연금의 자격

을 지니게 되었다(Carney 1994). 

1943년에는 복지기금(National Welfare Fund)이 설립되면서 실질

적으로 과세액이 증가하였다. 이어서 1944년 커틴 정부는 실업, 질

병 및 특별 급여법(Unemployment, Sickness and Special Benefits 

Act)을 통과시켰다. 실업급여와 질병 관련 급여 역시 정액 방식이고 

일반 세입에서 재정을 충당하며 자산조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급여 

수준은 연금보다는 낮았으며, 자산조사는 더욱 제한적이었다. 실업

과 관련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일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조건들이 반영되었다. 파업에 참여한 사람

의 경우 실업수당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실업과 질병수당의 

도입은 완전고용을 재건하고 유지하기 위한 더 큰 정책의 일부분이

었으며, 직업알선을 돕는 호주연방 고용서비스의 설립과 함께 진행

되었다(Herscovitch & Stanton 2008). 

이로써 호주 복지국가의 기본 골격이 거의 완성되었다. Menzies

의 자유당 연합정권에 의해 도입된 아동수당을 제외하고 이 시기에 

도입된 모든 급여들은 현재 호주 복지국가의 고유한 양식이 된 정

액의 자산조사 급여였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의 복지제도 도입 시도

가 모두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노동당의 취플리 정

부에 의해 1946년 약제급여(Pharmaceutical Benefits)가 법제화되었

고, 이어서 1948년 국민건강법(National Health Act)이 제정되었지만, 

전자는 대법원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었고 후자의 일부도 무력화되

었다. 이 시기 호주에서 의약 관련 제도들이 연달아 도입에 실패하



17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거나 축소된 것 의료 전문가 집단의 반대에 기인한 결과이다. 

2. 자유당정부(1949년~1972년)의 복지 방기(放棄)

노동당 정부의 복지국가 주도권 이후 23년 동안은 자유당/국민당 

연정 정부가 집권함으로써 보수의 시기가 도래한다. 실제로 이 시기 

사회입법 영역에서 실질적 진전이 거의 없었다. 자유당 정책은 새로

운 자원의 창출이나 연방정부 책임의 확대보다는 현존하는 민간자

원과 제공자에 대한 보조를 강조했다. 이 시기 사회정책은 대개 중

산층에게 유리한 신중한 점진주의적 변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Mendes 2008: 19). 

Menzies 총리 재임기간 동안 주요한 사회정책 변화로 첫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확대(1950년),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와 그들의 피부양

자에 대한 무료 약제 및 의료급여(1951년), 민간보험지출을 보조하

는 방식의 국민건강법 등을 꼽을 수 있다. 연정은 또한 연금수급자

에 대한 자산조사를 관대하게 하고, ACOSS를 비롯한 사회복지 부

문의 많은 자원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복지를 활성화

시켰다. 

그러나 Menzies의 사퇴에 따라 보수당 정부의 정치지도자가 바뀌

게 되면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걸쳐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다(Carney 1984). 이러한 관심의 결과로 보수당의 

연속적인 집권 후반기인 1968년,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과 전후 

이민을 고려해서 연금수급권자의 거주 자격조건을 완화하였고, 

1972년에는 특정 연금에 대해 해외 이주시 연계를 추진했다. 1967

년 장애인에 대해서 보호고용수당(shelterd employment allowanc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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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했다. 또한, 1969년에는 장애아동수당(Handicapped Childrenʼs 

Allowance)과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노인에 대한 재택보호(home 

care) 및 의약품 서비스(paramedical services) 지원제도가 도입되었

다. 1970년에는 무료급식차(ʻmeals on wheelsʼ)에 대한 보조금이 제공

되었다. 

멘지스 정부 이후 보수당 정부의 이 같은 부분적인 복지 개혁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GDP 대비 사회지출은 

이 시기 동안 오히려 감소했으며,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지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예컨대, 1946년 주당 평균임금의 25%

였던 연금액은 1970년 20%까지 하락하였다. 1970년에 GDP 대비 

복지지출은 7.37%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5%의 절반 수준이었으

며, 당시 OECD 국가 중 일본(5.72%)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3. 노동당정부(1972년~1975년)의 사민주의적 개혁 시도

유당-국민당의 오랜 보수연정 사이에 3년에 불과한 기간이지만 

노동당의 Whitlam 정부가 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는 집권하자 노동

당의 급진적 보편주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Carney 1994). 1972년 

정책 연설에서 Whitlam은 모든 호주인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

어야 한다고 천명하였으며, 낙인이 부여된 소수에 대한 자선보다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가용한 권리로서 복지를 옹호하였다

(Whitlam 1985: 359-60; Mendes 2008:26 재인용). 사회보장부 장관

에 임명된 Bill Hayden도 호주에서 용인되기 힘든 정도의 경제적 불

평등을 줄이기 위해 부자에게서 빈자에게로의 부와 소득 재분배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Carne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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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람 노동당 정부는 급진적 개혁안으로 보편적인 최저소득

(guaranteed minimum income)을 제시했으며, 퇴직연금(national su-

perannuation), 산재보험(n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의료제도

(national health scheme)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찬 계획은 엄청난 비용과 근로유인과의 명백한 배치성으로 인해 

실행이 좌절되었다(Mendes 2008: 28). 

대신 정부는 현존하는 연금과 급여 수준을 주당 평균소득의 25%

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또, 새로운 범주의 편모급여

(Supporting Mothersʼ Benefit)를 도입하고, 재외호주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고아연금(Double Orphansʼ Pension)을 도입했다.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장애아동수당(Hadicapped Childrenʼs Allowance)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노숙인지원법(Homeless Personʼs Assistance 

Bill)을 발의하였다. 또한, 특정 범주의 급여와 연금 간 격차를 축소

하고, 노령연금에 대한 자산조사를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클라이

언트 불평 구제를 위한 독립기구로 사회보장항소재판소를 설립하였

다(Whitlam 1985: 362-63).

3여년의 짧은 집권 기간 동안 이같은 휘트람 정부의 급진적인 복

지개혁을 두고, 역사가 맥킨티어(Stuart Macintyre)는 ʻ이 나라에서 

최초의 실질적인 사민주의 시도ʼ로 서술했다. 이는 경제에서 더 공

정하고 더 평등주의적 결과를 증진시키는데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

켰다는 점에서 그러했다(Mendes 2008: 25). 인구 중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도로 건

강, 주택, 도시개발, 교육 영역에서 대규모 정부 지출을 투여한 휘트

람 정부의 노력은 임금수준 보호에 대한 노동주의적 강조에 한정된 

노동당의 전통과 극히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Macintyre 1986: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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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휘트람 정부의 개혁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부정

책은 노동시장과 경제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실패했

다는 비판도 제기된다(Mendes 2008: 29). 또한, 1974~1975년 경기침

체를 시작으로 한 완전고용의 종말, 경제성장의 하락, 이로 인한 근

로능력이 있는 가구주 가족의 빈곤 수준 증가는 소득보장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제3절❘ 197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의 변화 

1. 자유당정부(1975년~1983년)의 사회적 자유주의

Fraser의 자유당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온건한 점진주의로 표현

된다(Carney 1994). 프레이저 정부의 복지 아젠다는 개인주의적 자

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경향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으로, 

정부정책은 민간지출 유인 제공에 유리하도록 공공부문을 삭감하

고, 큰 정부로 인해 예상되는 의존도 증가를 줄이는데 기초하였다. 

다른 한편, 정부는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주

의적 동정을 강조했다(Mendes 2008: 29).

1975년 집권한 프레이저 정부는 사실상 두드러진 개혁적인 성과

를 내지 못했다(노동당이 기초를 마련한). 가족수당의 재구축을 빼

고는 1976년 자산조사 항목에서 재산을 제외한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내용이라 할 수 있다.7) 이 외에도 1977년 장애아동수당이(소득

조사를 통해) 경증장애까지 확대되었다. 1977년 모성보호급여(motherʼs 

7) 그러나 이 조치도 1985년 호크(Hawke) 정부 때 다시 원상복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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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제도는 아버지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의무교

육만 마치고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한 실업급여 자격은 더 엄격해졌고, 

실업급여법은 전체적으로 더욱 까다로워졌다. 생활비운동(cost-of-living 

movements)의 연장선에서 연금액의 증액이라는 정부 정책이 1978

년 법제화되었지만, 70세가 넘은 노인에 대한 노령 연금에 대해서는 

소득 조사가 다시 부과되었다.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정부의 우려와 복지비용 축소 노력에도 불

구하고, 이 기간 동안 복지 지출 수준은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프레

이저 정부 첫 해인 1975~1976년 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15.7%였

으나 마지막 해인 1981~1982년에 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13.6%로 

감소했다. 그나마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1977~1978년과 1982~1983년 경기 후퇴로 인해 사

회보장급여에 의존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6만 700명에서 39만 700명으로 

증가하였다(Cass and Whiteford 1989: 277; Mendes 2008: 32). 신자

유주의적 수사를 구체적인 결과와 부합시키고 복지국가를 축소하려

던 프레이저 정부의 실패는 작은 정부의 옹호자들을 화나게 했으며, 

그 결과 반복지적인 신우파(New Right)가 출현하기도 했다(Garton 

1990: 168-69).

2. 노동당정부(1983년~1996년)의 표적화된 복지 지향

Hawke/Keating 정부는 노동당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와 세계화의 복합적인 이념적 구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두 정부는 자유 시장 목표를 지원하는 경제정책과 최소한 원칙으로



2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호주

서 사회정의의 증진에 기초한 사회정책 간의 지속적인 철학적 긴장

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Mendes 2008: 32-33). 

한편으로, 노동당은 세금을 낮추고 사회지출을 줄이는데 기초한 

경제적 합리주의 아젠다에 신중하게 순응했다8). 동시에, 빈곤한 특

정 집단의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도 유지했다. 사회정의를 증진

시키는데 사용된 프레임워크는 ʻ표적화된 복지ʼ였으며,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확대보다는 가장 욕구가 있는 복지 수급자에게 더 

많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 일환으로 노령연금과 가족수당 같이 이전에 보편적이던 급여

에 다시 자산조사를 도입했다. 표적화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보장 수

급자, 특히 연금 수급자와 아동을 가진 저소득가족의 실질 소득이 

상승하였다. 1987년에는 가족급여 패키지(Family Package)를 도입했

으며, 이 밖에 한부모에 대한 일자리, 교육 및 훈련제도(Jobs, 

Education and Training), 아동지원제도(Child Support Scheme), 메디

케어(Medicare), 좋은 도시 프로그램(Better Cities Program) 등을 추

진했다. 동시에 호크/키팅 정부는 복지사기 방지(anti-welfare fraud) 

캠페인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실업자에 대한 의무훈련제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저소득자에 대한 급여는 다른 불이익집단의 

권리와 생활수준에 대한 공격과 병행되었다(Mendes 2008). 

이와 같이, Hawke/Keating 노동당 정부는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

출과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 빈곤과 실업 같은 – 자유시장 정책의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완화

시키는데 강조점을 두었다. 

8) 이러한 전략은 불가피하게 불평등 증가를 초래했다. 1981년 0.281이던 호주의 지니계
수는 1989년 0.304로 증가하였으며, 2001년에는 다시 0.317로 악화되었다(www .lis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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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당정부(1996년~2007년)의 복지 후퇴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어 온 호주의 사회보장 개혁의 방향은 

한마디로 복지축소로 특징지워진다. 호주 사회보장의 퇴보는 거시

적인 맥락에서 전세계적인 복지국가 재편에서 유래한다. 완전고용 

및 남성 노동자 보호에 기반하여 확립되어 온 호주 사회보장제도는 

1980년대 후반에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과 이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

자 및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압박을 경험하면서 붕괴하기 시작했다

(Smyth, 1998). 많은 사회정책 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자유

주의 정치경제학 이론이 호주 사회보장 개혁의 방향을 주도하기 시

작했다. 즉, 일을 통한 복지(work-based welfare) 또는 일을 위한 복

지(welfare to work) 등 워크페어 정책이 기존의 보호적 사회보장 프

로그램을 대체하면서,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개념은 구호와 권리에

서 계약과 의무로 전환된다(Harris 2001).

호주 사회보장의 퇴보는 정치외교적 관계에 의해서도 설명된다. 

호주 사회보장 체계는 구빈법적 전통에 기반한 영국보다는 훨씬 평

등주의적 정치사상에 기초해 있지만(Kewley 1973), 구빈법적 유산

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즉, 자격 있는 빈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열등처우의 원칙 등의 가치들이 사회보장 제도 설계에 영향

을 미쳐왔다(Carney 2006). 복지국가 재편기에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구빈법적 복지자원 분배가 더욱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90년대부터 본격화된 미국 친화적 외교도 사회보장 

축소에 기여했다(Phillips 2007). 즉, 호주는 미국과의 정치, 경제 및 

안보 우호관계 확대를 추구해 왔고, 사회보장에서도 미국의 분절적

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와 프로그램들이 도입되면서 이제 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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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사회보장 접근에는 별 차이가 없게 되었다(Hoefer & Midgley 

2006). 최근에 호주도 미국처럼 1인 부모 가구 또는 미혼모 가구를 

표적화하여 복지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의 제도적인 요인도 사회보장 축소를 가속화

해왔다. 호주의 범주적 급여 체계와 일반조세에 기반한 재원 충당은 

사회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납세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아오지 

못했다. 가족세제급여와 노령연금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상대적으

로 높은 편이나, 실업수당 및 양육급여 등은 지출 축소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급여의 정당성이 약화되어 왔다(Ziguras 

2010). 그 결과로, 대상 표적성의 강화, 소득 및 자산조사의 엄격화, 

그리고 유효한계세율의 상승 등의 정책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적용

되어 왔다(Whiteford & Angenent 2002).

복지국가 재편기 이후 진행되어 온 사회보장 개혁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집권한 자유연립 보수당 정부에 의해 확립된 상호의무

제(Mutual Obligation)를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된다.9) 상호의무제는 

복지계약주의(welfare contractualism)에 입각한 워크페어 정책으로

서, 기존의 권리(entitlements)에 기반한 복지 대신에 조건부 복지로

의 이동을 의미한다(Kinnear 2002). 상호의무제는 한마디로 정부의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자는 그 대가로 사회를 위해 기여를 해야 한

다는 것이다. 근로연령 사회보장 수급자를 표적화한 정책으로서, 실

업수당과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노동

9) 상호의무제는 보수당 정부에서 새롭게 입안한 정책은 아니다. 이전 노동당 정부에서
부터 이미 ʻ호혜의무제(reciprocal obligation)ʼ가 시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ʻ직업협정(Job 
Compact)ʼ 프로그램을 통해 18개월 이상의 장기실업 급여자에게 급여의 대가로 구직
활동 요건을 적용하고, 직업훈련 등의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보수당 정부의 
상호의무제는 호혜의무제를 더욱 엄격화하여, 노동시장 프로그램 제공을 줄이고 급
여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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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상호의무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사회보장 급여 자격이 발생하며, 상호

의무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급여대상자

에게는 급여상의 불이익이 적용된다. 상호의무제 정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소위 ʻ급여를 위한 노동(Work for the Dole)ʼ이다. 이 프

로그램에 의하면, 최대 금액의 청년수당을 3개월 이상 수령하고 있

는 18세에서 19세 사이의 연령자, 그리고 최대 급액의 청년수당 및 

실업수당을 6개월 이상 수령하고 있는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연령

자는 구직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이 인증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가

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2주당 20.80달러의 인센티브 급여

가 주어진다. 상호의무제 정책은 현재까지도 호주의 실업 관련 사회

보장 급여의 근간이 되고 있다.

실업 및 노동시장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던 호주의 사회보장 

개혁은 장애인 및 1인부모 가구 등 제반 급여대상자에게로 확대되

어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증가 일로에 있던 호주의 근로연령 사회

보장 수급자는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사회보장 수급자 감소는 

고용 증가 등 경제상황 호전과 함께, 일부 사회보장 급여의 만료 및 

폐지 그리고 사회보장 급여의 자격요건 강화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0b). 특히, 실업수당, 청년수당 그

리고 양육급여 등 실업 관련 급여자 수의 감소가 특징적인 현상이

다. 또한 노령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및 노인의 노동시장 잔류 유

인책은 비근로연령층의 사회보장 수급자 비율 상승도 억제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사회보장 수급자의 축소는 그동안 보수당에서 추진해온 신자유주

의적 사회보장 개혁의 정책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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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그러나, 충분히 예견되었듯이 정부 사회보장의 감소는 저

소득 가구의 복지 욕구 미충족과 빈부격차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2007). 예를 들어, 사회보장 급

여자들의 가처분소득은 비급여자들의 4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0b), 미충족된 복지욕구를 가진 

저소득 가구들이 정부 대신에 자선단체나 비정부기관으로 원조를 

요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종 실업급여에 부가된 의

무사항들도 구직자들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했다(Ziguras 2004). 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보험 등 민간복지 지

원확대와 병행되어 추진되어 온 저소득 계층 지원 감소는 결과적으

로 중간계층 복지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Chenoweth, Warburton, 

& Buckle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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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보장 관리체계

 

❘제1절❘ 국가의 역할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사회보장과 일련의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고 전달했다. 하지만 세계경제 공항과 더불어 새로이 등장한 

보수정부들은 복지국가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

기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공공부문의 개혁과 사회

보장제도의 개편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영국과 미국에서의 복지개혁이 보수정권의 주도하에 이루어진것

과는 대조적으로 호주의 복지개혁은 노동당정부하에 주도 되었는데

사회보장과 관련된 핵심사항중의 하나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개혁

이었다. 사회보장은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 전달 해야한다는 전통적

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누가 서비스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

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다

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형태에 존재하는 정부가 직접 현금급여

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달하는 경우(Direct provision and se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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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delivery).

■정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사

업자를 선정해서 이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한 후 이들에게 전달

을 일임하는 경우(Purchaser and provider split). 센터링크가 대

표적인 경우.

■정부가 국민(대상자) 에게 직접 현금 급여를 제공, 전달하여 필

요한 서비스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하게 하는 경우(cash or 

voucher payments). 여기에서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기도 하

고 민간이나 비정부단체에서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상자

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짐.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제공하지는 않지만 사용자를 강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Compulsory private insurance). 

예를 들어서 강제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경우 정부가 연금

을 관리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직장인에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금가입을 강제함.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사용자와 서비스전달자에게 제공하

는 경우(tax expenditures).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보험(Medicare) 

외에 사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할인(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해 주는 경우.

어떤 경우이든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형태가 다르게 구분되기도 한다. 

호주 정부는 하나의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6개의 주정부

(State Government)와 2개의 준 주정부(Territories), 그리고 560개 이

상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 연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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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주정부만이 헌법상에 보장된 주권정부의 권위를 가지며 따라

서 지방정부는 헌법상의 공식적인 권위가 없고 주정부에 의해 통치

된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보건, 교육, 주거, 육아 등의 영역이 헌법

상 잔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통제하에 

운영되었었는데, 이는 당시만 해도 주정부에서 소득세를 징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도 주정부 단위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구조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연방정부에서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

는 사업 분야의 수와 규모보다 훨씬 많은 세원을 확보하게 되자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재원배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분야와 관련된 제반 지출 및 서비스전달에 관한 업무도 연

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가 재정을 지원, 분배하고 주정부가 서비스를 관리한다.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는 대부분의 세금을 징수하고 방위, 외교통

상, 이민, 우편 및 통신,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서비스와 기초연금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학교, 병원, 공공사업, 대중교통 등

의 업무는 주정부에서 담당한다. 여기에서 연방정부는 징수된 세금

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기금을 분할 배분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반면, 주 정부는 학교 또는 병원의 운영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따라서 누가 얼마나 지원을 받느냐 하는 질문은 호주의 정부구조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고 실제로 매년 예산 집행 때마다 논

란이 거듭되곤 한다. 

각각의 정부가 책임지는 업무가 구분되어 있기도 하지만,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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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주정부가 동시에 관여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병원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을 바탕으로 하지만 주정부와 준 주

정부에서 병원의 운영과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표 1-2-1>과 <표 

1-2-2>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책임분야를 일상생활에 적용한 경우, 

그리고 사회보장에 적용한 경우로 나누어서 보여준다.

 

<표 1-2-1>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부관리체계

활동사항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목욕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아침식사
무역, 수입, 수출

광고
통화

소비자법
상점 및 직장관련법

위생점검

버스 국도기금

버스, 버스통행권
교통법, 경찰

교통신호, 교통안내표
주요 도로, 도로세

지방도로 및 길
길표지판

버스정류소

학교
주정부 기금지원

고등교육
교육부

학교기금지원 
유치원 및 취학전교육

도서관 국립도서관
주정부 도서관
학교 도서관
의회 보조금

지역도서관 및 
이동도서차랑

운동
호주스포츠 연구소

국립스포츠기관

시드니 올림픽
주립 스포츠 센터

안전, 보건 및 교육

지역 스포츠 경기장 및 
놀이터

전화 전화 서비스

텔레비전
방송통신법

ABC 텔레비전 및 라디오

병원
의료보험(Medicare)
주정부 기금지원

약품규제

병원
응급차량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무료 
이동식당)

집 계획법
지역건물통제
나무 및 인도

쓰레기 국제 조약 및 국가 환경정책
폐기물 처리
오염 관리

쓰레기수거
지역 환경

자료: Parliamentary Education and Community Relation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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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책임분야

정  책 책  임

장애
연방정부: 소득보호, 노동시장
주정부: 숙소, 개인서비스 및 교육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합의를 요함

보건
연방정부: 의료비용 및 제약품
주정부: 병원(연방정부가 기금지원), 지역사회 보건소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합의를 요함

원주민
연방정부: 노동시장, 소득보호, 주거 및 인프라(외진지역)
주정부: 교육, 일정부분의 보건 및 주택, 가족 및 복지

공공주택 및 임대

연방정부: 민간 부문 임대료 보조와 관련된 소득보호. 공공주택에 관련된 
기금을 주정부에 제공. 1989년 이후 주정부에서도 기여
주정부: 주택지 개발 및 관리, 공공주택 임대료 할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합의 존재

노인 요양
연방정부: 소득보호, 요양원 및 호스텔
주정부: 병원
가정 및 지역사회 간호는 공동책임

자료: McClelland(2010, p. 71)

❘제2절❘ 각 분야별 관리체계

여기에서 말하는 각 분야별 관리체계는 사회보장, 사회주택, 보건

의료 그리고 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 이 구분은 다음에서 볼 수 있

듯 호주 연방정부가 주요 부처를 구분하는 방식과 일치 한다. 중요

한 사항은 비록 담당부처는 행정상 구분되지만 사회보장전달체계 

자체는 통합 관리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1. 사회보장

사회보장을 어떻게 정의 하는지에 따라 사회보장의 범주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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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야가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호주의 사회보장은 연방정부

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급여체계를 말한다. 호주 정부구조의 특성

상 어느 자치단체에 속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

택이 주어지지만, 사회보장 급여에 관한 한 연방정부에서 총괄 관리 

및 제공한다. 여기서 연방정부의 여러 사회복지관련 부처를 대신해

서 사회보장 전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1997년에 설립된 센터

링크(Centrelink)라는 기관(Benefit Agency)이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담당부처로는 가족, 주거, 지역사회 및 원주민을 

담당하는 가족 및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교육 및 고용을 담당하

는 교육 및 고용부(Department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보건과 노인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 및 노인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가 있다. 

1997년 이전까지는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가 

호주 사회보장의 주무부처 역할을 했지만 센터링크의 창설로 부처

가 폐지되었다. 이후 2011년에 또 한번의 개편으로 2004년에 설립

된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료(Medicare), 사회보장(Centrelink program), 아동보호(Child Support 

program)및 장애인고용(Civilian Rehabilitation Scheme)에 관련된 업

무들이 통합 관리되기 시작했다. 이 통합으로 인적자원부는 호주 보

건복지를 담당하는 가장 큰 부처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데, 호주 

연방정부 재정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경비를 운용한다.10)

10) 센터링크와 관련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제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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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주택(Social Housing)

호주의 주택정책은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부의 개입분야는 토지계획과 세제로 국한되지만, 빈

곤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존재함으로

써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사회주택(Social Housing)인데 2009년 1

월 1일부터 발효되어 기존의 연방정부 주택계약(Commonwealth State 

Housing Agreement)의 뒤를 잇는 서민주택협약(National Affordable 

Housing Agreement)에 따라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준 주정부에서 

주택보조금(Housing Assistance)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민간주택시장에서 

집세를 지불하며 주거지를 마련한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쟁체제 속

에서 치솟는 집세를 마련하지 못하는 영세민 또는 저소득자들에게

는 사회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는 다른 사회

보장 급여들과 마찬가지로 수급자 신청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사회

주택은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비영리, 비정부단체에서 

제공하기도 한다. 사회주택의 종류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

주정부 또는 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주정부나 준 주정

부가 소유하거나 아니면 임대해서 제공한다. 주로 저소득층과 특별

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제공되며, 거주의 자격이 주어지는 

자들은 집의 위치, 유형 및 관리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011년 6월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324,583가구가 330,980의 공공주택에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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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SCRGSP 2012). 서민주택협약에 의해 재원이 지원된다. 

공공주택의 집세(월세)는 그 주택의 시장가치에 따라 정해지지만 정

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주인 들이 직접 지불하는 월세

는 자신들의 세전소득의 30%이상을 넘지 않는다.

나. 주정부가 소유한 원주민을 위한 주택

정부기관인 원주민주택국 에서 관리하며 원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다. 2011년 6월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9,564주택에 9,820명이 거주

한다(SCRGSP 2012). 

다. 지역사회주택(Community Housing)

중 하위 소득층 또는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주택으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지만 정부가 

꼭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당수의 지역사회 주택조직은 

자체재정지원에 의존하며 점차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사회주택이 증

가추세에 있다. 2011년 6월 30일 현재 54,911가구가 지역사회주

택의 도움을 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59,777개의 임대주택이 있다

(SCRGSP 2012).

라. 원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주택

지역사회주택 중에서 원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형태로 서민

주택협약에 의해 정부재정이 이루어지며 주정부 및 준 주정부에서 

전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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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책  임

연방 정부 연방정부 월세보조, 주택 구매보조, 금융시장 규제, 세금

주정부 및 준 주정부
공공주택, 지역사회주택, 원주민 주택, 주택 구매보조, 주정부소유 원주민 
주택, 민간 시장에서의 월세보조, 토지사용 및 공급정책, 도시계획 및 개발 
정책, 주거관련 세금 징수, 주거 차용 법 및 규제

지방정부 건물허가, 도시계획 및 개발, 지역사회 주택공급, 월세보조

<표 1-2-3> 주거정책 관련 정부의 역할 

3. 보건 의료(Healthcare)

호주 보건의료는 메디케어(Medicare)로 대표되는데 연방정부의 

준정부기관인 Medicare Australia에서 그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한다. 

센터 링크와 마찬가지로 인적자원부(Human Service Portfolio) 산하

의 기관으로 일 년에 약 4억 건의 업무를 수행하며 17억 호주달러 

상당의 급여를 호주의 공공 또는 사립 보건의료 기관에 지급한다. 

전국적으로 약 238개의 사무소가 있으며 천개 이상의 관할사무소

(Access Points)가 약국과 지방에 설치되어 있으며 콜센터(Call 

Centre)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SCRGSP 2012).

메디케어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

함한다. 

① 메디케어(Medicare)

② 의약급여(Pharmaceutical Benefits)

③ 가족 보조 사무소(Family Assistance Office)

④ 호주 장기기증자 명부(Australian Organ Donor Register)

메디케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메디케어 온라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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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책  임

연방 정부

공립병원 재정지원
일반의 진료비할인 침 의약서비스 규제
제약품 혜택
민영보험 재정지원 및 규제
일차보건 접근성 향상지원
보건규제 조정
보건정책연구 및 각 정부단위별 정책조정
상이용사 보건
저소득층 지원
청각장애인지원

주정부 및 준 주정부

공립병원 서비스
보건증진 프로그램 및 질병예방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공공치과서비스
정신 보건 프로그램
환자 이송
규제, 조사, 면허관리
기관 및 직원관리
보건 정책 연구 및 정책개발

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의료비 청구

②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

③ 은행 계좌 쇄신 

④ 개인정보 쇄신

⑤ 의료비 청구 기록 열람

⑥ 메디케어 안정망 기록 열람

⑦ 의료급여 세금명세서

⑧ 장기기증기록

⑨ 자녀 예방접종기록 확인

<표 1-2-4> 보건의료 관련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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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기관인 메디케어와 관련된 불만사항은 연방정부 옴브즈

만(Ombudsman)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옴브즈만은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 및 준 주정부 단위로 존재하는데 센터링크나 메디케어 같은 

연방정부산하 기관에 관련된 불만사항은 연방정부 옴브즈만에 신고

한다.

가. 공립병원(Public Hospitals)

호주정부는 전체 의료서비스 총지출의 41.1%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립병원에 지출한다(AIHW 2011a). 2009~2010년 사이의 통계를 보

면 연방정부에서 38%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54%를, 그리고 비

정부기관에서 8%를 지원함으로써 공립병원을 유지해왔다(Australian 

Government 2012).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 753개의 공립병원이 존

재했고, 이는 병상수로 환산했을 때 56,900에 해당한다(AIHW　2011b).

나. 일차보건 및 지역사회보건(Primary and Community Health)

일차보건 및 지역사회보건은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s), 치과, 

알코올과 약물치료, 임산부 및 아동보건, 약제혜택 그리고 일련의 

지역사회 보건서비스를 칭한다.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건의료의 형태로 다양한 종류

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민간, 비영리기관 그리고 정부기관의 형태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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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의(General Practice)

거의 대부분이 민간소유이고 정부에서 메디케어(Medicare)를 통

해 소득을 제공한다.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fee-for-service)는 메디케

어 혜택요율(Medicare Benefits Schedule)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일

반의료소에서 일괄청구(Bulk-Billing)할 경우는 환자가 지출하는 비

용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Medicare 지역사무소에서 해당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의 총액은 의료비의 총액이 아니

기 때문에 일반의료소에서 일괄청구하지 않을 경우 환자가 직접 부

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호주정부에서 일반의료소에 

일괄청구할 것을 권장하지만, 이는 권장사항일 뿐이고 전국적으로 

일괄청구의 비용은 70%를 넘지 않으며 점점 하향 추세에 있다.

정부에서 기금을 통제하기 때문에 공급, 지역배분 및 일반의료소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다. 주정부 및 준 주정부에서 일반의들

의 등록과 면허를 관리하고 외진 곳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일반의에

게는 추가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라. 제약혜택(Pharmaceutical Benefits)

처방약품 가격의 80%정도의 비용을 제약혜택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한다. 할인카드(Concession card)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메디케어 안정망(Medicare 

Safety Net)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처방약품구매와 관련하여 

과다한 가계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의 처방약지출비용

이 일 년에 1,317.20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지출분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다(DOH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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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사회 보건서비스(Community Health Services)

주정부와 준 주정부에서 관할하며 주로 원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 것으로 지역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고 전국적으로 통일

된 시스템은 확립되어있지 않다.

바. 결연 의료서비스(Allied Health Service)

물리치료, 정신치료, 작업요법, 정골 요법, 족병치료 등의 서비스

가 해당되는데 주로 사보험 영역에 속한다. 정부에서는 사보험 할인

혜택(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 등의 형태로 재정적 지원을 

한다.

사. 치과(Dental Services)

아동과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성인(상이용사 등)에 대해서는 

주정부와 준 주정부에서 공공치과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대부분은 

사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의 영역에 속한다.

아. 노인 간호(Aged Care)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1984년에 설립된 노인 

간호 평가 팀(Aged Care Assessment Team)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주거 간호(Residential Care)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은 종교나 민간영리 기관에서 제공한다. 2011년 현재 

종교기관이 27.1%, 민간 영리기관이 35.3%, 지역사회기관이 13.7% 

그리고 자선단체가 17.7%, 그리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나머지 

6.2%를 담당했다(Australian Governmen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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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및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가. 아동보육(Child Care)

연방정부, 주정부, 준 주정부 모두가 관여하지만 정부에서 인정하

는 공식적인 보육기관은 연방정부에서 관할한다. 대부분의 서비스

는 민간단체에서 제공하고 정부에서는 보육혜택이나 보육료할인 등

의 방법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나. 취학전 교육(Preschool Education)

주정부와 준 주정부가 관할하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방과 후 

보육(After school care), 종일교육(Long Day Care) 등에 재정적인 지

원을 하는 정부도 있다.

다. 학교 교육(School Education)

헌법상으로는 주정부 와 준 주정부가 책임 관할하며 의무교육기

간인 10학년까지 정책개발, 서비스전달 및 관리 규제를 담당한다. 

공립학교의 경우 주정부와 준 주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며 사립학

교인 경우에도 주정부의 규제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연방정부의 지

원을 받는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공립학교재정의 89.2%는 

주정부에서 지원되었으며 연방정부가 10.8%를 지원했다. 반면에 사

립학교에 지원되는 정부기금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73.2% 주정부에

서 26.8%를 지원했다(Australian Governmen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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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업 교육(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고등교육 및 고용 장관 심의회 에서 고등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 

그리고 호주 자격기준요강(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을 

관리한다. 고등교육 및 고용 장관 심의회는 2011년에 고등교육, 기

술 및 직업에 관한 상임이사회(Standing Council on Tertiary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로 대체 되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

고 준주정부가 동시에 재정을 지원한다.

❘제3절❘ 급여체계 관리

1. 센터링크

대부분의 유럽국가와는 달리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연방정부에

서 징수하는 세제(General Taxation)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조

사(Means-tests)를 바탕으로 한 정액급여(Flat-rate income support)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센터링크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사회보

장급여는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실직자, 아니면 

퇴직자나 편부모(lone parent), 또는 간호인(carer)처럼 일을 할 것으

로 기대되지 않는 사람 등을 주로 한다는 점에서 일(work)과 접한 

관계가 있다(Whiteford and Angenent 2002).

1997년 연방서비스전달기관법(Commonwealth Services Delivery 

Agency Act 1997)에 의해 창설된 센터링크는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 관한 집행업무를 한곳에 집중하여 모든 서비스를 일

괄제공하기위한 일종의 원 스톱 숍(One-stop-shop)으로서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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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2003). 1990년대에 이르

러서부터 탄력을 받은 시장경쟁체제 속에서 국민들은 소비자 내지

는 의뢰인(Client)으로 간주되어지기 시작했다. 정부와 비정부기관이 

협력하는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보다 소비

자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과 동시에 서비스전달의 

효율성이 정부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초점이 소비자위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중에 가장 중요시된 부분 중의 하나가 접근성(Accessibility)

이었다. 따라서 비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보장 서비스

의 분산 관리보다는 통합 관리가 선호되었다. 호주의 사회서비스는 

비단 정부의 서비스 뿐 아니라 정부의 기금을 받는 민간, 교회, 비종

교단체 등의 참여가 활발했는데 이를 통해 주거, 장애, 고용, 상담, 

보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보

다 조화로운 그리고 편이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센터링크

가 도입된 것이다.

센터링크는 주로 도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범주를 벗어나는 지

역에는 가족보조국(Family Assistance Offices)이 센터링크를 대신한

다. 각 지역사무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센터링크 

지역사무소는 사회보장 급여신청, 심사 및 지급, 개인서류보관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하며 보통 20명 정도의 직원이 일을 한다. 지역사무

소는 다시 3개의 부문으로 구분이 된다. 

<표 1-2-5> 센터링크 지역사무소의 역할 

정  부 책  임

연금 심사국 기초노령연금, 배우자 연금, 미망인 연금

고용 서비스 새 출발 수당, 청소년 수당, 장애보조연금, 간호인연금, 육아급여, 특수혜택

가족 지원 사무소 가족세금혜택, 보육혜택, 출산장려금, 출산예방접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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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혜택에 관련된 문의나 급여신청을 하기위해 센터링크를 

방문하면 우선 고객서비스 상담요원(Customer Service Advisor)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정보제공을 한다. 

고객서비스 상담요원은 급여신청을 심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

한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센터링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다. 

센터링크에도 최소 한명의 사회복지사가 있기는 한데 이들의 주요 

업무는 급여여부의 자격심사가 아닌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할 수 있는 기

회제공

■대상자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

대상자의 개인적 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청소년수당의 수령조건 중 하나인 부모로부터의 독립여부에 

대한 평가

■의료기록등과 같은 기타 정보 제공

■주정부 차원의 보조나 비정부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 센

터링크에서 제공하는 것 이외의 다른 보조프로그램에 대한 정

보제공 

대부분의 지역사무소에는 통역관이 있으며 면접과 전화문의에 관

련된 사항에 도움을 준다. 또한 지역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

만 어떤 곳에는 직업,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에 조언을 주는 상

담원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편부모들에게 교육이나 훈련에 관한 조

언을 제공 하는 것 을 그 주요 업무로 한다. 호주의 특성상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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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많은 지역에는 그 지역사회의 소수민족과의 보다 긴 한 연

계를 위하여 그에 적합한 상담원이 있고, 원주민 집지역에는 이에 

맞는 상담원이 있다. 또한 일반 기업체의 소비자보호센터처럼 센테

링크에도 중앙 집중화 되어있는 콜센터가 있다. 

<표 1-2-6> 주요 사회보장 급여의 종류와 자격조건

종  류 자 격 조 건

새발 수당 21세 이상 실업자 

청년(실업) 수당 16-20세 사이 실업자

청년(학생) 수당 16-24세 사이 학생

성인 교육수당(Austudy) 25세 이상 학생

양육급여(2인 부모)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빈곤가구

기초노령연금 64 2/1 - 67세 의 노인 

장애보조연금
16세 이상으로 장애 때문에 앞으로 2년간 주당 15시간 일 할 수 없는 
사람

양육급여(1인 부모)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일인부모

간호인 급여 장애인 을 돌보는 간호인 

가족세금혜택 A 21세 미만의 자녀를 두거나 21-24세 사이의 학생자녀를 둔 가구

가족세금혜택 B
16세 미만의 자녀를 두거나 21-24세 사이의 자녀를 둔 가구 중 한명만 
수입이 있는 경우

유급육아휴직 출산 전 13개월 중 10개월 이상 330 시간 일한 자

출산수당 출산한 자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2012)

센터링크의 주요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소득보조(Income Support), 둘째는 고용망(Job Network)과의 연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서비스제공(Support Services)이다. <표 

1-2-6>은 주요 사회보장 급여의 종류와 자격 조건을 표시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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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모든 급여는 소득조사의 대상이며 실업 수당의 경우는 

구직활동 내지는 취업교육을 조건으로 한다.

1980년대부터 호주정부는 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들에게 구직활

동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시작하였고, 능동적인 노동시장 정책

의 일환으로 구직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일자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1991년에는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가 구직수당(Job Search 

Allowance)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장기실업자(long-term unemployed)

들의 경우에는 새출발수당(NewStart Allowance)이 제공되었다. 이들 

모두는 센터링크에서 제공하고 관리 감독하지만, 실업자들의 경우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

기 때문에 이를 위해 수혜자와 공급자간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실업자들의 경우 직장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일종의 활

동협정(Activity Agreement)을 담당 부서인 연방고용서비스(Commonwealth 

Employment Service)와 맺는다. 특히 18개월 이상동안 실직상태에 

있거나 다른 취약계층의 대상자에게는 특별히 개인전담 담당관

(Case Manager)과의 협의를 거친다.

2. 센터링크와 주무부서와의 관계

센터링크는 정부 주요부서의 서비스 전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양자 간의 협약(Business Partnership Agreements)에 의한 계약관계가 

그 핵심이 된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부처는 센터링크로부터 서비스

를 구매하고(purchaser) 센터링크는 서비스를 소비자(국민)에게 전달

한다(provider). 이러한 구매와 전달의 구분은 1980년대부터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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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시장(quasi-market)정책의 공공부문 적용을 그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계약 관계에 따라서 센터링크의 주 수입원은 서비스를 의

뢰한 정부의 주무 부처가 되는데 대부분의 재원이 이를 통해 확보

되고 소량의 정부충당금이 존재한다. 각 정부부처는 센터링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협상한다. 양

자 간의 협정으로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을 결정하고, 기금을 배정하

며, 활동평가와 이에 관련된 보고체제를 결정한다. 

<표 1-2-7>에서 볼 수 있듯, 센터링크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

무는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 와 관련된 사항들이며 다음으로는 고

용과 교육에 관한 사항들이다.

<표 1-2-7> 센터링크의 수입원

단위: 천 달러

부처 2003-4 2004-5 2005-6 2006-7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 1,951,091 2,005,272 2,017,321 2,016,456

고용 및 직장관계 111,800 106,000 106,000 106,000

교육, 과학 및 훈련 13,543 13,579 13,732 13,908

보건 및 노인 8,229 6,351 6,059 5,386

농업, 어업 및 임업 8,887 1,993 326 426

소계(서비스 전달) 2,093,550 2,133,195 2,143,438 2,142,409

기타 수입원 18,681 15,592 14,168 14,233

합  계 2,112,231 2,148,787 2,157,606 2,156,409

자료: Halligan and Wills (2008)

여기서 두 번째로 큰 고객인 고용부는 센터링크와 다소 다른 관

계를 유지한다. 그 주된 이유는 가족 및 지역사회부가 센터링크 서

비스의 직접적인 구매자이고 센터링크는 가족 및 지역사회부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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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반면, 고용부의 업무는 상당량이 

자유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전달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서 고용서비스는 구직망(Job Network)에 존재하는 약 200여

개의 사업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대부분 민간업체에서 

운영한다.

따라서 고용부와 구직망 그리고 구직망에서 누구를 사업자로 선

정하느냐는 이 사업의 후보자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가격경쟁력이 

있고 얼마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에 센터링크와 정부부처와의 관계는 가격협상은 하되 대안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큰 차이가 있다. 즉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부와 센

터링크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협상을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

실상 센터링크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의 입장에서는 센터링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

하지만 센터링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는 많은 의문이 있었다. 

이는 특히 하워드 정부하의 실업자 대상으로 한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 정책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를 들어보면 다른 대상 집단과는 달리 상호의무정책의 수혜자가 되

는 실업자들은 집중적인 관리와 면담을 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수혜자 집단은 실업자를 비롯한 현금

급여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이지만 고용부의 입장에서는 그 일차 

수혜자(Client) 집단이 이들이 아닌 산업체(Industry)이기 때문에 누

가 일차 수혜자 집단이냐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 즉 고용부의 입

장에서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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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업계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노동인

력을 제공하는 것이었기에 두 부처 간의 알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부와 센터링크와의 관계와는 달리 

고용부에서는 센터링크에서 수행하는 고용관련 업무가 그다지 경쟁

력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센터링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곤 했다. 이러한 주장은 호주국립감사기관(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센터링크의 

독립성에 대해 제한을 가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도 연결되었

다.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화된 한 예로 센터링크에서 수행하던 지역

사회보호 프로그램(Community Support Program)이 분리되어 민간업

체에 맡겨지게 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센터링크가 one-stop-shop의 성격을 띤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통합

을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실업자들의 관리에 있어서는 각 관계부처

와의 마찰이 존재했는데 이는 각 부처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일관적

이지 않다는 것이 일차적인 요인이라고 분석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처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인데, 센터링크의 주요 수입원이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

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이루어지다 보니 센터링크는 재무부와는 직접

적인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에서 센터링크를 어떻

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 주요 이유는 정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부처장관의 견해가 반영되는데 각 부처 장관은 센터링크에게 자

문을 요하거나 또는 센터링크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조언을 제공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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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정부 기관의 조직 구조

자료: Hui, Moerman and Rudkin (2011)

또 하나의 이유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선두 지휘한 재무부의 입장

에서 센터링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무부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공급과 구매를 구분

하는 새로운 기법의 도입으로 출시된 센터링크가 개혁의 완전한 이

행상태에 이르 는지 아니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지가 중

요하다는 것이다. 재무부의 입장에서 센터링크는 다른 민간 업체처

럼 일종의 사업체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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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 지출을 경쟁업체 없이 도맡아 처리하다 보니 독점의 우려가 

있다. 또한 센터링크는 처음에 의도했던 것처럼 관련부처와 상당한 

거리를(armʼs length) 둔 독립된 부서(Indepednet Agency)라기보다는 

정부가 이사회를 임명하고 이사회가 센타링크의 수장을 정하는 식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기관의 한 형태인 센터링크가 서비스 

전달업무를 정부의 주요 업무에서 분리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결론적으로 효율성과 정부규제의 두 측면에서 

아직 풀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2-2] Centrelink와 주요 중앙부처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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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구구조 및 인구문제

❘제1절❘ 인구구조

1. 인구변동요인 

한 국가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는 인구변동요인 즉, 출산, 사망 

및 국제이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 같은 인구변동요인들

은 경제, 고용, 사회보장, 문화, 환경 등 제 영역들과 상호작용을 통

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

도의 과거 추이와 현재의 모습은 물론 미래의 방향을 명확하게 이

해하고 예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국가의 인구 현상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출산

호주의 합계출산율(이하에서는 ʻ출산율ʼ로 표기함)은 20세기 초 

4.0수준이었다. 1934년 경기불황으로 출산율은 처음으로 인구대체

수준인 2.1에 도달하였다. 당시 출산율 감소는 혼인 지연보다 결혼 

후 출산 조절에 의한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Ruzicka 

and Caldwell 1982). 이후 출산율은 1961년 3.5까지 상승하였는데, 

주된 이유로는 제2차 세계대전과 경기불황으로 지연되었던 출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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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여성 초혼연령 감소 및 여성혼인율 상승에 따른 결혼 증가

(marriage boom), 젊은층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국제이동,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른 비자발적 무자녀가족의 감소 등에 기인한다(Paice 

2003). 

이후 출산율은 1976년에 인구대체수준까지 낮아졌는데 이후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1990년대 들어 출산율은 다소 감소하기 시작하였

는데, 1자녀 혹은 2자녀로 가족규모를 축소하거나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출산율은 1.9 수준

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2001년 1.73으로 호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40년 동안 출산율 감소는 1961

년 구강피임약 보급, 1971년 인공임신중절법 재해석에 따른 인공임

신중절 증가, 직업 불안정성 증가, 여성의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 증

가(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은 1971년 37%에서 2001년 55%로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Paice 2003). 

이후 출산율은 상승세로 전환하여 2008년 1.96까지 상승하였다. 

2009년 1.90과 2010년 1.89 등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9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출생아수가 297,903

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태어나 ʻ미니 베이비붐ʼ이라는 논의가 등장하

기도 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호주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1.75~1.90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Lattimore and 

Pobk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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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호주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1930~2010년)

단위: 명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Birth, Australia, cat. no. 3301.0. 

[그림 1-3-2] 호주 출생아 변동 추이(1930~2010년)

단위: 천 명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Birth, Australia, cat. no. 3301.0. 

사회경제적 상태별 출산율의 차이도 명확하였다. 모든 계층에서 

출산율이 상승하였으나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상승정도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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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비하여 2005년에 출산율이 가장 많이 높아진 계층은 최상

위 5분위 계층이다. 위의 기간에 이들의 합계출산율은 1.37명에서 

1.51명으로 약 10%나 상승하였다. 그 다음 상위계층의 증가율은 약 

6%로 이 두 계층의 출산율 상승은 전체의 59%를 차지하였다. 반면

에 가장 낮은 계층에서는 같은 기간 출산율이 2.02명에서 2.05명으

로 상승하여 불과 1%정도 증가에 그쳤다. 호주의 출산율 증가의 특

징은 첫째 사회계층이 높은 경우 30세 이상에서 출산율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계층이 낮은 경우 출산율 증가의 연령층이 낮다는 것

이다. 그 결과 2005년 가장 높은 계층에서 30세 이상에서 출산이 전

체의 62%에 달한 반면에 최하위 계층에서는 25%에 불과하였다

(ABS 2007: 이소정 · 이삼식 · 김태헌 외 2010에서 재인용). 

최근 호주 출산율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는 고연령층 여성들이 미

루어왔던 출산을 이행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의 경기회복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가구소득수준이 

상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 시간

제 근무 등이 가능한 탄력적 노동시장,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 등이 

이를 잘 반영한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시장의 진입 및 지속과 관련

한 비용을 낮추며, 가족형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감소시키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면서 출산을 촉진시켰을 것이다. 

이 외에도 가족정책의 확장(베이비보너스, 가족조세혜택 등), 아동

의 중요성을 강조한 규범 등이 출산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

다(Lattimore and Pobke 2008). 

한편, 2010년 출생아 중 34%는 혼외출생아이다. 전체 출생아 중 

혼외출생아의 비중은 1950년대 이래 높아지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지난 30년간은 매우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였다(ABS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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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성 여  성 
1990 73.9 80.1
1995 75.0 80.8
2000 76.6 82.0
2005 78.5 83.3
2010 79.5 84.0

[그림 1-3-3] 호주의 혼외출생아 비율 추이(1910~2010년)

단위: %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Birth, Australia, cat. no. 3301.0. 

나. 사망 

호주의 평균수명은 1800년대 후반 이래 30세 이상이 증가하였다. 

평균수명은 1881~1890년 남성 47.2세, 여성 50.8세에서 2008~2010

년 남성 79.5세, 여성 84.0세로 증가하였다. 호주 통계청에 의하면, 

호주의 기대여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UN의 2005~2010년 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호주의 평균

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1-3-1> 호주의 평균수명 추이 
단위: 세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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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이동 

1) 최근 이민 동향 및 영향

호주 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 6월 기준으로 호주 거주 인구 중 

27%(6백만 명)는 외국에서 태어난 인구이다. 이들의 출신국을 살펴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영국 출신 이민자가 12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5.3%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 출신이 54만 

4천명(2.4%)으로 나타난다. 중국 출신 이민자(38만 명)는 2000년 

0.8%에서 2010년 1.7%로 증가하였으며, 인도 출신 이민자(34만 1천

명)는 동 기간 0.5%에서 1.5%로 증가하였다.

호주 이민자의 규모는 숙련 · 미숙련 노동 공급, 유학생에 대한 교

육재정, 주택,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응집성, 난민에 대한 국제적 

의무 등에 영향을 받는다. 뉴질랜드 출신의 이민자가 많은 것은 

1973년 타스만 조약(Trans-Tasman Travel Agreement)에 의하여 뉴질

랜드 국민들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호주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호주로 이민을 희

망하는 경우,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에서 관리하는 이민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한다. 2009~2010년 

순이민자는 215,6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3~2004년 이래 처

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2008~2009년 대비 84,300명(28%) 감소한 규

모이다. 

순이민자들은 호주 인구의 연령구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초기생산가능인구(15~34세)에 대한 영향이 크다. 다만, 

출산율이 총인구의 연령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순이민자가 미

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9~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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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34세 인구 중 순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나타

났다. 임시이주민이 많았던 2005~2006년 15~34세 인구 중 순이민자

의 비중(58%)에 비해 10%포인트 높은데, 이는 최근 20대 초반의 유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유소년인구(0~14세) 중 순이민

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65세 이

상의 노인인구 중 순이민자들의 비중은 0.4%에 불과하다(ABS 

2011b).

[그림 1-3-4] 호주 인구와 순이민자들의 연령분포

단위: %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Migration, Australia, cat. no. 3412.0. 

2) 이민자 구성11)

호주는 매년 이민을 받아들일 분야 – 기술, 가족, 인도적 목적, 기

타 특정사유 – 별 인원을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민을 허

11) 이소정 · 이삼식 · 김태헌 외(2010)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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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표 1-3-2>는 계획과 실제 이주자의 수가 최근 몇 년

간 매우 근접하였음을 보여준다. 매년 고용주, 조합, 커뮤니티 그룹 

같은 이해 당사자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노동시장 수요조사를 

거친 후에 받아들일 이민규모를 결정한다(Hugo 2010 참조).

〈표 1-3-2〉 호주 순이민 프로그램: 이입인구 분류별 계획(2005-11)과 실적

(2005~2009년)

단위: 명

년  도 인도주의적 이민 가족이민 기술이민 특수 이민 전  체

2005-06
계획 13,000 42,000 97,500 500 153,000

실적 14,144 45,290 97,340 310 157,084

2006-07
계획 13,000 46,000 97,500 500 157,000

실적 13,017 50,080 97,920 200 161,217

2007-08
계획 13,000 50,000 108,500 300 171,800

실적 13,014 49,510 108,540 220 171,284

2008-09
계획 13,500 46,500 115,000 300 185,300

실적 13,507 56,370 114,780 180 184,837

2009-10 계획 13,750 60,300 108,100 300 182,450

2010-11 계획 13,750 54,550 113,850 300 182,450

출처: DIAC, 미발표통계; Evans 2010

2006~2009년간 현저히 많은 총 이출 인구량을 보여주는 집단은 

호주 시민권자들뿐이다. 학생, 임시 사업비자(장기 거주), 워킹 홀리

데이 등의 주요 임시 이주범주에서 순 이주인구의 증가가 뚜렷한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최근 몇 년간 해당 범주 내 인구의 유례없는 증가(특히 학

생들), 즉 단기간의 입국자 수가 출국자 수를 능가하여 ʻ버블ʼ이 형

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버블은 입국자들이 최종적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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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 이후에 사라지게 된다.

둘째, 임시거주 혹은 단기 방문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후 영주권을 

신청, 취득하는 사람들의 증가 추세, 이들을 지칭하는 ʻonshore 이민ʼ 
범주는 점점 중요한 이주의 유형이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민과 

시민권 부서는 호주 인구에 영주권자 추가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항

목은 정주비자 범주가 규정하는 정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ʻoffshore 

이민자ʼ와 호주에 임시 비자를 가지고 도착하였으나 정주비자 범주 

하의 영주권을 신청하여 취득한 ʻonshore 이민자ʼ가 포함된다. 

[그림 1-3-5] 호주 인구성장에서 이입과 이출의 구성(2008~2009년)

단위: 천 명

출처: DIAC, 2010, 4

호주 이민정책은 1990년대 중반 처음으로 임시 노동이주를 포용

한 이후 크게 변화하였다. 2009년 중반까지 임시거주비자 소지자는 

918,647명이었으며, 이는 그 전해보다 13.5% 증가한 수치이다(DIAC 

2010). 여기에는 386,523명의 학생들, 142,669명의 장기 체류 사업비

자 소지자들, 102,319명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소지자 등 호주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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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노동시장, 주택

시장, 서비스 이용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만 이들에 대해 알려

진 것은 거의 없다(Hugo 2006).

호주의 불법 이주자들은 주로 다음의 두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적합한 서류의 구비 없이 호주 국경에 도착한 사람들이다. 

이들 중 많은 수가 난민인정을 받고자 하는 비호신청인들이다. 최근 

몇 년간 해로와 항로로 호주에 도착한 사람 수가 다른 OECD 국가

들보다 적지만 그 숫자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둘째, 적합한 서류를 구비하여 호주로 입국하였으나 임시 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내에 남아있는 초과체류자(over-stay-

er)들로 이들의 수는 대단히 많다. 2009년 6월에 약 48,700명의 초과

체류자들이 있으며, 이는 총 입국자들의 1% 정도이다.

호주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총 인구증가의 절반 정도가 순 

이주자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호주 국내외로 임시 이주자

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순 이주자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은 더욱 어려워졌다. 2006년 7월까지 호주 통계국은 순 이주자 규모

의 측정을 위해 12/12법칙을 적용하였다. 이는 12개월 중 12개월간 

호주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였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부재하였던 개인

들만 순 이주자로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006년 7월 이

후 이입과 이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법칙을 12/16으로 바꿨다. 

이 12/16법칙에 따르면, 이전의 호주 내 혹은 호주 밖에서 지속적으

로 12개월 거주원칙은 거주기간이 반드시 지속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거주기간은 16개월간에 걸쳐 측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순 이주자 규모에서 임시이주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

주가 인구증가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한 추정이 복잡해졌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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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순 이주자 규모는 순 영구이주자 규모와 순 임시이주자 규모,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989~1990년간 순 이주자 수의 10%를 차

지하던 임시 이주자 규모는 2007~2008년에 67%까지 늘어났다. 또

한 임시이민의 갑작스런 증가는 순 이주자 규모 증가에 ʻ버블ʼ을 형

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임시 이민자의 해당 코호

트가 호주를 떠나면서 바로 순 이주자 규모의 갑작스런 감소가 발

생하여 그 효과는 상쇄될 것이다. 순 이주자 규모 추산이 이러한 복

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2010년 선거 캠페인에서 이민에 대한 

과잉논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McDonald 2010).

2. 인구성장 

호주 통계청에 의하면, 2011년 6월 기준 호주에 거주하는 인구는 

22,620,6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10년 6월 이래 320,800명

이 증가한 것이다. 인구증가율은 1.4%로 증가율이 가장 컸던 2008

년(2.2%)에 비해 둔화되었다. 그러나 호주의 인구성장률(1.4%)은 세

계 수준(1.1%)을 상회하는 것으로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인구

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ABS 2011c). 

인구 증가는 2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기에는 자연증가

(출생-사망)와 순이민(이입-이출)이 해당된다. 2009~2010년 순이민

은 215,600명으로 호주 인구성장의 57%를 차지하며, 나머지 43%가 

자연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호주 인구성

장은 순이민보다 자연증가에 의한 것이 더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

나 최근 5년 동안 순이민이 인구성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인

구성장 중 순이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1993년 17%로 낮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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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었으나, 2008~2009년에는 66%까지 증가하였다(ABS 2011c). 

호주 통계청의 인구추계(2008~2101년) 결과에 의하면, 총인구는 

2056년 3,090~4,250만 명, 2101년 3,370~6,220만 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위, 중위, 고위가정 모두에서 인구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나, 성장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예로 중위가정의 경우, 성장률은 2007년 1.5%에서 2030년 

1.0%, 2101년 0.4%로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였다(ABS 2011d).

[그림 1-3-6] 호주 인구성장 

단위: 천 명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Australia Demographic Statistics, no. 3101.0. 

3. 인구구조 

호주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체수준이하의 출산율과 

길어진 평균수명으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중위연령은 1991년 

32.4세에서 2011년 37.1세로 4.7세가 증가하였다. 1991년과 2011년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6.8%와 67.4%로 상대

자연종자(Natural Increase)
총 국제이주(Net Overseas Migration(a)
Total Growt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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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노인인구비율은 11.3%에서 13.7%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85세 이상 고연령층은 1991년 0.9%에서 2011년 

1.8%로 두 배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총인구는 31% 증가한데 비

해, 8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들은 169%가 증가하였다. 동 기간 동안 

100세 이상 인구는 무려 235%나 증가하였다(ABS 2011c).  

 

[그림 1-3-7] 호주 인구 연령구조(1991, 2011년)  

단위: %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Australia Demographic Statistics, no. 3101.0.

호주 통계청의 중위추계결과에 의하면, 2025년 노인인구(65세 이

상)가 유소년인구(0~14세)의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

의 연간 성장률은 2012년 4.4~4.5%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이비붐세대(1947년생)의 거대 규모

와 이민자들이 노인인구에 진입하기 때문이다(ABS 2011d). 



66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호주

[그림 1-3-8]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장률

단위: %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Population Projections, Australia, no. 3222.0.

❘제2절❘ 인구문제

1. 인구 증가와 고령화 문제 

최근에 순 이민자수가 30만 명에 도달하기도 하였으나 2009년에

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인구증가율은 출산율의 감소로 점차 낮

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간 1.5% 정도의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증가율은 선진국의 세배나 되는 높은 수준으로 호주의 인구는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자연증가분도 

15만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 이입인구의 급증은 호주인구의 

성장을 더욱 빠르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소정 · 이삼식 · 김태헌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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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속도는 지난 40여년간 연 1.4% 정도였는데, 미래에는 이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1.2%)에서 인구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인구고령화와 동시에 인구감소도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인구고령화는 65세 이상 노인

을 부양해야할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을 감소시킨다. 2050년에는 2.7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해야할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최근 젊은층이 고등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부모에게 의존

하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 중 상당부분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상당수가 65세 이전에 퇴직하는 반면, 65세 이상은 일을 지속

하기 때문에 부양비는 과소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

속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 등은 호주의 경

제와 삶의 질, 정부의 재정지출 등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림 1-3-9] 실질 GDP와 1인당 실질 GDP 추정 

단위: %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2010), Australia to 2050: Futur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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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40년간 실질 

GDP는 연 3.3% 정도였는데, 향후 40년간 연간 2.7%로 떨어질 것으

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1인당 실질 GDP의 성장도 1.9%에서 1.5%

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을 더디게 하는 

주요요인이다. 전통적인 근로연령인구의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노

동시장참가율 역시 감소하게 된다. 1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참가

율은 2049~2050년 간 6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0).  

[그림 1-3-10] 재정수지 전망 

  

  주: 재정수지는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2010), Australia to 2050: Future Challenges 

인구고령화는 재정압박을 가져올 것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저

성장, 연령과 관련 있는 서비스 및 비용, 질 높은 보건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보건관련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 등이 재정에 대한 압력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다. 2015~2016년 GDP 대비 정부 총 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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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에서 2049~2050년 27.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40년간 지출은 GDP의 23/4% 정도로 수입을 초과할 것

으로 예상된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10).  

정부에서 재정전략을 충분히 실행한다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

정압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는 

지속될 것이다. 만약 추정한 인구고령화 관련 재정수지가 현실화된

다면, 2040년부터 순부채가 나타날 것이며 2049~2050년 GDP의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10). 

2007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48명의 비근로인구가 있었다. 부양

비는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위가정에 의

하면 2056년 65에서 2101년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ABS 

2011d). 

2. 이민자 급증 문제12)

호주의 이민정책은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788년부터 1867

년까지 죄수 유형지로서 강제이민의 시기이고, 1867년부터 1890년

까지 무제한 자유이민의 시기이다. 1890년부터 1947년까지의 시기

는 소수의 이민만이 가능했던 통제이민의 시기이고, 1947년부터 

1972년까지는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였던 때이다. 1973년부터 현재

까지는 다문화주의 시기로 선별적 기술이민과 난민들의 구호이주가 

확산되었던 시기이다. 특히 세계대전이 끝난 1947년부터 1972년까

지 호주는 대규모의 이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민의 나라가 되었으

며, 이 시기에 호주는 경제적 목적과 국방, 경제활동인구구조의 유

12) 이소정 · 이삼식 · 김태헌 외(2010)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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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인도주의의 목적으로 이민정책을 수립하였다(김형식 2000; 이

태주 · 권숙인 2007).

1970년대 이후 호주 이민정책의 변화를 크게 세 번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1972년에 백호주의 이민정책을 포기하고 다문화사

회로 전환한 것이다. 두 번째는 1988년 이후에 이민자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늘리는 기술인력 중심의 이민허용을 강화한 것

이다. 세 번째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호주의 총인구 증가와 함께 

이민자의 급증과 기술이민자의 역할 미약(이민 후 직종전환 등)으로 

2010년에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를 마련한 것이다. 이것은 

최근 호주 인구증가분의 약 60%가 순 국외이민의 증가로 이루어짐

으로써 호주 내에서의 인구이입에 대한 논쟁이 증가하면서 채택한 

조치이다.

호주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호주로 들어오는 이입이 급증하여 

대중교통문제가 심각해 졌다고 주장하였다. 연방국회 민주당 의원

(Kevin Andrews)은 2008년 호주 인구 증가의 61%가 외부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에 의하고 출생에 의한 인구 증가는 39%에 불과하다고 

역설하면서 정부가 더 많은 이민자를 유입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

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BIS Shrapnel의 수석 경제학자인 Jason Anderson은 호주의 주택 

공급 부족은 고질적인 경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높은 이민인구 유입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

로 증가하고, 은행 이자율이 상승하여 새로운 주거 공간 건축에 대

한 대출 한도 책정을 더욱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민에 의한 총 유입 인구는 2008년 21만 5천 명에서 2009에 28만 

5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3만 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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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ʻʻ이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주택 공

급을 사실상 16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기 힘들다ʼ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이민자의 급증은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증가와 그에 

관한 제반 문제점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을 증폭시

켰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 

ment, Water, Heritage, and the Arts)를 새로운 정부부처인 인구부

(Department of Sustainability, Environment, Water, Population and 

Communities)로 개편(2010년 9월 14일)하고 초대 장관으로 농림어

업장관 Tony Burke를 임명하였다. Burke 장관은 2007년부터 농림어

업장관을 역임하면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국내 산업개혁을 이끌었고,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전 세

계 50여 개국과 교역협정을 맺은 실천적 인사가 인구장관으로 부임

하면서 삶의 질을 고려한 인구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년 5월 이민 장관 크리스 에반스(Chris Evans)는 독립 기술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호주에 정착할 수 있었던 약 400여 종

의 직업군을 절반으로 줄여, 180여 종의 ʻʻ고 가치 직업군ʼʼ을 새로 

지정하여 발표하였다. 치과의사, 집도의 및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계통 전문직과 엔지니어, 교사, IT 전문가 및 용접공 등은 여전히 새

로운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댄스 강사, 피아노 조율사, 미

용사와 요리사 등은 2010년 7월을 기점으로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에반스 장관에 의하면 2007~2008년에 독립 기술 이민으로 호주 정

착에 성공한 인원의 약 1/8(5,000명)이 미용사 또는 요리사 자격으

로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이들 중 약 3/4은 호주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했다. 에반스 장관은 호주 독립 기술 이민국에 의해 제정된 새

로운 직업군 목록에 대하여 ʻʻ우리의 이민 프로그램은 외국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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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분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ʼʼ라며, ʻʻ이는 관련 학문

을 공부하러 오는 학생의 수에 의해 영주권 취득자의 수가 결정되

는 공급 측면(supply-driven)의 소극적 의미보다는 새로 지정된 직업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확충을 도모하는 수요 대응(demand-driv-

en)의 적극적 의미가 강하다ʼʼ라고 역설했다.

에반스 장관은 또한, ʻʻ우리는 국경 없는 교육을 장려하고 있으며 

그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다. 이번에 제외된 직업군에 관련된 공부

를 하고 있는 기존 학생들도 여전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

용주에 의해 추천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요리사와 미용

사가 거의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었던 전 정부의 지

침은 더 이상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ʼ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혁은 기술 이민의 초점을 기존에 행해지던 공

급의 무조건적 수용에서 수요 대응적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우

리는 영주권 지원자가 가진 기술을 단순히 수용하기보다는 경제 사

회에서 가치 창출을 위해 실제로 요구되는 기술을 필요로 해야 한

다. 병원에 간호사가 모자라면, 영주권을 취득함으로 인해 불필요하

게 넘쳐나게 될 만 2천 명에 달하는 요리사 기술 이민 신청자보다 

간호사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ʼʼ고 이민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민부는 매년 직업군 목록을 검토하여 새로이 지정할 계

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변화는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한 호주 산업군 조사기관에 의하면 약 75%에 해당하는 

고용주가 호주에서 기술을 익힌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만족

스럽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45%는 심각한 언어소통 문제와 

수리능력 부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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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강한 편이다. 현재의 호주 수상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는 2010년 그녀의 선거 활동 기간 중, 

2050년까지 호주의 인구가 3천 6백만 명13)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인

구 사회적 추정 수치에 대하여 이민자들의 유입을 적극 제한할 것

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재무부 정례 보고에 의하면 정부가 예측

한 3천 6백만 명은 이민 유입 인구의 대량 감축을 이미 감안한 결과

이며, 인구 급증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결론지었다고 한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지는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ʻʻ이민자의 유입을 제한하는 것이 호

주 전체 인구의 급증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에 

정부도 현실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ʼʼ고 보도한 

것과 같이 호주인구 증가는 자연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필요

한 직종별 이민허용으로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이민자 유입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대신, 급증

하는 인구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부에 건의하였다. 

정례보고에서 ʻʻ인구의 급증이 반드시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것은 아

니다. 현재 예상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과 정책이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도시 환경과 생활환경, 그리고 기반 시설과 서

비스 등은 오히려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ʼʼ라고 하였으며, 호주 재

무부의 웨인 스완(Wayne Swan)은 호주 전 세대에 걸친 실업률을 감

안할 때 이민자를 제한하기보다는 부족 직업군에 대한 적절한 대응

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 호주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 결과에 의하면 2051년의 총인구는 3,421만 명이고, 
2056년(2006년 기준 50년 후)에 3,550만 명이 된다(ABS 2008 참조). 여기 3천 6백만 
명이라는 숫자는 2056년 중위가정 호주 총인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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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제와 정부재정

❘제1절❘ 개관

호주는 원래 4만 년 전부터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근대 제

국주의 시대(18세기)에 영국 등 유럽의 이민자가 대량 유입되면서 

사실상 이민자들로 구성되고 건설된 국가의 하나이다(위키백과사

전). 1901년에 영연방으로부터 독립하여 오늘날의 호주연방국가가 

출범하였다. 현재 총 인구는 약 2,177만 명(2011년 추정)으로 소국

이지만, 세계에서 6번째로 광활하고 우리나라(10만 입방미터)에 비

해 77배나 큰 국토면적(774만 입방미터)을 가지고 있다. 동부 특히 

남동지역은 비옥한 농토와 우수한 무역항구를 가지고 있다. 멜버른

(Melbourne), 시드니(Sydney), 브리스베인(Brisbane) 그리고 아델레이

드(Adelaide) 등이 중요한 산업 및 상업도시이다.

호주는 1980년대 후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후 1990년 초반부

터 최근 20년 동안 다른 어떤 선진국가보다도 화려한 산업발전을 

이룩하였다. 물론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침체, 그리고 

21세기 초 대가뭄(the “Big Dry” drought)을 겪기도 했지만, 호주는 

높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1인당 국민소득기준 세계에서 

6번째로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위키백과사전). 이러한 최근의 견고

한 성장이 이루어진 이면에는 광활한 국토(특히 동부지역)에 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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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석탄 ․ 철광석 ․ 구리 ․ 석유 ․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바

탕으로 광공업이 발달했고 이를 수출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이 국부

의 큰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석탄 수출은 세계 총 수출물량의 29%

를 차지할 정도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호주경제에 대한 국제적 평판은 실로 대단하다. OECD(2009)는 

OECD국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거시경제경잭과 구조조정정책의 

현명한 조합을 통해 모든 기대를 넘어선 경제실적을 달성했다고 추

앙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Paul Krugman은 호주경제를 90년

대 말 아시아 경제위기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재기한 기적적인 경제

(“a miracle economyʼʼ)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또 호주는 2000년대 말 

미국발 경제위기 그리고 최근의 유럽발 국가채무위기 속에서 크게 

흔들지 않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의 하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체력이 대단하다. 1990년대 기간 동

안 자본과 노동의 통합생산성은 평균 2%에 달하였는데, 이는 OECD 

국가의 그것보다 2배나 높은 수준이며, 미국경제보다도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빠른 경제성장과 번영은 풍부한 천연자원의 국토를 

가진 ʻ행운ʼ 덕분이기도 하다. 풍부한 천연자원은 다른 한편 국가의 

경쟁력을 키울 동기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ʻ불행의 씨앗ʼ이 될 수

도 있지만, 호주는 80년대 분부신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아시아 국가

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개방과 개혁정책을 통해 풍부한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국부신장에 활용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호주는 유럽시

장 중심에서 아시아시장 중심으로 눈을 돌리면서 천연자원의 수요

시장을 개척했다. 아시아의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수요를 충족하는

데 호주는 지리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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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쟁관계에 있는 남미국가의 경우 아시아 시장에 필요한 자원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호주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운임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상하이까지 수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은 호주에서부터의 소요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호주와 경쟁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제2절❘ 경제현황

1. 역사적 발전과정

호주는 17세기에 처음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그 후 

영연방이 본격적으로 점령하면서 1829년 전국토가 6개로 분할되어 

영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편입되었다(EconomyWatch). 그 후 1901년

에 영연방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6개 주로 

이루어진 신생국가 호주는 광활한 대지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연자

원을 이용하여 농업 및 광공업을 빠르게 성장시켜 갔다. 이를 통해 

최근 수십년간 호주는 국제적으로 으뜸가는 선진시장경제로 도약했

다. 1990년대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과 번영을 구가했

다. 이는 대부분 1980년대 이루어진 경제개혁과 아시아를 향한 개방

정책의 성과였다.

원래 호주 경제는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 덕택에 농업과 

광공업 그리고 관광산업 외에는 사실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었다. 

1970년대 전후에는 주로 유럽 및 북미국가들과 무역에 집중하였으

며 보호무역과 폐쇄경제를 고수하였다. 70/80년대 오일쇼크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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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북구 선진경제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호주도 1980년대초 극심

한 경기침체에 직면했다. 이에 당시 정부는 과감한 개혁과 개방, 국

내의 규제완화와 건전한 재정정책,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과 투

자정책 등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면서 오늘날 강하고 건전한 성장

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종전에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한 

교역보다도 이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성장하는 동아시아 국가와 

개방과 협력의 손을 내 면서 동아시아의 성장동력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의 하나로 변신하였다. 

중국경제의 폭발적인 성장과정에서 자원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풍부한 광공업 등이 오늘날 호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광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금융산

업이 크게 발전하고 금융서비스업은 현재 호주 경제의 가장 큰 부

분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세계경제환경변

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인 경제구

조조정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고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감하

면서도 합리적인 개혁 및 개방정책이 호주경제의 부흥을 이끌고 

있다. 

80년대의 과감한 개혁과 개방을 통해 호주는 1992~1999년까지 

무려 17년 연속 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연평균 3.3%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지난 17년은 호주 근대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생산적

인 시기였으며 지속적인 성장률과 함께 호주를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시기이기도 했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아시아 외환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등을 빗겨가는 등 경제체질 면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의 하나로 성장했다. 호주는 2010년 현재 명목가격기준 세계에

서 13번째, PPP기준으로는 17번째 큰 경제규모로 성장했다(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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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호주의 GDP(PPP)는 8,823억 달러(미화)로 전년대비 약 4% 

성장했다. 명목가격기준 GDP성장률은 더욱 경이적인데, 2009년 

9,943억 달러(미화)에서 1조 2,190억 달러로 무려 22.68%가 상승했

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1인당 GDP도 가파르게 증가하여 세계에

서 최상위 부국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표 1-4-1> 주요 경제지표(명목가격기준)

단위: 십 억 미국달러, %, 미국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e)

GDP(US$십억) 543.2 658.6 738.1 783.7 951.8 1,058.1 994.3 1,219.7

경제성장률(%) 3.2 3.6 3.2 2.6 4.8 2.2 1.3 3.0

1인당GDP(US$) 27,143 32,517 35,926 37,543 44,761 48,707 45,285 54,868

물가상승률(%) 2.8 2.4 2.7 3.6 3.0 3.7 2.1 2.1

주: 2010년은 추정치임.

자료: 주호주대사관(2011), ʻ경제통상ʼ, 홈페이지.

2. 산업구조와 교역

가. 산업구조

호주의 최근 경제성장은 안정적이고 현대적인 개방경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1년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Index)는 홍콩, 

싱가포르 다음으로 세계 3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호주경제는 서부와 동부로 

크게 구분되는데, 동부는 서비스와 금융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서부

는 풍부한 자연자원에 기초한 광산업 등 1차산업이 크게 발전되어 

있다. 서부지역의 경제가 여전히 호주경제와 산업의 기축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중국의 수요에 힘입은 동부지역 광산업(철광석,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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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등)이 크게 부흥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서부

지역의 광산업은 크게 발전하면서 호주는 자원수출대국(농산물 포

함)으로 발돋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산업은 2010년 부가가치창출(GDP)기준으로 서비스산업(71.3%), 

제조업(광산 및 건설업 포함 24.9%), 농업(3.8%)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산업별 75%, 21.1%, 3.6%(2009년 기준)의 취업인구가 종사하고 

있다(CIA). 이처럼 호주산업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 주축을 이루

고 있으며 특히 은행, 보험, 재무 등 금융서비스, 컨설팅, 관광업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이 축을 이루고 있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

업부문이다. 호주의 주식시장은 아시아지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크

며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해 있다.

서비스산업이 호주경제의 기축을 구성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광

산업은 지난 수십년간 경제성장의 핵심동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광물천연자원은 수출의 핵심이며, 전통적으로 제

조업이 취약하여(GDP의 약 8.6% 차지) 공산품 수입의존으로 인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이었던 호주를 일약 수출의존국 내지 경

상수지의 큰 폭 호전국(그러나 여전히 경상수지는 적자구조가 지속

중)으로 변모시켰다. 특히 중국으로의 석탄, 철광석 등 광물수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철광석의 경우 2010년에는 전

년도 대비 45.2%이라는 경이적인 수출신장율을 기록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의 하나(가장 큰 무역상대

국은 뉴질랜드임)이며, 광산개발프로젝트에 기초한 대규모 중국직

접투자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2007~2010년 기간 동안 중국의 대호

주 직접투자규모는 600억 달러(미화)에 달하고, 호주의 대중국 광물

수출(2010)은 1,380억 달러(2011년 추정치는 1,800억 달러)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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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중국회사들이 직접 광물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호주정부가 도로, 통신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부동산붐(boom)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호주의 자원경제가 지나치게 중국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천

연자원의 국제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있다. 그

러나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 그에 따른 천연자원수요의 증가는 수

출을 견인하고 안정적 성장 구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호주를 

세계 제19대 무역국으로 올려놓는데도 크게 기여했으며, 이 덕분에 

최근 유럽의 금융위기에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

이다. 1980년대의 저성장과 고실업을 감안하면 90년대 이래의 견고

한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은 ʻ호주의 기적ʼ이라고 불릴 정도이다.

나아가 호주는 종전에 취약했던 산업부분인 전통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전체 경제의 70% 차지)도 현재 빠르게 발전하는 중이다. 호주

는 특히 의료 및 바이오분야의 첨단 기술과 증대되는 서비스 분야

를 토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산업은 가장 고도로 성

장하는 분야이다. 정보통신분야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취약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화하

고 있다(주호주대사관 2011).

나. 교역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는 호주는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이다. 

그러나 최근 자원수출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게 감소하

여 경제성장의 동인이 되고 있다. 2009~2010년 호주의 총수출은 

2,015억 호주달러, 총수입은 2,045억 호주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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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호주달러라는 소폭의 작자를 기록했다. 총 무역규모는 우리나라

의 약 절반 수준인 4,060억 호주달러로, 국제적으로 17대 무역대국

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풍부한 자연 및 천연자원을 보유하여 농

산물 및 광물자원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업발전으로 공산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Economy Watch).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동북아 경제권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크

게 높아지고 있다. 2009~2010년 수출은 대중국이 23.2%, 일본 

18.5%, ASEAN 9.9%, 한국 8.2% 등 아시아 국가들이 59.8%를 차지

하고 있다. 반면, 같은 년도 수입의 경우도 EU 18.9%, 중국 17.9%, 

일본 8.7%, 한국 3.5% 등으로 아시아권에 집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통계청(ABS)에 따르면, 호주의 에너지 및 자원생산과 수출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5~2016년

까지 동부문의 생산은 29%, 수출은 18%씩 증가하여 2015~2016년

의 수출액은 2,190억 호주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호주는 무역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2009~2010년의 경우 외국인의 직접투자(1,419억 호

주달러)가 자국민의 해외투자(874억 호주달러)에 비해 1.6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렇게 유입된 해외자본은 주로 자원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투자증가, 생산증가, 수출증가, 소비증가, 성장률 

증가 등으로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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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경제지표의 추이

가. 경제성장률

최근 대규모 홍수와 가뭄 등 주기적인 자연재해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정체되고 있으나 여전히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호주의 풍

부하고 다양한 자연자원은 대규모 해외투자의 유입을 가져왔다. 호

주 무역정책의 핵심은 농산물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무역을 지지하

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호주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7년간 지

속적인 성장을 누렸다. 다만, 최근의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침

체를 극복하기 위해 종전의 RUDD 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정책을 추진하였다. 연방은행(the Reserve Bank of Australia)도 

이자율을 역사적 최저수준으로 낮추었다. 이러한 신속한 재정통화

정책과 중국의 지속적인 광물자원 수요는 불과 한 분기 동안의 마

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후 금융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했다. 

호주경제는 2009년 1.3% 성장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경제성장률은 다시 2010년 2.7%, 2011년 3.0%로 정상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실업률도 금융위기로 원래 8~10%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09년 5.7%로 피크를 이루다가 2011년 다시 

5.0%로 크게 호전되었다. 이러한 경기회복으로 정부재정적자도 

GDP의 4.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이전에 흑자

로 돌아설 전망이다. 경기회복에 힘입어 또 호주는 선진국가중 가장 

먼저 이자율도 인상한 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이자율은 2009년 10

월에서 2010년 11월까지 무려 7% 상승하기도 하였다.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GILLARD 정부는 호주 경제의 생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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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외에 최대의 경제파트너인 

중국과의 경제적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중국을 비롯 

일본, 한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4-1] 호주의 인구규모 및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백만, %

주: 인구는 1980대 중반 1600만명, 2000년대 후반 2,100~2,200만 명.

자료: 법제처(2010)

나. 실업률

실업률은 2010년 기준 5.2%로 종전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이는 세계의 평균실업률(5.0%)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

기는 하나 사실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

다. 이탈리아 7.8%, 영국 7.9%, 독일 8.1%, 프랑스 9.5%, 미국 10%, 

스페인 19% 등 주요 선진국의 현재 실업률에 비하면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 수출과 그에 따른 경기호황 덕분에 실업문제에 비교적 자

유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광산업 및 그에 따른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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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호황으로 특정산업부문에서는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림 1-4-2] 주요 국가와 호주의 실업률 비교

단위: %

  

자료: OECD(20011), Society at a Glance, 여유진·정용문(2011)에서 재인용. 

신규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2010년 11월에 3만 1,200개의 신

규 일자리를 포함해 지난 9~11월의 3달간 총 9만 9,500개의 일자리

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도 매우 높은 수준(2010년 11월 신규 일자

리 가운데 정규직이 3만 800개이고, 비정규직은 300개에 불과한 점

에서 일자리의 질도 매우 높다. 호주는 지금 중국 등 신흥 개발 국

가로의 자원 수출에 힘입어 경제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최근 국제적 금융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예산을 확충하여 5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실업

률을 4.5%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2011년 IMF의 

세계경제전망 예측에 의하면, 실업률 상황은 크게 호전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12년 5.025%, 2013~15년까지 거의 4.8%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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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IMF 2011년 4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

주는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 동안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고용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기간 동안에도 고용율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미

국 등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4-3] 최근 고용율 국제비교

단위: %, %p

단위: %, %p

자료: OECD(2011) 및 여유진·정용문(2011), 상게서.

다. 물가

최근 물가는 호주의 또 다른 근심거리의 하나가 되고 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식료품과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2011년 1분

기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물가상승률은 

15~64세 고용율(2009년) 2007~09년 고용율 변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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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009)에서 2.96%로 상승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속에서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호한 

상황이다. 게다가 2010년의 물가상승률은 금융위기 이전기간인 

1998~2008년의 평균상승률(2.987%)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기 때

문이다. 2011년 말에는 물가상승률이 3.03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2013년부터는 3%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며, 2013~15년까지 

2.65~2.5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주호주대사관 2011).

라. 경상수지

호주의 경상수지(current account)는 수출기반의 취약성과 높은 해

외자본의 유입 등으로 인해 이미 50년 이상 적자행진을 계속해 오

고 있다. 무역수지의 경우 2010년 약 30억 호주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지만, 순유입된 해외자본에 대한 이자 등의 지불로 연간 270억 호

주달러 상당의 무역외 수지상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써 총  

경상수지적자는 300억 호주달러 규모로 세계 10대 적자국의 하나이

다. 경상수지적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5년에는 약 

900억 호주달러에 달할 전망이다(주호주대사관 2011).  

4. 최근의 경제정책

가. 미국발 금융위기 대응

2007년 말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 경제는 물론 견고

했던 호주경제마저도 강타했다. 이 글로벌 경제위기는 2008년 잠복

기를 거쳐 2009년에 본격적으로 호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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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러나 호주는 조기에 과감한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단기

간에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때 연방정부와 RBA의 과감한 재정 

및 통화정책 집행이 호주의 신속한 경기회복과 고용사정 개선의 중

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그림 1-4-4]참조). 정부는 2008년에는 104

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재정을 긴급 투입했고, 2009년에는 22차로 

420억 호주달러에 상당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다(서울경제 2009).

[그림 1-4-4] 경기부양조치와 실업률 [그림 1-4-5] 경제부양조치와 경제성

장율

단위: % 단위: 2008년 9월 기준

자료: 2009-10 Budget Overview, 2009.5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09-10, 2009.11. www.world.moleg.go.kr ʻ호주ʼ에서 재인용.

그 중 220억 호주달러를 도로, 항만, 학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에 투입해 건설분야의 노동수요를 증진시켰다. 또한 200억 호주달

러에 달하는 현금을 가계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위축된 가계소

비에 힘을 불어넣었다. 호주 최대의 소매유통업체인 울월스는 이에 

힘입어 6,000여 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고용이 개선되었다. 

호주연방은행(RBA)는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지자 2008년부터 기

예측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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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발을 맞췄다. 

RBA는 2009년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세가 완연하게 나타나자 2009

년 10월부터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고 있는 등 

경제가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나. 유럽발 경제위기

2010년부터 그리스사태 남부유럽국가들의 국가채무문제가 불거

지면서 또 다시 세계경제가 휘청거렸다. 이와 함께 엎친데 덮친 격

으로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산물 등의 수출

에 타격을 입고 20011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마이너

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내 2/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권(1.2%)으로 

회복해 갔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교역조건도 사상 최고

치로 상승하여 수출이 여전히 성장동인으로 작용했다.

철광석과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1/4분기 

-6.6%에서 2/4분기에는 2.6%로 증가했다. 또 소비도 경기회복에 힘

을 보탰다. 같은 기간 중 GDP의 50%를 상회하는 개인소비는 전기

대비 1.0% 늘어나, 전분기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인플레이션 압

력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기준금리는 ʼ10년 11

월 이후 4.75%에서 동결되어 경기회복에 길을 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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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2> 최근 호주의 거시경제지표와 전망
단위: %

전망(Forecasts) 예측(Projections)

2008-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실질성장율 0.00 -0.50 1.50 2.25 2.75 4.50 4.00 4.50 4.00

고용증가율 -0.25 -1.50 0.25 1.50 1.50 2.50 2.25 2.50 2.00

실업률 6.00 8.25 6.75 8.50 6.50 7.50 6.00 6.50 5.75

소비자물가 1.75 1.75 2.25 1.50 2.25 2.00 2.25 2.50 2.25

경제성장율 5.75 -1.50 1.25 3.75 5.50 6.25 6.25 6.75 6.25

자료: 2009-10 Budget Overview, 2009.5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09-10, 2009.11. www.world.moleg.go.kr ʻ호주ʼ에서 재인용.

이러한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럽의 과도한 국가채무와 그

에 따른 금융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리스크 요인이 남

아있다. 즉, 호주경제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고조 등으로 외환시장

의 변동성 확대와 가계 및 기업의 체감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2011년 8월 이후 유로권과 미국경제의 리스크 확대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호주 달러화 가치가 약세기조로 전환되었다. 호주 달러

화 가치의 하락세는 미 달러화 가치의 상승과 함께 글로벌 유동성

이 원자재 시장과 신흥국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소비

심리 위축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 약화 등은 추가 경기상승여

력을 제약하고 있다. 은행권의 높은 대출금리, 7월부터 전력요금 인

상과 증세, ʼ12년 이후 탄소세 도입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비용부담 

등으로 내수경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전망이다.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자원수출 축소 등으로 성장여력이 약화될 

수 있어 기준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11년 하반기 이

후 주요 선진국의 저성장과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은 에너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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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순수출국인 호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9월 20일 세계경제전망에서 ʼ11년 호주의 경제성장률을 1.8%

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지난 4월 예상치(3.0%)보다 1.2%p 하향 조

정된 수준이다. 대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경우에는 기준금

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상승 압력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의 하락 등으로 점차 해소될 전망이므로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유럽 금융위기 여파에도 호주경제는 이에 대응

할 여력을 상당히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대외경제연

구원 2011).

❘제3절❘ 정부재정

1. 정부재정규모

호주는 국가형성의 역사적 특성상 자유를 찾아온 이민자 사회이

고 이들 이민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방임적 시

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주체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

소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비중(정부재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국가의 하나

이다. 2008~2009년 회계년도의 경우 일반정부부문 지출은 3,246억 

호주달러로 GDP의 27%를 점하고 있다. 이는 통항 50% 전후에 달

하는 유럽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미국이나 영국 등 대

표적 영미권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93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2.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호주의 국가재정은 매우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2000년대 상당기간 동

안 흑자 기조를 이어왔다. 다만, 최근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2008~2009년의 경우 GDP 대비 -2.5%, 2009~2010

년의 경우 GDP 대비 -4.7%를 시현했으나 2012~2013년에는 GDP대

비 -1.1%로 축소할 계획이며, 2015년경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전

망이다. 이는 특히 호주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

고 이에 기초하여 정부는 점차 긴축적 재정기조(출구전략)로 전환하

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림 1-4-6] 정부 재정수지 추이

단위: % GDP

자료: 법제처(2010),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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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 국가채무의 추이

단위: % GDP

자료: 법제처(2010), 상게서

[그림 1-4-8] 재정수지 장기전망

단위: % GDP

자료: 법제처(2010), 상게서

재정적자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누적) 정부부채 문제를 안

고 있다. 2008~2009년까지만 해도 순흑자를 기록하다가 그 이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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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양을 위한 지출증가 등으로 정부 순채무가 다소 늘어나고 있다. 

정부부채는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향후에도 당분간 늘어날 전망

이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2012~2013년에 경우 10%내로 유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2008~2009년 기준 호주 정부의 대 

GDP 총누적부채비율(순채무 + 이자부담 등)은 27%로 OECD 선진

국 중 두 번째로 낮은 국가에 속한다. 참고로, 미국은 101%, 일본 

213%, 그리스 157%, 아일랜드 120%, 포르투갈 111% 등에 비해 크

게 낮은 수준이다.

[그림 1-4-9] 국가순채무 장기전망

단위: % GDP

자료: 법제처(2010),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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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재정의 구조

가. 정부재정의 구조

1) 세입구조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경기가 다소 침체되면서 2009~2010년도 

총재정수입은 전년대비 2.8%가 감소한 2,906억 호주달러였다. 특히 

조세수입 부문의 감소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기 악화는 

1차적으로 자본이득세 및 법인세의 수입 손실을 가져왔으며, 개인

소득세 부분의 감소도 이어졌다.

<표 1-4-3> 일반 정부부문의 재정수입 현황과 전망
단위: 10억 호주달러, %

실적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총재정수입 298.9 290.6 294.8 320.8 349.7

 - 조세수입 278.6 267.7 276.0 301.9 331.0

- 세외수입 20.3 22.9 18.9 18.9 18.7

GDP대비(%) 24.9 24.7 24.1 24.7 25.2

 주: 발생주의 기준

자료: 2009-10 Budget Paper No.1, 2009.5, Final Budget Outcome, 2009.9. 법제처

     www.world.moleg.go.kr에서 재인용

세외수입은 주로 금융기관간 자금조달(Wholesale Funding) 및 예

금보증계획(Guarantee Scheme for Large Deposits)에 따른 수수료 수

입과 호주중앙은행의 배당금 증가로 전년대비 약간 증가하였다. 그

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보전하지는 못했다. 호주

의 3대 세원은 개인소득(42.2%), 법인소득(19.5%), 판매세(15.4%)가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의 세수구조는 간접세보다는 직접세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특징이다. OECD 국가중 덴마크, 뉴질랜

드와 함께 직접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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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0] 2009-2010년 총재정수입 내역

단위: 호주달러, %

자료: 법제처(2010), 상게서

[그림 1-4-11] 호주와 기타 국가의 세입구조 비교

단위: %

자료: OECD(2007), Revenu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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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부부분의 재정수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8~2009

년 약 24.9%였다. 세계경기의 침체 여파로 그 이후의 기간에도 계속 

약간씩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재정수입의 규모는 2012~2013년도

에 가서야 비로소 2008~2009년의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2) 세출구조

호주정부는 최근 국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인 적자

재정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자금을 주로 미래대비 투자와 그

에 따른 고용증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점이 특징이다. 즉, 주로 

교육, 도로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 에너지효율화 등 사회인프라 건

설, 일자리 창출지원 등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2010년의 경우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의 경우 무려 80% 가까

이 지출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 전년비 45% 예산을 증액

했다. 반면, 사회보장 및 복지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11% 축소 조정

했다. 이를 통해 조기에(2015~2016년 예상) 출구전략을 수행하여 흑

자예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09~2010년 총재정지출은 GDP 대비 약 28.7%로 이는 전년도

(2008~2009년 27.0%)에 비해 1.7%p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

부문의 비중은 2010~2011년부터 다시 점차 줄여들 전망이며 

2012~2013년에는 다시 국제경기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

다. 호주 정부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총예산의 1/3)은 

사회보장 및 복지부분이다. 그와 함께 보건(15.1%)과 교육(10.4%) 

부분이 3대 지출분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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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4> 일반정부부문 기능별 재정지출 현황과 전망

단위: 백만 호주달러, %

실적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일반공공서비스 17,196 17,755 18,739 19,598 20,280

국  방 19,190 20,952 20,021 20,101 19,885

공공질서및안전 3,558 3,901 3,781 3,759 3,861

교  육 22,601 35,222 32,087 28,630 29,878

보  건 49,146 51,223 53,201 55,619 57,628

사회보장/복지 124,581 110,994 116,503 120,574 123,957

주택/지역사회시설 5,080 9,089 5,571 4,266 4,005

문  화 3,107 3,099 3,000 2,938 2,944

에너지/연료 5,806 8,403 7,899 7,044 6,454

농림수산 2,723 3,407 2,791 2,852 2,915

광업, 건설 · 제조 1,911 1,681 1,962 1,947 1,906

교통 · 통신 6,841 5,482 5,637 6,686 6,826

경  제 6,507 8,183 7,994 7,854 7,450

기타지출 56,221 58,822 65,344 74,518 87,002

총지출
(GDP대비)

324,569
(27.0)

338,213
(28.7)

344,528
(28.2)

356,388
(27.4)

374,990
(27.0)

주: 발생주의 기준

자료: 20091-10 Budget Paper No.1, 2009.5 Final Budget Outcome, 2009.9/  

www.world.moleg.go.kr에서 재인용 

 

[그림 1-4-12] 총재정지출 내역 (2009~2010년)

단위: 호주달러, %

자료: 법제처(2010),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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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과제와 전망

1. 경제부문

먼저, 경기가 자원수출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중국경제에 의

존적인 경제구조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호주경제의 위험요

인의 하나로 꼽힌다. 물론 이제까지 세계경제파동에도 호주는 조기

대응을 하면서 위기를 안정적으로 넘기고 있다. 또 중국경제가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기간 동안은 그 혜택을 크게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경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가 장기적으로 큰 장애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저축을 넘어선 과도한 소비가 호주의 무역적자를 늘림에 

따라 성장의 장애로 꼽히고 있다. 호주인들은 1995년부터 2005년까

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았던 국민이다. 가정이 ‘ATM’(돈 인출

기)라고 부를 정도로 소비를 좋아 했던 것이다. 이는 강한 호주달러, 

인터넷쇼핑의 발달, 해외 쇼핑 증가(호주달러가 비싸기 때문에 해외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면 싸기도 하고 국내에서 붙이는 GST(Good 

& Service Tax)를 내지 않기 때문), 해외 여행 증가 등에 연유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이나 IMF조사에 따르면, 호

주 경제는 비교적 안전하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호주의 광산, 건설 등 계획된 투자가 무려 4,000억 달러이고 

수출도 경제 안정권이며 실업률도 미국(9%) 등에 비해 그 절반수준

인 5%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또 호주의 높은 국가신용도 역시 견고

한 상황이다.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Moodyʼs Investor Servic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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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호주의 경제에 AAA의 높은 투자 등급을 매겼다(호주일보 

2011).

2012년에도 세계 경제는 2011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

망이 지배적이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둔화세 등 악재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11년만도 못할 것으로 전

망했다. 세계 경제는 지난해 5.2% 성장했지만 올해 3.9%, 내년엔 

3.5%로 성장세가 더 둔화된다는 예상이다.

다만, 모간스탠리는 다만 일부 국가는 내년에도 성장속도를 더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모간스탠리는 최근 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 경제 성장의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는 나

라의 하나로 호주를 지목했다(호주 포함 러시아, 태국, 브라질, 미국 

등 5개국). 호주는 광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경제 성장의 발

판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가 내년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통화완화정책도 호재로 꼽혔다.

문제는 국제적 금융 및 국가부채위기로 인해 국제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이로 인한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줄 경우 위험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간스탠리는 호주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1.5%,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호주는 국가 채무 규모가 

다른 선진 경제국보다 훨씬 작으며 재정 준칙과 경제 관리를 엄격

히 감시해 2012/13년도에는 예산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기 회복 시 호주 경제의 회복탄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지난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동안 증명되었다.

호주 웨인 스완 연방재무장관은 유럽의 부채위기가 시장 변동성

을 야기하고는 있지만 호주 경제 전망에는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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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자신감을 나타냈다. 유럽의 부채 위기 상황이 호주경제에 영향

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이지만, 호주의 경제전망에는 큰 타격을 입히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웨인 스완 장관). 이러한 호주의 탄탄한 

경제전망 이유에 대해 ʻʻ호주의 강한 펀더멘털과 매우 적은 부채, 낮

은 실업률 그리고 대규모 투자 파이프라인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

문ʼʼ이라고 한다.

호주는 향후 5년간 종전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된다(EconomyWatch). 2011~2015년 기간 동안 호주 GDP(PPP기

준)는 연 4.81~5.09% 성장하고, 2015년경 GDP(PPP)는 1조 1,220억

달러(미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2010년 세계 10위국

의 1인당 GDP도 38,633달러(2009)에서 39,672달러로 상승하고 2011

년에는 4만 달러를 크게 넘어설 전망이다. 앞서 향후에도 언급한 경

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2015년 1인당 GDP는 47,446달러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언젠가 이들 국가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불황으로 접어든

다면, 자원 수출에 의존한 경제 성장은 언젠간 한계를 보일 수도 있

다. 그때를 대비한 산업구조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의 경

제 호황에 환호하고 있기 보다는 10~2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넓

은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고령화,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주

기적인 홍수와 가뭄 등도 국가적 우려사항의 하나이다. 그러나 천재

지변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으로 경제전망에 위협적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인구고령화의 경우도 호주는 경제호황 등으로 이민자의 

지속적 증가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인구성장 국가라는 점에도 아

직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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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재정부문

호주는 다른 유럽 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보장 및 국가재정이 국

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인데다 국가부채도 가

장 낮은 선진국의 하나이다. 사회보장지출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

여나가고 있어 사회보장으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은 낮다고 평가된

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고령화도 우리나라나 유럽국

가 등 다른 복지선진국에 비하면 사실 ʻ문제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연금 

및 의료비 등)의 증가를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정부재정의 건전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왔고, 향

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기초적 보장에 초점을 맞춘 독특한 

사회보장제도와 전통적 자유방임주의적 정신에 기인하고 있다. 최

근의 국제금융 위기나 국가부채위기 속에서도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 내지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러한 근거에서 비롯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정부재정이 유럽국가처럼 

적자규모의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흑자로 돌아설 정도로 강하게 호

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영향(대가뭄과 대홍수의 반복 등)을 받고 있다. 이에 호주정부는 에

너지 효율화에 적극적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국지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중장기기적으로 경제와 국

가재정에 큰 악재요인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호주

는 기회요인이 위험요인을 크게 능가하고 있어 정부재정의 안정성

과 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도 유지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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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소득분배와 사회보장재정

❘제1절❘ 개관

일반적으로 호주는 고부담 · 고복지의 유럽복지국가군과 저부담 ·

저복지의 영미권 국가군의 사이에 위치하는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Inside Story 2011, 여유진 · 정용문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형태의 사회보장체계와 

누진적 조세제도 그리고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제도 등을 잘 결합시

켜 사회적 불평등도와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국가로 명성

이 높다. 특히 최근 선진국 중 탁월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인구고령화 시대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복지국가유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호주의 사회보장급여는 건강보험 등 일부 제도를 제외하곤 대부

분 소득과 자산조사에 기초하는 부조원리에 기초하여 지급된다. 복

지대상자를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근로무능력자와 실업자 등 근로

연령대에 있는 근로능력자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복지급여수급권을 다소 관대하게 적용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엄격하

게 적용하고 있다. 비록 부조원리에 의해 사회보장제도가 설계되어 

있긴 하지만, 보편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노령연

금의 경우 노인의 80% 정도가 수급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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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복지급여는 기초생계비를 보장하는 정도의 정액(flat rate)으로 

설정하고 있다. 나아가 복지급여는 소득과 자산수준(소득 및 자산조

사)에 따라 다시 차등화하고 있어 보충성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표적화되고 전반적으로 낮은 복지급여를 제공하지만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빈곤해소 

등의 효과가 높다. 게다가 이러한 복지급여는 거의 모두 누진적 조

세제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재분배효과도 이중적으로 발

생하고 있다. 호주는 근로장려세제(부의 소득세) 등 조세체계를 통

해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

동 및 임금정책 측면에서도 사회보장적 요소가 강하게 정착되어 있

는데, 가족임금 내지 생활임금개념(가족의 구성에 따라 적절한 생활

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수준의 보장)에 기초한 최저임금의 결정체계 

등은 시장소득의 격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계층의 경우 시장소득의 결정과정에서 최저생활이 보

장되고, 비근로 및 무능력계층의 경우 조세와 사회보장급여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빈곤 및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

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및 근로무능력층을 대상으로 최저수준보장

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복지지출 및 국가부담이 다른 OECD국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비교적 

평등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최근 세계화, 정보화, 인구고령화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소득분배의 악화를 체험

하고 있는 바 호주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호주 특유의 임금-

조세-사회보장체계 덕분에 소득분배의 악화가 대체로 양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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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움직이고 있다. 게다가 호주 역시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

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복지

재정이 관리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에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의 하나이다. 즉, 내외부적 환경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호주는 

상대적으로 분배악화나 복지재정의 위기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

운 상황이다.

❘제2절❘ 소득분배

1. 소득분배지표

가. 소득점유율 및 소득배율

역사적 추이로 볼 때 호주도 전반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

는 추세이다(호주통계청 ABS 2011a). 먼저, 소득점유율 및 소득배

율 측면에서 살펴보자. 가계의 가처분소득 기준 최하위 10%와 최상

위 10%간의 소득격차(소득배율)는 90년대 중반 3.78배에서 미국발 

글로발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4.35배로 정점에 달했다가 2009년 

4.21배로 약간 개선되고 있다. 동기간 동안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분

위별 점유율 역시 상위 20%의 경우 37.8%에서 40.2%로 증가한 반

면, 하위 20%의 경우 7.9%에서 7.4%로 하락하였다. 고소득층으로의 

소득의 쏠림현상 혹은 양극화 현상이 호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소득집중현상의 심화는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하

나는 시장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의 경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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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131,300호주달러(88,800미국달러)

로, 하위 10%의 평균소득 13,700호주달러(9,300미국달러)의 거의 10

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의 8배에 비해 크게 증

가한 것이다. 이러한 시장소득의 격차는 1980년~2008년 사이에 상

위 10%와 하위 10% full time 근로자의 소득갭(income gap)이 25% 

증가하고, 상위계층의 근로시간은 거의 동일한데 비해 하위소득의 

연근로시간은 1,300에서 1,100시간으로 감소한데 기인한다. 둘째, 

조세(부자감세)와 근로계층에 대한 복지급여가 약화된 점도 또 다른 

원인이다. 특히 1981년초 이래로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이 60%

에서 2010년 45%로 크게 인하되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과 독

신가구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도 소득불균등 심화에 한 몫하고 있

다.

[그림 1-5-1] 가구 가처분소득 분포(2009~2010)

단위: 1주일 수입 호주달러

자료: ABS(2011a), Household income and income distribution 2009-10, Australia, 

2011.8. www.ausstats.ab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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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4-95 96-97 99-00 02-03 05-06 09-10

소득
점유율

1분위 7.9 8.3 7.7 7.7 7.8 7.4

2분위 12.8 13.1 12.6 12.8 12.7 12.4

3분위 17.7 17.8 17.7 17.6 17.4 17.0

4분위 23.7 23.7 23.7 23.7 23.0 23.0

5분위 37.8 37.1 38.4 38.3 39.2 40.2

소득
배율

P90/P10 3.78 3.66 3.89 4.00 4.05 4.21

P80/P20 2.56 2.54 2.64 2.63 2.58 2.70

P80/P50 1.55 1.56 1.57 1.57 1.55 1.60

P20/P50 0.31 0.61 0.59 0.60 0.60 0.59

지니계수 0.302 0.292 0.310 0.309 0.314 0.328

<표 1-5-1>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 소득배율, 지니계수의 추이(가구 가처분

소득기준) 
단위: %

자료: ABS(2011a), 상게서

시장소득기준 하위소득 10%와 상위소득 10%간의 소득격차가 10

배나 되지만, 가처분소득기준으로는 4.21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호

주의 조세-사회보장체계는 시장소득 불평등도를 여전히 50% 이상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쇄효과는 

조세와 사회보장 측면 모두에서 약화되었다. 조세측면에서는 1980

년대 이래로 조세의 누진성 약화 및 평균세율의 인하, 2000년 중반

의 추가적인 개인소득세율의 평균화 등이 이루어졌고, 사회보장측

면에서는 대부분의 복지급여가 소득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

로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형성하는 복지수급대상자의 상대적 

지위가 크게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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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니계수

소득점유율 및 소득격차의 악화로 인해 소득불평등도를 가장 직

접적으로 나타내는 지수계수(가처분소득기준)도 지속적으로 악화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ABS 2011). 지니계수는 1981~1982년 0.27에

서 1994~1995년 0.302, 그리고 2009~2010년(가장 최근조사결과) 

0.32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최근 15년 동

안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67% 상승하고, 점유율도 38%에서 40%

로 증가한 반면, 동기간 동안 하위 20%는 46%, 중위는 50% 각각 

상승하였으나 상위계층의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한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소득불평등도(Gini 계수 기준)는 여전히 OECD 

평균적 불평등도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1-5-2] 지니계수의 국제비교 (2000년대 중반)

자료: OECD(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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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득분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소득은 근로소득인데, 이 

근로소득에 있어 여성과 남성간 격차가 상승한데도 일부 기인하고 

있다. 또 고소득 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한데도 기인한다. 

반면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낮은 실업률 등으로 저소득층의 고용율

이 증가한 부분은 분배악화를 일부 상쇄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

러나 전반적으로 지니계수가 악화 즉, 분배의 불평등도가 증가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는 특히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

다(<표 1-5-2>참조). 

<표 1-5-2> 가구의 소득원 추이

단위: %

연 도 94-95 96-97 99-00 00-01 02-03 03-04 05-06 07-08 09-10

무소득 1.1 0.9 0.9 1.1 1.2 0.6 0.5 0.4 0.5

임/봉급 57.6 56.3 56.7 56.9 58.0 57.7 59.4 61.5 60.8

사업소득 6.1 6.6 6.4 6.4 6.2 6.0 6.0 5.7 4.8

사회보장 28.5 28.6 28.7 28.3 26.6 27.7 26.1 23.2 25.2

기타 6.7 7.6 7.3 7.3 8.1 8.1 7.9 9.2 8.7

계 1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ABS(2011a), Household income and income distribution 2009-10.

나아가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도 다른 선진국과 유사하게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서도 소득분배의 악화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특

히 2000년이래로 노동분배율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6% p 하락하였다(The Vancouversun 2011). 노동분배율

의 하락은 다른 분배지표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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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 Gini 계수의 역사적 추이 (1994~2010년)

자료: Club Troppo(2011)

이러한 노동분배율의 하락은 주로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설명된

다. 세계화로 생산요소 노동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노동에 

대한 보상분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기술진보(자동화)는 노동수요의 

감소(물론 생산력이 뒷받침되고 기술진보에 적응하는 일부 고숙련 

노동자의 수요는 늘기는 하지만)로 노동에 분배되는 몫의 감소를 초

래한다. 나아가 노동분배율의 하락은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점점 취

약해지는데 연유하고 있다. 호주의 노조가입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하는 추세에 있다. 

다. 빈곤율

2006년 기준 호주의 빈곤인구 규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

인 인구)는 22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1.1%에 달하고 있다. 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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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94년 7.6%, 2004년 9.9%, 2006년 11.1%, 2008년 12%로 지속

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빈곤층의 40%는 실업자가구, 31.5%

는 주소득원이 사회보장급여인 노인가구, 11.4%가 홑부모가정 등이 

차지하고 있다. 즉 원주민, 홈리스, 65세 이상 단신가구, 홑부모가구, 

실업자가구 등이 빈곤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특히 홑부모의 경

우 70%, 노인의 경우 50% 수준 등으로 이들의 빈곤위험이 단연 높다.

호주의 빈곤율은 미국보다는 크게 낮고 기타 영미권 국가와 유사

하다. 그러나 고부담 · 고복지를 지향하는 유럽국가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OECD 2011). 특히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최저보장을 목표

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상 상대빈곤수준을 높게 잡을수록 퇴

직전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유럽대륙국가의 빈곤율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여유진 · 정용문 2011).

2. 자산분배지표

가. 부의 집중 현황

호주의 자산분배 지표는 소득분배에 비해 더 심한 상황이다. 자산

분배에 있어 중위수(median)와 평균(mean)간의 격차가 소득분배에 

있어 그것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ABS 2011).14) 

또 점유율을 기준으로 보면, 2009~2010년 기준 최상위 20%가 총가

구순자산의 62%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의 가구당 순자산(총자산에

서 부채를 제한 부분)은 220만 호주달러이다. 최빈계층 20%는 총가

구순자산의 0.9%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구당 순자산평균액은 3.2만 

14) 참고로 순자산기준 가구평균보유규모는 72만 호주달러이며, 중위수그룹의 평균보유
규모는 42.6만 호주달러이다(AB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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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달러에 달하고 있다.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간 순자산의 격

차가 약 70배 가량에 달하고 있다. 

[그림 1-5-4] 가구순자산 분포(09-10)  [그림 1-5-5] 가구순자산의 점유

율(09-10) 

       단위: %                                단위: %       

자료: ABS(2011b), Household Wealth and Wealth Distribution 2009-10, 2011.10월.

자산분배의 불평등도는 서서히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3~2004년의 경우 상위 20%의 점유율은 59%, 2005~2006년의 경

우 61.1%에서 2009~2010년의 경우 62%로 상승한 반면, 하위 20%

의 점유율은 1.0%에서 0.9%로 감소하고 중위계층(40~60%)의 점유

율도 12.7%에서 11.9%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의 자산

분배 불평등도는 상위 1%의 자산점유율이 84%, 하위 1%의 점유율

이 0%에 달하는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양호한 편이다. 

비록 호주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분배는 현재 더 균등해야 한

다고 인식하고는 있지만, 즉 이상형에 근접하는 부의 분배형태를 선

호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그림 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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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실제 자산분배상태와 이상적 분배상태간의 괴리

단위: %

주: 이상형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인식자료임. 

자료: ACTU(2011)

가. 원인 

1) 소득의 집중

이러한 부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는 이미 앞

서 논의한 소득의 집중현상이다. 소득의 집중 현상을 논하는데 있어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가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므로 이

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호주 국세청(ATO) 조세통계에 의하면, 

2008~2009년 연 248,192호주달러(한화 약 2.5억원)을 벌면 소득상위 

1%에 속한다. 상위 1%의 평균소득은 554,185호주달러(5.5억원)인 

반면, 동년도 중위소득은 45,200호주달러(4,500만원)인 바 1% 상위

소득자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약 12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의 집중현상은 세계2차 대전이후 크게 완화되는 듯하

다가 198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 다시 심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비

단 호주만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

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각 국가마다 그 정도는 크게 다

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비교컨대 2차 대전 전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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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미국의 상위 1% 소득점유율은 거의 유사했지만, 그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호주의 소득집중도는 미국보다 더 크게 낮아졌

다([그림 1-5-7] 참조). 1980년대 중반 이후 반전기에도 호주의 경우

가 미국에 비해 덜 심감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5-7] 최상위 1%의 소득점유율 추이(1945~2005년)

단위: %

자료: Metteowgill(2011).

호주는 지난 30년간(1980~2010) 상위 1%의 점유율은 5%에서 

10%로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미국은 8%(1981)에서 18%(2007)로 

급증했다. 상위 1% 소득집중도는 물론 각 국가가 실행하고 있는 조

세제도 및 사회보장(이전지출)체계(tax-transfer system)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호주는 역사적으로 볼 때 누진적 소득세 중심의 과세

체계와 안정적인 사회보장을 운영하면서 OECD 국가 중 중간수준

의 상위집중도를 보이고 있다(Metteowgil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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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원의 구성

호주 국민의 소득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임

금과 봉급이다. 그런데 이를 상위와 하위계층을 구분하여 그 소득원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노령계층)의 경우 주요수입원은 

지대(rent)와 이자소득이 많은 반면, 상위계층의 경우 배당, 자본이

득이 주요 수입원임을 알 수 있다(ABSb 2011). 저소득층의 주수입

원인 지대와 이자소득은 은행이자율이 거의 고정되어 있거나 하락

한 반면, 고소득층의 주수입원은 배당과 자본이득은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활황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소득분포에 비해 

자산분포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표 1-5-3> 2005~2006년 기준 주요 소득계층별 소득원 점유비중(사회보장

급여 제외)

단위: %

하  위 상  위

20% 50% 20% 10% 1%

임금/봉급 2.4 17.6 45.9 28.0 5.3

순지대 18.8 31.3 38.8 24.0 4.0

이자 8.4 34.7 39.4 28.2 9.4

배당 3.2 11.7 75.2 64.4 35.7

순자본이득 4.2 13.3 73.7 64.2 38.6

순사업소득 -3.2 18.7 54.6 44.0 22.2

신탁소득 -1.3 15.0 62.9 46.8 23.1

자본소득 0.4 15.8 65.2 53.0 28.5

자료: ABS(2011b)

2005~2006년의 경우 하위 50%의 경우 순지대 수입과 이자수입이 

소득원(사회보장급여 제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상위 

20%의 경우 배당 및 자본이득으로부터 소득을 집중적으로 얻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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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가구

무소득 2.0 - - - - 0.5

임/봉급 11.9 51.7 80.1 87.2 86.0 60.8

사업소득 3.5 5.2 5.6 4.2 5.9 4.8

사회보장 74.5 34.1 4.0 0.6 - 25.2

기타소득 8.2 9.0 10.3 8.0 8.1 8.7

계 100.0 100.0 100.0 100 100.0 100.0

다(<표 1-5-3>참조). 특히 호주는 사회보장급여 시 자가주택은 자산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고 주택구입에 대한 이자혜택을 크게 주고 있

는데, 이것이 주택수요와 그에 따른 주택가격(자본이득)의 강한 상

승을 초래하였다. 한편, 저소득층(특히 1~2분위)의 소득은 주로 사

회보장(고정소득)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가격 인플레에 크게 

못미치는 경향이 있다. 

<표 1-5-4> 소득분위별 소득원의 구성(2009~2010년)
단위: %

자료: ABS(2011b).

[그림 1-5-8] 가구순자산 구성과 수준의 변화

단위: 천 호주달러

자료: ABS(2011c), Components of household wealth, Australian Social Trends, De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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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9] 가구순자산의 분포와 변화

단위: 천 호주달러

자료: ABS(2011c), Components of household wealth, Australian Social Trends, Dec. 

2011.

3. 정부정책과 분배효과

80년 중반 이후 시장소득의 분배는 가처분소득의 분배에 비해 더

욱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조세

제도를 통해 시장소득의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국가의 

하나이다. 시장소득기준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소득의 12

배에 달하지만, 세금과 이전지출을 고려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

면 5배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먼저, 호주의 세수는 소득세 등 누진적인 직접세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위 20%는 소득의 1%에 상당하는 세를 부담

한 반면, 상위 20%는 그들 소득의 34%를 세금으로 부담(1999~2000

년)하고 있다. 2005~2006년의 경우 하위 20%는 총세수입의 2.0%(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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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중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가구

0~1% 11.8 19.3 39.1 71.6 90.5 45.5

1~20% 5.7 23.3 40.8 24.1 9.3 19.4

20~50% 6.2 24.2 16.4 3.9 0.2 9.7

50~90% 16.0 25.3 2.6 0.4 - 9.1

90~100% 58.4 8.0 1.1 - - 1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득점유 6.5%)를 부담하고, 상위 20%가 59% 부담(소득점유 45%)하

고 있다. 직접세의 누진성은 부분적으로 간접세에 의해 상쇄되고 있

다. 하위 20%는 소득의 12%를 부담한 반면, 상위 20%는 불과 8%

만 부담하고 있다.

나아가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복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

에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호주 재분배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5-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소득하위 20% 계층의 60%는 거의 전적으로(90% 이상)을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상위 20% 계층은 거의 대부분 

사회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조세-이전지출(복지)

제도의 특성상 저소득층에 대한 지출효율성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국가의 하나이다(OECD 2008). [그림 1-5-10]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소득하위 20%가구 기준 순이전소득이 가처분소득의 6%에 달할 

정도로 높다. 

<표 1-5-5> 사회보장급여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2009~2010)

단위: %

자료: ABS(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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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0] 하위 20%가구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순이전소득(복지급여-

세금) 비중

단위: %

자료: OECD(2008)

그러나 최근 호주정부는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소득 · 자산조

사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은 분배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ACOSS 

2011). 지출억제는 재정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나 바로 분배의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분배에 부정적인 조세개혁도 있었다. 90

년 초반의 소비세인 GST 도입, 개인소득세의 감세 및 법인세 감면

(1993년 39% → 30%), 자본이득세 절반으로 축소(12년 이상 장기투

자시) 등은 모두 분배악화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정부자산(Telstra와 공항 등)의 사유화도 분배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영자산의 사유화는 대부분 국민에게 세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반면, 고소득자의 소득과 자산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세금 감면조치도 한 몫 했다. 사적의

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에 대해 30% 세금할인혜택은 고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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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수혜로 돌아갔다. 노동시장의 변화 특히 여성 노동력의 비정규

직 증가나 파트타임 잡 의 증가도 분배악화에 기여했다. 낮은 이자

율을 유지하려는 통화정책은 성장 제고 및 실업률 축소에는 기여했

으나 특히 퇴직자 등의 재산소득의 감소로 이어졌다.

최근의 이러한 정부정책이 분배악화를 가져온 요인도 일부 있지

만 기본적으로 호주는 강력한 조세-사회보장제도의 운영으로 그 정

도가 미국 등에 비해 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호주 역시 인구고령

화와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따른 재정확대정책으로 재정적

자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복지국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다. 게다가 GDP 대비 사회보장재정규모는 사실 OECD에서 가장 낮

은 국가에 속하지만, 사회보장재정이 전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고 있어 복지국가 개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제3절❘ 사회보장재정

1. 사회보장의 원칙

호주는 기초보장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초적 

보장을 넘어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은 개인책임 원칙을 강조하

고 있는 만큼, 국가의 개입수준이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다. 의료서비스 등 일부급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

는 소득 및 자산조사(means tested)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

다. 이때 골동품, 거주주택, 자동차 등은 자산조사에 포함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부조제도보다 보편적이고 관대한 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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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급여는 주로 노인, 장애인, 실업자 및 저소득자, 질환이 있는 

자, 간병인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하여(targeting) 지급된다. 

이처럼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조원리에 기초

하는 제도인데, 보험방식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재정을 운영하는 다

른 국가와 비교할 때 급여형태와 재원조달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는 거의 모두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 최저보

장수준의 정액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조차도 개인별 가용자원을 고

려하여 보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재원은 보험

방식에서 처럼 각 제도별로 분리된 보험료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조세 및 국고로 조달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를 내야 급여가 제공되는 예외적 제도가 있는데, (기

업)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사망과 장애급여 및 의료서비스제

도뿐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월 45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18세 이

상 70세 미만의 피용자는 의무적으로 9%(최저기준)의 보험료를 납

부(노사부담)해야 한다. 이 보험료는 2019년까지 매년 12%로 인상

할 계획이다. 자영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모든 거주권을 가진 

사람은(Medicare health system)에 가입해야 한다. 일종의 세금형태(a 

levy)로 부담금을 납부하며, 이는 소득의 1.5%이다.

2. 사회보장지출규모와 구조

가. 지출규모

호주의 총 사회보장지출(직접적인 사회보장급여와 조세감면 등을 

통한 복지지출 포함)은 2007년 기준 18.7%(조세복지를 제외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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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로 OECD 국가 평균(19.27%)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OECD 2007). 이처럼 낮은 사회보장지출은 무엇보다도 노령연

금지출의 비중이 낮은데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호주의 공

적연금관련지출(노령+유족연금)은 지출은 GDP 대비 3.36%로 연금

제도가 미성숙되어 있거나 공적부분의 제도역할이 낮은 멕시코

(1.38%), 한국(1.69%), 아이슬란드(1.90%)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여유진 · 정용문 2011). 

이는 호주의 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독특한 성격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호주는 소득비례의 관대한 공적연금제도를 운

영하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공적연금으로는 정액의 기초연금만을 

운영하고 데다 기초연금조차도 보편적 수당형태가 아니라 자산조사

를 통해 고소득층은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급여도 보충적으로 지

급함으로써 노령화관련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의무화된 기업

연금이 있지만 이는 공적연금부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비례연

금을 운영하는 유럽국가의 경우 공적연금지출이 GDP의 10%를 넘

는다는 점과 비교하면 호주의 연금지출은 그 1/3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호주가 인구고령화에 불구하고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사회보

장재정을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

망된다. 

호주는 정부재정규모나 사회보장지출 규모가 OECD국가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정부재정규모 중 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7~2008년 정부예산(GST 제외)

은 총 2,360억 호주달러로 그 중 41%가 사회보장 및 복지(social se-

curity)에 지출되고, 의료서비스(health service)지출 18%를 포함할 경

우 거의 60%가 사회복지에 지출하고 있었다. 정부예산에서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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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OECD국가의 경우 50% 미만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5-6> 주요 OECD국가의 부문별 사회보장지출규모

단위: %

연금
근로연령
소득지원

건강 사회서비스
공적

사회지출
총

순사회지출

프랑스 12.48 4.58 7.49 3.85 28.40 28.3

스웨덴 7.18 5.58 6.60 7.97 27.33 23.6

독일 10.71 3.96 7.86 2.63 25.16 25.1

오스트리아 12.27 5.28 6.80 2.07 26.42 23.0

영국 5.38 4.55 6.85 3.76 20.54 23.7

네덜란드 4.74 5.38 5.98 3.97 20.08 22.3

일본 9.77 1.59 6.30 1.05 18.70 21.6

캐나다 4.19 2.46 7.01 3.20 16.86 21.4

미국 5.96 2.02 7.23 0.99 16.20 25.6

한국 1.69 0.83 3.50 1.51 7.53 10.4

호주 3.36 4.01 5.74 2.90 16.02 18.7

OECD 7.00 3.93 5.82 2.51 19.26 19.57

자료: OECD(2007)

나. 사회보장지출구조

역사적으로 볼 때, 1972~2073년 이래로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

로 연금 등 사회보장(의료서비스 제외)에 대한 지출이 다른 어떤 부

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급대상자 측면에서는 특히 노령과 

피부양자녀를 가진 가족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실업자 등 근로계층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호주정부가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welfare보다는 workfare를 강조하

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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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7> 2010-2011 사회계층별 사회보장지출구조

단위: 백만달러, %

계층 노인
퇴역군인/

가족
장애인

부양아
동가정

실업 원주민
기타복지
프로그램

일반행정 합계

금액
(million $)

44,018 6,982 20,265 30,436 7,029 1,457 1,316 2,458 114,961

비율
(%)

38.3 6.1 17.6 26.5 6.1 1.3 1.1 3.0 100.0

자료: 여유진⋅정용문(2011).

<표 1-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사회보장지출에서 노인(연

금)에 대한 지출 비중이 38%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 사회보장 지출

구조상 차츰 인구고령화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호주

의 경우 공 · 사연금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 인구고령화나 경기침체

에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연금지출이 비록 사회보장재정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국민경제(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인구고령화에도 탄력적이고 건전한 사회보장재정

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 사회보장재정의 수입구조

사회보장지출은 거의 대부분 조세로 조달되고 있는데, 직접세 중

심의 세수구조를 가지고 있다. 직접세의 비중은 다른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접세의 높은 비중과 

목표화된 사회보장지출은 서로 상승작용하면서 사회보장지출의 빈

곤완화 및 소득분배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제도를 통한 준사회보장제도인 부의 소득세형태인 근로

장려세제는 전체 사회보장지출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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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로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보장지출의 억제를 통해 근로

유인을 확대하고, 근로계층의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을 줄

여가고 있다. 근로연령층 중 복지급여수급자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

속적으로 감소(1999년 약18% → 2009년 14%)하는 추세이며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ABS 2010). 

  

[그림 1-5-11] 연령대인구 대비 직접적 사회보장급여수급자비율 추이

(1978-2007)
단위: %

자료: ABS(2010), Income support among people of working age

❘제4절❘ 분배정책 과제와 개선논의 동향

1. 분배정책적 과제

가.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불안

호주는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이 5.5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

은 국가 중 하나이다(ACOSS 2011). 이는 해외에서 들어온 막대한 

투자자금의 영향도 있지만, 그 동안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 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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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책도 한 몫 하였다. 이로 인해 고자산가로 소득 및 자산이 집

중되면서 분배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

해 임차비용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제 내지 

국가의 주거복지지원에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 연금(pension)과 수당(allowance)간의 격차

호주의 사회보장급여수급자는 크게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 

그룹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대개 높은 연금을 받고 구직 및 근로의

무가 면제되는 반면, 후자는 낮은 복지급여에 구직의무가 부과되는 

집단이다. 그런데 두 급여간에는 서로 다른 실질가치유지제도(indexation 

system: 연동기준과 연동방식이 서로 다름)를 가지고 있어 수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호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의 실질가치

유지제도를 지속시킬 경우 2040년경에는 실업수당(Newstart allow-

ance)는 연금의 5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단신기

준 구직수당은 주당 243달러로 연금보다 131달러나 적은 실정이다

(ACOSS 2011). 

단신기준 실업수당은 현재 일당 35달러로 기초생계조차도 보장하

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들의 빈곤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퀸스랜드 사회복지협의회(Queensland Council of Social Service)에 

따르면, 실업자의 구직급여는 실제 기초생계비에 비해 주당 25달러

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구직급여에 대해 OECD도 

그 적정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구직급여가 낮을수록 

근로인센티브가 높지만, 다른 더 많은 복지급여(장애급여 등)를 받

을 수 있는 통로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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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규수급자의 50%는 구직급여수급에서 옮겨오고 있으며, 장애

급여수급에 고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구직수당의 수준은 연금만큼이나 컸다. 그러나 연금은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상승률(최근 연 4% 수준)에 연동되는 반면, 구직

수당은 물가에 연동되는데다 1994년 이래로 거의 추가적인 급여인

상이 없었다. 

다. 급여간 차등과 생애전환의 경직성

급여간 차등은 급여수급자의 노동시장 및 다른 생애로의 전환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ACOSS 2011). 예를 들어, 2011. 

7월 기준 장애연금수급자가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자가 된 경우 주

당 128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 유사하게 홑부모의 자녀가 8세를 

초과하게 되어 자녀부양수당(Parenting Payment)에서 실업수당으로 

전환하면 이 가정은 주당 56달러의 복지급여 손실을 보게 된다. 그

리고 실업자인 청년이 장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

해 전업학생이 되어 실업수당에서 학업수당(Student payment)을 수

급하게 될 경우 주당 38달러를 잃게 된다.

생애전환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차별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장하는 급여에 안주하려는 동기를 제공하는데다 소득보장의 적정

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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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논의 동향

가. 사회보장 급여측면

먼저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이 논의되고 있다(ACOSS 2011). 첫째, 

연금과 수당간 급여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 특히 단신기준 구직수

당은 연금과 동일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근로연령

층에 제공되는 복지급여도 임금상승에 연동시키는 연동방식을 도입

해야 한다. 셋째, 피부양자녀가 있는 부모가구나 장애인이 파트타임 

일이라도 하도록 소득조사를 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업자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자신의 저축을 거의 소진하도록 만드는 유동

성자산 조사 대기기간을 폐지하여야 한다. 인구고령화 등에 직면하

여 근로활동을 촉진하고 아울러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의 현대화해야 한

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수입을 잠식하고 형평성을 저해하며 비합리적인 

투자를 유발하는 조세제도의 결함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

지고 있다. 

나. 개인소득세의 개선

호주는 소득원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면서 특히 고소득

층의 소득원인 자본이득 등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ACOSS 2011). 임금소득보다 자본소득 

등의 비중이 큰 고소득층은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다 원천징수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달리 자신에게 유리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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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세상황

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거

세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본이득을 가져오는 투자에 대한 최고세율

은 22.5%로, 소득세율은 최고 45%이다. 그런데 상위소득계층은 주

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이득, 배당금, 신탁자산 등으로부터의 

소득이 고소득층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11~2012년 예산에서 이

러한 고소득층의 세금피난처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company cars)에 대한 부가급여세의 개편 및 

광산조합 출자금에 대한 세금감면의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표 1-5-8> 고소득층(연 18만 호주달러 이상)에 적용되는 실효세율

세  율 세  원

45% 개인 근로소득 혹은 은행이자

22.5% 자본이득

15% 사용자 기업연금 기여금

15-30% 퇴직금(golden handshakes)

30% 개인회사의 유보금

15% 파트타임 가족구성원에게 분산되는 조합신탁소득

Negative tax 미래에 자본이득을 제공하지만, 현재는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본 부분

자료: ACOSS(2011)

이외에도 일부 기업에서 고위임직원에게 제공되는 stock option 

등 관대한 퇴직보상금(golden handshakes)이나 본인교육비용 등에 

대한 관대한 세금감면의 폐지, 개인소득을 개인기업이나 조합에 출

자하는 것에 대한 세금혜택의 축소, 기본공제의 도입과 광대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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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비용의 공제요건 강화 등이 과세기반(tax base)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둔 과세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한 누수세금

의 확보는 소득세 면세점의 상향이나 세율 인하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 기업연금의 과세강화

최근 장기 정부재정에 대한 추계에 의하면, 2046년경 정부예산지

출은 GDP 대비 거의 5%p 늘어나고 재정적자도 3% 이상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수요는 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보

건비용 및 사회보장지출의 증가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

재정수입기반을 강화하지 않으면, 수급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

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거의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노

인들은 노인세금감면제도(Seneior Australians Tax Offset)에 의해 기

업연금 수급기에 거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조세회피를 통해 조금만 

내게 된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산점유율

은 2001년 22%에서 2031년 47%로 늘어날 전망이다(MATSEM). 또 

노인가구간 자산분배는 더욱 불균등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 미래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공정하다. 또 국가재원의 부족으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저소득 고령계층의 입장에서도 불

공평한 것이다.  나아가 현재 55세 이상인 고령근로자는 기업연금을 

수급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임금이나 보수에서 기업연금부담금을 추

가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 부담금은 임금이나 보수에 대한 한계세

율보다 훨씬 낮은 15%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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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혜택은 사실 추가적인 저축을 거의 유발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효

율적이다. 이에 받고 있는 연금을 초과하여 저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 조세감면을 해주고, 기업연금부담금의 납부기간이든 수급기간이

든 그 투자이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납부기간 동안에 발생한 투

자이득에 대한 세율은 15%를 적용하나 수급기의 투자이득에 대해

서는 면세)을 적용하며, 특히 특수연령대에만 적용되는 노인세금감

면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대책(안)이 대두되고 있다. 

세금감면제도의 폐지에 따른 추가적 세수증가분은 노인캐어나 건

강서비스를 위한 공공지출비용을 조달하는데 사용목적을 분명히 하

고, 이를 1944년 주요 사회보장개선을 위해 설립된 국가복지기금

(National Welfare Fund)에 적립하거나 혹은 노인캐어서비스나 국민

장애보험(안으로 최근 제안)의 조달을 위해 국가운영의 국부펀드

(Sovereign Wealth Fund)에 적립하자는 제안도 있다(ACOSS 2011). 

라. 기업연금과세의 형평성 제고

기업연금과세강화와 연계되어 있는 것은 기업연금기여금에 대한 

세제감면의 불공평성 문제이다(ACOSS 2011). 호주는 기업연금은 

그 기여금에 대한 과세감면제도를 통해 크게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2008년의 경우 150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총과세감면액의 20%가 상

위소득자(연소득 15만 호주달러 이상) 2%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거

의 50%는 상위 12%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세 불공평성은 특히 낮은 소득으로 파트타임에 종사하

는 여성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이들의 낮은 퇴직저

축과 그에 따른 높은 공적연금 의존율 그리고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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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생애고용기간은 높은 가사책임 

등으로 인해 남성의 그것에 비해 낮고, 시간당 임금도 남성에 비해 

17%나 낮으며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의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리함 때문에 성간 퇴직저축의 불평등을 낮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여성의 퇴직저축은 남성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2007). 특히 45세 이상 59세 사이 여성의 절반은 8,000달러 미만의 

퇴직연금저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성은 31,000달러를 보유하는 

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2004). 또 기업연금저축이 전혀 없는 여

성의 비중은 38%이나 남성은 26%에 불과하다.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은 휴면상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또 2007년 자료에 의하면, 

35~44세 단신여성의 퇴직연금저축은 남성의 89%에 달하고 있으나 

결혼여성의 퇴직연금저축은 단지 남성의 60%에 불과하였다. 이는 

결혼여성이 가사 및 육아책임으로 인해 더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골평성의 가장 큰 원인은 사용자퇴직연금기여금에 대해 

단일세율(15%)을 적용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임금이나 봉급에 부과

되는 높은 한계소득세율(45%)과 비교할 때 고소득층은 1달러 기여

금당 30센트가 적게 과세되고, 반면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는 퇴직저

축 1달러당 15센트를 더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용자기여금에 대한 현 과세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오히려 패널티

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에 대해 이러한 패널

티를 제거하기 위해 15% 보조금을 주기로 한 정부의 제안도 저소득

층의 퇴직연금기여금에 패널티를 없애는 수준에 불과할 뿐 고소득

층이 향유하는 달러당 30센트의 세금감면혜택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조세감면제도는 비효율적임은 물론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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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하다. 어차피 고소득자는 세금감면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퇴직준

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정부의 연금을 받을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재무성은 고소득층의 경우 기업연금을 통한 생애세금감면혜택이 

오히려 그들에게 공적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도 더 

많다는 추정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래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을 줄이되 그에 따른 조세지출절감분은 중저소득층의 노후보장강화

를 위해 주로 사용한다는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 경우 중저소득층

은 최소한 임금의 3% 정도 추가로 저축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본인은 물론 사용자에게도 추가적 비용

없이 중저소득층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데다 재정적으로 중

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마.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개선

투자소득에 대한 일관성없는 과세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ACOSS 2011). 이는 호주의 높은 주거비용을 초래했으며, 경기호황

의 규율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또 최근 과도한 모기지대출의 부실

에서 출발한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과정에서도 과도한 자산가격의 

상승은 금융부실과 경제위기를 낳는다는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다. 

호주는 거의 지난 10여년간 임대부동산 등을 포함한 부동산에 대

한 과잉투자를 경험했다. 이러한 과잉투자는 자산가치의 상승이 계

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주로 가계에 의해 부채증가로 조달되었다. 

이는 물론 신용에의 빠른 접근성과 낮은 인플레이션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조세제도 역시 자산투자를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 그로 



136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호주

인해 주택수요는 공급을 초과했고 그 결과로 주택가격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 주식 등 투자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낮은 세율의 적용과 무제한적으로 허용된 투자비용의 

소득공제 혜택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났다. 

호주의 주택가격 및 임대료는 현재 선진국 중 가장 높다. 주택가

격이 치솟아 오르면서 주태임대료로 천정부지로 올라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은 크게 약화시켰다. 아울러 주택임대료가 가용소득의 30%

를 초과하면 정부가 주택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자가주택소유자에 대해 보유세를 인상하고, 자본이득, 이자, 

임대료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고, 저소득임차인에 대해 임대

료지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때 이러한 조세개편

에 따른 세수는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제도(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의 확충 등을 통한 적정한 신규주택투자를 촉진하는데 사용

되어야 할 것이다. 

❘제5절❘ 사회보장재정 및 분배의 전망

1. 사회보장재정

1998년의 예산충실헌장법(Charter of Budget Honesty Act)에 따라 

정부는 5년주기로 향후 40년간 현정부정책의 장기지속성을 점검하

는 보고서를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첫 보고서는 2002년에, 두 번

째 보고서는 2007년에 ʻIntergenerational Report(IGR)ʼ라는 제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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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었다. 두 번째 보고서는 인구학적 요인 및 기타 요인이 경제

성장 및 장기적 재정지속가능성에 도전이 되고 있을지라도 첫 번째 

보고서 발간 이후 정부의 재정지속가능성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정부정책에 따른 지출압력은 2046~ 

2047년에 정부지출규모는 현재보다 5%p 늘어나고 GDP의 3.5%에 

달하는 적자(fiscal gap)를 야기할 전망이다. 1차 IGR에서는 적자폭

은 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재정적자폭의 개선은 주로 1인당 지출증가율(특히 건강부

문)을 낮게 잡고, 1인당 명목GDP 증가율을 보다 낙관적으로 가정한

데서 연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이 실현되고 재정지속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는 ʻ양질의 지출(high quality 

spending)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 지출을 집중시키는 것이야말로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신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 효과성과 효율성에 기초한 합리

적 예산편성,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예산정책으로 인구고

령화에 따른 재정적 압박에 유연하게 대응해 가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2. 소득분배 전망

흔히 호주는 저부담-고평등(low-tax Egalitarianism)국가로 분류된

다. 작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등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

이다. 실제로 소득분배의 불평도는 사민주의 국가군과 자유주의 국

가군의 중간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호주의 복지국가모델은 



13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호주

[그림 1-5-12] 주요 OECD국가 불평등도 비교

자료: www.lisproject.org

[그림 1-5-13] GDP 대비 국가재정수입 규모 국제비교(2008)

단위: %

Source: OECD(2011), Revenue statistic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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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담-저평등(low-spending but high-inequality)국가인 미국과 고부

담-고평등(high-taxing but egalitarian)국가인 북유럽의 적정한 대안모

델로 종종 언급되고 있다. 호주모델은 다른 어떤 모델보다도 성공적

이고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호주는 현재 GDP의 16%를 복지지출(연금, 실업급여, 건강 및 지

역서비스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OECD평균치인 19%보다 낮

은 수준이다. 미국,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의 지출을 하고 있다. 멕시

코, 칠레, 한국, 터키 등 저소득국가군만이 호주의 복지지출비중보

다 낮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 복지선진국에서 복지지출비

중이 정부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금징수 

규모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있다. 호주도 예외가 아니며, 전체 세

수의 60%가 사회지출비용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OECD 평

균보다 낮은 복지지출비중(GDP 대비)을 유지하므로 세금도 평균보

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의 경우 호주의 국가재정

수입은 GDP의 27%로 OECD 평균치인 3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

다. 이로써 호주는 OECD 국가 중 6번째로 낮은 세수국가이다. 

이처럼 낮은 복지부담 및 지출로도 상당히 높은 평등국가로 명성

을 얻게 된 것은 표적형(사회부조형) 복지급여중심으로 운영되는 특

유의 복지제도와 복지지출을 누진적 조세구조와 긴 하게 연계하여 

조달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국 등 사회보험형의 소

득비례형 복지제도를 통해 관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호주

는 거의 복지급여를 정액급여형태로 설정하고, 이것마저도 자산조

사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또 이러한 복지지출은 일반국고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시스템은 가장 욕구가 높은 사람

이나 집단에 대해 표적화된 복지지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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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화하고, 동시에 전체 지출과 세부담을 제한함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적화된 지출을 통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

는 다른 어떤 OECD 국가보다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하위 

20% 인구가 전체 사회보장지출의 약 42%를 받아가고, 상위 20%는 

고작 3%만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최저하위계층이 최상

위계층의 12배를 더 받아간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하위계층이 상

위계층에 비해 1.5배정도 더 받아가는 구조이고 극단적인 경우로 그

리스는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에 비해 2배를 더 받아가고 멕시코와 

티키는 5~10배를 더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특징으로 호주는 OECD 국가 중 가장 목표효

율적(target efficient)인 사회보장제도라는 평을 얻고 있다. 지출 1달

러당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보다 50%가 더 

높고 한국보다 2배, 일본과 이태리에 비해 2.5배, 프랑스에 비래 3배

가 더 높다. 호주는 또 OECD 국가 중 가장 누진적인 소득세제를 운

영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의 조세누진성은 부자에 대한 적용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서가 아니라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 다른 국

가(미국이나 아일랜드는 예외)의 동일계층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은 적용한 데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간의 상호작용으로 2005년 기준 

하위 20%계층에게 제공된 순재분배량(귀속된 사회보장급여에서 부

과된 세금을 제한 부분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값: %)도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은 5% 이상에 달하고 있는 반면, 일본, 폴란드, 미국은 

2%, 한국과 스위스는 0.5%에 불과하다. 북구유럽국가들은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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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높은 이전지출을 제공하지만 상당한 세부과로 다시 흡수하고 

있으며, 반대로 영미권국가들은 낮은 이전지출을 제공하면서 낮은 

세부과로 다시 흡수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

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중산층의 비중이 적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상대빈곤개념을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설정할 경우 빈곤율

은 관대한 사회보험제도 등을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호주의 사회보장은 저소득층 

빈곤해소에 초점을 두면서 중산층의 소득보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취약점이기는 하지만, 사회보장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상대적인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사회보장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분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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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회보장 개혁동향

❘제1절❘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장 개혁 추이

1. 국가의 역할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매

우 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되어왔다. 최근의 개혁동향도 이

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기존의 완전고용과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던 복지제도의 기반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지면서 

1980년대부터 점진적이지만 중요한 복지개혁이 이루어져 왔다(Mishra 

2004). 실제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 까지 3% 미만의 거의 완

전고용을 유지했던 것과는 달리 1983년 실업률 10%를 정점으로 실

업자의 수가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OECD 2012). 

호주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지만 영미 권에 불고 있는 신자유주

의 노선과 병합하여, 사회보장의 민영화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

까지는 국가의 개입은 지속되지만 상대적으로 그 책임성이 약해지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 독특한 현상이 보이는데 첫째는 호주사회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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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개혁은 1980년대 노동당 정부 하에 시작되어 1990년대 자유연

합당 집권 하에 공고화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적 사회보장개혁이 2007년 노동당의 재집권이후 국가의 책임성을 

동반한 형태로 다시 개편되었다는 것이다. 현 노동당 정부 하에서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산업(고용)관계정책(Industrial Relations Framework)

을 폐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 그 예가 되겠다. 

경제시장개방과 탈규제화를 동반해서 이루어진 사회보장개혁의 

배경에는 당시 국제사회에서 불고 있던 세계화바람과 함께 이루어

진 경제정책의 변화, 즉 케인지안 수요관리정책에서 통화주의로의 

전환이 큰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집권당이 노동당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사회정책이 경제구조의 

큰 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 이어진 

신자유주의로의 과도한 개편이 결국은 국민들의 반발로 이어졌으며 

사회보장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장성의 약화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틀을 모색해야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는데 2007년의 정

권교체와 새로이 집권한 노동당의 복지 선회방향은 이를 증명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정책의 보장성의 약화는 199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개혁에도 

불구하고 심화되어진 소득불평등으로 나타나는데, <표 1-6-1>에서 

보이듯 소득 불평등 지수는 계속 상승세에 있다. 여기서 주시할 사

항은 국가가 주도하는 세금정책과 소득이전매체를 통한 재분배 이

후의 소득불평등 정도인데, 호주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재

분배 역할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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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극전이 
전과 후

90년대 중반 2000년경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후반

호주
전 0.487

0.178
0.478 0.161 0.465

0.149
0.468

0.132
후 0.309 0.317 0.315 0.336

덴마크
전 0.417

0.202
0.415 0.189 0.417

0.185
0.416

0.168
후 0.215 0.226 0.232 0.248

프랑스
전 0.473

0.196
0.490 0.203 0.485

0.197
0.483

0.190
후 0.277 0.287 0.288 0.293

독일
전 0.459

0.193
0.471 0.207 0.499

0.214
0.504

0.209
후 0.266 0.264 0.285 0.295

스웨덴
전 0.438

0.227
0.446 0.203 0.432

0.198
0.426

0.167
후 0.211 0.243 0.234 0.259

미국
전 0.477

0.116
0.476 0.119 0.486

0.106
0.486

0.108
후 0.361 0.357 0.380 0.378

영국
전 0.453

0.117
0.458 0.107 0.445

0.114
0.456

0.111
후 0.336 0.351 0.331 0.345

로 미비하다는 것이다. 

<표 1-6-1> 소득불평등과 국가개입의 효과 

단위: 지니계수

자료: OECD 통계 (http://stats.oecd.org/index.aspx)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26068)

소득불평등의 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

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임

시직(part-time) 근로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3년과 

1992년 사이에 임시직의 수는 40%가 증가했다(Wiseman 1998). 일

주일에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임시직은 2010년에

는 24.9%로 증가했고 이는 OECD 국가중에 가장 높은 수치 중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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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시직 증가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는 일을 더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뜻하는 불완전고

용(underemployment)에 있다. 2005년의 경우 임시직으로 고용된 남

자의 67%, 여자의 49%가 상시직(full-time)으로의 전환을 선호했고,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한다(ABS 2007). 

이와 더불어 영국과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꾸준한 

상승세를 그려온 저임금의 추세가 문제시 되고 있다(<표 1-6-2>).

<표 1-6-2> 저임금 현황 

단위: %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호주 11.2 13.5 13.7 14.6 13.8 14.6

영국 18.4 17.7 18.9 19.9 20.0 19.3

미국 22.6 22.0 23.7 23.0 25.2 24.7

주: 상용직 평균(median) 임금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

자료: OECD(2001) 

또 다른 요인으로는 국제시장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들 수 있다. 호주의 경우 고용보호 입법지수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치에 있어서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 수준을 보여준다. 이 지표는 노동시장에서 실행되는 14가

지의 법 규제를 정규직 보호, 임시직 규제, 집단해고 규제 등의 세 

항목으로 평가하여 0에서 6까지의 숫자로 표현한 종합지수인데, 노

동시장 관련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변수이다(김교성, 

김성욱 2011). 이 지수가 0.5 이하일 경우에는 아주 낮은 수준의 고

용보호를 의미하며 3이상의 경우 강한 수준의 보호를 의미한다. [그

림 1-6-1]에서 볼 수 있듯이 호주의 지수는 1.0 정도에 그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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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웨덴과 대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

을 의미한다. 

[그림 1-6-1] 고용보호의 정도

단위: 고용보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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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변수로는 중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인데 호주의 경

우 1980년대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OECD 2011). 최저임금제

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호주의 최저임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한다([그림 1-6-2]). 이는 기존 문헌에서 호주를 임금

노동자 복지국가(Wage Earenrs Welfare State)로 정의 하는 것과 어

는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위 소득 대비 최저임

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1980년대에 노조가 정부와의 합

의하에 임금인상을 보류한 것(the Accord)을 감안해 보면 중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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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최저임금의 감소 폭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1-6-3]). 이

와 더불어 지속적인 노조의 붕괴가 이루어짐으로써 한때는 막강했

던 노조의 힘이 많이 퇴색되어졌다([그림 1-6-4]). 따라서 임금 노동

자의 복지국가라는 호주 전형의 복지 모델이 많이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6-2] 법정 최저임금

단위: 미국달러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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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3] 중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

단위: 미국달러

자료: OECD Stats.

[그림 1-6-4] 노동조합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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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임금의 축소로 이어졌

다. 여기서 사회임금은 국가가 기존 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이들이 실

직했을 경우에 얼마나 보존 하느냐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실업수

당의 소득 대체율을 일컫는데 공공부조와 실업보험 및 급여가 포함

된다(Clayton and Pontusson 1998). [그림 1-6-5]에서 볼 수 있듯 가

장 눈에 띠는 사회임금 감소의 추세를 보이는 나라는 영국이지만 

호주도 1990년대에서부터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여준다. 이는 수동

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부터 능동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이어지는 전

환에 의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진 실업급여와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6-5] 사회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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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6]은 OECD에서 정의하는 고용보호 정도를 상시근로자

와 임시근로자로 나누어서 보여주는데 호주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

호수준이 낮음과 동시에 임시근로자를 위한 보호는 더욱 미비함을 

보여준다. 

[그림 1-6-6] 고용보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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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oecd.org/employment/protection)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노동시장의 유

연화로 대표되는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상위소득군과 하위소득군

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소

득 불평등의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호주 통

계청(ABS 2010)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은 하위 10% 보다 4배 이상 많았으며 이

는 1997년과 1998년 사이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14%의 증가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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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또한 2007년부터 2008년간 상위 20%의 소득군은 전체 소득

의 41%에 해당하는 소득을 점유함으로써 1997~1998년 대비 3%의 

증가를 나타냈다.

고용관계의 악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지속되면서 보다 적극적

인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집권한 노동당은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고용관계정책을 폐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수치상으로 볼 때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

명한 것은 현 노동당 정부 하에 국가의 역할이 중시되는 동시에 개

인의 책임성 또한 강조되는 분위기가 현재 호주 사회보장 제도의 

보편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2. 사회보장의 민영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까지 경제와 정부의 효율성을 증진

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였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은 주로 민영화를 

동반한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법들이 대부분이었고, 호

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상당부문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1990년대를 통틀어 호주는 가치(value)로 봤을 때 영국 다음으로 광

범위한 민영화를 진행했고, 국내총생산 대비로는 뉴질랜드의 뒤를 

잇는 규모의 민영화 사업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민영화는 교통, 통

신, 전기, 그리고 국가소유의 금융부문등 전통적인 공공부문에 국한

되어 있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민영화 사업들이 사회정책의 영역에

서도 진행되었다. 수치상으로도 호주의 민간사회지출(privat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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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iture) 비용은 1990년대를 통틀어 17개 OECD 국가 중  3번째

로 높은 수준인 19.8%를 기록했다(Adema 2001).

민영화된 사회보장 영역의 예로 대표적인 것이 아동보육 및 교육

(Early Childhood Care)인데,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민영화가 이루

어지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다 많은 선택을 누릴 수 있고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에 그 정당성의 기반을 두고 있다. 호크노동당 정부에서 

시작한 민영화사업은 기존의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 보육(Childcare)

센터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하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아

동보육 센터의 수적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가격

도 상대적으로 비싸게 운용되었다. 

하워드정부에 들어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보육 혜

택(Child Care Benefit)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자녀를 둔 부모들에

게 금전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선택권을 줄 것을 의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시장을 길들이

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체에게 든든한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Brennan 2010). 

민영화를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아동 보육 및 교육센터로서 ABC 

Learning 센터를 들 수 있다. 1988년에 설립되어 2006년까지 세계에

서 가장 큰 아동 보육 및 교육기관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무

분별한 팽창과 국가의 규제실패, 특히 앞서 언급한 자산조사를 기반

으로 하는 아동 보육 혜택의 지원남용으로 결국은 부도 처리되고 

말았다. 기하급수적인 팽창으로 인해 한때는 아동 보육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거의 독점체제를 유지할 정도로 그 세력을 키

웠던만큼 부도 처리로 인한 사회적 여파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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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민영화 바람은 1998년에 이루어진 고용센터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연방정부 고용서비스(Commonwealth Employment Service)가 

구직망(Jobs Network)으로 대체됨으로서 센터링크에서 연계하는 고

용서비스 프로그램은 이제는 민간단체에 의뢰(outsourcing)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보다 직접적인 민영화의 움직임은 보건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호주의 보건 시스템을 미국처럼 민영화 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주도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사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건체계의 민영화는 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고소득군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에

게 추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1996년에 도입되었다. 둘째는 30

세이후에 사보험에 가입할 경우 1년에 2%씩 보험료가 상승하게 됨

에 따라 젊은 나이에 민간 사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1999년에 도입되었다. 셋째로 같은 해에 도입된 제도로 민간 사보험

에 가입할 경우 국가에서 30%의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

은 사람이 사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했는데, 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제공되었다. 

이 중에 30% 리베이트 제도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거듭해서 

2001년에는 5억 9천만 달러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1억 2백만 달러

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현금급여와 비슷한 용도로 이용되는 세제감

면 전체규모의 12%에 해당한다(OECD 2010). 주시할 사항은 이 리

베이트는 자산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역진적(Regressive)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현 노동당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

결하기위해 두 번의 제도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원에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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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 세 번째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하원에

서 70대 71로 가결되어 2012년 2월부로 제도 수정안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2012년 7월부터 이루어질 이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워드정부에서 도입했던 의료보험 추가지불제(Medicare 

levy surcharge)에 보완이 이루어졌다. 의료보험 추가지불제는 국민

들의 민간 사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제도로 일반세

제에서 충당되는 의료보험료에 추가로 징수되는 세금인데, 2012년 

7월1일부터 미혼인 동시에 연수입이 83,001~96,000호주달러 범주

(범주1) 에 들 경우 추가로 소득의 1% 의료보험을 더 지불해야 한

다. 연 수입이 96,001~129,000(범주2)에 속할 경우 1.25% 그리고 

129,000(범주3)이상인 경우는 1.5%의 추가 세제가 발생한다. 커플일 

경우에는 166,001~192,000(범주1)일 경우 1%, 192,001~258,000(범주

2)일 경우 1.25%, 250,001(범주3) 이상일 경우에는 1.5%의 추가 세

금을 징수한다. 

둘째, 7월 1일부터 30% 리베이트가 자산조사 되기 시작해서 위에

서 말한 범주 1에 속할 경우 리베이트가 20%로 감소하고 범주2일 

경우 10%로, 그리고 범주 3일 경우 리베이트가 전혀 제공 되지 않

는다. 

셋째, 30세 이후 민간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부과되는 연 2%의 추

가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40세에 처음으로 사립병원

보험(Private Hospital Cover)에 가입할 경우 30세에 가입한 사람보다 

20% 많은 보험료를 내야한다. 이민자의 경우 호주의료제도에 가입

한 이후 12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 내에 사립병원보

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연당 2%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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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제를 통한 사회보장

이러한 일련의 사회보장 민영화 정책과 더불어 시행되어 온 것이 

전통적인 급여제공방식을 떠나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tax expenditures) 

으로의 전환이라고 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녀를 둔 일인소득 가

구의 경우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을 지원받는데 이 혜택

은 세금을 유발하지 않는다(Stebbing and Spies-Butcher 2010). 이 가

족세제혜택 또한 자산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가 최근 자산조사대상으

로 변경되었다. 이 외에도 현금급여와 비슷한 성격의 혜택을 제공하

는 동시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

는데, 그 예로는 강제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대한 세제혜택, 앞

서 말한 사립의료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에 대한 혜택, 아동보

육 세금혜택(Child care tax rebate)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세금을 환급해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종의 재정복지

(fiscal welfare) 제도는 자산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누진적 세제에 기

반을 두지 않을 경우 역분배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혹자들은 이를 

부유층을 위한 사회보장이라고 칭하기도 한다(middle-class welfare).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를 비롯한 영미 권에서 이러한 재정복지로

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호주의 경우 그 규모가 급성

장하여 2001년 19억 2,900만 호주달러 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79

억 5,100만 달러 그리고 2007년에는 86억 1,400만 호주달러로 증가

했다(OEC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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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최근의 사회보장 개혁동향

2007년에 집권한 노동당정부는 이전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신자유

주의적 사회보장 개혁을 다시 재조정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점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산업관계구조(Industrial relations framework) 

의 개혁이었다. 하워드 정부에서 도입한 작업선택 산업관계구조

(Work Choices)가 급변하는 세계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고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목표로 했다면, 러드 노동당 정부에서는 이를 

근로자 중심의 틀로 다시 바꾸고자 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보장의 기능을 대체했던 호주의 

전통적 체제를 일컬어 임금근로자 복지국가(wage earners welfare 

state)라고 하는데 현 노동당 정부에서 이의 초석을 되살리고자 한다

는 것이다. 

2009년에 새로 제정된 공정업무법(Fair Work Act)은 기존의 작업

선택 산업구조(Work Choices Framework) 하에서 약화된 근로자의 

권리와 해임에 관련된 법안 그리고 노동조합의 위상을 회복시켰다

고 볼 수 있고, 혹자들은 이를 호주의 전형적 복지국가구조로의 회

귀라고 까지 표현한다(Saunders and Deeming 2011). 

2007년 경제위기와 더불어 집권한 러드 노동당 정부는 국가의 역

할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했는데, 첫째는 민간재정부문을 구제하

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셋째는 규제구조를 재정

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러드 

총리(2009)가 말하는 사회 민주주의적 사회정의 구현을 기반으로 

하였는데, 그 주요 골자는 유럽에서 발달한 사회배제(social ex-

clusion)의 보다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사회포함(social inclusion)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경제성장, 보다 평등한 사회보장, 양질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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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튼실한 가족과 지역사회를 변화의 발판으로 삼는데 중점을 둔

다(Australian Government 2009). 앞서 언급한 새로운 산업관계구조

도 이러한 큰 틀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포함 내에서 우선순위로 지명되는 여섯 가지 항목이 있

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직업이 없는 가족의 선별 파악

② 삶의 기회상실의 위험에 처한 아동들의 상태 증진

③ 노숙자 수의 감소

④ 장애인과 그들의 간호인들의 삶의 질 향상

⑤ 원주민과 비원주민과의 차이 완화

⑥ 소외계층의 계속되는 불이익 타결

이러한 큰 틀내에서 실행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정책은 지난 

몇 십년간 사회의 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의 압력

에 의해 거부당했던 유상부모휴직(Paid Parental Leave)의 도입이다. 

이로 인해서 OECD 국가 중에 미국과 더불어 유일하게 유상부모휴

직을 실행하지 않았던 불명예를 2011년부로 떨쳐낼 수 있게 되었는

데, 이는 최저임금액인 주당 569.90달러를 18개월간 지급하게 된다. 

호주의 노조는 1979년 처음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12개월간 무상

육아휴직을 받을 권리를 쟁취했지만 말 그대로 무상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연방정부에서 규

정하는 최저임금에 따라 기존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추가

로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유상부모휴직 급여를 받는 이들은 기존의 

출산 장려금(Baby Bonus)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산 장려금의 액

수가 유상부모휴직 급여보다 많을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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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 

유상부모휴직급여는 정액급여(Flat-rate)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급여에 상관없이 지급되고, 상시근로자, 일용직 내지는 시간제 

근무자 모두 포함된다. 단,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나기전 

13개월 중 10개월 이상 적어도 330시간(일주일에 하루)의 근로기록

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연간 15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고용자는 가족보조국(Family Assistance Office)에 육아휴직을 신

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정부가 고용주를 통해 급여를 지급한다. 따

라서 고용주는 유상부모휴직금에 대한 기여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용주가 기여하는 연금분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휴직기간은 연

가상정에 해당하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당 집권이후 이루어진 이러한 일련의 개혁들을 기반으로 호

주의 사회학자들은 현 노동당 정부가 좀 더 ʻ사민주의의 라인에서 

더 크고, 더 인정 많은(compassionate) 정부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

하기도 한다(Saunders and Demming 2011, p. 385). 스마이스(Smyth 

2008, p. 659)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는데, 그에 의하면, 

“새롭게 떠오르는 구조의 강점은 이것이 호주의 길에 잘 부합된다는 것

이다.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이 구조는 규제의 효율성이 공정성의 원

칙에 입각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호주의 열망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

다. 즉, 효율성과 정당성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으

로 재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맹목적 탈규제

(de-regulation)의 시대에서 벗어나려한다면 인적자본과 사회포함이라는 

의제가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특히 임금과 복지정책의 조화

로운 재통합을 열망하는 호주사회정책제도에 부합되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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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하워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일하는 가족 중심의 복지체제 정

비와, 이와 동시에 근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복지혜택에 대한 의존

도를 낮추고자 했던 정책과 비교해 볼 때, 현 노동당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재정비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Mendes 2009). 실제로 노동당 정부의 2009년 예산안에서 볼 수 있

듯이 현 정부는 노인층, 저소득층, 그리고 간병인에게 추가의 혜택

을 주는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개혁이 사민주의로의 회귀를 뜻하는지에 대

해서는 다소 의문이 남게 된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과 동시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

는 시기가 2017년부터 67세로 늘어날 예정이다. 

둘째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설계되어 있

는 노인 간호(aged care) 체계가 지속가능한 지의 여부가 문제시 되

어 왔다.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 정책결정에 도움

을 줄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된 호주 정부의 연구 및 자문 조직 – 
는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user-pay)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

로 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셋째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의무소득 관리체계의 존속

인데, 이 정책은 2007 하워드 정부 하에서 호주 원주민 집지역인 

북부 준 주정부(Northern Territory)를 대상으로 펼친 긴급방안(Emergency 

Response)에서 기인한다. 주요 골자는 소득보조를 받는 수급자들이 

이러한 소득을 무책임하게 지출한다는 전제하에 일정량의 소득보조

액을 정해진 항목(예를 들어서 음식, 교육, 주거, 보건 또는 의료) 에

만 사용하도록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통제적 기제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어왔지만 호주 원주민에게만 적용 되어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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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내제해 있음이 문제시 되어왔다. 노동

당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중 잣대의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원주민 뿐 아니라 다른 계층,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의 대상자들로의 확대를 명시했고 2012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 

노동당 집권이후 호주의 사회보장 정책이 보다 사민 주의적(social 

democratic)성향을 지닌 임금근로자의 복지국가로 다시 태어나고 있

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확실해지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

로 간주된다. 

이중의 핵심적인 사항은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의 여부에 

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복지의존이 부정적이

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 근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2011 연방정부

예산을 보면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이들을 일자리로 돌려보내야 한

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근로심사대상에서 제외되

거나 비교적 관대한 처우를 받던 장애연금의 대상자들조차도 이제

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예가 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근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

다는 것인데 기존의 장애연금 대상자들은 일주일에 30시간의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대상자로 구분 되었지만 이 기준이 15시간으로 바

뀌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생산적인 노동력을 창출한다는 명목하에서 가능한  

많은 이들을 일자리로 돌려보내고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이들에

게 보다 강한 근로욕구를 심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현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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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개혁의 추세로 보인다. 이를 위

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도입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재무장관인 웨인 스완(Wayne Swan 2011)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은 근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

는다. 이는 편부모, 실직가정, 청년, 장기실업자, 장애인 그리고 노년근로

자를 포함한다. 장애보조연금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의 수를 줄이고 보

다 많은 사람들을 일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엄격한 근로

심사를 이행할 것이며, 일할 능력 없음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마련할 것이다.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임금보조금을 늘리고, 근로 허용 시간을 늘림으로써 

사회 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근로를 포기하는 병폐를 막을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의욕 확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세제를 통한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민영

화 그리고 근로의 중요성에 대한 재강조는, 사회복지는 무조건적

(unconditional)일 수 없다는 것이다. 조건적 복지(conditional welfare)

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닌 통상적인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며 이러한 사회정책의 통제적 기능을 통해 삶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암묵적인 의미가 호주 사회보장 개혁 전반에 내제되

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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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제1절❘ 호주의 고용보험제도

1. 호주의 실업급여제도

가. 실업급여제도 변천과 현황

호주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은 고용보험(unemployment in-

surance)이 아니라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에 의해서 이

루어진다. 이에 따라 조세제도를 통해서 운영되는 사회보장급여에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의 사회보험

제도는 호주연방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회복지급부제도이다. 이

러한 급부제도는 센터링크(Centrelink)라는 정부기구에 의해서 관리

된다. 호주는 1944년에 제정된 실업 및 상병급여법(Unemployment 

and Sickness Benefits Act 1944; No. 10 of 1944)에 의해서 1945년에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되었다. 실업부조는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적절

한 일을 할 수 있으며 할 의지가 있고, 일자리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었다. 급부는 7일간의 대기기간을 거친 

이후에 지급되었고, 실업급부 지급 직전 12개월 동안 호주 거주를 

요건으로 하였다. 피부양 배우자에 대해서 1주 1파운드, 첫 번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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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에게는 1주 5실링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였다. 

호주는 1990〜1991년 예산에서 적극적 고용전략(active employ-

ment strategy)의 일환으로서 정부소득지원프로그램을 구조적으로 

변화시켰다.15) 이에 따라 실업자, 장애인, 상병근로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크게 변화되었다.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1991년부터 실

시되었는데, 실업급여는 크게 2층 구조(two-tier system of benefit)로 

되어 있다. 즉, 12개월 미만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수당(Job 

Search Allowance; JSA)과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

는 뉴스타트 수당(NEWSTART Allowance; NSA)이다. 첫 12개월 실

직기간 동안에 구직수당 수령자에게는 구직지원이 제공된다. 그러

나 12개월 이후에는 구직수당에서 뉴스타트 수당 수령자로 자동적

으로 이행되지 않는다. 장기실업자가 뉴스타트 수당을 수령받기 위

해서는 고용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

다. 이와 같이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기존 고용과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노동시장 지출이 증가되었다. 

이 외에 60~65세 미만 중고령자가 실업한 경우 이들의 최저생계

를 보장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된 중고령수당(Mature Age Allowance: 

MAA)제도가 있다. 중고령수당 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5세

가 되면 자동적으로 중고령수당에서 노령연금으로 전환된다. 중고

령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ʻ60〜65세 미만ʼ, ʻ실업수당을 12개월 

이상 수급ʼ, ʻ최근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ʼ,16) ʻ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직전 12개월 이상 연방고용청에 실업자 등록ʼ이라는 요건을 충족해

야 한다. 이러한 중고령수당은 1996년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수급대

15) Australia (1990), Budget Statements 1990~1991, Budget Paper No.1, AGPS, Canberra.
16) 근무경력: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을 지난 12개월 중 13주 이상 일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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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를 허용하지 않는 한시적인 제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호주 정

부는 1996월 7월 이후에도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당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수급조건을 약간 개편하였다. 이러한 

변화된 요건은 1996년 7월 이후 새롭게 지급대상이 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이전과는 달리 수당제도에서 소득 및 자산심사를 

받고, 수급 직전 12개월 동안 연방고용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였다. 호주는 2003년 9월부터 중고령수당의 신규 지급을 중

단시켰다. 이에 따라 중고령수당 지급은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08

년 9월에 완전히 완료되었다.17) 그리고 모든 중고령수당 수령대상

자는 노령연금(Old Pension)으로 이관되었다. 

1996년에 호주는 구직수당(JSA) 수급대상 중에서 18세 이상 실업

자는 뉴스타트 수당제도, 18세 미만 실업자는 청소년훈련수당으로 

통합시켰다. 개편된 뉴스타트 수당의 지급대상은 적절한 유급일자

리에서 일할 능력이 있고 의사(意思)가 있는 실업자이었다. 그리고 

수당 수령자는 연방정부 고용센터(CES)에 등록되어 있고, 구직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고 있어야만 했다.18) 이들 수당 수령자는 호

주의 영주권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조사를 받아야 한다. 소득지원은 

이들을 위한 적극적 구직 및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는 노동시장프로

그램과 연계되어 있다. 

청소년훈련수당(Youth Training Allowance; YTA)은 구직수당을 

대신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혹은 구직활동 중에 있는 18세 미

만의 청소년 실업자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1995년에 도입되었다. 수

17)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0), Australian Social Trends, Mar 2010 - Income 
support among people of working age-.

18)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1997), 1301.0 - Year Book Australia(Income and 
Welfare), No. 79, pp.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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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수령자가 참여해야 하는 청소년훈련조치(Youth Training Initiative; 

YTI)는 청소년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방고용센터에서 기

초훈련, 노동시장 프로그램, 그리고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서

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수당은 3단계(집에 거주하는 경우, 집을 

떠난 경우, 독립 및 집이 없는 경우)로 구분된 교육지원제도(AUSTUDY) 

기본지급률에 따라 청년층에게 직접 지급된다.19) 집에 거주하는 경

우와 집을 떠난 경우의 지급률은 부모의 소득과 자산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호주는 1998년 8월부터 청소년훈련수당을 포함해서 청소

년을 위한 수당제도를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 YA)으로 대체

하였다.20) 청소년수당제도로 대체된 제도는 <표 2-1-1>과 같은 20

세 이하 실업자, 24세 이하 학생을 위한 청년훈련수당(YTA), 교육

지원제도(AUSTUDY), 그리고 상병수당(Sick Allowance)제도 등 5개 

제도이다.21) 청소년수당 수령자는 풀타임 교육, 풀타임 구직 혹은 

승인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수당수령자 중에서 일부는 개인적

인 문제 즉, 질병, 무주택, 혹은 주요한 개인적인 위기 등으로 인해

서 구직활동심사(activity test)에서 면제된다. 

19) AUSTUDY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16〜64세 학생을 재정지원하는 호주교육지원
제도(Australian educational assistance scheme)를 말함. 재정지원제도는 3가지 유형 
즉,(풀타임으로 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16〜19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중등교육
지원,(19세 이상의 풀타임 중등교육 이수 학생 대상) 성인 중등교육지원, 그리고 승
인된 풀타임 고등교육 이수 중인 16〜64세 학생 대상) 고등교육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Amendment (Youth Allowance) Act 1998,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Amendment (Youth Allowance Consequential and Related Measures) 
Act 1998.

21)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1999), 1301.0 - 1999 YEAR Book Australia(Income and 
Welfare), No. 81,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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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1998년 청소년수당제도로 대체된 청소년 소득지원제도

￭ 16〜24세(일부 15세) 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제도(AUSTUDY)

￭ 16〜20세(일부 15세) 청소년 대상 뉴스타트 수당(Newstart Allowance)

￭ 16〜17세(일부 15세) 청소년 대상 청소년훈련수당(Youth Training Allowance)

￭ 16〜20세(일부 15세) 청소년 대상 상병수당(Sick Allowance)

￭ 교육지원제도(AUSTUDY)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16〜18세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저요율 이상의 가족수당(Family Payment)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1), Labour Market and Related payments: a 

monthly profile, 21 december 2011, p. 25.

또한 이전 제도의 경우 18~20세 실업자는 부모자산조사를 받지 

않았으나, 청소년수당 수령자는 부모의 자산조사를 받는다. 청소년

수당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이미 뉴스타트 혹은 상병수당을 받고 

있었던 18~20세 청소년에게는 특별조항을 적용하였다. 즉, 이들 집

단은 기존의 수당이나 급부를 계속 지불받았다. 청소년수당제도의 

도입으로 1998년 7월 이후 뉴스타트 수당 수령자와 구직자 수가 크

게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부모자산조사를 실시한데 기인했다. 

나. 호주의 실업자 소득지원제도 

1) 실업부조제도

1969년 11월~1984년 11월 동안 호주의 실업부조제도를 보면 <표 

2-1-2>와 같다. 먼저 1969~1972년에 운영된 실업부조를 보면 실업

부조 수준이 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라 1969년 기준으로 16~17세 

4.5달러, 18~20세 6.0달러, 21세 이상 10.0달러 그리고 기혼은 17.0

달러이었다.22) 21세 이상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급부수준은 호주에 

22) 호주의 각종 실업자관련 소득지원제도의 변화, 현황 그리고 실업급여 및 각종 수당
수준에 대한 자료는 Australia Government(2012), Guide to Social Security Law, version 
1.183 - Released 3 January 2012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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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살고 있지 않은 21세 이하 실업자에게도 적용되었다. 

1970~1973년에는 연속된 6주 이후에도 실직상태에 있으면 보다 높

은 실업 및 상병급부를 지급하였다. 즉, 일반 실업급부 수준은 1969

년 수준을 1971년 9월까지 지급하였는데23), 6주 이후에도 실업상태

에 있는 실직자는 1970년 기준으로 16~20세는 10.0달러, 21세 이상

은 15.5달러, 그리고 기혼은 22.5달러를 지불하였다.

1973년~1984년까지 실업급부 지급제도에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

다. 즉, 1975년 이전에는 추가적인 급부가 1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만 지급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추가급부 대상 자녀를 풀타임 교육

을 받고 있는 16세 이상 자녀까지 확대하였다. 1975년부터는 18세 

미만 독신 실업자에게 특별 지급률을 적용하였고, 1978년에는 25세 

이상 학생에 대한 추가 급부자격을 폐지하였다. 

<표 2-1-2> 실업급부 제도의 변화24)

기  간 제도 변화

1969년 11월 〜 1972년 9월 실업급부 및 상병수당제

1970년 9월 〜 1973년 3월 연속 6개월 지급 이후 보다 높은 상병수당 지급률 적용

1973년 3월 〜 1978년 11월 실업급부 및 상병수당제

1978년 11월 〜 1984년 11월 실업급부 및 상병수당제

자료: Australia Government(2012).

198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전의 실업부조제도에서 제도가 개편

되었다. 실업급부는 크게 독신(single)과 파트너가 있는 기혼(married)

23) 기혼 실직자의 경우 1970년 9월 29일에서 1971년 9월 21일 동안에 18.0달러를 지불하
였음.

24) 실업급부를 포함한 고용보험관련 급부제도 변화는 자료: Australia Government(2012), 
Guide to Social Security Law, Unemployment, Sickness Benefit & Youth Related 
Payments - Historical Rates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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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여 지급되었다. 독신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부는 다시 

18~20세와 21세 이상으로 구분되어 제도가 다르게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먼저 18~20세 독신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부를 보면 

1985년에는 일률적으로 주당 88.20달러, 1987년 91.20달러 그리고 

1989년 91.70달러, 1990년 105.15달러이었다. 1985년에는 자녀가 없

는 18~20세 미혼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지급률을 

도입하였다. 1990년 9월부터는 집에 거주하는 경우와 집에서 떨어

져서 생활하는 미혼실직자의 실업급여를 차등화 하여, 1990년 9월 

기준으로 재택의 경우 69.20달러, 집에서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 

105.15달러를 지불하였다. 이와 같은 실업급여제도는 1991년 구직

수당(JSA)과 뉴스타트 수당(NSA)으로 개편되었다. 18~20세 독신 실

업급부는 1998년 8월부터 21세 미만 뉴스타트 수당과 상병수당, 24

세 미만 학생 대상의 교육지원제도(AUSTUDY)가 청소년 수당(YA)

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1세 이상 독신 실업자의 실업급부 수준을 보면 1985년 11월 기

준 주당 91.45달러로서 18~20세의 88.20달러보다 높았다. 1987년 6

월 기준으로는 104.75달러, 1990년 9월에는 134.30달러이었다. 이러

한 21세 이상 독신 실업자 대상 실업급여제도는 1991년 구직수당

(JSA)과 뉴스타트 수당(NSA)으로 개편되었고, 동 제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1년 수당 지급수준은 3월 237.45달러, 9월 234.40

달러 수준이다. 

자녀가 있는(연령에 관계없음) 독신의 실업급부를 보면 1984년 

11월 주당 91.90달러(자녀에 대한 추가급부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금

액)를 지급하였다. 1990년 9월에는 주당 145.85달러이었고, 실업급

부제도가 구직수당 및 뉴스타트 수당 제도로 개편된 직후인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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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준으로 153.05달러이었고, 2011년 9월은 263.30달러이었다.

<표 2-1-3> 독신실업자에 대한 실업급부 제도 변화

기  간 제도 변화

1985년 11월~1990년 9월
18~20세 독신 실업급부
(Single Unemployment Benefit)

1990년 9월~현재
18~20세 독신 실업급부
*1991년부터 구직수당(JSA), 뉴스타트 수당(NSA)

1985년 11월~1987년 6월 21세 이상 독신 실업급부

1987년 12월~현재
21세 이상 독신 실업급부
*1991년부터 구직수당(JSA), 뉴스타트 수당(NSA)

1984년 11월~현재 자녀가 있는 독신(연령에 관계없음) 실업급부

자료: Australia Government(2012).

파트너가 있는 기혼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변화를 보면 <표  

 2-1-4>와 같다. 실업급여수준은 1984년 11월 기준 주당 76.65달러, 

1990년 9월 121.60달러이었다. 1990년 9월의 실업급여수준은 연령

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기혼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지급수준

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9월 실업급여수준은 부부 모두 21세 이

상 혹은 부양자녀를 가진 경우에 적용되는 수준이고, 자녀가 없는 

21세 미만 기혼실직자에 대한 지급률은 연령에 따라 지급수준이 제

한되었다. 1992년 5월부터는 구직수당 및 뉴스타트 수당으로 지급

되고, 파트너가(연금수령 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기혼실직자에 

대해서는 지급률의 50%만 지급하였다. 파트너가 투옥된 상태이거나 

정신질환으로 감금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률의 100%를 지급하

였다. 

파트너에 대한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1994년 9월부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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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받는 파트너에게 직접 파트너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편되

었다. 추가 급여수준을 보면 1984년 주당 76.65달러에서, 1990년 9

월 121.60달러, 그리고 1994년 9월 134.10달러이었다. 1994년 이후 

파트너 수당으로 지급되는 수당지급률은 사회보장급부의 공통적인 

기본지급률의 적용을 받는다.  

<표 2-1-4> 기혼실업자에 대한 실업급부 제도 변화

기  간 제도 변화

1984년 11월~현재 파트너가 있는 기혼 실업급여

1984년 11월~1993년 3월 파트너에 대한 추가 급여

자료: Australia Government(2012).

2) 뉴스타트 수당제도25)

호주의 뉴스타트 수당제도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91년에 적극

적 고용전략의 일환으로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를 개편하면서 

도입되었다. 당시에 도입된 구직수당은 12개월 미만 구직자 그리고 

뉴스타트 수당제도는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제

도였다. 1996년 9월 이후 구직수당(JSA)제도가 개편되어 18세 이상 

실업자는 뉴스타트 수당제도로 그리고 18세 미만 실업자는 청소년

훈련수당(YTA)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10월부터 중앙고용

서비스센터(CES)에 12개월 이상 실직자로 등록된 18세 이상의 유자

격자에게는 뉴스타트 수당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청소년훈련수당(YTA)은 1998년 7월에 청소년 수당(YA)으

로 대체되었다. 

25) Department of Human Service, Centrelink, Newstart Payment Rates, 1 January - 19 
marc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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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타트 수당의 기본적인 자격지급요건을 보면, 실업상태

에 있거나 혹은 실업자로서 인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령은 21세에

서 연금수급연령 이하,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승인된 활동 혹은 구직에 참가 혹은 

참가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외에 구직활동심사(Activity test)를 

실행하기 위한 기존 취업경로계획(Employment Pathway Plan)에 참여

하거나 혹은 준수,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뉴스타트 수당 지급을 위한 거주요건은 호주 거주자이어야 하고, 

호주 거주자로서 이주한 지 104주 이상이 되는 신규 이주민(일부 예

외사유가 적용됨)이며, 구직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극히 제한된 상

황에서 호주에 부재하면 13주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뉴스타트 

수당의 2012년 1월 1일~3월 19일 기준 기본지급률은 2주일 기준

(per fortnight; pf)으로 <표 2-1-5>와 같다. 그리고 수당은 최대 500

달러까지 선불(Advance of allowance)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

의 한 형태인 호주 연방정부프로그램(Dole)26)과 가뭄관련 풀타임 

지원활동(Drought Force)을 하고 있는 구직자, 녹색환경관련 업무

(Green Corps activities), 언어, 문해, 수리습득프로그램과 지역발전

과 관련된 고용프로그램(CDEP)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추가적

으로 2주당 20.80달러를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26) 영국에서 실업수당을 나타내는 ʻʻthe doleʼʼ을 참조하여 만든 프로그램임. ʻʻDoleʼʼ 은 영
국의 고어인 dāl과 동어의인 ʻʻoneʼs allotted portionʼʼ을 의미하는 고어체 표현을 나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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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뉴스타트 수당 기본지급률(2012년 기준)

단위: 호주달러

유  형 지급률

자녀 없는 독신 486.80

부양 자녀 있는 독신 526.60

60세 이상인 독신: 9개월 연속 수당 지급이후 526.60

파트너 가구(각각) 439.40

부양 자녀 있는 주부양자인 독신(자녀양육, 가정학습, 원격교육, 
대규모 가족을 위한 예외가 인증됨)

641.50

자료: Department of Human Service, Centrelink(2012).

3) 청소년관련 소득지원제도

호주의 청소년 수당의 1986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제도 변화 추

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18세 미만 독신 청소년에게 지급되었

던 실업부조 및 상병수당을 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최저 

주당 45~50달러이었다가, 1995년 일률적으로 50달러로 변화된 이후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1988년 1월~1994년 12월에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지급되었던 

구직수당과 뉴스타트 수당제도를 보면 1991년 7월까지 구직수당

(JSA)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지급되었다. 구직수당은 수당지급

제도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최대지급률은 부모의 소득조사에 

따라서 적용되었다. 그리고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최소지

급률로 구직수당이 지급되었다. 구직수당과 상병수당은 제도 도입 

초기에 주당 최저 25달러에서 최대 50달러 그리고 1991년 7월 이후

부터는 2주당 최저 57.90달러에서 최대 124.10달러가 지급되었다. 

동 제도가 개편되는 시점인 1994년 1월에는 2주당 최저 61.80달러

에서 최대 132.30달러가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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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청소년관련 소득지원제도 변화

기  간 제도 변화 

1984년 11월~1987년 12월 18세 미만 독신: 실업부조 및 상병수당

1988년  1월~1994년 12월 18세 미만을 위한 구직수당(JSA)

1995년  1월~1998년  6월 청소년훈련수당(JTA)과 뉴스타트 수당(SA)

 1998년  7월~현재 청소년수당(JA)

1986년  7월~1990년 1월 무주택 청소년수당(JHA)

 자료: Australia Government(2012).

1995년 1월~1998년 6월에는 16세 혹은 17세(그리고 특정한 경우 

15세) 청소년 실업자에게 구직수당이 아니라 청소년훈련수당을 지

급하였다. 청소년수당의 지급방식은 세 가지로 즉, 재택 청소년,(훈

련 혹은 구직활동을 위해) 집에서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홈

리스를 포함한)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소년 유형에 따라 달랐다. 이

와 같은 지급방식은 교육지원제도(AUSTUDY)의 기본지원율과 같

은 구조였다. 제도 도입 당시 재택거주 청소년 실업자는 부모소득수

준에 따라 2주당 최소 62.90달러~최대 134.50달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소년 실업자 최소 62.90달러~최대 222.10달러 그리고 자녀

가 없는 독립한 청소년 실업자는 일률적으로 222.10달러, 자녀가 있

으면 321.60달러를 지급하였다. 

199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수당(JA)은 1998

년에 청소년훈련수당제도를 대체한 제도이다. 제도 개편 당시 1998

년 7월 청소년수당은 16~17세 재택청소년은 2주당 145.40달러, 18

세 이상은 174.80달러이었다. 그리고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청소년

은 265.50달러, 자녀가 있는 독신은 347.80달러, 그리고 자녀와 파트

너가 있는 청소년에게 291달러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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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지급되는 청소년 수당은 편부모인 주된 돌봄제공 수

급자는 3월부터, 그 외 수급자는 1월부터 적용된다. 2012년 수당수

준을 보면 집에서 거주하는 16~17세 미혼 청소년 220.4달러(pf), 18

세 이상은 65.0달러(pf), 집에서 떨어져서 생활하는 16세 이상은 

402.7달러(pf)를 지급한다. 또한 자녀가 있는 미혼청소년은 527.5달

러(pf),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혼인 주된 돌돔제공자는 거주형태에 

관계없이 648.0달러(pf)를 지급하고 있다. 파트너가 있는 실직자의 

경우 자녀가 없으면 402.7달러(pf), 있으면 442.1달러(pf)를 지급한다.

다. 호주의 실업자 소득지원 현황

최근 호주 실업자 소득지원 현황을 보기 위해서 먼저 2000년 이

후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소득지원 수혜자 수를 보면 2000~2002년 

동안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2년을 기점으로 2007년까지 지속적

으로 하락하여 2002년 486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2007년에는 457만 

2천명으로 감소하였다. 2007년 이후에는 다시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08년 458만 2천명, 2010년 494만 4천명이었다.27) 이에 

따라 2010년 소득지원 수급자 수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였다.

청년층수당(YA) 수급자 수를 보면 2000~2002년에는 소폭 증가하

였으나,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2002년 40

만 3천명에서 2008년 32만 2천명이 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다

시 급증하여 2009년 36만 2천명, 2010년 38만 5천명으로 크게 증가

하였다. 그리고 청년층수당 수급자가 전체 소득지원 수혜자에서 차

27)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10), Income support customers: a statistical overview 2010, 
Statistical Paper No. 9. <Table 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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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0년 8.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7.0%가 되었다. 그러나 2008년을 기점으로 2009년에는 7.5%, 2010

년 7.8%로 증가하였다.

뉴스타트 수당 수급자는 청년층수당 수급자보다 많으나 2000년 

이후 수급자 수 추이를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즉, 뉴스타트 수당 수

급자는 2002년 55만 5천명에서 2008년 39만 9천명으로 급격히 감소

하였다. 그리고 2008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 

2010년 각각 520만 명, 55만 4천명을 기록하였다. 전체 소득지원 수

혜자 중에서 뉴스타트 수당 수급자 비율은 2000년 11.8%이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9.5%, 2008년 8.7%이었다. 그리

고 2010년에는 11.2%로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표 2-1-7> 호주 노동시장관련 소득지원 수급자 추이

단위: 천명, %

 년도
청년층
수당
(전체)

청년층 수당
뉴 스타트

수당
파트너
수당

중고령
수당

고령연금 등 
사회보장

지원

전체 소득지원 
수급자풀타임 

도제
기
타

2000 392 8.4 310 82 553 11.8 87  42 3,612 4,686 100.0

2001 393 8.2 309 85 541 11.3 90  39 3,705 4,768 100.0

2002 403 8.3 313 90 555 11.4 102  40 3,759 4,860 100.0

2003 392 8.1 305 87 512 10.5 103 41 3,808 4,857 100.0

2004 382 7.9 297 85 483 10.0 91 33 3,826 4,815 100.0

2005 365 7.6 285 80 454 9.5 72 21 3,864 4,776 100.0

2006 348 7.5 271 76 438 9.4 60 12 3,807 4,664 100.0

2007 333 7.3 264 69 418 9.1 46 5 3,771  4,572 100.0

2008 322 7.0 257 65 399 8.7 38 1 3,822 4,582 100.0

2009 362 7.5 279 83 520 10.8 29 - 3,912 4,823 100.0

2010 385 7.8 297 88 554 11.2 24 -  3,981 4,944 100.0

주: 중고령수당제도는 2003년 9월에 폐지된 이후 당시 수급자격을 가진 수급자가 

완전히 수급이 완료된 2009년 이후에는 수급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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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청년층수당과 뉴스타트수당 수급자 변화 추이는 노동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호주는 2001년에 실업률

(15~64세 기준)이 7.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3년 6.1%, 

2005년 5.0% 그리고 2008년에는 4.3%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8

년 이후 실업률이 다시 증가하여 2009년 5.7%, 2010년 5.3%를 기록

하였다. 특히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을 보면 2008년 8.8%에서 2009

년, 2010년에는 각각 11.5%로 급증하였다.

<표 2-1-8> 청소년수당 수급자 현황(2010년 6월 기준)

단위: 명, %

연령
남  성 여  성 전  체

수급자 구성비 수급자 구성비 수급자 구성비

15세 71 0.0 152 0.1 223 0.1

16 28,926 15.9 29,614 14.5 58,540 15.2

17 29,437 16.2 31,801 15.6 61,238 15.9

18 27,938 15.4 30,523 15.0 58,461 15.2

19 27,409 15.1 30,663 15.0 58,072 15.1

20 27,735 15.3 31,153 15.3 58,888 15.3

21 13,677 7.5 18,545 9.1 32,222 8.4

22 10,240 5.6 13,168 6.5 23,408 6.1

23 7,196 4.0 8,611 4.2 15,807 4.1

24 5,194 2.9 5,752 2.8 10,946 2.8

25세 이상 3,692 2.0 3,985 2.0 7,677 2.0

전체 181,515
100.0

203,967
100.0

385,482
100.0

47.1 52.9 100.0

청소년수당 수급자의 특성을 보면 <표 2-1-8>에서와 같이 2010년

38만 5천명 중에서 남성 18만 2천명, 여성 20만 4천명으로, 여성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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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로 더 높다.28) 연령계층별보면 대부분의 수급자가 16~20세이

었다. 청년층수당 수급자의 유형을 보면 집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가 19만 8천명, 집을 떠난 경우 혹은 커플인 수급자가 18만 8천명 

그리고 독립한 수급자가 15만 9천명이었다.

<표 2-1-9> 뉴스타트 수당 수급자 현황(2010년 6월 기준)

단위: 명, %

남성 여성 전체

수급자 구성비 수급자 구성비 수급자 구성비

21–24 54,290 16 33,006 15.4 87,296 15.8

25–29 53,133 15.7 22,978 10.7 76,111 13.7

30–34 44,127 13 18,221 8.5 62,348 11.3

35–39 42,587 12.6 22,755 10.6 65,342 11.8

40–44 36,187 10.7 25,718 12 61,905 11.2

45–49 31,839 9.4 28,302 13.2 60,141 10.9

50–59 50,082 14.8 45,620 21.2 95,702 17.3

60세 이상 26,792 7.9 18,256 8.5 45,048 8.1

전체 339,037
100.0

214,856
100.0

553,893
100.0

61.2 38.8 100.0

뉴스타트수당 수급자 특성을 보면 <표 2-1-9>에서와 같이 남성이 

61.2%인 33만 9천명 그리고 여성이 38.8%인 21만 4천명이었다. 즉, 

청년층수당과는 달리 뉴스타트수당 수급자는 남성이 더 많은 특징

을 보였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0대 

초반, 20대 후반 순이었다.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남성은 40대 미만

28) <표 2-1-7>, <표 2-1-8>, <표 2-1-9>는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2000~2010) 자료를 이용하여 작
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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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비가 여성보다 더 높은데 비해서, 여성은 45세 이상의 구성

비가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전체 뉴스타트수당 수급자의 

59.9%인 33만 2천명은 장기 뉴스타트수당 수급자이었다. 그리고 성

별로 장기 스타트수당 수급자비율을 보면 여성이 63.4%로서 남성 

57.6%보다 훨씬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제2절❘ 호주의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의 결정

호주는 1894년 최초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뉴질랜드에 이어서 

1986년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시행하였다. 이들 두 국가는 특유의 조

정중재제도라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의 최

저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높아서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평등사회를 실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의 최저임금은 호주 공정임금위원회((Australian Fair Pay 

Commission)에 의해서 결정된다.29)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정근로

위원회(Fair Work Australia)는 공정근로법(2009년 Fair Work Act)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기구이다.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고,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최저임금 결정 그리고 위원회 역할 관

29) 호주의 최저임금결정기구를 보면 1904~1956년 연방조정중재법원Commonwealth 
Court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1956~1973년 연방조정중재위원회Common- 
wealth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mmitte, 1973~1988년 호주조정중재위원회
Australia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mmittee), 1988~2009년 호주노사관계위원회
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 2009~현재까지 호주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Australia)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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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문제들에 대한 공공이해 증진 등의 업무를 한다.

공정근로위원회의 업무는 위원장이 관할 아래에 있는 패널(panel 

system)에 의해서 수행된다. 패널은 크게 업종패널(industry panel), 

고용종료패널(termination of employment panel), 조직패널(organizations 

panel), 그리고 최저임금패널(minimum wage panel)로 구성되어 있

고, 각 패널에는 패널위원장(Panel Head)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위원은 최저임금패

널위원이다. 조직패널은 공정근로법(Fair Work(Registered Organisations) 

Act 2009)에 의해서 등록된 노사단체조직과 관련된 업무를 다

룬다.30) 

공정근로위원회의 최저임금패널(Minimum wage panel)은 매년 3

월부터 최저임금을 재평가하며, 동 기간 최저임금 조정에 대하여 여

러 단체, 기관 및 기업들로부터 제안서(submission)를 받아 이를 참

고하여 6월 말경 심의를 종료하고, 새로운 최저임금을 동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최근 5개월간의 노동생산성, 

인플레이션, 노동 비용 및 수익, 노동시장 상태에 대한 분기별 관찰, 

그리고 호주 정부의 예산 및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31)

2. 최저임금의 적용

저임금의 적용대상 근로자와 고용주는, ① 무역, 금융 및 외국 기

업들(법인 기업) 및 그 기업의 근로자들, ② 호주수도준주(ACT), 노

30) Fair Work Australia(2011), Annual Report of Fair Work Australia 1 July 2010–30 June 
2011, pp. 4-5.

31) ｢Fair Work Act 2009｣, ʻPart 2.6 - Minimum wages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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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테리토리(NT)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코코스(킬링)섬의 근로자 및 

고용주들, ③ 연방 정부 및 그 산하 단체들과 그 근로자들, ④ 주, 

테리토리, 국내 및 외국 무역 및 통상과 관련해서 고용된 부두, 선박 

및 항공 승무원, ⑤ 빅토리아주 대부분의 근로자 및 고용주들이다. 

적용 제외대상은 ① 서호주주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 근로자, 민간

부분의 비헌법 법인에 고용된 자, ② 뉴사우스웨일즈주, 퀸즈랜드주, 

남호주주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종사 근로자, 그리고 ③ 태즈매니아

주 주정부 근로자이다. 그리고 임금지원제도(Supported Wage System: 

SWS) 아래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최저임금 특례대상이다. 

임금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서 기준임금(award wage) 수준에서 근

로할 수 없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평가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32)

3. 최저임금 수준

호주의 최저임금수준은 공정근로법 135(2), 206, 285, 294조에 의

해 산업 및 직종에 따라 하나 이상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 현재 최

저임금은 세 가지 최저임금 즉, 사회안전망으로 모든 산업과 직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연소근

로자, 장애인, 훈련생과 같은 취약근로자 집단에 적용된 특별 국가

최저임금(special national minimum wage), 그리고 특정한 산업에 적

용되는 협정최저임금(modern award minimum wages)이 있다.33)  

32) 평가된 작업능력(assessed capacity)이 10%(혹은 90%)이면 동 비율에 비례한 최저임
금수준 즉, 결정된 최저임금수준의 10%(90%)임. National Minimum Wage Order 
2011, A.3 Supported wage rates

33) Wageindicator.org, AQs on Minimum Wages in Australia, http://www.wageindicator.org/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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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당(주급) 시간당(시간급)

2011년  7월 1일~ $589.30 $15.51

2010년  7월 1일~ $569.90 $15.00

2009년 10월 1일~ $543.78 $14.31

2008년 10월 1일~ $543.78 $14.31

2007년 10월 1일~ $522.12 $13.74

2006년 10월 1일~ $511.86 $13.47

국가최저임금은 협약(modern award) 혹은 기업단체교섭의 적용대

상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다. 협약은 특정한 산업 

혹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 및 근로조

건의 최저수준을 설정한다. 특정한 산업과 직종의 경우 협약최저임

금수준은 숙련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호주의 연도별 국가최저임금수준은 <표 2-1-10>과 같다.34) 그리

고 가장 최근 최저임금수준을 2011년 6월에 전년대비 3.4% 인상한 

주당 589.30호주달러로, (주 38시간 일하는 풀타임근로자를 기준으

로) 시간급은 15.51호주달러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수준은 2011년 7

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적용된다. 

<표 2-1-10> 호주의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추이

단위: 호주달러

주: 2009년 공정근로법에 의해서 2010년부터 최저임금적용이 회계연도인 7월 1일부터 

차연도 6월 30일까지 적용됨.

호주의 최저임금 적용을 보면35) 주당 38시간 미만 일한 정규직 

minimum-wages/australia/australia-minimum-wages-faqs/australia-minimum-wages-faqs#1  
34) 호주의 최저임금에는 현물급여 및 숙식비, 휴일 근로수당, 초과근무, 휴가 근로수당

이 포함되지 않음.
35) Fair Work Australia(2011), National Minimum Wage Order 2011, Appendix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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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최저임금
(시간급)

견습기간
최저임금
(시간급)

16세 미만 $5.71 1년차 $9.93

16세 $7.34 2년차 $11.74

17세 $8.96 3년차 $14.45

18세 $10.59  4년차 $17.16

19세 $12.80 - -

20세 $15.15 - -

시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최저임금수준을 적

용한다. 근로시간이 주당 38시간인 정규직근로자가 그 이상을 근로

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일용직(casual worker)의 경우 유

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나 최저임금인 시간급에 추가로 22%를 더 

지급해야 한다.36) 

대부분의 국가는 최저임금수준을 적용할 때에 18세 미만 근로자

에 대해서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호주의 경우 연소근로자에 대해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연령별 슬라이딩 스케일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16세 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수준의 36.8%, 16세 47.3%, 17세 

57.8%, 18세 68.3%, 19세 82.5%, 20세 97.7%를 지급해야만 한다.37) 

<표 2-1-11> 연령별 견습기간별 최저임금 수준(2011~2012년)38)

단위: 호주달러

주: 2011년 8월 1일 이후 혹은 첫 임금수령시점부터 적용.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은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적인 감독기관이다. 동 기관은 협

36) National Minimum Wage Order 2011, 5. Casual loading.
37) National Minimum Wage Order 2011, 8. Special national minimum wage 3.
38) Fair Work Ombusman, Homepage(http://www.fairwork.gov.au/pay/national- minimum- 

wage/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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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연방근로관계법의 준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특정 산업 혹은 사업체를 선정하여 

근로 감독하는데, 이러한 감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특별 감

사를 하기도 한다. 작업장옴부즈맨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지급을 위

반할 경우 해당 사용자를 제소해 법원 판결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

며, 최고 33,000호주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가 공정근로옴부즈맨에 신고를 하면, 공정근로옴부즈맨은 해당 사

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해당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또한 공정근로옴부즈맨은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Pay Rates Calculator 운영)하

거나 혹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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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금제도

❘제1절❘ 노인소득보장체계 개요

초창기 호주의 노인 소득보장제계는 노령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으나, 1990년대부터 호주의 노인 사회보장 체계는 공적 급여와 사

적 급여가 결합된 복합적 소득보장 체계로 발전해 왔다. 소위 3층 

체계(three-pillar system)라고 하여, 공공부조 방식의 노령연금(Age 

Pension), 강제 기업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그리고 자발적 

기업연금(voluntary superannuation) 등 서로 다른 세 가지 체계로 구

성되어 있다(Department of Treasury, 2009). 세 번째 축을 개인적인 

저축과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상 공적 노령연금과 강제 기업

연금이 호주 노인소득보장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공적 노령연금과 강제 기업연금는 호주 노인들의 주요 소득원으

로 기능하고 있다. 2008년 현재 68%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노령연

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43%의 은퇴한 노인들이 기업연금 급여를 받

고 있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9a). 기업연금의 높은 가

입율과 제도적 성숙에 따라, 기업연금 수령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노인 소득보장 체계에서 기업연금이 노령연금을 

점점 대체하는 경향을 띨 것으로 보인다. 즉, 최대 금액의 노령연금

을 받는 노인의 비율은 기업연금이 시작되기 직전 67%(1991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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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노령연금 강제 기업연금

도입시기 1908 1992

자격조건 거주요건(10년) 적립

수령연령 남성은 65세, 여성은 64세
(2014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 예정)

55세부터 수령가능
(2025년까지 60세로 상향조정 예정)

재원 정부 일반 조세 고용주의 기여

급여금액 균일급여(소득 및 자산조사 실시), 
물가지수 연동

소득연계

급여방식 연금방식 일시불 및 연금방식

주관 부처 센터링크(Centrelink)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관리/운용 호주 정부 사립 펀드

56%(2008년)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9a). 호주 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2050년에는 노령연금과 기업연

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이 50%를 차지하고, 노령연금 및 기업연금을 

단독으로 받는 노인이 각각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Batesman 2007). 

<표 2-2-1> 노인 소득보장 체계 비교요약

자료: Batesman, 2007, Department of Treasury, 2009

 

호주 정부는 기업연금이 노인 소득보장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크

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단독으로 

40% 정도였던 소득대체율이 40년 완전 적립된 기업연금이 결합되

는 2042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82%까지 향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Australian Commonwealth Treasury, 2002). 그러나, 기업연금 

수령은 노령연금 수령 금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현재로서

는 기업연금 급여의 적절성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즉, 아직까

지 57%의 노인들이 기업연금 급여를 받지 못할 뿐더러 제도의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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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으로 적립금액이 충분치 않은 가입자가 많다. 2007년 현재 대부분

(78%)의 노인들이 연금형태 대신에 일시불로 기업연금을 수령했으

며, 평균 수령 금액이 60,000달러에도 달하지 못하여 노인들의 은퇴 

후 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9a, 2009b).

더욱 최근의 소득대체율 추계에 의하면(Department of Treasury, 

2009), 기업연금의 성숙 및 이에 따른 100% 노령연금 수령자(full 

pensioners)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령연금이 여전히 은퇴 후 소득

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대략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 

정도가 노령연금에서 의해 제공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지하다

시피 소득수준에 따른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크게 차이가 나서, 

전체 근로자 평균 소득의 0.75배 수준의 소득을 가진 노인은 62.7%

의 소득대체율을 기록하는 반면 전체 평균 소득의 2.5배의 소득을 

가진 노인의 소득대체율은 23.5%로 크게 떨어진다. 노령연금과 달

리 강제 기업연금제도는 정해진 급여율(income benchmark)로 설계

되어 있지 않다. 즉, 적립기금은 일정정도의 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급여액이 확정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기업연금 수

령은 전반적인 소득대체율 향상 효과를 가져, 저소득 노인의 소득대

체율은 70% 이상으로, 그리고 고소득 노인은 4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과 기업연금의 임금대

체 기여율이 달라지는데, 평균 소득 노인을 기준으로 저소득 노인의 

경우는 노령연금이, 그리고 고소득 노인의 경우는 기업연금 수령액

이 은퇴 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 

또한, 기업연금의 물가지수 비연동(non-indexation)은 일시불 수령

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ʻ이중수령(double dipping)ʼ의 문제를 유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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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즉, 기업연금을 소득보장이 아닌 낭

비적인 용도로 이용한다거나, 주택대출 상환 등 노령연금의 소득 및 

자산조사를 피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연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노령연금 자격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Capretta 2007). 이처럼, 호주의 다층 노인 소득보장 체계는 이질적

인 제도간의 유기적 연계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2절❘ 노령연금(Age Pension)

1. 발달과정

19세기에 호주에는 현재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Herscovitch & Stanton 2008). 자선단체로부터

의 구호가 빈곤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1890년대 

호주는 경제불황을 겪게 되는데, 이때부터 생계보장에 대한 조직적

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노동조합의 

성장과 호주 노동당 설립됨에 따라 제도화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뉴싸우스웨일즈주는 1900년에 호주에서 최초로 

노령연금을 도입했다. 덴마크(1891년)와 뉴질랜드(189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빨리 노령연금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어 퀸즈랜드에서 

1907년에 비기여 노령연금법을 제정했다. 나머지 주들은 연방정부

가 노령연금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특별한 입법활동을 하

지 않았다. 결국, 연방정부 차원의 노령연금은 1908년 디킨 정부에 

의해 처음 제정되어, 1909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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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에서 사회보험방식이 선호되던 유럽 및 미국과 달리 

호주는 소득 및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 방식의 노령연금 제도

를 채택했다. 제도적 특성상 호주의 노령연금은 자격있는 빈자

(deserving poor)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

로 도입된 것이다. 당시 원주민과 아시아인들은 자격이 주어지지 않

았다. 노령연금 수령연령은 남자의 경우 65세, 그리고 여자의 경우 

60세였다.

1920년대 노령연금 수급자는 32%였으나, 자격조건이 점차 완화

되면서 1960년대 말에는 70%에 이른다. 1973년 위틀램 노동당 정부

는 7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 소득조사를 폐지하고, 1975년에는 이 

연령을 70세로 더욱 낮추었다. 노령연금 자격요건 완화는 이후 프레

이져 보수당 정부에 의해서도 지속되어, 1976년 자산조사가 폐지되

어 오직 근로소득에만 기초하여 자격요건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일

련의 조치들로 인해 1978년에 노령연금 수급율은 75%에 이르러 최

고점에 달한다.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제도 포괄성이 확대됨에 따라 처음 사회부

조로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노령연금은 점차 사회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0년대 경제불황이 시작됨에 따라 보편적 급여 

형식을 띠어온 호주의 노령연금 접근방식에 대한 잠재적인 저항이 

표면화되었고, 자격요건도 다시 강화되기 시작한다. 즉, 1984년에 

자산조사는 다시 부활했고, 사회권에 기초한 보편적(demo-grant) 프

로그램으로 발전해가던 노령연금은 점점 더 욕구에 기반한 선별적

(selective) 프로그램으로 회귀한다. 이리하여, 호주의 노령연금은 

1980년대 이후부터 최초 디킨 정부가 의도한 것처럼 잔여적인 사회

부조 프로그램으로 안착된다(Borowski & Olsber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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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회보험방식의 노령연금 제도가 제안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38년에 ʻ건강 및 연금 보험법(Health and Pensions 

Insurance Act)ʼ이 통과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세계전쟁으로 인

한 재정적 우려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보편적 노령연금에 대한 

잠재적 저항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는데, 노령연금을 대체할 제도

적 대안으로서 기업연금이 제기된 것이다. 기업연금 제도 도입에 대

한 필요성은 1970년대 초반 위틀램 노동당 정부 시절, ʻ핸콕 위원회

(Hancock National Superannuation Committee)ʼ에 의해 정식으로 제

안된다. 이 위원회는 사회보험방식에 기초한 기업연금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림 2-2-1]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take-up rates) 추이

단위: %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9a; Borowski & Olsberg, 2007

노령연금 자격 요건은 199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5년에는 기존에 60세였던 여성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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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연령이 60.5세로 상승했고, 2014년까지 65세로 더욱 상향조정

될 계획이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호주정부는 노령연금 수령 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Borowski & Olsberg 2007). 수급연

령 상승과 소득 및 자산조사가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을 조절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국내 경제 상황도 노령연

금의 정책적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환경을 제공해왔다. 더불어, 

1980년대부터 시행되어 온 시장 영역의 기업연금제도도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정책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2. 급여 내용

노령연금은 호주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 왔으며, 

노인들의 은퇴후 소득의 주요 원천이 되어 왔다. 급여 자격은 급여 

대상자의 노동시장 기록과는 무관하게 현재의 경제적 욕구에 따라 

부여되며, 정부의 일반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급여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2백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노령

연금을 받고 있으며(FaHCSIA 2010), 인구 고령화에 따라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3백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Tesfaghiorghis & Sermeno 2004). 

노령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는 당연히 호주의 정부지출을 크게 증

가시키고 있다. 노령연금 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1909년에 호주 정

부의 연간 지출은 40만 달러 정도였다. 노령연금 정부지출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1963년에 3억 1,500만 달러로 증가한 정

부지출은 1972년에 거의 두 배에 이르게 된다. 1973년과 1987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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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의 노령연금지출은 무려 6배 증가한다. 1995년에 여성 연

금수령 연령 증가 조치로 인해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이 상승세

는 15%로 다소 완만해졌으나, 2000년과 2004년 사이에 다시 33%로 

늘어난다. 노령연금은 호주 소득보장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

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노령연금 지출 증가는 평균수명

의 증가에 의해서도 촉진되고 있다. 노령연금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

쳐 급여를 받게 되는데, 현재 호주의 노령연금 수령자는 평균적으로 

13.1년 동안 급여를 받고 있다(Department of Families, 2008).

[그림 2-2-2] 노령연금 수령자 추이

단위: 명

자료: Tesfaghiorghis & Sermeno, 2004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일 경우 2주일에 689.0달러, 그리고 2인 

가구일 경우 2주일에 1인당 519.4달러이다(Centrelink 2011). 급여액

은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ʻ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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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한국 멕시코 호주 미국 영국 뉴질랜드 OECD

빈곤율 (%) 45 28 27 24 10 2 13

또는 연금수령자 생계비 지수(Pensioner and Beneficiary Living Cost 

Index)에 연동 조정된다. 남성 노동자의 평균 급여(Male Total Average 

Weekly Earnings)를 준거로 하여, 급여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5 내

지 27.7%, 2인 가구의 합산금액이 41.76% 수준에서 결정된다.

노령연금은 급여 수준의 기준선을 적용해 왔으며, 현재 1인 가구

의 급여액이 2인 가구 합산액의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Pink 2010; Tesfaghiorghis & Sermeno, 2004). 기본적인 노령연

금 외에도 노령연금 수령자에게는 전기, 가스, 수도세 등을 지원하는 

공과금 수당(Utilities Allowance), 약품 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 

그리고 전화요금 수당(Telephone Allowance) 등의 보충 급여들

(Pension Supplement)이 지급되고 있다. 

<표 2-2-2> OECD 노인 빈곤율

단위: %

자료: OECD, 2009

그러나, 호주 노령연금의 급여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그 

적절성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

상 호주 노인 인구의 약 27%는 OECD가 정한 빈곤선, 즉 전체 가구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OECD 평균 빈곤율은 13.3%이

며, 아일랜드, 한국, 그리고 멕시코만이 호주보다 높은 노인 빈곤율

을 기록하고 있다(OECD 2009). 호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의 원인으

로 OECD는 낮은 노령연금 수준을 꼽고 있다. 즉, 다른 OECD 국가

들의 경우 호주의 노령연금보다 25%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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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의 노령연금 지출은 OECD 평균의 절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즉, 호주의 노령연금 공적 지출은 

GDP 대비 3.5%이며, OCED 평균는 7.2%다. 절대적으로 정부의 연

금지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부지출이 요

구되고 있는 것이다.

3. 자격요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거주 요건으로서 영주권자 이상의 호주 거주민으로서 10년 이

상의 거주가 요구된다. 둘째,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는 영구 시각장

애인을 제외하고 소득 및 자산조사를 거쳐야 하며, 둘 중 낮은 급여

액을 산출하는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최대 급여를 받기 위해서 1인 

가구 노인은 2주당 150.0달러, 그리고 부부는 2주당 264.0달러 이하

의 소득이어야 한다. 이 기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소된 급여

가 지급되며, 2주당 소득이 각각 807.4달러와 803.6달러가 될 때까

지 부분적인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세 번째 요건은 연령기준으로서,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시점 연령이 다르지만, 2011년 현재 남성은 

65세, 여성은 64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제도의 지속

성 개선을 위해 노령연금 지급 연령은 상향조정될 예정이며, 1차적

으로 2014년까지 여성 연령 기준이 남성과 동일한 65세로 증가하게 

된다. 이후 2017년부터 남녀 모두 65.5세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67

세로 높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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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강제기업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1. 제도개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체계의 두 번째 축인 강제 기업연금은 

소득에 연계된 급여로서, 전적으로 고용주의 기여에 의해 재원이 마

련된다. 호주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고용주

는 강제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8세에서 69세까지의 

근로자, 그리고 매월 45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에 한하여 연금

이 적립된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고용형태와 관련된 규정도 

없으나,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주당 30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주의 

기여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기업연금 기

여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업연금 가입을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개인의 경우에도 고용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업

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personal contribution), 고용주로부터의 기

여금에 추가하여 적립할 수도 있다. 저소득자의 경우 적립금액이 적

기 때문에 정부가 적립금만큼 매칭하여 적립금을 보충해 주는 제도

도 있다(Government Super Co-contribution scheme). 즉, 가입자의 총 

소득이 2011년 현재 연간 31,920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1,000달러에 

한해서 정부로부터 100%의 매칭 기여를 적용받으며, 이 소득을 초

과하는 경우 연간 소득이 61,920달러가 될 때까지 점차 삭감되는 

요율로 부분적인 매칭 기여를 받을 수 있다(Australian Tax Office,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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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과정

호주에서의 기업연금 제도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

업 단위의 복리제공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1980년대 이전

까지는 은퇴 후 소득보장기능은 매우 한정적이었다(Borowski & 

Olsberg 2007). 최초의 공식적인 기업연금 프로그램은 뉴싸우스웨일

즈 은행(Bank of New South Wales)에 의해 1862년에 시행되었다. 

1915년부터 연방정부 소득세 제도(Income Tax Assessment Act) 도

입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고용주의 기여금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이 

제공하는 등 정부의 조세지출 증가를 통해 기업연금제도의 성장을 

촉진했다. 그러나, 기업연금 제도의 보급율은 2차 세계대전까지 크

게 향상되지 않았다. 기업연금 혜택은 공무원, 금융기관 종사자, 그

리고 대규모 제조업 근로자 등에 한정되었다. 여성들은 초기 형태의 

기업연금 대상에서 주로 제외되었고, 특히 기혼 여성들은 기업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연금 제도는 점차 확대되어 왔지만, 완만

한 상승 경향을 유지했다. 시행 이후 100년이 더 지난 1972년에도 

기업연금 가입율은 32%에 머물 고, 1980년대 초반까지 45%에 이

른다. 여성 수혜자는 1980년대 초반에 23%였고, 민간 기업의 경우 

11%에 머물 다. 낮은 가입율 및 낮은 대상포괄성과 더불어 몇 가

지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이 시기까지의 기업연금제도는 은퇴 이후 

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즉, 당시 기업연금 제도

는 수령 연령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개인의 의향에 따라 은

퇴 후에 수령할 수도 있었고, 직장을 옮길 때 등 언제든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연금은 은퇴 이전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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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고 말았다. 또한, 일시불 수령이 허용됨과 동시에 기업연금 수

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혜택이 부여됨으로 인해 일시불 

수령이 보편적이었다.

기업연금제도의 낮은 가입율, 노후소득보장 기능 저하, 그리고 공

적연금제도와의 연계 등 다양한 제도적 문제들은 1980년 초반부터 

대대적인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1983년 호크 노동당 정부는 노후소

득보장제도를 재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업연금제도 확대를 포

함한 시장기능의 강화 그리고 공적 노령연금 의존도 감소 등을 핵

심 내용으로 하는 개혁정책을 시행한다. 이 개혁조치는 1991년 정권

을 이양받은 키팅 정부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 개혁정

책은 1996년에 집권한 보수 연립당에 의해서도 더욱 지지되고 가속

화되었고, 3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큰 변화없이 호주의 연금개혁 기

조를 형성하고 있다.

기업연금 제도 확대를 위해 당시 호주 정부는 ʻ조합주의 사회계약

(corporatist social contract)ʼ 전략을 채택하여,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

체 간의 합의를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활용하여 연금제도 개혁을 도

모했다. 특히, 호주의 사회계약은 연방정부와 호주노총(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을 주축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호주노총은 

연방정부와 소위 ʻ물가 및 소득 협약(Prices and Income Accord)ʼ에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한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으로서 정부는 완전

고용을 추진하기로 하고, 노조는 완전고용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금상승을 억제하기로 합의한다. 대신 

정부는 세금감면 및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 급여의 상승 등 ʻ사회

적 임금(social wage)ʼ 보장을 통해 억제된 임금상승분을 보충하는 

방안을 수용한다(Smyt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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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기업연금 가입자 추이

단위: %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9a

이 협약은 그동안 개별 기업의 복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업연금이 사회보장 체계로 제도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 

협약은 중앙화된 임금결정 방식을 구축했고, 기업연금도 임금협상

의 주요 의제로 포함된다. 정부는 호주노총에 의해 제시된 총 6%의 

임금상승률 중 그 절반인 3%를 기업연금 기여금으로 적립하도록 

합의하여 소위 ʻ협상 기업연금(Award Superannuation)ʼ 제도가 시행

된다. 이 협약에 따른 임급협상으로 호주의 기업연금제도 보급율은 

1980년대 후반에 70% 정도로 크게 상승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협

약사항으로서 법적으로 강제된 기업연금의 성격을 띠지는 않았다. 

게다가 이 협상 기업연금은 호주노총에 가입되지 않은 많은 근로자

들이 제외되어 있었고, 협상 기업연금이 노동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mmission)에 의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고용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1991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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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연급 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입법안을 발표하였고, 결국 

1992년에 강제기업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가 시행된다. 

강제기업연금 시행으로 기업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9a), 2008년 현재, 대략 93%

의 피고용인이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포괄성이 매우 높은 제도

로 자리 잡았다(Australian Tax Office, 2011b). 거의 모든 정규직 근

로자와 4분의 3 정도의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제도에 포괄되어 있

다. 자영업자와 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개인도 기업연금 

기여금을 납부하여 이후 노후소득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3. 재정 및 관리체계

가. 재정

전술했다시피, 호주의 노령연금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일반조세

에 의해 재정이 조달되고 있고, 기업연금은 고용주가 납부하는 기여

금에 의해 재원이 마련된다. 다른 나라의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재

정 건전성 유지는 제도의 장기지속성을 위한 중요한 이슈로서, 노령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 연령 상승 등의 조치로 연금 지출을 조절하

고 있으며, 기업연금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기여금 납부를 법제화함

으로써 재원이 확보된다. 고용주는 법에 의해 1년에 4번 이상 근로

자 급여의 9% 이상을 기업연금 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기여금은 근

로자 급여에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급여에 추가된 고

용주의 기여분(contribution)이다. 그러나 고용주의 과중한 부담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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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기업연금 기여금의 최대한도(maximum superannuation con-

tribution base)를 정해 놓고 있다. 즉, 피고용주의 급여가 일정한도를 

넘어설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 실제 급여의 9%를 기여하지 않고 정

해진 최대 금액의 9%만 기여해도 된다. 2011~2012년도 현재 기여

금 최대한도는 해당 근로자의 분기당 급여 43,820달러 이상일 경우

에 해당된다. 이 최대한도는 매년 근로자 평균 급여에 따라 연동되

어 증가한다. 모든 고용주들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나, 몇 가지 예

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근로자 월급여가 450달러 미만인 경

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미만일 경우, 그리고 근로자

의 연령이 70세가 넘을 경우에 고용주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가 기업연금을 정해진 시간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또는 미납 등 기여금 납부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ʻ기업연금 부

과ʼ(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규정이 적용된다. 고용주의 기

여금 납부 책임 회피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는 미납된 부분을 대신 납부해 주되, 기여금 납부 책임을 다하지 않

은 고용주는 누락된 금액에 이자 및 부가된 행정비용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 부담율은 제도 시행 초기 3%로 출발했으나, 

1996년부터 6%로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는 8%, 그리고 2002년부

터 현행 9%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적 노령연금 또는 기업연금 단독으로는 적

절한 노후소득을 제공할 수 없고, 노령연금에 기업연금이 결합되어

야 적절성이 충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연금은 노령연금을 상쇄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기여금이 적절한 노

후소득을 보장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결론은 없다. 호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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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략 은퇴 이전 소득의 60 내지 65%를 적절한 은퇴소득으로 보

고 있는데, 현행 9% 기여금으로는 ʻ65세에 65%ʼ를 달성할 수 없다

는 데에 대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다(Cashman 2002). 따라서, 2020

년까지 기여금은 12%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입법 예고되어 있다. 그

러나, 장기적으로 18%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는 제안도 있다

(Warren 2004).

고용주의 기여금은 개별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되며, 이 적립금은 

민간 기금(Super Funds)에 신탁되어 운용된다. 기업연금 기여금은 

2010년 현재 1985년 협상 기업연금 당시 4천억 달러에 불과했던 기

업연금 자산 규모는 2010년 현재 1조 2천 3백억 달러에 이른다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2011). 적립된 기금은 주

식, 부동산 및 현금 보유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된다. 투자 전략은 

기금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보수적 투자

와 공격적 투자 등 기금별로 상이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가

입자의 투자 선택권 부여와 관련해서도 기금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일부 기금들은 이미 고정된 자산 포트폴리오(default investment 

strategy)에 따라 운용되지만, 4인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대부분(70.6%)은 연금가입자에게 본인 스스로 투자 포트폴

리오를 구성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기업연금 투자에 대한 

수익은 일반 투자와는 달리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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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급여액 산출방식에 따른 연금 기금(5개 이상 계좌 보유 기금)

단위: 개, %, 천개, 백만 달러

구분
기금 계좌 자산

수 % 수(천) % 백만불 %

적립기금 252 59.2 18,768 58.6 357,445 45.0

확정급여기금 33 7.7 645 2.0 57,890 7.3

혼합형 124 33.1 12,624 39.4 379,803 47.8

전체 426 100.0 32,037 100.0 795,138 100.0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2011

호주의 연금기금은 급여액 산출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ʻ확정급여 기금(defined benefit funds)ʼ으로서 연

금 수령시의 급여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최종 급

여액은 근로자 최종 급여액의 몇 배 등으로 결정된다. 두 번째는 ʻ적
립기금(accumulation funds)ʼ으로서, 기여금 기금(contribution funds)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방식에 의하면, 최종 급여액은 고용주의 

기여금에 더하여 기금 운용 수익이 추가되어 결정된다. 세 번째는 

위의 두 가지 기본적인 방식을 혼합(hybrid)하여 운용하는 방식이다. 

2010년 현재, 5개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기금의 60%정도가 적립기

금 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확정급여 기금은 소수에 불과

하다. 가입자는 55세가 되면 기업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노령연

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도 있고, 일시불 수령도 허용된다. 기업연금 

수령 연령은 2015년에서 2025년 사이에 60세로 상향조정될 계획이다.

나. 관리체계

호주의 기업연금 기금은 그 기능별 특성에 따라 크게 다음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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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공공부문 기금(public sector funds), 기

업기금(corporate funds), 산업기금(industry funds), 소매기금(retail 

funds), 그리고 소규모 기금(small funds). 공공부문 기금은 말 그대

로 연방정부 및 주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이며, 기업기금

은 개별 기업에 기반한 연금이다. 일반적으로 단독 기업에 의해 설

립되나, 복수의 기업에 기반할 수도 있다. 이 두 기금은 전통적으로 

확정급여기금을 제공해 왔다. 산업기금은 특정 산업에 속하는 복수

의 기업들에 기반하여 설립되며, 1992년 강제 기업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했다. 소매기금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주요 기

반으로 하며, 생명보험회사에 의해 설립된다. 위의 네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계좌 수가 5개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 기금(small 

funds)으로 분류되는데, 가족기업 등 소규모 기업을 기반으로 설립

된다. 

이외에도 ʻ자기관리기금(self-managed super funds)ʼ이라고 하여, 본

인 스스로 기금 수탁인이 되어 기금을 관리하는 방식이 있다. 일반

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연금 기금은 수탁이사회(trustee board)가 

관리 책임을 진다(Drew & Stanford 2003). 기업연금의 경우 노사 대

표 동수로 수탁이사회가 구성되고, 공공부문 기금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독립적인 회장이 임명된다. 소매기금의 경우는 이들 기금과

는 다른 구조로 관리된다. 즉,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이나 기금운영

자가 수탁이사회의 역할을 하며,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의 기금과는 달리, 자기관리기금은 가입자 본인

이 수탁인으로서 투자 결정,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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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업기금 1,405 962 555 287 226 190 168

산업기금 106 90 80 72 70 67 65

공공부문 42 43 45 40 40 40 39

소매기금 232 228 192 176 169 166 154

소규모기금 
(금융감독원)

7,843 7,108 6,665 6,017 5,539 4,277 3,869

소규모 
자기관리기금

(국세청)
273,369 289,990 308,681 349,636 377,191 401,929 428,198

기타 143 130 123 101 90 82 79

합계 283,366 298,744 316,512 356,479 383,461 406,863 432,675

<표 2-2-4> 기업연금 기금 형태별 추이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2011

연금기금은 연금가입자 증가와 함께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금 형태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소규모 기금이 절대 다수를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규모 기금은 다시 금융감독원 관리하의 

일반 소규모 기금과 국세청 소관의 자기관리기금을 세분되는데, 이 

중에서도 자기관리기금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규제 하의 소규모 기금의 약 90% 정도는 20개 미만의 계좌를 가지

고 있다. 다른 모든 형태의 기금들과 달리 자기관리기금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

2010년 현재, 기업연금 전체 계좌 수는 3,290만 개에 달한다. 호

주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년에 대략 130만 개의 신규 연금계좌가 만

들어지고 있다. 가입된 근로자수보다 계좌 수가 많은 이유는 복수의 

연금계좌(multiple superannuation accounts)를 가진 가입자가 많기 때

문이다. 복수 연금계좌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 경우 또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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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등의 이유에서 발생하는데, 정확한 통

계는 어려우나 대체로 호주 경제활동 인구와 기업연금 계좌 수를 

비교해 볼 때 평균적으로 개인당 3개의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0). 복수연금 계좌는 적립된 기여금이 분산됨에 따라 기업연금 

급여를 감소시키고, 연금을 통합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이전 비용을 

초래하며, 계좌 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Clare 2007). 

호주의 기업연금은 기여금 납부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만, 민

간 기금에 의해 운용되는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금융사기나 부적

절한 투자 전략 등으로 기금이 손실될 위험성성을 내포하고 있다. 

호주의 기업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의 일

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필연적으로 기금의 안정적 운

용과 급여의 적절성 보장을 위해 관리감독에 개입된다. 1980년대 협

상 기업연금 제도 시행 이전에는 호주의 기업연금에는 사실상 특별

한 규제가 없었다(Bateman 2003). 최초로 시행된 기업연금 규제법안

은 1987년에 제정된 ʻ기업연금 표준법(Occupational and Superannuation 

Standards Act)ʼ이다. 이 법에 따라, ʻ보험 및 기업연금 위원회(Insurance 

and Superannuation Commission)ʼ이 기업연금과 관련된 규제기구로 

설립된다. 기업연금 관리 및 규제 정책은 1998년 호주 금융감독원의 

설립으로 큰 변화를 겪는데, 기존에 분산 관리되어 오던 재정 관련 

규제가 이 기구의 관할로 일괄 통합된다. 이후 현재까지 기업연금의 

주요 영역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하에 있게 되었다.

호주의 연금기금 관리체계는 크게 세 기관의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호주 ʻ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ʼ은 고용주와 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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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부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책임을 지니며, 또한 5

인 미만의 자기관리 기금에 대해서도 관리한다. 대부분의 기금들은 

호주 금융감독원(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의 규제

를 받는데, 소규모 기금의 경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중의 하나를 

규제기구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 ʻ호주 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ʼ도 연금기금과 관련하여 호

주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소 중첩된 관리책임은 지는데, 주로 기금 설

립 및 등록 ,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된 책임을 진다. 그러나, 금융감

독원이 사실상 호주 기업연금의 주요 규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금

융감독원은 기금 운용 표준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투자원칙, 적

정 수준의 자본금 보유 및 기금 운용 위험 등과 관련된 규범을 개발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Batem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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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해보험

❘제1절❘ 재해 및 보상 현황

호주 통계청에 의하면, 2009~2010 회계년도 현재 최근 12개월 동

안 일을 한 호주의 근로자 수는 대략 1,2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에 

5.3%(640,700명)가 업무와 관련한 상해나 질병을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났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 2005~2006년의 6.4%에 

비해 최근 호주의 산업 재해율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대

부분(88%)의 재해 경험자들은 재해가 발생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했고, 나머지는 직장을 옮기거나(5.2%) 일을 중단했다(6.9%). 

산업재해는 직업 및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예상대로 단

순노무직(8.8%)과 기계 및 운전직 종사자(8.6%) 등 육체근로자에게

서 높았고, 행정직(3.2%), 전문직(4.2%) 그리고 관리직(4.5%)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해율을 보였다. 성,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도 

재해율과 관련이 있었는데, 남자(5.5%)가 여자보다(5.1%) 높았고, 

44~54세 연령대의 재해율이 가장 높은 반면 55세 이상 연령층의재

해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해 유형과 강도 역시 다양한데, 업무시간 손실을 크게 야기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전체 재해 중 27%

는 5일 이상의 업무손실을 초래했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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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상청구로 이어지지는 않는데, 호주 산업안전청(Safe Work 

Australia)에 의하면, 2008~2009 회계년도에 총 128,735건의 재해보

상 청구가 있었다. 이는 근로자 1,000명당 13명 또는 총 근로자 대

비 1.3%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전체 업무관련 상해의 대략 20%에 

달하는 수치다. 성별 재해보상 청구율 역시 재해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정도 많은 재해보상 청구를 했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경제활동 참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남자가 

건설, 광업, 농업 및 제조업 등 산업재해에 더 노출되기 쉬운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산업재해 감소 추세 속에서 중대한 상해로 인한 재해보

상 청구도39) 감소하는 추세다(Safe Work Australia, 2011b). 즉, 

2003~2004년에는 총 141,610건의 재해청구가 있었고, 2007~2008년

에는 134,835건으로 5% 감소했다. 호주의 재해청구율 감소는 재해

청구 건수 자체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와도 관련

이 있다. 즉, 호주의 노동인구는 2003~2004년 회계년도에 870만 명, 

2007~2008 회계년도에 970만 명, 그리고 2009~2010년 회계년도에 

1,200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늘어나는 노동

인구에 비해 줄어드는 산업재해를 경험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재해청구 건수의 감소는 장기적인 추세로서 특히 

2005~2006 회계년도부터 더욱 눈에 띠게 진행되고 있다.

39) 중대한 상해 청구란(serious claims), 사망, 영구 장애, 또는 1주일 이상의 업무손실을 
수반하는 일시 장애를 포함하며, 출근 또는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통계에 포
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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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중대 재해청구 추이

단위: 건

 자료: Safe Work Australia, 2011b

감소하는 산업재해와 보상청구와는 달리 재해보상 급여액은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0 회계년도에 업무관련 상해

를 당한 사람들 중 61%는 어떤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0). 이들 중의 59%는 산업재해보

상 급여를 받았으며, 36%는 보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고, 나머지 

5%는 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최근 업무상해 경험자 대비 

보상급여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2005~2006년에 

31.3%였던 이 비율은 2009~2010 회계년도에 35.9%로 상승했다. 중

대 재해청구로 인한 보상급여도 증가일로에 있는데, 2003~2004 회

계년도에 5,600달러이었던 중간 급여는 2007~2008 회계년도에 

6,900달러로 19% 상승을 경험했다. 재해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

들의 미청구 이유는 다양한데, 대략 50%는 상해가 경미하였기 때문

에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고, 10%는 재해보상에 가입되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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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해보상제도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10%는 자격

조건이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신청하지 않았다.

❘제2절❘ 발달과정

호주의 근로 재해보상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19세기 후반 산

업화의 부산물로 등장했다(Purse & Guthrie 2008). 1900년 이전까지 

업무관련 상해로 인한 비용은 거의 전적으로 해당 근로자 또는 가

족의 부담이었다. 보상이 없지는 않았으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습법(common law)의 인정을 받아야 했다. 즉, 재해를 입은 자가 

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과실이 고용주의 태만에 

있음이 법정에서 증명되어야만 했다.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

행된 산업의 발달은 노동조합의 성장을 수반했고, 노동자들은 사회

정책의 입법적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다른 많은 사회정책과 마

찬가지로 호주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노동조합의 세력 상승과 1890

년대 결성된 노동당의 역할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다.

연방주의 헌법에 따라 호주의 재해보상 정책은 주정부(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최초의 재

해보상 법규는 남호주(South Australia)에서 1900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10여년에 걸쳐 다른 주와 연방정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법령들

이 제정되었고, 빅토리아(Victoria)주가 마지막으로 1913년에 재해보

상법을 제정했다. 모든 주들의 재해보상 법령은 1897년과 1906년에 

제정된 영국의 법령들을 원형으로 삼아 자신들의 법률을 제정했다. 

각 주에서 시행된 최초의 재해보상법령들은 철도, 수도, 전기공사, 



221제2부 소득보장제도

광산 및 건설 등 ʻ위험한ʼ 산업분야에만 한정하여 보상을 지급했다. 

또한, 상해에 대해서도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해에 대해서만 

보호를 제공했다. 상실된 소득에 대한 보상금은 상해 이전 임금의 

50%를 넘지 않았으며, 최대 3년까지 지급했다. 예를 들어, 사망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부양가족에게 과거 3년 동안의 평균임금의 50%

를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했다.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호주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점진적

인 발전을 했다. 1929년 대공황과 이에 따른 1930년대 대량실업 상

태는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감소시켜 이렇다할 제도적 개혁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후 호주정부의 케인지언 노선 채택은 산

업재해 보상제도 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 개혁 과정에서 보

상이 인정되는 상해 범위가 정책 이슈로 부각된다. 오랜 논의 끝에 

1960년대에 주정부들은 기존의 업무 직접적인 상해(injuries arising 

out of and in the course of employment)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출근 

및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journey injuries)에 대해서도 보상 적

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또다른 점진적인 발전

은 보상 급여 수준의 상승이다. 비록 뉴싸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의 경우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1936년에 67%였던 

주당 급여액은 1971년에는 80%로 상승한다. 호주의 산업재해보상

제도는 1970년대까지의 변화과정에서 20세기 초반 영국의 원형에서 

벗어나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1970년대 중반에는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등장에 힘입어 타즈매

니아(Tasmania) 주를 시작으로 주당 급여액이 상해이전 임금의 

100%까지 증가한다. 주당 급여액뿐만 아니라 최대 급여액에도 큰 

상승이 있었는데, 서호주의 경우 1971년 11,777달러이었던 최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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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액은 1980년에 48,027달러로 급상승한다. 이후 호주의 재해보상 

제도의 개혁 논의는 급여수준에만 한정되지 않고 더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전개된다. 즉, 작업장에서의 안전조치 강화와 재

활 등에 대한 요구로 재해보상 개혁 논의는 확대되는데, 이는 필연

적으로 고용주의 보험율 부담 및 행정 비용의 상승을 수반했다. 예

를 들어, 1987년에 각 주별 평균 재해보험 요율은 3.0%였으나, 이 

수치는 1990년대까지 3.8%로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협

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사업체로부터 보험료 납세 기피 및 심지어

는 도산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산업계는 줄곧 급여율

과 보험요율의 하락을 주장해왔고,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에서는 

1980년대 후반 재해보상 급여율이 기존 80%에서 60%로 감소되기

도 했다. 

20세기 호주의 산업재해보상제도 역사는 과실주의에서 무과실주

의로의 점진적인 이전으로 요약될 수 있다(Purse 2005). 그러나, 호

주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선형적인 진보만 경험해 온 것은 아니며, 

국내 경제 및 정치 사정에 따라 발전과 퇴보를 거듭해 왔다. 이 과

정에서 각 주정부는 주로 노동조합과 산업계의 입장 차이를 중재하

는 기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중재역할이 주정부의 

재량에 맡겨짐에 따라 ʻ관할주체간 비일관성(inter-jurisdictional in-

consistence)ʼ이라는 관리체계 상의 문제에 직면한다. 즉, 각 주별로 

상이한 자격조건이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동일한 재해에 대해 

상이한 급여를 받게 되고, 고용주 역시 다수의 주에 기반을 두고 있

는 경우 지역에 따라 상이한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문제

는 1970년부터 국가적 차원의 의제로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1974년 

노동당 위틀램(Whitlam) 정권기에 우드하우스 위원회(Wood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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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가 설립되어, 국가 차원의 재해보상제도가 공식적으로 

제안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공적인 보상제도로 인식되어 보수당과 

민간 보험회사의 반대에 직면하여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국가적

인 차원의 재해보상제도 마련은 199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초

반에도 제기된 적이 있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개혁 아젠다로 논의

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제3절❘ 재정 및 관리체계 

1. 관리체계

각 주정부는 자신만의 강제 재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개

의 주(States)와 2개의 특별자치구(Territories)들은 독자적인 재해보

상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연방정부에 별도의 2개의 제도가 있다. 

하나는 연방정부 공무원을 위한 것이고(Commonwealth), 다른 하나

는 해상근로자를 위한 것이다(Seafarers). 따라서, 호주에는 현재 총 

10개의 주요 재해보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 단위의 재해보상 관련 정책 기구로 산업안전청(Safe 

Work Australia)이 설립되어 있다. 이 기구는 2009년에 설립되어 시

행되고 있는데, 작업장 안전 및 재해보상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

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협의기구다. 1985년 호크(Hawke) 노동당 

정권기에 설립된 전국 산업 보건 및 안전 위원회(National Occu- 

pational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NOHSC)를 전신으로 하고 

있는 이 기구는 전국적 단위에서 산업 안전 및 재해보상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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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할 관리주체 근거법령

뉴싸우스웨일즈
(New South Wales)

WorkCover NSW
Workers Compensations Act 1987,
Workplace Injury Management and  
Workers Compensation Act 1988

빅토리아(Victoria) WorkSafe Victoria
Accident Compensation Act 1985,
Accident Compensation 
(Work Cover Insurance) Act 1985

퀸즈랜드(Queensland) WorkCover Queensland
Workersʼ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남호주(South Australia) Workcover SA
Workersʼ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1986,
WorkCover Corporation Act 1994

서호주(Western Australia) WorkCover WA
Workersʼ Compensation and Injury  
Management Act 1981

타즈매니아(Tasmania) WorkCover Tasmania
Workers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1988

호주 수도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WorkCover Workersʼ Compensation Act 1951

노던 테리토리
(Northern Territory)

NT WorkSafe
Workers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2008

연방정부(Commonwealth) Comcare
Safety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1988

해상재해보험(Seafarers) Seacare
Seafarers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ct 1992

<표 2-3-1> 호주 재해보상 관리체계

자료: Safe Work Australia, 2011c

모델을 개발하고, 각 관할주체들의 제도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조율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에 호주 각 정부들, 호주 상공회

의소, 그리고 호주 노동조합 위원회 등의 3자 협의기구로서 호주 안

전 및 보상위원회(Australian Safety and Compensation Council)로 개

편되었다가 2009년부터 독립적인 부서로 활동하고 있다. 정책개발 

및 작업장 안전규범 마련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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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강제적 규제 기능은 없다. 

각 관할주체별 재해보험 제도들은 무과실 보상주의를 공유하고 

있다. 즉,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해당 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만 증명하면 되고, 그것이 고용주의 과실이나 

안전 조치 태만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실제 각 제도들의 운영방식과 절차는 상이하다. 즉, 근거 법

령, 행정, 보험제도, 급여 수준, 분쟁해결 및 재활 지원 등 제도운영

의 모든 면에서 독립적이고 차별적이다. 

호주의 재해보상보험은 교통상해 보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보험

영역이다(Quinlan, Bohle, & Lamm 2010). 이에 따라 민간보험회사

들은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관리되는 방식에 대해 저항해 왔으며, 

재해보상 민영화를 통해 보험운영비용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민간보험회사들의 주장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어 

1990년대부터 재해보험제도의 일부 영역들이 민영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재해보험제도는 민간영역과 공적영역이 혼합된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정부 당국은 민간보험회사 인가 

및 관리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민간보험회사는 보험요율 결정 및 부

과, 보상청구 등의 실질적인 보험업무와 관련된 역할을 담당한다. 

뉴싸우스웨일즈 주를 예로 들어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고용주는 법

에 의해 인가된 보험회사에 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7개의 인가된 민간보험회사가 관여하고 있다. 고용주는 정부 당국

에 의해 마련된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

험회사는 보상청구 행정 및 적립금 투자에 관한 책임을 진다. 주정

부 당국(WorkCover Authority)은 보험제도 운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다기 보다는 보험요율과 급여수준을 확립하고 보험회사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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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등을 감독함으로써 재해보상제도의 재정적 건전성을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호주정부의 재해보상보험 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과 이에 따

른 민영화 및 탈규제 정책 흐름은 자가보험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즉, 장기적으로 보험료 납부 및 관리 능력을 갖춘 대기업 고용주들

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보험을 운영하

고 보상청구 행정을 처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할주체들은 재정적 

그리고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대기업들에게 자가보험을 허용하고 

있는데, 뉴싸우스웨일즈, 남호주, 그리고 타즈매니아 등에서 이런 

자가보험 형태가 특히 많다. 반면, 빅토리아, 퀸즈랜드, 그리고 서호

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가보험 운영이 적은 편이다. 

2. 보험료 및 재정지출

재해보상제도는 정부가 고용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한 보험료를 

재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은 해당 고용주가 지불하는 임

금총액(payroll)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보험요율은 관리주체별로 독

립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고용주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서도 차별

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목재 벌채 등 고위험 직업군에 대해서

는 12%까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무직 등의 저위험 직

종에는 0.2%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기도 한다(Safe Work Australia 

2011c). 

최근의 자료에 의하며, 재해보상 보험요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

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Safe Work Australia, 2011a). 즉, 2005~2006

년 회계년도에 2.01%였던 평균 보험요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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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 회계년도부터 1.53%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해상 

재해보험(Seafarers)은 산업적 특성상 재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가장 높은 보험요율이 적용되어 왔는데, 최근에 가장 큰 하

락폭을 경험하고 있다. 즉, 2005~2006 회계년도에 5.86%에 이르

던 보험요율은 2009~1010 회계년도에 3.59%로 떨어져 최근 5년 사

이에 무려 39%나 하락했다. 호주 연방정부 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되어 왔는데, 2009~2010 회

계년도에 0.93%를 기록하고 있다.

<표 2-3-2> 관할주체별 표준 평균 보험요율 추이

단위: %

관할주체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해상보험 5.86 5.68 4.87 3.81 3.59

남호주 2.88 2.84 2.83 2.81 2.76

호주수도 2.93 2.66 2.28 2.14 2.03

뉴싸우스웨일즈 2.50 2.14 1.93 1.83 1.82

노던 테리토리 2.03 1.81 1.81 1.77 1.82

타즈매니아 1.90 1.77 1.49 1.38 1.40

빅토리아 1.77 1.60 1.46 1.38 1.39

서호주 1.69 1.64 1.38 1.22 1.22

퀸즈랜드 1.36 1.13 1.09 1.06 1.12

연방정부 1.20 1.15 0.97 0.95 0.93

전체 2.01 1.78 1.61 1.53 1.53

자료: Safe Work Australia, 2011a

위에서 언급했듯이 산업별로도 보험요율은 다르게 적용되는데, 

2009~2010 회계년도 자료에 의하면, ʻ농림어업ʼ 이 가장 높은 3.6%

를 기록하고 있으며, 반대로 ʻ재무 및 보험업ʼ은 0.3%로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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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산업별로도 보험요율은 전반적인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2005~2006 회계년도부터 2009~2010 회계연도까지의 최근 추이에 

의하면, ʻ통신산업ʼ 분야(47%)에서 보험요율은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어 ʻ광업ʼ(38%)과 ʻ전기, 가스 및 수도업ʼ(38%)의 보험요율

도 눈에 띠게 감소하고 있다.

보험요율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

릴 경우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된다. 관할주체별로 

보험요율이 상이한 것은 관할주체별로 보상수준이나 급여요건이 다

르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보험요율의 하락은 산업재해 및 보상 청구

의 감소와 관련이 있지만, 관할주체들의 효율성 제고 노력에도 일부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관할주체들은 산업재해방지를 위

한 노력과 함께 저비용 행정과 재정 관리 등 효율적 운영전략을 추

구하고 있고, 이는 결국 낮은 보험요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2-3-3> 재해보상제도 재정지출
단위: %, 백만 달러

회계년도 직접 지출
서비스
지출

제도 운영 규제 분쟁 해결 기타 행정 전체
총비용

(백만달러)

2005-2006 51.7 21.9 22.5 1.2 1.1 1.6 100.0 5,808.7

2009-2010 55.7 22.4 17.4 1.5 1.1 1.9 100.0 7,302.0

자료: Safe Work Australia, 2011a

고용주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는 호주의 재

해보상제도는 보상청구인들에게 지불되는 직접 지출 및 재활 및 의

료 서비스, 보험제도 운영, 규제, 분쟁 해결, 그리고 기타 행정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Safe Work Australia, 2011a). 이 중에서 직접적

인 보상에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보상이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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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급여, 의료비 상환 및 비경제적 손실 급여 등의 형태로 재해 근

로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비용을 말한다. 2009~2010 회계년도 자료

에 의하면, 직접보상 비용이 전체 제도 운영비용의 50% 이상을 차

지하고 있으며, 2005~2006 회계년도에 비교했을 때 남호주와 연방

정부를 제외하고 모두 이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반면

에, 뉴싸우스웨일즈와 퀸즈랜드를 포함한 다수의 관할주체들은 운

영비용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전체 재정지출에서 행정에 드는 비

용의 비율이 감소하고 대신 직접적인 보상에 대한 비용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호주 재해보상제도는 최근 효율성 제고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절❘ 급여내용 

1. 자격요건

호주의 근로재해 보상은 다음 네 가지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사회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Purse & Guthrie 2008). 첫째, 근로과정에서 

발생한 장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재정적 또는 관련된 지원을 한다. 

둘째, 보상은 무과실 원칙에 따르며, 보상은 장해나 사망에 대한 책

임 소재와 관계없도록 설계된다. 셋째, 장해보상의 재정은 고용주 

책임주의에 근거한다. 즉,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장해로 인해 야

기된 비용은 근로자나 그들의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

라 고용주가 최소한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넷째, 재해보상

에 관한한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정부의 역할 강화를 지향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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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를 개인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시장이나 법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따라서, 재해보상은 복지

국가의 중요한 지표로 인식된다.

상기 산업재해에 관련된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상해나 

질병을 경험한 자는 누구나 보상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단, 보상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사전요건이 요구된다. 첫째, 

당사자는 해당 관할주체의 법에 따른 피고용인이어야 하고, 둘째, 

인가된 의료인에 의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상해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하며, 셋째, 임금이나 의료비용 등 상해로 인해 재정적 손실

이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또

는 차별 등으로 인한 감정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재해보상이 적용

되지 않는다.

호주의 산업재해보험은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2008~2009 회계년도 

현재 호주 전체적으로 988만 명의 근로자가 재해보험제도에 포괄되

어 있으며, 이는 전체 노동력의 약 90%에 해당한다(Safe Work 

Australia 2011c). 초기에는 위험 산업에 한하여 남성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산업이나 직종과는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그리고 계약

직 근로자들의 일부는 아직 재해보상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격요건은 주로 관련 법령이 ʻ근로자ʼ에 대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

느냐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란 피고용자를 의미한

다. 이에 따르면,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직 근로자들(independent con-

tractors)은 재해보험제도에 포괄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호주의 재해보상 급여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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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주체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지만, 특정 급여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근본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각 관할

주체들이 근거하고 있는 법령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해에 관한 

개념정의 및 보상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worker), 상해(injury) 및 질병(disease)에 대

한 개념정의가 조금씩 다르고, 따라서 급여범위 및 내용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노던 테리토리의 재해보험은 근로자를 원천과세

(pay-as-you-earn)가 적용되는 피고용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뉴

싸우스웨일즈는 일부 독립 계약직 근로자도 제도에 포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완전 포괄성은 아직 달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들이 재해보상

보험제도 포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하도급,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관할주체간 비일관적 포괄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Quinlan, et 

al. 2010). 

상해에 대한 정의도 자격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일반적

으로 상해는 업무과정에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의미하지만 

각 관할주체별로 약간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상해의 업

무관련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질병은 관할주

체간 비일관성 뿐만 아니라 제도 전반적인 포괄성과 관련된 더욱 

어려운 문제인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호주의 재해보

상보험제도의 취약점이다. 왜냐하면, 질병의 경우 상해보다 업무관

련성을 증명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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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내용

재해보상제도는 기본적으로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임금과 상해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한다. 앞서 제시되었듯이, 임금보상은 

보상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분야로서 대략 제도운영비의 반 정

도가 소요된다. 의료비는 대부분 변상이 되는데, 의약품, 구급차, 그

리고 기타 이동 수단 등의 보조 의료장비와 관련된 비용이 지원된

다. 직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예를 들어 재활비

용, 안전강화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및 작업장 안전 프로그램 운

영 등도 보상내용에 포함된다. 사망급여의 경우 부양아동 및 장례비

용이 포함되며, 신체 부위의 신체적 상실이나 시력 및 청력 따위의 

기능상실 등으로 인해 상해가 영구적인 경우에는 일시불 급여가 지

급된다.

재해 방지, 보상 및 재활지원 등 재해보상제도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 취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도 많

은 세부적인 사항들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이해 대립의 장이 되

고 있고, 관할주체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고 있

다(Quinlan, et al. 2010). 이는 근로자들은 상해나 질병의 보상에 관

한 한 소득보전과 재활에 관심이 있으나, 고용주들의 관심은 재해보

상의 효율적 운용에 있기 때문이다.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과정은 간단하다. 즉, 근로자는 고용주 또는 

상해관련 담당자에게 재해를 알리고, 이는 보험회사 또는 보상 관련 

당국으로 전달된다. 뉴싸우스웨일즈와 남호주를 포함한 몇 몇 관할

주체들은 청구가 진행되는 동안 ʻ잠정 급여(provisional payment)ʼ를 

지급한다. 이 급여는 보상당국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 지급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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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주체 출퇴근 과정 출장 과정

뉴싸우스웨일즈 적용(제한 규정 있음) 적용

빅토리아 미적용 적용(제한 규정 있음)

퀸즈랜드 적용(제한 규정 있음) 적용

서호주 미적용 적용

남호주 대체로 미적용(제한적으로 적용) 적용

타즈매니아 미적용 적용

노던 테리토리 적용(제한 규정 있음) 적용

호주수도 적용 적용

연방정부 미적용 적용

해상보험 적용 적용

판단하는 동안에 필요한 임금과 의료비용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 급여가 결정되면, 급여는 지급되며, 청구가 기각되면 잠정급여

는 중단된다. 모든 관할주체들은 청구가 기각될 경우 상급 당국에 

항소할 권리를 부여한다.

<표 2-3-4> 업무관련 여행 상해 청구

자료: Safe Work Australia, 2011c

출퇴근 및 출장 상해 청구(journey claims)는 호주의 재해보상제도 

포괄성 확대의 중요한 도구였다. 1990년대까지 출퇴근 상해를 포괄

하는 문제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상

해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는 고용주들의 주장은 1994년 

연방정부의 ʻ산업 위원회 보고서(Industry Commission Inquiry Report)ʼ 
에 반영되어 논의되기 시작했다. 출퇴근 상해는 ʻ질병ʼ과 함께 근로

자와 고용주 간의 이해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로서, 각 관

할주체별로 상이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호주의 모든 관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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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행 과정에서 발생된 상해에 대해서는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만,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싸우스웨일즈, 퀸즈랜

드, 노던 테리토리, 호주 수도 자치구, 그리고 해상보험 등은 출퇴근 

상해 청구를 인정하지만, 나머지 관할주체들의 경우 예외적인 인정

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보상청구 요건이 되지 못한다

(Safe Work Australia, 2011c). 

가. 보상(compensation)

재해보상제도는 기본적으로 재해로 인해 상실된 소득과 상해 치

료를 위한 의료비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호주의 모든 관할주체들

은 아울러 재활 비용, 작업장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요구되는 비용까

지 지불한다. 재해보상은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는데, 상실된 소득을 

보상하기 위해 주당 또는 격주당 지급되는 단기 급여(short-term 

payments), 영구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장기 연금(long- 

term pensions), 그리고 일시불 지급 등이 있다. 물론, 보상 금액은 

근로자의 재정적 손실에 따라 다르며, 각 관할주체별로도 다른 급여

율이 적용된다. 각 제도들은 상해 이전의 소득을 거의 100%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급여를 제공한다. 단, 급여 급액 및 급여 제공 기

간에는 한도가 있다. ʻ근로불능 급여(incapacity payments)ʼ라고 불리

는 주당 또는 격주당 급여는, 규정된 한도의 기간이 지나면서 급여

율이 줄어든다(step-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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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주체
100%

소득 대체 
기간(주)

급여 감소 
기간(주)

최저 급여액
(상해이전 소득 대비)

주당 최대 
급여액
(달러) 

최대 급여 
기간

연령 한도

뉴싸우스
웨일즈 

26 26
평균임금의 90% 또는 
321.10달러 중 작은 금액

1,760.40 한도없음
은퇴 이후 
12개월까지

빅토리아 13(95%) 13 80% 1,810.00 130주 65세 + 130주

퀸즈랜드 26 104 평균임금의 75%
총 

265,485
달러까지

5년 한도없음ㅣ

남호주 13 26 80% 2,381.60 130주 65세 + 2년

서호주 13 13 85% 1,904.00 한도 없음 65세 + 1년

타즈매니아 26 78 80% 한도없음 9년 65세 + 1년

호주 수도 26 26
65% 또는 

543.78달러 중 큰 금액
한도 없음 한도 없음 65세 + 2년

노던 
테리토리

26 26 75% 한도 없음 한도 없음 65세 + 6개월

연방정부 45 45
75% 또는 402.06달러 

중 작은 금액
1,884.45 한도 없음 65세 + 2년

<표 2-3-5> 근로불능 급여(2010년 현재)

단위: 주, 달려

자료: Safe Work Australia, 2011c

대부분의 상해 근로자는 수 주 내에 회복하여 직장으로 다시 복

귀하지만, 만약 영구적 기능 상실로 판명되면 급여액은 단기급여액

과는 다르게 다시 결정된다. 연금이라고 불리는 영구 보상은 상해로 

인해 상실된 소득에 더불어 상실된 기능에 대한 보상이 추가된다. 

장기 급여는 평생에 걸쳐 지급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은퇴하

는 시점부터 크게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관할주체들은 장기 보상 급여에 추가하여 일정금액을 

일시불(lump sum payments)로 지급한다. 이 급여는 소위 ʻ비경제적 

손실(non-economic loss)ʼ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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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인한 영구장애, 이에 수반되는 고통, 외모 손상 및 수명 단축 

등 상해가 근로자의 이후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loss of amen-

ities of life)에 대한 보상이다. 각 관할주체별로 비경제적 손실 보상 

최대 급여액에 큰 차이가 나는데, 2003~2004 회계년도 호주 생산성

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호주 전체의 평균 급여액은 211,000달러이었

다(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 2004).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

족이 보상을 받게 된다. 사망급여(Death benefits)는 임금 대체를 위

한 일시금, 장례비 그리고 부양아동을 위한 주당 급여 등으로 구성

된다. 일부 관할주체들은 배우자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거나 

상담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대체로 일시금은 고정된 금액으

로 정해져 있고, 배우자 및 부양아동에게 지급되는 주당 급여 지급 

방식은 관할주체에 따라 다르다. 즉,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뉴싸우스웨일즈, 연방정부 등), 상해 근로자의 상해 이전 임금

에 기초하기도 하고(빅토리아), 또는 해당 관할주체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하기도 한다(퀸즈랜드).

상해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의료 및 치료 급여(Medical treatment 

benefits)를 통해 상해와 관련한 의료비용을 거의 100%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비용에는 응급실 이용, 수술 비용, 의약품 처방 및 기타 병

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서호주를 제외하고 급여액에 한도를 정하

지 않고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청구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승인을 요구받을 수 있다. 또한, 관할주체별로 진료 횟

수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특정 진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약 

조건이 부과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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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활(rehabilitation & medical benefits)

재해보상제도의 주요 목적은 상해근로자를 직장에 다시 복귀시키

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호주의 재해보상제도는 업무로 인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에 집중해 왔고, 예방이나 재활과 관련해서

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적었다(Quinlan, et al. 2010). 재활 및 

직장으로의 복귀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부터 재해보상제도의 주요 

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우드하우스 위원회는 재해보상제도

가 상해 근로자가 신체적 건강과 직업적 유용성(vocational utility)을 

최단 기간에 최대한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Woodhouse 

& Meares 1974). 1980년대부터 호주의 재해보상제도들은 재활과 직

장복귀 조치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는데, 뉴싸우스웨일즈에서

는 1987년 재해보상법 개정하면서 고용주들로 하여금 재활프로그램

을 운용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20인 이상의 사업

체에는 작업장에 재활 담당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빅토리아 역시 

1985년부터 상해된 근로자가 재활을 받는 동안 고용주는 그 직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했고, 1989년에는 이 기간이 12개

월로 연장된다. 남호주에서는 1987년부터 재활 표준(rehabilitation 

standards)을 확립하였고, 이 표준에 부합하는 재활시설을 갖춘 고용

주에게는 보험료 감면 혜택의 유인을 제공했다. 퀸즈랜드는 1987년

에 대규모 재활센터를 설립하여 통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했다. 

2008~2009 회계년도 현재 관할주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호주 상해근로자의 반 정도(46%)가 재활 프로그램에 참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 30% 내외에 머물 던 재활 

프로그램 참여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Heads of Workers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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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주체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뉴싸우스웨일즈 81 78 76 72 74

빅토리아 77 76 75 69 75

퀸즈랜드 81 78 75 73 78

남호주 67 65 64 71 72

서호주 - - - - -

타즈매니아 81 83 79 80 82

호주 수도 - - - - -

노던 테리토리 88 75 68 81 77

연방정부 89 85 84 88 81

전 체 80 77 75 72 75

Compensation Authorities, 2009). 1990년대 이후 큰 제도적 변화는 

없었지만, 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증가하면서, 고용주 단체 및 보수

적 정책 결정자들로부터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문제가 제

기되었다. 2004년 호주 생산성 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재활에 소

요되는 기간이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재활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 

2004). 이 보고서는 1998~1999 회계년도에 평균 52일이었던 재해보

상기간이 2002~2003년 회계년도에 57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 

주장은 호주산업안전청의 직장복귀율 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2005~2006 회계연도에 80%에 달했던 직장복귀율이 

2009~2010 회계년도에는 75%로 줄어들었다(Safe Work Australia, 

2011a). 

<표 2-3-6> 직장복귀율 추이

단위: %

자료: Safe Work Australia,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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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되었지만, 재활 프로그램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용주들

은 상해 근로자의 재활 및 직장복귀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되어 있고, 상해근로자의 일자리는 일정기간 동안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규정에 따라 청구 관리에 지연을 최소화하고, 

적시에 재활기관에 상해근로자를 위탁할 의무를 지닌다. 관할주체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건 및 재활 서비스는 민간 

제공자들이 담당한다. 

호주 재해보상제도에 있어서 재활 및 직장복귀는 중요한 요소이

지만, 보상에 비해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지는 정책분야 있으며

(Quinlan, et al. 2010), 상해근로자의 직업 재활은 여전히 어려운 문

제로 남아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직업재활의 상당부분이 상해 근로

자와 고용주 양자의 의지와 능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로, 벌금 등의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해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재

활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Purse 1998).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의 어려움 그리고 상해로 인해 신체적 상실이 초래된 육체노동자를 

재고용하기 어려운 직종의 존재 등은 재활 및 직장복귀 프로그램과 

관련된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Committee 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2003). 

다. 분쟁해결

산업재해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근로자들은 상해에 대한 보

상을 받기 위해 고용주의 과실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했고, 이것이 

분쟁의 주요 요인이었다.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관습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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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판결했다. 관습법 전통은 영국식 전통의 법리주의로서 호주 법

제에서도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 2004). 산업재해보상제도가 무과실 원칙이 채택됨에 

따라 근로자는 해당 상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만 증명하면 되고, 

게다가 법령(statutory)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습법 의

존도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실제 관습법에 따라 결정되는 분쟁은 매

우 드물다. 따라서, 노던 테리토리(1987년)와 남호주(1992년)은 관습

법 접근을 완전히 폐지했다. 뉴싸우스웨일즈(1987년)와 빅토리아

(1997년)도 관습법 접근을 폐지했다가, 1989년과 1999년에 각각 재

도입했는데, 심각한 상해 등 아주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접근을 허

용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 2004).

비록 현행 재해보상제도가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표 2-3-7> 보상 청구 분쟁율

단위: %

 관할주체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뉴싸우스웨일즈 4.9 3.7 3.7 3.9 3.9

빅토리아 9.0 8.9 9.2 9.4 9.7

퀸즈랜드 3.0 2.4 2.5 2.6 3.0

남호주 6.6 6.4 7.7 9.4 6.9

서호주 3.4 3.4 2.5 2.6 2.5

타즈매니아 5.8 4.9 5.5 5.6 5.9

호주 수도 - - - - -

노던 테리토리 3.0 3.8 4.1 4.8 4.8

연방정부 4.8 5.0 5.3 4.3 4.3

해상보험 26.9 22.2 14.6 10.4 11.7

전  체 5.2 4.5 4.5 4.7 4.7

자료: Safe Work Australia,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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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여전히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2009~2010 

회계년도 현재 전체 보상청구 중 4.7%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분쟁율은 큰 변화없이 일정한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관할주체별로 상이한 제도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

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해상보험에서 분쟁율은 가장 높게 유

지되고 있다.

분쟁은 일반적으로 상해 청구 자격요건과 보상수준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고용주로부터 제기되는 분쟁은 주로 상해 근로자의 청구 

자격요건에 대한 이견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상해 근로자가 법

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ʻ피고용인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독립 계약직

으로서 청구 자격이 없는지 등이 이슈가 된다. 보상 청구는 고용주

의 보험료 상승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상해

나 질병의 업무 관련성, 상해의 정도 및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된다. 이 외에도 재활과 관련하여 직장에 복귀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는지 여부를 두고도 발생할 수 있다.

분쟁해결 절차 역시 각 관할주체의 법령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

나, 대체로 비슷한 형태로 분쟁은 진행되는데, 일차적으로 내부 검

토에 따른 합의가 시도된다. 고용주 및 근로자 모두 법정에서 해결

되는 방식을 선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관할주

체들은 신속하고 저렴한 방식을 원하는 반면, 법정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느리기 때문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은 근로자에게도 특별

히 중요한데, 손실된 소득에 대한 보상이 기각될 경우 특히 그러하

다(Quinlan, et al. 2010).

내부적 검토와 합의 시도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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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 또는 행정 심판(administrative tribunal) 등을 통해 중재

(arbitration), 조정(mediation) 및 알선(conciliation) 등 재판에 의하지 

않은 해결을 시도한다. 이 방식은 법정 방식에 비해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관습법을 유지하고 있는 관할주체들

에게도 법정 분쟁해결 방식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싸우스웨일즈의 경우 보상청구의 1%만이 관습법 판결로 이

어지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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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족수당

❘제1절❘ 호주의 가족변화와 가족정책

1. 호주의 가족변화

호주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21세기 들어서 빠른 변화를 경험

하였다. 특히 출산률의 저하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77년에 이미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내

려갔고, 1990년대 이후에는 산모 1인당 1.7명에서 1.8명의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Gray 2006). 이와 동시에 기대수명은 증가

하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Gray 2006).

더구나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무너져 비정형적인 가족이 증가하는 

상황에 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는 가족의 반 이상이 무자녀가족

이고, 15%는 독신가족이고, 25%는 한부모가족인 것으로 파악되었

다(장혜경 외 2006). 이로 인해 기존 가족정책으로는 더 이상 가족

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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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성40)

호주의 가족정책도 1985년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이전에는 재가부양가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현금지원을 중심으로 

하였다. ’85년 이후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현금(수당) 지급

프로그램, 보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지원으로 

방향이 선회하였다(장혜경 외 2006).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

회진출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정부가 초점을 둔 것은 유년기 

조기서비스 프로그램, 과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취업모

의 지원에 초점을 두면서 육아 및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즉 호

주의 가족정책의 핵심은 출산율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호주에서는 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족의 필

요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유형에는 부모의 육아

를 위한 휴직수당(Parental Leave Allowance), 자녀보육비(Child Care 

Benefit, Child Care Rebate), 가족의 자녀양육비(Family Tax Benefit) 

등이 있다. 아울러 가족의 상황에 따라 기타 다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고아보호자연금(Double Orphan Pension: 고아의 주양육자 지

원), 의료카드(Health Care Card: 저소득 및 위탁부모), 대가족 지원

(Large Family Supplement), 다자녀 수당(Multiple Birth Allowance: 

세쌍둥이 지원), 월세 지원(Rent Assistance) 등이다. 

40) Family Assistance office. July 2011, Family assistance: The what, why and how 참조
(www.familyassist.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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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아동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아동을 위한 오지아동지원

(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겨우 지

원되는 돌봄수당(Carer Payment and Carer Allowance),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Low Income Health Care Card), 구직자 수당(Newstart 

Allowance),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부모수당(Parenting Payment), 

16~24세 학생이나 도제, 16~21세 구직 아동을 위한 청소년수당

(Youth Allowance) 등이 있다. 

다양한 수당은 정액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ʻ소득수준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제공된다. 즉 저소득일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고 고소득일수록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형태

이다. 

한편, 가족 지원은 가족소득 변화 뿐 아니라 가족성원의 변화에 

대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성원이 직업을 바꾸거나 

실직한 경우, 결혼관계의 변화, 자녀돌봄 상태의 변화, 아동지원비

의 변화(changes to child support payments), 거주지를 국외로 이동, 

자녀의 취학 및 졸업, 돌봄유형의 변화, 아동의 취업 및 소득의 상한

선 초과, 이상 등이 발생하게 되면 제공받는 수당도 바뀌게 된다. 

호주의 가족복지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이를 위해 설립된 별도의 

기구인 가족지원사무소(Family Assistance Office)가 설치되어 여기

서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는데 있다. 가족

지원사무소를 통해서 호주의 가족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를 one stop으로 받을 수 있다(장혜경 외 2006). 가족지원사무소에서

는 현금과 현물지원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급여로는 가족수당인 보육수당, 보육수당환급금, 가족세제급여(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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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Benefit A & B)가 있다. 

위와 같은 가족수당은 센터링크(Centrelink)에서도 받을 수 있다. 

센터링크는 휴먼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산하 기관

으로 지역사회에 10여개의 정부부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관이다. 센터링크에서도 도움이 필요

한 가정에게 각종 현금 및 현물지원 서비스를 가족지원사무소를 대

신해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장혜경 외 2006). 다음에서는 호주의 

가족수당제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2절❘ 가족수당제도

1. 호주 가족수당 도입 시기41)

호주에서 가족수당이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941년이다. 가족수

당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1991년, 1995년 개정되어 1996년 

실행되었고, 1999년(실제적인 가족 자산조사)에 개정되어 2000년부

터 실행되고 있다. 

2. 가족수당 전달체계

가족수당은 호주의 가족, 지역사회서비스, 원주민부(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FaCSIA)에

서 총괄 감독하고 있다. FaCSIA는 가족에게 현금과 각종 서비스를 

41) 이재완 ‧ 최영선,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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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연방정부 부처이다. 이 부처에서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획하고, 각종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FaCSIA 홈페이지). FaCSIA가 담당하는 주요 프로그램과 서비스 유

형에는 아동보호자 서비스, 아동지원서비스(Child Support Service), 

지역사회관련 서비스, 가족서비스, 도박과 마약 프로그램, 홈리스 

서비스, 원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정신건강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

한 프로그램, 노인프로그램, 자원봉사프로그램, 여성을 위한 프로그

램 등이다. 한편 급여의 대상자는 아동양육자, 가족, 주거복지수요

자 및 홈리스, 장애인, 노인 등이다. 

FaCSIA가 제공하는 각종 급여의 직접 전달은 가족지원사무소

(Family Assistance Office)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족지원사무소는 모

든 가족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가족지원사무소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디케어사무소, 센터링크 고객 서비스 센터, 세무서 창구 등에 설

치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550개 이상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센터링크도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직접 지

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장혜경 외 2006). 재정지원 유형에는 

가족세제급여 A형 및 B형, 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베이비 보너스 

등이 있다. 

3. 가족수당 유형

가족수당에는 가족세제급여 A, B(Family Tax Benefit Part A & 

Part B),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 보육수당(Child Care Allow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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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주요 목적

가족세제급여 A
(Family Tax Benefit Part A)

자녀양육비 보조. 추가보조도 가능 

가족세제급여 B
(Family Tax Benefit Part B)

한부모가족 및 홑벌이가족(자녀양육을 위해 노동시장
이탈)을 위한 추가지원. 추가지원 가능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 아동 출산 및 입양비 보조

보육수당
(Child Care Benefit)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비 환급
(Child Care Rebate)

아동양육비의 추가보조

예방접종수당 
(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부모가 자녀를 예방접종하도록 지원

육아휴직수당
(Paid Parental Leave Scheme)

자녀를 출산 및 입양한 맞벌이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지원

아동양육비 환급(Child Care Rebate), 예방접종수당(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육아휴직수당(Paid Parental Leave scheme for working 

parents) 등이 있다. 가족수당의 유형과 목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4-1> 호주의 가족수당유형과 목적

자료: Family Assistance Office. Guide to Payments (websitde 자료).

가. 가족세제급여(Family Tax Benefit)

가족세제급여는 소득조사(Income Test)에 의해 제공되는 자녀양

육 수당으로 가족세제급여 A형과 가족세제급여 B형으로 나뉜다. 지

급 대상자는 부모 뿐 아니라 부모가 아닌 사람들(조부모, 계부모)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가족세제급여의 신청

은 자녀의 생일 또는 양육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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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세제급여 A형(Family Tax Benefit Part A)42)

가) 지원내용

가족세제급여 A형은 가장 보편적인 지원금으로 자격조건이 되는 

자녀에게 지불된다. <표 2-4-2>에는 수급대상의 소득상한선을 제시

하였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일시불(Lump Sum)로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가족의 소득(Actual annual family income)과 자녀의 나이 

및 수에 따라 달라진다. 

 

<표 2-4-2> 가족세제혜택 A형 수급대상 소득상한선

단위: 달러

아동수
13-15세 이상 자녀수 혹은 16-19세 학생수

0명 1명 2명 3명

1명  $67,398 $88,440 $109,482

2명 $60,955  $81,998 $104,040 $124,082

3명 $75,555  $96,598 $117,640 $138,682

 16-17세(비학생) $90,155 $111,198 $132,240 $153,282

  주: 위 소득상한선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가족에게는 기본급여(base rate) 

가족세제혜택만 지급된다.

자료: Family Assistance Office. Guide to Payments (websitde 자료).

만약 소득이 변동적이라면 가족지원사무소의 평가를 받을 수 있

다. 이에 따라 가족지원세제 혜택은 조정된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

산소득이 45,114달러 이하이어서 최대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재학 중인 자녀가 3명으로 나이가 11살, 15살, 18살인 경우, 이 가족

은 수당으로 15일에 592.76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추가보

42) 호주 센터링크 홈페이지 http://www.centrelink.gov.au/; Family Assistance office. July 
2011, Family assistance: The what, why and how (www.familyassist.gov.au); 심인섭, 호
주의 육아수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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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도 지급되는데 이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지급된다. 추가보조

금은 부모가 tax returns를 제출한 후 지급된다. 

가족세제혜택 A형의 기본급여는 <표 2-4-3>에 제시하였고, 최대

급여액은 <표 2-4-4>에 제시하였다. 이혼 혹은 별거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지원금(Child Support)을 받고 있다면 A형 수당액 규

모에 영향을 받게 된다. 

<표 2-4-3> 가족세제혜택 A형의 기본급여(Base Rate)

단위: 달러

아동연령 2주간 급여 1년 급여 추가 급여 포함 

18세 미만 $52.64 $1372.40 $2098.75

18-19세(학생) $52.64 $1372.40 $2098.75

18-21세(비학생) $70.56 $1839.60 $2565.95

자료: Family Assistance Office. Guide to Payments(websitde 자료).

<표 2-4-4> 가족세제혜택 A형의 최대급여액

단위: 달러

아동연령 2주간 급여 1년 급여 추가 급여 포함 

13세 미만 $164.64 $4292.40 $5018.75

13-15세 $214.06 $5580.85 $6307.20

16-19세(학생) $214.06 $5580.85 $6307.20

 16-17세(비학생)  $52.64 $1372.40 $2098.75

18-21세(비학생)  $70.56 $1839.60 $2565.95

0-21세 시설보호  $52.64 $1372.40 N/A

자료: Family Assistance Office. Guide to Payments(websitde 자료).

나) 자격요건

가족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소득조사 기준을 충족

하는 자, 호주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요건에 부합한 자, 21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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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이들을 돌보는데 최소 35%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는 자, 부양 자녀가 풀타임 학생(21~24세)이며 이들을 

돌보는데 최소 35%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는 자 등이다.

양육시간이 14%~35% 미만이면 가족세제급여 A형은 받지 못하지

만, 주거지원(Rent Assistance), 의료카드(Health Care Card), 오지 수

당(Remote Area Allowance),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 등은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 대상자 가족은 가족지원사무소에 세금 환급

(tax returns)을 제출해야 한다. 

2) 가족세제급여 B형(Family Tax Benefit Part B)43) 

가) 지원내용

가족세제급여 B형은 한부모를 포함하여 주소득원이 한명인 가정

에 지급되는 ʻ추가ʼ 지원금이다. 즉,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라면 B형 

수령이 가능하다.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A형에 추가로 B형

을 받게 된다. 

B형은 16세까지의 피부양자녀 또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18세까지

의 풀타임 학생 자녀(청년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임)를 위해 지급된다. A형과 마찬가지로 B형도 자산조사(Means-test) 

후 지급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150,000달러 이하 일 경우 가족

세제지원 B형의 최대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부모가족의 경우, 

주 소득자의 연간소득이 150,000달러 이하일 경우 제2소득자의 소

43) 호주 센터링크 홈페이지 http://www.centrelink.gov.au/, Australian Government, Family 
Assistance Office, Family assistance; 심인섭, 호주의 육아수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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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테스트한 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제2소득자의 연소득이 4,672

달러 이하일 경우 가족세제지원 B형의 최대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장 어린자녀가 5세 미만일 경우 최대수당액(가장 높은 비율)이 

지급된다. 부모가 저소득자이고 일을 시작하거나 직장에 복귀할 경

우에도 최대금액(가장 높은 비율)이 지불된다. 단, A형은 자녀가 둘

이라면 둘 다 받지만 B형은 막내에게만 지급된다. 그리고 B형은 유

급휴가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없어 유급휴가수당이 끝난 후 지급

된다.

추가보조금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지급되며 부모가 세금공제서

(Tax return)를 제출한 후 또는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때 지급

된다. 다음 표에는 가족세제급여 B형의 최대지급액을 제시하였다. 

<표 2-4-5> 가족세제급여 B형의 최대지급액

단위: 달러

막내자녀연령 2주간 급여 1년 급여 추가 급여 포함 

5세 미만 $140.00 $3650.00 $4004.05

5-15세(혹은 16-18세 학생) $97.58 $2544.05 $2898.10

자료: Family Assistance Office. Guide to Payments(websitde 자료).

나) 자격요건

B형을 수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소득조사의 요건을 충족하고, 

16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고 적어도 시간의 35%를 양육하는데 소

요하거나, 또는 18세까지의(Youth Allowance 또는 유사한 수당을 받

지 않는자) full time 학생 피부양자녀가 있고, 시간의 35%를 자녀양

육에 사용하며, 그리고 호주 시민권 취득을 해야 한다. 다음 표에 B

형 수급을 위한 가족의 소득상한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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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6> 가족세제혜택 B형을 받을 수 있는 양부모가족 소득상한선

단위: 달러

막내자녀연령 2주간 급여를 위한 소득 상한선
추가급여 포함 2주간 급여를 위한 

소득 상한선

5세 미만 $23,141 $24,912

5-18세 $17,612 $19,382

  주: 가족세제급여 B형은 막내자녀가 16세가 되면 중단된다.

자료: Family Assistance Office. Guide to Payments(websitde 자료).

나.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44)

1) 지원내용

베이비 보너스는 아이를 출산 또는 입양할 때 제공되는 육아지원

비이다.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16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 지원

되고, 사산아를 출산하였거나 태어난 후 즉시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지원된다. 

베이비 보너스는 격주로 13번 지급되며 2011년 7월부터 신생아 

비용을 충당을 위해 첫 회에 많이 지급하여 첫 1회는 879.77달러, 

나머지 12회는 379.77달러 가량 지급되며, 총 5437.01달러 가량 지

원된다. 베이비 보너스를 유급육아휴직수당(Paid Parental Leave 

scheme)과 함께 받을 수 없다. 단, 자녀가 여럿이면 한 자녀는 베이

비보너스, 다른 자녀는 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 ʻThe paid pa-

rental leave comparison estimatorʼ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당 선택 결

정시 이용자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싸이트이다. 소득조사의 조건

을 충족하지 못하여 베이비 보너스를 받지 못하더라도 유급휴가수

당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4) http://www.familyassist.gov.au/, Family Assistance Office, family assistanc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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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 요건

베이비 보너스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자녀의 주 양육자이거나 주 양육자의 파트너이어야 한다. 

② 소득수준은 부모의 조정 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의 

합계가 7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아이가 출생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만약 소득이 초과해서 베이비 보너스를 

받지 못하면 ʻ유급육아휴직수당ʼ을 받을 수 있다. 

③ 호주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요건에 부합한 자이어야 한다.  

④ 아이를 출산 ‧ 입양한 후 26주 안에 그 자녀 앞으로 가족세제해

택을 받을 수 있을 때 또는 친자가 아닌 신생아 출생 후 26주 

안에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26주 이상 돌보게 

될 때이다. 

⑤ 아이를 돌보는데 시간의 35%를 사용할 때 등이다.  

신청방법은 베이비 보너스 요구서는 출산, 입양 3개월 전에 가족

지원사무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녀출산 및 입양 후 52주 내에 신

청해야 한다. 

다. 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45)

1) 지원내용

보육수당은 ʻ승인ʼ 또는 ʻ등록ʼ 보육서비스를 받는 자녀를 위한 보

육비 지원이다. ʻ승인ʼ 된 보육 서비스 지원금은 ʻ연간 가족소득ʼ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ʻ승인ʼ 된 보육서비스에는 호주 정부로부터 ʻ승
인ʼ받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의 종일보육, 가정 반일보육, 방과

45) Australian Government, Family Assistance Office, Family assistanc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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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보육, 휴가보육, 가정 내 보육, 임시보육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ʻ송인ʼ 혹은 ʻ등록ʼ 된 보육서비스란 직장을 간 시간동안 가족지원

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설 취학 전 학교나 유치원, 임시보육센

터, 조부모, 친척, 친구 혹은 보모에 의해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를 말

한다. 이밖에도 주양육자가 위탁부모, 조부모 등과 같은 후견인일 

경우에도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육수당은 보육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거나, 소득년도 말

에 일시불로 받는다. 승인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제된 보

육비만 내면된다. 회계년도 말에 일시불로써 보육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보육비 환급도(child care rebate) 일시불로 

회계연도 말에 지급된다. 다음 2표에는 최대 보육수당과 수당을 받

을 쉬 있는 소득상한선을 제시하였다. 

<표 2-4-8>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상한선

단위: 달러

돌봄 대상 아동수 소득 상한선

1명 $138,065

2명 $143,095

3명 $161,581 + $30,528(3째자녀 이상 1명당)

자료: Family Assistance Office. Guide to Payments(websitde 자료).

<표 2-4-7> 최대 보육수당액

단위: 달러

승인된 아동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영유아수

1주 최대 수급액
(주 50시간 기준)

시간당 최대 보육수당액

1명 $189.00 $3.78

2명 $395.00 $3.95

3명 $616.42 $4.10

  주: 양육수당액은 바뀔 수 있다.

자료: Family Assistance Office. Guide to Payments(websitde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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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주일에 자녀 1명당 24시간

까지 지원되며 이는 모든 가족에게 해당된다. 일주일에 자녀 1명당 

50시간까지 지원한다. 수혜자격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또는 2주

일에 최소 30시간을 부모가 모두 일을 하거나, 일을 구하고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또는 주된 양육자로서 조부모가 케어하고 있을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주일에 50시간 이상까지 지원되는 

경우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특정 상황에 있는 가족이다. 지역 내 승

인된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www.mychild.gov.au에 접속하거나 child 

care access hotline에 전화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자격요건

보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요건에 

부합한 자, 자녀가 승인된 혹은 등록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 저소득자, 자녀가 예방접종 요건을 충

족 또는 면제를 인정받았을 경우 등이다. 저소득자는 최대 금액을 

지원받는다.

라. 보육비 환급(Child Care Rebate)46)

1) 지원내용

보육비 환급은 직장에서 일하는 가족들에게 보육비 부담을 덜어

주는 추가적 지원이다. 이는 2011년 7월 4일부터 시작된 제도로 근

로중이거나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아동을 양육할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직장, 직업훈련, 학업 테스트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가 

46) Australian Government, Family Assistance Office, Family assistanc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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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승인된ʼ 보육서비스에 사비로 지불한 보육실비의 50%(전체 보육비 

중 수령한 보육 지원금 공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단, ʻ미등록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비 환금을 받을 수 없다. 대상이 되는 보

육 서비스에는 아동보육, 가정보육, 방과전 및 방과후 돌봄, 방학중 

돌봄, 수시돌봄 등이다. 최대 지불가능 금액은 2011년 현재 7,500달

러이다(<표 2-4-9> 참조). 

보육비 환급은 직접 그 비용을 보육시설의 서비스 비용에서 지불

될 수 있으며 또는 본인에게 격주로 또는 매주, 분기별, 연별로 직접 

지급될 수 있다.

<표 2-4-9> 호주의 최대 보육비 환급금

단위: 달러

회계년도 최대 환급금

2011/12 $7,500

2010/11 $7,941

2009/10 $7,778

2008/09 $7,500

자료: Australia Family Assistance Office website

2) 자격요건

보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인된 보육서비스 이용하는 

자, 보육수당의 수혜 가능자이다.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시 부모가 

일을 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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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예방접종 수당(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47)

1) 지원내용 

예방접종 수당은 적극적으로 자녀의 예방접종을 받게 장려할 목

적으로 지급된다. 자녀가 24개월(2세) 또는 5세가 되기 전에 가족지

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예방접종 수당은 2회로 나누어 지급된

다. 1회 수당은 자녀가 18개월~24개월사이에(성장기에 필요한) 예방

접종을 모두 다 받았을 경우 지급되고, 2회 수당은 자녀가 4세~5세 

사이에 예방접종을 받았을 경우 지급된다. 수당으로 회당 125달러

가 지원된다. 예방접종의 종류는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예방접

종으로 의사나 의료기관에서 정해준다.

육아휴직수당은 아이를 입양하거나 새로 아이가 태어난 상황에서 

일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하는 부모가 신생아

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고용주 편에서는 

능력있는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자격요건 

예방접종 수당을 받는 자격조건은 자녀가 5세 미만이며 모든 예

방접종을 마쳤을 때, 자녀당 Family Tax Benefit 자격요건을 충족시

켰을 때, 그리고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의 35% 이상이 소요될 때이

다. 이와 더불어 자녀를 16세 이전에 해외에서 호주로 입양한 경우

에도 지급된다. 베이비보너스를 받는 경우, 자동적으로 출산예방접

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수당은 소득조사가 필요없는 수당이다.

47) Australian Government, Family Assistance Office, Family assistanc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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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급육아휴직 수당(Paid Parental Leave Scheme for Working 

Parents)48)

1) 지원내용

유급육아휴직수당은 가장 최근인 2011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Family Assist Office website). 이 수당은 호주가 그 이전까지는 도

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오다가 

최근에서야 시작된 것이다. 

자격에 부합되기 위해서 부모는 근로를 해야 한다. 자격에 부합되

면 부모는 18주간 정부로부터 국가의 최저임금의 비율로 수당을 받

는다. 최저 임금(세전 1주 589.40달러)을 18주 동안 받을 수 있다. 

급여는 호주 ʻ정부ʼ의 지원금으로 ʻ회사ʼ에서 제공하는 육아 휴직

급여와는 별개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베이비보너스와 동시에 수급 

받을 수 없으며 가족세제혜택 B형과도 함께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가족이 지원정책을 비교 평가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

다. 수당은 고용주로부터 지급되거나 가족지원사무소에 의해 제공

된다.

2) 신청 방법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한 후 28일 안에 가족지원사무소에 신청

양식이 제출되지 않으면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육아휴직수당은 지

급되지 않는다. 서류를 제출할 때 가족지원사무소에 수당 지급 시기

를 언급해야 한다. 수당은 18주까지 막아둘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

거나 입양된 52주 안에 전액이 다 지불되어야 한다.  

48) Australian Government, Family Assistance Office, Family assistance; 호주 가족지원사무
소 홈페이지 http://www.familyassist.gov.au/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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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요건

자격은 최근 입양한 아이나 새로 태어난 아기의 주 양육자(보통 

아이의 모), 호주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요건에 부합한 자, 근로하

는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수당(Paid Parental Leave)에 충족하는 자 

등이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 13개월 중 10개월은 일을 해야 하는데, 10개

월 동안 33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한다. 이직 시에는 휴직기간이 8주 

이내여야 한다.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아도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즉, 임시 및 시즌 노동자거나 도급자(contractor) 또는 자영업

자, 농장과 같은 가족사업장 근무자, 다직종자, 최근 이직자 등도 대

상이 된다. 아울러 1년 동안의 세전 임금이 150,000달러이거나 그보

다 적은 자도 해당된다.  

이 밖에  ① 사산을 했거나 영아가 죽었을 경우도 자격요건이 되

고,. ② 다시 근무를 하고 싶을 경우 이 수당은 자격요건이 되는 배

우자나, 다른 법적 아이의 부모 또는 그 배우자에게로 지급될 수 있

고. ③ 자녀의 주양육자가 피치못할 사정(사고 및 질병)으로 주양육

자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때 적어도 변경된 주양육자는 26주 동

안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

양된 후 52주 안에 일어나야만 한다.

육아휴직수당과 베이비 보너스는 동일 아동에게 지급되지 않는

다. 가족들은 2 수당의 액수를 비교해서 지급액이 더 높은 것을 선

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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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족수당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호주의 가족수당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호주에서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라는 선진국이 직면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을 개선하면서 활용하

고 있다. 특히 부모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독려하고, 과도한 복

지는 최대한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국가에

서는 이미 시작된 육아휴직수당을 최근에야 도입하는 등 일-가정양

립의 의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추정되는 호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현재 1.81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64.7%

로 낮은 편은 아니다(OECD 2007). 아동빈곤율은 2005년 현재 

10.2%로 비교적 지난 몇 년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하였다(OECD 

2007) 호주에서는 여전히 아동빈곤율을 더욱 낮추기 위한 대책마련

에 고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잔여적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아동빈곤율은 10~20%로 높은 편이

다. 반면 보편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의 아동빈곤율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호주 등

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투자가 미약한 국가들로서 일부 호주학자

들은 아동보육과 출산휴가 등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호주의 가족수당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각종 수당유형과 수당별로 세 하게 설

계된 가족의 상황(자녀수 및 소득)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에 있다. 

즉,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sl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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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을 적용한 급여 및 서비스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해야 할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호주에서는 가족수당을 모든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조사를 통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대

상가족에게만 지급한다는데 있다. 아울러 대상자가 아동을 양육하

는데 일정시간을 할애하는 경우 제공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가

족의 가족양육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호주에서도 가족수

당 안에 다양한 현금과 수당을 포함하면서 가족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는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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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공부조

❘제1절❘ 사회보장체계 개요

호주의 사회보장 체계는 한마디로 공공부조식 접근으로 특징지워

진다. 다른 서구국가와는 달리 사회보험 방식의 사회보장이 발달되

지 않았고, 거의 모든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가 공공부조 방식으

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노령, 실업, 그리고 장애 등 소득보장을 요

구하는 대부분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공공부조로 대처한다. 따라서, 

호주 사회보장 제도는 강한 대상 표적성(highly targeted), 일반 조세

에 의한 재원 조달(funded by general revenue), 그리고 균일급여 방

식(flat-rated payments)으로 요약되어 왔다(Ziguras 2010). 즉, 호주는 

사회보험을 통한 시장임금 보전보다는 강력한 공공부조를 통한 빈

곤 감소에 정책목표를 둔 전형적인 베버리지안(Beveridgean) 사회보

장 체계의 특성을 지닌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 강조됨

에 따라 호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중간계층이 복지혜택을 덜 받

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Whiteford & Angenent 2002). 

공공부조식 접근 방식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여는 소득연계적이지(earnings-related) 않다. 일반조세로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급여 대상자의 기여(contribu- 

tions)로 부터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보편적 대상 포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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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구분 노인
퇴역 군인/ 

가족
장애인

부양 아동 
가정

실업 원주민
기타 복지 
프로그램

일반 
행정

합계

금액
($, million)

44,018 6,982 20,265 30,436 7,029 1,457 1,316 3,458 114,961

비율(%) 38.3 6.1 17.6 26.5 6.1 1.3 1.1 3.0 100.0

(universal coverage)의 성격을 띤다. 모든 소득지원 급여 및 보충급

여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소득 및 자산조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는 최대한의 균일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실업관

련 급여는 구직활동(activity test) 요건이 추가되어 있다. 이 방식은 

욕구가 많은 사람에게 복지자원을 집중적으로 할당함으로써 효율적

으로 빈곤을 감소시키는 접근으로 이용되고 있다(Whiteford 2006).

따라서, 호주의 사회보장 제도는 욕구에 기반한 급여를 특징으로 

하며, ʻ범주적(categorical)ʼ이다. 즉, 사회보장 욕구가 강한 특정 계층

을 분류하여, 해당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급여가 구분되어 있

다.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주요 계층은 노인, 장애인 및 보호자

(carer), 실업자, 단일 가구주 가구(single-parent family), 학생, 병자, 

그리고 퇴역군인 등을 포함하며, 넓게는 부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포

함한다. 계층별 사회보장 지출에 의하면, 노인(38.3%)과 부양아동이 

있는 가정(26.5%)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5-1> 사회보장 지출(2010~2011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Swan & Tanner, 2011

호주의 사회보장 지출은 지속적이고도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다. 

즉, 1980년대 초반에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은 10% 정도에 그쳤

으나, 2010년대에 이 수치는 16%선에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OECD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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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GDP 대비 호주 사회보장 지출 국제비교 

단위: %

자료: OECD, 2012

강한 대상 표적성에 기반한 호주의 범주적 사회보장은 복지자원

의 효율적 분배 및 소득 이전의 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빈곤감소를 목표로 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 이전은 급

여 대상자들의 근로동기(incentives) 측면에서 역효과를 가질 수 있

다(Whiteford & Angenent 2002). 표적적인 사회보장 급여는 또한 사

회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훼손할 수 있다. 즉, 호주의 고임금 및 

중간 계층 집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적은 사회보장 혜택을 누

리고 있고, 의료와 교육 등 보편적인 급여에 비해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서는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사회

보장의 대상 표적성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tightly targeted), 결과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들에게 높은 유

효한계세율(effective marginal tax rates)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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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사회보장 수급자가 유급 노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1달러의 소득에 대해 가구구성 특성에 따라 

최대 75%의 한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ACOSS 2003). 이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다. 높은 유효한계세율

은 급여대상자 가구의 가처분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결국 장기빈곤의 원인을 제공

해 왔다. 

❘제2절❘ 급여내용 및 급여수준

1. 급여 형태 및 방식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소득보장 급여(income support payments)는 

크게 수당(allowances or benefits)과 연금(pensions) 등 두 가지 형태

로 구분된다. 수당은 일시적인 보호의 수단으로 지급되는 단기적 급

여를 말하며, 연금은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계층에게 주어진다. 대체로 수당에 비해 연금에게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된다(Ziguras 2010). 2010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단, 아래에 제시된 급여는 모든 정부급여

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서비스 형태의 급여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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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급     여

가족 및 아동

가족
지원

가족세제급여(Family Tax Benefit)
유급 출산휴가(Paid Parental Leave)
예방접종 수당(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출산수당(Baby Bonus)
고아 수당(Double Orphan Pension)
가족 위기 급여(Crisis Payment)

보육
보육 급여(Child Care Benefit)
보육 세제 환급(Child Care Tax Rebate)

노인, 질병 및 
장애인

노인

노령연금(Age Pension)
배우자 연금(Wife Pension)
공과금 수당(Utilities Allowance)
연방정부 건강 할인 카드(Commonwealth   Seniors Card)

질병 및 
장애인

장애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병가 수당(Sickness Allowance)
보호인 수당(Carer Allowance)

교육 및 노동

학생 및 
청소년

학업 수당(Austudy)
원주민 학업 수당(ABSTUDY)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
벽지출신 학생 지원 급여(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Scheme)

노동시장

실업 수당(New Start Allowance)
실업자 배우자 수당(Partner Allowance)
과부 수당(Widow Allowance)
육아 급여(Parenting Payment)
이동 수당(Mobility Allowance)
특별 수당(Special Benefit)

기타 급여
사별수당(Bereavement Allowance)
주거비 지원(Rent Assistance)

<표 2-5-2> 사회보장 급여 종류

자료: Centrelink, 2011; FaHCSIA, 2010; Koken & Smith, 2005

호주의 사회보장 급여는 크게 자동 이체(direct deposit), 수표(cheque), 

그리고 전자급여카드(Electronic Benefit Transfer cards)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진다. 모든 정기적 급여는 센터링크로부

터 급여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된다. 이 방식은 수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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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급여의 분실 및 연체를 방지할 수 있기 때

문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회성의 급여는 

우편을 통해 수표나 전자급여카드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

다. 모든 급여는 2주 단위(fortnightly)로 지급되며, 급여가 시작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급여자격이 발생한 날에 기준한다. 예를 들어, 

가족세제 급여나 병가 수당은 급여 신청을 늦게 하더라고 소급 적

용(back-payments)을 허용하고 있다(Welfare Rights Centre, 2004). 

2. 주요 프로그램

호주의 저소득 가구 소득보장 급여는 크게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

를 위한 소득지원 급여와 소득이 적거나 없는 가구를 위한 급여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부양아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소

득세 시스템과 직접적인 현금급여를 통해 제공된다. 반면, 후자는 

부양아동이 없을지라도 실업, 노령 및 장애로 적절할 소득활동이 어

려운 가구에 지급되는 말한다. 사회보장 급여의 적절성 논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일반적으로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더 많은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다(Whiteford, Stanton, & Gary 2001). 이는 부양

가정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보호함으로써 아동빈곤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호주는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의 확대를 통해 

빈곤아동의 지속적인 감소를 경험해왔다(Harding & Szukalska 2000). 

참고로, 호주의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10.1%로서 OECD 

평균(11.5%)보다 낮은 수준이다(OEC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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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양아동 가족 지원 급여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요 사회보장 지원 제도는 크게 A

형 가족세제급여(Family Tax Benefit Part A), B형 가족세제급여

(Family Tax Benefit Part B), 그리고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를 

포함한다. A형 가족제세급여는 육아에 필요한 일반적인 생활비 지

급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16세 미만의 부양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는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아동이 16세 이상더라도 24세 

까지는 정규 학업 또는 정규 직업훈련(full-time education or train-

ing) 등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원칙적으

로 호주 영주 거주민에 한하여 지급되며, 급여 수준은 가구소득, 부

양아동의 수 및 나이, 그리고 보호 수준(the level of care)에 따라 달

라진다. 2011년 현재, 연간 가구소득이 45,144달러 이하일 경우 최

대 급여액을 받으며, 이후 연소득 94,316달러까지는 1달러당 20센

트, 그리고 급여가 중단되는 소득금액까지는 1달러당 30센트의 급

여감소율이 적용된다. 급여가 중단되는 소득기준 역시 부양아동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추가적인 아동에 대해 연간 3,796달러의 소득

을 인정하여 급여중단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하고 있다. 또한, A형 

가족세제 보충 급여(Family Tax Benefit Part A Supplement)라고 하

여, 소득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가구에게 연말 세금환급 신청 이후

에 아동 1인당 최대 726.35달러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 보충급여는 

소득을 하향 신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초과 급여(overpayment)

를 차감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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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령 2주치 급여($) 연간 급여($)

13세 미만 164.64 5,018.75

13-15세 214.06 6,307.20

16-17세 52.64 2,098.75

18-24세 70.56 2,565.95

<표 2-5-3> A형 가족제세급여 최대 급여액(각 아동당)

단위: 달러

자료: Centrelink, 2011

A형 가족세제 급여는 ʼ대가족 보충급여(Large Family Supplement)ʼ
라고 하여, 3명 이상의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아동 1인당 추가

적인 급여을 적용하고 있으며, 쌍둥이 등 다중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Multiple Birth Allowance) 아동 1인당 추가적인 소득 지원을 하고 

있다. A형 가족세제급여의 자격조건을 가진 가정이 주택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ʻ임대료 보조(Rent Assistance)ʼ가 지급되며, 그 지원금

액은 부양아동의 수와 임대료, 가구 구성 등 가족상황에 따라 달라

진다. A형 가족세제급여와 동일한 기준의 소득조사가 적용되며, 별

도의 자산조사는 실시되지 않는다.

B형 가족세제급여는 기본적으로 단일 가구주 가구(single parent 

families) 또는 단일소득 가구(single income families) 지원을 목적으

로 하며, 부부가 동시에 수입이 있더라도 부차적인 소득자(secondary 

earner)의 소득이 낮을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진다. 16세 미만의 부양 

아동이 있거나 18세까지의 정규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A형 가족제세 급여는 아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1인당 급역

액이 감소하나, B형 가족세제 급여액은 아동의 수에 따라 차별적이

지 않다. 가장 나이가 어린 아동의 나이에 기초하여 급여 수준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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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데,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최대 금액이 지급된다. 

<표 2-5-4> B형 가족세제급여 최대 급여액(각 아동당)

단위: 달러

최하 연령 아동 2주치 급여($) 연간 급여($)

5세 미만 140.00 4,004.05

6-18세 97.58 2,898.10

자료: Centrelink, 2011

2011년 현재, 단일소득 가구 또는 이중소득 가구의 주요 소득자

의 연간 소득이 150,000달러가 될 때까지 급여자격이 유지된다. 단

일 가구주 가구에게는 최대 급여 자격이 주어지지만, 연간 소득 

150,000달러 이하의 이중 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득 조

사가 적용된다. 이 때 주요 소득자(primary earner)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부차 소득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된다. 즉, 연간 

4,745달러 이하까지 부차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급여액이 적용되며,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1달러당 20센트의 급여감소율이 적용된다.

나. 아동 지원 제도(Child Support Scheme)

공인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가구는 보육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일 보육(long day care), 가족 보육(family day care), 

방과후 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 및 방학 보육(vocation care) 

등 인증된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 이 급여

가 적용되며, 등록된 보육인(registered carers)이 집에서 제공하는 보

육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호주의 보육비 지원은 크게 두 가

지 급여로 구분된다. 하나는 ʻ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ʼ로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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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아동 수 연간 소득($)

1명 138,065

2명 143,095

3명 이상 / 이후 추가 아동 161,581 / 각 아동당 30,528

반 저소득 가구의 보육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들며, 지불한 보육료에 대해 시간

당 최대 3.68달러를 받을 수 있다. 2011년 현재, 연간 가구소득이 

38,763달러까지는 최대의 지원을 받게 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

원금액은 줄어든다. 아래 <표 2-5-5>에 제시되어 있듯이, 보육 아동

의 수에 따라 급여가 중단되는 소득기준이 상승한다. 보육급여 자격

을 갖춘 가구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아동 1인당 24시간의 보육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며, 부모가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 직업교육 

또는 학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50시간까지, 그리고 부모가 둘 다 학

업이나 근로로 인해 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 50시간 이상까지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표 2-5-5> 보육급여 소득기준
단위: 달러

자료: Centrelink, 2011

가구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보육급여를 받을 수 없지

만, 대신 두 번째 보육비 지원 제도인 ʻ보육환급(Child Care Rebate)ʼ 
급여를 받을 수는 있다. 이 급여는 부모가 모두 근로활동으로 인해 

아동을 보육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며, 보육료의 최대 50%를 환

급받을 수 있다. 보육환급 급여에는 소득조사가 실시되지 않지만, 

연간 최대 급여액이 7,500달러로서 상한선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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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업관련 급여

근로 연령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은 실업자, 구직자 및 양육 책임

자들을 대상으로 한 급여들로서 실업수당, 양육급여, 청년 수당 등

을 포함한다. 호주의 근로연령 가족 소득지원 정책은 복지 의존을 

줄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되어 왔다. 즉,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대가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구직

활동을 증명하거나 학업, 직업교육 및 자원봉사 등을 통해 취업 가

능성을 높이도록 요구받고 있다. 단, 장애나 보육 책임, 노령 및 지

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근로시장 참여 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에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실업수당(New Start Allowance)은 21세부터 노령연금 지급 이전 

연령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타 가족지원 급여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이 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의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ʻ구직활동 계획(Employment 

Pathways Plan)ʼ 프로그램에 서명 동의함으로써 지급이 시작된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직업배경과 상황에 맞추어 취업에 이르도록 통

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급여 대상자가 

실업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급 고용에 종사 또는 복귀하기 위

한 활동(activity tests)에 참여해야 한다. 즉, 취업 지원, 취업을 위한 

훈련 참여나 재활, 또는 파트타임 노동이나 자원봉사 참여 등을 증

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급여 취소 및 감소 등의 불

이익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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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6> 실업급여 및 자산기준
단위: 달러

가구 구성 2주치 급여
자산기준

자택 소유 자택 비소유

단일 가구주 가구 486.80
186,750 321,750

단일 가구주 가구(부양아동) 526.60

부모 가구주 가구 439.40(각 인당) 265,000(합산) 400,000

자료: Centrelink, 2011

실업급여에는 대기기간이 적용되는데, 신규 이민자들의 경우 최

소 2년(104주) 동안 호주에 거주함으로써 자격이 발생한다. 가구구

성에 따라 급여 금액이 달라지는데,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실업급여에는 또한 자산조사가 실

시되며, 자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급여는 중단된다. 별도로 

유동자산(liquid assets)에 대해서도 심사가 있으며, 유동자산 기준(1

인 가구: 2,999달러, 2인 가구 이상: 5,999달러)을 초과하는 경우는 

급여가 연기된다.

양육급여(Parenting Payment)는 단일 가구주 또는 아동 양육의 1

차 책임자(primary carer)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회보장 급여이다. 

단일 가구주에게는 최연소 아동이 8세가 될 때까지 급여 자격이 유

지된다. 2인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도 최연소 아동이 6세가 될 때까

지 양육급여를 신청할 있으나, 소득 조사 이외에 구직활동 등의 추

가적인 요건이 요구된다. 즉, 부모 가구주 가구의 수령자는 주당 15

시간 이상의 근로에 참여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최대 급여액

은 단일 가구주 가구의 경우 2주당 641.50달러, 부모 가구주 가구의 

경우 2주당 439.40달러이다. 최대 급여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일 

가구주 가구는 2주당 소득이 170.60달러를 넘어서는 안되며,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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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가구의 경우 수령자의 소득은 2주당 62.0달러 이하 그리고 

배우자는 2주당 808.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이 소득 기준을 넘어서

는 경우 급여감소율이 적용되며, 단일 가구주에게는 1달러당 40센

트, 그리고 부모 가구주 가구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1달러당 50센

트에서 60센트까지 급여가 감소된다. 급여가 중단되는 가구 소득 기

준은 아동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1인 아동일 경우 연

간 가구 소득이 134,443달러에 달할 때까지 부분적인 급여를 유지

할 수 있다.

청년 수당(Youth Allowance)은 16세부터 20세 사이의 구직자 및 

16세부터 24세 사이의 정규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급여다. 

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자산 조사에 의해 급여자격이 결정되며, 급여 

대상자가 피부양상태일 경우 부모의 소득과 자산 상태도 고려된다. 

급여 수준은 수령자의 연령, 결혼여부 및 거주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데, 예를 들어 부모와 거주하는 18세 미만 수령자는 2주당 212.70달

러, 부모와 떨어져 사는 18세 이상 수령자는 2주당 388.70달러, 그리

고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는 2주당 426.70달러를 받게 된다. 

조기 학교교육 중단자(early school leavers)49)의 경우 청년수당을 

유지하기 위해 여타의 정규 학업 또는 직업훈련에 참가해야 하거나, 

파트타임 학업과 훈련에 종사할 경우 주당 25시간에 상응하는 인가

된 활동 (suitable activities)에 참여해야 한다. 구직활동 프로그램 등

에 참여하는 자는 추가적으로 보충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청년 계층

을 위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급여 이외에 ʻ학
49) 조기 학업중단자란, 21세 이하의 연령자로서 고등학교 교육(12학년)을 완전히 이수

하지 않고 현재 정규학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10학년(고
등학교 1학년)까지 의무적인 학교교육이 적용되며, 11학년부터는 학생의 의향에 따
라 직업교육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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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수당 (Austudy)ʼ 및 ʻ원주민 학업수당(ABSTUDY)ʼ 등 교육비 지원

도 포함한다. 학업수당은 25세 이상의 학생 및 정규 도제 (apprentice)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조사에 의해 급여가 결정된다.

라. 기타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A형 가족세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에게 ʻ의료 카드(Health Care Cards)ʼ가 발

부된다. 이 카드 소지자는 의약품에 대해 할인혜택을 부여받으며, 

주정부에 따라 구급 서비스, 치과 및 안과 서비스 등의 의료비용, 교

통비, 그리고 전기, 가스, 및 수도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도 할인혜택

을 제공한다. 또한, 연간 소득이 75,000달러 이하인 가구에 대해 신

생아의 육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수당(Baby Bonus)이 제공된

다. 이 급여는 출산 이후 26주에 걸쳐 지원되며, 매 2주당 379.77달

러이 지급되며, 첫 급여액은 출산용품 구입비를 고려하여 879.77달

러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16세 이상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사이의 장애인들에게는 장애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이 지급된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지적 장애로 인해 향후 2년간 교육 및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한해 지급되며, 영구 시각 장애인은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적으로 장

애급여의 대상이 된다. 장애급여는 소득 및 자산조사가 실시되지 않

으나, 10년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급여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의료검

사를 통해 자격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급여수준은 노령연금

에 준하며, 21세 미만 연령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령과 피부

양 상태에 따라 별도의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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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7> 장애 연금 급여액
단위: 달러

급여 대상 2주치 급여($)

18세 미만
피부양자(dependent) 322.70

자립자(independent) 498.70

18-20세
피부양자(dependent) 365.80

자립자(independent) 498.70

21세 이상 670.90

자료: Centrelink, 2011

추가적으로 ʻ이동수당(Mobility Allowance)ʼ이라고 하여, 장애인이 

유급노동이나 직업훈련 또는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중

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된다. 즉, 자동차나 기타 이동 수단 

이용으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급여자격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4주당 최소 32시간의 유급노동이나 훈련에 참가해

야 하며, 급여액은 2주당 83.0달러이다. 실업수당, 양육급여 또는 장

애연금 수령자는 2주당 116.20달러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자격조건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권리는 노동시장에서의 기여를 통해 발생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급 노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소

득을 유지할 수 없는 자는 누구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

여된다. 즉, 호주의 소득 지원은 거주와 욕구에 기반하고 있다. 개별 

급여는 특수한 자격조건을 적용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조건은 크게 거주요건(residence requirements)과 소득(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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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산(asset) 조사 등 두 가지를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호주 사회보장 급여는 호주 거주민(Australian resi-

dents)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호주 사회보장에서 정의하는 

호주 거주민은 호주 시민(an Australian citizen), 영주권자(the holder 

of permanent visa), 그리고 기타 법으로 보호되는 특수 범주의 거주

민(the holder of Special Category visa)을 포함한다. 거주민 요건과 

함께 몇 몇 사회보장 급여에는 거주기간 요건(period of qualifying 

residence)이 적용된다. 즉, 신규 이민자들의 경우 실업 및 기타 수당

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2년의 거주가 요구된다. 단, 가족세

제급여를 포함한 일부 가족 지원 급여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이 

면제되어 적용되는 경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호주 거주 기간은 호주 

내에서의 거주 기간으로 측정되지만, 호주와 협약이 되어 있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거주기간도 호주에서의 거주기

간으로 인정되기도 한다(Koken & Smith 2005). 또한, 난민(refugees)

들과 그 가족,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된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s)

에게는 대기기간(waiting period) 없이 사회보장 급여 자격이 부여된

다. 사회보장 급여 대기기간은 1991년 개정 사회보장법에 의거 시행

되어 오고 있는데, 신규 이민자들의 사회보장 급여 접근권을 제한함

으로써 복지권과 사회권을 제약하는 요소라는 비난이 있어 왔다

(Carney 2006a; Koller 1997).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에 대해 신규 

이민자들이 초기 정착 시기에 사회보장체계에 곧바로 의존하는 것

보다 자립 의지를 장려한기 위한 정책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ʻ특별

급여(Special Benefit)ʼ이라고 하여, 사회보장 이외에 수단으로 생계

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대기기간 예외 규정을 두

고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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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주요 급여 수령자 추이

단위: %

자료: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2010

일부 사회보장 급여는 장기간 호주 거주를 요구하는데, 노령연금

(Age Pension)과 장애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s)을 받기 위해

서는 10년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두 가지 급여는 다른 급

여들에 비해 장기간의 생애에 걸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genuine) 호주 거주민에 한하여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호주 정부

의 의향이 반영되어 있다. 동시에 장기간 거주요건 적용을 통해 급

여 대상자를 축소함으로써 사회보장 재원을 보호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이다(FaHCSIA 2009).

2009년 현재, 가족세제급여를 제외하고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인

구는 480만 여 명에 달한다(Department of Families, 2010). 이 중, ʻ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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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연금ʼ 수령자가 가장 큰 비율(43.9%)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ʻ장애

연금ʼ(15.7%), 그리고 ʻ실업수당ʼ(10.7%)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최근 

10년간 주요 급여에 대한 수령자 경향을 살펴보면, 노령 및 장애 연

금 수령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실업과 관련한 수당 수령자 

비율을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호주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을 향상시키는 장점 때문에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조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선

호해 왔다(Carney 2006b). 이로 이해 평등한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보편적 사회보장 급여가 발달하지 못했고, 선별적 급여 모델을 구축

해 왔다. 기본적으로 호주의 모든 급여는 소득 또는 자산 조사를 거

쳐야 하다. 시각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제외

한 모든 연금과 사회보장 급여는 소득조사를 통해서만 자격조건이 

결정되며,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s)을 제외한 대부분의 급

여에 대해서는 자산조사가 실시된다. 일부 실업 관련 급여는 소득 

및 자산조사에 더하여 구직활동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만 

지급된다.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accumulative) 동시에 고려되지 

않고, 둘 중의 하나를 대안적(alternative)으로 적용하되(Carney 2006b), 

둘 중 낮은 급여를 산출하는 것을 채택하게 된다(Welfare Rights 

Centre 2004).

급여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 단위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

으로 수당의 경우에는 급여 대상자의 2주치(fortnightly) 소득을 고려

하고, 연금과 가족세제급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연간 가족소득

(annual family income)을 고려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급여들은 가족

의 잠재적 지불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소득 및 가족자

산 조사가 실시된다(Carney 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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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수준 결정

소득 및 자산조사는 소위 자유영역(free area 또는 threshold 

amount)이라고 하여, 급여대상자가 최대의 급여액 받을 수 있는 소

득 및 자산 기준을 제공한다. 소득과 자산이 이 자유영역을 초과하

는 경우 연금, 수당 및 가족세제급여는 정해진 비율(taper rates 또는 

reduction rates)로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당은 연금에 비해 

낮은 자유영역과 높은 급여감소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

의 경우 자유영역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1달러의 소득증가에 대해 

40센트만 소득으로 간주하는 반면 실업수당(New Start Allowance)의 

경우 추가소득이 2주에 250달러에 달할 때까지는 1달러당 50센트, 

그리고 250달러를 넘을 경우 1달러당 60센트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감소시킨다(Department of Treasury, 2008). 이는 수당 수령자

들은 연금 수령자에 비해 계층 특성상 정규직(full-time) 등 안정적인 

고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

되면 정부 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충

분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Ziguras 2010).

호주 사회보장 급여 수준의 적절성(adequacy)은 호주 사회정책 학

계에서 그다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P. Saunders & Wong 2011). 

실제로 호주는 공식적인 빈곤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 수준의 

사회보장 급여가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할 객관적인 준거가 존재

하지 않는다(Harmer 2009).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본 생활수준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없다. 전통적으로 호주 학계에

는 헨더슨 빈곤선(Henderson poverty line)50)을 대안적으로 이용해 

50) 헨더슨 빈곤선은 1973년에 최초로 측정되었으며, 4인 가구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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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스웨덴 덴마크 OECD

가족급여(4인가구, 
중간가구소득 대비)a

19.9 42.6 56.2 33.7 31.6 42.7 33.0

노령연금 
(중간소득 대비)b

51.8 41.1 55.8 58.0 64.3 59.6 60.1

실업급여(4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c

47 71 60 76 58 73 67

왔고, 호주의 사회보장 급여의 절대적 적절성 역시 이 기준에 근거

하여 평가되어 왔다. 대체적으로 호주의 사회보장 급여는 헨더슨 빈

곤선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왔고(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2011),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2004).

<표 2-5-8> 호주 사회보장 급여의 적절성 국제비교

단위: %

자료: a: (OECD, 2009), b: (Tiffen & Gittins, 2009), c: (OECD, 2010)

사회보장 급여의 국제비교는 호주 사회보장 급여의 상대적 적절

성이 급여 범주에 따라 차이가 남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가족급여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호

주의 가족세제급여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령연금과 실업급

여의 소득 대체율을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 다시 논

의되겠지만,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급여는 강제기업연금 제도의 

성숙과 함께 적절성에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

가처분 소득에 기반하여 책정되었다. 다른 가구 유형은 균등화 지수(equivalence 
scales)을 이용하여 재산출되며, 매 분기마다 가구 가처분 소득 지수를 이용하여 갱
신된다. 대략적으로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주당 평균 소득의 56.5% 수준을 유지해 
왔다(Johnso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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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 대중의 낮은 지지는 향후에도 실업급여의 

적절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P. Saunders 

2002). 급여 범주에 따른 급여 적절성의 차이는 호주 정부의 사회보

장 급여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관리체계

1. 연방정부 중심 체계

호주 정부체계는 크게 연방정부(Federal), 주정부(States and Territories), 

그리고 지방정부(Local)로 구분되어 있다.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주

정부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건, 

주택, 장애, 그리고 교육 등 많은 사회정책 영역에서 주정부가 실질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공동책

임의 원칙 하에, 연방정부는 정책개발 및 입안에 관한 책임을 짐과 

동시에 지방정부가 이를 시행하고 관리하도록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을 하도록 역할분담이 되어 있다. 

그러나, 연금이나 수당 등 소득보장 관한 한 연방정부가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McClelland 2010).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통제

권은 주정부 간의 복지자원 및 사회보장 급여의 균등화(horizontal 

imbalance equalisation)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

보장 지출 재원 마련 능력을 충분히 갖춘 주정부의 형평성 논란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 또한, 주정부는 사회보장 재정에 관한 한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클 수밖에 없다. 즉, 전체 조세수입의 8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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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귀속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정

책입안 및 시행은 크게 제한적이어서, 수직적 재정 불균형(vertical 

fiscal imbalance)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보장 정책 시행 능력 부

족은 주정부 자체의 욕구중심적 사회보장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역할 분담은 정책 공백(policy gaps)

이나 중복 책임(dual responsibility) 등의 비효율을 유발할 수도 있다

(Hughes 1998).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는 주정부간 그리고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정책 조율을 담당할 협의 기구(Council of Australian Govern- 

ments)를 두고 있다(C. Saunders 2003). 이 기구는 수상을 비롯하여 

주지사 및 지방정부 협의회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로 보육, 주택, 보건 및 지역사회 서비스 현안에 관하

여 정책적 협의가 이루어진다. 정부간 협의를 담당하는 최고 기관인 

ʻ호주정부 협의회(COAG)ʼ는 1992년에 처음 설립되었다. 사회보장 

관련 이슈만을 다루는 기구는 아니며, 교육, 경제 그리고 기후변화 

등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을 지니는 제반 분야에 관한 정책 개발과 

협조를 담당한다.

2. 전달체계

호주의 거의 모든 공공부조성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는 ʻ센터링

크(Centrelink)라는 기구를 통해 제공된다. 하워드 보수당 정부의 사

회보장 관리체계 효율성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에 설립된 센

터링크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혁신 전

략으로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Halligan 2008). 센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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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전신은 ʻ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구는 사회복지 급여전달 업무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 

업무도 겸하는 거대 조직이었다. 이 기구는 당시 실업자 등록을 포

함한 실업 관련 업무를 별도로 관장해 오던 ʻ교육노동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ʼ와 기능적 연

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부처 사이의 업무 중첩 및 이로 인한 서

비스의 비효율성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들을 단일 청구(one-stop welfare shop)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에 의해 결국 센터링크가 설립된 것이다.

현재 센터링크는 아동보호(Child support) 및 메디케어(Medicare) 

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는 ʻ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ʼ에 

소속되어 있다. 센터링크의 주요기능은 정책수립에 있지 않고, 다양

한 정부부처와 연계되어 서비스 전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321개의 서비스 센터(Customer Service 

Centres)와 26개의 콜센터(Call centres)가 운영중이며, 전화 및 웹사

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약 710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1,280만 개의 사회보장 급여를 전달하고 있다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1).

센터링크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이지만, 그 재정수입은 정부의 직

접적인 재정 할당(direct appropriation)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즉, 

다른 관련 부처로부터 서비스 전달업무를 이양받고, 업무량에 기반

하여 해당 부처로부터 예산을 할당받는 특이한 형식의 재정수입 구

조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부처에 전달 서비스를 판매하

는 것이다. 이러한 센터링크 재정조달 방식은 ʻ구입자 제공자 모델

(purchaser provider model)ʼ로 불리기도 한다. 예산 규모에 따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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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역시 복지, 교육, 그리고 노동 등 사회

보장 관련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2-5-9> 센터링크 서비스 판매 수입(2010~2011)

단위: 천 달러, %

부  처
수입

(천달러)
비율
(%)

교육 노동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101,205 62.6

보훈청(Department Veteransʼ Affairs) 10,213 6.3

가족, 주택 및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6,499 4.0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nd Trade) 5,737 3.6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 Electoral Commission) 5,433 3.4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4,762 2.9

환경부(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Efficiency) 3,926 2.4

법무부(Attorney-Generalʼs Department) 1,588 1.0

교통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261 0.8

기타 부처 2,739 1.7

외부 기관 18,230 11.3

전체 서비스 수입 161,593 100.0

자료: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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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의료제도

호주는 17세기 초 유럽에 처음 알려진 후 1777년부터 영국의 지

배를 받았으며, 19세기 들어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고 1901

년 1월 1일에 영국여왕을 수장으로 하는 호주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으로 발족되었다. 따라서 의료제도의 형성과정에는 유

럽국가의 관련제도와 영국 식민지 시대 죄수와 군인에 대한 정부의 

의료공급이 영향을 미치면서 근간을 이루어왔다. 

19세기말 독일의 비스마르크 모델에 기초한 “산업재해 및 건강보

험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정부는 일부 공공급여의 시행과 민간

기금에 의한 임의건강보험 확대를 지원해 오다가 1984년에 “Medicare”

로 일컬어지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였으며 이로부터 현

재, 개인의료비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Medicare 급여와 정부에서 보

조하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지불되고 있다.

매년 총 의료비의 약 70%가 조세 등의 공공재원으로부터 지출되

고 있는 가운데, 국민 1인당 연간 총 의료비는 2009년 3,445미국달

러로서 OECD 회원국 평균인 3,233미국달러를 조금 웃돌고 있다. 

또한,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1960년에 비해 10.7세 증가한 81.6세

로서 일본,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

고 있다(OECD 2011). 이와 같은 지표들은 세계적으로 호주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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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주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

나 최근, 정부는 의료제도의 성과에 대한 재조명과 미래 의료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b).

이에 여기서는 호주 의료제도의 관리운영체계, 의료자원공급, 의

료서비스제공체계, 의료재정관리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개혁의 논

점이나 추진방향에 대하여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1절❘ 관리운영체계

호주 의료제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들과 이들에 

대한 관리메커니즘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 가운데, 거의 모든 부

문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층적 행정조직체계(multi-tiered system) 하에서 연방정부, 주정

부, 지방정부는 각각 의회(Parliament)와 행정부(Executive govern-

ment)를 두고 법률의 입안과 이에 대한 집행을 분담하고 있으며, 의

료제도의 경우 연방행정부(Australian Government) 및 주행정부(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의 보건 및 노령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51)의 업무로 분류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 

하의 지방행정부(Executive body of local councils)에서도 일부 역할

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51) 1919년 유행된 인플루엔자(Spanish influenza pandemic)의 피해와 관련하여 1921년 전
염병관리를 위한 연방 보건부(The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가 창설되었
으며, 이후 연구 및 전 국민 의료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명칭도 변경되어 2001년부터
는 보건 및 노령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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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정부

연방정부의 보건 및 노령부는 2011년 6월 현재, 장관(Secretary)이

하 7명의 차관(Deputy secretary) 및 수석의료관(Chief Medical Officer)을 

포함하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와 이들 산하에 있는 20

여개의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주요 기능은 국가단위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조세

(income tax) 등을 통해 마련된 자원을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배분하는 것으로서, 주정부의 

공공병원서비스, 환자본인부담의 의약품비와 일반 및 전문의료서비

스, 민간부문의 노인의료서비스, 민간의료보험 등이 지원대상에 포

함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자원배분은(사전)협약에 의하거나 직접 교부(direct 

grants) 또는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연방정

부는 국가단위 정책목표에 맞추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

에 주정부에서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주정부에 

대한 예산배분방식에 영향을 미쳐 왔다. 즉, 연방정부는 1998~1999

년부터 정기적으로 개별 주정부와 성과에 기반한 재정협약(Public 

Health Outcome Funding Agreements)을 체결하고 매년 그 결과를 

점검해 왔으며, 최근에는 국가의료개혁협정(National Health Reform 

Agreement)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성과관리에 힘쓰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자원배분과 관련하여서는 기준

이나 합의된 수준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

는 가운데, 재정수요가 점차 증대됨과 아울러 정부 간 갈등도 커지

는 분위기에 있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b).



297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2. 주정부

6개 주(State)와 2개 영토(Territory)로 구분되고 있는 총 8개 주정

부는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

지는 지방세(income tax), 자동차등록세, 토지세 등을 통해 자체적으

로 조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정부 예산은 도로, 학교, 주택, 

병원, 경찰, 응급서비스 등 주정부 관할업무에 배분되어 지출되고 

있다.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보건정책 방향과 지역사회 요구를 감안

한 주 차원의 정책결정과 예산책정, 재정계획의 수립 및 실행, 광범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대부분의 급성병원과 정신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에 대한 

직접관리와 이들로부터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지역보건 및 공공보건서비스의 제공과 보건의료 전문인력

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상당부분 공공병원과 지

역사회기반 서비스에 할당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부문의 지출은 주

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2005년 New South Wales 주

정부의 의료부문 지출은 전체 주정부 예산의 약 26%를 차지하였

다.52)

비교적 높은 예산배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부문의 재정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최근 들어 연방정부의 지원에 의존하

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재정수지를 맞추고자 주정부 관할 의료서비

52) 나머지 주정부 예산은 교육 및 훈련 25%, 사법업무 10%, 지역사회서비스 7%, 도로
교통 16%, 환경보전 1%, 1차산업 2%, 예술분야 3%, 인프라조성 1%, 기타 9%로 지
출됨(www.peo.gov.au/students/c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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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연방정부 책임의 의료서비스로 유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

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b).

3. 지방정부

주지방정부법(state local government act)에 의해 설치된 지방정부

는 8개 주정부 산하 시군(cities, municipalities, shires)으로서 전국적

으로 560여개에 이른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일정부분 주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그외

에 조세나 인허가세, 서비스이용료 등을 통한 자체조달도 이루어지

고 있다. 

지방정부는 인구규모나 지리적 여건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특

성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관할업무로서 지역내 폐기물, 수질, 검열 

등 환경위생과 관광, 우편, 소방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

의료부문에서는 가정간호(home care)와 유방암 검진과 같은 질병예

방서비스(personal preventive service)에 관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부 간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

부의 의료서비스 재정에 대한 역할분담이 의료제도에 대한 포괄적

인 이해를 결여한 채 이루어짐으로써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책임소

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측이나 의

료서비스제공자측은 공히, 잘못된 재정인센티브 하에서 의료연속선 

상 핵심 분야에 대한 불충분한 재정배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공급

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제도의 복잡성으로 이용 상

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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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료자원공급

1. 의료인력

호주의 2009년도 보건사회부문 종사자 수는 총 인구의 약 5.5%에 

해당하는 1.2백여 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 가운데 11.1%를 차지하

고 있다(OECD 2011). 또한 2006년도 의료서비스 분야 종사자 수는 

전체 노동인구의 7.3%에 해당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의료환경이 지

속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25년까지 의료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수요는 전체 노동인구의 20%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9b).

전문인력으로는 의료분야에 의사와 전문의사, 치과의료분야에 치

과의사와 유사치과의료사(allied dental practitioner), 간호분야에 간

호사 및 조산사가 있으며 그밖에도 민간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물

리치료사(physiotherapist), 척추지압사(chiropractor), 자연요법사(natural 

therapist) 등의 보조의료사(paramedical)가 있다. 

가. 의사

2009년도 총 등록의사수는 82,895명으로, 이 가운데 87.7%가 의

료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가용의사수는 인구 10만 명당 350

명(FTE)으로 2005년 대비 2009년에 21.4% 증가하였다(AIHW 2011d).

2009년도 총 임상의사 중 38%가 1차진료의사(primary care practi-

tioner)이며, 나머지는 전문의(specialist)와 병원의 비 전문의가 각각 

35.9%와 11.4%를 차지하고 있다. 

임상의사의 평균연령과 여성의 분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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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명)

여성비율
(%)

평균연령
(세)

주당 
근무시간
(시간)

인구10만당
의사수

(FTE, 명)1)

임상의사 (Clinicians) 67,613 35.8 45.3 42.5 327.3

1차진료의사
(Primary care practitioners)

25,707 39.4 49.3 38.3 112.1

병원 비 전문의사
(Hospital non-specialists)

7,677 47.2 33.5 45.9 40.1

전문의사
(Specialists)

24,290 25.4 49.3 43.7 120.9

전공의사
(Specialists-in-training)

9,154 43.6 33.1 48.5 50.6

기타 임상의사
(Other clinicians)

785 39.9 45.6 36.1 3.2

비 임상의사 (Non-clinicians) 5,126 34.7 49.6 39.4 23.0

Total 72,739 35.7 45.6 42.2 349.6

특히, 전체 의사 중 여성의 분율은 35.7%로 35세 이하의 경우에는 

49.5%로 거의 반수에 달하고 있다(<표 3-1-1> 참조).

<표 3-1-1> 의사의 특성별 현황(2009년)

단위: 명, %, 세, 시간, FTE

  주: 1) full-time equivalent(FTE) : 주당 40시간 근무기준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Medical Labour Force 2009, 2011:4

지역별로는, 2009년도 주요 도시와 외곽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가 각각 392명과 206명으로,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

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전문의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그림 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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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지역별 의사 분포(2009년)

단위: 십만 명 당 의사 수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Medical Labour Force 2009, 2011:6

의학교육은 6년 또는 5년의 대학과정과 4년의 대학원과정에서 각

각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총 18개의 의과대학을 두고 있

다. 이들 의과대학에는 총 15,397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의과대

학생의 15.9%는 외국인이다.

의과대학 입학생수는 2000년 대비 2010년에 두배 이상(109%) 증

가하였으며, 이처럼 의과대학 졸업생수가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의사수 과잉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그림 3-1-2] 참조).

비 임상의사(Non-clinicians)
기타 임상의사(Other clinicians)
전공의사(Specialists-in-training)
전문의사(Specialists)
병원 비 전문의사(Hospital non-specialists)
1차진료의사(Primary care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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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의과대학 졸업생수 추이(1997~2009년)

단위: 명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 Medical Training Review Panel_14th Report, 

2011:2

외국인 의사로서 국내취업비자를 받아 활동하는 의사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농촌이나 외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의사에 대한 취업비자는 전체의 약 1/3을 영국과 아

일랜드 신청자에게 주어지고 있으나, 실제 활동의사에서는 인도계

가 비교적 높은 분포를 유지하고 있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11b).

나. 치과의사 및 유사치료의료사

치과전문인력으로는 치과의사(general dental practitioner)와 치과

전문의사(dental specialist)외에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 치과치

료사(dental therapist), 치과위생사와 치과치료사 자격을 겸한 구강건

강치료사(oral health therapist), 치과기공사(dental prosthetist) 등의 

유사치과의료사(allied dental practitioner)가 있다.

외국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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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치과전문인력의 유형별 구성비는 치과의사 67%, 치과

전문의사 10%, 치과치료사 9%, 치과기공사 7%, 치과위생사 5%, 구

강건강치료사 2%로서, 유사치과의료사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활동 중에 있는 치과의사수는 전문치과의사를 포함, 1996년 대비 

2006년에 인구 10만 명당 46.6명에서 50.3명(FTE)으로 약간 증가하

였다([그림 3-1-3] 참조).

[그림 3-1-3] 치과의사 추이(1996~2006년)

단위: 명

56.2 56.0 57.4 59.0 

46.4 46.9 48.7 50.3

0

10

20

30

40

50

60

70

1997 2000 2003 2006

등록치과의사수 취업치과의사수

(인구10만명당,명)

자료: Balasubramanian M & Teusner DN, Dentists, specialists and allied practitioners 

in Australia: Dental Labour Force Collection 2006, 2011:7

치과의사의 대부분이 민간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중

이 증가하면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에 있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치과의사의 경우에도 도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력의 지역 간 균형배분을 기하고자 

신규 치과대학의 경우 지방에 설립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효

과는 2015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Common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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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간호사수

(명)
평균연령

(세)

주당
근무시간
(시간)

인구10만당
간호사수

(명)1)

임상 (Clinician) 250,786 44.1 33.2 998

행정 (administration/management) 29,971 47.3 39.2 141

임상간호 (Clinical nursing) 220,815 43.7 32.4 858

비임상 (Non-clinician) 25,965 46.4 33.9 106

교육훈련 (education, supervision) 9,570 45.0 36.7 42

연구 (Research) 2,325 45.1 34.2 10

기타 (Other) 14,070 47.6 32.0 54

Total 276,751 44.3 33.3 1,105

of Australia, 2011b). 

다. 간호사

2009년도 활동 간호사수는 27만 6천 여 명으로 2005년에 비해 

13.3% 증가하였다. 간호사의 2005년 대비 2009년 주당 평균 근무시

간은 약간 증가하였고 동 기간 중 전일근무자 비율 또한 다소 증가

함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 수는 2009년 1,105명(FTE)으로 

2005년에 비해 6.2% 증가하였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11b).

<표 3-1-2> 간호사의 특성별 현황(2009년)

단위: 명, 세, 시간

  주: 1) 주당 38시간 근무 기준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Nursing and Midwifery Labour 

Force 2009, 2011:4

지역별로는 주요 도시와 외곽 지역의 인구 10만 명 당 간호사수

가 2009년에 각각 997명과 1,240명으로서 의사와는 반대로, 도시지

역보다 원격지역에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다([그림 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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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지역별 간호사 분포

단위: 십만 명 당 의사수

주: FTE(full time equivalent): 주당 38시간 근무 기준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Nursing and Midwifery Labour 

Force 2009, 2011:6

의료인력 공급과 관련한 논점은 주로 지방 등 외곽지역에 종사하

는 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의 부족에 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우

려는 이들 지역에서 이미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는 외국인 의사나 

의사인력의 전반적인 고령화 등과 맞물려 향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Commonwealth of Australia, 2011b).

2. 의료시설

의료서비스는 의원, 병원, 지역사회 기반 의료기관, 그리고 가정

에서 제공되고 있다. 의학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진전은 과거에 주로 

병원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상당부분 지역사회나 가정 등 병원 밖

으로 이동시켰으며, 병원에서는 입원기간의 단축이나 외래서비스로

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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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 2009–10

공공병원 (Public hospitals)

   공공급성병원 (public acute hospitals) 736 736

   공공정신병원 (public psychiatric hospitals) 19 17

소  계 755 753

민간병원 (Private hospitals)

   낮병원 (Private free standing day hospital facilities) 256 293

   기타 민간병원 (Other private hospitals) 291 280

소  계 547 573

계 1,302 1,326

병원은 크게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공공병

원은 주로 주정부 소유로서, 기타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서 설립하

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형태의 병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공공병

원은 급성기 치료를 위주로 하는 공공급성병원과 정신질환치료를 

담당하는 공공정신병원으로 구분되고 있다. 

민간병원은 회사나 종교단체 그리고 민간보험기금에 의해 설립되

고 있으며 영리 또는 비영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병원에서

는 과거에 비해 복합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9~2010년도 병원수는 공공병원(Public Hospital) 753개소 민간

병원(Private Hospital) 573개소 등 총 1,326개소로서, 최근 5년간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표 3-1-3> 참조).

<표 3-1-3> 병원 현황(2005~2010년)

단위: 개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n hospital statistics 2009–10,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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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 2009–10

공공병원 (Public hospitals)

    공공급성병원 (Public acute hospitals) 52,236 54,812

    공공정신병원 (Public psychiatric Hospitals) 2,366 2,088

소  계 54,601 56,900

인구 천명당 병상수 2.66 2.57

민간병원 (Private hospitals)

    병원 (Private free standing day hospital facilities) 2,114 2,260

    기타 민간병원 (Other private hospitals) 24,113 25,778

소  계 26,227 28,038

인구 천명당 병상수 1.28 1.27

계 80,828 84,938

인구 천명당 병상수 3.93 3.83

2009~10년도 병원의 병상수는 공공병원 56,900병상, 민간병원 

28,038병상 등 총 84,938병상으로서, 인구 1,000명당 3.83병상이며 

OECD 회원국 평균 4.9병상보다 적다(OECD 2011).

병상수는 2005~2006년 이래 연평균 1.2%씩 증가하였으며 증가폭

은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에서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공정신병원의 경우 병상수가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

기간에 걸쳐 진행된 정신질환자의 탈입원화에 따른 결과로 여겨지

고 있다(<표 3-1-4> 참조). 

<표 3-1-4> 병상수 현황(2005~2010년)

단위 개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n hospital statistics 2009–10, 

2011:11

기관수 및 병상수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병원은 크게 

11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들은 규모, 소재지, 제공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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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수  

 소재지 서비스내용  

병원유형
주요
도시

지역
외곽지역 
Remote 

계
응급실 
운영

사고,
응급
관리

외래
진료소 
운영

수술
Elective 
surgery

평균 
병상수

일반병원
(Principal referral)

50 24 1 75 75 75 74 74 413

모자전문병원
(Specialist womenʼs 

and childrenʼs)
11 0 0 11 9 9 11 11 199

대형 (Large) 26 16 1 43 41 41 38 36 142

중형 (Medium) 23 69 0 92 30 76 8 46 64

소형급성 (Small acute) 0 116 38 154 20 146 2 20 22

정신 (Psychiatric) 13 4 0 17 0 0 0 0 123

재활 (Rehabilitation) 6 2 0 8 0 0 1 1 69

육아 (Mothercraft) 8 0 0 8 0 0 0 0 26

소형비급성
(Small non-acute)

16 54 13 83 3 61 1 3 32

복합 (Multi-purpose 
services)

0 45 33 78 0 70 0 0 12

기타 (Other) 28 86 70 184 6 122 0 1 11

계 181 419 156 753 184 600 135 192 76

료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표 3-1-5> 참조).

<표 3-1-5> 공공병원 유형별 특성(2009~2010년)

단위: 개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n hospital statistics 2009–10, 

2011:74 

❘제3절❘ 의료서비스제공체계

의료서비스는 병원, 의원, 재활센터, 지역보건센터, 이동진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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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담실, 환자 가정, 직장 등 매우 다양한 시설 및 환경에서 사

전예방, 치료, 재활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에 따라 일반개업의사 진료, 

병원 진료, 전문치료(specialised care), 지역사회기반 의료, 기타 민

간부문 의료전문가 치료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 상태에 따라 이용 상의 제한이 초래되기도 한다. 

1. 일반개업의사 진료

일반개업의사 진료는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것으로, 원하는 의사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예방이나 상담 등 주로 1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

며, Medicare 급여를 통해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다.

2. 병원 진료 

병원 진료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응급실, 외래진료소, 병실

입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원의 경우 당일(same-day basis)

로도 제공되고 있다.

가. 응급실 진료(Emergency department services)

응급실 진료는 주로 공공병원에서 제공되고 있다(2008~2009년 총 

응급실 진료의 약 94%). 공공병원의 이용은 구급차 등으로 환자가 

직접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혹은 의사의 진료의뢰를 통해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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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적정시간 진료자율(%) Proportion seen on time 69 70 69 70 70

진료대기시간(중앙값, 분) 24 24 24 23 23

진료대기시간(90퍼센타일, 분) 123 120 124 119 115

입원율(%) 28 27 27 27 27

진다. 공공병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가운데, 모든 국민은 본

인부담금 없이 해당 병원이 지정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009~2010년도 공공병원의 사고 등에 따른 응급방문건수는 740

만건으로, 2005~2006년 이래 연평균 4.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공공병원의 2009~2010년도 응급실 진료대기시간은 중앙값 

23분으로 전체 방문자 가운데 70%만이 적절한 시간 내에 진료를 받

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와 같은 진료대기시간은 2005~2006년 

이래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응급실 진료환자 중 27%는 

입원으로 이어지고 있다(<표 3-1-6> 참조).

<표 3-1-6> 주요병원의 응급실 진료대기시간 및 입원율(2005~2010년)

단위: %, 분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n hospital statistics 2009–10, 

2011:98

나. 외래 진료(Outpatient care)

외래 진료에서는 응급실 진료가 아닌 비입원진료와 지역간호 등

의 방문서비스(outreach services)가 제공되고 있다. 

공공병원의 외래진료소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등 적절

한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전문의 진료가 제공되고 이를 근거로 환자

는 수술치료를 위한 대기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밖에도 비입원환자

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조제, 초음파 등의 진단병리검사, 지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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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비스(district and community nursing service)가 외래진료소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2005~2006년에서 2009~2010년간 전문의 진료는 연평균 3.0%씩 

증가하였으며, 진단검사나 의약품조제는 연평균 3.8%씩 증가하였

고, 알콜이나 약물 그리고 정신보건서비스는 연평균 0.8%씩 증가하

였다. 반면에, 지역간호 등 방문서비스는 연평균 2.9%씩 감소하였다.

한편, 민간병원의 외래진료소 등을 통한 비입원서비스는 

2008~2009년 총 비입원 병원 진료의 6.7%를 차지하였다. 민간병원

의 외래진료소에서는 신장투석, 방사선이나 내시경 등의 각종 진단

검사, 치과진료, 의약품조제, 알콜 및 약물치료, 정신질환, 유사의료

서비스(allied health services) 등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총 제공량의 0.5%로 매우 적은 양이기는 

하나, 지역간호 등 방문서비스와 사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 입원 진료(Admitted patient care)

입원 진료의 경우, 의료관리자(medical officer)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입원기간이나 치료내용이 결정되고 있다. 

2009~2010년도 입원은 약 850만건으로 이 가운데 60%인 약 510

만건이 공공병원에서 발생되었으며 그 중 반 정도는 당일(same-day)

로 제공되었다. 또한 총 입원의 40%를 차지한 민간병원에서는 약 

2/3가 당일로 제공되었다. 이에 따라 입원당 평균재원일수는 공공병

원에서 3.6일로 민간병원의 2.4일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입원건수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2005~2006년 대비 2009~2010년에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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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병원 민간병원 계

공공환자 (Public patients(a))   4,319,437  102,014 4,421,451

민간의료보험 (Private health insurance)      501,819  2,767,947  3,269,766

환자본인부담 (Self-funded)      58,715  285,850  344,565

근로보상금 (Workers compensation)      21,584   57,555     79,139

자동차보험 등 
(Motor vehicle third party personal claim)

    24,987     6,376    31,363

퇴역군인회 (Department of VeteransʼAffairs)     118,539     199,732   318,271

기타 (Other)   28,350    42,241  70,591

Total 5,073,431   3,461,715 8,535,146

13.6%와 21.6% 증가하였다. 입원건수는 55세 이상에서 성별에 관계 

없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85세 이상의 경우 남자와 여자

에서 각각 49%와 33%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2009~2010년도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공공병원의 경우 전체의 약 

85%가 공공환자로서 Medecare 급여 등을 통해 지불되었으며, 민간

병원의 경우에는 공공환자는 3%에 불과하고 약 80%의 환자가 민간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았다(<표 3-1-7> 참조).

<표 3-1-7>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환자의 의료비지불방법(2009~2010년)

단위: 건

주: (a) Medicare eligible patients who elected to be treated as a public patient and 

separations with a funding source of Reciprocal health care agreements, Other 

hospital or public authority (with a public patient election status) and No 

charge raised (in public hospitals). The majority of separations with a funding 

source of No charge raised in public hospital swere in Western Australia , 

reflecting that some Public patient services were funded through the Medicare 

Benefit Scheme.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n hospital statistics 2009–10, 

2011:134

이상과 같은 의료서비스제공체계 하에서, 노령층의 수요가 많은 

아급성의료서비스(sub-acute care services)의 부족과 이로 인한 자원



313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낭비가 지적되고 있다. 즉, 재활치료, 완화의료, 정신보건, 노인의료 

등과 같은 아급성의료서비스가 지역에서 적절히 제공되지 않음으로

써 이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의 급성병상을 점유하게 되는 점이다. 이

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2013~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1,300여 개 아

급성병상을 신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료서비스를 병원 중심에서 1차의료 중심으로 전환함으로

써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추세에 있다

(Common- wealth of Australia, 2011b). 

❘제4절❘ 의료재정

1. 재원 

2009~2010년 호주의 총 의료비지출은 GDP의 9.4%로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OECD 2011). 하지만 총 의료

비의 약 70%를 공공부문에서 지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비의 연차

적인 증가에 따른 정부의 부담 증대는 의료제도 개혁을 이끄는 주

요 요인이 되고 있다(<표 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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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GDP대비 총 의료비 지출 추이(1999~2010년)

단위: 백만 달러, %

년도
총 의료비지출
(백만 달러)

GDP 
(백만 달러)

GDP 대비 (%)

1999–00 52,570  663,810 7.9

2000–01 58,269  708,919 8.2

2001–02 63,099  759,028 8.3

2002–03 68,798  804,261 8.6

2003–04 73,509  865,271 8.5

2004–05 81,061  926,447 8.7

2005–06 86,685  1,001,440 8.7

2006–07 94,938  1,091,633 8.7

2007–08 103,563  1,185,740 8.7

2008–09 113,445  1,255,241 9.0

2009–10 121,355  1,284,827 9.4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Health expenditure Australia 

2009–10, 2011:19

공공부문의 의료비지출 가운데 약 2/3는 연방정부에서 그리고 나

머지는 주정부와 지역정부에서 조달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의

료비지출은 민간의료보험과 환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통해 발생되고 

있으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전체 의료비지출의 17%내외에서 유지

되고 있다(<표 3-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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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정부 (Government) 비정부 (Non-government)

연방
정부

주,
지방정부

계
민간

의료보험
본인
부담

기타(b) 계

1999–00 44.3 24.9 69.2 6.9 16.7 7.3 30.8

2000–01 44.4 23.3 67.7 7.1 18.0 7.2 32.3

2001–02 44.0 23.2 67.2 8.0 17.5 7.2 32.8

2002–03 43.6 24.4 68.0 8.0 16.7 7.3 32.0

2003–04 43.6 23.6 67.2 8.1 17.5 7.3 32.8

2004–05 43.8 24.0 67.7 7.7 17.4 7.1 32.3

2005–06 42.8 25.3 68.0 7.6 17.4 6.9 32.0

2006–07 42.0 25.8 67.8 7.6 17.4 7.2 32.2

2007–08 43.2 25.5 68.7 7.6 16.8 6.9 31.3

2008–09 44.1 25.1 69.3 7.8 17.2 5.7 30.7

2009–10 43.6 26.3 69.9 7.6 17.5 5.0 30.1

<표 3-1-9> 총 의료비 지출의 재원별 분포 추이(1999~2010년)

단위: %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Health expenditure Australia 

2009–10, 2011:31

연방정부는 주요 기능의 하나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1942년 이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주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Medicare를 위해 과세대상 소득의 1.5%를 목적

세로 부과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외에 지방세의 약 1/3을 추가

로 지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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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분 및 의료비지불방식

현재 호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흐름은 주요 개혁과제로 여

겨지고 있을 정도로 복잡성을 띄고 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와 의약

품을 대상으로 ʻMedicareʼ와 ʻ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ʼ의 두 

가지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Medicare는 지원조건이나 지원

방식이 환자,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

다([그림 3-1-5] 참조). 

가. 일반개원의(GP) 진료

일반개업의는 환자를 진료한 후 행위별수가제에 근거하여 진료비

를 부과하게 되며, 이를 ʻMedicareʼ 급여로 청구할 수도 있고 직접 

환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 의사는 Medicare 기준수

가(Medicare Benefits Schedule)53)의 85~100%를 적용하는 대량청구

방식(bulk-billing)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한편, 후자의 경

우에 환자는 의료비를 선 지급 후 기준수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ʻMedicareʼ 급여로 환급받게 되며, 기준수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

여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53) Medicare Benefits Schedule(기준수가) : Medicare 급여의 기준이 되는 고유수가제도로
서, 지불비율은 환자,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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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호주의 의료재정체계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 A Healthier Future for all Australians, 2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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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병원 진료

주정부는 공공병원을 통해 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재정지원 규모 및 의료서비스 제공조건 등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는 할당된 예산 내에서 공공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관계로, 협약기간 동안의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 대비

하여 비용효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개별 공공병원에 대하여 총액예산 방식(global pro-

spective budgets)과 일종의 호주식 진단군별 포괄수가제(patient case-

mix payments)54)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공공병원에서는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봉직의사와 

진료행위를 근거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의사를 통해 ʻMedicareʼ에
서 보장되는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병원에서 환자는 무료 혹은 본인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으며, 무료진료를 받는 공공환자는 진료의사나 진료시기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진료대기 상황

에 처하기도 한다. 반면에, 민간환자로서 의사선택권을 가질 경우에

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본인이나 민간보험을 통해 부담해야 

하며, 입원의료서비스에 대하여는 Medicare 급여를 통해 기준수가

의 75%를 상환해주고 있다.

2008~2009년 공공병원 전체 재원에서 본인부담과 민간의료보험 

급여는 각각 3%와 2%를 차지하였다([그림 3-1-5] 참조). 

54) casemix payment(호주식 포괄수가제) : 병원이 치료하는 질병에 대해  표준가격을 병
원에 지불하는 방식. 호주는 1985년 미국식의 진단군별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장기간의 경험을 축적하여 667개 항목별로 
분류된 the Australian national diagnostic related groups 라 불리는 표준 분류체계를 마
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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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공공병원 재원 분포(2008~2009년)

단위: %

자료: AIHW, Australiaʼs hospitals 2009–10: at a glance. 2011:10 

다. 민간병원 진료

민간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하여는 공공병원의 민간환자에서와 마

찬가지로, 연방정부에서 Medicare 기준수가의 75%를 상환해주고 있

다. 따라서 환자는 Medicare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본인 혹은 민

간의료보험을 통해 지출하고 있다.

2008~2009년 민간병원 전체 재원에서 민간의료보험과 환자본인

부담은 61%를 차지하였다([그림 3-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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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민간병원 재원(2008~2009년)

단위: %

      

자료: AIHW, Australiaʼs hospitals 2009–10: at a glance. 2011:10 

라. 약제급여(Pharmaceutical Benifits Scheme; PBS)

호주에서는 의약품소비가 비교적 많은 편으로, 처방 및 비처방의

약품과 보조의약품을 포함하는 전체 의약품소비는 연간 총 의료비

지출의 약 14%에 달하고 있다. 

PBS는 약품의 합리적인 가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약국과 병원에서 제공되는 처방의약품 가운데 PBS 등재 의약품에 

대해 연방정부는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PBS 급여는 일반대상(general)과 취약대상(concessional)의 두 그

룹으로 나누어 적용되며, 취약대상은 일반대상에 비해 처방전당 본

인부담금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일정액 이상

의 본인부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부담 축소 등 안전망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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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료보장

❘제1절❘ 개요

호주는 보편적인 국민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며, 주로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보장체계를 갖고 있다. 보건서비스는 

정부의 연방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다수의 공공 및 민간 제공자에 

의해 수행된다. 연방정부는 보건서비스보다는 재원을 제공하며, 또

한 약제와 노인의 요양서비스(너싱홈)를 지원한다. 6개 주와 2개 자

치령 정부는 연방정부와 함께 재정을 보조하고 공공병원과 정신건

강 서비스 및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를 관리한다. 민간 의료제공자는 

대부분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및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대규모 민

간 영역에는 보험 기금, 병원과 진단관련 산업 등이 포함된다.

의료보장체계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함께 

연방 및 주 정부 간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호주 의료

보장체계의 기초가 되는 핵심 원칙은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상기의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호주의 의료보장체

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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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료보장의 발전과정55)

1. 세계대전 후 의료보장(Post-war welfare state)

20세기 중반까지 호주의 의료보장은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거나 질병 기금(sickness fund)이라는 보험을 통해 제공되었

다. 민간 의원과 병원이 의료서비스를 담당하였고, 일부의 경우 주

에서 운영되는 공공병원과 자선병원에 의해 무료 치료가 제공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우애조합(the friendly society 

movement)은 실업수당과 상병급여를 제공하고, 조합원을 대신하여 

의사의 의료서비스를 구매할 뿐 아니라 인두제 지불을 협상하는 단

체로 보건의료체계의 원동력이었다.

호주 정부가 보건의료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56) 전쟁을 치루면서 국가의 권한이 더 강해졌을 

뿐 아니라 전쟁 후 국제적으로 복지 국가의 개발이 주축을 이루었

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호주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재향군인을 관리하는 

송환위원회(Repatriation Commission)가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의사

는 재향군인과 여성들을 치료하고, 연방정부 송환병원은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둘째, 부분적으로 실패하였지만, 노동당 

정부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설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셋째, 의료 및 

사회보장(연금지급과 같은)에 대한 광범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이 예

상치 않게 훨씬 확장된 역할로 이어졌고, 결국 헌법 개정을 이루게 

55)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중 Historical background를 토대로 작성.
56) Kewley TH (1973). Social security in Australia: 1900~1972. Sydney, Sydney.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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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941년부터 1949년을 이끌었던 Curtin과 Chifley 노동당 정부는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반복적인 노력을 기울였

다. 비록 의사, 이해관계자와 자발적인 보험기금, 보수 정당 등의 강

한 저항에 부딪쳤지만, 무료 약품에 대한 두 번째 제안은 1946년 단

기 약품급여법(the short-lived Pharmaceuticals Benefits Act)을 탄생

시켰다. 이는 의료의 사회화(socialized medicine)에 대한 첫 번째 단

계로 볼 수 있다.

1946년 헌법(Section 51, xxiiia)에 의거, 연방정부가 출산 수당, 미

망인 연금, 아동 수당, 실업과 약품 및 질병과 병원 급여 등을 지급

하도록 하는 법을 승인하였다. 또한 연방정부는 1950년 약품급여법

(the Pharmaceutical Benefits Act)을 통해 보조 약제제도를 도입하였

다. 또한, 1946년 병원급여법(the Hospital Benefits Act) 하에 연방정

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데 재정적 장벽이 없도록, 무료로 주정

부와 함께 공공병원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차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병원재정 협약의 기초가 되었다. 

1953년 제정된 국가보건법(The National Health Act)은 세계대전 

후 호주 의료보장체계의 4가지 주요 기둥을 통합하였으며, 향후 많

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

① 의약품 급여제도(the Pharmaceuticals Benefits Scheme)

② 병원 급여제도(the Hospital Benefits scheme; 주 병원에 대한 

연방 지원)

③ 1951년 법제화된 연금수령자 의료서비스(Pensioner Medical 

Services; 연금수령자를 위한 의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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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료급여제도(the Medical Benefits Scheme; 비영리 건강보험

제도의 구성원을 위한 의료비용 보조) 

2.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노동당 총리 Whitlam(1972~1975)은 의료전문직, 민간 건강보험과 

정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였

다.57) 법안은 1973년과 1974년 모두 상원에서 거부되었는데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상 · 하원 의회가 모두 새로

운 선거(건강을 주요 이슈로 한)를 치루게 되었다. 상기 법안과 다

른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 · 하원에 특별 의회가 설치되었다.

마침내 매디뱅크(Medibank)58)가 1975년 도입되었고, 건강보험위

원회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건강보험위원회가 그 비용의 85%를 상환하도록 하거나 의

사가 직접 벌크-빌링(bulk-billing)59)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병원 진료

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환자로 하여금 공공병원에서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 정부와 병원 비용-공유 협약을 체

결하였다. 

57) De Voe JE, Short SD (2003). A shift in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medical dominance: 
the case of Medibank and the Australian doctorsʼ lobb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7: 343–53.

58) 매디뱅크는 소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한 강제적인 건강보험제도로, 이는 1975년부터 
1983년까지 주요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다. 매디뱅크는 민간보험업계를 성장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르며, 1984년 호주 메디케어에 의해 대체되었다. 

59) 벌크-빌링(대량청구)은 호주의 건강보험 메디케어의 지불선택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환자에 대해 의사(개업의)는 정부로부터 급여수가의 85%를 직접 지불받
고, 환자는 그 차액을 부담한다. 이후 환자는 메디케어 지사에 본인이 부담한 진료
비 차액을 청구하여 지불받는다. 벌크 빌링을 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정부가 
직접 의사에게 100%의 진료비를 대신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주로 할인카드
(Concession card) 소지자나 15세 이하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등 다양한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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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이 이끄는 연립정부(1975~1983)에서는 매디뱅크가 지속적

으로 변화되었다. 개인은 매디뱅크를 탈퇴할 수 있고, 민간건강보험

을 구입하거나 가입을 유지할 경우 소득의 2.5%를 조세로 지불해야 

했다. 1981년까지 대부분의 국민이 병원진료를 위한 보험에 가입되

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공공병원을 위한 공공기금은 연방과 주 정부

간에 주기적으로 협상이 반복되어졌다.

이에 노동당 정부(1983~1996)는 오늘날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체계의 조세-기금과 메디케어에 대해 광범위한 재설계를 시도하였

다. 수입에 대한 초기 의무부과는 1.5%로 증가되었다. 국가건강보험

제도는 1996년까지 양당의 정치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 자유-국

민 정부(1996~)가 메디케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제3절❘ 법적 규제 기전60)

1. 규제(regualtion)의 개념

규제란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는 첫째, 법적 

강제와 설득의 다양한 기전을 통하여 정부 또는 비정부 관계자에 

의해 수행되는 제도 운영의 흐름을 조정하는 거버넌스(계획을 포함 

해서)를 뜻하며,61) 두 번째는 좁은 정의로, 경제의 조정 하에서 정

부나 그 관계자들에 의한 직접적 개입의 어떤 형태를 말한다. 셋째, 

가장 좁은 의미로 규제는 전문가, 공공기관에 의해 규칙을 통해 공

60)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중 Planning and regulation을 토대로 작성.
61) Braithwaite J, Healy J, Dwan K (2005). The governance of health safety and quality: a 

discussion paper. Canberra, Commonwealth of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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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는 것으로 강제적 준수와 모니토링을 위한 기전에 의해 시행된다. 

정부(국가적 혹은 지역적 수준에서 모두)는 재원조달(funding), 입

법, 행정적 권한 및 전문가 권한의 4가지 방법으로 보건체계의 규제

적 수단을 발휘할 수 있다.

호주 보건의료분야에서 연방정부와 공공 및 민간 의료제공자의 

권한과 책임의 구분은 정책과 규제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질병부담, 환자의 의료서비스의 안

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을 보장하는 

권력이나 지식을 가진 법적 수행자는 없다. 따라서 “네트워크 정부

(networked governance)”의 개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분할된 정

부 권한과 아울러 호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부를 지칭하는 특별

한 단어이다.62) 연방 및 주정부는 수많은 자문위원회를 활용하고 

광범위한 구성원을 통해 안전과 품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63)

연방 및 주 정부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보건의료에 대

한 계획을 수립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보건계획은 연방과 주 정부 뿐 

아니라 전문가 단체와 민간부문간의 협약을 필요로 한다.

보건의료부문의 기능적 영역에 있어 규제 행위는 재정, 공공부문 

관리(권한이양 및 합병 등), 약제와 의료기기에 대한 규정, 시설 규

제와 면허, 산업보건과 근로자 안전 및 보건전문가의 공급과 훈련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 분야는 강제적 권력에 의거 법적 권한이 모

두 적용된다.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법적 규제는 다양한 수행자에 의해 이루어

62) Braithwaite J, Healy J, Dwan K (2005). The governance of health safety and quality: a 
discussion paper. Canberra, Commonwealth of Australia.

63)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4a). Australiaʼs health 2004. Canberra, 
AI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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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 정부(연방, 주 및 자치령), 주립 기관이나 다른 권한단체(법정 

의료위원회) 뿐 아니라 비정부 부문. 비정부 기관은 시민단체(NGO), 

비정부 유사자치기구(QUANGOs), 병원협회, 전문가 단체, 고용주 

및 민간보험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이다.

2. 제3지불자에 대한 법적 규제(Regulation and governance 

of third-party payers)

지난 10년간 호주의 보건의료관리는 의료비용 상승 억제를 포함

한 구조적 효율성의 향상, 민간부문의 유지, 기술과 분배적 효율 증

진 및 공공 부문 관리의 새로운 형태를 구현하기 위한 의도의 미시 

경제적 개혁에 집중되어 있다. 의료부문은 1995년 이후 미시경제적 

개혁의 견지에서 정부에 자문을 수행하는 법적 독립기관인 생산성

위원회(the Productivity Commission)에 의해 국영 기업체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경쟁적 행동규범을 확대 적용하는 국가경쟁정책에 의

해 촉구되었다. 

총리 산하기관으로 운영되는 COAG(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 정부 포럼을 주도하였으며 1990년 초, 주정부 간 관

계의 긴장을 해소하고 연방체계의 기능적 책임의 격차와 중복을 줄

이기 위한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 이는 호주 정부와 각 주 및 자치

령의 대표가 참석하며, 광범위한 의제와 연방 재정을 담당한다. 

COAG 이외 다른 연방-주 정부의 장관급 회의는 특정 정책 분야에 

있어 주정부 간 자문과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정책 개혁을 모니터하고, 에너지, 물, 지역 발전과 직장과 주택, 소

비자 및 환경과 원주민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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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보건장관회의(the Australian Health Ministersʼ Conference, 

AHMC)는 연방 및 주정부의 보건부 장관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분야

의 핵심 정부간 기관이다. 이는 보건정책 발전과 구현에 대해 일관

되고 조화로운 국가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통합적 활동에 대해 동의하는 연간 메커니즘을 제공하

며, 건강 정책,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

고, 공공부문 건강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호주보건장관자문회의(Australian Health Ministersʼ Advisory Council, 

AHMAC)는 보건부장관에게 자문을 하는 일차적인 국가기관으로,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에 대해 통일되게 

성취되도록 지원한다. 

재원은 정부의 주요 규제 방법으로, 총 보건지출의 약 70%를 지

원한다. 연방정부는 주요 재원지원자(총 보건지출의 약 45%)이며, 

또한 정책입안자, 기획자 및 조절자이다. 연방은 건강서비스 제공보

다는 투자자이며, 예산 심의권은 상당한 규제 능력으로 작용한다. 

연방정부는 3가지 핵심분야에 자금을 지원한다; 의료급여, 약제급여 

및 공공병원이며, 이외 노인주거 의료 등이다. 연방정부는 의료급여

표(Medicare Benefits Schedule)에 따라 민간 일반의원과 전문의 등

에게 잠재적으로 영향력을 제공한다. 즉 연방정부가 의료급여를 지

불하는 서비스 범위에 대한 일정 금액을 명시한다. 약제급여제도는 

제약 부문에서 이해관계자에게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연방정부의 입법 권한은 헌법에 의해 유래된다; 1946년 병원급여

법, 1950년 약제급여법, 1953년 국가건강법과 1997년 민간건강보험 

인센티브법 등이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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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내  용

1946년 연방정부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병원급여법)

1950년 의약품을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약제급여법)

1953년 의료서비스를 위한 연방정부 보조금(국민건강법)

1975-1984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보건법 개정 1983)

1985년 재가 및 지역사회 보호법

1986년 장애서비스법

1989년 의약품법

1990년 일차의료 지불에 대한 성과급 원칙(예; 임상실무 인센티브 프로그램)

1994년 보건법(조사 권한) 개정법

1996년 메디케어 제공자 번호법(섹션 19AA, 건강보험법 1973)

1997년 노인복지법

1997년 민간건강보험 인센티브법

1999년 민간건강보험 리베이트 도입과 평생의료보험

2004년 본인부담을 위한 메디케어 플러스 자금 변경과 안전망 규정

2005년 호주 노인을 위한 민간건강보험 리베이트 인상

<표 3-2-1> 주요 의료개혁 및 정책 조치와 규정 등

자료: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2001

3. 제공자에 대한 법적 규제(Regulation and governance of 

providers)

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관리는 연방과 주 정부 차원 및 다양한 공

공 및 민간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이는 모호한 책임과 권한의 선상

에서 합의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비평가들은 아무도 호주 보건의료체계를 관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호주 정부의 보건부 장관과 모든 주정부 보건부 장관에 의해 설

립된 보건의료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호주 위원회는 2000년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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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05년 12월까지 운영되었고, 환자를 위한 보건의료의 안전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이끌었다. 이를 위한 정책자문

체는 호주 보건부장관의 회의에서 매년 환자안전에 관한 문제를 보

고함으로 이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공공

과 민간부문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쉽과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역할

을 강조하였다. 독립적인 의장과 임상의사, 소비자, 품질전문가, 공

공 및 민간기관의 최고경영진 등으로 이루어진 30명의 위원들로 구

성되어 주정부 공무원 포럼과 긴 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

메디케어 호주는 주로 보험급여(Medicare Benefits Scheme)와 약

제급여제도(Pharmaceuticals Benefits Scheme)에 대한 과정과 분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으로, 의사와 약사의 불법행위와 과잉서

비스를 모니토링하고 조사하는 종합적인 수용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 상담과 전문서비스 심사 제도를 통한 동료감사를 이용하여 규제

를 실행하며, 2004년과 2005년에는 9명의 의료제공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기소하기도 하였다.

주정부 및 자치령의 보건부는 보건의료제도, 특히 공공병원과 공

공의료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각 주정부의 의료법은 계획과 규제

력을 행사하는 보건부의 입법적 기초로서 공공 및 민간부분의 의료

제공자들의 기금 계약 등을 통제한다. 

병원 관리는 주 정부에서 담당한다. 공공병원의 재구성과 비용-효

율성 향상에 대한 압력은 병원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촉구한다. 대부

분 주 정부의 병원은 정해진 이사회가 반자율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몇몇 주에서는 보건의료기금에 대해 주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

고, 병원이사회를 폐지하기도 하였다. 뉴사우스 웨일즈의 병원은 

1980년대 중반 병원 이사회가 페지되었고, 빅토리아 주에서는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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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병원의 재정 위기와 도시 내부로부터 외부로의 병상수 재분배에 

대한 필요성 등으로 9개 병원이 폐쇄되거나 합병되었다. 

공공 및 민간부문 병원의 병원 인가는 주정부의 법적 협약에 의

해 수행되며, 이는 의료급여와 민간보험급여의 지불을 위해 연방정

부가 요구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제공자에 대한 법적 규제 중 하나는 의료전문가 면허 

등록으로 각 주 정부가 법적 등록기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있다. 전

문가 면허 등록소는 의료과오에 대한 문제를 조사하고 면허를 취소

에 이르는 중한 징계의 규율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호주 의료표준협회(the Australian Council on Health Care 

Standards)에 의해 제공되는 병원 인증은 1974년 보건시설의 품질 

인증의 절차로 독립적으로 설립되었다. 인증을 자발적이지만 대부

분의 대형 병원들은 인증을 받고 있으며, 현재 여러 주 정부에서는 

공공병원에 대해 인증을 요청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서는 인증

을 받은 병원에 대해 높은 지불율을 보증하는 등의 재정적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있다.

생산품에 대한 규정은 연방정부의 보건부에 속한 식품의약품안전

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에 의해 수행된다. 이는 

의료기기, 진단 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을 검토한

다. 또한 혈액과 조직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1989년 의약품법

(Therapeutic Goods Act)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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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관리운영체계

1. 개요

호주의 보건의료분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과잉체계를 이루게 

되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크게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각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주

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 등이다. 공공과 민간

부문간의 영역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경계선은 분명하지 않아 정부는 

법적 권한을 갖고 이러한 구분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연계하려고 노

력하고 있다.

정부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한

다. 우선 연방정부는 보건정책 수립과 자원배분의 역할을 하며, 메

디케어(Medicare)를 실행한다. 주정부는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공중

보건서비스와 건강증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주차원의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지방정부는 주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

로 예방접종, 상하수도, 식품위생 등의 공중보건 분야의 법률을 이

행하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원서비스를 담당한다.

의사들의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수

가는 정부에 이해 통제를 받는다. 보건의료 재원은 소득에 대한 과

세, 연방정부의 일반재정과 주정부의 세금, 민간부문에서 지출되는 

의료비(본인부담) 등이 있으며, 소득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이 주요 

재원이다. 주정부는 메디케어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

며, 이 지원금과 주정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병원, 지역사회 보건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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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호주 의료체계의 관리 구조

자료: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2. 연방정부

1901년 헌법은 주정부의 책임으로서 보건의료를 규정하고 호주에 

유입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 단지 검역에 대한 권한을 연방

정부에 부여하였다. 연방정부는 이후 40여 년간 공중보건과 전문적 

기능에서 벗어난 사소한 역할을 담당해왔다(Kewley 1973). 연방정

부에 대한 공중보건에 대한 조정역할에 대한 필요성은 1918년 인플

루엔자 유행으로 분명하게 되었고, 1921년 주정부 협약에 의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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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연방정부 기관인 보건부(the 

Department of Health)가 설립되었다. 업무는 전염병 예방과 격리, 

퇴역군인의 보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이후 연방정부는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1926년 설립된 연

방보건협의회(Federal Health Council)와 1937년 국립보건의료연구원

(National Health &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을 설립하여 

보건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또한 1964년 개정헌법이 연

방정부에 제약, 질병수당, 입원수당, 의료와 치과 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서 보건부의 기능이 활성화되었고, 연방정부의 보건의료

체계 내 역할 확대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호주의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능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 의료보험 급여수가의 기금과 관리(의료상담과 검사에 대한 소

비자 보조금)

￭ 약제급여 수가의 기금과 관리(약품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 부가가치세(GST), 일반세입공유 협약 및 목적세 등을 통해 주와 

자치령에 재정 지원

￭ 호주의료협정(구. 메디케어 협약)을 통해 주 및 자치령에 재정

지원(주로 공공 병원 서비스)

￭ 공중건강결과기금협약(Public Health Outcome Funding Agreements)

을 통해 주 및 자치령에 재정 지원(특정 공중보건활동)

￭ 건강서비스를 위해 비정부기관에 직접 보조급 지급

￭ 보건연구를 위한 기금 제공

￭ 보건전문가 훈련을 위한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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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이후 1987년, 1991년, 1993년, 1994년, 1996년 및 1998

년에도 명칭을 바꾸어 오다가 2001년 11월 보건 및 노령화 관리부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에서 보건 및 노령부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로 변경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 서

비스부에서 담당하던 재활서비스를 추가로 분담하게 되었다.64)

호주 연방정부인 보건 및 노령부의 기본목표는 모든 호주인을 위

한 보다 나은 건강과 활동적인 노년기(Better health and active age-

ing for all Australians)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65) 

연방정부는 두 장관과 보건과 노화 프트폴리오에 대한 정무차관

을 임명한다. 보건 및 노령부 장관은 전체 포트폴리오를 관할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메디케어 급여, 병원, 민간건강보험, 약제급여제

도, 보건인력 문제,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 우선순위, 농촌 및 지역 

건강, 보건 및 의학 연구, 생명공학, 원주민 건강문제와 전략적 정책

분석과 평가를 담당한다. 노화관리를 위한 장관은 노인의료, 청각서

비스 뿐 아니라 줄기세포 연구를 담당한다. 정무차관은 식품 정책, 

혈액과 장기기증,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술과 담배 및 불법 마약

에 대한 책임을 갖고 연방 보건장관을 지원한다. 

3. 주 및 자치령 정부

6개 주정부와 2개 자치령 정부는 기금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한다. 보건 포트폴리오는 현재 주 정부 예산의 약 1/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부분으로 정책 및 재정적 측면에서 주요한 주정부 관리 

64) http://www.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health-history.htm
65) http://www.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corporate-plan-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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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이다. 주 및 자치령 정부 차원에서 연방정부 보건 및 노령부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주 및 자치령 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보건의료서

비스에 대한 적절한 통합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

각 주정부에는 보건의료에 대해 책임을 맡은 장관을 두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주요 영역은 노인 및 지역사회 의료를 포함한 

휴먼서비스(human services)이다. 주정부는 자체적인 법적 범위와 호

주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건강서비스 관리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 아울러 주정부는 다음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공공병원과 정신병원의 재정지원과 관리

￭ 학교보건, 제한된 치과서비스, 모자보건, 산업보건, 질병예방 활

동 및 건강증진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공중보건 서비스의 광

범위한 제공과 재정 지원

￭ 의료전문가 등록서비스

￭ 공공 및 민간병원의 허가

￭ 지방정부에 대한 건강과 관련한 재정 지원

호주에서 연방주의의 전통은 지역적, 정책적, 조직 구조, 1인당 지

출, 인구 및 자원분포와 이용요금의 다양화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에

서 각 주에서 다소 다르게 발전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에서의 건강서

비스 구조와 패턴은 비용억제 및 질 관리를 위해 일반적인 압력으

로 주어진 부분을 수렴하고 있다. 주정부의 보건부는 시대에 따라 

관료정치와 정치적 선택에 의해 여러 차례 이름이 변경되고 재 조

직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병원, 지역사회 보건, 정신보건을 위한 행정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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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으나 보건위원회(health commissions)로 합병되어졌고; 

1980년대 초반에는 일부 주에서 보건과 지역사회 기능이 분리되었

다. 이후 “super departments”로 구조 조정되어 보건과 지역사회 서

비스가 대부분 통합되었지만, 최근 남호주(South Australia)와 같은 

몇몇 주에서는 구별된 부서로 그 기능을 다시 분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퀸즈랜드(Queensland) 보건부는 38개 보건서비스 지역

으로 의료전달쳬계를 분권화하였다. 이의 전략적 계획은 예방, 건강

증진과 조기 중재를 강조하고; 근거중심 임상 실무; 모든 보건의료 

제공자(민간부문과 비정부기관 포함)와의 파트너 쉽; 퀸즈랜드 공중

보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보건부는 다양한 미시경

제적 개혁을 시도하였다. 남호주(South Australia)의 보건부는 2004

년 7월 휴먼서비스 부서로 분리되었고, 도시병원위원회는 폐지되었

다. 빅토리아 주의 휴먼서비스 부서는 1996년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부서로 병합하였으며, 주정부 현재 예산의 32%를 담당하고 

있어 정책적 및 재정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4. 지방 정부

지방정부는 임상의료 서비스는 아니지만 일부 공중보건 서비스와 

공중보건 감시를 위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들은 쓰레기 수거와 식

품기준 감시와 같은 지역 환경 보건활동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환

경보건소에서는 환경위생과 위생업무에 대한 감시를 담당한다. 또

한 예방접종 프로그램과 같은 질병예방 사업과, 모자 건강검진센터

를 지원하고 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한다. 

법적 기관들은 상수도의 품질, 하수 처리 및 배수, 쓰레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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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의 질을 규제하는 등의 다양한 지방 정부 분야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주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은 다양한데, 예를 들어 빅토리아 

주 지방정부는 노인에 대한 지역 서비스를 포함하여 보건 및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5. 민간부문

호주 보건의료체계에는 건강서비스 자금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규모 민간부문이 있다. 2002~2003년, 민간부분 자금은 

민간건강보험 지출과 개인별 본인부담을 포함하여 모든 보건지출의 

거의 1/3을 담당한다. “민영화(Privatization)은 지난 10여년간 민간업

체에 공공시설 매각과 같은 전략이 확대되면서 발전하여왔다. 대부

분 주에 있는 정책 트러스트는 전달체계에 있어 정부의 역할 감소

와 비정부와 민간부문의 신뢰 증가에 의해 공공-민간 책임의 혼합으

로 변화되어왔다. 비핵심 서비스(세탁, 식당, 청소 및 임상병리 서비

스와 같은)를 계약에 의해 민간부문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 되었다. 

호주에서 의사의 대부분은 개업의로 종사하고 있다. 민간 일반의

(GPs)는 대부분 일차 의료를 제공한다. 민간 전문의는 대부분 외래

와 이차 의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병원과 그들의 서

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의 거버넌스에서 

의사들은 이해관계자이며, 건강정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간 병원은 병원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301개 민간

병원은 전 병상의 30%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병원의 수는 1984년 

메디케어 도입 이후 성장하였는데 1990년대 초반에는 병원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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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가 유지되는 듯 했으나 1990년대 후반에 확대되었다.

민간병원은 일반적으로 공공병원보다 규모가 적으며, 응급서비스

를 거의 제공하지 않으며, 대기수술(elective surgery)을 주로 수행하

는 등 그 역할이 제한적이다. 대규모 법인조직의 성장으로 민간병원

은 협상에서 큰 능력을 발위하고 있다. 병원 소유권의 2/3 정도가  

규모 영리 체인 병원이나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어 더 집중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진단서비스 산업은 병리서시브와 진단영상의 확대로 인해 1990년 

성장하였으며, 이 시기 호주 주식 변화 하에 회사와 공공 등록기관

이 합병되었다.

민간건강보험 자금도 또한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한다. 현재의 연

방정책은 수수료에 대해 세금 리베이트에 의한 많은 보조금을 민간

건강보험 산업을 지원한다. 2004년 7월 자료에 의하면, 등록된 41개 

건강급여기관 중 6개가 시장의 76%를 차지(수수료 수입으로 측정

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가장 대표적인 민간보험회사는

Medibank Private와 Medical Benefits Fund of Australia이다. 

민간건강보험 산업은 1953년 국민건강법과 1973년 건강보험법에 

의한 법적 틀 안에서 주로 민간건강보험관리위원회의 법적 권한에 

의해 규제된다. 민간보험기금은 등록된 민간급여기구이어야 하며, 

그 활동은 강력히 통제된다: 예를 들어 보험자는 모든 신청자를 수

용해야 하며, 보험료를 설정하고 급여를 지불하는데 차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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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의료보장체계 

호주의 의료보장체계는 정부 재원에 의한 국민보험인 메디케어와 

민간건강보험으로 구성된 복잡한 형태이지만 주로 메디케어를 중심

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적용대상

1984년 도입된 메디케어는 호주의 보편적인 건강보험체계로, 그 

자격조건은 호주 시민권자, 영구 비자 소지자와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구비자 신청자(부모 비자로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이다. 또한 호

주 정부와 상호 의료 협약을 맺은 국가의 방문객에 대해서도 메디

케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영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

이, 네덜란드, 벨기에, 슬로바이아, 몰타 및 이탈리아. 다만, 아일랜

드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협약에 의해 공공병원 치료와 처방 의약품

으로 제한된다.66) 

참고로, 호주인들은 민간건강보험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호

주 정부는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재정 유인정책

에 의거)하고 있으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잇점은 병원 치료에 있어 의사나 전문의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공공 및 민간병원에서 민간 환자로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66) http://www.medicareaustralia.gov.au/public/migrants/new-resident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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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범위

가. 서비스

호주의 국가 공공 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어는 시민, 영주권자와 

호주와 상호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온 방문객을 위해 보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메디케어 서비스는 대부분 의료와 일부 검안서비스 및 약제 처방

에 대한 접근에 대해 무료 또는 보조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공공병

원에서는 무료 진료를 제공하지만 공공 또는 민간병원에서 환자는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개업의가 이에 가입하는 경우 일

부 의료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호주정부는 주정부와 함께 인

구보건, 정신건강, 한정된 치과진료, 농촌 및 원주민 건강 프로그램

과 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의료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기타 광범위한 

보건서비스에 대해 재원을 지원한다. 민간보험은 선택사항이다(그

러나 세금과 보조금으로 권장됨). 민간 치료는 물리치료, 치과, 검안, 

발치료 및 대체의학서비스 분야에서 병원 입원 시 의사 선정, 병원 

선택(민간병원을 포함), 시술의 시간 조정 등을 제공하고 공공 시스

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나. 급여종류와 보장성 수준

1) 병원 급여(Hospital care under Medicare)

메디케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다음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① 주 및 자치령 소유 병원, 지정된 종교 및 자선 등 비정부 병원

이나 민간병원(공공 환자를 진료하기로 정부와 협정을 맺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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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무료 숙박, 공공환자로서 의료와 간호 및 기타 의료

② 정부에서 일부 지원되는 공공 또는 민간 병원에서의 민간 환

자로서 치료

만약 공공(메디케어) 환자로서 공공병원에 입원을 하도록 선정되

었다면, 병원에 의해 지명된 전문의나 의사에 의해 치료를 받게 된

다. 간호와 치료 및 치료 의사에 의한 사후 관리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공공 또는 민간병원에 민간환자라면, 치료를 위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메디케어는 치료 의사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와 시술에 대해 의료급여표(Medical Benefit Schedule)의 75%를 지

불한다. 만약 민간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미결제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입원료와 약제와 같은 

항목에 대한 비용도 청구될 수 있지만 이러한 비용도 민간건강보험

에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67)

2) 병원 외 서비스(Out-of-hospital services)

메디케어에서 다음과 같은 급여를 제공한다.

① 전문가 검사를 포함한 의사의 진찰료

② X-ray와 병리검사를 포함한 질병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검사

③ 안과의에 의해 수행된 눈 검사

④ 의사에 의해 수행된 대부분의 수술 및 다른 치료적 시술

⑤ 공인된 치과의사에 의해 시행된 수술적 치료

67) http://www.medicareaustralia.gov.au/public/claims/what-cover.jsp#N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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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구순 및 구개열 정책에 따른 특정 항목

⑦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에 부분으로서 지원보건서비스를 위한 

특정항목

3) 메디케어 급여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68)

① 민간환자 병원비용(예. 입원비 등)

② 치아검사와 치료(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항목은 제외)

③ 구급차 서비스

④ 가정간호

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눈 치료, 척추지압 서비스, 발

치료나 심리치료(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항목은 제외)

⑥ 침(의사의 권고에 관계없이)

⑦ 안경 및 콘택트 렌즈

⑧ 보청기나 기타 보조용품

⑨ 의족이나 의치 등의 보철비용(유방보조기 지불 프로그램에 의

한 것은 제외)

⑩ 의약품(약제급여제도에 의해 급여되는 약제의 보조는 제외)

⑪ 약제 및 병원 비용

⑫ 해외에서 사용된 약제 및 병원비용

⑬ 책임을 져야 하는 다른 사람의 의료비(예. 보상보험자, 고용주, 

정부나 공공기관)

⑭ 임상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의료서비스

⑮ 오직 미용 목적을 위한 수술

⑯ 생명 보험사, 연금, 회원가입을 위한 검사

68) http://www.medicareaustralia.gov.au/public/claims/what-cover.jsp#N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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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전문의 병원입원 수술비 병원내 의약품 구급차 이용
응급실/외래 

서비스

공공병원의 
공공환자

메디케어에서 
전체 비용 
보장

메디케어에서
전체 비용 
보장

메디케어에서 
전체 비용 
보장

메디케어에서 
전체 비용 
보장

정부 연금이나 
healthcare 
카드 소지자는 
무료. 사고 피
해자의 경우 
수백달러를 지
불할 수 있음

무료

공공병원의 
민간환자

메디케어     
수가의 75%
를 환불. 
민간의료 기금
에서는 일정수
가의 나머지인 
25%를 보장.
민간기금의 차
액(gap) 보장
에서 수가와 
의사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
체를 상환

입원료가    
청구됨.   
메 디 케 어 에
서는 적용되
지 않음.
민간의료 보
험에서 병원
입원료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급여 제공

민간의료
보험에서 
급여 제공

민간의료
보험에서 
급여 제공

민간의료 보험
에서 급여 제
공하고 있지만 
주마다 다양.
만약 퀸즈랜드
나 타즈마니아
에 거주하거나 
연금및 저소득 
노동자인 경우
는  주정부에
서 급여 제공

무료

민간병원의 
민간환자

메디케어  
수가의 75%
를 환불. 
민간의료 기금
에서는 일정수
가의 나머지인 
25%를 보장.
민간기금의 차
액(gap) 보장
에서  수가와 
의사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
체를 상환

입원료가 
청구됨.   
메 디 케 어 에
서는 적용되
지 않음.
민간의료  보
험에서  병원
입원료의 일
부 또는 전체
에 대해 급여 
제공

메 디 케 어 에
서는 적용되
지 않음.
민간의료  보
험에서 급여 
제공

메 디 케 어 에
서는 적용되
지 않음.
민간의료 
보험에서 
급여 제공

민간의료 보험
에서 급여 제
공하고 있지만 
주마다 다양.

민간병원은 
응급실이 
거의 없음.
민간의료
보험은 모든 
외래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급여 제공

<표 3-2-2> 의료비용의 보장수준

자료: http://www.mydr.com.au/first-aid-self-care/australian-health-system-how-it-works

나. 비용분담 정책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외래서비스에 대한 일정 금액의 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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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상하며, 병원 입원(in-hospital) 서비스에 대해서는 75%를 보상

한다. 의사비용은 규제되지 않는다. 의사는 수가표에 제시된 이상의 

비용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거나 보조금으로 위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환자에게 비용 청구없이 연방정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bulk billing). 일반의를 위한 벌크 빌링의 요금 감소로 인한 인센티

브 제도가 2004년 도입되었으며, 벌크 빌링 할인 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저소득, 노인), 16세 미만의 어린이, 농촌 및 원격지역 주민

을 위한 추가 지불이 제공되었다. 이는 2005년에 메디케어 지불에서 

급여수가의 100%로 확대되었다. 2009년 중반, 모든 의료서비스의 

74%, 일반의의 80%가 벌크 빌링으로 청구하였다.

약제 처방은 약제급여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

에 의해 급여되며, 이는 환자본인부담(copayment)에 대한 기준을 갖

고 있다; 할인 카드를 가진 개인을 위해 항목당 5.30호주달러의 감

면비율과 함께 일반적으로 32.90호주달러를 부담한다. 

다. 안전망(Safety nets)

최초 메디케어 안전망은, 연간 1회 한번 병원 외(out-of-hospital) 

메디케어 서비스의 임계값에 도달하면, 년간 리마인더를 통해 이를 

알리며, 메디케어 지불은 메디케어 급여비용의 100%까지 증가한다

(비용의 격차는 메디케어 급여와 일정 금액간의 차이이다). 2009년 

임계치는 383.90호주달러였다.

2004년 도입된 확대된 메디케어 안전망은 환자부담 비용이 연간 

임계치에 한번 도달하면, 병원 외 메디케어 서비스를 위해 추가적인 

지불을 제공한다. 환자부담 비용은 메디케어 지불과 의사에 의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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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비용간의 차이이다(환자부담 비용은 만약 의사가 급여비용 

이상을 청구했다면 그 차이 비용보다 더 높다). 환자부담 임계치에 

한번 도달하면, 환자는 년간 기준 메디케어 지불 외에 환자부담 비

용의 80%를 지급받는다(2009년 이 임계치는 할인카드를 가진 개인

와 저임금 가족당 555.70호주달러였고, 일반환자에서는 1,111.60호주달

러였다.

가족들이 메디케어 안전망에 함께 등록하면 비용 차이와 본인부

담 비용을 합할 수 있기 때문에 임계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

3. 재원 조성

호주는 공공과 민간 보건의료체계가 혼합되어있다. 핵심기능은 

메디케어 하에 과세로 운용되는 공적 건강보험이며, 이에는 의료서

비스, 약제와 공공환자의 무료 병원입원 등이 보편적인 접근을 제공

한다. 메디케어는 민간건강보험에 의해 보충되는데, 민간건강보험은 

개별 환자로서 병원 치료, 치과 서비스와 준 의료서비스(allied 

health services)의 접근성을 지원한다. 환자본인부담에 대해 많은 지

원이 있다.

가. 국민건강보험

강제적인 국민건강보험인 메디케어는 호주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일부 저소득 계층은 면제 또는 감면징수를 하지만 메디케어는 소득

의 1.5%를 부과하는 일반 재원으로 대부분 재정을 지원한다. 민간

병원 보험급여의 적정 수준을 갖지 않은 고소득을 가진 개인이나 

가족(각각 년간 73,000호주달러와 146,000호주달러)은 과세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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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 2009-10 2010-11 증감

수입 714.4 762.4 718.7 -6.0%

지출 722.4 724.2 764.8 +5.6%

1%를 추가적으로 메디케어 부과 할증을 지불하여야만 한다. 

2007~2008년,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부과(추가 비용을 포함하여)

는 총 보건의료 재원의 18%로 증가하였다. 다른 연방, 주 및 자치령 

정부의 보건의료지출은 환자 수수료, 다른 비정부 자원으로부터 징

수된 일부 수입과 부가가치세(GST)를 포함한 일반 조세 수입으로 

담당한다. 2007~2008년 정부는(연방정부 43%, 주 및 자치령 정부 

26%) 총 보건의료지출의 69% 지원하였다. 재향군인부는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구입하여 적격한 참전용사와 그의 부

양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표 3-2-3> 메디케어 수입 및 지출현황

단위: 백만 호주달러

자료: Medicare Austalia Annual Report

나. 민간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은 총 보건의료지출의 7.6%를 담당한다. 1999년 이

후 민간건강보험료의 30%가 리베이트를 통해 호주 정부에 의해 지

급되어진다. 리베이트는 65~69세 노인에게는 35%, 70세 이상의 노

인에서는 40%로 증가되었다. 2009년 중반 인구의 44.6%가 민간 병

원보험에, 561.3%는 보조서비스(ancillary services)를 포함한 일반치

료보험(General Treatment coverage)에 가입하였다. 

평생건강보험은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31세 이전에 조기 가입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의료펀드에 가입한 사람에게 민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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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공함으로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30세 이후 

그들이 늦게 가입하면 매년 기본율에서 보험료가 2% 인상되며, 10

년 이상 민간건강보험을 유지한 펀드 가입자의 경우는 이러한 과태

료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된다. 

민간 건강보험은 집단율(community-rated)을 적용하며, 영리 및 비

영리 보험회사에 의해 제공된다.

다. 본인부담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

2007~2008년 본인부담 비용은 총 보건의료지출의 16.8%를 차지

하였다. 이 지출의 대부분은 약제급여제도에서 급여되지 않는 의약

품이었으며, 이외 치과 서비스, 보조 및 장치와 의료비용의 환자본

인부담이었다. 

4. 의료전달체계의 구성과 지불방법

가. 의사(의료 서비스)

대부분(77%) 민간에 근무하는 의사와 보조 의료제공자에게는 행

위별 수가제(fee-for service)를 적용한다. 메디케어는 진료를 의뢰받

은 전문의에 대해서만 일정 수수료 지불함으로 일반의(general prac-

titioner, GPs)는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

의 외래서비스는 민간 의사들에 의해 제공되며, 행위별 수가제로 지

불되는 비용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메디케

어에서 민간 환자에 대한 병원의 의사서비스는 75%이며, 다른 의사

서비스는 85%를 지불한다. 



351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공공 및 민간의사들에게 표준적인 수가의 

적용을 권장하지만 사실 수가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의사들은 이론

적으로는 메디케어 급여표에(MBS)에 의해 비용을 설정할 수 있으

며, 드물긴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에서 이를 급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공병원의 의사들은 봉급(부가적 행위별 수입과 구별된 민간 임

상실무를 허용) 또는 공공 환자 치료에 기초해 세션당 지불을 받는

다. 일반적으로 민간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개별적이며, 동시에 공

공병원에서 봉급자로서 근무할 수 없다.

나. 병원(병원 서비스)

병원 부문도 공공(주 및 자치령에서 운영하는)과 민간시설이 혼합

되어 있다. 메디케어에서 공공병원의 시스템은 공공환자로서 치료

받아야 하는 선정된 환자들을 위해 무료로 병원 진료를 제공한다. 

공공환자의 자격은 환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메디케어에 의해 보장

되는  공공환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공공환자들은 의사

에 대한 선택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waiting)해야 한다. 

민간환자의 자격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때 메디케어에서는 급여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환

자가 직접 지불하거나 민간의료보험에 의해 보장을 받는다.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병원에 대한 지불보상을 선불총액예산( 

global prospective budgets)69)과 포괄수가제 요소를 병합하여 사용하

고 있다. 공공병원에서의 공공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무료이므로 일

69) 입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량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prospective 
global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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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포괄수가제는 공공병원에서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요인

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공공병원은 5년간의 협정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 및 자치령 정부

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는다. 공공병원은 또한 민간환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 일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공공병원의 많은 봉직 

전문의는 그 병원에서 일부 민간환자를 치료할 수 있으며, 그 비용

의 일부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민간병원(독립 외래센터를 포함)은 영리 또는 비영리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들의 수입은 주로 민간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로부터 유래

된다. 민간병원은 전체 병원침상의 1/3을 제공하며, 수술실 사용을 

필요로 하는 모든 수술사례의 약 반 정도를 제공한다. 

또한 민간병원과 외래수술센터에서 계획된 대기수술이 주로 시행

되고 대부분의 응급수술은 공공병원에서 제공된다. 현재 정책 목표

는 공공병원을 위한 새로운 경영구조와 지방주변을 연결하는 네트

워크를 개발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다. 약제(Pharmaceuticals)

일반적으로 모든 약제는(공공병원 예외)는 민간부분에서 이루어

지며, 약제 처방행위를 통제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연

방정부는 1948년부터 약제급여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를 통해서 약가와 공급을 통제하고 있다. PBS에 등재된 의약품

들은 제약회사와 함께 강한 협상을 통해 약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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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급여구조의 흐름도

주1. 연방정부에는 다음의 부서가 포함되어 있다: Health and Aged Care, Finance and 

Administration, Veteransʼ Affairs, Family and Childrenʼs Services

주2. FFS: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주3. COAG: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주4. AHMC: Australian Health Ministersʼ Conference

주5. NPHP: National Public Health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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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의약품은 대부분 지역사회 약국과 병원에서 제공되며, 협상

된 고정가격으로 포괄적이고 변화되는 약제 목록에 대해 지불을 제

공하는 연방정부의 약제급여제도(PBS)에 의해 급여된다. 환자는 연

방정부에서 규정한 대로 본인부담 지불한다. 대부분 처방된 약은 민

간부문의 약사에 의해 조제된다. 참전용사 약제급여제도는 참전용

사와 가족을 위해 유사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다. 비처방의약품과 

보조의약품은 약국과 기타 소매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약사들은 

반드시 연방정부 PBS에 의거 승인된 공급자여야 하며, 처방전을 취

급하는 약사들은 약제 길드의 구성원이어야 가능하다.

라. 정부(Government)

연방정부는 민간건강보험, 약제 및 의료서비스를 규제하고 정부

보조에 의해 운영되는 거주 노인간호시설을 위해 기본 자금과 규제

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주정부는 공공병원 운영하고 모든 병원과 

지역기반 의료서비스를 규제하는 책임을 가진다.

5. 비용통제방법

연방 및 주 정부는 국민의 삶과 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함에 따라 제한된 재원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 억제와 

비용-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보건의료정책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공공병원은 연방정부와 함께 재정지원을 공유하고 있지만 주 및 

자치령 정부에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주 및 자치령 정부는 공공병원

의 효율성을 이끌기 위한 환자구성(DRG의 비율)의 기초로 자금 지

원과 아울러 공공 병원을 위한 연간 예산을 결정한다. 공공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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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재원의 90%가 소요되고 있다. 이에 지

난 10여년간 공공병원에 재원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 실질적인 변

화가 있어 왔고, 이는 주로 구매자의 특이성 및 관리에 대한 책임 

증가로 이어져 왔다.

병원 거버넌스(Hospital governance)는 주 정부의 업무로 공공병원

의 재구성에 대한 압력과 비용-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병원관

리의 모델을 촉구하는 형태로 발생된다. 공급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이 이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병원인증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분야이다. 인증과정은 자발적이지만, 많은 주

정부에서 대형병원과 공공병원들이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증받은 병원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에서도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병원들은 병원평가 매뉴얼인 EQuIP에 따라 

병원의 다양한 업무과정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4년에 

한번씩 평가받고 있다.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은 국가 비용 통제의 대상이며, 서비스 범위

의 확장은 근거에 기반하여 수행된다. 새로운 약제는 비용-효과성 

준거에 충족되어야 하며, 공적으로 보조되는 의약품의 기준집에 포

함되기 전에 국가적으로 협상 가격을 정하는 대상이 된다. 

추가적으로 비용-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절한 의료 전문분야

와 함께 업계 합의를 통해 일부 대규모 진단서비스(병리 및 진단영

상)의 비용의 성장을 통제; 연속성과 가정의학 증진으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는 일반의와 같은 게이트 키퍼를 통해 특정 서비스의 

접근을 통제; 임상적 필요에 따라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결정; 일부 하이테크 서비스에 대한 메디케어 급여에 접근하는 

적격 제공자의 수를 제한. 효과적인 예방과 만성질환의 더 나은 관



356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호주

리는 미래 보건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으로서 제안되고 있다.

6. 최신 시스템과 개혁

새로운 호주의 노동당 정부는 건강과 병원 개혁 위원회(Health 

and Hospitals Reform Commission)와 국립예방보건 태스크포스팀에 

의해 가장 중요하게 보건시스템의 다양한 검토를 시도하였으며, 최

근 보고서를 만들어 일차보건의료의 전략을 개발하였다. 그들의 주

요 권고사항은 노인간호와 비-급성 지역사회 서비스의 더 나은 통

합, 만성상태와 십대가족을 가진 사람의 “건강 가정(health care 

homes)” 등록과 다 학제 관리와 연장 진료를 제공하는 시설의 개발

을 통해 일차의료의 강화이다. 

제안된 자금조달 변화는 호주 정부의 모든 일차의료 자금에 대한 

책임을 이관하고 행위별 수가의 대체의 개발을 권장한다. 건강과 병

원 개혁위원회는 명확한 성과 목표를 가지고 활동기반 자금 모델을 

위한 연방-주정부의 기금 협약 하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민간과 공공 보험자와 관리경쟁 모델을 위한 메디

케어 변화의 고려를 제안하고 있다. 위원회와 국립 예방보건 전략은 

모두 국가 예방 보건기구의 설립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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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1절❘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정책 개요

1. 고령자 및 장애인 현황

호주의 고령인구는 65세 이상으로 정의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점진적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출산율 

수준이 낮지 않고 이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인

구의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80대 이상이 고령인구의 27.8%를 차지하

고 있어 후기노인의 비중이 높다.

〈표 3-3-1〉 호주의 인구고령화 현황

단위: 명, %, 세

총인구
(명)

65+이상
인구수(명)

노인인구 
비율(%)

노년부양비
출산율
(명)

평균수명
(세)

1950 8,177,000 668,000  8.2 12.5 - 69.29

1960 10,286,000 882,000  8.6 14.0 - 70.92

1970 12,728,000 1,063,000  8.4 13.3 2.9 71.64

1980 14,710,000 1,415,000  9.6 14.8 1.9 75.07

1990 17,096,000 1,914,000 11.2 16.8 1.9 77.52

2000 19,164,000 2,388,000 12.5 18.6 1.8 80.30

2010 22,268,000 2,994,000 13.4 19.9 - 81.44

자료: 1)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2)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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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호주 노인인구의 연령 구성

단위: 명, %

연령
노인인구

호주인구 대비 비율(%)
인구수(명) 백분율(%)

65~69세 832,096 29.4  3.9

70~74세 663,447 23.4  3.1

75~79세 550,149 19.4  2.6

80~84세 423,860 15.0  2.0

85세 이상 362,445 12.8  1.7

계 2,831,997 100.0 13.2

자료: AIHW, Older Australia at a Glance, 2007. 

한편 장애인의 경우 호주의 통계청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인구는 

1981년부터 2003년간 두배로 증가하여 390만 명인데 이는 전체 인

구의 20%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이중 260만 명은 65세 미만으로 65

세 미만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20만 명(이중 70

만 명은 65세 이하)은 일상생활, 이동 또는 의사소통에 있어 항상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러한 기본

적인 일상생활에 있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활동장애를 가진 

사람의 증가속도는 더 빨라, 2010년 기준 약 1.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3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는 지

적, 정신병학적, 감각/언어, 후천적 뇌손상(ABI), 신체적/다양한 장애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중 신체적/다양한 장애가 65세 미만 인구

중 가장 빈번한 장애이며 다음이 정신병학적, 감각/언어장애이다. 

이러한 장애인구의 분포는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경제적으로 열악

한 지역에 장애인구의 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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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호주의 정부구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

어, 각각의 정부수준에서 다른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노인연금, 실업자보험, 아동양육비, 질병보험, 장

애인연금 등의 직접적인 현금급부와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을 담당하며, 주정부 등의 산하조직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서비

스 전달을 이양하고 있다. 

주정부는 병원, 교육 및 서비스, 시설을 제공 · 운영하고, 지방정부

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요원도 연방, 주, 지

방정부의 차원에서 전담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고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정부조직(NGO)에서는 수용, 지원, 재활서비스를, 사기업

에서는 수용, 지원, 보장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호

주정부는 호주는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립‧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정책적 지향점을 준수하려 

노력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두고 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2002년 UN에서 발표한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이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 기초가 되고 

있다. 2002년 고령화에 관한 국가전략인 ʻ전략틀, 호주의 고령화에 

관한 국가전략ʼ(A Strategic Framework, the National Strategy for an 

Ageing Australia)을 발표 하였으며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 이슈는 정부, 산업, 지역사회의 책임이다. 둘째 모든 호주인

은 연령과 상관없이 사회 및 경제적 참여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공적 프로그램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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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 넷째, 자료에 기초하여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외에도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행동강령을 준

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ʻ세대보고서ʼ(Intergenerational Report)를 2002, 2007, 2010년 

세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인구고령화가 호주사회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초점이 있지만 주 관심은 주

로 재정적인 유지가능성 제고에 두어지고 있다. 또한 생산성 위윈회

(Productive Committee)에서도 개별 정책에 대한 검토와 그에 기초

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2007).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건강‧고령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DoHA)를 

두고 있다. 또한 가족‧주거‧지역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에서도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장애에 관한 UN원칙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비준과, 장애에 관한 국가전략, 장애인 

관한 신 국가 협약(National Disability Agreement: NDA)에 기반하여 

호주의 장애인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호주정부는 2008년 장애에 

관한 UN원칙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장애에 관한 관심을 주류화 하

는 것으로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에 관한 국가전략

은 상원에 의하여 2007년에 제안되어 2010년 계획이 수립되어 발표

된 바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장애인 관한 국가 협약(NDA)이 도입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2002~2007년 ｢장애인 관한 국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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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wealth State Territory/Disability Agreement:CSTDA)｣을 대

체하는 것이었다. 또한 2014년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은 

｢Challenge 2014｣를 발표한 바 있다. 

❘제2절❘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보호서비스 

현황

1. 고령자 보호서비스 70)

호주 않아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그 가족에게는 양질의 비용효과

적인 케어를 의 노인보호서비스는 노인들에게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능상태가 좋지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

여 노인의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연속적인 서

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가.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서비스(Home and Community Care: 

HACC)

1985년 Home and Community Care Act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일

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약자나 장애인이 가정에 머무르면서 독

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 가사도우미, 집 수리 및 개조, 간병인 휴식 지원, 정원관리 및 잔

디깍기, 지역사회 차량 지원, 음식 배달 및 제공, 방문강호, 일신상

의 수발, 사회생활 지원, 자원봉사자 방문, 데이케어 센터, 발치료와 

70)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Australiaʼs Welfare(2009)에 기초하여 있으며, 정경희 외
(2011)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 동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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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관련 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HACC 대상자가 되기 위

하여 ACAT의 사정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 3-3-3〉 호주에서의 지역사회 및 유연 보호프로그램: 65세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종류(2007~2008년)
단위: %, 명

서비스 종류
HACC

DVA 프로그램 케어 패키지 종류

Veteranʼs 
Home Care

Community 
Nnursing

CACP EACH EACHD

2007~08 2007~08 2007~08 2008. 12 2008. 12 2008. 12

비전문서비스

  가사지원 32.6 93.1 x 81.5 68.3 61.6

  식사배달 또는 식당 19.5 x x 13.7  7.4  8.1

  기타 식사서비스  0.6 x x 21.4 35.3 34.6

  교통 17.0 x x 20.8  9.9 14.2

 집 및 정원관리 17.8 18.7 x 11.6 11.4 11.2

 (집 또는 센터에서의) 
활동프로그램

10.9 x x  3.1  9.8  9.8

 사회적 지원 12.0 x 36.4 26.4 34.4

 개인관리 10.0  4.3 31.2 39.3 83.3 74.2

  상담(대상자)  6.8 x 11.7 18.0

 상담(보호자)  1.3 x x x x x

  물건 및 도구  3.1 x x

  집 수리  4.3 x x

 휴식 서비스  2.2  8.3 x  4.4 32.2 44.0

 빨래  0.3 x x  0.7  2.0  2.6

 숙박서비스 및 기타 x x x x x x

특별서비스

  재가간호서비스 21.1 x 78.7 x 21.9 16.9

  관련된 건강 및 임상
치료서비스

19.5 x x x  7.1  6.4

전체이용자(명) 638,218 77,284 32,625 33,411 3,354 1,314

자료: Australia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ʼs Welfar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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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훈 프로그램(DVA) 

군인과 참전용사 배우자는 DVA(Department of Veteranʼs Affairs)

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Veteranʼs Home Care:VHC)을 이용

할 수 있다. 이는 HACC 다음으로 그 수가 많은 서비스로 가자지원, 

개인수발, 집과 정원손실서비스, 임시휴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방문서비스(Community Nursing)가 포함된다.

다. 지역사회 노인복지 팩키지(Community Aged Care Packages: 

CACP)

1992년에 시작된 서비스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필

요로 하는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자신의 주거환경에서 계

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복합적인 간호 또

는 더욱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융통성 있

게 들어진 패키지로 개인수발(목욕 및 옷 갈아입기, 식사 보조), 식

사준비, 가사 보조(집안일, 빨래, 장보기), 정원손질, 대중 교통이용

보조, 사회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광범위 노인재가복지 팩키지(Extended Aged Care at Home 

Package: EACH)

고보호시설 입소에 대한 대안으로 2002년 시작된 서비스로 지역

사회 노인복지 팩키지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간호 및 건강관

련 서비스, 개인수발(목욕 및 옷 갈아입기, 식사 보조), 가사 보조(집

안일, 빨래, 장보기), 대중 교통이용보조, 사회적 지원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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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광범위 치매노인재가복지 팩키지(Extended Aged Care at 

Home Package Dementia:EACH D)

치매노인을 위하여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훈련된 간호사가 서비

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06년 도입되었다. 공인 간호사 방문서비

스, 개인간병, 보건서비스, 진료시 교통편 제공, 사회활동 지원, 산호 

호흡 및 식사 보조, 가사도움, 배변조절 보조 등이 주요 서비스 내용

이다.

바. 시설 서비스(Residential Aged Care)

가정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시설서비스로 

서비스 제공 시설에는 어느 정도 거동이 용이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텔 개념의 저보호 노인요양시설(Low Level Care)과 거동

이 매우 불편하여 24시간 보호 및 지속적인 의료 간호를 필요로 하

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너싱홈인 고보호 노인요양시설(Hihg Level 

Care)이 있다.

2004년 7월부터 도입된 ʻaging-in-placeʼ(동일한 시설에서 저보호서

비스와 고보호서비스가 제공되는 형식)가 압도적이어서 대다수의 

시설에서 저보호서비스와 고보호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사. 기타

앞에서 제시된 서비스 외에도 임시 간호서비스(Respite Care)와 

과도기 보호서비스(transition Care)가 있다. 임시 간호서비스(Respite 

Care)는 단기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로 노인과 간병인이 잠시 지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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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이 가능한 한 자택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과도기 보호서비스(transition Care)는 2006년에 시작되었으며, 연

방, 주, 지방정부가 재정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이는 목표 지향적, 

시간 제한적, 치료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퇴원 후 노인에게 높

지 않은 강도의 치료, 간호지원, 개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입원시 ACAT에 

의하여 사정을 받아야 하며 퇴원 직후에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76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다. 평균 

이용기간은 7주이며, 최고 12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치

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8주까지도 연장가능하다. 

아. 서비스 인프라

노인 복지시설이 공식적으로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시설 경영, 

서비스 품질, 운영 방침 및 안전 사항 등에 있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Accreditation Standards for Residential Aged Care). 네 개의 수

칙에 따른 44개의 평가 항목이 있다. 책임 기관(Aged Care Standards 

and Accreditation Agency)에서는 인가를 득한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며 평가사들이 시설을 방문하여 직원뿐 아니라 입소자와 그 

가족들로부터도 의견을 듣고 표준 수칙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평가

한다.

첫 번째 원칙은 전체적인 표준 수칙의 이행에 관련한 것이다. 입

소자와 관계자 및 직원의 필요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운영 및 정보 체제를 갖추는 것,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제



36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호주

도를 갖추는 것, 훈련된 직원이 입소자를 돌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적절한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은 입소자의 건강 및 일신상의 보살핌에 관련된다. 

약물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 입소자의 필요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대소변 사항에 효과적으로 돕는 것, 다양한 

건강식 및 균형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 구강 및 치아 건강을 유

지해 주고 거동력을 최대한으로 이끄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세 번째 원칙은 입소자 개인 고유의 생활방식에 관한 것이다. 입

소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생활과 존엄성 및 신변 기  

사항 등을 존중받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결정에 참여

하고, 문화적 정신적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반영되고, 입소

자 권리와 의무 사항을 이해하도록 도움 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

고 있다. 

네 번째 원칙은 입소자 뿐 아니라 방문객과 시설 직원들까지도 

양질의 삶을 영위하고 복리를 보장받는 안전하고도 안락한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화재와 안전 및 비상 상황관련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전염 ‧ 감염을 효율적으로 차단 및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 그리고 음식과 청소 및 세탁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1998년부터 2008년 10년 기간 중 시설수는 149,963개에서 223,955

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70세 이상 1,000명당 100개의 시설을 목표

로 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93.3%의 점유실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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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호주의 10년간의 시설수의 변화(1998~2008)
단위: 개

시설/기관수
1,000명당 시설/기관수

70세 이상 85세 이상

1998 149,963  93.3 666.6

2000 160,650  94.4 635.8

2002 172,983  96.9 629.6

2004 186,503 101.2 645.6

2006 205,450 107.5 637.8

2008 223,955 111.9 617.9

자료: Australia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ʼs Welfare, 2009.

〈표 3-3-5〉 호주의 각주별 시설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점유율
단위: %

NSW Vic Qld WA SA Tas ACT NT 호주 전체

1998~99 95.9 94.5 96.3 94.8 96.4 97.8 94.8 94.7 95.7

1999~00 95.6 94.4 95.9 95.1 97.3 97.8 93.2 95.1 95.5

2000~01 95.9 94.8 96.6 94.7 97.6 97.5 95.6 93.5 95.9

2001~02 95.3 94.9 96.4 92.9 97.7 97.7 97.7 91.9 95.5

2002~03 96.4 94.7 96.4 95.6 97.3 97.8 97.7 94.7 96.0

2003~04 96.1 94.4 96.5 95.7 97.2 97.5 98.0 90.9 95.9

2004~05 95.2 94.1 96.2 94.8 97.5 96.9 98.3 93.9 95.3

2005~06 95.4 93.0 96.0 94.9 97.6 96.0 97.9 95.1 95.1

2006~07 94.3 92.5 94.9 94.6 97.6 95.9 96.3 94.9 94.3

2007~08 93.4 92.2 93.5 94.2 96.8 95.1 93.2 92.2 93.5

자료: Australia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ʼs Welfare, 2009.

2. 장애인 보호서비스

장애인들 대상으로하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인에 특화

된 CSTDA(Commonwealth State Territory/Disability Agreement)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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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YPIRAC(Younger People with 

Disabiltiy in Residential Aged Care),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과 

같인 장애의 종류나 장애발생시기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생활이 어

려운 지역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HACC(Home and Community Care) 

프로그램이 있다.

가. 장애인 보호서비스 CSTDA

장애인에 대한 보호서비스는 대체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2003년 기준 장애인의 약 65%는 비공식 서비스만을 

받았으며 26%는 비공식 서비스와 더불어 공적 서비스를 받았고, 

3%는 공적 서비스만을, 6%는 전혀 보호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2.6백만명의 수발자가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20%는 주수발자(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발자)

이다. 나머지 80%는 부수발자이다.

2007~2008년 기간중 장애인 관한 국가 협약(CSTDA)에 의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실시한 장애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480만 

호주달러가 지출되었는데 이중 약 절반인 48%는 주거지원서비스와 

관련된 것이었다. 연방정부는 프로그램의 설계와 조정 등의 역할을 

하며 주정부는 지원의 제공, 지역사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휴

식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7~2008년 기간중 245,746명에게 CSTDA에 의거한 지원서비스

가 제공되었다. 이러한 이용율은 2003~2004년 기간의 이용자에 비

하여 약 1/3이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적용대상자로 파악된 규모 1,000명당 335명이 이용하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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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7% 정도(17,400명)가 CSTDA에 의

하여 재정지원받는 시설, 호스텔, 그룹홈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은 개인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다. 15~64세 연령군의 서비스 이용자

중 40% 미만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연령층 전

체의 64%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연령층의 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은 주요 소득원으로 장애지원연금을 언급하고 있

다. 약 절반 이상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15% 정도는 혼자 

생활하고 있다. 약 50% 정도가 비공식 수발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

며 수발자의 65%가 서비스 이용자의 어머니이다. 또한 이용자중 원

주민의 비율(2007~2008년 4.5%)은 0~64세 연령군의 2.8%(2006년 

기준)에 비하여 높다. 서비스 이용자의 중위연령은 30.4~32.6세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45~64세 연령군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

한 호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의 비율이 8%에서 11%로 증가하였지

만 전체 인구중의 국외 출생자 비율인 21%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이다. 

〈표 3-3-6〉 호주 CSTDA 프로그램 이용자의 제특성
단위: %, 세

2003~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2007~2008 변화율(%) 

남자비율(%) 59.0 56.4 58.1 59.0 59.1 -

중위연령(세) 30.4 30.9 31.4 31.5 32.6 7.2

원주민(%) 3.5 3.1 3.3 3.8 4.5 28.6

이주민 7.5 8.0 8.1 10.1 11.3 50.7

주요서비스1) 필요자 % 54.5 59.4 59.1 59.4 50.8 -6/8

비공식 수발자가 있는 비율 52.1 53.3 55.8 49.2 50.2 -3.6

고용율(15~64세군) 37.6 38.3 35.8 38.2 38.5 2.4

실업률(15~64세군) 20.8 25.0 27.9 27.1 27.5 32.2

노동시장 비참여 41.6 36.7 36.4 34.6 34.0 -18.3

  주: 1) 자기관리, 이동성과 의사소통 

자료: Australia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ʼs Welfar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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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DA중 가장 많이 사용된 서비스는 지역사회지원서비스로 이

용자의 42%가 활용하였고, 다음이 취업지원서비스로 37%, 지역접

근서비스가 22%, 거주지원서비스가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보호서비스(Respite Care)를 이용하는 사람의 규모는 다른 서비스에 

비하여 급증하여 2003~2004년의 20,500명에서 2007~2008년의 

31,500명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거주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증가율은 

낮아서 2003~2004년 기간중 1,000명중 48명의 규모에서 2007~2008

년 기간중에는 1,000명중 51명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나. 청년층 대상(YPIRAC)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5년 협약에 의하여 실시된 ｢Younger 

People with Disability in Residential Aged Care(YPIRAC)｣은 2006년 

2월 10일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의 1억 2,200만 달러의 

예산과 그에 매칭하는 지방정부 1억 2,2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실시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기 장애인의 시설보호율을 저하시키

고 시설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장애인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YPIRAC가 CSTDA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청장년 장애인의 욕구

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YPIRAC 이용자와 CSTDA 

이용자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기존프로그램에서 청장년층 장애인의 

어떠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에 두 프로

그램 이용자 비교결과를 보면, YPIRAC의 경우 후천적 뇌손상(ABI)

의 비율이 46%를 차지하고 있어 CSTDA의 4%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주로 이동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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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장애인(지적 및 정신병학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 복합적인 간호욕구를 갖고 있거나 이동성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들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서비스(Home and Community Care: 

HACC)

HACC는 CSTDA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고령

자와 장애인 모두 대상이 되고 있다.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중심으

로 HACC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장애가 있는 64세 미만의 182,000명

이 2007~2008년 기간중 HACC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HACC 

전체 이용자의 22%에 달하는 규모이다. 여성이 더 나이가 많아 다

수가 50~64세 연령군인 반면, 남자의 경우 0~49세와 50~64세군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규모는 2003~2004년에 비하여 16%(25,000명)가 증가한 

규모로 남녀 모두 50~64세 연령군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연령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

로 연령이 낮을수록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를 들어 0~49세 연령군의 경우 사정, 간호서비스, 가사지원, 관련 의

료적 수발, 이동지원,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

는데 비하여 50~64세 연령군은 가사지원이나 의료적 수발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라. 시설보호

24시간 보호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간호가 필요한 65세 미만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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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50세 이하의 경우는 고연령자에 비하여 

심각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청장년층에게 있어 시설보호는 가능한 피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거주자의 연령이 높아 청장년층

의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며, 노화로 인한 수발

서비스와 장애에 대한 지원간의 조율이 어렵기 때문이다.

2008년 6월 30일 기준으로 6,606명의 65세 미만의 장애우가 시설

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2,000명은 2007~2008년 기간중 입소하

였고, 이중 90%는 50~64세이다. 청장년 시설입소자수는 2004~2005

년에 최고점을 이룬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표 3-3-7〉 호주 0~64세 연령 장애인의 시설거주 현황
단위: 명

2000 2003 2004 2008
1999~2008 

기간중의 %변화

신규 입소자

 0~49세 422 314 331 291 -48.1

 50~64세 1,746 1,719 1,768 1,771 1.4

 0~64세 2,146 2,033 2,099 1,990 -8.2

계속 입소자

 0~49세 1,197 1,009 997 858 -28.3

 50~64세 4,751 5,068 5,248 5,748 21.0

 0~64세 5,948 6,077 6,245 6,606 11.1

자료: Australia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ʼs Welfare, 2009.

이외에도 임시보호서비스(Respite Care) 이용을 위하여 시설에 있

는 청장년 장애인은 2007~2008년 기간중에 2,400명이었다. 이는 

2004~2005년보다 400명 정도 적은 규모로 1999~2000년 기간중의 

규모와 비슷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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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주류화 서비스(Mainstream 

Services)

고령자나 장애인은 다른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한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욕구로 인하여 이들의 욕구

를 반영한 특화 서비스가 요구된다. 즉 보편적 서비스와 특화 서비

스를 통하여 고령자나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적 통합이 가능해질 것

이다.

1. 고령자의 주류화를 위한 서비스

고령자와 ʻ함께 일하는 호주인ʼ(Australians Working Together)이라

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50세 이상에 대한 특화된 고용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ʻ일로의 전환ʼ은 3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는 일자리를 찾는 기술의 증대, 소매업, 비즈니스 서비스, 친절서비

스(hospitality)를 포함한 고령자 고용기회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증대, 고령근로자가 믿을만하고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용자의 인식 제고이다. 또한 고령근로자의 교육

과 훈련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훈련 및 직업훈련, IT 훈

련 등의 각종 프로그램(예: Training Accoun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iority Places Program, Basic IT Enabling Skills 

Program)과 훈련 크레디트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한편, 2005년에는 

고령근로자에게 세제해택을 부여하는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55세 이

상의 근로자에게 연간 58,000호주달러까지의 소득에 대한 고령근로

자 세금 차감제도(Mature Age Worker Tax Offset)를 도입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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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750,000명에게 적용될 것이며 조기은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외에도 호주정부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첫째 연방, 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연

령차별적인 법령을 철폐했고, 둘째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여성의 경

우 지속적으로 증대해오고 있다. 셋째,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

는 최소연령을 상향조정해왔으며 고령연금 수급연령 이후에도 일을 

하는 고령자를 위한 인센티브(예: Pension bonus scheme)를 도입하

였다.

그 결과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6년 8.2%로, 1996년의 

5.5%에 비하여 2.7%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45~64세군

의 경제활동참여율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동일 기간 내에 45~64

세군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71).

그 동안 퇴직은 갑자기 발생하는 유급노동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는 것으로 이해되던 것으로부터 점진적인 퇴직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연령군별 노동시장 참여율은 50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며, 여

자의 경우 은퇴나 노동시장 참여도 모두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11.9%로 남자의 8.4%보다 높다. 자기응답 자료에 의하면 7.6%가 부

분퇴직 상태이며 이 비율은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가장 높다. 

71) 이 연령군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는 노동시장의 호황과 파트타임 자리의 증대와 더
불어 코호트 효과(특히 그전 코호트 대비 진입하는 코호트 여성의 증대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자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른 고용관행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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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호주 장년층의 경제활동 실태의 변화(1996과 2006년)
단위: %, 명

1996.10  2006.10

45~54 55~59 60~64 65+ 45~54 55~59 60~64 65+

경제활동 78.3 58.6 31.3  5.5 82.4 68.5 45.1   8.2

고용 73.7 54.4 29.7  5.5 79.9 66.7 43.7  8.1

(전일제) 58.2 40.3 21.1  2.8 60.3 48.5 27.9   3.9

(파트타임) 15.6 14.1  8.6  2.7 19.6 18.2 15.8  4.3

 비고용  4.6  4.2  1.7 —  2.5  1.8  1.4  0.1

전일제일을 
찾고 있음

 4.1  3.7  1.3  —  2.1  1.3  1.2  —
파트타임일을 
찾고 있음

 0.5  0.5  0.3 —  0.4  0.5  0.3 —
비경제활동 21.7 41.4 68.7 94.5 17.6 31.5 54.9  91.8

전체(명) 2,331,400 836,000 714,800 2,215,800 2,846,900 1,280,100 1,013,600 2,757,500

자료: AIHW, Older Australia at a Glance, 2007. 

그러나 아직도 조기퇴직 문화가 남아있어 일본이나 미국은 물론 

OECD 평균에 비하여 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다. 또한 

호주에서 고령근로자의 실업문제는 아직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여있

지 않은데 이는 이민과 그리 낮지 않은 출산력 등으로 인하여 노동

력 부족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자를 주류화해

야 한다는 맥락과 중년층의 이혼경험증대에 따른 노후소득의 불안

으로 인하여 노년기에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고령자의 생산활동 참여 촉진‧지원에 대

한 정책적 관심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2. 장애인의 주류화를 위한 서비스

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가진 사회구성원의 교육을 위하여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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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교육기준을 2005년 8월부터 시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제

도적 기반에 기초한 재정적 지원의 결과로 장애를 가진 학생의 대

다수가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2008년 기준 150,000명 이

상의 장애를 가진 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는 

학생의 4.6%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하고 있

으며, 장애를 가진 학생의 입학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서비스 제공

자에게 재정적 지원(Performance-based Disability Supprot Funding)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 38개의 고등교육제공자에게 130만 호주달

러를 지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화 훈

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Australian Disability 

Clearinghouse on Education and Training｣)에도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해서는, 2003년도 SDAC(the Survey of 

Disability, Ageing and Carer)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경제활동연령

연령층의  2/3 이상이 한 개 이상의 고용상의 제한점을 경험하고 있

다. 일부는 영구히 노동을 할 수 없으며, 일부는 특별한 보조를 필요

로 하거나 노동시간의 제한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호주 정부는 2009년에 ｢정신건강과 장애에 관한 고용전략; 

(National Mental Health and Disability Employment Strategy)｣을 발

표한 바 있다. 

장애인의 일부는 CSTDA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서비스를 통하여 

일자리를 찾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많은 장애인은 센터링크라

는 일반적 서비스체계를 통하여 일자리를 찾고 있다. CSTDA의 재

정적 지원을 받는 서비스에는 중증 및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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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고용지원서비스인 Disability Employment Network(DEN)과 특

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고용환경에서만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

한 ｢Australian Disability Enterprises｣(전신은 Business Services)가 있다.

그러나 2006~2008년 기간중 관련 서비스 이용자중 장애인이 차

지하는 비율은 시혜적인 일자리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고 기

타 서비스는 그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 장애인만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41.2%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9〉 호주 노동시장참여 서비스 이용 실태: 규모와 장애인 비율
(2006~2008)

단위: AUD, %

시작한 사람수(명) 장애인의 비율

2006 2007 2008 변화율 2006 2007 2008

직업재활서비스 25,482 32,444 43,115 69.2 100.0 100.0 100.0

일자리 찾기 지원 491,635 420,794 337,622 -31.3 6.5 5.4 5.0

일자리 배치 638,212 645,569 577,868 -9.5 8.8 7.6 7.8

집중지원 366,259 372,190 360,190 -1.7 11.9 13.8 8.1

사업지원 6,546 6,332 6,429 -1.8 10.8 8.2 8.7

시혜적 일 87,073 92,712 69,769 -19.9 6.9 7.3 8.5

개인지원프로그램 28,359 42,224 49,699 75.2 41.2 33.2 38.0

자료: Australia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ʼs Welfare, 2009.

❘제4절❘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현금서비스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적절한 

소득이 확보되어 있는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적 연금외에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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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현금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1. 고령자를 위한 현금서비스

호주의 고령자의 소득은 정부 일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자

산조사형 연금 제도인 노령연금(Age Pension)과 고용주를 사적연금

에 강제 가입시키는 강제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이 중

요 요소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노년기의 다양한 지출항목을 반영한 

보완적 조치를 통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을 펴고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가스나 전기 등에 소

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공과금 수당(Utilities Allowance)이 지급된

다. 또한 이중 자산조사 기준을 통과한 저소득층에게는 일정액의 약

품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이 지급된다.

한편, 노령연금 대상 연령층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

는 경우 연방정부 노인건강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가 발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진료나 약품구입시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이들에게는 가구지출을 지원하기 위

한 노인우대수당(Pensioner Concession Allowance)이 지급되며, 유선 

및 무선 전화, 인터넷 연결비용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

화수당(Telephone Allowance)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이외에도 임대료보조금(Rent Assistance)이 지급되는데 대상자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며, 결혼상태 및 임대료의 수준에 따라서 액

수가 상이하다. 은퇴촌에 거주하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오지에 사는 경우 오지수당(Remote Area Allowance)이 지급된다.

모든 노령연금수급자에게 연금수급자우대카드(Pensioner Con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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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연령(세)
전체가구

55~64 65~74 75+

근로소득 62.4 12.8  2.3 65.4

공적 연금 및 수당 24.5 65.4 76.8  26.1

은퇴 연금 (4.9) (60.1) (65.3) (13.4)

기타 연금 (19.6) (5.3) (11.5) (12.7)

기타 소득 12.4  21.6 20.9 8.0

강제 퇴직연금 (6.1) (14.4) (11.3) (3.7)

투자 및 기타 소득 (6.3) (7.2) (9.6) (4.3)

소득 없음 또는 부채 0.8 0.1  0.0 0.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Card)가 발급되는데 이를 통하여 특정 연방, 주, 지역정부 서비스에 

대한 우대가 실시되고 있다.

자산조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자산기준 중 한가지 이유로 인하여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분연금만 받게 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비과세 연금대부제도(Pension Loans Scheme)를 실시하고 있다. 

〈표 3-3-10〉 호주 노인의 소득원 

단위: %

자료: AIHW, Older Australia at a Glance, 2007. 

2. 장애인을 위한 현금서비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소득지원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2008년 6월 기준 732,367명이 지급받은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으로 937만 호주달러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또한 장

애연금(Disability Pesion)은 139,727명에게 지급되었으며 133만 호주

달러가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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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08

이동지원급여 35,154 49,215 55,300

상병급여 10,733 8,367 7,400

배우자연금(DSP) 59,935 28,144 18,555

새출발급여 68,016 47,751 33,426

청년급여 5,883 3,633 2,808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지원 외에도 장애인을 수발하고 있는 

수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수발자 수당은 

2008년 6월 기준 416,690명이 수령하였으며 수발자 지급(Carer Payment)

는 130,657명이 수령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와 관련된 급여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이동지원급여 수급자는 증가하였지만 상병급여수급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새출발 급여와 청년급여 또한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급자가 적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데 기인하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표 3-3-11〉 장애관련 현금서비스 수급 현황

단위: 명

자료: Australia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ustraliaʼs Welfar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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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아동 및 보육 서비스

❘제1절❘ 개요

호주는 1980년대 이후 2.0이하의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저출산 

국가로 아동 및 보육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호

주 정부는 영유아 아동의 보육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따라 공급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제

도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가 소

득수준별로 차등화된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을 지급하고, 취

업한 부모를 대상으로 조세 환급제도(Child Care Rebate)를 통하여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호주정부는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더욱 투

명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을 위한 최

상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관리하는 전국 양질 

교육 및 보육 기본안(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호주의 보육서비스는 연방정부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의 주요 보육관련 사업은 보육급여, 보육조세환급

(Child Care Tax Rebate:CCTR), 취업 및 훈련 보육보조금(Jobs, 

Education and Traninig Child Care Free Assistance), 그리고 보육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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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질 관리, 장애아동 통합서비스,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의 보육 지원 프로그램(Child Care Support Program)으로 나눌 수 

있다. 

호주연방정부는 보육과 유아교육의을이원화된 행정체제로 운영

하고 있으나 국가 아젠다 선정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을 구분하

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아동 및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과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호주의 교육 ‧ 고용 ‧ 직장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lplace Relation)에서는 영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특히 5세 이전의 영유아기와 

관련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 조기교육 및 보육국(Offi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 OECECC)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 

관련 조직으로 가족, 주택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Department of : 

FaHCSA)에서는 이혼가정 아동지원 업무(Child Support)와 가족급여

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2절❘ 주요 정책 아젠다

호주정부의 영유아기 정책 아젠다로는 호주유아발달지표(Australian 

Early Development Index), 조기교육 및 보육 센터(Early Learning 

and Care Centres), 유아교육 기본안(Early Yreras Learning Framework), 

조기인재 전략(Early Years Work-force Strategy), 부모-유아 가정내

상호작용 프로그램(Home Interaction Program for Parents and 

Youngsters), 국가아동달달전략(National Early childhll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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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전국 양질 유아교육 및 보육 기본안(National Quality 

Framework for 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아동교육 보편적 접

근(Universal Acces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이 있다. 여기서는 

보육서비스와 관련하여 호주정부의 아동관련 지원계획인 국가아동

발달전략과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안인 전국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 기본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아동발달 전략

2009년 호주 정부는 국가아동발달전략(Naitonational Early Childhood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하여 아동발달을 위한 정부의 지원계

획을 밝히고 있다. 대대적인 예산투입을 통하여 2020년까지 달성할 

정부의 아동지원전략을 제시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일반 아동, 그리

고 그들의 부모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특히 부

모들이 양질의 서비스를(quality), 이용이 편리하고(accessibility), 적

절한 가격으로(affordability)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하에 

다음의 8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내용을 보면 보육서비스,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연계, 보육교사 지

원, 보육프로그램 질 향상, 보육비 지원, 부모의 취업지원, 아동발달, 

취약지역 아동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호주의 14세 미

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이용의 문제점을 분석

한 결과 양질의 서비스 문제, 적절한 보모 및 보육시설을 구하는 문

제, 방학중 보육문제, 보육비용의 문제, 보육서비스 연계 문제, 특수

욕구를 가진 아동의 보육문제, 보육시설 입소문제, 양질의 보육서비

스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승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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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내  용

보편적 보육서비스 이용 지원
2013년까지 매년 5억 3300만 달러를 투입하여 모든 아동에게 주 15시
간 연간 40시간의 서비스 이용을 제공

조기학습체계구축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보육 및 예비학교 국가표준계획(National Quality for Chilc Care and 
Preschool)과 연계하여 조기학습 체계를 구축

전국 조기교육 교사육성전략
(National Early Years Work) 

4년간 1억 2660만 달러를 투입하여 조기교육 종사인력의 수준과 교사
수, 자격을 향상

표준서비스 질 구축 향후 4년간 2220만 달러를 투입하여 보육 및 예비학교 서비스질을 향상

보육비 상환제도의 개정
향후 4년간 1억 6천달러를 투입하여 보육비 상환수준을 현재의 30%에
서 50%로 증액

직업교육훈련(JET) 
보육비 지원

부모의 교육 및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4년간 2390만 달러를 
투입하여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한 보육비를 확대 지원

조기발달지수 전국적 
실시(Austrlian Early 

Development Index, AEDI)

향후 5년간 2020만 달러를 투입하여 호주인의 조기발달지수를 전국적
으로 실시

가정통합 프로그램
(Home Intergration Proggram)

향후 5년간 3250만 달러를 투입하여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아동 
및 가족에게 가정교사, 도서, 교육자료 등을 지원

이러한 호주 보육정책의 다양한 문제점을 점검하여 국가아동발달전

략을 마련한 것이다. 즉 국가아동발달전략을 새로운 보육정책의 비

전을 제시한 보육종합대책이라 볼 수 있다. 

<표 3-4-1> 국가아동발달전략(2009)

자료: http://www.mychild.gov.au; 홍승아(2011) 재인용.

2. 전국 양질교육 및 보육 기본안(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72)

호주 정부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관리하고자 전국 

양질 교육 및 보육기본안(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을 도입

72) 호주 교육 ‧ 고용 ‧ 직장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altion)의 홈페이지(www.dewr.gov.au) 및 www.mychild.gov.au c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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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12년 1월부터 종일제 보육과 가정보육, 방과후 보육, 유치원 

등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전국 양질 교육 및 보육 기본안은 전국적

인 높은 수준의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여 호주 전역에 일관성 있고 

수준높은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호주의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하며,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이 

제공되어 부모가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

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양질교육 및 보육 기본안은 새로운 

전국적 서비스의 질적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을 다음과 같

이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직원 대 아동의 비율의 개선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더욱 개별

적인 돌봄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직원들이 아이들의 학습과 발전을 확실히 도울 수 있는 능력

을 갖추도록 새로운 교사자격요건을 도입한다.

③ 가족들이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에 관해 투명한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질적수준 등급제도를 시행한다.

④ 유아교육 및 보육의 높은 품질을 보증하는 새로운 국가기관을 

설립한다.

가. 전국유아교육 및 보육 질적 기준

새로운 전국 질적 기준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에 기여하는 7가

지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가질적기준은 아동의 안전 ‧ 건
강 ‧ 복지를 촉진하고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의 성공

적인 성취에 중점을 두며 가족들은 차별화된 질적 서비스로 이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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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표로 한다. 7가지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 프로그램 및 실천(Educational program and practice)

② 아이들의 건강 및 안전(Childrenʼs health and safety)

③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④ 교사 배치(Staffing arrangements)

⑤ 유아와의 관계(Relationships with children)

⑥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파트너쉽(Collaborative partnerships 

with families and communities)

⑦ 리더십 및 서비스 관리(Leadership and service management)

나. 교사 대 아동 비율

새로운 전국질적기준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한 명의 직원이 더 

적은 수의 아동을 돌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각각의 유아가 더욱더 

개별적인 돌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교사 대 아동비율은 지

역마다 매우 다양하였다73). 0~2세는 1:4~5, 2~3세는 1:5~10, 3~6세

는 1:10~15 수준이었다. 가정보육 시설의 경우 취학전 영유아는 

1:4~5, 유치원은 평균 1:20~6수준이었다. 

이러한 교사대 아동비율을 개선하여 전국 질적 기준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 3-4-2>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수년

간에 걸쳐 단계별로 적용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모든 지역과 시설에 

2016년까지는 적용될 것이다.

73) Austrailian Govenment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2006). A review 
of the approach to setting national standare and assuring the quality of care in Austrilian 
childcare service; 서문희(20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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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그룹 직원 대 아이비율 법적 적용 시간

장시간 데이케어 및 
유치원

출생 부터 24개월 직원 1명당 아이 4명 2012년 1월 1일

25개월에서 35개월 직원 1명당 아이 5명 2016년 1월 1일

36개월에서 학령기 직원 1명당 아이 11명 2016년 1월 1일

복합 연령 그룹
위의 비율에 기반을 두고 
비례적으로 적용될 것임.

2012년 1월 1일

가족 데이케어 복합 연령 그룹
미취학 아동의 숫자는 최고 
4명까지 이며 직원 대 아이 

비율은 1: 7
2014년 1월 1일

방과후 보육
전국질적기준 및 등급제도가 방과후 보육에도 적용될 예정, 현 상태에서 직원 
대 아이 비율이나 직원 자격 요건에 대한 변화없음

<표 3-4-2> 교사 대 아동 비율

다. 교사자격 요건

전국 질적 기준 적용에 따른 주요변화는 더 높은 자격을 갖춘 교

사를 채용도록 새로운 자격요건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자격요건 

도입으로 호주정부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라. 국가 등급 제도

새로운 등급제도가 보육서비스의 질에 등급을 매기기 위해 시행

된다. 새로운 질적기준을 구성하는 ①교육 프로그램 및 실천, ②영

유아의 건강 및 안전, ③물리적 환경, ④직원 사항, ⑤영유아와의 관

계, ⑥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쉽, ⑦리더십 및 서비스 

일곱가지 분야에 걸쳐 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되며 하나의 총괄

적인 등급이 매겨진다. 이 총괄적은 등급은 일곱가지 질적 분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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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자격요건 적용시점

종일제 보육 및 
유치원

- 모든 직원 중 절반은 유아교육 및 보육 디플로마 수준 혹은 그 이상(혹
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 요구

- 나머지 절반의 직원은 Certificate III 수준 혹은 이와 동등한 유아교육 
및 보육 자격을 갖추어야 함 

2014년 
1월1일까지

 아동수 25명 
미만

유아교육 교사 일정시간 근무
2014년 

1월1일까지

아동수 25명 
이상

유아교육 교사 항시 상주
2014년 

1월1일까지

아동수 60명 
이상

유아 교육 교사 혹은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적어도 절반 이상의 시간 동안 근무

2020년 
1월1일까지

아동수 80명 
이상

있을 경우 추가 유아 교육 교사 혹은 적절한 자격요
건을 갖춘 사람이 항시 상주

2020년 
1월1일까지

가족 데이케어

코디네이터
디플로마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유아교육 및 보육 
자격

2014년 
1월1일까지

보육담당자
보육담당자:  Certificate III 수준 혹은 그에 상응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 자격을 갖추어야(혹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중)

2014년 
1월1일까지

<표 3-4-3> 교사자격 요건

각에 대한 등급으로 결정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전반

적인 양상을 알수 있다. 모든 서비스에는 승인과 등급 정보가 표시

되어야하며 인터넷에도 공개된다. 이러한 공개제도는 가족들에게 

서로 비교하고 어떤 서비스가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지 알 수 있도

록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개

선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호주 전역의 보육서비스는 다음의 5가지 수준으로 평가되며, 그 

평가등급은 우수함(Excellent), 높은 수준(High Quality), 전국 질적 

수준(National Quality Standard), 운영 수준(Operation Level),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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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및 평가주기

우수
(Excellent)

- 서비스가 우수하며 이 분야의 선두적인 위치에 있음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함

- 평가주기: 3년
- 높은수준(High Quality)를 받은 시설 중 별도의 평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음

높은 수준
(High Quality)

전국질적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을 넘어섰음을 의미
- 평가주기: 3년

전국질적기준
(National Quality Standard)

- 서비스가 전국질적기준에 부합함을 의미함
- 평가주기 : 2년

운영수준
(Operation Level)

해당시설의 서비스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함
- 신규시설 인가 시 적용받게 되는 기본 등급, 3개월 이후 재평가
- 기존시설의 경우 1년마다 방문점검 및 재평가, NQS에 못미칠 경우 

1년 이내 재방문

불만족
(Unsatisfactory)

- 서비스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규제기관이 해당기관의 서비스의 
즉각적 수준향상을 위해 면밀히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함

- 개선계획 및 수시점검, 개선 미비시 폐쇄조치 가능 

(Unsatisfactory) 5단계로 나누어진다. 각 시설의 전체 등급은 영역별 

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각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7개 영

역 중에서 불만족과 운영수준을 받은 경우는 가장 낮은 영역점수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어떤시설이 3개 영역에서 높은 수준 등급을 받

고 2개 영역에서 전국질적기준 등급, 1개 영역에서 불만족 등급, 1

개영역에서 운영수준 등급을 받으면 그 시설의 평가등급은 불만족

이다. 모든 영역에서 전국질적기준 등급을 받았거나, 모든 영역에서 

불만족등급을 받거나 운영수준 등급이 없을 때는 높은수준 등급 또

는 전국질적기준 등급를 받게 된다. 높은 수준 등급은 교육 프로그

램 및 실천, 영유아와의 관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표 3-4-4>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주기

자료: 송신영, 서문희(2011). 영국, 호주의 보육서비스평가. 육아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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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및 서비스 관리와 시행 영역을 포함한 4개 이상영역에서 높

은수준 등급을 받아야 한다. 높은 수준 등급을 받은 영역이 3개 이

하일 때는 전국질적기준등급을 받게 된다. 우수 등급은 높은 수준 

등급을 받은 시설이 별도의 등급평가 신청을 하고 해당 절차를 걸

쳐 받게 된다. 

마. 감독국가기관

호주정부는 전국질적기준을 감독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기관을 설

립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전국질적기준이 전국에 걸쳐 어떻게 적용

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모니터링 할 것이다. 새로운 국가 기관의 

감독하에 각 주와 영토(territory)별로 서비스 제공자들을 평가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이다. 이는 현재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다중의 

규제기관과 상대해야 하는 현상황을 대체할 것이며 이는 서비스들

이 갖는 규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유아교육과 보육에 

힘쓰도록 할 것이다. 

❘제3절❘ 보육서비스 현황

1. 보육서비스 유형74)

호주의 보육서비스는 인가보육(Approved Care)과 등록보육(Register 

Care)서비스로 이원화되어 있다. 인가보육은 주 및 연방정부로부터 

74) www.mychild.gov.au와 서문희(2007). 호주의 보육정책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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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 중심의 서비스이고, 등록보육은 등록

을 하고 인정을 받은 개인에 의한 보육서비스이다. 

인가보육은 종일제보육(Long day Care), 가정보육(Family Day Care), 

방과후 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 일시보육(Occasional Care), 

가정내 보육(In Home Care)이 속하며, 등록보육은 가족지원사무소

에 보육제공자로 등록한 조부모, 친인척, 친구, 보모 등과 개인이 운

영하는 민간시설에 의한 보육을 말한다. 등록보육 이용부모는 인가

보육의 최소한의 보육급여 수준으로 비용이 지원되며 보육비 조세

환급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영세지역이나 원주민을 대상으로 가정

보육과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장보육이 있다. 

가. 인가보육 유형

1) 종일제 보육(Long Day Care)

종일제 보육은 종일제 보육센터에서 제공된다. 종일제보육센터는 

만 0세에서 만 5세의 영유아를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이상, 주 5일이

상, 1년에 48주 이상을 보육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 

유사한 기관이다. 운영주체는 다양한데 크게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시설로 구분된다. 시설의 2/3정도

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공급되며 영리목적의 법인에 의하여 프랜차

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사립보육시설이 전체의 25%가 된다.

2) 가정보육(Family Day Care)

가정보육은 만 0~12세의 소수아동을 일정한 자격을 가진 보육자

가 통상 자기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서 부모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

로 다양한 시간의 보육이 가능하며, 가정보육센터로 지칭되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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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Coordination Unit)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3) 방과후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

주로 만 5~12세의 초등학교 학생에게 학교시간 전, 방과후, 학교

가 쉬는 기간 중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학교나 지역사회 

회관에서 실시하고 게임, 스포츠, 독서, 음악 등의 활동을 제공한다. 

이들 기관에는 국가기준에 따라 아동 30명당 1명의 교사자격소지자

를 두어야 한다.

4) 일시보육(Occasional Care)

일시보육은 일시보육센터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통상적인 의미의 

일시보육을 제공할뿐 아니라 취학전의 아동이 서로 어울리면서 사

회화활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곳이다. 일시보육센터는 대부분

이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에 의하여 설치 ‧ 운영된다. 운영시간

은 일정하지 않으며 주로 전업주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5) 가정내 보육(In-Home Care)

가정내 보육은 0~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인가를 받은 서비스 제

공자가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보육하는 형태이다. 이 역시 가정내 

보육조정기구의 관리를 받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응급처지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가정내 보육 지원조건으로는 주로 농촌 ‧ 산간 

지역에 살거나, 경찰, 소방수, 간호사, 의사 등 부모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거나 부모가 아프거나 또는 미

취학 아동이 2명의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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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2 2004 2006

종일제 보육

시설수 3,633 3,431 3,812 43,646

아동 270,235 308,132 338,667 374,878

시설당 평균아동수 74.3 89.8 88.8 86.3

가정보육

시설수 313 318 318 305

아동 81,418 93,450 88,408 81,212

시설당 평균아동수 260 293.8 278.0 266.3

방과후 보육

시설수 1,828 2,098 2137 2,256

아동 9,902 131,433 142,513 145,857

시설당 평균아동수 54.7 62.6 66.7 64.7

방학보육

시설수 1,080 1,275 1,340 1,453

아동 57,521 82,339 84,543 86,360

시설당 평균아동수 53.3 646 63.1 59.4

 나. 등록보육

등록보육은 가족지원사무소에 보육제공자로 등록한 조부모, 친인

척, 친구, 내니 등에 의한 보육을 말한다. 이들 등록보육 제공받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유아원, 일시보육센터, 방과후 보

육센터에서도 일할 수 있다. 등록보육 이용부모에게는 인가보육의 

최소한의 보육급여 수준으로 비용이 지원된다. 그러나 보육비 조세

환급대상은 아니다. 

2. 보육서비스 및 시설 규모

호주의 보육시설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시설

<표 3-4-5> 호주의 보육이용 변화 

단위: 명

자료: : Austr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2008). 2006 Austrlian Government Census of Child c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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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시설당 평균 아동수는 가정보육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였다. 2006년 아동보육서비스 전국조사(Census)에 따르면 7년

전에 비하여 종일제 보육시설은 약 700개소가 방과후 보육은 약 

400개소, 방학보육도 400개소가 증가하였다. 

2006년 아동보육서비스 센서스에 따르면, 총 8,621개의 시설(서비

스)중에 절반정도가 종일제보육센터가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방과

후 보육이 26%, 방학보육서비스가 17%를 차지하였다. 가정보육은 

4%, 가정내 보육, 일시보육, 기타는 각각 1%만을 차지하고 있다. 

<표 3-4-6> 서비스 유형별 보육시설수 및 이용아동수(2006년)

단위: 개, 명, %

보육 시설수 아동수

개 % 개 %

종일제보육센터 4,346 50 374,878 53

가정보육센터 305 4 81,212 12

가정내보육 70 1 3,032 0

방과후보육 2,256 26 145,857 21

방학보육 1,453 17 86,360 12

일시보육 96 1 6,767 1

기타 95 1 4,368 0

전체 8,621 100 702,474 100

 주1: 기타: 다기능원주민아동서비스(Multifunctional Aboriginal Childrenʼs Service: 

MACS), 이동 장난감 도서관, 원주민 보육시설

 주2: 아동수는 복수응답결과임

자료: Austr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2008). 2006 Austrlian Government Census of Child care Service. 

아동보육센서스 외에 아동보육경영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75)에 따르면 2010년 6월 기준으로 13,899개의 보육서비스가 

75)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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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동수 이용가족수 이용시간(시간.주) 제공서비스

종일제 보육 528,140 430,650 25.7 5,930

가정보육 105,380 72,470 19.7 389

일시보육 6,910 5,710 9.9 85

방과후 보육 246,160 183,800 12.6 7,495

전체 869,770 627,980 21.6 13,899

제공되었으며 방과후 보육 서비스가 53.9%, 종일제 보육서비스가 

42.7%를 차지하였다. 인가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수는 868,770

명으로 이는 호주 0~12세 전체아동의 23.7%를 차지하고 있다. 보육

서비스 유형으로는 종일제 보육이 60.7%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방과후 보육이 29.5%, 가정보육이 12.1%를 차지하였다. 아동의 보

육서비스 주당 평균이용시간은 21.6시간이다.

<표 3-4-7> 호주의 보육서비스 이용 및 제공현황(2010. 6) 

단위: 명, 시간, 개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11.2). Child Care Update. 

3. 보육료 지원

호주의 보육료 지원은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 CCB)와 보육

비상환제도(Child Care Rebate: CCR)로 이루어지며 보육급여는 자

산조사에 기반하여 제공되며 가구소득과 부모의 취업유무에 따라 

이용시간과 이용비용이 책정된다. 보육비 상환은 보육급여 대상자

가 안되는 고소득 가구를 위하여 제공되며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2011.2). Child Care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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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수 보육급여 최고액 시간당 보육급여 최고액 비고

인증보육

1명 184.00 3.68

2명 384.55 3.84

3명 600.12 4.00

추가자녀 1명당 200.04 4.99

등록보육 1자녀당 30.75 0.615
취학아동은 
85% 적용

2010년 6월 기준으로 호주정부는 보육급여와 보육비상환료로 약 

8억 1,26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보육급여로는 462,764달러를 지출

하였고 보육상환료로는 349,882달러는 지출하였다. 이중에서 약 78.0%

를 종일제 보육서비스에 지출하였다.

가.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

보육급여(CCB)는 소득,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의 유형(인증기관인

지, 등록기관인지), 서비스 이용량, 서비스 이용사유, 서비스 이용 

아동수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인증보육서비스의 경우에는 한 자

녀당 주 24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등록 보육서비스의 경우에

는 최소 주 15시간 이상 최대 주 5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한 보육급여적용에서도 상이한 요율이 적용되어 인증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이 등록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높은 비율의 

보육급여를 받게 된다(홍승아 2011).

<표 3-4-8> 보육급여액(2010~2011년)

단위: 호주달러

자료: : www.mychild.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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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수 소  득  기  준

인증보육

1명 134,443

2명 139,333

3명 157,329

추가자녀 1명당 29,721

등록보육 - 해당 없음

나. 보육비 상환제도(Child Care Rebate: CCR)

만약 소득수준이 높아서 보육급여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

는 보육비 상환제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2010~2011년 기준으로 

소득이 연간 38,763달러 이하이면 보육급여 최대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급여는 자녀수에 따라서도 달리 책정된다. 단 보육비상환

제도는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등록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홍승아 2011).

<표 3-4-9> 보육료 상환(2010~2011년)

단위: 호주달러

자료: : www.mychild.gov.au

❘제4절❘ 시사점

1. 보육의 질적 수준 보장 체계 확립

호주의 평가인증제도는 우리나라 평가인증제도 도입시 벤치마킹

한 사례 중의 하나로 운영체계나 지표 등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는 인증결과와 재정지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민간중심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 호주 제도가 갖는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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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즉, 보육시설 평가를 정부의 재정지

원과 연계함으로써 시설의 평가 참여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질 관리가 가능하다(송신영, 서문의 2011),

호주정부가 2012년 도입한 국가수준의 질체계 관리는 기관의 평

가인증제도 뿐만이 아닌 교사의 자격요건과 교사 대 아동 비율, 영

유아 교육 및 보육의 품질을 보증하는 새로운 국가 기관의 설립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질적 수준 관리체계의 개선이다. 이를 통해 

호주 정부는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영유아 보

육‧교육기관에 대한 더욱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

함으로써 자녀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의 최대이슈는 보육료 지원으로 대부

분의 정책내용이 보육료 지원에 치우쳐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

보하지 않은 상태의 보육료 지원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호주정부의 새로운 보육서비스의 질 관

리 체계에 대해 다시한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보육서

비스 질관리 정책에 대한 검토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한 보육서비

스 질 관리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2012년 도입된 호주의 전국 양질 교육 및 보육기본안에 따라 모

든 보육서비스에는 등급 정보가 표시되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8월부터는 평가인

증결과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정보 

공개제도화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화를 위해 호주의 사례를 계속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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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비 지원정책 정교화‧세분화

현재 우리나라 보육료 지원은 소득기준 상관없는 방향으로 추진 

되고 있다. 반면에 호주의 보육급여는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만 소득수준, 보육시간, 아동의 취학여부,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책의 수혜층은 폭넓게 적용하지

만 수혜대상을 세분화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

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보육지원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다.

전일제 보육의 욕구가 높지 않은 전업주부를 위해서는 일시보육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아이돌보미 사업과 유사한 가정 

내 보육은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부모를 대상으로 제한하는 등의 

제도설계는 서비스 수혜자 및 제공자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국가수준의 보육서비스 평가인증체계에서는 보

육비의 지원을 등록된 보육서비스로 국한하여 보육료 지원을 보육

시설의 인증상태와 연계하여 보육수요자가 등록된 보육서비스에 대

한 선호를 높이게 하였다. 이러한 지원기준을 통해 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인체계를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요건에 필수예방접종을 의무화하여 보육

정책을 아동보건정책과도 연계하는 것은 단순히 보육뿐만 아니라 

영유아통합정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영유

아보건정책의 하나로 필수예방접종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영유

아 예방접종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는 실제로 접종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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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화를 단순히 비용지원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정착시

키기 위하여 의무화해야 한다. 예방접종의 의무화를 정착시키기 위

해 소모적인 홍보정책 등을 수행 하는 것보다 호주의 사례와 같이 

보육지원제도와 연관시키는 것은 효율적인 제도시행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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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

최근 한국에서는 주택 및 주거서비스 확대가 적극적인 복지정책

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다른 사회정책 영역과 마찬가지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호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한국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주거안전망 강화 프로그램들이 선행적

으로 시행되어 왔다. 호주의 주택정책은 한국과는 다소 다른 정책적 

배경 및 문화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독주택이 지배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고, 다른 서구 국가들처럼 전세 형태의 임대

주거가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이한 정책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호주 역시 한국이 겪고 있는 유사한 정책적 과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호주 주택 책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주거복

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과제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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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60 1975 1990 2000

호주(A) 63 67 70 69

국제평균(B) 49 51 58 61

차이(A-B) 14 16 12 8

❘제1절❘ 주거 현황

1. 주거형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자가소유는 호주 주택정책의 중요한 

목표이다. 2010년 현재 호주의 자가소유 비율은 68.8%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b). 국제비교 자료에 의하면, 호주의 자가소

유 비율은 미국(65%), 영국(69%), 뉴질랜드(71%) 등 영미권 국가들

과 비슷한 수준이다(Tiffen 2009). 아일랜드(78%), 벨기에(74%) 등 

몇 몇 국가들은 호주보다 높은 자가 소유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호

주의 자가 소유율은 국제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해 왔다. 그러

나, 자가 소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볼 

때, 답보상태를 유지해 온 호주의 자가 소유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아래 <표 3-5-1>에서 제시되듯이 호주

의 자가 소유율과 국제 평균과의 차이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표 3-5-1> 호주 자가 소유율 추이 국제비교

단위:　 %

자료: Tiffen, 2009

호텔, 모텔, 기숙사 그리고 병원 등의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호주

에는 대략 8백 4십 호의 주거용 주택이 있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a). 절대 다수(98%)의 주택은 주요 대도시 및 근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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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고 있다. 주거용 주택의 대부분(79%)은 완전 분리된 단독주

택(separated detached house)이며,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이 11%, 

그리고 나머지 10%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중간형태로서 부분 

분리된 주택(semi-detached)이76) 차지하고 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56명으로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주택 당 평균적으로 

3.11개의 방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호주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다수 

(68.8%)의 호주 가구는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주택 융자를 가진 가구(36.2%)와 융자 없는 가구(32.6%)가 반반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 가구는 대략 세 가구 중 

한 가구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27.8%)으로서 민간임대 가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

에 거주하는 가구는 3.9%다. 

[그림 3-5-1] 주거 형태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8

76) 부분 분리된 주택이란,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이 벽을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이
다. 동일한 디자인의 두 주택이 하나의 벽을 공유하는 듀플렉스(Duplex)나 타운하우
스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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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가구의 주거형태는 가구주의 연령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다. 즉, 연령이 낮은 가구주일수록 임대 주택에 거주하며, 연

령이 높을수록 자가 소유율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2006년 현재, 주

요 가구주 연령이 15~24세인 경우는 대부분(74.6%) 임대 주택에 거

주하는 반면 가구주 연령이 75세 이상인 가구의 대다수(87.5%)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Kryger 2009). 주택 융자 여부에 따른 자가 

소유를 세분화한 결과, 대체로 50대를 기점으로 주택융자를 모두 상

환한 완전 자가 소유 가구 비율이 융자 자가 소유 비율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2>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형태

단위: %

구    분

자가소유

임 대 기 타 합 계완전 
자가

융자 
자가

소계

가구주 
연령

15-24 2.7 18.8 21.5 74.6 3.9 100.0

25-34 6.5 41.2 47.8 49.1 3.1 100.0

35-44 12.4 53.8 66.2 32.0 1.8 100.0

45-54 29.3 48.6 77.9 20.6 1.5 100.0

55-64 53.7 27.5 81.2 17.3 1.5 100.0

65-74 74.6 7.5 82.1 15.5 2.4 100.0

75세 이상 84.7 2.8 87.5 9.6 2.9 100.0

가족구성

부양아동이 있는 
부모 가구

17.0 61.8 78.8 19.7 1.5 100.0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 가구

12.8 27.0 39.8 58.5 1.7 100.0

부양아동이 없는 
부모 가구

50.3 30.0 80.3 18.4 1.3 100.0

단독 가구 40.3 18.2 58.5 37.2 4.3 100.0

전체 가구 34.3 35.0 69.3 28.5 2.2 100.0

자료: Kryg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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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사회 인구학적 요인은 가족구

성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부부가 가구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부

양아동이 있는지 여부가 주거형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예를 들

어, 부양아동이 있는 부모 가구(78.8%)와 부양아동이 없지만 부부가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80.3%)는 다른 가구에 비해 훨씬 높은 자가 

소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 가구는 임

대 주택에 거주할 가능성이 더 많으며, 단독 가구 역시 자가 소유율

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2. 주거 지불능력

많은 다른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호주는 주거 지불능력(housing 

affordability)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주거 지불능력 문제는 자가 구

입(home ownership) 뿐만 아니라 민간주택 임대료 지불 능력에 걸쳐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거 지불능력 문제는 다양한 요인에 의

해 기인하고 있는데, 인구증가에 따른 가구 수 증가와 소규모 가구

의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 및 이로 인한 민간 주택시장의 경쟁 

심화(Wulff, Reynolds, Arunachalam, & Yates 2009), 주택 가격 상승

에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 상승(Yates 2007), 공공주택에 대한 정

부지출 감소(Jacobs et al. 2010)등이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

다. 전반적으로 호주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

으며, 호주의 주택 정책은 현재의 인구구조와 주택수요에 적절한 대

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요약된다(National Housing Supply Council 

2011). 호주 주택 공급위원회(National Housing Supply Council)의 추

계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주택 공급 부족은 178,000호에 달하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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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수요 증가 및 공급 미달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5년 후에는 

주택 부족분이 300,000호를 넘게 될 전망이다.

<표 3-5-3> 주택 공급 및 수요 격차

단위: 호

연도 수요 증가분 공급 증가분 연간 격차 누적 격차

2010 - - - 186,800

2015 164,800 137,100 27,700 328,800

2020 163,500 140,300 23,300 456,400

2030 161,900 145,300 16,700 640,200

자료: National Housing Supply Council, 2011, p. 107

수요 공급의 부조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호주의 주택 지불능력 문

제는 1차적으로 저소득 민간주택 임대가구들에게서 경험되고 있다. 

그러나, 주거 지불능력 저하는 단지 이 계층에게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며, 호주의 전반적인 주택시장 및 주거환경에 그 영향이 광범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중간 소득층 

가구조차도 중간가격대의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Flood 

& Baker, 2010).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주택구입 능력 저

하다. 최근 호주의 주택 가격은 심각하게 지불능력 범위 밖으로 벗

어나고 있다. 즉, 1991년부터 2011년 사이에 주택가격은 263% 상승

한 반면 세후 소득은 95%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러한 경향은 지

난 10년간 더욱 심화되어, 2001년부터 2011년 사이에 주택가격은 

147% 상승했고, 가처분 소득은 57% 증가했다(Phillips 2011). 주택 

가격 상승과 임금상승 폭의 부조화는 저소득층의 주택구입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호주 전역에서 매매된 

총 주택 중에서 저소득층에게 지불 가능한 주택은 11.5%에 불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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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OAG Reform Council, 2011).77) 

높은 주택 가격은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 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 유지에도 장벽을 제공하고 있다. 즉, 많은 가구들이 주택 

융자금 채무불이행(mortgage default) 또는 주택 융자금 상환에 수반

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주거 스트레스(housing stress)란, 

가구 총소득의 30% 이상을 융자금 상환이나 임대료 지불에 지불하

는 경우를 일컫는데, 호주 전체 가구 중 10.4%는 주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Housing Supply Council, 

2010). 저소득층이 겪는 주거 스트레스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다

소 다르다. 다수(70%)의 민간 임대 저소득가구는 총소득의 30% 이

상을 임대료 지불에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임대료 

보조(Rental Assistance)가 주거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여 41%가 주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

거스트레스는 주택 융자금으로 인해 임대 가구의 스트레스보다 결

코 낮지 않아, 46.6%의 저소득 가구가 총 가구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스트레스는 1.3%로서 낮은 편이다. 이처럼, 주택지불능

력 저하 현상으로 인해 호주의 중간소득 및 저소득 가구들은 지속

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77) 호주에서 정의하는 지불 가능한 주택이란, 융자 자가 가구의 주택 융자금 상환금 또
는 임대주택 가구의 임대료 지출이 총 가구소득의 30%를 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가구는 가처분 소득이 하위 40%에 속하는 가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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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발달과정

20세기 초반 호주의 자가 소유율은 민간임대와 거의 동일한 수준

으로서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 자가 소유율은 완만하게 상승하

여 20세기 중반까지 대략 53%에 이르게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의 자가 소유율은 급격하게 상승하여, 1961년에는 자가 소유율

이 70%를 넘어섬으로서 ʻ자가 소유 사회(home-ownership society)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Dalton 2006). 이 시기에 경험된 호주의 자가 

소유율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경험된 유례없는 경제성장, 낮은 이자

율로 인해 용이해진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낮은 실업률과 가구 소득 

상승 등의 요인에 기인했다. 

자가 소유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촉진되었는데, 전후 인구성

장과 이에 수반된 주택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주

택공급을 늘리고 주택담도 대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호주 정부

는 전후 자가 소유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

출을 제공하고, 공공주택 거주자에게 낮은 가격에 현재 거주중인 주

택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이리하여 1965년에는 정

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주택대출의 34%까지 

이르게 된다(Milligan 2003).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접적인 자가 

소유 지원정책은 정책 환경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정

부에서 자가 소유 지원책은 소득 세제를 통해 간접적인 형태로 제

공되는데, 주택구입시에 세금 감면이 주로 이용된다. 즉, 자가 소유

인들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면제되어 주택 소유로 인해 

발생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자가 소유 능력이 부족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취할 수 있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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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민간임대 또는 사회주택이다. 1980년대까지 호주에서는 저

소득 가구의 주거지원정책으로서 사회주택이 선호되었다(Yates, 

Kendig, Phillips, Milligan, & Tanton 2008). 사회주택 정책은 저임금 

가구의 주거 지원책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 해

결책으로서도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신규 사회주택 건설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특정 지역개발

의 도구로서도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사회주택은 2차 세계대전 이

전부터 이미 주정부로부터 건설되어 오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사회

주택 공급은 1945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주거지원 정책 협의 

기구인 ʻ연방 및 주정부 주거협약(Commonwealth State Housing 

Agreements, 이하 주거협약)ʼ의 지원 하에서 시작되었다. 이 주거협

약은 오랫동안 호주의 사회주택 재정지원을 핵심 수단이었다. 주거

협약에 대해서는 주거정책 관리체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사회주택 거주자들은 주택 건설 및 공급

에 소요된 초기 원가(historical costs)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임대료를 

지불했다. 따라서, 사회주택 거주 가구의 주거비용은 해당 주택의 

시장가격 상승에 연동되지 않음으로써 증가하지 않았다. 아울러 임

대료가 거주 가구의 소득의 일정비율(일반적으로 18%에서 20% 사

이)을 초과하는 경우 환불(rebate) 혜택도 제공되었다. 그러나, 1970

년 중반, 사회주택 운영자들로부터 초기원가가 아닌 현재 시장임대

료 수준에 맞추어 임대료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는 사회주택 보조금 정책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상

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내오던 사회주택 거주자들을 민간 임대시

장으로 이동하게끔 유인했고, 결과적으로 낮은 임대료를 내는 가구



414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호주

만 사회주택에 머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회주택 운영자들은 

줄어든 임대료 수입과 증가하는 운영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1990년대부터 호주의 사회주택 비율은 하락

하기 시작했다.

[그림 3-5-2] 주거형태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Bourassa, Greig, & Troy, 1995

사회주택이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장기지속성이 훼손됨에 따

라 주택구입이 어려운 많은 저소득 가구에게 민간임대가 점점 더 

지배적인 주거형태가 되고 있다. 또한, 민간 임대 주거율은 자가 소

유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왔는데, 자가 소유율이 상승하는 동일

한 시기에 임대 주거율은 하락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1947년부

터 1961년 사이에 임대 주거율은 44%에서 23%로 떨어졌는데, 이는 

급속한 자가 소유율 상승에 기인했다. 지난 반세기에 걸쳐 호주에서 

민간임대는 자가 소유로 가는 중간 단계로 여겨져 왔다. 즉, 민간임

대 거주자들은 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온 젊은 층 거주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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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소유를 하기까지 거주하게 되는 과도기적 주거형태(a tenure of 

transition)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민간임대는 자가 소유와 사회주

택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가구들에게 점점 더 잔여적(residual) 주

거 형태로 간주되어 오고 있으며(Kendig, Paris, & Anderton 1987), 

많은 가구들이 영구히 민간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또는 자가 

소유로부터 낙오된 가구들이 민간임대에 재진입하는 현상이 강화되

고 있다(Wulff 1997). 

❘제3절❘ 재정 및 관리체계

호주 연방정부에는 주택정책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부서가 존

재하지 않는다(Winter & Seelig 2001). 주택정책의 영역은 광범위하

여 복지, 경제, 그리고 환경 분야 등에 걸쳐 있는데, 상당부분의 주

택정책은 현재 ʻ가족, 주택 및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FaHCSIA)ʼ의 

역할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회정책 영역과 마찬가

지로 주택정책 역시 주정부가 핵심적인 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의 경우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전적으로 주정

부 당국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는 대체로 주

택정책 수립과 관련된 역할은 없고, 주택 건설 승인 및 규제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주택정책 시행의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었고, 20세기 중반부터 주정부간 협약 형태로 국가 차원

의 정책기구가 운영되어 오고 있기는 했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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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정책을 주도해 온 기구는 ʻ연방 및 주정부 주거협약

(Commonwealth State Housing Agreements)ʼ이다. 주거협약은 세입자

와 주택 소유자에게 적절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방정부

와 주정부 간의 쌍방 협약이다. 주거협약은 1945년에 Chiefly 노동

당 정부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고, 초창기에는 연방정부와 6개의 주

정부만 참여했으나, 1981년에 Northern Territory, 그리고 1989년에 

Australian Capital Territory가 참여함으로써 모든 정부가 본 협약을 

구성하게 되었다. 설립 이후 수차례 협약사항은 수정, 변경되어 왔

으며, 마지막 주거협약은 2003년에 수정되어 2008년까지 시행되었

다. 최초 주거협약은 공공주택 지원에 한정되어 시작되었으나 점점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주거협약의 주요 재정지원 분야는 공공

주택(public housing), 지역사회 주택(community housing), 긴급 주거

지원(crisis accommodation), 원주민 임대주택(Aboriginal rental hous-

ing), 민간 임대료 지원(private rental support), 그리고 자가 소유 지

원(home ownership support) 등이다. 평균적으로 연방정부가 주거협

약에 의한 재정지원의 3분의 2 정도를 부담해 왔으며, 나머지는 주

정부가 부담했다(McIntosh & Phillips 2001). 

최근, 호주의 주택정책 관리체계는 더욱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Milligan & Pinnegar 2010). 즉, 기존의 정부 체계로

는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 지불능력 악화 문제에 대처하

기 어려우며, 연방정부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러드 노동당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에

서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의했다. 가장 주요한 변화는 ʻ지불가능한 

주거를 위한 국가협약(National Affordable Housing Agreement, 이하 

국가협약)ʼ의 시행이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새로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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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협약(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s)

정책목표 기간
재정지원
(백만달러)

사회주택(Socia Housing) 신규 사회주택 건설 2009-2010 400

건설 및 일자리 계획(National 
Building and Jobs Plan)

사회주택 제공 증가 및 
건설 산업 경기 부양

2009-2012 5.6

홈리스(Homelessness) 홈리스 감소 프로그램 및 서비스 2009-2013 400

벽지 원주민 주택(Remote   
Indigenous Housing)

원주민 주거환경 개선 2009-2018 5.5

협약은 주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local governments)까지 참여하

는 포괄적인 협약기구이다. 기존의 주거협약이 공공주택 건설 및 운

영에 주로 재정지원을 해 왔다면, 국가협약은 주거 지불능력 향상에 

더욱 장기적이고 강화된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특별히 홈리스 또는 

홈리스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주거 제공 및 이들의 

사회적 통합 달성, 임대료 지불 능력 향상, 지불가능한 주택 구입, 

효율적이고 욕구대응적인(responsive) 주택시장, 그리고 원주민 특히 

벽지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집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3-5-4> 국가협약에 따른 제휴협약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OAG Reform Council, 2009; Milligan & Pinnegar, 2010

국가협약으로 기존의 주정부 중심의 관리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협약은 주택정책을 국가

차원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시켰고,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와 주정부간의 역할 범위를 분명하게 확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Milligan & Pinnegar 2010). 특히 성과(outcomes) 중심의 접근방

식을 채택하여 주정부의 주거 지불능력 향상 노력이 재정지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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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방정부에 의해 관리되게 된다. 국가협약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

요 정책 목표별로 주정부와 제휴협약(partnership agreements)을 맺고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COAG Reform Council, 2011).

❘제4절❘ 주요 프로그램

1. 자가 소유 지원

호주의 주거지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데, 크게 자

가 소유 지원과 임대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1b). 호주 정부는 전통적으로 자가 소유의 

주거형태를 선호해왔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0). 이는 자가 소유가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주거를 보

장하고, 장기적으로 가계 저축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호주 경제에 이

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호주 정

부가 주택구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자가구입 지

원(Home purchase assistance), 첫 주택구입 보조금(First Home Owner 

Grant), 그리고 첫 주택구입 계좌(First Home Saver Accounts) 등이 

있다. 

ʻ자가 구입 지원ʼ은 국가협약 하에서 주정부로부터 제공되는 프로

그램으로서 저소득 가구의 주택 구입과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로부터의 직접 융자

(direct lending), 계약금 지원(deposit assistance), 이자율 지원(interest 

rates assistance), 주택융자 경감(mortgage relief), 그리고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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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Home purchase advisory and counselling) 등을 포함한다. 주정

부에 따라 자격요건과 제공 프로그램이 다르다. 2009~2010 회계년

도에 호주 주정부들은 자가 구입 지원을 위해 2,100만 달러를 지출

했으며, 총 44,2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직접융자가 자가 구입 지

원 프로그램 재정지출에서 절대적으로 큰 비율(99%)을 차지하고 있다. 

ʻ첫 주택구입 보조금ʼ은 첫 주택구입자에게 1회에 한하여 7,000달

러를 지급한다. 2000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의 

주택구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자격요

건 및 혜택 등에 대해서는 주정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예를 들

어, 뉴싸우스웨일즈의 경우 보조금에 더하여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

여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의 상한선을 자격요건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상한선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주택가격이 835,000

달러를 넘지 않아야 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ʻ첫 주택구입 계좌ʼ는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

적으로 정부가 매칭 기여금을 제공하는 은행 계좌 프로그램이다. 소

득에 상관없이 첫 주택을 구입하는 자는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본인 기여금의 최대 17%까지 정부의 추가적인 기여를 받을 

수 있다. 15%의 낮은 이자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세금도 은행

이 지불한다. 따라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더라도 

개인에게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Australian Tax Office, 2011). 

2. 민간 임대 지원

호주에서는 1958년부터 자산조사에 기반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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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가 시행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민간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더욱 확대되고 급여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Yates, et al. 2008). 민간임대 지원에는 연방정부 임대료 지원(Commonwealth 

Rent Assistance)과 순수민간 임대 지원(Private rent assistance) 프로

그램이 있다. 

연방정부 임대료 지원은 비과세 소득보충급여로 지급되고 있으

며, 민간임대 시장의 임대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적으로 주택구입자, 공공주택 거주자 또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인시설 거주자(residential aged care) 등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다. 그러나, 지역사회 임대주택 거주자 및 은퇴노인 단지(retirement 

village) 거주자는 혜택이 적용되며, 뉴싸우스웨일즈의 경우 정부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원주민 주거시설 거주자에게 자격이 부여된

다. 센터링크 급여 수령자, 즉 연금 및 수당 수령자, A형 가족세제급

여를 받는 가구는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대체로 기준 임대료(rent threshold)를 초과하는 임대료

의 1달러당 75센트 선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일정정도 이상의 임대

료를 지불해야 급여 자격을 갖추며, 급여액에도 상한선이 적용된다. 

즉, 지불하는 임대료가 높아지면 급여액도 증가하지만, 임대료가 일

정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급여액이 연동되어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액은 가족구성과 지불하는 임대료에 따라 달라진다. 예

를 들어, 부양아동이 있는 부모 가구의 경우, 2011년 현재 격주당 

임대료가 207.00달러를 넘어야 급여자격이 생기며, 격주당 최대 

70.20달러의 임대료 보조를 받게 된다. 임대료가 394.20달러를 넘게 

될 경우에도 더 이상의 보조금 증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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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 연방정부 임대료 보조에 따른 소득대비 임대료 지출 비율

단위: %

구  분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합  계
30% 이하 31 – 50% 50% 이상

보조금 이전 33.5 40.8 25.7 100.0

보조금 이후 65.1 25.9 8.9 100.0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08

대부분(94%)의 연방정부 임대료 보조 수령가구는 저소득 가구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지불능력 향상

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이 급여가 없다

고 가정할 때, 다수(66%)의 급여대상자는 가구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에 지불하고 있는 반면,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가구

(65.1%)는 가구소득의 30% 이하를 임대료 지출에 쓰게 된다. 그러

나, 여전히 많은 가구들은 보조금을 받고도 임대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1b).

연방정부에서 지급되는 임대료 보조 이외에 별도의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으로서 주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임대료 보조가 있다. 일반

적으로 저소득 가구에게 일회적으로 지급되며, 보증금 대출(bond 

loans), 임대료 보조 및 이사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다. 주정부에 따

라 자격요건 및 시행 프로그램이 다르다. 모든 주정부는 보증금 대

출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주는 빅토리아와 타즈

매니아에 한정된다.

3. 사회주택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크게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비영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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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not-for-profit sector)로부터 관리되는 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주

정부가 관리하는 사회주택은 다시 공공임대 주택(public rental hous-

ing)과 원주민 공공주택(State Owned and Managed Indigenous 

Housing)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은 모든 주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호주수도 및 노던 테리토리는 둘 사이의 구분을 두지 않는

다. 지역사회 비영리 기구로부터 관리되는 사회주택 역시 일반 지역

사회 주택(mainstream community housing)과 원주민 지역사회 주택

(Indigenous community housing)으로 구분된다. 

[그림 3-5-3] 사회주택 관리주체별 추이
단위: %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0

국가협약의 시행으로 2009년부터 사회주택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건설 및 일자리 협약 하에 2012년까지 20,000호의 신

규 사회주택이 건설되고, 기존의 노후한 사회주택도 대대적인 보수

가 진행된다. 국가협약은 사회주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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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 사회경제적 통합을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비영리 

기구의 성장과 역할 강화를 장려하고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0). 2010년 현재 총 415,037호의 사회주택이 

운영 중에 있으며, 주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주택의 가장 큰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 공공임대와 원주민 공공주택이 총 사회주

택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지금까지 주정부가 사회주택 주요 

관리주체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택 관리는 점차 지역사회로 이동하는 추세다. 관리

주체별 사회주택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에 345,355호에 달했던 정부 

공공임대주택은 2010년에 333,383호로 줄어든 반면, 지역사회 일반 

임대는 같은 해에 26,753호에서 45,975호로 크게 증가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1b).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

상되는데, 호주 정부는 사회주택 분야에서 지역사회 비영리기구의 

역할 증가를 장려하고 있고, 2014년까지 지역사회 사회주택을 35%

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FaHCSIA 2010).

4. 주요 계층 주거 서비스

가. 홈리스 

2006년 호주 센서스 통계에 의하면, 적절한 주거를 갖추지 못한 

홈리스는 104,676명으로 추정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홈리스의 특성상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전체 인구 1,000명당 53명에 해당한다. 홈리스 수치는 상당기간 동

안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예를 들어, 1996년 센서스에서는 

105,304명이었고, 2001년 센스서는 99,900명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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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형태 규모(명) 비율(%)

하숙 및 기숙사 21,596 20.6

정부 제공 긴급 주거시설 19,849 19.0

친구 및 친척집 일시 거주 46,856 44.8

길거리 및 임시변통 주거 16,375 15.6

전  체 104,676 100.0

<표 3-5-6> 홈리스 현황(2006년)
단위: 명, %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호주의 홈리스의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일차적으

로 홈리스는 통상적인 개념의 주거가 없는 사람들로서, 길거리, 공

원, 또는 버려진 건물 등에서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두 번째 형태

는 본인 자신의 거주지가 없이 자주 주거를 옮기는 사람들로서 친

구나 친척집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에 포함된다. 세 번째 형태는 최

저한의 지역사회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형태로서 하숙 및 기숙사 등

의 형태로 장기간(일반적으로 13주 이상) 거주하는 이들이 이에 포

함된다.

홈리스가 되는 이유나 경로는 다양한데, 빈곤이나 장기실업으로 

인한 주거 지불능력 악화, 정신 건상상의 문제, 그리고 가정폭력 및 

가족해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 정부의 홈리스 

정책은 홈리스 예방, 홈리스 서비스 확대 및 개선, 그리고 재발방지 

등의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FaHCSIA 2008). 호주정부의 

주요 홈리스 프로그램은 ʻ홈리스 주거지원 프로그램̓(Supported Accommodation 

Assistance Program)에 기초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주정부의 협력 프

로그램으로서 연방정부가 55%, 그리고 주정부가 나머지 45%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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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부담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비정부 기관들에 의해 실제 서비스

가 제공된다(McIntosh & Phillips, 2000). 2011년 현재, 홈리스 또는 

홈리스 위험에 처해 있는 230,500명의 사람들이 정부지원 홈리스 

서비스(government-funded specialist homelessness)를 이용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1a).

앞서 언급되었듯이 홈리스는 국가협약의 주요 정책목표 중의 하

나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별도의 제휴협약(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 on Homelessness) 하에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

고 있다. 이 협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호주 정부는 ʻ집이라는 곳(A 

Place to Call Home)ʼ 프로젝트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홈리스에게 

영구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

년까지 홈리스를 위해 600호의 집이 새로 건설될 계획이며, 기존의 

공공주택도 보수하여 적합한 주거시설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

도 연방정부는 홈리스들에게 청년수당, 노령 및 장애 연금, 그리고 

실업수당 등 일반적인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나. 노인 및 장애인 주거 지원 서비스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주요 이슈를 제공하고 있는

데, 노인들을 위한 주거 지원도 호주에서는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

져 왔다. 노인들을 위한 주거서비스는 크게 지역사회 서비스

(community care)와 시설 서비스(residential service)로 구분될 수 있

다. 탈시설화(de-institutionalisation) 논의와 함께 호주는 1970년대부

터 ʻ에이징 인 플레이스(ageing in place)ʼ가 노인 주거서비스 정책을 

주도해왔다. 즉,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지역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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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거주하도록 하고, 시설 입소를 가급적 억제하거나 최대한 연장

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및 재가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최

근 노인 주거서비스는 장애인 서비스와 통합되는 추세다.

호주에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ʻ재가 및 지

역사회 서비스(Home and Community Care)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 및 장애인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는 청소

나 세탁 등 가사 지원, 목욕이나 용변 등의 일상 활동 지원, 교통 지

원, 음식배달 및 간호서비스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893,224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

타났다(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2010). 

이 중 주택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ʻ주택 개조 및 유지보수 

서비스(Home Modification and Maintenance Service)ʼ에만 한정하여 

살펴보면, 151,493명이 주택 유지보수 서비스를, 그리고 35,309명이 

주택개조 서비스를 받았다. 주택 유지보수 서비스는 주택 수리 및 

관리를 지원하며, 주택개조 서비스는 화장실 및 욕실 개조, 경사로 

및 안전 손잡이(handrails) 설치 등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

적인 주거활동을 지원하는 주택의 구조적 개선을 포함한다. 

ʻ재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법(Home and Community Care Act 

1985)ʼ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호주 연방정부 ʻ보
건 및 노령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ʼ가 전략적 방향이 

제시하며, 60%의 재정을 부담한다. 나머지 40%는 주정부의 기여로 

재정이 이루어지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기관들에 의해 실제 서비스

는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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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조 및 유지보수 서비스는 재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

해서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재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는 고령 및 장애 등에 의해 독립적으로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일반인들과 그 보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정한 계

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들도 있다. 예를 들어, 호주 보훈청

(Department of Veteransʼ Affairs)은 퇴역 군인과 그 가족들에 한하여 

비슷한 유형의 주택 개조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싸우스웨일즈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및 재활 서비스의 

일환으로 주택 개조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Lifetime 

Care & Support Authority, 2010).

❘제5절❘ 요약 및 결론

최근 주택보급율 향상,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시

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많은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

우 높고, 사회주택 공급이 낮아 여전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

거환경에 처한 가구들이 많다. 본 자료에 의하면, 호주 역시 높은 수

준의 주거비 및 이에 따른 주거지불 능력 악화, 낮은 공공임대 주택 

비율 등 한국과 유사한 주택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주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앞서서 주택영역에서 공적

보호 프로그램들을 시행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주거복지 

수준의 주요한 지표인 자가소유 비율은 한국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

을 유지해왔다. 아울러, 최근 민간역할의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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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자가소유 지원 및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두고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 장애인 및 홈리스 등 취약집단에게 주택정책의 우선순

위를 둠으로써 형평성과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주택의 대량공급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주택정책에 호주

가 시행해 오고 있는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프로그램과 다양한 주

거지원 서비스가 결합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주거안전망 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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