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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역사적 전개과정

❘제1절❘ 서론

프랑스 사회보장의 아버지라 불리는 라로크(Pierre Laroque, 1907~ 

1997)가 1945년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청

사진을 제시한지 6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와 

개혁은 계속하고 있다.

역사적 출발점에서 볼 때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비스마르크 사

회보험체계라고 말한다. 이 체계의 목표는 피용자(임금노동자)의 소

득보장이고, 작동원리는 기여와 그에 비례한 급여 수급이며, 운영원

리는 이해당사자에 의한 관리이고, 재원은 사회부담금으로 조달하

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모델은 또 다른 역사적 출

발점인 베버리지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 모델과 구별되고, 그 구별

의 핵심적인 요소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보험체계로서의 사회보장제도는 특히 재원조달과 

관리 측면에서 보면 철저하게 국가를 배제하면서 국민연대라는 도

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 전망

은 한계에 부딪치고 변용되면서 제3자로 배제되었던 국가는 사회보

장정책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한다.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이 확대되

는 등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 베버리지 혁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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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글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사회보험체계

가 태동하는 1945년 이전, 사회보장제도의 일반화가 이루어지는 

1945~1975년,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보장제도의 변용이 일어나는 

197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시기구분 하에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에 개입하는 과정 또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에 

초점을 맞추어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한다.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태동과 발전

1. 사회부조에서 사회보험으로(19세기 말~1945년)

19세기 말에서 1945년까지의 기간은 사회보험(Assurance sociale)

에 기반을 둔 프랑스 사회보호제도(Système de la protection sociale)

의 현재 모습을 만들어 낸 산파기라고 할 수 있다.

위 기간을 산파기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사회보호제도 운영과 관

련한 권한 챙기기에 공제조합, 고용주단체, 노동조합 간에 수많은 

사회적 논란과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집단 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앞으로 프랑스 사회보호제도를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의 도달점은 사회부조를 거부하

고 사회보험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낡은 건물의 잔재는 그대

로 남아 있어 오늘날의 프랑스 사회보호제도는 모자이크식 비스마

르크 복지모델 또는 다양한 직종과 직역단체의 이익을 반영한 복잡

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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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사회정책은 빈곤한 사

람들에 대한 복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사회정책은 한편에서는 

교회의 자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책임으로 여겨

지는 공공부조로부터 고양되어졌고, 이어서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쇠, 미혼모 등)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발전해간다.

이처럼 19세기 말 교회와 국가의 경쟁적 구도 하에서 프랑스 제3

공화국(1875~1944년)은 사회부조 법안을 제정하면서 사회적 개입의 

형태를 조직하고, 통제하고, 쇄신하였다. ‘학대받고 방기된 아동보호 

법안’(1889년), ‘무료진료’(1893년), ‘고아원아동 보호법안’(1904), ‘노

인, 병약자, 불치병 환자를 위한 법안’(1905년), ‘임산부를 위한 법

안’(1913년), ‘다자녀 빈민가정을 위한 법안’(1913년) 등 사회적 위

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부조 법안이 경쟁하듯 제

정된다.

다른 한편 동일한 시기에 다양한 사회보험이 사회보호의 새로운 

시도로서 등장한다. 이 시도는 사회계층의 인구학적 구성으로 볼 때 

산업혁명으로 인해 임금노동자 계층이 급증하는 시대적 상황에 보다 

적합하였다. 따라서 제3공화국 하에서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체계를 

형성하는 법안들이 또한 경쟁하듯 제정된다. ‘공제조합법’(1898년), 

‘산재보상보험’(1898년),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퇴직연금제도’(1910

년), ‘의무사회보험법안’(1930년), ‘가족수당’(1932년), ‘가족수당 확

대’(1939년) 등이 그것들이다.

1898년은 사회보험을 위한 사회입법의 의미 있는 한 해였다. 4월 

1일 공제조합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공제조

합법’, 일명 ‘공제조합헌장(Charte de la muturalité)’이 공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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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4월 9일은 18년의 산고 끝에 ‘산재보상보험’ 법안이 제정되

었다.1)

공제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은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요구 등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합법화하였으며, 무엇보

다도 사회보장제도가 부재하였던 시기에 조합원과 그 가족을 사회

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비록 ‘공제조합법’은 조

합원의 노후 생활보장에는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당시 

노동자의 생활보호체계 도입의 필요성과 이후의 사회보험의 입법화

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산재보상보험’ 법안의 제정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측면

에서 ‘소유의 보장’만을 위한 사회정책이 ‘노동권의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이행해 가는 신호탄이었다. 이 법안으로 직업적인 위험으

로부터 상실된 노동능력에 대한 고용주의 보상책임 원칙이 성립되

었고, 근로산재가 개인 차원에서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라 사회

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사회보호의 영역이 되었다.2)

또한 사회보호 가운데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1910년 4월 5일 법안’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퇴직연금제도(Retraite 

ouvrière et paysanne : ROP) 설립을 위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적

립방식으로 재원을 조달․운영하고, 수급연령은 65세로 정하였다. 

문제는 수급연령 규정인데 당시의 기대수명이 50세 정도인 점을 감

안하면 이 법안은 ‘죽은 자를 위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다.3) 

1) 1898년 ‘산재보상보험’ 법안은 노동자 출신 하원의원인 나도(M. Nadaud)가 1880년에 
제출된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산재보상보험’은 상원의원, 법률가, 사회학
자들에서 치열한 논쟁거리였다. P. Rosanvallon(1990), l'Etat en France de 1789 à non 
jours, pp. 175~176, Editions du Seuil. 

2) 심창학(2003), 프랑스 산재보험제도 연구, 노동연구원
3) 프랑스의 기대수명은 1740년대 25세, 1840년대 40세, 1945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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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로 실행되지 않았고, 1912년 

수급연령을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제출된다.

이처럼 일부 부문에서 사회보험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 

1930년에 이르러 건강, 모성, 장애, 노령,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대

한 의무사회보험이 민간 상공업부문에서 노사 협의로 설립할 수 있

게 하는 법안이 제정된다. 재원조달은 피용자와 고용주에 임금 총액

에 각각 5%의 기여금을 갹출하여 충당하고, 적립방식을 채택한 노

령퇴직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은 세대 간 분배체계로 운영된다. 비

록 1930년 사회보험법안이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사회분야의 피용

자를 대상으로 하지 못한 한계는 있었으나 사회보험의 의무화 원리

가 확고하게 정착하게 하고 수많은 공제조합에도 의무화 원리가 적

용되게 하였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의 확대와 사회보험의 운영원리가 공제조합에 

전파되는 가운데 제3공화국 말기의 인민전선(Le Front Populaire)정

부는 1939년 민간부문 상공업 피용자는 물론이고 농업경영자 및 장

인 등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가족수당의 혜택을 확대한다. 이것은 자

영업자 및 자유직업 종사자에 대한 의무사회보호의 최초의 형태이

자 임금소득과 무관하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면에서 사회보험의 논

리와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당시 연대주의

(solidarisme)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의 확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

적․법률적 정비라는 과업이 제2차 세계대전 후 곧바로 착수된다.

65세, 2000년대에는 80세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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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45년의 사회보장제도 

종전과 함께 ‘사회보장조직에 관한 법안(Ordonnance du 4 octobre 

1945)’의 제정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현대적 체계가 정립되고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당시 ‘새로운 사회질서’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상하였던 라

로크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체계와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

서’의 이중의 영향 하에 프랑스 사회보장계획서, 일명 ‘라로크 계획

(Plan Laroque)’을 작성하였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상당

부분 사회보험체계로 자리 잡고 있었던 상황에서 ‘라로크 계획’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취사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라로크가 받아들

인 것은 국민연대의 개념이고 버린 것은 국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라로크 계획’은 철저하게 국가의 개입을 배제한 국가 없는 변종 베

버리지 보고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적 규정 하에서 1945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성격

과 전망을 내포하고 있는 세 가지 원칙(단일성, 보편성, 형평성)의 

전개양상과 국가와의 관계를 이하 살펴보기로 한다.

‘라로크 계획’은 국민연대라는 도덕적 가치에 내포된 세 가지 원

칙을 정하여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원형을 만들었다. 첫 번째는 단

일성 원칙으로 업종별, 직종별로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보험을 

단일체계로 통일화하고 이를 운영하는 단일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편성의 원칙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

터 보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형평성의 원칙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단일성의 원칙으로 일반레짐(Régime général)4)이 만들어 졌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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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특수 직역종사자(공무원, 광부, 선원, 철도, 전력, 가스 등), 자

영업자, 농업종사자 등의 반발로 일반레짐은 민간 상공업부문의 피

용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레짐으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사회

보장제도는 단일체계 수립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특별레짐, 자율레짐, 

농업종사자, 자영업자를 위한 레짐 등 다원적 체계의 복잡한 구조가 

되었다. 더구나 실업보험은 사회보장제도에서 누락되었는데 당시 

프랑스 사회가 완전고용에 이를 것이라는 잘못된 전망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5)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사회부조

의 영역에 남아 있다가 1958년에 이르러 사회적 동반자(고용주와 

노동조합)간의 합의에 의해 사회보장제도와는 별개 기구인 전국상

공업고용연합(Union nationale interprofessionnel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 Unédic)과 전국상공업고용협회(Association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 Assedic)가 창설되어

지면서 실업보험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처럼 업종과 직종 및 직역을 

초월한 단일체계를 만든다는 단일성의 원칙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보편성 원칙은 전 국민 대상 사회보장제도의 점진적인 일반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독립 자영업자는 기존 직종별 공제조합에 가

입되어 있어 일반레짐에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더구나 일반레

짐의 주요 부문인 가족, 노령, 건강부문의 일반화는 기대와는 달리 

뒤늦게 이루어졌다. 1978년 전 국민 대상 가족수당 실행, 1993년 노

령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 FSV)의 창설과 함께 완성

4) 레짐은 사회보장 운영에 관한 규칙(재정충당방식, 가입요건, 수급요건, 급여의 종류, 
관리의 원칙, 적용범위 등)을 담고 있다.

5) 라로크는 실업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그의 후임에 그의 생각을 전달하였으나 
실제로 실업보험이 사회보험 내에 편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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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노령연금보험, 2000년 보편의료보장제도(Couverture maladie uni-

verselle : CMU) 시행으로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 성립 등 1945년

의 이상은 55년이 지난 2000년이 되서야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급여 지급이라는 형평성의 원칙은 

보장받는 사회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형평성과는 거

리가 멀었다. 사실상 연령별, 세대별, 자산보유별, 실업상태의 차이 

등 다양한 사회집단의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현재까

지 지속되고 있다.6)

1945년 사회보장체계는 완전고용이라는 전망에서 노동의 권리와 

노동의 세계를 만들어감으로써 모든 시민이 피용자가 되어 사회보

장의 보편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목표, 즉 국민연대를 실현하

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라로크 계획’이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은 바

로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그 성과는 미진하면서도 지연되었다. 

라로크는 1945년 사회보장제도의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었던 이유를 

전 국민(시민)이 아닌 임금노동자(피용자)만을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후 국가건설과 경제재건은 임금노동자에 

의존해야 했고 그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회상

하고 있다.7)

다음으로 1945년 사회보장제도에서 국가와의 관계설정과 그것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보장 재원은 국가의 조세에 의존

하지 않고 사회부담금으로만 충당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였다. 사

6) Julien Damon(2010), l'État-providence : des populations inégalement protégées, Cahiers 
français, nº 358을 참조하시오. 

7) P. Laroque(1993), Au Service de l'homme et du droit, Suvenirs et réflexions, p. 221, 
Comité de l'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et Association pour l'é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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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담금은 고용주와 피용자의 기여금, 고용주에게만 갹출하는 가

족수당을 위한 부담금, 각 기업의 작업위험도에 따라 책정되는 산재 

부담금 등 세 종류였고, 사회보장 지출은 수요 우선 원칙이었다. 사

회보장제도는 사전적 제한 없이 사회보장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킨

다는 ‘열려진 창구’였으며 지출이 수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부담금을 늘려 조정하였다. 1945년 사회보장제도의 창립자들은 국

가로부터 사회보장제도의 독립성을 보증받기 위해서는 균형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표 1-1-1>에서 보듯이 일반레짐의 경우 1950년과 1951년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 수입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5%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적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2011년 수입

(4,210억 유로) 대비 재정적자 비율인 4.9%(206억 유로)와 거의 비

슷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자는 1980년

대의 복지국가의 위기로 표면화되었고 이에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라는 기치를 걸고 개입의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1945년 사회보장제도의 창

립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배제하였다. 사회보험 더 나아

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관리를 이해당사자(고용주대표와 피용자대

표)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은 1945년 이전의 고용주 관리 또는 상업

적 관리를 이해당자자의 자치관리로 전환시켜 사적 기업 또는 국가

적 차원에서의 강압적 개입주의(paternalisme)로 인한 인간 존엄성의 

침해를 방지하지 위한 것이었다. 사실 국가의 배제는 그 전부터 국

가에 대한 불신, 국가의 융통성 부재, 관료주의적 이탈 등 부정적 인

식이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8)

8) 라로크 자신도 이 점에 대해 거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관리를 서류절차에만 익숙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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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일반레짐의 수지 변화(1947~1967년)
단위: 백만 프랑

사회보험 산재 가족수당 총계
수입 대비 
수지(%)

지출 대비 
수지(%)

1947 14,797 5,923 -2,321 18,399 9.4 10.4

1949 27,215 7,087 -18,201 16,101 4.9 5.1

1950 -30,361 -1,957 6,249 -266.069 -5.3 -5.0

1951 -43.348 -911 9.277 -34,982 -5.5 -5.2

1952 -32,161 1,871 40,450 10,160 1.2 1.2

1953 -37,610 -1.737 42,039 2,692 0.3 0.3

1955 -56,187 -4,393 25,670 -34,910 -3.3 -3.2

1957 -652 14 726 88 0.6 0.6

1959 6 31 298 335 1.9 2.0

1960 -231 -33 314 50 0.3 0.3

1962 72 16 676 764 2.9 3.0

1964 -521 -213 431 -303 -0.8 -0.8

1965 -1,544 -168 630 -1,082 -2.7 -2.6

1966 -2,978 -132 1,003 -2,107 -4.8 -4.6

1967 -3,412 -37 1,121 -2,328 -4.8 -4.6

자료: Collection des données et calculs : SESI, Pierre Volovitch

     B. Palier (2005), Gouverner la sécurité sociale, PUF, p.137에서 재인용

그러나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였던 사회보장제도 창립자들의 예상

과는 달리 이해당사자에 의한 자치관리는 국가의 개입을 이미 예정

하고 있었다. 피용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고용주단체 간 

자치관리 방식에 관한 주도권 경쟁은 순수하게 이해당사자들의 영

역에만 남아 있지 않았다. 정치적 우파와 고용주단체들이 주장하는 

료들에게 맡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해당사자에 의한 자치관리를 선택하였다고 말하
고 있다. P. Laroque (1993), 앞의 책, p. 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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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동수주의(paritarisme)와 그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간의 대립은 

사회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국가는 

공익의 시각을 가진 감독자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에 대한 통제

의 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의 대립은 국가와 이해당사자 간의 권한의 배분과 갈등이라는 새로

운 영역이 만들어졌다.

이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은 더욱 강화되었

는데 이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완전고용에 대한 전망이 회의적으

로 변화하고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하면서부터이다. 제3자였던 국

가가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는 주체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노사

동수주의는 3자주의(tripartisme : 피용자대표, 고용주대표, 국가)로 변

화하여 간다.

1945년 사회보장체제에서 주목해야 특징 중의 하나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분리하지 않고 결합하고 있는 점이다.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안(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사회보장이 경제에 대한 

공공정책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공공지출은 소비와 민간부문의 

투자 그리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면에서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하나

의 전략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1945년 ‘라로크 

계획’은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면서도 그것에 근거하는 경제정책 전

반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졌다. ‘라로크 계획’은 사회보장을 특히 경

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하는 한편, 임금

노동자를 경제재건에 참여시키기 위한 정치적 투자로 간주한 면에

서 사회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의 상호보완성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프랑스의 1945년 사회보장 설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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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대했다. 전 국민의 70%가 일반레짐에 가입하였고, 선별적 복

지보다는 수평적 또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국민연대를 달성하려 했

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는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

체계라는 기본 틀에 베버리지 내용을 담는 일종의 이종접합에서 비

롯되었다. 다시 말해 ‘베버리지 보고서’의 이상을 국민연대라는 가

치로 구현하려고 하였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은 국가를 배제

한 비스마르크 방식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1945년 사회

보장제도의 역사적 한계이면서 이후 프랑스 사회보장제도가 두 모

델 간의 균형을 찾아가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부여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제도의 확장

노동자만이 아닌 시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반화라는 목표는 

주어졌다. 그러나 업종, 직종, 직역 등 사회계층적 구별과 특정집단

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별주의로 인하여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일반레짐, 특별레짐, 보충레짐, 추가레짐, 자율레짐 등으로 파편화되

어 다시 전체를 이루는 퍼즐그림과 같은 제도로 변한다. 이 때문에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을 말할 때 모자이크식 체제라고 명명

하는 것이다.

1945년 이후 기존의 사회보험에 속해 있었던 사회계층들은 일반

레짐으로 통합되는 것을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일반레짐으로 통합

되면 급여의 혜택이 줄어드는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는 물론이고 상

공업 분야의 피용자들과 동일한 사회보험에 가입하길 원하지 않는 

직업군들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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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과 직역에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급여를 보장하

여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특정 직종군에서의 특별한 대우를 용납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일반레짐에 속해 있는 가입자들 가운데 그

들의 사회경제적 위상 또는 직업에 따라 보충레짐과 추가레짐을 독

자적으로 만들었다. 퇴직연금보험의 경우 1947년 관리직 사원의 보

충레짐인 ‘관리직보충연금제도총연합(Association générale des in-

stitutions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cadres : AGIRC)’, 1961년 

비간부사원의 보충레짐인 ‘비관리직보충연금제도연합회(Association 

pour le régime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salariés : ARRCO)’가 

설립되었다.9) 1948년에는 비피용자이면서 비농업분야 종사자를 위

한 ‘자영업자레짐(régime non salariés non agricoles : RSI)’와 농업종

사자의 레짐 등이 만들어졌다. 특히 ‘관리직보충연금제도총연합

(AGIRC)’의 설립은 노동자, 하급고용인, 직공장 등과의 사회계층적 

위상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직역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로서도 이용하였다. 이것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가 지향하려는 

국민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직역 중심의 특정 연대로 개별화되

고 특권화 되어가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에스핑 

앤더슨(G. Esping-Andersen)이 유럽의 사회보장제도를 분류할 때 보

수적(conservative) 그리고 조합주의적(corporatist)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는 이유이다.10)

역설적이지만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계층체계를 재생산하고 강화

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었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옹호

하는 것은 대혁명 정신의 전통인 공화주의적 보편주의 또는 국민연

 9) AGIRC와 ARRCO는 1972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되었다.
10) G. Esping-Andersen(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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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 속해 있는 직종과 직역의 사회적 위상

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일련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과 사회적 위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사회계층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967년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파편화되고 다원화된 사회보험의 레

짐(Régime) 간 불공평한 급여체계를 교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

별레짐과 자율레짐은 기여와 권리의 동일성 원리에서 본다면 일반

레짐과 비교하여 적은 부담금으로 더 많은 급여를 받았다. 더구나 

자율레짐, 특히 농업레짐에 가입되어 있는 사회적 집단의 인구학적 

불균형이 기여와 급여의 불일치를 확대시켰다.11)

실제로 레짐 간의 기여와 급여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은 별다른 효

과를 내지 못하였다. 1967년 개혁의 큰 특징은 사회보험의 일반레짐

을 운영하는 기존의 단일기관을 사회적 위험 종류에 따라 4대 부문

(건강, 산재, 노령, 가족)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할 4개의 전국적 

단위의 기관을 신설한 것이다. 건강과 산재 및 직업병 분야를 담당

하는 기관은 ‘임금노동자건강보험전국금고(Caisse nationale d'assur-

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 CNAMTS)’, 노령연금(퇴직과 

유족)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은 ‘임금노동자노령보험전국금고(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des travailleurs salariés : CNAVTS)’, 

가족급여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은 ‘가족수당전국금고(Caisse natio-

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 CNAF)’로 분할하였다. 마지막으로 

피용자의 기여금을 징수하고 전국금고들에 재원을 배분하며 일반레

짐의 단기 자금을 운영하는 사회보장조직중앙기구(Agence central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 ACOSS)도 신설하였다.

11) 자율레짐에서 퇴직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여자는 감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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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회보장 조직의 개혁은 본질적으로 재정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었다. 전 국민 대상의 사회보장 실시와 함께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사회보장 재정적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표 1-1-1> 참조), 이에 대한 조직 관리가 필

요했던 것이다. 조직 관리는 외관상 사회적 위험 관리 차원에서 4대 

부문으로 나누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해당사자에 의한 단일 일반레

짐의 자치관리를 반대하는 고용주단체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종래 단일 일반레짐의 관리체계의 인적 구성은 선출직으로 인해 피

용자대표자가 3/4, 고용주대표가 1/4로 되어 있어 피용자대표가 다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와 고용주단체는 단일 일반레짐

을 4대 부문으로 나누는 조직 개편을 통해 선출직을 없애고 지명직 

형태의 노사 동수의 대표자에 의한 관리 형태로 바꾸었다. 이는 일

반레짐의 분산된 조직 관리를 통해 기여금 수준을 올리고 급여는 

감축하여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보험의 기여금과 급여의 수준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국가는 

일반레짐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피용자의 기여금을 임금 총액의 

6%에서 6.5%로 올리는 한편, 건강보험 부문에서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금(ticket modérateur)을 30%로 높였지만 고용주의 부

담금은 인상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사회보장제도 관리의 노사동

수주의로의 전환과 피용자 부담 증가만을 결과한 1967년 개혁을 국

가와 고용주단체 간의 합의에 기초한 개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이

다. 이것에 대해 1967년 말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대 시위가 있었고, 

1968년 5월에 임금노동자의 슬로건 중에는 1967년 개혁을 사악한 

법안이라 비판하며 폐지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여튼 1967년 사회보장제도의 조직 개혁은 국가와 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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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고, 국가는 4대 부문의 전국금고의 관리

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기여금과 급여 수준의 결정은 여전히 국가의 

권한으로 남아 있었고 국가의 실제적 통제권은 보다 강화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프랑스 사회보장체제 확장기의 사회보장 정책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는 노동에 기초하고 

그에 따른 기여와 급여 수급, 둘째는 사회보장에 대한 개인의 권리

를 대표자(노동조합과 고용주단체)의 합법성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부담금, 셋째는 이해당사자의 자치관리가 그것이다. 이들 원칙에 따

라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일반화를 추진하였으나 단일화된 레짐으

로 통합되기 보다는 파편화된 복잡한 구조로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사회계층 구조를 유지하고 강화하면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창립자들이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내세웠던 국민연대의 정신은 제

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자치관리의 원칙은 외관상 유지되고는 있

었으나 국가의 통제권은 강화되었고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자가 악

화될수록 국가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개입의 정도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1950~1973년 기간 동안 사회보장 관련 지출 증가율은 6.5%인 반

면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그보다 낮은 5.0%였다.12) 그럼에도 불

구하고 <표 1-1-2>에서 보듯이 1967~1973년 기간 동안의 사회보장 

재정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

션 효과에 의한 것이었다.13)

12) 1950~1973년 기간 동안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매년 5% 증가하였고, 이는 EU 주요 
회원국 15개국의 4.5%, 미국의 2.5%보다 높은 증가율이었다. 

13) 1970~1974년 기간 동안 프랑스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1.8%를 기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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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일반레짐 재정수지 변화(1968~1975년)
단위: 백만 프랑

CNAMTS(건강) CNAVTS(노령) CNAF(가족) 총계
수입 대비 
수지(%)

지출 대비 
수지(%)

1968 321 8 282 611 1.0 1.0

1969 -8 390 1.212 1,594 2.3 2.3

1970 -442 294 1,888 1,740 2.3 2.3

1971 -431 709 2,489 2,767 3.1 3.2

1972 -2,021 62 3,5558 1,599 1.6 1.6

1973 -2,029 -950 3,440 461 0.4 0.4

1974 -2,742 -507 -514 -3,261 -2.8 -1.9

1975 -6,323 1,422 1,640 -3,261 -2.0 -1.9

자료: Collection des données et calculs : SESI, Pierre Volovitch

     B. Palier(2005), Gouverner la sécurité sociale, p.171, PUF에서 재인용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부문별 재정 수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부문의 재정적자는 1946년 이후 지속되고 있고, 더구나 노령보험의 

재정적자도 1973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점이다. 가족 분야

에서의 재정흑자분이 앞의 두 부문에 이전되면서 전체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사회보장 지출의 80% 정도를 차지

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노령보험 부문의 재정적자는 현재까지 프랑

스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보장제도의 재정적자 악화는 국가에 의한 재정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이 시작되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프랑스 넓게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지속성장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기인 ‘30년 황금기(1945~1973년)’는 브래튼 우

드(Bretton Woods)체제의 붕괴(1971년)와 제1차 석유파동(1973년)으

로 끝나가고 있었다. 완전고용은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이상이 되

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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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용에 근거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였던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는 변용을 경험하여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 중심에 재정

적자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제3절❘ 복지국가 위기와 사회보장제도의 변용

1. 재정적자 악화와 국가의 개입(1975~1995년)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1980년대 중

반까지 지속되면서 복지국가 위기가 거론되고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긴급한 정치적 과제로 등장한다.14)

경제성장률은 약간의 등락을 거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저성

장시대에 돌입하고 실업률은 1975년 3%대에서 1985년에 7.5%로 두 

배 넘게 증가한다. <표 1-1-3>에서와 같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은 1975년 21.6%에서 1985년 27.2%로 

5.6%p 증가한다.

이는 실업 증가로 1974년 실업보험의 확대, 1978년 사회보장제도 

일반화의 일환으로 전 국민대상 가족수당 실행, 1981년 가족급여 수

준의 상승, 1982년 조기퇴직 유도 등에 따른 것이다.

14) 일반적으로 복지국가의 위기를 재정, 효과성, 합법성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정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정책은 과다한 공공지출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결국 스스로 복지국가를 부정한다는 지적이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복지국가는 고도
성장기의 사회규제 및 사회규범으로서 작동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사회적 필요의 
등장과 저성장 및 주기적인 경기침체라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합하지 않고 효
율적이지 않은 체제라는 것이다. 합법성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변화로 국민연대를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는 개인주의 가치가 더욱 더 존중됨에 따라 복지국가는 그 정
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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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 각 부문별 사회보장 지출 변화(1975~1995)
단위: %

건강 노령 가족 주거 실업 빈곤 기타 총계

A B A B A B A B A B A B A B GDP 대비

1975 34.8 7.8 41.5 9.0 16.1 3.5 - - 3.9 0.8 - - 3.7 0.5 21.6

1977 34.3 8.0 42.6 9.6 14.3 3.2 - - 4.9 1.1 - - 4.0 0.6 22.6

1979 33.7 8.3 41.7 10.0 14.3 3.4 - - 6.4 1.5 - - 4.0 0.7 24.0

1981 34.9 8.8 41.7 10.5 12.3 3.1 2 0.5 8.3 2.1 0.8 0.2 - - 25.2

1983 34.1 9.1 40.8 10.9 12.0 3.2 2.6 0.7 9.7 2.6 0.8 0.2 - - 26.7

1985 33.9 9.2 41.5 11.3 11.0 3.0 2.6 0.7 10.3 2.8 0.6 0.2 - - 27.2

1987 34.1 9.1 42.0 11.2 10.5 2.8 2.6 0.7 10.1 2.7 0.7 0.2 - - 26.7

1989 34.7 9.1 42.3 11.1 10.3 2.7 2.7 0.7 8.8 2.3 1.2 0.2 - - 26.2

1991 33.9 9.2 42.8 11.6 10.5 2.8 2.9 0.8 8.9 2.4 0.9 0.2 - - 27.0

1993 33.5 9.8 42.7 12.5 10.5 3.1 3.1 0.9 9.2 2.7 1.0 0.3 - - 29.3

1995 33.6 9.7 43.5 12.6 10.6 3.1 3.2 0.9 7.9 2.3 1.2 0.4 - - 29.0

주: A = 사회보장 총지출 대비, B = GDP 대비

자료: Collection des données et calculs : SESI

1981년 정권을 잡은 미테랑(F. Mitterand) 사회당 정부는 실업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9시간으로 단축하

고, 정년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조기 퇴직제도를 도입

하는 고용창출 정책을 펼친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정책은 실업률 감

소에 효과를 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재정수지를 악화시켰다. 결국 

1980년 중반 사회당 정부는 케인지언 정책을 포기하고 경쟁적 반인

플레이션 통화정책으로 전환한다. 급격한 정책전환은 긴축재정, 임

금수준의 물가연동제 폐지, 규제 완화 등으로 나타나면서 물가상승

을 억제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노동시장은 악화되어 1995년 실업

률은 11.7%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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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995년 기간 동안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은 긴축재정정

책으로 비교적 27~29%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나 

<표 1-1-4>에서 보듯이 1986년부터 사회보장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로 고착화되고 1993년부터 적자 규모는 이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증한다.

<표 1-1-4> 일반레짐 재정수지 변화(1976~1995년)
단위: 백만 프랑

CNAMTS(건강) CNAVTS(노령) CNAF(가족) 총계
수입 대비 
수지(%)

지출 대비 
수지(%)

1976 -3,855 -781 3,737 -899 -0.4 -0.4

1981 -2,889 -672 -3,059 -6,620 -1.6 -1.6

1986 -5,089 -15,604 655 -20,038 -2.9 -2.8

1991 -2,578 -18,693 4,639 -16,632 -1.8 -1.7

1993 -27,614 -39,456 10,662 -56,408 -5.5 -5.2

1995 -38,594 10,142 -38,895 -67,347 -6.0 -5.6

자료: Collection des données et calculs : SESI, Pierre Volovitch

     B. Palier(2005), Gouverner la sécurité sociale, p.171, PUF에서 재인용

따라서 1995년 단행된 사회보장 개혁인 ‘쥐페 계획(Plan Juppé)’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적자 해소이고, 이후의 일련의 개혁들은 ‘쥐페 

계획’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구조는 변화하지 않았으나 

1987년 사회보장예산위원회(Commission d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e : CCSS, 1979년 설립)의 개혁을 통해 비용 관리에 실질적 역

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높은 실업률과 실업의 장기화로 ‘사

회적 배제’ 또는 ‘새로운 빈곤’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1988년 최소통

합수당’(Revenu minimum d'insertion : RMI)을 설립하여 근로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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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

화는 1990년 일반사회보장부담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 

CSG, 이하 CSG로 표기) 법안을 제정하여 사회보장 재원 조달에 조

세를 포함시킨 것이다.

CSG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CSG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1980년대 내내 이루어졌다. 논쟁은 사회보장 

재정이 사회부담금에만 의존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에 집중

하였다. 사회부담금은 노동비용을 상승시켜 국제경쟁력의 저하와 

그 영향으로 노동에 대한 자본대체화 경향, 이에 따른 높은 실업률

과 장기실업 발생 그리고 빈곤의 확대와 심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당시 CSG 도입 논리는 저임금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등 취약한 임금노동자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대변하면서 사

회부담금을 축소해야 하며 사회보장 재정을 사회부담금에 전적으로 

의존시키는 기존의 재원조달 방식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원래 사회부담금은 국민연대와 시민의 권리(가족과 건강 관련 위

험으로부터 보호)에 속하는 지출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제기되었고 이는 좌․우파 정치인 모두가 만

장일치로 합의하여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부담금은 축소되었으

며 일부분은 국가재정에서 보전되었다. 동시에 건강과 가족부문의 

사회부담금은 점차적으로 법률적으로 조세인 CSG에 의해 대체되어

진다.15)

15) 프랑스 납세자는 사회보장을 위한 부담금 성격의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CSG가 그 첫 번째 사회보장세가 된다. 1996년 사회부채상환부담금(Contribu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RDS)과 1998년 사회세(Prélèvement social), 
2010년 적극적 연대소득(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RSA)을 위한 과세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세의 성격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재원에 소요되는 등 부담금의 성격이 있으나 법률적으



31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CSG 시행 첫 해인 1991년 CSG 세율은 임금노동자의 임금소득과 

그 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1%로 정하였다. CSG 세율은 1993년 

2.4%로 1.3%p 증가하는데 그 증가분은 비기여성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노령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 FSV)의 재원

으로 충당하였다. CSG 세율은 계속 증가하여 1998년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해 7.5%를 부과하였고 지금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면

서 건강보험부문에 CSG 세율의 4.1%에 해당하는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16)

2006년 현재 CSG는 사회보장 지출에 조달되는 총조세의 66% 

(760억 유로)을 차지하며, ‘임금노동건강보험전국금고(CNAMTS)’에 

61.7%, ‘노령연대기금(FSV)’에 13.8%, ‘가족수당전국금고(CNAF)’에 

14.5%. ‘노인장애인연대전국금고(Caisse nationale de solidarité pour 

l'autonomie : CNSA)’에 1.3%, 기타에 8.6% 배분하고 있다.

1974년 이후 사회보장 재정의 재원조달 구성을 보면 <표 1-1-5>

에서와 같이 고용주 부담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피

용자 부담금은 증가하고 있다. 1974년 전체 부담금 가운데 고용주 

부담금 57.8%는 1995년 48.5%로 20년 사이에 10%p나 감축하였으

나, 반면 동기간 피용자 부담금은 14.7%에서 22.3%로 증가하였다. 

주목하여야 할 점은 조세에 의한 사회보장 재정의 재원조달이 비중

이 CSG 도입 이전에는 3%대를 유지하였으나 도입 이후 1995년에

는 7%대로 증가하면서 조세의 재원조달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로는 조세의 성격이 있다고 결정하였다(nº 90~285, 1990년 12월 28일).
16) 2005년부터 CSG 세율은 퇴직연금소득, 상속소득, 도박 등 게임소득에 각각 6.6%, 

8.2%, 9.5%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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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조달 구조(1974~2007년)
단위: %

사회보장
재정수입

1974 1979 1981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고용주
부담금

57.8 54.7 54.9 53.5 51.9 48.5 46.5 46.4 45.9 45.5 44.9 44.4

피용자 
부담금

14.7 17.2 18.4 19.6 22.7 22.3 16.4 17.0 17.0 17.0 16.9 16.8

비피용자
부담금

4.3 4.7 5.1 5.1 5.5 4.9 3.7 3.8 4.1 4.2 4.3 4.2

사화부담금
합계(1)

79.6 66.6 78.4 78.2 80.1 75.7 66.7 67.3 67.0 66.6 66.0 65.4

조세(2) 3.8 3.3 2.3 2.9 3.5 7.5 19.4 19.6 16.6 17.4 21.1 21.4

(1)+(2) 80.7 79.9 80.7 81.1 83.5 83.2 86.1 87.0 83.5 84.0 87.1 86.9

국가예산
지원(3)

16.1 17.2 14.9 14.7 12.9 13.4 11.3 10.7 14.1 13.5 9.9 9.9

(2)+(3) 19.9 20.5 17.2 17.6 16.4 20.9 30.7 30.4 30.7 30.9 31.0 31.4

기타 3.3 2.9 4.5 4.1 3.5 3.4 2.6 2.3 2.4 2.5 3.0 3.2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DREES

고용주 부담금의 축소와 피용자 부담금의 증가는 프랑스 사회보

장제도의 비스마르크 특징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CSG 

등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은 1988년 최소통합수당(RMI)의 창설과 마

찬가지로 프랑스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체계에 베버리지 혁신을 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설립의 가치로 베

버리지에서 차용해 온 국민연대의 개념이 차츰 실현되어 가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원래 라로크를 위시한 창립자는 직업 위상과 결합된 

직업연대가 국가의 개입 없이 시민의 권리가 확장되는 국민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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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해가는 것을 전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대로

의 길은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제도적 개입에 의해 

점차 이루어지고 있고, 1995년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

가의 개입의 정도는 점점 확대되어간다.

2. 사회보장 지출통제(1995년~현재)

1992년 유럽 단일시장 완성, 1993년 경기침체와 단일화폐 준비, 

1997년 안정성 협약, 1999년 유로화 단일화폐 출범 등 새로운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

였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유럽 재정위기는 사회보장의 지

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이다.

사회보장 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각 부문별 개혁

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1995년 쥐페 계획(Plan Juppé)은 

그 형태나 내용 면에서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

는 전환점이 되었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부문인 노령보험(퇴직과 유족)과 건

강보험은 개혁 진행형이다. 퇴직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2010년 기준 201억 유로로 총 재정적자(280억 유로)의 73%를 차지

하고 있다.17)

2010년 퇴직연금 개혁은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법정정년연령(60

세에서 62세)과 완전연금수급 연령(65세에서 67세)을 상향조정하였

17) Commission d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e, Rapport sur la situation et les 
perspectives des finances publiques, Cour des comptes, p. 67,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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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전의 발라뒤르 개혁(Réfome Balladur, 1993년), 피욘 개혁

(Réfome Fillon, 2003년)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악화되는 재정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단행되었다. 이처럼 일련의 퇴직연금제도 개

혁의 배경에는 생산가능인구 정체와 더불어 노령화로 인한 퇴직자 

부양비율이 하락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재정적자는 프랑스 사회보험의 재원조달 방식인 세대 간 분배체

계(système par répartition)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퇴

직연금 개혁은 사회적 동반자의 합의 원칙을 초월하여 추진되었다. 

최근 2010년 퇴직연금 개혁에 노동계, 야당, 사회단체를 비롯하여 

대학생, 고등학생까지 참가한 반대시위가 일어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보험금을 납부하는 현재의 피용자와 미래의 피용자 모두에

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기업의 금

융소득과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와 함께 고용주의 분담금 증대를 요

구한 노동조합의 주장은 국가의 일반의지에 의해 허용될 수 없었다. 

퇴직연금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떠하든 간에 여기에서 주

목해야 할 점은 국가는 이미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적이고 합법적인 

이해당사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 1-1-5>에서 보듯이 2000년

대 들어 사회보장 재원조달 가운데 국가가 조세 등을 통해 조달하

는 재원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보장 지출 통제에 대한 

국가 개입주의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국가의 재정정책을 통한 개입은 1990년 CSG에 이어 1996년 사회

부채상환부담금(Contribu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

ciale : CRDS)이라는 사회보장세 신설로 다시 나타난다. 사회부채상

환부담금(CRDS)은 기본 일반레짐과 노령연대기금(FSV)의 적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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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세율은 0.5%이고 적용되는 조건은 

CSG와 동일하다.

또한 국가는 1996년 ‘건강보험지출목표(Objectif national des dé-

penses d'assurance maladie: ONDAM)’를 정하여 건강보험의 지출을 

통제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 통제는 실제적으로 의회의 권한에 속

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CSG에 의해 조성되는 재원의 60% 이상을 건

강보험 재정에 할당하고 있어 국가의 건강보험 개혁은 퇴직연금 개

혁과 같은 이해당사자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2000년 보

편의료보장제도(CMU)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부담금 상승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

태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자 악화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프랑스 사회

보험체계의 지속 가능성과는 근원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적립식 분배

체계에서는 재정문제가 궁극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해결될 수 있으

나 세대 간 분배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보험체계에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제도 그 자체의 책임, 결국 국가의 책임으로 귀착된다.

이처럼 국가의 재정정책과 사회정책이 결합되면서 국가의 개입 

영역은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국가가 사회보험체계의 

개혁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사회보험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시민에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

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그 시작에서 비스마르크 모델에 베버리지 

모델을 접합시켰기 때문에 그 역사적 전개과정은 두 모델 간의 균

형을 찾아가는 갈등의 역사이면서 공화주의적 보편주의 또는 국민

연대를 상징하는 국가 재등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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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론

19세기 말부터 1945년 이전까지 사회정책의 주된 흐름은 사회보

험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부조의 영역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

러한 바탕에서 1945년 이후부터 현재의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발

전하여 왔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창립자는 전후 국가재건과 경제건설에 대

한 희망과 완전고용의 전망으로 노동에 기초한 사회보험체계는 사

회적 위험으로부터 피용자만이 아닌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하도록 계획하였다. 사적 기업은 물

론이고 국가는 사회보험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 여겨 철저히 

배제하였다. 그리고 피용자로서가 아닌 시민으로서 국민연대가 달

성되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30년 황금기’ 동안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체계를 단일

체계로 만들려고 했으나 업종별, 직종별, 직역별로 다원화되었고, 

일반화도 2000년에 이르러 보편의료보장제도(CMU)가 시행됨으로

써 실현되었다. 더구나 일반레짐 내에서 피용자들은 보충레짐을 만

들어 자신의 이익과 사회적 위상을 재생산하는데 활용하였다. 목표

는 지대하였으나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것은 비스마르크 사

회보험체계에 베버리지 이상을 접목시켰던 결과였다.

노동에 기초하는 사회보험체계에 치명적인 것은 실업이었다. 황

금기의 고성장기는 끝이 나고 저성장시대의 높은 실업률과 장기실

업은 사회부담금의 축소와 사회급여의 지출 증가로 나타나 결국 사

회보험의 재정적자를 악화시켰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조세의 비중을 높이면서 더 이상 제3자가 아니라 개혁을 주도하였다.



37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국가는 국민연대가 점차 직업연대를 대체하는 부문(건강, 가족, 

사회적 배제와 빈곤)에서 비록 유일하지는 않지만 주요 주체가 되어 

가고 있었다. 이들 부문에서 사회적 권리는 더 이상 피용자의 권리

가 아닌 시민의 권리이다. 급여는 더 이상 기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

며 일괄 정액수당이며 자산보유에 따른 차등적 급여(가족수당, 주거

수당, 사회적 미니멈)이다. 한편 사회적 동반자(고용주단체와 노동

조합)는 그들의 사회부담금이 재정의 대부분을 조달하는 사회보험

의 영역(퇴직연금, 실업보험, 보충적 건강보험)을 고수하고 있을 뿐

이다.

국가는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체계 내에 베버리지 혁신을 진행하

고 있고, 이에 따라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이중구조화되면서 재건

축되고 있다. 두 영역의 균형점을 결정하는 것은 오르지 프랑스 국

민의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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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보장 관리체계

❘제1절❘ 사회보장제도 개요

1. 사회보호제도의 구조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의무 또는 임의가입 형태의 레짐(Régime)

의 복잡한 모자이크식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레짐은 사회보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담고 있는데 업종, 직종, 직업에 따라 상이한 레

짐이 발전하여 왔으나, 이들 레짐들은 오늘날 일반레짐(Régime gén-

éral)의 전반적인 운영규칙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1-2-1>에서와 같이 프랑스 사회보호(Protection sociale)의 구

조는 크게 사회보험의 레짐(Régimes d'assurance sociale)과 사회부조

(Assistance sociale)로 구별되고, 사회보험의 레짐은 대부분 사회보

장의 공공레짐(Régimes des 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통상 사용하고 있는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은 

프랑스 사회보호제도에서는 사회보험에 포함되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보험 자체가 사회보장과 실업보험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

에 여타의 다른 레짐을 포함하는 것이 사회보호제도이다.

사회보험의 레짐은 법정 기초레짐(Régime de base)과 협약에 근

거한 보충레짐으로 구분되나 둘 다 의무가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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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초레짐은 4종류가 있는데 민간 상공업 피용자를 위한 일

반레짐과 공무원, 철도, 광산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피용자를 위한 

특별레짐, 상공업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자율레짐, 농업경영자 등을 

위한 농업레짐이 있다. 다른 한편 협약에 의한 레짐은 기초제도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노령연금과 관련한 레짐이 있다.18)

<표 1-2-1> 프랑스 사회보호제도의 구조

사회보호
(protection 
sociale)

사회보험제도
(Régimes 

d'assurance 
sociale

사회보장의 
공공제도

(Régimes des 
administration
s de sécurité 

sociale)

일반레짐(Régime général)

특별기금(Fonds spéciaux)

농업피용자레짐(Régime salariés agricoles: MSA)

그 외 피용자의 특별레짐
(Autres régimes particuliers de salariés)

피용자의 보충레짐
(Régimes complémentatires salariés)

농업경영자레짐
(Régime des exploitanats agricoles : MSA))

자영업자레짐(Régime non salariés non agricoles : RSI)

실업보상레짐(Régime d'indemnisation du chômage)

행정기관의 사회개입레짐(Régimes d'intervention sociale des administrations publiques)

공제, 추가보충연금, 상호부조레짐
(Régimes de la mutualité, de la retraite supplémentaire et de la prévoyance)

고용주직접레짐(Régimes directs d'employeurs)

자료: Les 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Base 2000, p.8, INSEE, 2007.

18) 1947년 관리직 사원의 보충레짐인 ‘관리직보충연금제도총연합(Association générale 
des institutions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cadres : AGIRC)’, 1961년 비간부사원의 
보충레짐인 ‘비관리직보충연금제도연합회(Association pour le régime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salariés : ARRCO)’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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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의 레짐은 사회보험의 레짐과 함께 프랑스 사회보호제도

를 구성하는 한 축을 이룬다. 사회보험의 보상 수준이 미흡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급여대상자들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지급되는 보충급여로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다. 대표적

인 사회부조는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으로서 일정한 사회

적 최저수준의 생활지원을 위한 것이다.

2. 사회보험의 종류

가. 일반레짐

일반레짐은 프랑스 인구의 80%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표

적인 레짐이며 다른 레짐의 기본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레짐

은 사회적 위험에 따라 건강보험, 산재 및 직업병 보상, 연금보험, 

가족수당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마다 전국금고(caisse 

nationale)19)가 있다. 이는 고용주 및 피용자 대표, 조합원에서 선출

된 의장, 자금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건강보험은 질병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질병 시 생활구제를 목적

으로 하는 질병수당금이 있으며 이들 급여는 ‘임금노동자건강보험

전국금고(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 CNAMTS)’에서 관리한다.

연금보험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임금노동자

노령보험전국금고(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des trav-

19) Caisse에 대한 번역은 국내에서 금고, 기금, 조합, 공단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본 
글에서는 프랑스의 사회보험 관리체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자치관리와 노사동수주의
의 원칙에 중점을 두어 금고라고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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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lleurs salariés : CNAVTS)’를 통해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족수당은 프랑스인과 일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프랑스에 거주

하는 외국인이 적용대상이며 1인 또는 2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모두에게 아동을 위한 급여를 지급한다. 이 급여는 ‘가족수당

전국금고(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 CNAF)’의 노사 

당사자 대표에 의해 자치관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국금고와 함께 1967년 설립된 ‘사회보장조직중앙기구(Agence 

central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 ACOSS)’는 기여금과 국

가보조의 재원을 위의 세 전국금고에 분배한다. 또한 이 기관은 피

용자의 기여금 징수를 조정하고 일반레짐의 단기 자금을 운영한다.

<표 1-2-2>에서와 같이 일반레짐의 행정조직은 행정구역별로 일

원화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20) 일반레짐의 감독권한은 예산, 재정 

및 사회관계를 담당하는 중앙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다. 기여금을 

징수하여 ‘사회보장조직중앙기구(ACOSS)’에 조달하는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갹출연합(Union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s sé-

curité sociale d'allocations familiales : URSSAF)’은 전국적으로 105

개가 분포되어 있다. 광역권(Région) 단위에서 근로산재와 직업병 

예방이 주된 업무인 ‘건강보험지역금고(Caisse régionale d'assurance 

maladie : CRAM)’는 16개가 있으며, 노령보험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령보험지역금고(Caisse régionale d'assurance vieillesse : CRAV)’

는 알자스-로렌 지역에 하나 있다.

전국적인 단위에서 ‘건강보험기초금고(Caisse primaire d'assurance 

20) 프랑스의 지방행정조직은 코뮌(commun)기초자치단체, 데파르트망(département) 중간
자치단체, 레지옹(région) 지역자치단체로 나누어진다. 프랑스 본토에는 코뮌(군, 면, 
읍)은 36,500여개, 데파르트망(도)은 96개, 레지옹(광역권)은 22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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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die : CPAM)’는 129개, ‘가족수당금고(Caisse d'allocations fami-

liales : CAF)’는 125개 분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레짐 운영기관의 대표자모임으로 운영기관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동시에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전국금고

연합회(Union des caisses nationales de sécurité sociale : UCANSS)’

가 있으며 그 하급기관인 ‘건강보험지역금고연합회(Union régionale 

des caisses d'assurance maladie : URCAM)’가 광역권에 22개 존재한다.

<표 1-2-2> 프랑스 일반레짐 조직

감독 건강 노령 가족 중앙기구 연합회

중앙
중앙정부부처

(예산, 재정, 사회보장)
CNAMTS CNAVT CNAF ACOSS UCANSS

광역권
(région)

-
CRAM(16개)
CRAV(1개)

- -
URCAM
(22개)

지방 -
CPAM
(129개)

-
CNF

(125개)
URSSAF
(105개)

-

자료 : ADERCI, La protection sociale en France, 2007.

전금금고의 위원회의 구성은 건강보험 33명, 노령보험과 가족수

당은 각각 30명, 그리고 ‘사회보장조직중앙기구(ACOSS)’는 35명으

로 구성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피용자대표와 고용주대표는 동수원

칙에 따라 각각 13명, ‘프랑스공제조합연합회(Fédération nationale de 

la mutualité française : FNMF)’ 대표 3명, 공권력에 의해 지명된 전

문가 4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기초금고의 의결권을 가

진 위원회는 피용자대표와 고용주대표 각각 8명, ‘프랑스공제조합연

합회’ 대표 2명, 공권력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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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레짐

공무원, 철도, 전기, 가스, 선원, 광부 등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종

사자를 위한 레짐으로서 단일의 레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직종 및 

직역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는 레짐이다. 특별레짐을 통해 건강, 

노령퇴직연금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특별레짐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 종사자, 전쟁 미망인, 

고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모든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개별적인 수혜를 제공하는 각각의 

관리 기구를 두고 있다.

다. 농업의 자율레짐

농업의 자율레짐은 농업부문의 피용자와 농업경영자를 위한 제도

로 구분되며 프랑스 농업부 산하의 ‘농업공제조합(Mutualité sociale 

agricole : MSA)’이 그 모체이다. 농업경영인의 경우 산재 및 직업병

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있으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농업피용자의 경우 산재 및 직

업병은 보호를 받으나 기타의 모든 사회적 위험은 일반레짐으로부

터 보호를 받는다. 농업의 자율제도의 재정은 기여금이 급여 재원의 

20%정도에 지나지 않아 조세 및 일반레짐의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라. 자영업자레짐(RSI)

농업을 제외한 비임금노동자들을 위한 레짐(일명, Régime non-non)

으로서 상공업분야의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 등 독립적이고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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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레짐은 소득보장 

효과보다는 의료, 분만, 노령 등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다.

마. 실업보상레짐

일반레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제

도로서 실업보상레짐이 있다. 실업보험은 프랑스 정부가 행한 법정 

사회보장제도와는 별개 기구인 ‘전국상공업고용연합(Union natio-

nale interprofessionnel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 Unédic)’과 ‘전국상공업고용협회(Association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 Assedic)’가 1958년 창설되어졌다. 또한 

실업보상레짐은 실업보험 외에 실업부조가 있으며 여기에 특별한 

보충적 레짐도 존재하는 등 복합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3. 재원 조달과 지출 구조

프랑스 사회보호제도의 재원은 고용주와 피용자의 기여금과 사회

보장세로 충당된다.

일반레짐에서 기여금은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 부담한다. <표 

1-2-3>에서와 같이 고용주와 피용자의 기여금 비율을 사회적 위험

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 근로산재와 가족수당에서는 고용주

가 피용자의 총임금에 각각 2.28%, 5.4% 부담하고, 피용자는 부담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과 노령연금에서 고용주는 각각 12.8%, 1.6%, 

피용자는 각각 0.75%, 0.1%를 부담한다. 노령보험의 경우 사회보장 

상한선에 있는 임금 중에서 고용주와 피용자에게 각각 8.3%, 6.65% 

갹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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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일반레짐의 부문별 기여금 비율
단위: %

피용자 부담분 고용주 부담분 총계

임금 총액

근로산재 0 1.70 1.70

건강 0.75 12.80 13.55

가족 0 5.40 5.40

CSG 7.75 0 7.75

CRDS 0.50 0 0.50

노령(상한 유) 0.10 1.60 1.70

사회보장 상한선이 
있는 임금 중

노령(상한 유) 6.65 8.30 14.95

총계 15.75 29.80 45.55

자료: Conseil des prélèvements obligatoires, 2011

사회보장세는 사회보장을 위한 부담금 성격의 세금으로서 세법이 

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한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세는 

7.75%의 일반사회보장부담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 CSG, 

이하 CSG로 표기), 0.5%의 사회부채상환부담금(Contribu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 CRDS, 이하 CRDS로 표기), 3.4%

의 사회세(Prélèvement social), 1.1%의 추가 부담금21) 등 총 12.75% 

수준이고, 일반레짐에 투입되는 CSG와 CRDS는 피용자에게만 부과

한다.

결국 사회보장세 가운데 일반레짐에 지급되는 보험료에 대한 고

용주와 피용자의 부담비율은 피용자의 임금 총액에 대해 고용주에

게서 29.80%, 피용자 자신에게서 15.75%를 갹출하는 것이고. 고용

주가 피용자보다 2배 정도를 더 부담한다. 결국 피용자의 임금 총액 

21) 1.1%의 추가 부담금은 ‘활동연대수당(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RSA)’의 재원 마련
을 위해 자본소득에 부과한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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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절반에 가까운 규모(45.55%)가 피용자와 고용주의 기여금 그리

고 사회보장세 명목으로 일반레짐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셈이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조달은 1990년까지 이해당사자의 부

담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으나 1991년 CSG의 시행과 그 세율의 

점진적인 인상으로 2009년 현재 사회보장 재원의 구성 비율은 고용

주와 피용자의 부담금 70%, 사회보장세 30% 정도로 점차적으로 조

세에 의한 재원 조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표.1-2-4> 참조).

이러한 변화는 고용주와 피용자의 기여금에 의존하는 비스마르크

식 사회보험제도가 보편성을 지닌 조세에 근거한 베버리지 혁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2-4> 사회부담금과 조세의 비중 변화(1980~2009년)
단위: %

부담금률(%)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사회부담금 97.9 97.1 96.3 89.8 73.5 75.6 70.1

조세 2.1 2.9 3.7 10.2 26.5 24.4 29.9

      CSG
           그 외 조세

0.0
2.1

0.0
2.9

0.0
3.7

  6.0
4.2

19.2
6.3

19.9
4.5

19.0
10.9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Rapport sur les prélèvements obligatoires et leur évolution, p. 15, 2011

이처럼 프랑스 사회보호제도는 기여금을 중심으로 준조세인 사회

보장세와 그 외에 국고지원 등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이렇게 조달된 

사회보호제도의 재정은 <표 1-2-5>와 같이 각 레짐 및 사회부조 재

원으로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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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5> 사회보호제도 계정(2008)

사회보호 
계정

5,703억 유로
(100%)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호

계정의 의미

4,606억 유로
(80.9%)

사회보험제도
전국계정의 

의미

4,141억 유로
(72.7%)

사회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3,920억 유로
(68.8%)

사회보장제도

3,289억 유로
(57.7%)

일반레짐

2,553억 유로
(44.8%)

그 외 의무 레짐
715억 유로

(12.5%)

의무 기초레짐에 
조달되는 기금

21억 유로
(0.4%)

보충레짐  631억 유로(11.1%)

실업보상레짐    221억 유로(3.9%)

공공 사용자 직접레짐   465억 유로(8.2%)

행정기관의 사회개입레짐  614억 유로(10.8%)

공제, 추가보충연금, 상호부조 레짐  271억 유로(4.8%)

공공 및 민간 사용자의 직접레짐(Régimes directs d'employeurs) 117억 유로(2.0%)

ISBLM의 사회개입레짐     95억 유로(1.7%)

주: LSBLM(Institution sans but lucratif au service des ménages) : 기부, 공공기관 등

에서 조달된 재원으로 비영업적 재화와 서비스를 가구에 제공하는 기관

자료: Les comptes de la protection sociale en 2008, DREES, 2010.p. 141.

위의 2008년 사회보호계정에서 사회보험 관련 지출은 전체 5,703

억 유로 가운데 4,606억 유로(80%)이고 사회부조 관련 지출은 700

억 유로(12%) 정도이다. 사회보험제도 가운데 일반레짐이 2,553억 

유로(44.8%)로 전체 사회보호 재정지출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차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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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득보장 체계

1. 노령보험

노령보험은 2008년 기준 사회보장 지출의 45.7%를 차지할 만큼 

사회보호 급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퇴직연금제도는 산업별, 직종별로 나누어지며 재원조달방식

에 따라 3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1층에는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

는 기초레짐(régime de base)로서 일반레짐, 자영업자레짐, 농업레짐, 

특별레짐이 있다. 2층에는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 보충레짐(régime 

complémentaire)이 있으며 이 또한 의무가입이다. 기초레짐과 보충

레짐은 세대별 분배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반면, 3층에 있는 추가레

짐(régime supplémentaire)은 적립식 분배체계로 의무가입이 아닌 개

인별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표 1-2-6>에서 같이 2007년 기준 기초레짐의 총 가입자는 약 

2,530만 명이고 퇴직자는 2,160만 명 정도로 가입자 1.17명이 퇴직

자 1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민간 상공업부문의 피용자 대부분을 포

함하는 사회보장 일반레짐에 1,700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 퇴직자는 

1,150만 명으로 전체 연금급여의 35%가 지급되고 있다. 기초레짐에

서 특이한 점은 농업부문(피용자와 경영자)에서의 퇴직자가 가입자

보다 4배 가까이 많은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 때문

이다. 따라서 인구학적 불균형에 기인하는 ‘농업공제조합(MSA)’의 

재정적자는 일반레짐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충당한다. 기초레짐에

서의 퇴직연금급여의 상한선은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월 2,859 

유로이고, 연금급여는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에 의해 산출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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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6> 직업별․레짐별 퇴직연금 현황(2007년)
단위: 천 명

직업별
세대별 분배체계(의무가입) 적립식 분배체계

기초레짐 보충레짐 추가레짐

임금 피용자

농업부문 
피용자

비간부 MSA
(가) 665   (퇴) 2,433 ARRCO

(가) 18,335
(퇴) 11,379 임의 선택 레짐과 

기업 레짐

간부 AGIRC
(가) 3,826
(퇴) 2,283

민간부문
피용자

상공업 간부

피용자의 노령보험 일반레짐

(가) 17,074
(퇴) 11,499

상공업 비간부

민간항공 
피용자

CRPNAC
(가) 30  (퇴) 16

공공부문
피용자

공곰부문 
계약직

IRCANTEC
(가) 2,531  (퇴) 1,697

비상업적 공무원 
퇴직연금

(Préfon) 등
공무원, 군인 (가) 2,452  (퇴) 1,869

RATP
(가)4,600

지방공공단체 
CNRACL

(가) 1,952  (퇴) 691

공공 및 
준공공부문 

종사자

 선원, 광부, 전기, 철도, 가스, 프랑스은행  등
(가) 513  (퇴) 1,163

비임금 가입자

농업경영자
MSA

(가) 566 (퇴) 1,828
RCO

(가) 518  (퇴) 454

임의 선택 레짐

장인, 자영업자
RSI

(가) 1,405
(퇴) 1,839

RSI-AVA
(가)629 (퇴) 663

RSI-AVIC
(가) 776 (퇴) 347

자유직업
CNAVPL

(가) 554   (퇴) 203
CNAVPL

(가) 557 (퇴) 187

변호사
CNBF

(가) 46  (퇴) 0.9
CNBF

(가) 46 (퇴) 0.9

종교인
CAVIMAC

(가) 15  (퇴) 64
ARRCO

주: (가) = 가입자, (퇴) = 퇴직자

자료: La Retraite en France, Les Chiffres de la retraite, p. 17, Dossier spécial de 

l'Observation des retraites, juin 2009, N. 5.

22) 연금급여 = 기준임금 × 지급률 × 가입기간(분기)/162. 기준임금은 가입기간 중 급여가 
높았던 25년을 평균하여 산출하며 상한선은 연 34,620 유로(2010년 기준)이다. 지급
률은 총임금의 50%이다. 완전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62분기를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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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충레짐의 가입자와 퇴직자는 2008년 기준 각각 3,240

만 명, 1,820만 명으로 가입자 1.78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 구조

이다. 대표적인 보충레짐인 ‘비관리직보충연금제도연합회(ARRCO)’

와 ‘관리직보충연금제도총연합(AGIRC)’23)에 민간부문 상공업 피용

자, 농업부문 피용자, 공공부문 계약직 등 2,200만 명이 가입하고 있

으며 전체 연금급여의 23%가 여기에서 지급된다.24) 보충레짐의 연

금급여는 가입기간 중 획득한 퇴직연금점수(nombre de points de re-

traite)와 점수단가(valeur du point)를 곱하여 산정한다.25).

<표 1-2-7>와 <표 1-2-8>에서와 같이 프랑스 퇴직연금급여의 소

득대체율이 중위소득자 기준으로 EU 15개국 평균인 65%보다 낮은 

53.3%이나, 수급기간은 남성 기준으로 EU 평균기간 19.8년보다 높

은 24.5년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퇴직연금제도의 만성적

인 재정적자의 한 원인이 되어왔고 일련의 개혁조치를 통해 재정적

자를 해소하고 있다. 2010년 연금개혁은 적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2세 연장하고 완전퇴직연금 

수령 시점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였다.

<표 1-2-7〉 EU 주요국의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 
단위: %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영국
OECD 
평균

EU 15개국 
평균

중위소득자
(평균소득)

53.3
(53.3)

67.9
(67.9)

95.7
(95.7)

43.0
(43.0)

61.5
(61.5)

81.2
(81.2)

33.5
(30.8)

60.8
(59.0)

65.0
(63.8)

자료: OECD, Pension at Glance, 2009

23) AGIRC는 1947년, ARRCO는 1961년에 설립되었으며 1972년 이후 의무가입으로 정
하였다.

24)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특별레짐(régimes spéciaux)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는 전체 연금급여의 27%를 차지한다.

25) 점수단가 산정 공식은 V = (C-D)/Pn으로 C :보험료 총액, D : 보험료총액으로부터 
공제한 보험료 반환액과 관리비 및 복지적립금, Pn : 연평균 급여점수. 2010년 현재 
점수단가는 ARRCO는 1.1799유로, AGIRC는 0.4186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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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8〉 주요 EU국가의 연금수급연령, 퇴직연령 및 수급기간 비교

단위: 세, 년

남성 여성

퇴직연령 수급연령 평균수명 수급기간 퇴직연령 수급연령 평균수명 수급기간

프랑스 58.7 60 83.2 24.5 59.5 60 87.6 28.1

독일 62.1 65 82.2 20.1 61.0 65 85.5 24.5

영국 63.2 65 82 18.8 61.9 60 84.5 22.6

이탈리아 60.8 65 82.5 21.7 60.8 60 86.5 25.7

EU 61.7 64.3 81.5 19.8 60.5 62.7 85 24.5

자료: OECD, Pension in France abroad: 7 key indicators, 2010

또한 공무원 등을 위한 특별레짐과 일반레짐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공무원의 부담률을 7.85%에서 

10.55%까지 올리고 특정 영역의 공무원의 정년을 2년 상향 조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노령연금 가운데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일 경우 그 생존배우자에게 주는 연금이다. 연금 수급

조건은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생존배우자는 재혼을 안했어야 하고 

수급신청 시 생존배우자의 소득이 최저임금(Salaire minimum inter-

professionnel de croissance : SMIC)을 넘지 말아야 한다.

 2. 가족수당26)

프랑스의 가족급여 수당제도는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 수당이 대

부분이고, 임신부터 출산이나 입양, 양육, 교육까지 부모들이 생활

보장을 받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26) 가족수당 관련 내용은 ‘선진국의 인구문제 도전과 대응’(박창렬, 김미란, 최연혁)의 
제16편 ‘프랑스의 인구전략과 성공 Paradigm’ 제3장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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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족수당제도 1978년 전 국민대상으로 일반화되었고 ‘가족수당전

국금고(CNAF)’에서 운영․관리한다. 재원조달은 고용주가 피용자

의 임금 총액 가운데 5.40%를 부담하고 CSG의 14.5%가 ‘가족수당

전국금고(CNAF)’에 지원된다.

가족수당은 그 종류만 해도 20여종이 넘는데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는 일반적 부양급여로서 가족급여 총액의 약 1/2를 차지하는 

가족수당(AF)이 있다. 가족수당은 2인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세대주에 소득 차등에 따라 지급되는데, 이는 두 번째 자녀 이후 양

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위한 것이다.

둘째는 출산 및 보육지원 수당으로서 유아수당, 양육수당, 보육수

당 등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유아수당은 임신 4개월부터 출생 

후 3개월까지 소득 차등에 따라 지급된다. 양육수당은 2명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또한 직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보육수

당은 부부 양쪽 또는 한쪽이 직업 활동에 종사할 때 자택에서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셋째는 특정목적 급여로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장애아를 양육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특별양육수당, 6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에게 지급되는 입학수당, 주거수당27) 등이 있다.

가족수당제도는 소득과 자산보유 상태에 따라 자산조사형 지원제

27) 주거수당은 3종류가 있다. 개인주거수당(APL)은 저소득 계층의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가족주거수당(ALF)은 유자녀 가족, 부모부양 가족 등에게 지급되
며, 사회주거수당(ALS)은 저소득이면서 앞의 두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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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별적 수당)와 비자산조사형 지원제도(보편적 수당)로 구분하는

데, <표 1-2-9>는 현재 프랑스 가족지원제도의 비자산조사형과 자산

조사형 수당의 종류와 지급대상조건을 표시하고 있다. 비자산조사형 

수당은 가족수당(AF)과 영아보육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 PAJE)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자산조사형 수당은 한부모가

정과 노인, 장애인,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

층 중심의 지원제도이다.

<표 1-2-9> 프랑스의 가족지원 수당제도

비자산조사형

가족수당(AF) 20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가구 대상

가족보충수당(CfF) 3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영아보육수당(PAJE) 기본수당에 보육방식별로 선택수당 부가

입학수당(ARS) 6-18세 아동 대상

징병 및 장애아동 간병수당(AJPP) 부모의 간병활동에 대한 소득보장

가족지원수당(ASF) 고아 및 입양아동 부양수당

자산조사형

노령보충수당(ASPA)
2007년 이후 노인층을 위한 공공부조 수당인 
MV(Minimum vieillesse)로 대체

성인장애수당(AAH) 빈곤층 성인장애인 대상 생계급여

장애보충수당(ASI) 장애인 가구 대상 생계급여

한부모수당(API) 한부모가구 대상 생계급여

특별연대수당(ASS) 실업부조

최소통합수당(RMI)
취업활동 촉진 및 빈곤 감축을 위한 사회부조로서 
2009년 활동연대수당(RSA)으로 대체

활동연대소득(RSA) 사회보장 대상자의 근로유인 

주거수당(AL) 빈곤층 및 취약계층 주거급여제도

주: AJPP(Allocation jour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ASPA(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AAH(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PI(Allocation 

de parent isolé), ASS(Allocation spécifique de solidarité), RMI,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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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사형 수당 가운데 주거수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사회

적 미니멈(Minima sociaux)’으로서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보험체

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최소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특

히 최소통합수당(Revenu minimum d'insertion : RMI)은 다른 사회부

조 수당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지원제도 하에서 1998년에서 2010년까지 수급대상 

인구를 살펴보면 가족수당(Af) 수급 가구가 370만 가구에서 470만 

가구로 100만 가구 정도 증가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2004

년 도입된 영아보육수당(PAJE)은 첫 해에는 75만 가구에서 2010년 

229만 가구로 7년 만에 3배 정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1-2-10>는 출산, 보육 및 생활안정을 통한 출산촉진을 위한 

주요 가족지원 수당액의 수준을 보여준다. 가족지원 수당은 월 기본

급여(Base Mensuel de l'allocation familiale: BMAF)를 기준으로 급여

액은 자녀의 수와 여성가장 여부, 여성의 취업상태 등에 따라 상이

하게 지급된다.

프랑스의 비기여형 가족지원 제도에서 특이한 것은 지속적으로 

자산조사형 수당 항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초수당은 

보편적 수당으로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라 

수당의 지급조건과 지급액을 정하는 방향으로 가족지원정책이 발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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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0> 프랑스 주요 가족지원 수당액(2009.1.1 기준)
단위: %, 유로

수당 BMAF의 % 월 수당액(유로)

가족수당(AF)

2자녀 32 124.54

3자녀 73 284.12

4자녀 114 443.69

5자녀 155 603.26

1명 추가 - 159.78

가족보충수당(CF) 41.65 162.10

가족지원수당(ASF) 중 임산부 116.76 583.80

영아보육수당
(PAJE)

기본수당 45,95 178.84

기본수당
비수급자

취업활동
완전중단

142.57 554.88

반일근로 108.41 421.93

기본수당
수급자 

취업활동
완전중단

96.62 376.05

반일근로 62.46 243.09

개학수당(ARS)

6~10세 282.17

11~14세 297.70

15~18세 308.05

출산장려금 229.75 878.65

주: BMAF는 2009년 1월 1일 현대 389.20유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3% 내의 

증가율을 반영한다.

자료: Le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 et sociales au 1er janvier 2010,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2011.

3. 실업보상레짐

프랑스 실업보상레짐(régime d'indemnisation du chômage)은 사회

보험의 레짐과 연대보상레짐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각 레짐은 각

기 상이한 규정과 기관에 따라 운영된다. 아울러 실직자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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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보조 및 지원제도가 부가된다.

실업보험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전국상공업고용연합(Unédic)

과 전국상공업고용협회(Assedic)로서 실업보험레짐의 집행과 관리

를 담당하고 있다. 전국상공업고용연합(Unédic)은 전국 차원에서 고

용정책 및 실직자 관리를 담당하고, 국립고용안정센터(Agence natio-

nale pour l'emploi : ANPE) 등 여타 기관들과 긴 한 의견을 교환한

다. 전국상공업고용협회(Assedic)는 지방 차원에서 30여개의 사무소

와 10여 지역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기여금 장수와 실업수당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전국상공업고용협회(Assedic)는 고용주의 가

입을 지원하고, 실직자의 취업 과정을 지원한다.28)

연대레짐(Régime de solidarité)은 국가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은 국가예산으로 축적되는 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이 담당

하고 있다. 실업보험의 피보험자가 되기 위해 충분한 기여금을 납부

하지 못한 실직자는 연대레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984년 이후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층에 대한 실업급여는 연대기금

을 통해 지급한다. 전국상공업고용협회(Assedic)가 이들에 대한 실

업급여의 지급을 대행하고 있다.

실직자에 대한 지원은 가족수당전국금고(CNAF)가 담당하고 있으

며, 특히 2009년 6월부터 ‘활동연대수당’(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RSA)이 시행됨에 따라 실직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실업보험레짐은 노사 동수대표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원칙 하에서 운영된다. 사회적 동반자(고용주단

28) ‘파리 지역의 전국상공업고용협회 그룹(Groupement des Assdic de la région pari- 
sienne : GARP)’이라는 연합체는 파리 지역에서 고용주 가입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4
개의 전국상공업고용협회(Assedic)을 대신하여 기여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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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노동조합)는 단체교섭을 통해 실업보험레짐의 규정을 수립하

고 해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용주단체와 노동조합은 기여금과 

급여에 대한 규정 수립 시 직종 간 협약을 체결하고, 기여율과 보상

률은 실업보험레짐의 재정적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체결된 협

약은 최고고용위원회(Comité supérieur de l'emploi)에 제출되고 이후 

노동부 장관의 동의를 얻은 다음 동 협약은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규정으로 전환된다.29)

실업보험레짐의 대표적인 수당은 재취업지원수당(Allocation d'aide 

au retour à l'emploi : ARE)이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실직자로 등록하고, 최근 18개월 이내에 최소 4개월간 고용된 자로

서 기여금을 납부하였으며 근로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고용될 수 있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수당은 매월 지급

되며 일일기준임금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되며 실업보험 최대보상기

간은 7~23개월이다.30)

실업보험 재원은 고용주와 피용자의 기여금으로 조달된다. 기여

율은 고용주가 피용자의 임금 총액에 4.00%, 피용자는 2.40%로 차

등적으로 적용되며 실업급여 월 상한선은 2011년 1월 현재 12,124

유로이다.31) 고용주의 실업보험 기여율이 높은 것은 고용주의 실업

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보상레짐의 수급 대상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는 연대보상레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수당으로는 특별연대수당(Allocation 

29) ‘전국노사동수위원회(Commission paritaire nationale : CPN)’은 노사 간 협약의 해석
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대표와 경영인연합 대표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30) 일일기준임금(salaire journalier de référence : SJR)은 유급 근로의 최종일로부터 12개
월, 4개월 등 전(前) 기간 동안의 월급과 보너스 금액을 합산한 후 이 총액을 해당 
기간 동안의 유급근로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31) 실업급여 상한선은 사회보장 급여의 월 상한선 3,031유로에 비하면 4배 정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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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solidarité spécifique : ASS), 통합수당(Allocation d'insertion : AI), 

퇴직연금동등수당(Allocation équivalent retraite : AER)이 있다. 특별

연대수당(ASS)은 보험 수급권이 종료된 구직자나 보험급여 혹은 연

대급여 중 선택할 수 있는 만 49세 이상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자산

조사를 거쳐 6개월 동안 제공되고 수급조건이 충족되면 갱신할 수 

있다. 통합수당(AI)은 재취업지원수당(ARE)을 수급할 권리를 얻는

데 필요한 고용 기간이 부족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32) 퇴

직연금동등수당(AER)은 만 60세 이하의 구직자로서 퇴직연금보험

에 162분기 동안 기여금을 납입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러나 퇴직연금동등수당(AER)은 2011년에 폐지되었다.

연대레짐의 재원은 연대기여금(solidarité contribution)과 국가보조

금 등으로 조달된다. 공공기관(중앙 및 지방의 행정기관 및 준공공

기관)의 고용주는 피용자의 총임금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대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는 연대레짐의 수지균형을 위해 국가 보

조금을 지원한다.

<표 1-2-11> 프랑스 실업보상레짐

실업보험레짐 연대레짐

관리주체 사회적 동반자(Unédic, Assedic) 국가

급여지급 원칙
과거 임금 수준과 연계되며 

제한된 기간 동안 지급
정액 지급되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

재원조달 고용주와 피용자의 기여금 연대기금과 국가보조금

수혜자 실직자 보험 수급권이 상실되고 특정 실업층으로 분류되는 자

지급기관 Assedic Assedic

자료: Unédic, Protection en France des personne involontairement privées d'emploi, 

Notice DAJ 265, 2003

32) 통합수당(AI)은 일시대기수당(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 APT)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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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실업보험레짐과 연대레짐으로 양분된 실업보상

레짐의 관리주체, 재원 조달, 급여지급 원칙, 대상자 등을 정리하면 

<표 1-2-11>와 같다.

4. 사회부조

프랑스의 사회부조는 일정한 사회적 최저수준의 생활지원을 위한 

일반부조인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과 사회복지서비스 등

이 있다.

프랑스의 사회적 미니멈은 노령보충수당(Allocation supplémen-

taire vieillesse : ASV), 미망인지원수당(Allocation veuvage : AV, 2011

년 소멸), 장애보충수당(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té : ASI), 

특별연대수당(ASS), 일시대기수당(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 

APT), 연금동등화수당(AER, 2011년 소멸), 성인장애수당(Allocation 

adulte handicapé : AAH), 한부모수당(Allocation de parent isolé : 

API), 최소통합수당(Revenu minimum d'insertion : RMI), 활동연대수

당(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RSA) 등이 있고, 프랑스 본토 외 지

역에서의 연대수당(Revenu de solidarité : RSO)이 추가된다. 2009년 

말 현재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는 약 350만 명이고 그 가구구성원까

지 합치면 800만 명 정도가 된다.

사회적 미니멈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도입 논리가 다르고 그에 

따라른 관리기관도 다르다. 1956~1975년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

람들에 대한 사회부조로서 노령보충급여(ASV)는 1956년에 도입되

었고 노령연대기금(FSV)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노령보험기관(CAV)

에서 관리한다. 장애보충수당(ASI)은 1957년 도입되었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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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CAM)에서 관리하고, 성인장애수당(AAH)은 1975년에 도입되

었고 국가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가족보험기관(CAF)에서 관리

한다.

1976~1980년 기간 동안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취약한 계층

을 위한 사회부조로서 미망인수당(AV)은 1980년에 도입되어 사회

보장제도에서 재원이 마련되어 가족보험기관(CAV)에서 관리하였

고, 한부모수당(API)은 1976년 도입되었고 가족보험기관(API)에서 

관리되었다.

1979~1984년 기간 동안은 고실업과 장기실업이 일상화되면서 실

업자를 위한 사회부조로서 통합수당(AI), 특별연대수당(ASS) 등이 

연대기금으로 각각 1984년에 도입되어 실업보험기관(assedic)에서 

관리하였다.

1988년 사회적 배제와 빈곤에 대한 사회부조로 최소통합수당

(RMI)이 국가예산으로 도입되었고 가족보험기관(CAF)에서 관리하

고 있으며 2009년 한부모수당(API)과 함께 활동연대수당(RSA)으로 

대체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미니멈은 사회적 위험의 발생 및 사회적 수용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소멸되고 통합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미니멈이 

도입되어 왔다. 2006년 기준 사회적 미니멈의 수혜자 현황을 보면 

최소통합수당(RMI)이 128만 명(37%), 특별연대수당(ASS)이 40만 

명(11%)으로 전체 사회적 미니멈의 절반에 이르는 것은 실업과 같

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부조가 강조되기 때문

일 것이다.

물론 사회부조는 실업보상과 함께 급여 증가율이 노령, 건강, 가

족부문보다는 높지만33) 급여액은 2007년 GDP의 1% 미만(170억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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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으로 전체 사회보호급여에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이것은 근로활동에 기초한 사회보험이라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체계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튼 사회적 미니멈으로 대표되

는 프랑스 사회부조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의지

의 표출이며 사회적 위험의 시대적 내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

적 복지의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34)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적 미니멈과 함께 사회부조의 다른 축을 이

루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도) 단위에서 노령, 장애인, 아동대상의 복지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다.

노령복지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

기 위해 지급되는 사회부조이다.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형태는 

재택부조와 집단위탁에 의한 숙박부조가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재택부조로서 살림 지원과 함께 현금지원이

나 직접적인 서비스가 있으며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

는 사람(신체장애가 적어도 80% 이상)에서 지급하는 보상수당

(Allocation cimpensatrice pour tierce personne)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서비스로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위한 

현금지원이나 특별한 학습 지원 등 가정 내 지원과 아동홈이나 입

양보호를 위한 아동급여(prise en charge physique)가 있다.

33) 2008~2009년 기간 동안 노령, 건강, 가족부문의 급여 증가율은 4%대였으나 실업보
상은 10.8%,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부조는 22.7%를 기록하였다.

34)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창학(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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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 체계

프랑스 건강보험제도는 1945년 이후 평등한 의료서비스의 접근,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 국민적 연대라는 3가지 원리 위에 발전하여

왔고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프랑스를 세계에서 가장 의료

서비스가 만족스러운 국가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건강보험제도는 민간 상공업부문의 피용자가 가입하는 

일반레짐과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 등이 가입하는 특별레짐이 있고 

자영업자레짐에는 농업경영자와 상공업자영자 레짐이 있다.

<표 1-2-12>과 같이 2008년 기준 일반레짐에 전 국민의 87%인 

5,600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특별레짐에 2%인 120만 명, 자영업자

레짐에 11%(700만 명) 가입되어 있다. 일반레짐은 임금노동자건강

보험전국금고(CNAMTS)의 노사당사자대표에 의해 자주 관리된다.

임금노동자건강보험전국금고(CNAMTS) 외에 공제조합, 민간보험

회사, 고용주와 피용자 등의 대표들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보험기

관인 ‘보장기구(Institution de prévoyance)’ 등이 보충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개인이 공적인 의료보험 체계에 의해 환급

받지 못하는 진료비, 의료비 등 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환급

을 보장해준다.

또한 법정 기초레짐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

한 보편의료보장제도(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MU)가 2000

년 1월 시행됨에 따라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

게 기본적인 보장범위의 건강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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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2> 프랑스의 건강보험제도 구조

제도명 대상가입자
가입자비율

(2008년 기준)

피 용 자 레 짐

일 반 레 짐 민 간  상 공 업 피 용 자
전 국민의 87%
(5,600만 명)

특 별 레 짐

국 가 공 무 원

전 국민의 2%
(120만 명)

피리지하철공사직원

프랑스수도회사직원

국 철 직 원

광 산 종 사 자

선 원

자영업자레짐

농업자영업자레짐 농 업 경 영 자
전 국민의 6%

(360만 명)

상공업자영업자레짐 상 공 업 자 영 업 자
전 국민의 5%

(340만 명)

자료: Les comptes de sécurité sociale, 2011.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보험급여나 보편적 건강보험급

여 외에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회적 부조(Aides so-

ciales)도 있다.

2. 건강보험제도의 재정관리

2009년 프랑스의 보건의료분야 지출은 2,219억 유로로 GDP 대비 

1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급여 지출(GDP 대비 13%대) 

다음으로 공공지출이 많은 부문이다.

2009년 기준 건강보험 일반레짐의 재정지출은 1,491억 유로이고 

재정수입은 1,385억 유로로 106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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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5) 건강보험 일반레짐의 재정 수입은 보험료와 조세로 충당된다. 

1991년 CSG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대부분은 고용주가 부담

한다. <표 1-2-13>에서와 같이 2007년 기준 총수입 대비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9.5%(656억 유로)이고, 이 가운데 고용주가 부담

하는 보험료 비중이 46.6%(618억 유로)이고, 피용자의 부담 비중은 

2.9%(38억 유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CSG와 국고지원 등 조세를 

통하여 51.5%를 조달된다. 총조세에서 CSG가 차지하는 비중은 

37.6%(498억 유로)이고, 이는 전체 CSG의 63% 정도에 해당한다. 

CSG는 자본소득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있으므

로 보험료에 비해 재원규모가 크고 보다 형평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자본이나 도박 소득에 대한 부과율은 높게 책정하는데 반해 

저소득층에게 CSG 세율을 인하해 준다.36)

<표 1-2-13> 프랑스 건강보험 수입 구조 
단위: %(10억유로)

1990 2000 2007

             피용자 보험료 32.2(20.1) 3.4(3.4) 2.9(3.8)

             고용주 보험료 63.1(39.3) 51.1(49.8) 46.6(61.8)

          총 보험료 95.2(59.4) 54.5(53.2) 49.5(65.6)

             CSG 0.0 34.6(33.8) 37.6(49.8)

             특별세(담배 등) 1.6(1.0) 3.3(3.3) 3.4(4.5)

             기타 세금 1.6(1.0) 4.2(4.0) 4.6(6.1)

          총조세 1.6(1.0) 38.7(37.8) 40.9(54.2)

              기타 3.1(2.0) 6.8(5.6)) 9.6(12.7)

          총수입 100.0(62.3) 100.0(97.6) 100.0(132.5)

주: (  )는 10억 유로

자료: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0.

35) 2009년 기준 건강보험 법정 기초레짐의 재정지출은 1,722억 유로이고, 재정 수입은 
1,618억 유로로 104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재정적자분은 모두 
일반레짐에서 발생한 것이다.

36)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에 3.8%만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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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프랑스의 보건의료 지출 항목은 개인의 의료서비스 소비

(1,710억 유로), 의료체계 관리비용(155억 유로), 연구(75억 유로), 

노령자의 재가의료서비스(74억 유로), 예방(65억 유로)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보건의료 지출 통

제를 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의회에서 ‘건강보지출목표(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 ONDAM, 이하 ONDAM

으로 표기)’에 따라 익년의 건강보험 지출 최대한도를 승인하고 하

부 지출항목에 대한 지출한도를 설정한다.37) 가령 내년도 ONDAM

의 최대한도는 올해 실제지출액에 정부가 제시하는 올해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 최댓값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실제지출액이 건

강보험 지출 최대한도의 1% 이상 초과하게 되면 의회의 특별위원

회, 일명 알베르(Albert) 위원회(2004년 설립)는 사회보장감독원장에

게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알베르(Albert) 위원회 설립 전에는 ONDAM을 잘 수행하도록 하

는 효과적인 기제가 없어서 ONDAM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

으나 이후 ONDAM의 정책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 그

렇지만 정부는 실제지출액과 ONDAM의 차액에 대해서 당해 연도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하여 건강보험에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고, 

의료비에 지출한도를 정하는 것에 대한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은 여

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37) 의회의 지출 최대한도 결정은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과 국가보건협의회
(Conférence nationale de santé: CNS)의 보고서를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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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요약 및 평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로 양분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업종, 직종, 직업에 따라 일반레짐, 특별레짐, 자율레짐, 

농업레짐 등으로 다원적 체계를 이루며, 이들 레짐 안에 기초레짐, 

보충레짐, 추가레짐이 부가되는 모자이크식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

고 있다. 한편 사회부조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사회적 취약계

층을 위한 제도로서 사회적 미니멈, 보충급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

공한다.

2008년 기준 전체 사회보호 지출 가운데 사회보험의 지출은 80%, 

사회부조 지출은 12%, 공제, 추가보충연금 등이 8% 정도를 차지하

고 있다. 재원은 고용주와 피용자의 사회부담금과 조세로 조달된다. 

1991년 CSG 시행 이후 조세의 조달 비중이 증가하면서 현재 사회

부담금과 조세의 비율은 70:30 정도이다. 이는 1991년 이전의 비율

이 97:3인 점을 감안하면 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 비중이 급증한 것

이다. 또한 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은 사회보험체계 내의 건강, 가족, 

사회부조 부문에 집중하고 있어 이들 부문에서의 국가의 영향력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가족부문에서 국가는 가족급여의 

기본수당을 보편적 수당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자산조사형 수당 

항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선별적 수당의 비중을 높이는 가족지

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실업보상레짐나 사회부조의 관리는 근로유인을 위한 보상 및 지

원수당을 통합하는 추세이다. 실업보험의 경우 고용주의 기여금이 

피용자의 기여금보다 두 배 정도 높게 차등적으로 적용한 것은 실

업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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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동반자(고용주단체와 피용자단체)

를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순수하게 기능하는 영역은 법정 기초레짐

의 퇴직연금보험, 보충레짐 건강보험, 실업보상레짐 등으로 한정되

어가는 반면, 국가의 조세에 의한 보편적 복지의 영역은 가족수당, 

기초레짐의 건강보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활동 지원 및 최저 

생활 지원 등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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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구구조와 인구문제

❘제1절❘ 프랑스의 인구현황

프랑스의 인구는 2011년 1월 1일 현재 6,500만 명(해외 거주 포

함)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독일(8,180만 명, 2010년 기준)

에 이어 인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프랑스 본토의 인구는 1811년 3,000만 명에서 1896년 4,000만 명

으로 90년 동안 1,000만 명이 증가하는 상당히 완만한 증가세를 유

지하였다.38) 그렇지만 양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1900년대 이후 1940

년대까지의 인구는 4,000만 명을 기준으로 소폭 등락을 반복하면서 

정체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였다. 1900~1939년 기간 동안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의 인구는 20~30% 증가한 반면, 프랑스의 인구는 

4,071만 명에서 4,150만 명으로 2% 증가하였을 뿐이다. 그나마 프랑

스 인구가 2% 증가한 것은 1920년대 이민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

다.39)

1945년에 4,000만 명이었던 인구는 매년 30~50만 명 증가하면서 

38) 19c 초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유럽 대륙 전체인구의 1/6을 차지할 정도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였다.

39) 민유기(2011), 20세기 전반기 프랑스 가족보호정책과 사회보장개혁의 공론장 형성, 
‘중앙사론’ 33집, p. 220. 특히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으로 130만 명
을 넘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를 상실되면서 1920년대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의 이민인구가 대거 유입하였다.



73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24년만인 1969년에 5,000만 명에 도달하는데 특히 1961~1963년 기

간 동안에는 매년 80~90만 명이 증가하였다. 프랑스의 이러한 인구 

증가세는 전후 30년 고도성장기 동안 지속되다가 1973년 저성장 시

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30만 명 정도 증가하여 34년만인 2003년 인

구 6,000만 명에 도달한다.40) 1973년 이후 프랑스의 인구 증가세가 

완화되면서 2011년 프랑스 본토의 인구는 6,300만 정도이다(<표 

1-3-1> 참조).

<표 1-3-1> 프랑스(본토) 인구 변화 추이(1800~2011)
단위: 백만명

연도 1801 1811 1846 1896 1910 1945 1959 1969 1984 2003 2005 2008 2011

인구 29 30 36 40 41 40 45 50 55 60 61 62 63

자료: Bilan Démographique 2010, No. 1332, 2011.1 INSEE 

<표 1-3-2>에서와 같이 2000~2010년 기간 동안 독일의 인구는 감

소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120만 명, 이탈리아는 330만 명, 프랑스는 

420만 명 증가하였다. 2000년대 들어 프랑스의 인구증가는 독일, 영

국,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들보다도 증가율이 높으며 향후 EU 

국가 내에서 프랑스가 인구대국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

는 전망도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프랑스의 2010년 

합계출산율이 1974년 이후 처음으로 2.01을 기록하면서 높은 출산

율을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41)

40) 2003년 프랑스 전체 인구(해외 거주 포함)는 6,182만 명으로 해외 거주 프랑스인은 
180~200만 명 정도이다.

41) EU 주요국가 가운데 2009년 기준 합계출산율 1.60을 초과하는 국가는 사회보장제도
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북유럽국가의 노르웨이(1.96), 스웨덴(1.94), 핀란드(1.86), 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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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EU 주요국의 인구 변화 추이(2000~2100년)
단위: 명

2000 2005 2010

EU 27개국 482,767,512 491,134,938 501,105,661

독    일 82,163,475 82,500,849 81,802,257

프 랑 스 60,508,150 62,772,870 64,716,310

영    국 58,785,246 60,038,695 62,008,048

이탈리아 56,923,524 58,462,375 60,340,328

자료: Eurostat 2011

❘제2절❘ 인구구조와 전망

1. 인구구조

가. 인구증가율과 연령별 비중

<표 1-3-3>에서 같이 2000년대 프랑스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4%

대를 넘어서고 있다. 2009년 인구의 자연증가율 4.1%는 유럽연합

(EU) 국가 중에서 아일랜드(10.2%)와 사이프러스(5%)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높다.42)

이러한 프랑스의 높은 인구증가율은 프랑스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출산장려정책과 이로 인한 높은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증

가가 주요 요인이다.

마크(1.84) 등이며 서유럽국가 중에서는 프랑스(2.0), 영국(1.94) 등이다

42) 2009년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룩셈부르크는 4%, 영국은 3.7%, 네덜란드는 3.1%이며 
그 외의 다른 EU회원국은 3%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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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3> 2000년대 프랑스 인구 증가율
단위: 천명, %

연도
인구

(매년 1월)
출생자 사망자 

인구증가 비율

자연
증가

이민
증가

총계 출생률 사망률
증가율

자연증가율 총비율

2000 59,063 775 531 +244 +70 +314 13.1 9.0 +4.1 +5.3

2002 59,894 762 535 +226 +95 +321 12.7 8.9 +3.8 +5.4

2004 60,734 768 509 +259 +105 +364 12.6 8.4 +4.2 +6.0

2006 61,597 797 516 +280 +115 +395 12.9 8.4 +4.5 +6.4

2008 62,300 796 532 +264 +75 +339 12.8 8.5 +4.3 +5.4

2009 62,631 793 538 +255 +70 +325 12.7 8.6 +4.1 +5.2

자료: INSEE, 2010. F. Prioux, et al., L'évolution démographique récente en France, 

Population-F, 65(3), 2010, p. 456에서 재인용 

1960년부터 2010년까지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

면, <표 1-3-4>와 같이 20세 이하 연령층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

이고 있어 1960년 32.3%에서 2010년 24.7%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20세 이상 65세 이하 연령층은 1960년 56.1.%에서 2010년 58.7% 소

폭 증가하고, 65세 이상 연령층은 11.6%에서 16.6%로 대폭 증가하

고 있다. 또한 2000년대 75세 이상 초고령층의 증가율은 1.7%로 그 

이전의 증가율의 4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1-3-4> 프랑스의 연령별 인구 구성
단위: 명, %

연도 인구(매년 1월)
연령별 비중(%)

0~19세 20~64세 65세 이상 75세 이상

1960 46,163 32.3 56.1 11.6 -

1970 50,772 33.1 54.0 12.8 -

1980 53,880 30.6 55.4 14.0 6.1

1990 56,709 27.8 58.3 13.9 6.8

2000 58,894 25.6 58.4 16.0 7.2

2010 62,842 24.7 58.7 16.6 8.9

자료: Bilan Démographique 2010, No. 1332, 2011.1, IN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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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프랑스의 인구 피라미드 유형

남자 여자

(천 명)                                    (연령)                                    (천 명)

주: 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출생, ② 출산율이 낮은 시기에 태어난 인구층 ③ 제2

차 세계대전(1939-1945년)으로 인한 출생 감소 ④ 베이비붐 시기 ⑤ 베이비붐 종료

자료: G. Pison (2011), Duex enfants par femme dans la France de 2010, Population 

& sociétés, N. 476, p. 3 에서 재인용

연령별 인구 구성을 피리미드 유형으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 

1-3-1]과 같다.

나. 이민인구

이민인구의 유입도 인구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1982~2007년 

사이 프랑스 인구의 자연적 인구증가는 1,000만 명 증가하였는데 그 

가운데 이민을 통한 인구증가는 110만 명 정도로 인구 증가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1월 1일 현재 프랑스 내 이민인구는 5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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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7%를 차지한다. 이민인구의 특이한 변

화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10년간 15만 명 정도 증가하였으나 

1999~2006년 기간 동안에는 80만 여명으로 대폭 증가한 점인데,  

2000년대 들어서서 매년 7~10만 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표 

1-3-5 참조).

<표 1-3-5> 1982년 이후 이민자 및 외국인 인구 추이
단위: 명

1982 1990 1999 2007.1.1

이민자 4,037,036 4,165,952 4,306,094 5,147,723

   남성

   여성

2,178,816 2,168,271 2,166,318 2,543,761

1,858,220 1,997,681 2,139,776 2,603,963

외국인 3,520,668 3,595,026 3,258,539 3,571,259

자료: INED, 2011

이민 인구의 국적별 구성을 보면 1960년대 초에는 유럽계가 전체 

이민자의 80%에 육박하였으나 이후 이민인구의 다변화가 진행되어 

2007년 현재 아프리카계가 42.3%로 가장 많고 유럽계는 38.4%, 아

시아계는 14.0%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제리 출신 이민인구가 

69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모로코가 63만 명, 포르투갈이 57만 명 등

의 순이다.

다. 기대수명과 평균연령

프랑스인의 기대수명은 1740년대의 25세에서 260년이 지난 2010

년에는 80세로 3배 정도 길어졌다. 1750년대의 기근과 전염병으로 

평균수명이 30세가 안될 정도로 짧았으나, 백신 등 의약분야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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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아의 사망률이 줄어들어 1850년대의 기대수명은 43세에 이

른다. 기대수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전쟁, 1870년 전쟁, 

양차 세계대전 등으로 기대수명이 낮아지고, 산업과 도시화에 따른 

영유아 사망률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들어서서 전

염병에 의한 사망률이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기대수명이 60세를 넘

기게 된다.

<표 1-3-6> 연령대별 기대수명 
단위: 세

남성 여성

0세 1세 20세 40세 60세 0세 1세 20세 40세 60세

2001 75.4 74.8 56.2 37.4 20.6 82.9 82.2 63.5 44.0 25.7

2007 77.4 76.7 58.0 39.0 21.9 84.4 83.6 64.8 45.3 26.9

2010 78.0 77.3 58.6 39.5 22.4 84.7 83.9 65.1 45.5 27.1

2011 78.2 77.5 58.7 39.7 22.5 84.8 84.1 65.3 45.7 27.3

자료: INSEE, Estimations de population et statistiques de l'état civil.

위의 <표 1-3-6>에서 보듯이 1994년 이후 기대수명은 남성의 경

우 1년에 3개월, 여성의 경우 1년에 2개월 연장되면서 2011년 현재 

남성의 기대수명은 78.2세이고 여성의 기대수명은 84.8세에 이르고,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 차이는 점차적으로 좁혀지고 있다. 

또한 <표 1-3-7>과 같이 프랑스 인구 전체의 평균 연령은 1960년 

33세에서 2010년 39.8세로, 2060년 44.5세로 상승할 전망이다. 2060

년 프랑스의 평균연령은 EU 27개국 평균 연령 47.2세보다 낮으며 

영국을 제외한 EU 주요국들보다도 낮아 전체 인구의 초고령화 진

전 속도도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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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7> EU 주요국의 평균 연령 추이
단위: 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EU 27개국 평균

1960 33.0 34.8 35.6 31.2 29.6 31.5

2010 39.8 44.2 39.5 43.1 39.9 39.8

2060 44.5 50.8 42.3 50.2 49.7 47.2

자료: G. Lanzieri, The Greying of the baby boomer, Eurostat, 2011

2. 인구 전망

향후 프랑스 인구 증가 전망과 관련하여 <표 1-3-8>에서 보듯이 

50년 이후인 2060년의 프랑스 인구는 7,36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

는데 이는 2011년 인구에서 800만 명 정도 증가한다.

2011년 기준으로 과거 50년 전인 1960년 4,500만 명의 인구가 

2,000만 명 증가한 데 비해 50년 후 800만 명 증가는 그 증가폭이 

대폭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구변화의 특징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6.7% 정도를 차지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

하게 된다는 점이다.

<표 1-3-8> 프랑스(본토)의 1960~2060년 인구변화 및 전망
단위: 천명, %

연도
매년 1월의 
인구(천 명)

비율(%) 인구
자연증가
(천 명)

이민
자연증가
(천 명)

0~19
세

20~59
세

60~64
세

65~74
세

75세
이상

1960 45,465 32.3 51.0 5.1 7.3 4.3 298 140

2007 61,795 24.8 53.8 4.9 8.1 8.5 263 100

2020 65,962 23.9 49.6 6.0 11.0 9.4 173 100

2030 68,532 23.0 47.5 6.0 11.1 12.3 142 100

2040 70,734 22.4 46.6 5.3 11.1 14.7 82 100

2050 72,275 22.3 45.9 5.6 10.2 16.0 31 100

2060 73,557 22.1 45.8 5.4 10.5 16.2 30 100

자료: Estimation de population et statistiques de l'état civil jusqu'en 2007 et projection 

de polpulation 2007~2060, IN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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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9> 프랑스 인구전망을 위한 변수 추정값

평균 최저치 최고치

합계출산율 1,95(2015년부터) 1.80(2015년부터) 2.10(2015년부터)

여성 기대수명 91.1세(2060년) 88.6세(2060년) 93.6세(2060년)

남성 기대수명 86.0세(2060년) 83.5세(2060년) 88.5세(2060년)

이민자 10만 명(2007년부터) 5만 명(2015년부터) 15만 명(2015년부터)

자료: Estimation de population et statistiques de l'état civil jusqu'en 2007 et projection 

de polpulation 2007~2060, INSEE

이러한 인구전망은 <표 1-3-9>와 같이 합계출산율,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 이민자 수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추산하고 있다. 합계출

산율은 2015년부터 평균적으로 1.95를 유지하고, 2060년 여성과 남

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각각 91.1세, 86세가 되고, 이민자는 2007년

부터 평균 10만 명이라는 전제하에서 2060년 인구는 73,557만 명으

로 전망되어진다. 

<표 1-3-8>에서 보듯이 20세 이하 인구는 2060년까지 소폭 증가

하나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여 2007년 25%에서 2060

년 22%로 하락한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세 이하 인구 비중은 60

세 이상 인구 비중보다 낮아지기 시작한다.

연령별 인구분포상 경제활동인구의 핵심을 이루는 20세에서 59세 

인구는 2007~2060년 기간 동안 3,310만 명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동 연령층은 2007년 전체 인구 가운데 54%를 유지하다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프랑스의 인구 구성은 연령별로 균형을 이루는 상단부가 완

만한 종형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한 인구 감소와 전후 베이비붐으로 인한 인구증가 영향은 사라진 

형태의 인구 구조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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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프랑스의 인구 피라미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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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왼쪽은 남성, 오른쪽은 여성

자료: INSEE (2007), Estimation de population et statistiques de l'état civil jusqu'en 
2007 et projection de polpulation 2007~2060.

❘제3절❘ 인구고령화 문제

1. 고령화 현황과 전망

UN 기준에 따르면 프랑스는 1864년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

령인구 비율이 7%가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1979년 그 비

율이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20.4%가 되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가 되기까지는 115년이 걸린 반면에 고령사회로 진입하

는 데는 40년 정도가 소요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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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0> EU 주요국의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
단위: %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EU 27개국 평균

1960 11.6(2.0) 11.5(1.6) 11.7(1.9) 9.3(1.3) 8.2(1.2) 9.6(1.4)

2010 16.6(5.2) 20.7(5.1) 16.4(4.6) 20.2(5.8) 16.8(4.9) 16.0(4.1)

2060 26.7(11.0) 32.8(13.5) 24.5(9.3) 31.7(14.1) 31.5(14.2) 29.3(11.5)

주: ( )는 80세 이상 인구 비중

자료: G. Lanzieri, The Greying of the baby boomer, Eurostat, 2011

프랑스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1980년 14.1%에서 2010년 16.6%로 

2.5%포인트 증가하였다. 더구나 65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75세 이

상 초고령층은 1960년 4.3%(195만 명)이나 2010년에는 8.7%(567만 

명)로 인구 비중으로는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인구는 3배 가까이 증

가하여 초고령층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10년 EU 주요국의 고령층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표 1-3-10>

과 같이 프랑스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EU 27개국 평균 16.0%

보다 약간 높은 16.6%이며 영국을 제외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보다는 낮다. 그러나 80세 이상 초고령층의 인구 비중은 이탈리아

를 제외한 다른 EU 국가들보다도 높다.

그러나 고령화 진전 속도를 보면 프랑스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율은 1960~2010년 50년 동안 5%인데 반해 독일 8.8%, 이탈리

아 10.9%, 스페인 8.6% 보다 낮으며 EU 27개국 평균 6.4%보다도 

낮아 고령화 또는 초고령화 진전 속도는 낮은 편이다.

프랑스의 2010년 말 연령별 인구 비중을 보면 15세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8.3%, 15~64세 인구는 65.1%, 65세 이상 인구는 

16.6.%이다. <표 1-3-11>과 같이 2010년 프랑스 고령층 부양비율은 

25.6로 생산가능인구 10명이 65세 이상 고령층 2.56명을 부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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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1> EU 주요국의 고령층의 부양비율
단위: 해당인구 백 명당 명, 명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EU 27개국 평균

1960 18.7 17.0 18.0 14.0 12.7 15.0

2010 25.6 31,4 24.9 30.8 24.7 24.7

2060 46.6 59.9 42.1 56.7 56.4 54.4

주: 고령층 부양비율 = [(65세 이상 연령층 인구)/15~64세 연령층 인구)] × 100

자료: G. Lanzieri, The Greying of the baby boomer, Eurostat, 2011

있다. 이는 EU 27개국 평균 고령층 부양비율 24.7, 영국 24.9, 스페

인 24.7보다는 약간 높으나 독일 31.4, 이탈리아 30.8 보다는 낮다.

50년 이후인 2060년 프랑스의 고령층 부양비율은 46.6로 생산가

능인구 2명이 고령층 1명을 부양하게 된다. 이는 영국의 고령층 부

양비율 42.1보다는 높지만, EU 27개국 평균인 54.4, 독일의 59.9, 이

탈리아의 56.7, 스페인의 56.4 보다 낮아 초고령화 진전 속도가 상대

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수인 고령화지수43)와 

관련하여 2010년 현재 프랑스의 고령화 지수는 92.1로 유소년 인구 

100명에 65세 이상 고령층은 92.1명이다. 2015년이 되면 전체 인구 

대비 0~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은 18.2%이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은 18.6%이어서 고령층 인구와 유소년 인구 비중은 동일하게 

된다. 2060년에는 고령층 13명에 유소년 9명으로 고령층 인구가 유

소년 인구의 1.5배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표 1-3-8> 참조).

또한 프랑스의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0년 기준 

3.92명이고, 50년이 지난 2060년이 되면 2.10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하락한다.

43)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연령층 인구)/(0~14세 연령층 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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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

만 평균수명의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연령층 진입이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기(1945~1973년)

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은 2035년까지 지속되면서 

고령인구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2035~2060년 사이

에도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계속하게 증가할 것이나 그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출산율은 낮아 이

들이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인구가 베이비붐 세대보다 적기 때문이

다. 따라서 <표 1-3-8>에서 보듯이 2040년에 이르면 60~64세 연령

층은 감소하고, 65~74세 연령층의 증가는 정체되나 75세 이상 초고

령층은 증가할 것이다.44) 고령화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고령층 내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어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거시경제 충격, 

의료, 퇴직연금, 소득 보장에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프랑스의 고령층 인구의 비중과 초고령화 속도는 EU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지만 고령화 관련 공공재정 지출은 증가

하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 경제의 지속성장 및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프랑스 정부

는 고용, 건강, 연금 및 실업보험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개혁을 진

행하고 있다.

44) 프랑스의 75세 이상의 인구는 2007년 520만 명에서 2060년 전체 인구의 16.2%인 
1,190만 명으로 증가하고 85세 이상은 130만 명에서 540만 명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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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고령화의 파급영향

가. 노동력 규모 감소와 잠재경제성장률 축소

 1975~2004년 기간 동안 프랑스의 인구는 5,270만 명에서 6,070

만 명으로 8,000만 명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인구는 2,180만 명에서 

2,730만 명으로 증가하여 30년 동안 550만 명이 증가하였다.

인구변화와 경제활동인구 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프랑스 경제활

동인구의 증가율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인구증

가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기여하는 비율이 작아지고 있으며 또

한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

<표 1-3-12>에 보듯이 2050년까지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폭은 미미할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5~2050년 

기간 동안 인구는 1,200만 명 정도 증가하는 데 경제활동인구는 동 

기간 동안 2,760만 명에서 2,850만 명으로 단지 90만 명 증가할 뿐

이다. 이는 1975~2004년 기간 동안의 경제활동인구가 550만 명 증

가한 것과 비교하면 1/6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의 정

체 혹은 지극히 완만한 증가세는 향후 잠재성장률을 크게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12> 경제활동인구 증가 추이(2006~2050년)
단위: 백만명, %

2005 2015 2030 2050

경제활동인구(백만 명) 27.6 28.3 28.2 28.5

15~24세(%)  9.5  9.0  9.5  9.3

25~54세(%) 79.1 77.1 75.7 75.9

55세 이상(%) 11.3 13.9 14.8 14.8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69.1 69.6 69.6 70.5

자료: INSEE (2007), Enquêt Emploi, projections de population active 2006~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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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력의 주축인 핵심 경제활동인구(25~54세)의 감소 추세

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노동력 구성에서 고령화를 초

래할 것이다. 노동력의 고령화를 표시하는 평균연령이 프랑스의 경

우 2010년 39.8세에서 2060년에는 44.5세로 증가하게 되어 노동생

산성의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 가설

에 대한 학자들 간에는 견해 차이가 있으나 비록 ‘뒤집어진 U' 가설

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정점을 최대한 50세로 보고 있어 인구의 평균

연령이 50세에 근접해 가는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을 하락시킬 가능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45)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 투입 그리고 생산성 증가 등

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령화의 진전과 경제활동인구

의 감소는 노동공급의 축소와 저축률 하락으로 연결되어 노동투입

과 자본투입의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과 자본 투입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노동력의 고령화와 자본 투입의 감소는 결국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저해할 것이다. 보통 취업구조의 고령화는 곧 비용 상승을 의미하므

로 취업구조가 고령화될수록 전체 임금비용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령화 정도가 높은 기업은 고령화 정도가 낮은 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정부가 고

령층 고용을 위해 기업에 대한 유인정책과 규제정책을 동시에 실시

하여도 연공서열식 임금구조에 의한 높은 임금비용과 낮은 노동생

산성으로 인하여 고령층의 고용은 용이하지 않다.

45) Didier Banachet (2002), Le vieillissement de la population active : ampleur et incidence, 
Economie et statistique, N. 355-356,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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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3> 프랑스의 연령별 고용률(2009년)
단위: %

EU 27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15~24세 35.2 31.4 46.2 48.4 21.7 28.0

25~54세 78.2 82.1 81.6 80.2 71.9 70.7

55~64세 46.0 38.9 56.2 57.5 35.7 44.1

15~64세 64.6 64.2 70.9 69.9 57.5 59.8

자료: Eurostat, INSEE

따라서 <표 1-3-13>에서와 같이 2009년 프랑스 고령층(55~64세)

의 고용률 38.9%는 EU 27개국 회원국 평균 46.0% 보다 낮으며 독

일의 56.2%, 영국의 57.5% 보다도 낮다. 

나. 공공재정 지출 증가

인구의 고령화는 추가적인 공공재정의 지출 증가를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공공지출이 증가하는 주요 부문은 퇴직연금, 의료 등의 

부문인 반면, 지출이 감소하는 부문은 젊은 연령층의 감소로 인한 

고용(실업보상)과 교육부문이다.

프랑스의 공공지출 중 사회보장 관련 지출 규모는 <표 1-3-14>와 

같이 1990년부터 현재까지 GDP 대비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EU 주요 회원국의 지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3-14> EU 주요국의 정부 및 사회보장 지출 비교(2008년)
단위: %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EU 27개국 평균

GDP 대비 
정부지출(%)

52.9 43.8 47.4 48.8 41.3 51.7 46.9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30.7 27.7 23.7 27.7 22.7 29.3 26.3

자료: Eurostat



8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프랑스의 노령퇴직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은 2009년 기준 GDP 대비 

각각 13.2%, 11.75%로 양 부문이 사회보장 지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노령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각각 114억 

유로, 108억 유로로서 양 부문의 재정적자 합계(222억 유로)는 총 

재정적자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령퇴직연금의 적자는 2015년 150억 유로

에서 2050년 680억 유로, 최악의 경우 1,140억 유로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평균수명의 증가와 보건의료 지출이 높은 75세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

을 것이다. 고령층은 비고령층보다 질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 

만성질환 환자가 많으며 또한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요양상의 이유

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1인당 의료비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처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와 더불어 공공병원

의 적자와 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표 1-3-15> 프랑스 공공병원의 재정수지와 부채 추이
단위: 10억 유로

2007 2008 2009 2010

재정수지 -1.6 -1,7 -0.8 -0.8

부채 18.4 21.6 24.5 27.3

자료: Comptes nationaux 2010

위의 <표 1-3-15>와 같이 프랑스 공공병원의 재정적자가 2010년 

기준 8억 유로이나 부채는 273억 유로로 고령층의 장기요양 및 장

기입원 추세가 강화되면 재정적자와 부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2006년 EU 경제정책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에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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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노령퇴직연금과 건강보험에 각각 GDP

의 2.0%, 1.5%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에 따른 젊은 층의 인

구 감소와 노동시장의 개선,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정규교육 부문

의 수요 감소 등으로 실업보상과 교육에 투입되는 재정은 2050년에 

각각 GDP의 0.3%,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4절❘ 요약과 결론 

프랑스 인구는 2011년 6,500만 명에서 장기전망으로 2060년에는 

7,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45년 이후 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인구정

책과 출산장려정책으로 합계출산율이 유럽 내에서 가장 높게 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인구구조는 자연적 인구증가는 인구대체수준을 유지하

고 있으나 선진국이 당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노령퇴직연

금, 건강보험, 고령층 고용시장, 공공재정 등에서의 사회경제적 부

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록 프랑스의 인구구조상 다른 유럽국가들

보다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전 속도가 완만하지만 2020년대에는 초고

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령퇴직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적

자는 프랑스 공공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2명이 1명의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노동인구 

감소로 나타나면서 잠재경제성장률 하락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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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에 직면하고 프랑스에서 응축되어 나는 것은 공공재정

의 지출 압박일 것이다. 프랑스는 인구고령화와 글로벌 경쟁이라는 

환경에서 국가의 미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지속성장의 틀을 유

지․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령퇴직연금, 건강보험, 고령층 고용시장 

등 사회보장시스템에 투입되는 자원의 재배치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 각 부문에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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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제와 정부재정

❘제1절❘ 프랑스 경제의 발전과정 개요

1. 유로화 출범(1999년) 이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브래튼 우드에서 새로운 국제무역질

서를 구상하는 회담을 개최하고 그 결과,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와 브래튼 우드체제(1947~1971)의 ‘국제

통화기금(IMF)’이 탄생한다.

유럽은 마샬 플랜(Marshall Plan, 1947~48)으로 포드주의 생산시

스템 모델 위에 고도성장을 이끌어간다. 1950~1973년 기간 동안 프

랑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유로존 15개국의 4.8%, 미국의 3.6%보

다 높은 5.0% 성장률을 기록한다. 프랑스와 유럽은 전후 경제재건

과 더불어 미국의 기술 따라잡기를 위한 지속적인 자본 및 기술개

발 투자는 노동생산성을 매년 5% 향상시켰다.

그러나 고도의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 향상은 제1차 석유파동

(1973년)과 브래튼 우드체제의 붕괴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1973~1979년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은 3%대 이하로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게 된다. 이처럼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률이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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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기조를 이루었던 기존의 경제정책은 무력

해지고 국제통화제도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1960년대 3%에 머물러 

있었던 실업률은 1983년에는 8%대로 급증하게 된다.

1977~1981년 기간 동안 프랑스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완전고용 

목표를 포기한다. 1976년 바르(R. Barre) 정부는 적극적으로 반인플

레이션 정책을 구사하였지만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물가는 재

반등한다. 1981년 소비자물가가 13.5%까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은 진정되지 않았고 실업률만 상승하였다.

1981년 미테랑(F. Mitterrand) 사회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회복시키고 내수를 억제하기 위한 경쟁적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구사하면서 소비자물가는 1983년 3%대로 하락하게 된다. 반

인플레이션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재정 건전성은 유

지되고 있어 1980년대에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2~3%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 걸프전(1990년)과 통독(1991년)의 여파로 유럽을 

비롯한 프랑스는 1993년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1991~1997년 기간 

동안 프랑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유로존의 1.7%, 미국의 2.9%보다 

낮은 1.3%를 기록한다. 이 기간 동안의 경제정책은 단일화폐 출범 

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국가부채를 조정하

게 된다.

EU는 1999년 1월 1일 출범하는 경제통화동맹(European Monetary 

Union: EMU)상의 재정부문을 규율하기 위해 ‘성장․안정협약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을 1997년에 채택한다. SGP는 마

스트리히트 조약의 재정조항을 보완․강화하여 회원국의 재정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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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낮은 공공부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 준칙으로서 경제통

화동맹(EMU) 참가국으로 하여금 매년 재정수렴조건을 충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성장․안정협약(SGP)’의 재정수렴조건은 경상 GDP 

대비 재정적자 3% 미만, 경상 GDP 대비 정부부채 60%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1994년 당시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4.3%를 기록하고 있어 

단일화폐인 유로화 출범을 위한 재정수렴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무과세를 인상한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는 통제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경제성장률은 비록 1997~2000년 기간 동안 연

평균 3.6%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1~2%대로 다시 하락하고, 실업

률은 9%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2. 유로화 출범(1999년) 이후

1999년 유로화 출범으로 유럽경제는 역내 교역 규모 및 외국인직

접투자(FDI)의 증가로 각국의 경제성장률 격차가 축소되고 물가 상

승률도 수렴하는 등 경제 및 금융시장 통합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 IT 버블붕괴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경제불

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민간소비를 확대하여 불황을 타개할 목적으

로 미국은 정책금리를 1%까지 인하하는 초저금리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유럽경제는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통적인 정책수단으로 재

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성장․안정협약

(SGP)’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표 1-4-1>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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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프랑스, 유로존,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재정적자 규모 추이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GDP 
성장률

(%)

프랑스 3.9 1.8 1.1 1.1 2.3 1.9 2.4 2.3 0.1 -2.5

유로존 4.0 1.9 0.9 0.8 1.9 1.8 3.0 2.7 0.3 -4.1

미  국 3.7 0.8 1.6 2.5 3.6 2.9 2.8 2.0 0.4 -2.6

재정수지
(GDP 

대비,%)

프랑스 -1.5 -1.6 -3.2 -4.1 -3.6 -3.0 -2.3 -2.7 -3.4 -7.7

유로존 -0.1 -1.9 -2.6 -3.1 -3.0 -2.6 -1.3 -0.6 -2.0 -6.0

미  국 1.5 -0.6 -4.0 -5.0 -4.4 -3.3 -2.2 -2.8 -6.5 -11.3

자료: Comptabilités nationales.

같이 2000년대 이후 프랑스는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적자 규

모는 GDP 대비 3% 이하로 잘 관리할 수 있었으나 경제성장률은 

2%대 이하의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미국의 초저금리정책으로 주택시장의 활황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유럽경제에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프랑스의 경우 주택가격은 2007년

에 정점에 이르러 2008년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다.46)

주택가격의 폭락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시작되었고 이

후 세계경제가 더디게 회복하는 가운데 선진 각국이 심각한 공공재

정 악화에 직면하게 된다. G20 선진국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2007

년 GDP 대비 1.9%에서 2009년 9.7%로 무려 8%포인트나 악화되고 

5년 후인 2014년에도 재정적자 규모가 5.3%에 달할 전망이다.

유럽은 ‘성장․안정협약(SGP)’으로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

하였으나, <표 1-4-2>와 같이 남유럽국가 그룹인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심각

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현재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유

럽경제는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46) 주택시장의 활황은 IT 버블붕괴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높은 변동성을 보이자 대체 
투자처로 주택시장을 선택한 투자자들의 선호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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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2> PIIGS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2009년 말 기준)
단위: %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재정수지(GDP 대비, %) -9.3 -5.3 -12.5 -12.7 -11.4

국가부채(GDP 대비, %) 77.4 114.6 65.8 112.6 54.3

자료: IMF, Eurostat

이와 같이 유럽의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경제

는 2009년부터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 서서히 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있으나 아직도 경제성장률이 2% 이하를 기록하고 있어 

성장 동력의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표 1-4-3> 참조).

<표 1-4-3> 프랑스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현황
단위: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경 제 성 장 률 0.1 -2.5 1.5 1.6

민 간 소 비 0.5 0.6 1.6 1.6

총 고 정 투 자 0.3 -7.0 -1.8 2.8

내 수 0.4 -2.3 1.2 2.0

수 출 -0.8 -12.2 9.8 6.4

수 입 0.3 -10.6 7.9 7.5

실 업 률 7.4 9.4 9.7 9.5

재 정 수 지 -3.3 -7.5 -7.1 -6.1

정 부 부 채 67.7 78.3 82.3 88.0

주: 2011년과 2012년은 잠정치

자료: Eurostat, INSE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EU 국가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은 경기부양책의 영

향도 있었으나 프랑스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높은 

공공지출(GDP 대비 30% 수준)이 오히려 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억



97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제시킨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즉 경기침체로 인한 프랑스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가 높은 사회보장성 공공지출로 국내소비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고 이것이 급격한 경기 하락을 방지한 것

이다. 또한 EU 주요국과 비교해서 프랑스의 낮은 가계부채와 높은 

가계부문의 저축률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다.47)

그러나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

화되고 있어 프랑스 경제는 시장의 신용도 하락이 소비․투자심리

에 악역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동결함에 따라 2012년에도 

고용확대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9.8~10.1%를 기록하

면서 고실업률은 지속될 전망이다.

프랑스 경제는 2011년 국제수지 불균형을 좁히는데 현저한 진전

을 보였으며 신흥시장들이 성장위주의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회복은 빨리 올 수 있고, 이에 따라 프

랑스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글

로벌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거나 석유 등 에너지 수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에너지 물가를 상승시켜 프랑스의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상존한다.

전반적으로 프랑스 경제는 기업의 투자 악화와 내수기반의 약화 

등이 경기 둔화의 주요 요인이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2012년 하반기에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47) 2008년 기준 프랑스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73.3%로 영국(152.9%), 독일(93.3%)보
다 낮으며 유로지역 평균(93.1%)보다 낮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저축률은 프랑스
가 11.9%로 독일(11.4%), 영국(2.0%), 유로지역 평균(9.9%)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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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용과 실업

프랑스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의 하나인 높은 실업률은 2001년부

터 2010년까지 8~9%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0년 실업률은 

9.8%로 실업자는 270만 명에 이르고 있다(<표 1-4-4> 참조).

프랑스는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했으나 

결국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까지 

저임금의 임시직 창출이나 정년 단축으로 노동공급을 줄이는 정책

이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정책 등을 통해 실업률을 

개선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프랑스는 주 35시간의 짧은 근로시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48), 

상당히 높은 단체협약 적용률 등 EU 다른 회원국보다도 월등한 근

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저조한 성과는 낮은 노동시장 참가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화, 사회적 대화의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표 1-4-4> 프랑스의 연령별 실업률 및 실업자 추이
단위: %, 천명

1990년 2000년 2008 2009

15~24세 15.4 16.6 19.1 23.7

25~49세 7.0 8.1 6.6 8.2

50~64세 5.8 6.4 5.0 6.1

65세 이상 0.6 0.3 4.7 5.7

합계 7.9(1,995천 명) 8.6(2,265천 명) 7.4(2,069천 명) 9.4(2,577천 명)

주: (  )는 실업자

자료: Eurostat, INSEE

48)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임금수준 중앙값(median)의 65%를 상회하며 OECD 국가 중 최
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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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은 프랑스만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EU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고용을 위한 공공지

출이 EU 주요국의 수준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높고, 고

용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뿐이다.

2008년 기준 프랑스의 고용을 위한 공공지출은 GDP 대비 1.98%

이어서 EU 27개국 평균의 1.60%와 독일의 1.91% 보다는 높다. 그

런데 고용을 위한 공공지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업보상 등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1.17%를 지출하고, 실업대체 서비스나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는 0.81%를 지출하고 있어 실업률 감소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고용률은 1970년대 66%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 

61%까지 하락하였고, 이 수준이 1990년대 지속되다가 2000년대 들

어와 63%로 회복되어 2010년은 63.8%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고

용률 수준은 EU 27개국 평균 고용률의 64.2%와 비슷하지만 독일의 

71.1%, 영국의 69% 보다는 낮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 35시간 근로시간제 폐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노동시장 개

혁을 진행하였다.

2007년 사르코지 정부는 향후 5년간 실업률을 5%로 줄이고 고용

률을 70%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

하고, 고용주의 세금 감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추

진하게 된다. 사르코지 정부는 불완전고용의 원인을 노동시장의 경

직성에 있다고 보고 1998년 이래 시행된 주당 35시간 근로시간제도

를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주와 근로

자가 모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시간제도를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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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과 고용 그리고 구매력을 위한 법안(loi en 

faveur du travail, de l'emploi et du pouvoir d'achat: TEPA)’을 제정하

였다. 이 법안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받는(travailler plus pour 

gagner plus)’ 노동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초과근로시간에 있

는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각각 소득세 감면 혜택과 사회보장비용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데 이는 실업률 감소와 경제성장을 위하여 근

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의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사회보장 대상자들의 근로를 유인하는 ‘활동연대

수당(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RSA)’을 운영하여 비록 짧은 시간

의 파트타임 근로자라도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의해 급여를 보

충받음으로써 빈곤의 한계치를 웃도는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

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청년, 저숙련, 장기실업자를 주 대상으

로 고용창출 및 직업훈련 정책에 주력하고 평생고용의 고용체계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 

정책은 재정압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005년 ‘신규고용

계약제도(Contrat nouvelles embauches: CNE)’49) 등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적극적 시장개

입 역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시장원리

와 무관하게 적극적 개입을 토대로 공공부문을 통한 고용창출 노력

은 노동시장 정책이 사회복지 정책으로 변모함으로써 노동시장을 

경직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 세력화가 

49) 신규고용계약제도(CNE)는 20인 이하 중소사업장에서 신규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처음 2년간 해고보호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직업훈련과 금
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
어 넣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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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었다.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정규직에 해당하는 비기간제계약

(Contrats à durée indéterminées: CDI)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엄격한 고용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계약(Contrats à durée déterminées: CDD)은 잠정적으로 근로계약이 

정지된 근로자의 대체, 일시적 업무 증가, 계절적 업무, 사업자나 자

영업자의 대체 등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따라서 <표 1-4-5>와 같이 

2009년 고용형태를 보면 15세 이상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기간제계

약(CDI)이 77.9%를 차지하고, 기간제계약(CDD)은 8.2%로 CDI가 

CDD의 10배 가까이 된다.

<표 1-4-5> 프랑스의 연령별 고용형태(2009년)
단위: %, 천명

15~24세 25~29세 50세 이상 15세 이상

     비임금근로자 1.9 10.0 16.1 11.0

     임금근로자

        파견근로자
        인턴
        기간제계약(CDD)
        비기간제계약(CDI)

5.2 1.6 0.6 1.6

16.3 0.1 0.0 1.4

27.3 7.3 4.5 8.2

49.3 81.0 78.7 77.9

     고용합계 100 100 100 100

     고용자수(천 명) 2,070 16,834 6,787 25,691

자료: INSEE, Tableaux de l'Économie Française 2011.

이처럼 비기간제계약(CDI)과 기간제계약(CDD)으로 나누어져 있

는 프랑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경기침체 시 기업의 미숙련 청년

층의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계약 회피 등으

로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2008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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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 현대화 법(loi sur la modernisation du marché du travail)’을 

제정하여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고용의 형태는 비기간제계약(CDI)이

지만,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실험기간(une période d'essai)을 둘 수 있

게 하였다.

최근 프랑스의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주 35 근로시간의 사실상

의 폐지에 기초한 초과근로시간제 도입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경직

성을 어느 정도 유연화 하는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사르

코지 정부가 주 35시간 근로시간제의 폐지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그간 기업경쟁력, 근로자들의 구매력, 정부 공공재정에 미치는 부작

용을 해소할 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3절❘ 정부재정 분석

1. 정부재정의 현황과 구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

리아, 그리스, 스페인)국가의 재정위기가 유로존으로 확산되면서 

EU경제를 비롯하여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PIIGS 국가의 정권교체 도미노를 초래50)하

는 한편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프랑스의 

국채금리 상승 기조와 경제성장 둔화세를 이유로 들어 프랑스의 국

가신용등급(AAA)을 한 단계 아래(AA+)로 강등(2012년 1월 13일)하

50) 아일랜드(공화당 패배, 통일아일랜드당 연립정부 구성, 2011년 2월 25일), 포르투갈
(중도좌파 사회당 패배, 사회민주당 집권, 2011년 6월 5일), 그리스(과도연립정부 출
범, 2011년 11월 11일), 이탈리아(거국내각 출범, 2011년 11월 14일), 스페인(사회노
동당 패배와 국민당 집권, 2011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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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에 2012년 4월에 치러질 1차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인 대

중운동연합(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 UMP)과 야당인 

사회당은 신용등급 강등 책임 소재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재정의 악화로 특히 사회정책들에 긴축재정 

정책을 구사해 온 사르코지 정부로서는 추가 긴축재정 압박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고려할 때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여튼 사르코지 정부의 탄생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

년과 2010년의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각각 7.5%, 

7.0%로 1959년 제5공화국 출범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공

무원 대폭 감원, 연구개발 세제지원, 중소기업 내 투자 감세혜택, 녹

색성장을 위한 환경 및 지속가능 대체에너지 개발, 실업수당 지급기

관 및 직업알선기관의 통합, 항공 및 자동차산업 지원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과도한 재정적자를 발생시켰다. 또한 감세정

책의 일환으로 최대 세율 하향조정,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퇴

직자 증가로 퇴직연금기관의 적자 누적 및 실업증가로 인한 사회보

장기관의 적자 급증도 재정적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프랑스의 재정적자 확대는 세계적 경제위기

를 맞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자금 투입51)

과 사회보장 지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00년과 2001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1%대를 유지하

고 있었으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연속 재정적자가 3%를 초

과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7.5%대로 급증하였고 2010

년에는 7.1%로 약간 완화되었다(<표 1-4-6> 참조).

51) 프랑스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383억 유로, 96억 유로를 투
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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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6> EU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변화 추이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프랑스 -1.5 -1.5 -3.1 -4.1 -3.6 -2.9 -2.3 -2.7 -3.3 -7.5 -7.1

독일 1.3 -2.8 -3.7 -4.0 -3.8 -3.3 -1.6 0.3 0.1 -3.0 -3.3

영국 3.6 0.5 -2.1 -3.3 -3.3 -3.3 -2.7 -2.7 -5.0 -11.4 -10.4

이탈리아 -0.8 -3.1 -2.9 -3.5 -3.5 -4.3 -3.4 -1.5 -2.7 -5.4 -4.6

스페인 -1.0 -0.6 -0.5 -0.2 -0.3 1.0 2.0 1.9 -4.2 -11.1 -9.2

EU 27개국 0.6 -1.4 -2.5 -3.1 -2.9 -2.5 -1.5 -0.9 -2.4 -6.8 -6.4

자료: Eurostat, INSEE

한편 <표 1-4-7>에서 보듯이 국가부채는 2006년 GDP의 대비 

64.6%를 기록하다가 2010년 현재 82.3%로 급증하면서 EU의 성

장․안정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의 재정수렴조건을 위

반하고 있다.

<표 1-4-7> 프랑스의 GDP와 재정 및 국가부채 현황
단위: 10억 유로, %

2007 2008 2009 2010

GDP 1,895 1,948 1,889 1,933

GDP 성장률(%) 2.3 -0.1 -2.7 1.5

재정적자

(GDP 대비 비율)

52

(2.7%)

64

(3.3%)

142

(7.5%)

136

(7.1%)

국가부채

(GDP 대비 비율)

1,211

(63.9%)

1,318

(67.7%)

1,492

(78.3%)

1,591

(82.3%)

자료: Eurostat, INSEE

2010년 정부지출은 GDP 대비 56.6%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의 52.6%보다 4.0%포인트 증가하였고, 2010년 정부수입은 

GDP 대비 49.5%로 2007년의 49.9%에 비하면 오히려 0.4%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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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양책 실시로 정부 재정

적자 및 국가부채의 급격한 상승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52)

그런데 금융위기 발생으로 증가한 재정적자분 2.7%를 감안하다

면 2010년 구조적인 재정적자는 4.4%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7~2010년 기간 동안 구조적인 재정적자 증가분은 1.7%포인트라

고 추정할 수 있다.53) 비록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환경 변화

에 따른 경제침체를 경험하였으나 2007~2010년 기간 동안에 구조적

인 재정적자 증가분 가운데 다양한 공공재정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공공기관(administations publiques : APU) 재정은 국가

(Etat)와 중앙정부기관(orgnismes divers d'administation centrale : 

ODAC), 지방정부기관(administations publiques locales : APUL), 사

회보장기관(administations de sécurité sociale : ASSO)의 재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표 1-4-8> 공공지출 분야별 재정투입의 여분(+)과 필요분(-)
단위: 10억유로, %

Etat + ODAC ASSO APUL 총 APU

GDP
10억 
유로

GDP 대비 
비율(%)

10억 
유로

GDP 대비 
비율(%)

10억 
유로

GDP 대비 
비율(%)

10억 
유로

GDP 대비 
비율(%)

2007 -49.0 -2.7 +4.9 0.3 -7.6 -0.4 -52 -2.7

2008 -68.4 -3.5 +13.5 0.7 -9.4 -0.5 -64.3 -3.3

2009 -121.4 -6.4 -15.0 -0.8 -6.2 -0.3 -142.5 -7.5

2010 -112.0 -5.8 -22.8 -1.2 -1.7 -0.1 -136.5 -7.1

주: *는 재정흑자의 GDP 비율

자료: INSEE

52) 프랑스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2009년 383억 유로, 2010년 96억 유로를 투입하였다.
53) Cour des comptes, Rapport sur la situation et les perspectives des finances publiques, 

2011. 6.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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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4-8>에서와 같이 2007~2010년 기간 동안 국가와 중앙

정부기관(Etat + ODAC)과 사회보장기관(ASSO)의 재정을 비교하면 

전자는 GDP 대비 3.1%인 630억 유로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고, 후

자는 GDP 대비 1.5%인 280억 유로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난다. GDP 대비 정부지출과 사회보장 지출이 2008년 기준 각각 

53%, 31%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비례적으로 재정적자율이 증가하

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인 재정적자의 원인은 정부지출과 사회보장 

지출 양쪽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방

적으로 사회보장 지출로 정부재정의 적자가 악화되고 있다고 단정

지울 수는 없다.

이러한 연유는 최근 프랑스 정부는 공공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측면에서 정부지출과 사회보장 지출의 감축, 수입측면에서 의

무과세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최근 재정건전화 조치와 전망

2007년 사르코지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과감하게 구사하는 한편 이에 따른 재정적자 악화를 방지

하지 위한 정부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통제를 통해 건전재정

을 추구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의 전반적 개혁(Révision générale des polit-

iques publiques : RGPP)’에 착수하는 한편 예산통제를 개선하기 위

해 헌법 개정을 통해 ‘다년도 재정계획법(lois de programmation plu-

riannuelle des finances publiques : LPFP)’을 제정하여 2009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하였다. RGPP는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 업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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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9> 공공지출 분야별 재정투입의 여분(+)과 필요분(-) 계획안
단위: GDP 대비 비율, %

2010 2011 2012 2013 2014

공공기관(APU) -7. -5.7 -4.6 -3.0 -2.0

중앙정부
      국가
      중앙정부기관(ODAC)

-5.8
-6.2

(+)0.5

-4.6
-4.4
-0.2

-3.7
-3.6

 0.10

-2.6
-2.5
-0.1

-2.0
-1.9
-0.1

지방정부기관(APUL) -0.1 -0.2 -0.2 -0.1 0.0

사회보장(ASSO) -1.2 -0.9 -0.7 -0.4 -0.1

자료: Programme de stabilité de la France, 2011.4

선, 공공재정 지출 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총 공무원 수 감축으로 300억 유로, 행정비용 200억 

유로를 절감한다는 계획으로 진행되었고, 일련의 LPFP를 통해 재정

적자를 감축하고 있다. LPFP는 3개년도안에 정해진 지출한도 내에

서 국가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년도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3개년도내에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간다.

<표 1-4-9>에서와 같이 ‘2011~2014년 예산 프로그램(loi de pro-

grammation pour 2011~2014)’은 2011년에 ‘제로증가율 원칙(règle 

du zéro valeur)’에 따라 지방정부, EU 보조금 등을 동결하는 등 지

출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2014년에는 2%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안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국가

와 중앙정부기관)의 감축 계획도 2014년에 2%로 낮추고, 사회보장 

관련 지출도 2014년까지 GDP 대비 1%포인트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안은 2011년 5월에 제출된 유럽경제의 안정화 프로그램에

서 상정된 프랑스의 거시경제 지표(GDP 성장률, 임금상승률, 물가

상승률)의 전제에 근거하여 실행된다(<표 1-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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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0> 거시경제지표 수준의 전제(2011~2014년)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GDP 성장률 1.5 2.0 2.25 2.5 2.5

민간부문 임금상승률 2.0 3.2 4.2 4.5 4.5

물가상승률 1.5 1.8 1.75 1.75 1.75

자료: Programme de stabilité de la France, 2011.4

그러나 재정건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악화되어 재정적자의 우려가 발생되면 새로운 재정적자 감

축안이 제시된다. 2011년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감축안이 갱신되는

데 그 때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이 등장하였다. 

예컨대 2011년 1차 재정적자 감축안(2011년 8월)은 총 120억 유로 

규모의 감축계획(2011년 10억 유로, 2012년 110억 유로)을 세우고 

이를 위해 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의 인상(41%

에서 44%로), 대기업의 비과세와 감면 축소, 의료비 지출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적자 감축 목표에 미진하

다고 판단하여 제2차 감축안(2011년 11월)이 제시되면서 총 174억 

유로 규모의 정부지출 감축을 2012년부터 실행한다. 이를 위해 연매

출 2.5억 유로 이상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2012~2013년 동안 일

시적으로 현행 34.4%에서 39.5%로 5%포인트 인상하고, 퇴직연령을 

기존의 2018년 시행을 1년 앞당겨 2017년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하

였다.

이처럼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 건전화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를 인상하는 한편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글

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출범한 사르코지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수 증대로 재정적자를 해결한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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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인 공급경제학적 시각에서 재정 문제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2009~2010년 기간 동안 정부수입은 GDP 대비 49.2%에서 49.5%로 

0.3%포인트 증가하였을 뿐이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2011년 재정법54)을 확정하여 다양한 세제를 

개편하여 정부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과세소득 계산 시 실제 발생비용

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95%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일반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특수 관계

에 있는 법인 간에 지급한 지적재산권의 대가에 대해서는 자본이득 

과세 제도를 적용한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세율,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과 자본이득세율을 인상하고 있다. 2011년에 신고할 2010

년 소득세에 대한 최고소득세율을 40%에서 41%로 1%포인트 인상

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11년 1월 1

일부터 18%에서 19%로 인상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의 자본이득세

율은 16%에서 19%로 인상하였다. 개정된 재정법에서는 소득세 관

련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있는데 주택구입 목적 대출금 이

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시장성 있는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

이득에 대한 소액자본이득 비과세 규정 등을 폐지한다. 그리고 은행

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은행세를 도입하

여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해 0.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55) 

54)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2010년 12월 29일 2011년 재정법 4차 
개정 및 2010년 재정법 등을 승인하였다.

55) 이러한 세율 인상 및 세제혜택 축소와는 다르게 프랑스 정부는 부유세(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의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였다. 사실 부유세 개편
은 2007년부터 논의된 것으로 경쟁력과 공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12년부터 적
용한다. 부유세 대상은 건물과 부동산, 금융자산, 귀금속, 가구, 자동차, 요트,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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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의 재정건전화 조치는 사회보장 관련 분야, 특히 가족

이나 산재보험과는 달리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2010년 퇴직연금제도 개혁(정년연장과 완전수급 연령의 상향 조

정)으로 퇴직연금 지출의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졌고, 또한 고령

화에 맞추어 퇴직연금제도를 세대 간 분배에서 가능한 한 가장 공

정한 방식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2014

년 퇴직노령연금제도의 재정적자는 2010년의 재정적자 110억 유로

보다는 적은 97억 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2014년까지의 단기적 처방으로 퇴직노령연금제도의 재정적

자 감소가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개혁56)을 

통해 2018년에 균형재정을 이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은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장애․

노령이용자 등 특정 항목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의 국가목표(ONDAM)’

를 3% 이내로, 2012년 이후는 2.8%로 정하여 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계획이다.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에 따르더라도 건강보험의 2012~ 

2014년 3년간 누적 재정적자가 247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NDAM의 연간 증가율 2.8%와 지난 12년간의 민간 임금상

승률 3.5%를 유지한다면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비록 감소폭은 적

을지라도 점차 개선될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향후 건강보험의 연간 

재정적자가 50억 유로로 2012~2020년간의 누적 재정적자는 600억 

기 등이며, 세율은 기존 0.55%~1.8%에서 두 개의 세율(0.25%, 0.5%)로 단순화하여, 
300만 유로 이상일 경우에만 0.5% 세율을 적용한다.

56) 기여기간은 평생소득과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연금제도는 더욱 투명하고 단
순하게 운영하는 방식의 추가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111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유로에 이르고, 건강보험의 재정균형이 달성되는 2027년에도 재정

적자 규모는 759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실업율의 감소와 더불어 민간 임금상승률이 4.3% 정도까지 상승하

고 퇴직연금제도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건강보험의 재정

은 2027년보다 빠른 2018년에 균형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정부가 악화된 공공재정 적자

를 해소하려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세를 빨리 회복하기 위

해서다. 심각한 경기침체는 잠재적 성장률 이하로 GDP 수준을 하락

시켜 전 산업에서의 생산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결국 생산기업

의 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공공재정 투입과 정부수입 감소로 공

공재정의 악화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거시경제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정부재정 수지의 불균

형이 해소해야만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프랑스 경제의 불균형이 심

화되고 있는 분야는 무엇보다도 공공재정 분야이고, 이러한 이유 때

문에 공공재정 적자의 악화를 막기 위한 개혁이 정부의 공공행정과 

조세 및 예산제도,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 등 전 사회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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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재정

❘제1절❘ 사회적 재분배 현황

프랑스의 2009년 사회보호 총지출은 6,245억 유로로 이 가운데 

5,976억 유로가 사회급여로 지출되어 국민 1인당 9,215유로를 지급

받았다. 경제위기와 GDP 성장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9년 GDP 

대비 사회보호 총지출의 비중은 31.3%로 2008년의 29.3%와 비교하

여 2%포인트 증가하였다.

2009년의 사회보호 총지출 가운데 가구에 직접적으로 지급된 사

회급여는 5,194억 유로(87%)로 이 가운데 현금급여가 65%, 현물급

여는 22%,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는 13% 지급되었다. 사회보호 지출 

가운데 자산조사형 사회급여는 본질적으로 가족, 빈곤, 주거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족부문 사회급여의 1/3, 빈곤과 주거부문 사회

급여 모두는 자산조사형 급여이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급여로 사회보호 총지출의 80%를 지출하였

고 이 가운데 일반레짐이 45%를 차지한다. 활동연대수당(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RSA), 보편의료보장제도(Couverture maladie uni-

verselle : CMU),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등 사회부조 관련 지출

은 11% 이다.

<표 1-5-1>에서와 같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사회보호제도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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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 2009년 사회보호 급여의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배
단위: %

노령  건강 가족 고용
주거 빈곤 합계

노령 유족 건강 장애 산재 가족 모성 실업 직업적 (재)편입

39.2 6.4 21.6 5.1 1.5 7.7 1.3 5.7 0.4 2.7 1.8 100

자료: DREES, comptes de la protection sociale.

재분배 비중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 노령부문(39.2%)과 

유족부문(6.4%)이 45.6%(GDP 대비 14.3%), 건강부문이 28.3% (GDP 

대비 8.9%)로 이들 두 부문이 전체의 73.9.%(GDP 대비 23.2%)를 차

지하고 있다. 가족부문은 모성과 함께 9%, 실업부문은 직업적 (재)

편입을 더하여 6.1%, 주거부문은 2.7%, 빈곤과 사회적 배제 부문은 

1.8%를 점하고 있다. 사회보호의 사회적 재분배 구성에서 사회보험

제도가 노령과 건강부문에서 사회보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반면, 

공권력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부문은 가족, 주거, 빈곤 부문이다.

2000~2009년 기간 동안 사회적 위험에 따른 사회적 분배가 GDP

에 차지하는 비중은 <표 1-5-2>와 같다. 노령(유족 포함)과 노령의 

사회적 지출이 2000년 이후 줄곧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

으로 가족과 모성이 2.6%~2.8%를 유지하고 있다.

<표 1-5-2> GDP 대비 사회적 재분배율(2000~2009)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건강 9.4 9.6 9.9 10.2 10.4 10.4 10.3 10.3 10.3 10.9

노령과 유족 12.3 12.3 12.5 12.6 12.8 12.9 13.1 13.1 13.4 14.3

가족과 모성 2.7 2.6 2.6 2.6 2.7 2.7 2.6 2.6 2.7 2.8

고용 2.0 2.0 2.2 2.3 2.3 2.3 2.1 1.8 1.7 1.9

주거 0.9 0.9 0.9 0.8 0.8 0.8 0.8 0.8 0.8 0.8

빈곤과 사회적 배제 0.4 0.4 0.4 0.4 0.4 0.5 0.5 0.4 0.4 0.6

총급여 27.7 27.8 28.5 29.0 29.4 29.4 29.3 29.0 29.3 31.3

자료: DREES, comptes de la protection sociale ; INSEE, comptes nationaux - bas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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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3> 사회보호의 주요 거시경제적 비율 추이(1981~2009)
단위: %

1981 1990 2000 2005 2007 2008 2009

사회적 재분배율 24.5 25.8 27.7 29.4 29.0 29.3 31.3

소득의 사회화율 29.2 32.8 34.7 35.9 35.4 35.6 36.7

사회부담금률(GDP 대비 비율, %) - 25.1 27.1 27.7 27.8 28.2 28.9

사회보호재정(GDP 대비 비율, %) 26.5 27.6 29.6 30.4 30.6 30.9 31.8

자료: INSEE, Comptes nationaux annueles; DREES, Comptes de la protection sociale.

한편 이러한 사회적 재분배가 1981~2009년 기간 동안 전개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표 1-5-3>와 같다. GDP 대비 사회적 재분배율은 

1981년 24.5%에서 2009년 31.3%로 6.8%포인트 상승하였고, 가구의 

조정된 총 가처분소득 대비 사회급여의 비율인 소득의 사회화율은 

동 기간 동안 7.5%포인트 증가하였다. 

❘제2절❘ 소득재분배 효과

1. 2010년의 소득재분배

사회부담금과 사회급여 모두가 인구 가운데 소득의 분배를 수정

하는 것으로서 소득재분배를 정의할 수 있다.

우선 가구소득이 재분배되는 순환과정에서 다양한 소득개념이 발

생한다. 우선 가구의 소득 크기는 기본 근로소득에 실업연금 및 일일 

보상금, 유산소득 등 보충소득을 합한 총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가구는 총소득에 실업, 노령, 실업 관련 기여금과 사회부담금(건강

부문의 일반사회보장부담금)을 제외한 소득을 얻게 되는데 이 소득

이 금전적 재분배 전의 소득이 된다. 이 소득에 가족수당, 주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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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간병수당 등 비기여성 사회급여를 합하고, 가족부담금과 다양한 

세금, 사회부담금, 직접세(소득세와 주민세)를 제하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 얻어진다. 가처분소득에 건강, 교육, 사회적 주거 서비스 등 

공공기관의 현물이전을 합하면 조정된 가처분소득이 된다. 가구는 

조정된 가처분소득으로 소비를 하면서 간접세(부가세 등)를 지불한다.

이처럼 소득의 다양한 개념이 발생하는 단계마다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은 비기여성 사회급여가 지

불되고 직접세 및 사회부담금이 부과되는 금전적 재분배가 일어나

는 영역을 다룬다. 사실 사회복지서비스의 현물이전을 소득재분배

에서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정보 및 자료의 복잡성에 기인하기 때

문이다. 다양한 소득개념의 발생과 금전적 소득재분배 영역을 표시

하면 [그림 1-5-1]과 같다.

[그림 1-5-1] 소득 개념과 재분배 영역

                                기본소득 + 보충소득

                               = 고용주에게서 지급받은 금액
              + 노령과 실업연금  및 상병급여
                                   + 유산소득
                                   + 식품연금

                                          ⇩ - 실업, 노령, 건강 부담금
                                             - 사회부담금(건강부문의 일반사회보장부담금)

 
금전적 재분배 

영역     
     

                 금전적 재분배 전의 소득

          + 가족급여             - 가족부담금과 다양한 세금
          + 주거수당        ⇩  - 사회부담금(건강부문의 일반사회보장부담금 제외)
          + 노인간병수당        - 직접세(소득세와 주민세)

                 금전적 재분배 후의 소득
                     = 가처분소득

 + 세대별 공공행정의 현물이전              ⇩
(건강, 교육, 사회적 주거 서비스 등)
                                             조정된 소득 

                                          ⇩  - 간접세(소비부가세)
                                              - 투자 관련 세금

자료: INSEE, France Portrait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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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에서 사회부담금과 사회급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재분배 전의 가구소득과 재분배 후의 가구 가처분소득을 비교

하는 것이다. 

2010년 프랑스의 최상위 20%(Q5)의 생활수준은 연소득 53,582유

로로 최하위 20%(Q1)의 생활수준인 연소득 7,400유로보다 7.2배이

다. 10분위 배율로 보면 소득불평등이 더 커진다. 최상위 10%의 생

활수준은 연소득 69,654유로인 반면 최하위 10%의 생활수준인 연

소득 4,332유로보다 16배나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1-5-4> 2010년 소비단위 당 부담금과 금여의 평균액
단위: 유로

소득재분배 이전의 생활수준 분위 평균
(5분위배율)D1 Q1 Q2 Q3 Q4 Q5 D10

재분배 이전 총소득(A) 4,332 7,400 15,489 21,191 28,243 53,582 69,654 25,181

사회부담금 -217 -440 -1,258 -2,466 -4,129 -10,621 -15,000 -3,783

사회보장
재정

사회갹출금 -192 -366 -846 -1,429 -2,158 -3,979 -4,999 -3,783

사회기여금 -101 -155 -358 -592 -831 -1.824 -2,494 -752

직접세

소득세 28 35 0 -265 -816 -4,289 -6,894 -1,067

취업촉진
장려금

75 101 131 112 52 16 9 82

주민세 -27 -55 -185 -293 -376 -544 -622 -291

사회급여 5,959 4,332 1,418 1,067 819 600 616 1,647

가족급여

가족수당 808 652 334 280 218 223 241 341

비자산조사형
 가족급여

419 323 207 314 331 293 302 294

자산조사형
 가족급여

655 547 310 240 156 27 17 256

주거수당 1,790 1,284 269 102 42 20 16 343

사회적 미니멈 1,980 1,237 175 73 46 25 28 311

활동연대수당
(RSA activité)

147 87 8 4 2 2 2 20

노인간병수당(APA) 160 200 116 55 24 10 10 81

가처분소득(B) 10,073 11,293 15,649 19,792 24,933 43,561 55,270 23,045

재분배율<(B-A)/A> 132.5 52.6 1.0 -6.6 -11.7 18.7 -20.7 -8.5

자료: INSEE; DGFIP; Cnal; CCMSA, enquête Renenus fiscaux et sociaux 2008(actualisée 

2010) ; Marie-Cécile Cazenave et al. La redistribution : état des lieux en 2010 et 

évolution depuis vingt ans, p. 96, France, portrait social Edition 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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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4>에서와 같이 소득재분배 이후 5분위배율은 7.2에서 3.9 

(43,561유로/11.293유로)로 축소되어 거의 절반 정도가 줄었다. 사회

재정적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로 최상위 20%의 생활수준은 

연소득 53,582유로에서 43,561유로로 20% 정도 감소하고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생활수준은 연소득 7,400유로에서 11,923유로로 

50%정도 증가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이 축소되었다.

최하위 20%의 사회부담금은 440유로인 반면 사회급여는 사회부

담금의 10배 정도인 4,332유로를 지급받고, 최상위 20%의 사회부담

금은 10,621유로이고 사회급여는 사회부담금의 18배나 작은 600유

로를 받는다. 소득재분배는 결과적으로 최상위 20%에 속하는 한 가

구가 최하위 20%에 속하는 두 가구의 소득을 50% 정도 보전하는 

셈이다.

프랑스의 소득세 과세단위는 ‘가족단위(quotient familial)’로 소득을 

모아서 ‘가족 수(part)’로 나누고 이에 상응하는 세율을 곱하여 세액

을 산출한 뒤 다시 가족 수를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프랑

스의 소득세 세율은 2007년 회계연도부터 최고 소득세율을 48%에

서 40%로 인하하고 소득세율 구간을 7개에서 5개로 축소되었다.

<표 1-5-5> 프랑스의 소득세 세율
단위: %

부양가족 1part당 과세소득 적용세율

5,852 이하 0

5852-11,673 5.50

11,673-25,926 14

25,926-69,505 30

69,505 초과 40

자료: www.impot.gouv.fr



119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이러한 소득세 세율 체계에서 소득재분배 상 조세 효과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표 1-5-4>에서 재분배 이전 총소득이 15,489유로

인 Q2는 가족 수(part) 3으로 나누면 1part당 소득은 5,163유로이므

로 적용세율은 0이 되어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최하위 20%인 

Q1은 네거티브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제도로 35유로를 환급

받는다. 최상위 20%(Q5)의 경우, 재분배 이전 총소득 53,582유로를 

가족 수(part)로 나누면 1part당 소득은 17,860유로이고 세율 14%를 

적용하면 1 part당 소득세는 1,508유로57)가 되고 여기에 부양가족 

수 3을 곱하면 최상위 20%의 소득세는 4,524유로가 된다.58) 이처럼 

소득세의 누진도는 3.9를 기록하면서 소득불평등 축소에 22% 정도

를 기여하면서 가족급여의 기여도 25.8% 다음으로 크다.

프랑스의 소득재분배 구조에서 네거티브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일종인 취업촉진장려금(Prime pour l'emploi : PPE)이 있다. 

PPE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근

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PPE는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소득

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2001년 도입되었

고, 과세대상 소득이 최저임금의 1.4배 이하인 임금노동자에게 세금 

크레디트를 제공한다. 2010년 제1분위(Q1), 제2분위(Q2), 제3분위

(Q3)의 계층은 PPE를 각각 101유로, 131유로, 112유로를 지급받았다.

보통 사회부담금과 사회급여의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득불평등 축

소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누진도와 가처분소득으로의 이전 

비중이 있는데 그 기여도는 양 기준의 곱으로 계산한다. <표 1-5-6>와 

57) 1508유로 = [(11,673유로 × 5.5%) + (6,187유로 × 14%)].
58) <표 5-4>상의 최상위 20%(Q1)의 소득세 4,289유로와는 235유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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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6> 소득불평등 감소에 대한 기여도
단위: %

가처분소득으로의 
이전 비중(A, %)

누진도(B)
소득불평등 감소 
기여도(A x B, %)

사회부담금 -16.4 1.7 33.8

사회보장
재정

사회갹출금 -7.6 0.5 4.8

사회기여금 -3.3 0.8 3.1

직접세

소득세 -4.9 3.9 22.4

취업촉진장려금(PPE) 0.7 5.0 3.8

주민세 -1.3 -0.2 -0.3

사회급여 7.3 7.9 66.2

가족급여

가족수당 1.5 6.1 10.6

비자산조사형 가족급여 1.3 3.5 5.3

자산조사형 가족급여 1.1 7.5 9.9

주거수당 1.5 10.5 18.5

사회적 미니멈 1.4 10.9 17.4

활동연대수당(RSA activité) 0.1 11.2 1.2

노인간병수당(APA) 0.4 8.3 3.4

자료: INSEE; DGFIP; Cnal; CCMSA, enquête Renenus fiscaux et sociaux 2008(actualisée 

2010) ; Marie-Cécile Cazenave et al. La redistribution : état des lieux en 2010 et 

évolution depuis vingt ans, p. 93, France, portrait social Edition 2011. 재인용

같이 2010년 사회부담금과 사회급여의 누진도는 각각 1.7, 7.9이며, 

이전 비중은 각각 -16.4%, 7.1%를 기록하고 있다. 사회급여의 소득

불평등 감소 기여도가 66.2%로 사회부담금의 기여도 33.8%보다 2

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급여의 경우 비자산조사형은 사전적으로 급여 대상 선정의 

목적성이 없는 보편적 급여로서 제5분위인 최상위 20%에게도 지급

된다. 가족수당과 함께 소득불평등 감소에 15.9%의 기여를 하고 있

으며 전체 사회급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조사형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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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2010년 금전적 소득재분배 효과

인구(%) 단위: 유로(월 소득)

순최저임금제

재분배 후

재분배 전

자료: INSEE; DGFIP; Cnal; CCMSA, enquête Renenus fiscaux et sociaux 2008(actualisée 

2010) ; Marie-Cécile Cazenave et al. La redistribution : état des lieux en 2010 et 

évolution depuis vingt ans, p. 92, France, portrait social Edition 2011. 재인용

급여는 급여 대상 선정의 목적성이 있는 선별적 급여로서 소득불평

등 감소에 9.9%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전체 사회급여의 16%

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비록 자산조사형 가족급여의 소득불평등 감

소의 기여도는 비자산조사형 가족급여보다는 낮으나 누진도는 상대

적으로 높아 저소득계층일수록 더 많은 소득보전을 받는다.

이처럼 가족급여는 소득재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는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하는 소득 최하위 20%(Q1) 계층의 소득

재분배 이후의 총 가처분소득에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거수당과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은 소득불

평등 감소에 각각 18.5%, 17.4%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미

니멈은 가장 목적성을 가진 선별적 급여로 소득 최하위 20%(Q1)의 

가처분소득의 1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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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10년 프랑스 소득재분배 효과를 사회부담금과 사회급

여의 기여도로 구분하여 살펴본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월 소득 

1,000유로 이하의 계층은 소득재분배 이후 20%에서 15%로 5%포인

트 감소하였고, 월 소득 1,000~2,000유로의 계층은 40%에서 53%로 

13%포인트 증가하였다([그림 1-5-2] 참조).

2. 소득불평등의 변화 과정(1996~2008년)

프랑스의 1996~2008년 기간 동안 소득재분배 효과를 소득불평등 

지수의 변화를 <표 1-5-7>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기간 동안 상위 9분위(D9)에 대한 하위 1분위(D1)의 비율로 

계산하면 소득 10분위배율은 3.3~3.5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다. 

1996~2001년 기간 동안은 소득 10분위배율은 3.4~3.5, 2002년 이후

<표 1-5-7> 소득불평등 지수의 변화(1996~2008)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중위(D5)
소득

16,090 16,100 16,440 16,680 16,980 17,400 17,860 17,810 17,730 18,020 18,280 18,670 18,990

D9/D1 3.5 3.5 3.4 3.4 3.5 3.4 3.4 3.4 3.3 3.3 3.4 3.4 3.4

D9/D5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Q1(%) 9.0 9.0 9.2 9.1 9.1 9.3 9.3 9.3 9.3 9.1 9.0 9.0 9.0

Q5(%) 37.0 37.0 37.0 37.7 38.0 37.9 37.7 37.6 37.6 37.9 38.4 38.2 383

Q5/Q1 4.1 4.1 4.0 4.1 4.2 4.2 4.1 4.0 4.0 4.2 4.3 4.2 4.3

지니계수 0.279 0.279 0.276 0.284 0.286 0.286 0.281 0.280 0.281 0.286 0.291 0.289 0.289

자료: INSEE; DGI, enquête Renenus fiscaux et sociaux rétropolées 1996~2004 ;  

INSEE; DGFIP; Cnal; CCMSA, enquête Renenus fiscaux et sociaux 200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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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3.3~3.4에서 변동하고 있다. 그리고 상위 9분위에 대한 중위 

5분위 비율은 동 기간 동안 1.9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5분위배율의 관점에서 보면 1996~2004년 기간 동안에는 최상위 

소득계층(Q5)과 최하위 소득계층(Q1)의 비중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중간에 있는 소득계층(Q2-Q4)은 감소하고 있다. 동 기간 동

안 소득불평등의 감소 경향은 최하위 소득계층(Q1)과 중간 소득계

층간의 소득수준이 근접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5분의배율(Q5/Q1)

은 4.1에서 4.0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1996~2008년 기간 동안 지니계수는 0.279에서 0.289으로 

상승하여 소득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최상위 소득계

층에서 유산소득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2004~2008년 기간 

동안 최상위 소득계층의 유산소득은 연평균 11%가 증가하였다.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빈곤율(poverty rate)과 빈곤도

(intensity of poverty) 또는 빈곤갭(poverty gap)이 있다. 빈곤율은 보

통 중위소득계층의 소득의 60% 이하의 소득계층의 비율로 규정하

는데 2008년 프랑스의 빈곤선은 월 소득 949 유로까지 상승하였다. 

빈곤도(또는 빈곤갭)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빈곤인구의 중위소득과 

빈곤선간의 상대적 격차를 의미한다. 

[그림 1-5-3]에서와 같이 1996~2008년 기간 동안 빈곤율은 1996

년 인구의 14.5%에서 2008년 13%로 감소하면서 소득빈곤이 감소하

였다. 특히 1997년에서 2001년까지는 실업률 하락이 빈곤율과 빈곤

도의 하락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01~2005년 기간 동안

의 실업률 상승은 빈곤율과 빈곤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반대로 빈곤도는 2002년 이후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것은 빈곤선 이하의 빈곤계층의 소득이 빈곤선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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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 빈곤율, 빈곤도, 실업률(1996~2008)

단위: %     (%)

빈곤도

빈곤율

실업률

주: Intensité de la pauvreté(빈곤도), Taux de pauvreté à 60%(빈곤율)

Taux de chômage(실업률)

자료: INSEE; DGI, enquête Renenus fiscaux et sociaux rétropolées 1996~2004 ;  

INSEE ; DGFIP; Cnal; CCMSA, enquête Renenus fiscaux et sociaux 2005~2008.

못했기 때문이다. 빈곤도는 2005년 18.8%에 이르렀다가 2008년에는 

18.5% 감소하면서 빈곤선 이하의 빈곤인구의 중위소득은 월 773유

로 정도가 되었다.

특이한 점은 2006~2008년 실업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빈곤율과 

빈곤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편입소득(Revenu minimum 

d'insertion : RMI) 수급자가 취업을 통한 자신의 소득을 높이기보다

는 최저편입소득(RMI)의 수급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의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형태가 많아 비록 빈곤선 이하의 소득이지만 취업으로 인해 최저편

입소득(RMI) 수급권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려했기 때문이다.59) 결국 

2006~2008년 기간 동안의 고용사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빈곤율과 

59) 2008년 독신자의 경우 RMI의 최대 수급액은 월 448유로이고, 1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에는 월 806유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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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도를 축소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2008년 사르코지 정부는 빈

곤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최저편입소득(RMI)을 폐지하고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의 사회부조로서 적극적 연대소득(Revenu de solid-

arité active : RSA) 제도로 대체한다.

노동시장 상황에 따른 빈곤율을 살펴보면, [그림 1-5-4]와 같이 

2008년 기준 실업자의 빈곤율은 인구 전체의 빈곤율보다 2.8배가 

크며 1996년의 2.4배에서 증가하였다. 1996~2008년 기간 동안 실업

자의 빈곤율은 35% 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2002년 이후에 

는 실업자의 소득은 실업률 상승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최저편입

소득(RMI) 수급자 증가와 함께 전체 인구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실업보험 개혁에 의해 실업보상 기간이 축소

[그림 1-5-4] 고용 사정에 따른 빈곤율

단위: %(%)

실업자

학생․주부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

전체인구

연급수급자

고용상태

주: Chômeurs(실업자), Autre inactifs(학생, 주부 등을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 Ensemble 

(전체 인구), Retraités(연금수급자), Actif occupés(고용상태).

자료: INSEE; DGI, enquête Renenus fiscaux et sociaux rétropolées 1996~2004 ;  

INSEE ; DGFIP; Cnal; CCMSA, enquête Renenus fiscaux et sociaux 200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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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실업자의 실업보험 수급 권한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연급수급자나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율은 실업자와 최저

편입소득(RMI) 수급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빈곤율에 비해 2.5~3.5

배 낮을 뿐만 아니라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율은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4년 이후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빈곤율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2008년 고

용상태에 있는 사람의 빈곤율 7.4%는 2004년의 빈곤율에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았지만 1996년의 빈곤율 9.2%보다는 낮아졌다.

고용은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다. 더

구나 고용은 1996~2008년 기간 동안 전체 인구의 빈곤율 축소 속도

보다도 더 빠르게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제3절❘ 사회보장 재정 현황과 구조

사회보호 재정의 연도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표 1-5-8>에서와 같

이 2009년 사회보호 재정 수입은 6,067억 유로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0~2009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4.0%

에 비하면 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경

제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프랑스 경제의 침체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09년 국가 재정 수입이 13.8% 감소하고 국민

부담율이 5.1% 감소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사회보호 재정 수입 증가

율이 반드시 낮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사회보호 재정 지출은 6,245억 유로로 전년 대비 4.2% 증가

하였고 이는 2000~2009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4.5%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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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8> 사회보호 재정과 연도별 증가율(2009년)
단위: %, 백만 유로

2009/
2000

2006/
2005

2007/
2006

2008/
2007

2009/
2008

2009

지출 4.5 4.0 4.0 3.8 4.2 624,505

사회보호 
급여

사회급여(가구) 4.5 4.1 4.1 4.10 4.9 519,422

사회복지 서비스 5.2 4.0 3.6 3.1 3.4 78,150

기타 지출(관리비용 등) 3.1 3.9 3.3 3.7 -5.9 26,932

수입 4.0 5.9 4.2 4.1 0.7 606,712

실효
사회부담금

고용주부담금 3.4 5.3 3.3 3.0 -0.1 216,933

피용자부담금 4.2 7.1 3.0 1.5 1.2 101,049

독립 근로자부담금 5.4 7.0 2.7 9.4 2.4 23,724

기타 부담금 8.1 24.5 -10.6 -18.7 7.8 2,522

충당 부담금 2.5 -2.6 3.9 4.5 2.6 47,786

조세 5.4 28.0 6.5 7.6 -1.2 132,796

공공 부담금 2.6 -23.0 4.3 3.3 3.5 60,778

기타 수입 7.3 32.8 12.3 5.5 2.8 21,124

수지 -17,793

레짐(régime) 간 이전 116,948

주: 지출과 수입 모두 제도 간 이전금액은 제외

자료: DREES, Comptes de la protection sociale

한 수준으로 2009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정상적으로 유

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사회보호 재정의 수입구조를 보면 크게 실효 사회부담금

이 3,442억 유로로 전체 수입의 57%이나 충당 부담금까지 합치면 

65%를 차지한다. 조세에 의한 수입은 1,328억 유로로 전체 수입의 

22%이나 공공부담금가지 합치면 32%까지 상승한다.

다음으로 2001~2009년 기간 동안 사회보호 재정의 지출 구조를 

사회적 위험에 따른 구분과 더불어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부조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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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살펴보면 <표 1-5-9>과 같다.

2009년 건강과 관련된 사회급여 지출은 지난 3년간과 비교하여 

소폭 상승하였으나 2001년 이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사회급여 지출 형태를 보면 사회보험제도가 85.6%, 보편의

료보장제도(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 CMU) 등 공공개입제도

에 의한 지출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5-9> 사회급여의 변화 추이(2001~2009)
단위: %, 백만 유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9

건강 5.5
5.0
6.4

6.9
6.7

-3.2

6.2
6.5
4.4

6.5
6.6

17.0

4.4
3.8
6.2

3.4
3.0

14.5

3.8
3.1

-0.3

3.5
3.5

-1.9

4.3
4.2
3.1

169,266
144,655

2,476
사회보험제도
공공개입제도

장애와 근로산재 4.9
4.6
3.2

8.4
8.6
5.3

3.1
5.1
2.5

4.3
4.3
3.6

5.3
5.0
4.8

4.3
3.0
4.3

6.2
5.8
6.2

2.1
1.8
4.6

3.7
1.7
5.8

39,586
16,756
13,362

사회보험제도
공공개입제도

노령-유족 4.2
4.0
8.0

4.9
3.6

45.4

4.2
3.7

16.9

5.3
4.9

14.6

4.9
4.8
3.7

6.2
5.6
6.2

5.2
5.7
8.2

5.1
5.3
6.0

4.0
4.2
3.8

272,218
253,273
12,669

사회보험제도
공공개입제도

가족 2.4
3.5

-2.1

3.3
3.3
2.6

2.7
1.4
9.8

5.0
3.9

11.6

4.3
4.7
2.3

4.8
4.8
8.3

3.0
2.6
5.0

4.0
3.7
5.2

4.1
4.0
5.4

53,630
36,936
12,708

사회보험제도
공공개입제도

고용
2.9
6.0

-7.6

12.4
16.6
4.5

10.2
14.6
-1.1

2.8
2.3
2.1

-1.4
-3.2
-5.0

-5.6
-7.7
5.3

-4.1
-6.2
-3.7

-2.7
-1.2
-13.

7

10.8
16.6
-0.5

36,390
26,430
4,593

사회보험제도
공공개입제도

주거 1.7
7.3

-0.1

4.9
6.0
4.5

-0.4
1.2

-0.9

3.7
5.8
3.0

-0.5
2.1

-1.4

0.4
3.3

-0.7

4.3
1.3
5.5

7.5
7.9
7.3

2.6
4.0
2.1

15,971
4,319

11,652
사회보험제도
공공개입제도

빈곤-사회적 배제 1.2
-0.2

6.6
6.8

5.5
9.6

8.4
6.6

7.3
7.0

3.7
3.1

2.9
1.5

0.5
0.0

22.7
29.1

10,511
8,398공공개입제도

총사회급여 4.2
4.4
0.3

6.1
5.5
9.0

4.9
5.1
5.6

5.4
5.1
7.4

4.1
3.9
2.2

4.1
3.8
4.8

4.0
4.0
4.4

3.9
4.2
3.1

4.7
4.7
6.5

597,572
432,368
65,858

사회보험제도
공공개입제도

자료: INSEE; DGI, enquête Renenus fiscaux et sociaux rétropolées 1996~2004 ;  

INSEE; DGFIP; Cnal; CCMSA, enquête Renenus fiscaux et sociaux 200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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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및 근로산재 관련 사회급여 지출은 2001년 이래 등락을 거

듭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출 형태는 사

회보험제도와 공공개입제도가 각각 42%, 32%로 빈곤과 사회적 배

제 부문 다음으로 공공개입제도에 의한 지출이 많은 부문이다.

노령과 유족 부문은 2001년 이래 감소하는 추세이며 사회보험제

도의 지출이 93%를 차지하고 노령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vieil-

less : FSV) 등에 의한 공공개입제도에 의한 지출은 4.6%를 차지한다.

가족부문의 지출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제도의 지출이 69%, 공공개입제도에 의한 지출이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후자의 지출 증가세는 연도별 노동시장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즉 실업률이 증가하는 시기에 공공개입

제도의 지출이 증가하는데 이는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에 

속하는 수당들이 가족수당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빈곤과 사회적 배제 부문의 지출은 2005년을 기점을 증가세를 유

지하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2008년 경기침체 영향으로 대

폭적으로 증가하였다. 동 부문의 지출은 공공개입제도에 의한 지출

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사회보호제도의 가구에 대한 사회급

여의 재분배 구조에서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재분배가 차지하는 비

중은 72.3%이고, 공공개입제도에 의한 재분배의 비중은 11.3%이다. 

그리고 가구에 대한 사회급여 지급률 즉 사회급여의 재분배율은 경

제사정, 특히 노동시장의 사정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지만 전반적으

로 소폭이나마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재분배 구조 하에서 사회보장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 재정의 적자를 이루는 부문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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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퇴직노령연금과 건강보험이고 그 적자폭이 가장 크다. <표 1-5-10>

과 같이 법정 기초제도와 노령연대기금(FSV)을 포함하는 2010년 사

회보장 관련 재정적자는 298억 유로로 2008년 105억 유로에서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노령퇴직연금과 노령연대기금(FSV)의 재정적자가 151억 유로로 

2010년 재정적자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심각한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보험 또한 114억 유로를 기록하고 있다.

<표 1-5-10> 법정 기초제도와 FSV의 재정수지 변화
단위: 10억 유로

2006 2007 2008 2009 2010

건    강
근로산재
가    족
퇴직노령

-5.9 -5.0 -4.1 -10.4 -11.4

-0.1 -0.4 0.2 -0.6 -0.7

-0.8 0.2 -0.3 -1.8 -2.9

-1.0 -3.9 -5.6 -8.9 -11.0

법정 기초제도 -7.8 -11.3 -9.7 -21.7 -25.7

FSV -1.3 0.2 0.8 -3.2 -4.1

퇴직노령+FSV -2.3 -3.7 -4.8 -11.1 -15.1

기본 일반제도 +FSV -9.1 -11.1 -8.9 -24.9 -29.8

자료: Commission d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e, Rapport sur la situation et les 

perspectives des finances publiques, p.67, Cour des comptes, juin 2011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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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 동향

❘제1절❘ 문제 제기

프랑스 사회보장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당연 노령연금과 

건강부문의 재정적자 문제이다. 이 양대 부문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개혁은 진행형이다. 또 다른 현안은 고질적인 실업문제

이다. 실업은 청년층에서부터 고령층까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보험체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동시

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대 간 분배체계를 작동원리로 하는 사회보험체계는 재정적자와 

양립할 수 없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양대 부문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개혁을 단행해 왔으나 안정적인 균형재정

에 도달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기준 노령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법정 기초레짐의 

총 재정적자 255억 유로 가운데 각각 114억 유로, 108억 유로로서 

양 부문의 재정적자 합계(222억 유로)는 총 재정적자의 87%를 차지

하고 있다.

최근 2010년 퇴직연금제도 개혁은 법정정년연령과 완전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였고, 건강보험제도의 경우도 2004년 개혁의 연

장선에서 재정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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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 부문에서 2008년 최소통합수당(Revenu minimum d'in-

sertion : RMI)을 활동연대수당(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RSA)으

로 교체하면서 근로빈곤층의 취업지원 및 빈곤 감축을 위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물론 사회부조제도 개혁이 전반적인 실업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고용정책은 아니나, 사회부조 정책도 근로유인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면에서 근로활동에 근거한 사회보험체계로서 프

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프랑스의 퇴직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사

회부조제도 개혁에 대한 동향과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제2절❘ 퇴직연금 개혁

1. 2010년 퇴직연금 개혁의 배경

2010년 퇴직연금 개혁은 노동계, 야당, 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고등

학생까지 참가한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단행되었다. 프랑스 의회

는 2010년 10월 27일 법정정년연령과 완전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조

정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loi portant réforme des retraites)을 

통과시킴으로써 사회적 파장은 일단락되었다.60)

프랑스 퇴직연금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은 영미국가들의 적립식 체

계와는 다른 세대 간 분배체계로서 세대 간의 연대 및 사회통합 정

신에 기초하고 있다.61) 그런데 세대 간 분배체계는 그 체계 본질 상 

60) 동 법안은 헌법평의회(Conseil Constitutionnel)의 위헌 심사를 거쳐 2012년 11월 9일 
공포되었다(Loi n° 2010~1330 du 9 novembre 2010 portant réforme des retraites).

61) 프랑스의 퇴직연금제도는 사회계층 및 직종군에 따라 35종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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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의 어려움, 더 나아가 재정적자와는 양립할 수 없다. 재정

적자는 제도 성립의 기초가 되는 세대 간 연대의 정신과 연금분배

체계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미테랑(F. Mitterrand) 

사회당 정부 시절 수상을 지낸 로카르(M. Rocard)이다. 로카르는 

‘퇴직연금에 관한 백서’(Le Livre blanc sur les retraites, 1991년)에서 

퇴직연금 재정적자의 심각성과 더불어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62) 로카르의 문제 제기 이전의 퇴직연금 개혁은 주로 가입자의 

권익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후의 개혁은 재정적자 문제에 집중

한다.

퇴직연금 개혁의 대상이 재정적자 문제로 부각된 배경에는 경제

적․인구학적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세대 간 분배체계는 퇴직연

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충분한 생산가능인구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퇴직자의 부양비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다. 퇴직연금자문위원

회(Conseil d'orientation des retraites : COR)의 2010년 보고서에 의하

면 19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4명이 퇴직자 1명의 연금을 부담하지

만 2010년에는 1.8명, 2020년에는 1.5명, 2050년에는 1.2명이 퇴직자 

1명을 부담하게 된다.63) 이처럼 부담 증가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베

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기인하고 하는데 2010년에 총 퇴직자수는 

1,550만 명이며 2030년에는 1,800만 명, 2050년에는 2,300만 명으로 

레짐( régime)이 존재한다. 퇴직연금보험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 피용자
의 경우 노령연금(pension vieillesse)이라 불리는 기본연금과 보충연금, 추가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 공무원, 자영업자, 농업종사자 등 직종에 따른 연금제도가 
존재한다.

62) 로카르는 ‘퇴직연금에 관한 백서’에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공동연구
와 진단, (2)국민적 관심을 고양하기 위한 논의 개방, (3) 고용주단체․노동조합․국가 3
자간의 협상 공개, (4) 입법화로 이어지는 4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63) COR, Huitième Rapport du COR,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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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게 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40년 후인 2050년에는 퇴

직자가 50%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64) 비록 프랑스의 합계출

산율이 2010년 2.01로 EU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그룹에 속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완만한 증가와 퇴직자의 급격한 증가는 퇴직연금재

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처럼 퇴직연금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은 1993

년, 2003년에도 있었다.

1993년 개혁, 일명 발라뒤르(E. Balladur) 개혁은 1982년 미테랑(F. 

Mitterrand) 정부가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고령근로자의 조

기퇴직을 유도65)함으로써 악화된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단행되

었다. 다양한 개혁안이 제시되었으나 가장 핵심적인 개혁은 완전연

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 납부 연수기간을 2008년까지 37.5년

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었다.

2003년 연금개혁, 일명 피욘(F. Fillon) 개혁은 1993년 개혁과 맥

을 같이 하면서 개혁 대상을 민간부문은 물론이고 1993년 개혁에서 

제외되었던 공무원 연금제도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특별제도 등을 

포함시켰다. 민간부문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분기씩 연장하여 총 41년으로 정하고,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과 관련해서 완전연금 수급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0년으로 연

장하였다.66) 2003년 개혁이 고령자의 강제퇴직을 막아 노동시장에 

64) COR, Huitième Rapport du COR, p. 19. 
65) 미테랑 정부는 조기퇴직유도를 위해 연금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었는데 

이는 연금수급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66) 2003년 개혁에서 특이한만한 점은 적립식 체계(système par capitalisation) 원리에 따

라 ‘대중 연금저축 계획(Plan d'épargne retraite populaire)’, ‘단체 연금저축 계획(Plan 
d'épargne retraite colletif)’ 등 연금저축을 도입하였으나 총체적인 퇴직연금제도는 세
대 간 분배체계(système par répartition)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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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시키는 고령자 고용보호정책을 수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연금재정의 적자가 악화되면서 개혁은 2010년으로 이어진다.

2. 2010년 퇴직연금 개혁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남는 과제

프랑스 정부는 퇴직연금자문위원회(COR)가 2010년 4월에 제출한  

‘8번째 보고서(Huitième Report du COR)’의 연금재정 적자 전망 분

석에 근거하여 개혁의 시급성과 정당성을 찾았다. 비록 2010년 1월

부터 노조대표와 협의를 해왔으나 대립은 불가피하였고 개혁 법안 

통과까지 두 달에 걸친 시위와 파업 등 사회적 진통을 겪어야 했다.

2009년 기준 노령연금(퇴직과 유족)은 총 사회보호 수당(5,975억 

유로)의 45.5%(2,722억 유로)로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GDP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67) 그런데 노령연금의 증가

율은 2000~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4.9%를 기록하면서 퇴직연금 

재정적자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퇴직연금자문위원회(COR)의 퇴직연금 재정 전망 분석은 2007년

에 제출된 ‘5번째 보고서(Cinquième rapport du COR)’의 기본 분석

에서 출발한다.68)

67) 노령연금은 크게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기준 노령연금 
2,722억 유로 가운데 퇴직연금이 2,342억 유로이고, 유족연금은 379억 유로이다. 퇴
직연금 가운데 기본연금은 1,618억 유로이고 보충연금은 569억 유로이다.

68) 퇴직연금자문위원회(COR)의 전망은 합계출산율 1.9, 2000~2050년 기간 동안 남성은 
75.3세에서 83.8세, 여성은 82.8세에서 89.0세로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실업률은 2015
년부터 4.5%를 유지되며, 노동생산성은 매년 1.8% 향상되고, 연금보험 가입기간도 
2012년부터 40년에서 41년으로 연장되고 2020년부터 41.5년으로 재연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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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1> 프랑스 퇴직연금 재정적자 기본전망
단위: %, 10억유로

구분 2006 2015 2020 2030 2040 2050

지출(GDP 대비 비중, %) 13.1 13.7 14.1 14.7 14.9 14.7

수입(GDP 대비 비중, %) 12.9 13.0 13.0 13.0 13.0 13.0

적자(GDP 대비 비중, %) 0.2 0.7 1.0 1.6 1,8 1.7

지출액(10억 유로) 235.2 301.1 337.1 420.1 511.8 606.6

수입액(10억 유로) 231.0 286.0 312.2 373.0 448.4 537.8

적자(10억 유로) 4.2 15.1 24.8 47.1 63.4 68.8

자료: Cinquième rapport du COR, 2007

<표 1-6-1>에서 보듯이 퇴직연금 재정적자는 2015년 151억 유로,  

2030년 471억 유로, 2050억 688억 유로로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2010년 ‘8번째 

보고서’는 2050년에 퇴직연금 재정적자는 1,140억 유로까지 증가하

고, 누적 적자는 GDP의 118%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최악의 비관적

인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다.69)

이러한 퇴직연금 재정적자 전망 하에서 2010년 개혁은 퇴직연금 

수령액 인하, 보험료 인상, 퇴직연령 연장 등 선택 가능한 방안은 세 

가지였는데 최종적으로 법정정년연장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연장

하고 완전퇴직연금 수령 시점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방

안을 채택한다.70) 정부가 연금 수령액 인하나 보험료 인상 방안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이들 방안은 일반 근로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

69) 2010년 보고서는 향후 노동생산성, 실업률의 변화를 예상하여 시나리오 A, B, C로 
분류하고 이를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퇴직연금 재정적자는 시나리오 A는 710
억 유로, 시나리오 B는 1.020억 유로, 시나리오 c는 1,140억 유로로 예상하고 있다.  

70) 개혁안에 포함된 여타 사항으로 보험료 불입최고연한을 2020년까지 41.5년으로 연
장하고, 직업의 난이도(pénibilitité) 보상 차원에서 60세부터 퇴직금 수급이 가능한 
노동불능비율(le taux d'incapacité au travail 기준을 계획안의 20%에서 10%로 낮추어 
육체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경우 3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을 경우 15년 이상 근로 시 퇴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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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국제경쟁력 하락과 고용시장과 경

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71) 하여튼 프랑스 정

부는 2010년 개혁으로 2011년 37억 유로의 퇴직연금 재정 절감 효

과가 예상되며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로 2018년 퇴직연금 균형

재정을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사회적 동반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노동계는 2010

년 개혁이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약자 및 여성근로자

에게 불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능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 납부 총액이 아닌 평균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연금액 결정 구조로 불평등이 가중되는데 이는 

완전연금 수급연령 연장으로 기능직 노동자의 연금 수령액이 축소

되기 때문이다.72) 비록 장기근로(carrières longues)조항으로 조기 근

로자에 대한 조기퇴직(58~60세)을 허용하고 있으나 18세 이전 근로

를 시작한 사람의 경우 이 조항에서 제외되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 육아 및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필요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완전연금 수급액을 받는 연령을 연장하

면 67세까지 노동을 강요받거나 남성근로자 연금의 절반을 받는 열

악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액을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동계는 

2010년 개혁안이 노동자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보험금을 납부

하게 하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퇴직연금 재정적자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불평등 

71) ‘Déclaration de M.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ors du Conseil des ministres', 2010.9.8.
72) 프랑스 정부기관인 ‘불평등감시원(Observatoire des inégalité)’의 분석에 의하면 기능

직 노동자(60세 퇴직 후 잔여수명은 17.4년)의 연금 총액이 282,911유로인 반면 간부
사원(60세 퇴직 후 잔여수명은 23.3년)의 연금 총액은 816,891유로로 1/3 수준에 불
과하다(www.inegalites.fr, 'Les inégalités face aux retra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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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와 모든 수입 특히 기업의 금융소득과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와 

함께 고용주의 부담금 증대 등을 제시하였다.

노동계의 반발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와 청년단체들도 2010년 개혁

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고 나섰다. 사회단체는 프랑스 사회연대 정신

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 간 분배체계의 존속,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등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주장하며 35개나 되는 연금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회적 권리 손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본연금 체계의 단일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청년단체는 학업기

간과 청년실업 등으로 안정적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평균 27세)에서 완전연금 수급연한을 채우기 위해서는 학업, 직

업훈련, 임시직 고용기간도 연금가입분기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계층 및 단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

혁은 마무리 되었으나 2018년 균형재정 목표 이후의 대안 부재라는 

문제점은 남아 있다. 또한 2010년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 마찬가지로 

재정적자 해소 차원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개혁의 당사자인 고용

주, 노조, 국가의 협의에 근거한 개혁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일방적인 

개혁 추진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0년 개혁이 남긴 과제 가운데 핵심적인 사안은 완전연금 수급

연장으로 특히 법정정년 이전에 퇴직한 고령자의 고용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다.

<표 1-6-2>에서 보듯이 2010년 기준 프랑스 55~64세 고령층의 고

용률은 EU 평균 46.3%보다 낮은 39.7%에 불과하다. 더구나 2008년 

기준 프랑스의 60~64세 고령자의 고용률은 16.3%로 유로존 15개국 

평균인 31%보다 2배나 낮으며, 북구의 스웨덴(60%)과 노르웨이

(59%)보다는 훨씬 낮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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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2> 2010년 주요 EU국가의 고령층(55~64세) 고용률 비교
단위: %

EU 27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55~64세 
고용률

46.3% 39.7% 57.7% 57.1% 36.6% 70.5% 56.2% 68.6%

자료: Eurostat

비록 프랑스의 고령층의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00

년대 중반부터는 그 증가세가 1% 수준 이하인 상황이다(<표 1-6-3> 

참조). 또한 고령층 고용과 관련하여 EU 차원에서 공동정책으로 제

시한 스톡홀름 목표(Stockholm Target)인 ‘2010년까지 고용률 50% 

수준 달성’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다.

<표 1-6-3> 프랑스의 고령자(55~64세) 고용률 변화 추이
단위: %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55~64세 고용률 29.9% 34.7% 37.8% 38.1% 38.2% 38.9% 39.7%

자료: Eurostat

프랑스의 고령층 고용률 증가가 정체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조기

퇴직관행 저지 등 고령층 고용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조기퇴직제도 

또는 강제퇴직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특별국가고용기금수당

(Allocation spéciale du fonds national de l'emploi : ASNFE), 고용대

체수당(Allocation de remplacement pour l'emploi: ARPE) 등 공공기

금에서 재원이 조달되는 사회보장성 수당을 폐지하였다. 다른 한편 

고용주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조기퇴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73) Ministère du travail, de la solidarité et de la fontion publique, Les retraites en France, 
Dossier d'information,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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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줄이기 위해 고용주가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특별세를 부과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고용주의 고령자 해고를 

막는 장치로는 해고 시 ‘들라랑드(Delalande) 분담금’을 실업보험 관

리기관인 전국상공업고용연합(Unédic)에 납부하게 만들어 고령자 

해고를 어렵게 만들었다.74)

그런데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제도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기퇴직이 관행화되어 버린 프랑

스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연공서열식 임금구조이다. 연령

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서열식 임금구조는 기업의 임금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을 막는 

주된 요인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고령층을 고용할 수 있는 임금구조 

개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 고용 축소를 반전시켜야 

하는데 프랑스의 고령층 고용정책은 아직 기업들에게 충분한 인센

티브를 제공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임금구조 개혁은 프랑

스의 강한 조합주의 전통으로 인하여 용이하게 진행할 수 없기 때

문에 프랑스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고령층 고용정책은 일종의 고육

지책에 불과한 측면이 강하다.

74) 고용주가 ‘들라랑드 분담금’ 부담으로 인해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은 수도 있기 때문
에 ‘고령자 고용을 위한 국가협력계획(Plan national d'action concertée pour l'emploi 
des seniors)’이 종료되는 때를 같이 하여 2010년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프랑스 의회
는 2008년에 들라랑드 분담금 제도를 2년 앞서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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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건강보험 개혁

1. 건강보험 개혁의 배경

건강보험 개혁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실행

되었을 정도로 복잡하게 진행되어 왔다. 퇴직연금 개혁의 배경과 마

찬가지로 최근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와 고령화 진전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것

이다.

프랑스 의료서비스는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라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제기준에 비해 비용이 높고 이로 

인해 2009년 기준 주요 OECD 국가 가운데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이 11.8%로 미국(17.4%) 다음으로 높다(<표 1-6-4> 참조).

프랑스의 의료비 지출 구조는 과거 비교적 쉽게 보건의료에 접근

하여 지출이 많았던 세대가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점과 보건의료 관

<표 1-6-4>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추이와 비교
단위: %

2001 2003 2005 2007 2008 2009

프 랑 스 10.2 10.9 11.1 11.0 11.1 11.8

미    국 14.3 15.7 15.7 16.0 16.4 17.4

독    일 10.4 10.6 10.7 10.5 10.7 11.6

영    국 7.2 7.8 8.2 8.4 8.8 9.8

이탈리아 8.2 8.3 8.9 8.7 9.0 9.5

스 웨 덴 8.9 8.3 9.1 8.9 9.2 10.0

일    본 7.9 8.1 8.2 8.2 8.5 -

한    국 5.1 5.2 5.7 6.3 6.5 6.9

자료: OECD Health Data 



144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련 기술 발전으로 삶의 질 향상과 평균수명 증가로 고비용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보건의료 지출이 높은 75세 고령

층인구는 2007년 전체 인구의 8.5%(500만 명), 2020년 9.4%(700만 

명), 2040년 14.7%(1,040만 명), 2060년 16%(1,200만 명)로 증가하게 

되면 의료비 지출의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쉽게 예상된

다.75)

이처럼 고비용구조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의 악화는 정부의 개

혁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여 왔다.

2. 일련의 건강보험 개혁 조치들

가. 1995년 개혁

프랑스 건강보험의 일련의 개혁조치는 미시적으로는 비용 규제, 

거시적으로는 의료비 지출 통제라는 방향에 따라 이루어졌다.

1995년 쥐페 계획(Plan Juppé) 이전에는 본인부담 확대, 공공병원

의 총액예산제도 도입 등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비용 규제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난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의료비 지출 억제 효과

를 얻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보험료

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벗어나 쥐페 

계획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조치로서 헌법 수정을 통한 광범위한 

예산제도를 개혁한다.

쥐페 계획에 따른 개혁 조치는 1996년 지출 통제를 위한 ‘건강보험 

지출목표(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assurance maladie: ONDAM)’

75) Estimation de population et statistiques de l'état civil jusqu'en 2007 et projection de 
polpulation 2007~2060, IN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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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는 동시에 동년 재원조달 방안으로 사회부채상환부담금

(Contribu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RDS) 제도 

설립으로 이어졌다.

쥐페 계획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어 1995

년 65억 유로의 재정적자가 2000년 20억 유로까지 감소하였다. 그

러나 2001년 이후 재정적자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4년 적

자는 사상 최대인 129억 유로로 매우 심각한 상화에 이르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적자 악화는 중장기적으로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화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기인하지만 2001년과 2004년 사이의 재

정적자의 2/3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험료 및 세금 수입 조정의 불

균형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유래하였다.76) 결국 2004년 건강보험 수

입기반구조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지출구조를 합리화하는 제도적 개

혁, 일명 두스트 블라지 개혁안(Plan Douste-Blazy)을 채택한다.

나. 2004년 개혁과 이후

2004년 개혁안의 목표는 재정적자가 지속가능한 공적 건강보험체

계를 뒤흔들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이를 지켜낸다는 것이었다.77) 

2004년 개혁은 우선 의료접근의 형평성, 의료서비스 질, 사회연대

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의료접근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소

득수준과 거주지역 등에 따른 의료접근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건

강보험체계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강화하였다. 프랑스 의료서비스의 

질은 국민만족도에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을 

76) G. Cornilleau et B. Ventelou (2004), La réfome de l'assurance maladie, Lettre de l'OFCE, 
nº 251, p. 1, 2004

77) C. Courrège (2008), Les difficultés de l'asurrance maladie', Regards sur l'actualité 
2004/10, pp. 32-77.



146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더욱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과 재산의 보유수

준 등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수혜 받는 사회연대성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2004년 의료개혁에서 주목할 것은 1차 의료 담당자는 주

치의(médicin traitant), 2차 의료의 담당자는 위탁의(médicin corre-

spondant)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 점이다. 주치의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1차 의료서비스의 종합화와 일반화를 통해 전체 의료전달체

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질

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주치의제도를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개혁에서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1유로 정액부담금(contribution forfaitaire d'un euro)’을 부과하는 등 

지출구조를 개선하였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개혁에 따른 진료비

체계의 재규정을 통해 진료비 인상과 초과 적용을 부분적으로 허용

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의 도입으로 인

한 주치의 혹은 위탁의로서의 업무증가에 따른 진료비 인상은 가입

자가 아닌 보험자가 부담하게 하고, 30가지 유형의 장기질환을 담당

하는 주치의에게 환자 1인당 연간 40유로를 정액으로 추가 지불하

게 하였다. 그 외에 특수진료 종류에 따라 의료서비스 소비자는 추

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여 의료수요의 오남용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2004년 개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는 2008년까지 상당히 개

선되었다. 2004년 129억 유로의 재정적자가 2005년 80억 유로, 2006

년 60억 유로, 2007년 45억 유로, 2008년 43억 유로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009

년 104억 유로, 2010년 114억 유로, 2011년 98억 유로로 재정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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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고 있다.

이에 사르코지 정부는 2010년 10월 ‘건강보험의 미래에 관한 고

등위원회(Haut conseil pour l'avenir de l'assurrance maladie)’를 발족

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개혁의 방향은 건강보험의 운영원리인 기여에 따른 수혜라는 

직업연대의 정신에 따라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부담금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4절❘ 사회부조 개혁

2007년 집권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빈곤에 대항하는 활동

연대 고등위원회(Haut commissaire aux solidarités actives contre la 

pauvreté)’를 설치하고 임기 5년간 빈곤을 1/3로 축소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 활동연대수당(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RSA, 이하 RSA

로 표기)의 창설을 발표하였다. RSA법안은 2008년 12월에 가결되어 

200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RSA는 기존의 사회부조인 최소통합수당(Revenu minimum d'in-

sertion : RMI, 이하 RMI로 표기)제도를 폐지하고 여기에 한부모수

당(Allocation de parent isolé: API)을 결합시켜 RMI를 대체한 것이

다. RSA제도는 장기실업에 빠지기 쉬운 RMI와 한부모수당(API) 수

급자의 취업촉진뿐만 아니라 새로운 근로빈곤층(working poor, trav-

ailleurs pauvres 또는 actifs pauvres)을 대상으로 빈곤을 감축시킨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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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MI의 RSA로의 대체

1988년 창설된 RMI제도에 대해 일부 학자는 진정한 사회적 변혁

이며 프랑스 사회보호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78)

RMI는 사회부조인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79)에 속하지

만 이전의 사회부조와는 구별된다. 기존의 사회부조는 고령자, 한부

모가정, 장애자 등 취업에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개되었으나 

RMI제도는 직업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RMI제도에 대해 프랑스 좌우파 모두가 근로연령층에 대

한 최저소득 보장은 ‘유해한 유토피아’80)라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

고 RMI제도가 창설되어진 것은 1980년대 새로운 빈곤 양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높은 실업률은 일상적 현상이 

되었고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보험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결국 빈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노동연령층으로 전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RMI제도는 취업활동 촉진 및 빈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실행되어졌으며 1989년 RMI은 독신자 기준 최저임

금(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 SMIC)의 53%

에 이르고, 자녀 없는 부부의 경우는 76%, 1자녀 부부의 경우 86%

를 지급하였다. <표 1-6-6>에서와 같이 RMI의 수급자는 1990년 40

만 명에서 2000년에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05년 129만 명으로 최

78) Martin Hirsch et al. (2009),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quelle philosophie ? Entretien 
avec Martin Hirsch et Emmmanuelle Wargon, Etudes, N. 1 Tome 410, p. 34.

79)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창학(2007) 참조.
80) C. Laurent et D. Cécile(2008), Les grandes étapes de l'histoire du RMI, in RMI, l'état 

des lieux 1988~2009, La Découverte,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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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6> RMI 수급자 및 지출 변화 추이
단위: 천명, 억 유로

1990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수급자 수(천 명) 400 1,000 1,238 1,289 1,278 1,172 1,140

지출액(억 유로) - - 54 58 61 60 59

자료: DREES, Rapport du gouvernement au parlement sur le RMI(2004, 2005, 2006, 

2007, 2008)에서 재구성. http://sante.gouv.fr//les-minima-sociaux.html

고치를 기록하다고 점차 감소한다. 2008년 RMI에 59억 유로를 지출

하였다.

RMI제도의 목표는 수급자가 취업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이를 위한 RMI제도 개혁은 지속되었으나 

그 효과는 만족스럽지 않아 결국 RSA제도로 대체된다.

우선 RMI제도에서 빈곤감축 개혁은 조세 및 사회수당 개혁과 동

시에 진행되었다. 빈곤감축 개혁 가운데 RMI 창설과 함께 존재하였

던 이익공여제(l'intéressement) 활용을 강화하였다. 이익공여제는 

RMI 수급자가 취업 후 발생한 소득을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RMI

와 근로소득을 일정기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당시 조스팽(L. 

Jospin) 수상은 1997년 실업자의 RMI 증액 요구를 거절하면서 반대

급부로 기존의 이익공여제를 개선한다. 이것으로 2003년까지 공제

기간과 공제율이 확대되어 1년에 걸쳐 RMI와 모든 취업소득의 공

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익공여의 

기간이 1년 기한이고 인지도가 낮아 이익공여제 이용 수급자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취업촉진을 통한 빈곤 감축에 큰 효과를 

낼 수 없었다.

이익공여제와 함께 RMI 수급자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세 및 사회수당 개혁81)에 의한 소득이전이 수급자라는 신분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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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7> RMI 수급자 고용형태 현황(2004.12.31)
단위: %

고용형태 비율(%)

자영업  23

보조고용  20

보조고용 이외의 비기간제계약(CDI)  15

보조고용 이외의 기간제계약(CDD)  23

파견   9

무계약  11

전체 100

파트타임 비율(자영업 제외)  67

자료: Anne PLA(2007), Sortie des minima sociaux et accès à l'emploi, Études et 

Résultats, N. 567, p. 6.

격에 의해 권리화되면서 이것이 오히려 RMI 수급자의 취업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RMI을 받으면서 노동하는 사

람의 67% 정도가 임시직과 같은 단기고용형태에 놓이게 되면서 빈

곤으로부터 탈출하기가 곤란하였다(<표 1-6-7> 참조).

RMI 수급자가 취업한 경우 빈곤 감축이 기대되었으나 소득재분

배 정책이 충분하게 기능하지 않아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대두되었

다. 근로빈곤층의 등장은 RMI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고 RMI

를 대체한 RSA는 바로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81) 조세 및 사회수당 개혁으로 주민세 개혁(2000년, 취업 후 일정소득까지 면제), 주거
수당 개혁(2001, 취업 후에도 주거수당 지급), 負의 소득세 도입(2001년, 최저임금 
0.3~1.4배에 해당하는 취업자에 세금을 환급), 최저임금인상(2003~2005년) 등이 시행
되었다. 이러한 소득이전 외에 RMI 수급자 취업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 새
로운 소득이전 제도로서 전화사용 관련 우대조치(2000년), TV 시청료 면제(2004년), 
교통 정기권 발급(2007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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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SA의 도입과 효과

근로빈곤층에 대한 범위는 EU의 사회보호위원회(Comité de la 

protection sociale)와 프랑스 통계청(INSEE)이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EU측이 보다 엄격한 범위를 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근

로빈곤층을 해당년도에 적어도 1개월의 고용관계 기간을 포함한 6

개월 근로활동(구직활동 포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단위 

당 소득이 10분위 가운데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서 생활하

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EU는 구직활동하고 있는 실업자는 제외

하면서 소득중위의 60% 이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규정 범위는 프랑스의 기준이 EU 기준보다 엄격하다. <표 

1-6-8>에서 보듯이 프랑스의 근로빈곤층은 2005년 현재 174만 명이

며 전체 근로자의 7%에 이른다.82)

이와 같이 근로빈곤층의 양산에 대응한 RSA제도는 수급자의 고

용복귀와 고용복귀 후 경제적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RSA의 

수급 요건은 일정 수입수준 즉 보장소득(Revenu garanti : RG)보다 

낮은 2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RSA 수당액 산정방식을 보면 

RSA제도의 근로에 의한 빈곤 감축 의도가 여실히 나타난다.

<표 1-6-8> 프랑스 근로빈곤층(16세~64세) 규모 변화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3 2004 2005

EU 기준 1.65 1.63 1.49 1.49 1.56 1.58 1.22 1.43 1.53

프랑스 기준 1.75 1.73 1.58 1.60 1.67 1.65 1.47 1.71 1.74

자료: INSEE, Eurostat. Julien Damon(2009), Travailleurs pauvres: de quoi parle-t-on?, 

Droit social, N. 3, pp. 292-299 에서 재인용

82) ONPES(Observatoire National de la Pauvreté et de l'Exclusion Sociale), Le rapport de 
ONPES 2007~2008,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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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제도 시행 첫 해인 2009년 6월에 1,503,000세대에서 시작하

여 2010년 6월에 1,799,000세대, 2011년 6월에 1,865,000세대에게 

RSA를 지급하고 있다. RSA 수급 세대가 2009~2011년 기간 동안 

연평균 10% 정도 증가하였고, 2010년 80억 유로 정도의 RSA가 가

족수당금고(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 CAF)에서 지출되었

다.83) 

RSA는 일괄 정액수당(montants forfaitaires)에 취업소득의 62%를 

더한 합계에 세대의 모든 수입(근로소득, 주거지원금, 가족지원금 

등 포함)을 제하는 식으로 계산된다.84) 2012년 기준으로 2자녀를 둔 

부부세대가 취업활동으로 월 1,000유로의 취업소득이 발생하는 경

우 RSA는 349.89유로이다. 따라서 349.89유로의 소득보전이 된 부

부세대는 1,349.78유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실업상태

의 무자녀의 독신의 경우 RSA는 417.94유로를 받아 앞의 부부세대 

경우보다 더 많은 RSA을 받지만 화폐적 생활수준은 1/3 수준이 된

다. 이처럼 RSA는 최저소득 보장의 성격이 아닌 근로소득을 보전하

는 것이어서 취업하면 할수록 생활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구조이

다. 이는 사르코지 정부의 사회보장 전반의 개혁 모토인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기’의 철학이 사회부조인 RSA 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85)

83) Comité national d'évaluation du rSa (2011), Rapport final, pp. 29-30, pp. 118-119.
84) 일괄수당은 세대와 자녀 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데 2012년 기준 독신이면서 자

녀와 없으면 474.93 유로이고 한부모 가정으로서 2자녀일 경우 854.88 유로로 그 이
상일 경우 1자녀 당 189.97 유로가 추가로 지급한다. 부부 세대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712.40 유로이고 2자녀일 경우 997.36 유로를 받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 적마다 
추가되는 수당은 한부모가정과 동일하다, <사례 1> 실업상태에서 자녀 없이 독신일 
경우 {474.93 + 0(무수입) - 56.99(주거지원금)}으로 계산되어 417.94 유로를 매달 
RSA를 지급 받는다. <사례 2> 부부세대로 2자녀를 두고 세대수입이 1,000유로이고 
가족수당을 126.41 유로를 받는 경우 [{712.40 +(1,000 X 62%)} - {1,000 +126.41 + 
141.06(주거지원금)}]으로 계산되어 349.89 유로를 매달 RSA를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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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2009년 화폐소득으로 측정한 빈곤선86)인 654유로 이하

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3.5%인 820만 명인데 2008~ 

2009년 기간 동안 빈곤율은 0.5% 증가하고 빈곤갭도 18.5%에서 

19.0%로 0.5%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RSA activité87)의 빈곤율이 13.6%에서 12.9%로 

0.7% 포인트 하락하였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노동시장을 포함한 경제상황이 침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RSA의 빈곤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

다.88)

RSA제도의 취업지원정책인 ‘사회․직업적 동행(l'accompagnement 

social et professionnel)’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시행은 상당히 적

극적인 사회편입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RSA 수급자는 

수급개시 시점부터 개별지도상담원(le référent)을 요청할 수 있는 권

리가 있고 또한 의무이다. 지방정부의 의회 의장은 RSA 수급자를 

분류하여 각 수급자에게 적절한 지도상담원을 배치한다. RSA 수급

자 중 특별한 취업지원 없이도 취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구직활

동 관련 기관(직업훈련 및 고용관련 기관 등)의 직원이 지도상담원 

85) RSA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Département)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사르코
지 대통령은 2009년 1월 1일 ‘국가활동연대기금(Fonds National des Solidarités 
Actives : FNSA)’을 만들어 자본소득에 1.1%의 세금을 부과하여 중앙정부 부담부분
을 충당(15억 유로 정도)하고 있다. 자본소득은 주식 등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과세징수대상자는 상위 15%의 금융자산 보유자들이다. FNSA 
창설에 재계는 사르코지 정부의 감세정책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86) 여기에서 빈곤선은 중위소득 60%로 측정한 것이다. 빈곤선을 50%로 할 경우 빈곤
층은 450만명이 된다(INSEE, Taux de pauvreté selon le seuil en 2009)

87) RSA의 가입 연도 및 조건에 따라 2009년 신규 가입자인 RSA activité, 과거 RMI와 
API 수급권을 승계한 RSA socle, 이 둘의 혼합인 RSA socle et activité 3종류로 구분
한다. 3종류 RSA의 비중은 2011년 6월 기준 RSA activité(25%, 465,000세대), RSA 
socle(64%, 1,195,000세대), RSA socle et activité(11%, 205,000세대)이다.

88) Comité national d'évaluation du rSa (2011), Rapport final,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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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RSA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상담원과의 취업

활동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정

지된다. 그리고 직업안정소에서 직업적 동행을 받은 수급자가 구직

자등록 명부에서 삭제될 경우에도 수당 지급정지의 사유가 된다.

RSA의 취업지원 효과에 대한 평가는 2009년 실험모의평가에서 

내려진 결과처럼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효과가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89)는 식으로 애매하다.

2011년 12월에 제출된 최종보고서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못하고 있다.90) 물론 RSA activité의 수급권자자 증가하고 있어 고

용복귀에 대한 빈곤층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들의 고용복귀

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RSA 수급자의 단기근로 비중은 일반 근로자의 단기근로(주 

35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하) 비중인 17%보다 훨씬 높은 53%여서 

이직률이 높고, 실업 및 구직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제5절❘ 결론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사회부조의 최근 개혁 동

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2010년 퇴직연금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노동계는 정년연장

과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이 남성과 여성, 사무직과 생산직 간의 차

89) Comité d'évaluation des expérimentations (2009), Rapport final sur l'évolution des 
expérimentations rSa, p.13.

90) Comité national d'évaluation du rSa (2011), Rapport final, pp.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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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의 주장대로 개혁의 부작용과 한계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부

담금 및 조세를 증가시켜 연금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일반 

근로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국제

경제력 하락과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경기를 하향시킬 수 있다는 점

에서 법정정년연령과 수급연령을 연장하는 방법이 타당하다는 프랑

스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의 개혁이 지속가능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고용정책이 실효를 거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

다. 고령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특히 임금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나 프랑스의 강한 조합주의 전통으로 인해 이를 추진

할 정치적 동력도 명분도 없다는 것에 프랑스 정부의 고민이 있다.

건강보험 경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 지출비 증가와 고비용 

구조로 인하여 재정적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지만 사회부담금과 

일반사회보장부담금(CSG) 세율 인상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하여 왔

다. 건강보험 부문에서는 사회부담금과 CSG 세율 인상에 사회적 합

의가 무난하게 도출되었다.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피용자의 권리

와 의무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국민연대 정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퇴직연

금 개혁에 비해 적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RMI제도에서 RSA제도까지 프랑스의 빈곤 및 고용정

책의 특징은 근로에 의한 빈곤탈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빈곤감축정책으로서 RMI제도 개혁은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 소득재

분배를 행한다는 기본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그러나 빈곤감

축효과가 취업지원정책과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규정받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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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RMI 수급자는 단기임시직의 불

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빈곤에서 탈출하기 보다는 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등장은 RMI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고 2008년 RSA제도로 대

체된다.

RSA제도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빈곤율 하락에 기여

하였다는 점에서 빈곤감축정책으로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RSA 

수급자의 고용형태를 보면 저임금의 불안정한 임시직 고용이 많아 

고용정책으로서는 아직 그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고 향후 전개 과

정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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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제1절❘ 개요

전체 사회 구성원의 기본 생활 보장 못지않게 한 국가의 사회보

장 제도가 지향하는 목표 중의 하나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고용 

보장이다. 고용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동 시장 정책은 소득 보장 위

주의 소극적 노동 시장 정책과 노동 시장 취약 집단의 노동 시장 진

입 혹은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으로 구분

된다. 동시에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서 노동 시장에 진

입한 저임금 근로자를 노동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

책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정책 및 제도 중 첫 번째 사례의 대

표적인 것으로서는 고용보험을 들 수 있다. 한편, 본 글에서 의미하

는 고용 정책은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반 정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 시장 정착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서는 취업 

중 급여(in-work benefits)가 대표적이나 본 글에서는 최저임금제도

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먼저, 프랑스의 실업보험 제도는 드골 대통령의 제5공화국이 탄

생한 해인 1958년 12월 31일 노사 대표의 실업보험체계를 구성하는 

전국적 직업간 협약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협약은 실업보험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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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구로서 전국상공업고용연합(UNEDIC)과 상공업고용협회

(ASSEDIC)의 설립도 포함하고 있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프랑

스 실업 보험 제도에 나타나는 주요한 변화는 단순한 실업 급여의 

제공이 아니라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국가가 제공하는 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에의 참여 혹은 적절한 일자리의 제의에 대한 

순응을 들 수 있다. 프랑스 실업 보험 제도에서 이러한 조치가 본격

적으로 실시된 것은 2001년 개혁을 통해서이다. 이 시기에 실업 보

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

는데 개별화된 취업접근계획(PPAE)과 합리적 일자리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프랑스의 고용 정책은 실업자의 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과 고용창출지원 프로그램으로 대변된

다. 이 중, 프랑스 고용 정책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고용 창출 지원 프로그램이다. 직접적 일자리 창출자 혹은 민

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의 지원자로서의 국가 역할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서 임금 보조하의 고용지원계약제도, 사회 서

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 그리고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을 통한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특히 사회 보장 부담금 감면 정책은 오래전부터 실시된 것으로 국

제적인 관심 사안 중의 하나이다. 

이상의 것들이 노동 시장 취업 애로 집단의 노동 시장 진입을 위

한 정책 혹은 제도라면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 시장 

유지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1950년대이다. 당시의 명칭은 SMIG(생활보장을 위한 직업간 

최저임금)이었으나 1968년, 지금의 SMIC(성장을 위한 직업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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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로 변경되었다. 도입 직후 지금까지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중위 

소득 대비 평균 6~70%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타 국가에 비해 매

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최초 도입 시 너무 높게 설정한데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

을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의 점 등을 고려하면서 본 글은 우선 프랑스 실업보험에 초

점을 두고자 한다(제2절). 먼저, 실업보험제도의 형성과 변화 추이를 

살펴본 후 기본 구조 및 현황을 상술 할 것이다. 본 글의 제3절과 

제4절은 각각 프랑스 고용 정책과 최저임금제도 및 임금 구조에 관

한 것으로. 분야별 역사적 변천 과정 및 대표적인 제도와 정책을 살

펴보도록 한다. 본 글의 제5절에서는 분야별 제기되고 있는 최근 쟁

점과 과제를 정리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프랑스 사례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실업보험 

1. 제도의 형성과 변화 

가. 1950년대 말~1970년대 상반기 : 실업보험의 도입 및 초기 변화

프랑스의 실업보험제도는 1958년 12월 31일의 직업간 협약에 의

해 탄생되었다91). 이전에도 실업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있

91) 이의 정확한 명칭은 산업 및 무역 분야의 실업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직업간 보상 제
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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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근로자의 자발적 노력 하에 마련된 상호 보험(19세기말), 노

조 관리하의 제도, 실업 부조(1905년), 공공 지원금을 통한 실업 보

상(1930년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업자 중 극히 일

부(4분의 1정도)만이 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문제점이 1950년대 말

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실업자 수의 증대, 현대적인 고용 정책 수

립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실업보험

이다. 당시 고용주 대표 단체(CNPF)와 노조 대표 단체(CGT-FO, 

CFTC, CGC)간의 합의에 의해 도입된 실업보험제도는 다음 3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실업 (적어도 장기실업) 위험의 예방 

￭ 임금에 바탕을 둔 재원확보와 급여제공(즉, 임금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결정하고 과거 취업 기간의 임금에 비례하여 급여 산출) 

￭ 근무 경력이 없는(보험 미가입) 청년실업자나 장기 수급자인 

고령 실업자를 대상으로 연대 원칙의 반영 

즉, 엄 한 의미에서의 실업보험 도입뿐만 아니라 실업보험제도

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연대)의 도입도 당시의 주 

고려 대상임을 알 수 있다. 

1958년 이후 실업보험제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개선되었다. 

구체적으로 계절적 근로자나 임시직 등과 같이 이전에는 수급 대상

이 아니었던 직종이나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무 경력과 무관하게 직

업 훈련을 거친 청년 실업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시켰다(1967년). 

이는 이전보다는 높았지만 그렇게 위협할 정도는 아닌 실업률, 

UNEDIC의 재정 건전성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직업 훈련 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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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실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직업 훈련 수당 역시 

1960년대 초에 도입되었다. 

나. 1970년대 중반~1990년대 말 : 경제 위기와 실업보험의 변화 

1970년대에 접어들어 실업보험의 적용 대상은 더욱 확대되어 당

시 고용주 단체(CNPF)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산업 근로자, 예컨

대 농업 종사자(1974년), 가내 근로자(1979년) 등도 포함되었다. 또

한 1972년의 사회파트너의 합의를 거쳐 ‘소득 보장(Garantie de re-

ssources)’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는 60세 이상의 고령 구직자들에게 

과거 임금 수준의 70%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

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는 석유 파동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열악했다. 뿐만 아니라 실업

자내의 불평등 현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장기

근속 후의 실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여가 주어지는 

반면 청년 실업자 및 수급 자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실업자는 무시

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또한 UNEDIC의 재정적 적자 문제 또한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이에 1979년 1월 관련법은 기존의 실업 

급여를 다음 네 가지로 구분했다. 

￭ 기초 수당(Allocation de base) :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연령에 따라 지급기간이 가변적임. 

￭ 특별 수당(Allocatioh spéciale) : 단일감면수당으로 경제적 이유

로 해고를 당한 60세 미만의 실업자에게 12개월 동안 지급 

￭ 소득 보장금 (Garantie de ressources) : 60세 이상의 실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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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일시금 수당 : 노동 시장 신규 진입을 꾀하는 청년 견습생 실업

자와 한부모 구직자에게 지급

이어서 1979년 3월에 체결된 사회 파트너 협약은 수급권만료 수

당(Allocation de fin de droits)을 신설했는데 이는 기초수당이나 특

별 수당의 수급권이 만료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이렇게 

볼 때 당시의 프랑스 실업급여는 기초수당(혹은 특별수당)과 수급권 

만료 수당의 두 가지가 핵심이며 집단의 성격에 따라 지급되는 부

가적 급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포괄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들 조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다. 일시금 수당이 있었지만 청년 실업자의 대부분은 보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장기 실업임에도 불구하고 수급기간에 따라 

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나

는 임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의 수급 혜택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92). 

1980년대와 90년대의 실업 보험 제도에서의 중요한 두 가지 변화

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초 프랑스 실업 보상 제

도는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실업 보상이 기여금 납부 기간과 

연계되고(1982년), 보험제도와 연대 제도의 분리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연대 제도란 실업부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업 보험 수급 

자격이 만료된 장기 실업자가 주 적용 대상으로 재원은 국가 관리

하의 연대 기금에서 충당되는 것이다93). 

92) 실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1978년의 76%에서 1980년에는 60%로 극감. 

93) 세부적으로는 장기 실업자, 실업보험 수급 자격 만료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연대수당
(ASS)과 정치적 망명자 등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편입수당(AI)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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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992년 실업보험 내적 변화로서는 기존의 핵심 급여였던 

기초 수당과 수급권만료 수당이 폐지되는 대신 단일감면수당

(Allocation unique degressive, AUD)이 도입된 것이다. 단일감면수당

은 수급 초기에는 완전비율(100%)로 지급되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6개월 단위로 급여액이 감소되는 급여이다. 예컨대, 실업 직

전 24개월 중 14개월 가입한 50세 미만 실업자의 총 수급기간은 30

개월이다. 이 중 최초 9개월은 법정 급여액 100%가 지급된다. 이후 

21개월은 감소된 급여액이 지급되는데 감소비율은 6개월 기준 17%

이다(1997년 기준). 이러한 조치는 UNEDIC의 재정적 위기 극복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 2000년대 초~최근 : 근로 연계 복지 혹은 활성화 개념의 도입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에서는 활성화(activation) 혹은 근로 연

계복지(workfare)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94). 노동 시장 취업 애

로 집단, 기존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가능성 제고를 통해 노동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실업 급여 역

시 기존의 단순한 소득 보장 개념에서 탈피하여 수급과 취업 가능

성 제고 프로그램 참여간의 연계를 통해 수급자의 의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취업 가능성 제고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국가의 의무 역시 

이에 못지않게 강조되고 있다. 국가와 개인 간의 상호 의무 중 어디

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가에 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

반 이후 나타나는 유럽의 복지 개혁은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고 있

으며 실업보험은 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프랑스 실업보험에 이

94) 두 용어의 개념의 차이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본 글에서는 같은 의미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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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모습이 반영된 것은 2001년 실업보험 개혁을 통해서이다. 

2001년 이후의 개혁을 통해 나타난 프랑스 실업보험의 중요한 변화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 용어의 변화이다. 기존의 단일감면수당 

용어가 없어지고 재취업지원수당(Allocation d'aide au retour à l'em-

ploi, ARE)이 이를 대체했다. 급여가 단순한 소득 보장이 아니라 수

급자의 노동 시장에의 참여를 적극적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재취업접근계획(PPAE)의 수립을 통해 급

여와 취업가능성 제고 프로그램간의 긴 한 연계를 꾀하고 있다. 이

는 등록 구직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15일 이내에 구직자는 

전문 상담가와의 협의 하에 PPAE를 수립,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실

행해야 한다. PPAE에 수록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 성격, 특징, 지역, 임금 

￭ 고려사항(즉 구직자 훈련, 자격증, 근로 활동 중 취득한 지식 

및 능력, 개인 및 가족 상황, 지역 노동 시장 상황 등)

￭ 취업가능성에 필요한 수급자의 의무사항, 고용지원센터의 조치

(능력 평가, 구직, 훈련, 동반 지원 등) 

한편, 수급자가 향후 PPAE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최저 15일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급여 제공이 중단된다. 

셋째, 합리적 일자리 개념의 등장이다. 이는 급여와 취업 가능성 

제고 프로그램 연계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의 권리 

및 의무의 상호 존중의 접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국가는 일정 기

간 경과 후에도 실업 상태인 수급자에게는 합리적 일자리 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는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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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자가 제안을 거부할 때 국가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반면 수급자 역시 국가가 제의한 일자리가 합리적이

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럼 문제는 합리적 일자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3가지 

요소의 고려 하에 정의되는데, 실업자가 원하는 일자리의 성격 및 

특징, 실업자가 선호하는 지리적 여건, 그리고 의중임금(기대임금)

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세 가지 요소 중 의중임금과 선호하는 지

리적 여건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용 지원 센

터 구직 등록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2-1-1>과 같다. 

<표 2-1-1> 합리적 일자리 정의 

구직 등록 기간 임금 지리적 여건 

3개월 후 실직 전 임금의 95%
고용 촉진 개별화 계획(PPAE)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 

6개월 후 실직 전 임금의 85%

∙출퇴근 시간 : 최대 1시간 혹은 30km 이내 
12개월 후 

최저임금 혹은 단체 협약 인정 
최저 소득 수준 이상 

출처: Pôle emploi, 2010. 

위의 <표 2-1-1>에서처럼, 합리적 일자리의 임금은 구직 등록 기

간이 길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선호하는 지리적 여건은 

구직 등록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PPAE에 적시되어 있는 

지역이 합리적 일자리로 간주되는 반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출퇴근 소요 시간이 최대 1시간 혹은 집과 직장과의 거리가 

30km이내인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프랑스 실업보험은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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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단순한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노동 시장 정책의 맥락에서 실업 보험의 역할을 재고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2. 제도의 기본 구조 

가. 프랑스식 노사공동분담체제 

프랑스 실업보험은 국가가 아닌 사회파트너들의 단체 협약에 의

해 규정이 마련되고 있다. 이는 1958년 도입 때 등장해서 지금까지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

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사회파트너들에 의해 체결된 직종간 협약

은 정부의 고용 관련부처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장관은 동 

협약을 거부할 수도 있다95). 

사회파트너들은 실업보험제도를 관리하고 규제한다. 구체적으로 

기여금과 급여에 대한 규정 수립 시 기반이 되는 직종간 협정을 체

결한다. 이 때, 기여율과 급여율은 실업보험제도의 재정적 균형 유

지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체결된 협약은 시행 전에 

법률적 체계의 위법성과 국가 고용 정책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조

언을 구하기 위해 최고 고용 위원회(Comité supérieur de l'emploi)에 

제출된다. 이후 관련부처 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동 협약은 의무적

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전국노사

동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위원회는 해당 협약의 해석을 담

당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노조 대표와 경영주 대표

95) 실질적으로 2001년 사회 파트너 협약의 일부 내용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노동부 장
관이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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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수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 실업보험제도는 일정 정도의 국가 역할에도 불

구하고 기본적으로 노사 양자인 사회파트너의 주도에 의해 운영되

고 있는 것이다. 

나. 관리 및 운영 기구 

프랑스 실업보험의 관리 및 운영 기구는 도입 된 지 50여 년이 지

난 2008년부터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먼저, 도입 후 최근까지의 

실업보험제도의 관리 및 운영 기구 변천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면 

아래 <표 2-1-2>와 같다. 

<표 2-1-2> 프랑스 실업보험의 관리 및 운영 기구

1958년~2008년 2009년~2010년 2011년 이후 

관리 
전국상공업고용연합

(UNEDIC)
전국상공업고용연합

(UNEDIC)
전국상공업고용연합

(UNEDIC)

기여금징수 
상공업고용협회

(ASSEDIC)
고용센터

(Pôle emploi) 

사회보험료통합징수기관 
(Urssaf) 

가입자 등록 및 
급여 제공 

고용센터
(Pôle emploi)

직업 알선 
국립고용안정센터

(ANPE,1967년 설립)

공공직업훈련 국립성인직업훈련기관(AFPA, 1949년 설립)

위의 <표 2-1-2>에서처럼, 1958년의 실업보험 도입은 전국 차원

의 관리 기관의 등장을 가져오게 되는데 전국상공업고용연합

(UNEDIC)과 상공업고용협회(ASSEDIC)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기

관은 프랑스 사회보장기관과는 독립된 별도의 민간비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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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UNEDIC는 전국 차원의 실업보험 담당 기관으로서 관련 규정

을 대상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피보험자인 실업자가 공평

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67년

에 출범한 국립 고용 안정 센터(ANPE)와 노동부 산하 고용․직업

훈련대표부(DSEFP) 등 공공 기관과 긴 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업 보험 제도의 운영 방법, 정보 및 통계 자료 축적

을 위한 문건을 작성함과 동시에 지역에 산재해 있는 ASSEDIC를 

지원, 감독하는 역할 또한 UNEDIC에게 맡겨진 임무였다. 한편, 전

국적으로 30여 개의 사무소와 10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SSEDIC는 실업보험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고용주의 가입을 지원하고 기여금의 징수 및 급여 제공의 임무를 띠

고 있다. 양 기관은 2008년, 통 폐합을 거쳐 고용센터(Pôle Emploi)

라는 새로운 기관이 등장할 때 까지 약 50여 년간 실업 보험 제도 

운영의 핵심에 있었다. 2009년 이후에는 고용센터(Pôle Emploi)가 

실업 급여와 관련된 제반 업무뿐만 아니라 직업 알선 업무까지 맡

고 있다. 한편, 경과 조치차원에서 2010년까지 맡았던 기여금 징수 

업무는 2011년부터 프랑스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Urssaf)으로 이

관되었다. 이외에도 직업 훈련 기관인 국립성인직업훈련기관(AFPA)

은 1949년 설립된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서 구직자의 교육, 취업 가

이드 및 인적 자원과 관련된 조언 업무를 맡고 있다. 

3. 제도의 현황 

프랑스 실업 보험 수급률, 기여율, 급여액 등의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9월 기준, 구직 등록자는 4,737,000명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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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재취업지원수당(ARE)의 수급자 수는 2,581,000명으로 수급률은 

약 54%이다. 이러한 수치는 2008년의 구직 등록자 수(4,035,000명)

와 수급자 수(2,165,000명)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재정 흑자를 기록했던 재정 상황은 2009년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갔다. 

한편, 실업보험의 기여율은 사회파트너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다. 노사 양자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주 부담률이 2배 정도 된

다. 이는 사용주가 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1년 1월 기준, 실업보험 기여율은 근

로자 보수 총액의 6.40%이며, 이 중 사용주와 근로자의 부담률은 각

각 4.00%, 2.40%이다(임금 상한액 11.784 유로). 1993년도에 처음으

로 6%를 초과했던 기여율(6.60%)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2003년도에 6.4%로 다시 상승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취업지원수당(ARE)의 급여 수준 및 수급 기간은 수급자의 연

령, 가입기간, 그리고 임금에 의해 결정된다. 수급 기간은 아래 <표 

2-1-3>과 같다. 

<표 2-1-3> 프랑스 재취업지원수당 수급기간 

연령 가입기간  수급기간 

50세 미만* 

최소 28개월 중 4개월(122일 혹은 610시간) 4개월

1일 초과  1일 연장 

최대 28개월 중 24개월(730일) 24개월 

50세 이상* 

최소 36개월 중 4개월(122일 혹은 610시간) 4개월 

1일 초과 1일 연장 

최대 36개월 중 36개월(1095일) 36개월 

* 7일의 대기기간이 있음. 

출처: http://www.unedi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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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1-3>에서처럼, 수급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수급을 위해

서는 실직 전 가입기간이 4개월은 되어야 한다. 한편, 프랑스 재취

업지원수당은 수급을 위한 기준기간(36개월), 최대 수급 기간의 측

면에서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급여 수준은 아래 <표 2-1-4>에서처럼, 연령과는 무관하며 

실직 전 임금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표 2-1-4> 재취업지원수당의 수준(2010년 7월)
단위: 유로

세전소득(월기준, 유로) 급여액(일 기준, 유로)

1,090 미만 임금(세전소득)의 75% 

1,090~1,194미만 27.25 (최저급여) 

1,194~1,971미만 임금의 40.4%+11.17 

1,971~11,540 임금의 57.4% 

출처: Unédic, 2011: 54.

위의 <표 2-1-4>에서처럼, 임금 구간의 양극단만 본다면 수급자의 

실직 전 임금이 낮을수록 적용비율이 높으며, 고임금일수록 낮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실업자가 받는 일일 급여는 27.25유로(하한선)에

서 220유로(상한선)로서 약 8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 

4. 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ALMP) 

재취업 지원 급여는 소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에 속한다. 한편,  

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은 실업자의 취업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실시되는 프로그램 및 국가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역할과 관련된 

개념이다. 프랑스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공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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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비중은 0.60%인데, 이는 북유럽 국가 예컨대 덴마크의 0.89%보

다는 낮으나 영국(0.29%) 혹은 OECD 회원국 평균인 0.4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2010년 기준). OECD의 ALMP는 공공 고용 서비스 

및 행정, 훈련, 고용 촉진, 취업 지원 및 재활, 직접적 일자리 창출, 

창업 지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 중 프랑스는 훈련 및 고용 촉진 

프로그램에 공공 지출이 많은 반면 창업 분야 지출 비중은 여타 국

가에 비해 약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3절❘ 고용정책 

실업 보험의 연장에서 본 글은 사회적 한계 집단을 대상으로 하

는 고용정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들 조치들은 주로 청년, (장

기) 실업자 등 노동 시장 취업 애로 집단의 노동 시장 진입을 용이

하도록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우선, 고용 정책의 흐름을 역사적

으로 개관한 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로 한다. 

1. 고용정책의 역사적 흐름 

프랑스에서 고용 정책의 본격적인 등장은 1970년대부터이다. 이

전의 고용 정책은 주로 노동력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늘어나는 

노동시장의 요구 사항에 부합할 수 있는 노동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 시기의 주요 정책으로는 조기 퇴직제 도입

(1963년)과 국립고용안정센터(ANPE, 1967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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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프랑스 고용 정책은 특정 집단에 초점

을 두고 있다. 예컨대, 청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영역 고용 보

조금 및 유인 조치(1970년대), 비영리 부분의 고용 창출 프로그램

(1984년),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1980년대 말) 등을 들 수 있

다.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역시 이 시기에 많이 실

시되었는데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1985년), 비영리 부분의 고

용창출(1989년), 민간 영역 고용 보조금 및 유인 조치(1989년) 등이 

바로 그것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프랑스 고용 정책은 “고요한 혁명”으로 불

릴 정도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다. 즉 기존의 특정 집단 대상

에서 보다 일반적인 조치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이의 첫 번째 

방법은 노동 비용 감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대표적으로 1993년

에 발표된 노동, 고용 및 직업훈련 5개년 계획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의 채용 시 고용주의 기여금을 감면해 주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저임금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

법은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성 제고이다. 대표적인 것이 1998년과 

2000년의 오브리 법(Loi Aubry)이다. 기존의 39시간에서 35시간으

로 주당 근로 시간 단축을 명문화하고 있는 이 법은 2000년에는 20

인 이상 사업장에서 2002년부터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이 

조치는 초기에는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았으나 이후 실

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셋째, 노동 시장 유연화와 국가의 

임금 보조에 의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다. 유럽의 여타 국가에 비해

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특히 시간

제 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며 이의 연장선상

에서 국가의 임금 보조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기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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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역에 치중했으나 2000년대부터는 공공 분야에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고용 지원 계약 제도로도 불리는 이 정책은 1990년대 중

반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2005년 사회적 결속법 등에서처럼 제

도 자체를 단순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 고용 정책 현황 

가. 고용 지원 계약제도 

엄 한 의미에서 고용 지원 계약은 근로 계약의 하나이지만 일반

적인 근로 계약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이의 주 적용 대상은 

노동 시장 취약 집단이다. 구체적으로 노동 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집단96)과 청년 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채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가의 지원 형태는 채용 보조금, 사회보장 부담금의 감

면, 훈련 보조 등 다양하다. 그리고 고용 지원 계약 영역은 공공 영

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 영역에는 시민 

사회 단체 등 제3섹터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다. 고용 지원 계약의 

형태가 많을 때에는 13개까지 있었으나, 2009년도에는 아래 <표 

2-1-5>에서처럼 4개 제도로 통폐합되었다97). 

프랑스 고용 지원 계약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

용 지원 계약의 주 대상자는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의 선정이 지자체의 권한으

로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 계약 

96) 구체적으로는 장기 실업자(최근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혹은 36개월 중 24개월 이상 
실업자), 사회적 미니멈 급여 수급자(RMI-RSA, ASS 등)를 가리킨다. 

97) 2010년 1월, 이들 네 개 제도는 단일통합급여(CUI)의 하위 범주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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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고용지원계약제도 개관 

영역 민간 영역 공공 영역(비민간영역) 

명칭 고용주도계약(CIE)
통합계약

(CI-RMA)

고용동반계약

(CAE)

미래 계약

(CAV)

실시연도 2005 2002 2005 2005

기존유사

제도

기존의 고용주도계약

(CIE), 취업통합및훈련

견습제도(SIFE), 기업

접근견습제도(SAE) 

통합

신설 
 고용연대계약 

(CES,1989)

고용강화계약

(CEC,1998)

적용

대상자
지자체 권한 

사회적미니멈수급자

(최소편입급여-적극적

연대급여, 특별연대급

여, 한부모지원급여, 성

인장애급여 등)

지자체 권한 

사회적미니멈수급자

(최소편입급여-적극적

연대급여, 특별연대급

여, 한부모지원급여, 성

인장애급여 등)

근로계약

내용 

∙무기 혹은 기간제(최

대24개월)

∙ 시간제(주당 20시간

이상) 또는 전일제 

∙ 무기 또는 기간제(최

소6개월 혹은 최대 

18개월 안에 2회 갱

신 가능)

∙ 시간제(주당 20시간 

이상) 또는 전일제 

∙ 기간제(최대24개월 

내에서 갱신가능)

∙ 시간제(주당 20시간

이상) 또는 전일제

∙ 기간제(24개월, 36개

월내에서 갱신가능), 

예외적으로 6~24개

월(36개월내에서 2

회갱신가능)

∙ 주 당 26시간 근로 

∙ 20~26시간(사회통

합작업장, 대인서비

스 고용)

국가 부담 

및 

고용주 

혜택 

∙ 국가임금지원(최저

임금의 47%)

∙ 사회보장 부담금의 

감면 

∙ 최소편입급여(RMI)수

준의 지원

∙ 사회보장부담금 감면

∙ 국가임금지원(최저

임금의 95%)

∙ 사회보장부담금(최

저임금 한도), 각종 

세금 감면 

∙ 최소편입급여(RMI)수

준의 지원

∙ 임금 차등지원(첫해: 

75%; 둘째 해 : 50%; 

90%: 첫해 6개월, 

2007년까지적용)

∙ 사회통합작업장* : 

90% 임금지원

∙ 사회보장부담금감면

∙ 무기계약전환시 추가 

지원(1,500유로)

* 사회적 기업과 유사 

출처: Dares,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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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이는 취업 대상자와 고용 기관의 상황에 

따라 고용 관계가 매우 유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고용 지원

계약 제도의 대부분은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자리가 최종 일자리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중심에 진입하기 

위한 교두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고용주 혜택 

부분의 재정 지원에 있어서 국가 역할이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

다. 임금 지원,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등을 국가 재정 지원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고용 지원 계약은 국가의 참여 없이는 실현

될 수 없는 제도인 것이다. 한편, 아래 <표 2-1-6>은 고용 지원 계약

을 통해서 창출된 일자리 규모에 관한 것이다. 

<표 2-1-6> 고용 지원 계약 참여자 
단위: 명, %

영역 프로그램 2007년 2008년 2009년 

민간
영역

고용주도계약(CIE) 37,605 35,640 100,658

통합계약(CI-RMA) 36,443 26,331 17,040

소  계 (%)
74,048
(14.7)

61,971
(17.3)

117,698
(23.4)

공공
영역 

고용동반계약(CAE) 266,322 186,443 284,986

미래계약(CAV) 162,972 109,388 99,646

소  계(%)
429,294

(85.3)
295,831

(82.7)
384,632

(76.6)

총계 (%)
503,342

(100)
357,802

(100)
502,330

(100)

출처: Dares, 2011: 3의 내용을 재정리. 

위의 <표 2-1-6>에서처럼, 공공 영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는 

민간 영역보다 훨씬 많다. 이는 단순히 국가가 재정 제공자가 아니

라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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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정책 

프랑스에서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정책이 처음 실시된 것은 1970

년대 중반으로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 바르(Barre) 

정부는 25세 미만의 청년 집단의 채용 촉진을 위해 이 정책을 도입

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98). 이후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정책

은 집권 정당의 이념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최근에는 사회보험 중심의 국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후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정책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제 고용 혹은 전일제 고용을 시간제 고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금이 30% 감면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는 1993년에 도입된 것으로 당시 일자리 창출의 연장선상에서 도입

된 바 있다. 

둘째, 1998년의 집권 좌파 정부는 신규 채용을 무기 계약으로 하

는 경우 2년간 고용주 부담금에 면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좌파 정

부는 1991년, 1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

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부담금까지도 면제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셋째,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 차원에서 

도입된 적이 있다. 2000년의 근로 시간 단축법(Loi Aubry I. II)에 의

하면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함과 동시에 저임금, 중간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주 부담금을 경

감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98) 당시 5년 동안 1,500,000만 명의 청년 집단 신규 채용자 중 약 800,000여 명이 이 정
책의 효과인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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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 정부에 의한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정책의 영역은 다음

과 같다. 

첫째, 2009년부터 1년간 취해진 조치로서 부담금 제로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는 1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근로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수준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용주와 근로자의 부담

금의 완전 면제라는 조치를 취했다. 2012년 3월, 프랑스 정부는 기

존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최저임금의 160%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둘째, 고용 지원 계약을 통해서 채용되는 민간 영역 사업장 및 공

공 영역이다. 위의 <표 2-1-5>에서처럼, 모든 계약 제도가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혜택 하에 있다. 이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

인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둘째, 지속적으로 실시 중인 대표적인 정책으로 근로자의 임금 수

준에 따른 사용주의 사회보장 부담금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는 2007

년에 도입된 것으로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의 160%(2012년 기준 

월 2,237유로)까지는 고용주 부담금의 전액 면제를 주 내용으로 하

고 있다. 한편, 이 조치는 최근 확대되어 최저임금의 1.6배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2.4배까지는 가족 수당 부담금이 추가로 면제 또는 

경감된다(2012년 1월부터 도입)99). 2009년 기준, 프랑스의 중위 소

득이 19,080유로임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제도에 적용

되는 근로자 규모는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에 특정 집단의 

채용 시 적용된 이 제도는 현재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 비용의 감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 목표를 지

니고 있다. 한편, 사용주 부담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 부족분

99) 2012년 기준, 사회보험의 사용주 부담금은 건강은 12.8%, 노령(상한)은 8.30%, 노령
(상한초과) 1.60%, 가족수당은 5.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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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가가치세(TVA)의 상향조정, 일반사회보장부담금(CSG), 사회

부채상환부담금(CRDS) 등 조세로 충당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의 재원형태가 전통적인 노사 양자 부담하의 기여제 지배

형에서 기여제와 조세 절충형이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 고용정책 재정지출

2006년 기준, 프랑스 고용 정책 재정 지출은 330억 유로로서 국

내 총생산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고용지원계약제도에 소

요된 비용은 85억 유로이다. 이는 GDP 대비 0.47%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임금 보조를 통한 공공 영역(35억 유로)과 민간 영역(50억 

유로)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이를 살펴보

면, 2002년의 110억 유로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부터 다시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같은 해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정책에 소요된 재정 지출은 

195억 유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993년에 도입된 이후 지속

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예컨대, 1993년의 5억 8천만 유로에서 근로

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2000년에는 115억 7천만 유로로 급증되었다. 

프랑스 취업자 중 천만여명이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정책의 적용 

하에 있을 정도로 프랑스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최저임금제도과 임금 구조 

이상 살펴 본 고용정책이 주로 사회적 한계집단의 노동 시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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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

자의 노동시장 정착을 위한 제도이다. 즉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기본 

생활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에 대한 법적 제정을 통해 근로

자의 노동 시장 유지를 꾀하자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취지 

중의 하나이다. 프랑스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1950년으

로, 뉴질랜드(1894년), 호주(1896년) 보다는 늦지만 유럽의 여타 국

가에 비해서는 빨리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수준이 높

은 것 또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프랑스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변천

을 개관하면 아래와 같다. 

1. 최저임금제도의 역사적 변천 

가. SMIG과 SMAG의 탄생(1950년~1970년)

노동고등위원회(L'Institut supérieur du travail)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의 기원은 1941년 공포된 노동 헌장이다. 여기서 필수적인 최저

임금 용어가 등장하며 이는 보편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1950년 2월, 법의 제정을 통해 최저임

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당시의 명칭은 SMIG(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e(생활보장을 위한 직업간 최저임금)이었

다. 당시 SMIG는 단체 협약 고등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동 

위원회는 SMIG 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가구 평균 예산 항목을 

측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각료 회의는 동년 8월 명령을 통해 64프랑

(수도권은 78프랑)이라는 SMIG을 처음 발표했다.

1950년 당시 SMIG 수준은 20개로 구분되었다. 이는 지역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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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탕으로 둔 것으로 수준이 가장 높은 파리에서부터(지역 0) 

-2.5% 지역, -4% 지역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즉 다양성과 통일

을 동시에 실현하자는 의도의 방증으로서, 이러한 조치는 1968년 폐

지되었다.  

한편, 당시 SMIG은 농업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농업 

분야의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SMAG이다

(Salaire Minimum Agrocole Garantie). 1950년 10월 등장한 SMAG의 

수준은 SMIG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주거비용이 저렴하며, 식료품 등 1차 농산물의 획득이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이후 SMAG은 SMIG과 합쳐지는 1968년 6월

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따로 공포되었다100). 

나. SMIG에서 SMIC으로(1970년부터 현재까지) 

1970년, SMIG는 SMIC(성장을 위한 직업간 최저임금)으로 대체

되었다. 기존의 SMIG는 물가 인상만을 반영했는데 그 결과 생산성 

증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의 연장선상에

서 근로자 평균 임금의 인상 정도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SMIC이다. 이렇게 

볼 때 프랑스 SMIC 개념에는 구매력 개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한 물가 인상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

에 대한 동시 고려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구매력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SMIC이 등장한 것이다.  

100) 1968년은 농촌과 도시의 생활수준이 비슷한 시기라는 점이 고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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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제도의 운영 

가.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프랑스 본토 및 부속 영토 등 전 지역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대상은 임금의 형태에 관계없이 민간 분야

에서 근로 중인 18세를 초과한 근로자이다. 공공 분야의 근로자 역

시 민법 규정 내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래 몇 가지는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예외 혹은 경감된 비율의 적용 대상자들이다. 

￭ 청년 근로자 : 17~18세의 근로자 중 활동 분야의 직업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10% 삭감 ; 동일 

조건의 17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20% 삭감된 최저임금 

적용. 

￭ 청년 견습생 : 전문화 계약 혹은 견습 계약 제도 하의 26세 미만 

청년은 연령과 계약 기간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비율이 다름.

￭ 적용 제외 집단 : 노동 시간 통제가 불가능한 근로자(예: 탐험

가, 대리인, 판매원 일부)  

나. 최저임금의 결정 기구 및 재산정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는 노․사․정 3자

로 구성된 단체교섭전국위원회의 의견, 물가 상승 및 육체 근로자의 

실질 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매년 1월 1일 최저임금이 발표되는데 년 증가분이 평균 시간 당 임

금에 포함되어 있는 구매력 증가분의 2분의 1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

리고 연중 소비자 물가의 급상승시에는 동일 비율로 자동 재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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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22유로, 주당 35 근로 시간

을 기준으로 할 때 월 1398.37유로이다. 이는 근로자 평균 임금 대

비 50%, 중위 임금 대비 63%로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다. 

3. 프랑스의 임금 구조 

2009년 기준, 프랑스 근로자의 월 평균 순임금(세후임금)은 2,042

유로이다. 임금이 가장 낮은 1분위(D1) 평균 임금은 1,127유로인데 

반해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11분위(D99)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7,499유로로서 약 6.6배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는 순임금을 기준

으로 한 것으로 총임금(세전임금) 기준으로 한다면 그 차이는 13배 

정도 된다. 누진적 성격의 강제공제제도(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가 

임금 불평등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

이다. 

한편, 성별로는 남성(월 평균 2,221유로)이 여성(평균 1,778유로)

보다 약 1.25배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상 직위별로는 

간부급(월 3,851유로), 중개직(2,104유로), 육체 근로자(1,563유로), 

사무직 근로자(1,481유로)의 순이다. 사무직 근로자보다 육체 근로

자의 순임금이 더 높은 점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제5절❘ 최근 쟁점과 과제 

최근 프랑스 실업 보험 및 고용 정책의 변화는 최근의 복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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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편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실업 보험에서 나타나는 

근로 연계 복지 혹은 활성화 개념의 등장은 전통적인 복지 국가가 

노정하고 있었던 비경활 함정, 실업 함정 등의 문제 극복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임금 보조 하의 고용지원계약제도,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제도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극심한 실업 문제의 해결

을 위한 대안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저임

금 근로자의 노동 시장 정착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정책들은 일정 정도의 성과 못지않게 기존 

문제의 해결에 역부족이거나 새로운 문제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첫째, 프랑스의 전통적인 공화주의적 이상과 신자유주의간의 갈

등이다. 공화주의에는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가 내재되

어있다. 반면, 개별화된 취업 계획, 합리적 일자리에의 순응 개념은 

개인의 의무를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함과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바

탕을 두고 있다. 개인과 국가의 권리 의무의 상호 존중과 관련된 제

도의 개혁은 이념적 갈등을 노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취약성의 제도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101). 이는 취약성이 일

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착된 사회 현상, 구조적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임금 보조하의 고용 지원 계약 제도는 일정 

부분 일자리 창출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변적 노동 시장을 낳는 결과

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노동 시장 유연화의 미명하에 나타나는 시

간제, 기간제 일자리는 노동 시장 불안정과 직결되어 있다. 또한 사

회보험 재정의 조세화 현상이 프랑스 사회보장을 양분화 시키고 있

다는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전통적인 사회보험은 노동 시

101) 취약성의 제도화는 S. Lefèvre, 2011의 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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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반면 여기서 배

제된 사람들은 결국 조세 충당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보장부담금 

감면 제도, 사회적 미니멈 급여의 수혜자로 구분된다. 이렇게 볼 때 

최근의 제도 개편은 사회 통합 보다는 노동 시장 양분화, 사회보장 

양분화를 가져오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제도가 근로 빈민 문제 해결에는 여전

히 역부족이다. 2008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

자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유자녀인 경

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확인된다. 이는 그만큼 취약성이 증

대되었다는 것과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만으로는 빈곤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 정책 등 여타 정책과의 공조의 

필요성 인식, 부의 재분배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한 대목이다. 

❘제6절❘ 소결 

지금까지 프랑스의 실업보험, 사회적 한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정책 그리고 최저임금제도를 살펴보았다. 각 분야에서 나타나

는 최근 변화는 기존 문제의 해결이라는 명제 하에 나타났으나 일

정 부분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한국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의 역할 약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개입, 저 수준의 최저임금 문제를 보이

고 있다. 이에 활성화 개념의 도입을 통해 실업 보험이 단순한 소득 

보장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연계의 핵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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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 고용지원 계약제도 및 기업 규모에 

따른 사회 보험 노사 양자 부담금의 전액 면제 혹은 사용주의 부담

금 감면 조치에서 나타나는 국가 역할,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제도의 

모습 등은 프랑스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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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금제도

❘제1절❘ 개요

프랑스의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한 기본레짐(régimes 

de base), 소득비례형 연금제도와 유사한 보충레짐(régimes com-

plémentaires obligatoires), 민간 연금보험(assurance vieillesse, sur-

complémentaire)이라는 세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레짐

과 보충레짐은 직능집단별로 다섯 개의 하위 레짐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러한 체계는 공적연금제도의 구조가 복잡하고, 각 레짐마다 

운영원칙이 상이하여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

계는 직능집단 간, 일반근로자와 공무원 간, 일반근로자와 고위직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 이 

형평성 문제는 재정건전성 이상으로 프랑스 공적연금제도가 해결해

야 할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프랑스에서 2012년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복지정책과 관련한 치열한 정책토론이 진행되는 것과 무관

하지 않다. 특히 민간부문의 고위직들에게 적용되는 추가적인 연금

제도(Retraite Chapeau)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프랑스 사회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

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대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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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하지만 공적연금제도는 외형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1990

년대까지 누적되어 왔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

해서는 좌우를 넘어선 강력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

레짐(Régime)이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레짐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레짐이란 사회구성원의 직능형태별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노후

소득보장제도에 적용되는 일연의 규칙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조직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직능집단별로 상이한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전통적 특징 중 하나인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관련 직능단체(또는 시민단체)가 관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지난 수년간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직능형태에 따라 복잡하게 구성된 시스템을 단순화하려고 시도하여 

왔다. 그리고 보험료 징수 및 급여원칙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담보하려는 시도를 하여 

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다양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제2절❘ 공적연금제도의 발전과정

1. 19세기 프랑스 연금제도의 형성과정

프랑스에서 “세대 간 연대의 한 형태”로서의 연금제도는 오랜 기

원을 갖는다. 구체제(Ancien Regime)하에서 약 6만 명이 왕으로부터 

일종의 지대를 받고 있었으며, 이들은 어부와 군인, 그리고 왕실의 

행정직, 사제 등에 국한된 것이었다. 물론 이들은 전체 인구 중 극소

수이며, 왕권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

리고 이들에게 지급될 연금은 조세를 통해 조달되었다. 물론 구체제 

하에서의 보상제도를 현재의 연금제도와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보다 가깝게는 1848년 혁명이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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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지적할 수 있다. 나폴레옹 3세는 당시 60세를 퇴직연령으로 

설정하고, 공직을 담당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운영

하였다. 

이에 비해 민간부문의 연금제도는 매우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었

다. 민간부문에서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집단은 1850년 독자적인 

기금을 설치, 운영했던 철도노동자들이었다. 하지만 그 발전은 매우 

더뎌 1894년이 되어서야 광부들이 건강보험과 퇴직연금 레짐을 보

유하게 된다. 

프랑스에서 공적연금제도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이념 혹은 문화였다. 첫째, 종교와 도덕적 이데올로

기가 깊게 각인되어 있던 가족주의(Paternalisme)였다. 그것은 국가

와 고용주가 재정적으로 보장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험제도였던 셈

이다. 이는 이후 1910년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퇴직연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상호부조의 원칙(Mutualisme)이었다. 19

세기 노동조합 및 협동조합운동이 발달했던 프랑스에서 공제조합은 

연금제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1852

년 공제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셋째, 노동자들에 의한 

기금의 독립적 관리(Gestion ouvrière)의 이념이었다. 이것은 주로 사

회주의자들에 의해 옹호되어 왔던 것이며, 1894년 고용주가 재정을 

감당하고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적인 제도로 구체화되기에 이른다.

2. 1910년의 퇴직연금법

1910년 ｢노동자 및 농민을 위한 퇴직연금에 관한 법률>(loi sur 

les Retraites Ouvrieres et Paysannes: ROP)｣은 공적연금제도를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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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 제도는 당시 전체 8백만 명의 봉급생활자 

중 3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각 개인 또는 기업은 연기

금을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었다. 이 법은 퇴직연령을 65세로 고정

하였고, 1912년에 이르러서는 60세 퇴직도 가능하게 부분 수정되었

다. 당시 인구의 8%가량만이 65세에 도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

령의 햐향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주요 연기금제도를 파산으로 내몰았고, 그에 

따라 연금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하였다. 더욱이 전쟁의 결과로 얻게 

된 알사스-모젤(Alsace-Moselle) 지역은 이미 비스마르크모델에 기초

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처리하는 문제도 쟁

점을 이루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강제적 연금제도를 전국

화 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것은 건강보험과 연금제도를 의무

화하는 대신, 이 두 제도의 재정운영방식을 차별화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1928년 제정되고, 1930년 일부 수정된 법률에 따라 연

금제도는 퇴직연령을 60세로 고정하게 되고, 가입기간 30년 이후 연

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연금금액은 납입기간 평

균임금의 40달러로 인상되었다. 하지만 1930년대의 경제불안으로 

화폐가 평가절하 됨에 따라 기금에 의존한 연금제도의 문제점이 드

러나게 된다. 더불어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소득대체율 등 연금급

여 결정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 결과, 1936년~1939년 각

종 연금제도 관련 법안이 폭발적으로 제안되었다. 흥미롭게도 재원

조달방식이 저축방식(Capitalisation)에서 부과방식(Repartition)으로 

바뀐 것은 비시(Vichy)정부 하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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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45년 사회보장제도(Securite sociale)로의 편입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드골이 이끄는 레지스탕스 정부는 다양한 

사회정책 강령을 준비하였으며, 그것은 이후 제5공화국 사회보장제

도의 근간을 형성하게 된다. 연금제도 또한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스테판 에셀(Stephan Hessel)에 의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당시의 정책강령은 연금제도와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자신의 남은 삶을 끝낼 

수 있게 하는 퇴직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후 보다 구체적인 

연금제도 설계는 라호끄(Pierre Laroque)에게 맡겨지게 된다. 그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높게 평가하였지만, 

그것이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

았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겨난 프랑스 공적연금제도는 평균수

명을 고려하여 퇴직연령을 65세로 조정하고, 기본급여의 20%를 연

금으로 받으려면 보험료를 30년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60세~65세 사이에 추가로 일한 기간에 대해 4%의 추가급여

를 보장함으로써 가급적 근로자들이 더 오랜 시간 노동시장에 머물

러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형성된 프랑스 공적연금제도는 부과방식을 보

편화하였지만, 직능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연기금을 관리하는 수천 

개의 레짐을 탄생시켰고, 이 레짐 간에는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이 

잔존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민간레짐은 보험료를 인상

하고 납입기간을 줄여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공공부문은 대

량 가입을 통해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의 나머

지 또는 대다수 근로자들은 낮은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고도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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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인해 노후의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따라서 이후 프랑스

는 비스마르크식의 연금제도에 베버리지식의 최소노령연금제도를 

결합시킴으로써 문제를 완화시키는 선택을 하게 된다.

4. 1960년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제도구축 단계를 

지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편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다양한 직능별 보장체계를 하나의 일반사회보장체계로 

재구성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편시도는 다양한 이해당사

자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중단되고는 하였다. 그리고 1966년에 이르

러서야 다양한 사회보험 조직을 네 개의 조직으로 재구성하고, 연대

기금(FNS)을 설립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것은 1967년의 이 

바로 “건강보험전국공단(CNAM), 노령보험전국공단(CNAV), 가족

수당전국공단(CNAF), 산재보험전국공단(ATMP)”이었다. 이러한 개

혁의 특징은 과거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직능별 레짐 간의 재

원이전을 통해 제도간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렇다고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본질적으로 취

약한 재정수입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심해지

는 경우,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입자를 확대하게 된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료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불

가피한 것이다. 실제로 1971년의 불렝 법안(projet de loi Boulin)은 

최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120분기에서 150분

기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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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0년대 이후의 제도개혁

1990년대 중반의 연금제도 개혁은 이전 사회당 집권기의 연금정

책에 대한 우파적 대응이라 말할 수 있다. 미테랑(F. Mitterrand) 대

통령은 1983년 퇴직연령을 60세로 하향 조정하고, 보험료 최대 납

입기간을 150분기로 고정한 채, 평균연봉의 50%를 연금으로 수급하

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당시는 제2차 석유파동이후 실업

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시점이었다. 달리 표현하면 보험료를 확보함

으로써 재정안정을 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

으로 이후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

험료 납입기간을 연정하거나, 연금급여를 낮추는 선택의 기로에 직

면하게 된다.

1993년 총선에서 사회당이 참패한 뒤, 우파의 강력한 그리고 지

속적인 연금제도 개혁이 시작된다. 동거정권하에서 총리로 임명되

었던 발라뒤르(E. Balladur)는 당시 예산처 장관이었던 현 사르코지

(N. Sarkozy) 대통령에게 연금제도 개혁을 지시한다. 그리고 국회에

서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던 우파진영은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게 된다. 이 법안은 주로 민간부문 근로자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 골자는 ①1994년~2004년까지 보

험료 납입기간을 150분기에서 160분기로 늘리고, ②보험료 납입기

간이 부족한 가입자에 대한 삭감시스템(decote)의 설치, ③연금급여 

결정의 준거점이 되는 취업기간을 ‘가장 급여가 높은 10년’에서 25

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④연금급여 산정방식을 급여연동형에서 

물가연동형으로 변경, ⑤최소노령수당 등에 대한 재원마련을 목적

으로 하는 노령연대기금(FSV)의 설치가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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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으로 연금생활자 10명 중 8명은 연금이 상당 수준 삭감되

는 결과에 직면했으며, 평균적으로 봉급생활자들의 퇴직시점 또한 

남성은 9개월 반, 여성은 5개월 늦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다. 하지만 청년층의 노동시장진입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

치는 실제 보험료 납입기간을 기대했던 수준으로 증가시키지 못하

였으며, 재정확충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공공부문 연금제도의 개혁이었으며, 이는 

쥐뻬(Alain Juppé)총리에게 맡겨지게 된다. 그는 매우 강한 어조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상대적으로 관대한 연금제도를 비판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퇴직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의회에서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의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심각한 저항에 봉착하게 되고, 1995년의 

공공부문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개혁은 중단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적 저항은 쥐뻬의 사임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는 강한 의욕

을 갖고 추진되던 우파정부의 개혁에 대한 대중적 실망감과 피로증

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1997년 총선에서 좌파정치세력은 불과 수년 만에 그리고 요행으

로 권력을 되찾게 된다.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그것은 우파적 개혁에 대한 

반작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개혁은 크게 노동시간단

축법과 반소외법이었다.102) 그리고 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연금유

102) 프랑스 사회정책의 역사에서 이 두 법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을 것이다. 그 이유는 노동시간단축법은 그 좌절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명사
적 의미를 갖는 것이며, 반소외법 역시 유럽이 자유주의적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 상처를 보듬는 대표적인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수용된 정책이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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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금(Fonds de Reserve pour les Retraites: FRR)을 설치하는 조치

를 취하게 된다. 이 기금은 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 노령보험기금

의 잉여분, 우파정권이 추진했던 민영화에 따른 수입 등 다양한 재

원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기금은 1999년 사회보

장재정법(loi de Financement de la Securité sociale)에 의해 명문화되

기에 이른다. 하지만 현실에서 기금확충에 필요한 재원은 조달되지 

않았다. 그리고 2002년 우파가 재집권하면서 이 기금은 사실상 추가

적인 재원확보를 중단하게 된다.

이 기금은 2020년을 목표시점으로 보험료와 연금급여 사이의 재

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며, 당장 사용할 수 없는 것

이었다. 그 이유는 이 기금의 목적이 사회보장, 특히 연금제도의 재

정적자를 상쇄하는 것이지만, 단기적인 재정적자를 겨냥한 것이 아

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다른 대안적 조치를 통해 단기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기금의 존재는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후의 정부로 

하여금 그것을 활용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실제로 

2008년 노동조합들은 대통령에게 기금의 조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금설치 시점에 예상했던 2020년의 문

제가 조기에 도래했다는 논리로 2010년 연금유보기금(FRR)을 앞당

겨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6. 2003년 이후 우파의 연금제도 개혁

2003년 우파정부는 재집권 직후 다시 연금제도 개혁에 착수하게 

되고, 당시 노동복지부 장관이었던 현 총리 피용(Francois Fill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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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게 된다. 이는 공공부문 연금제도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

었다. 흔히 피용 법안(loi Fillon)으로 불리는 이 조치는 보험료 납입

부족분에 대한 삭감제도와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1반기씩 보험료 납입기간을 연장하여 

2008년에는 기존의 37년과 1/2에서 40년으로 늘리는 조치가 취해진

다. 그리고 최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부족한 경

우, 퇴직연령이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

하게 된다. 이는 퇴직과 고용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변

화였다. 그리고 시장은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 다양한 저축상품들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다.

2007년 집권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사회에 전반에 걸쳐 다

양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중에서도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특히 프랑스 철도

노조(SNCF)와 파리교통공사(RATP), 전기-가스공사(IEG) 등 특수연

금 레짐에 대한 개혁이 그것이다. 이 개혁은 공공부문 연금제도의 

지나치게 관대한 조건을 민간부문의 그것과 가깝게 하향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혁은 이미 1993년 민간부문의 연금제도 개혁을 

담당한 바 있고, 1995년 공공부문 연금제도 개혁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르코지가 2007년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것이기도 했다. 그 골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40년으로 늘리고, 2009년 7월 1일부터 연금산정

방식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납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만

큼을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오랜 동안 연금제도 

레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저항

으로 저지하기 힘든 것이었다. 이것이 2010년 연금제도 개혁이 관철

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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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프랑스 연금제도의 기본구조

2012년 2월 현재 프랑스에는 약 600개의 기본연금 레짐이 존재하

고, 약 6000개에 달하는 보충연금 레짐이 존재하고 있다. 기본연금

제도는 국가에 의해 모든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

며, 보충연금제도는 기본연금에 덧붙여 추가적으로 연금을 보장하

는데 필요한 제도이다.103) 이 중 보충연금제도는 독자적으로 기금

을 축적하고 있는 레짐 별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정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보충연금제도는 1972년 12월 

29일의 법에 의해 의무적인 연금제도로 제도화되었으며, 적용대상

은 일반레짐에 속해 있는 임금근로자와 농업부문 임금근로자 레짐

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이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 프랑스 연금제도의 특징

프랑스 연금제도는 부과방식과 관리체계의 복잡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뻬노(Pascal Penaud)는 다음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프랑스 연금제도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Penaud 2011).

첫째, 연금제도가 기금방식인가 부과방식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

고 그것이 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103) 참고로 프랑스의 연금제도 기본레짐 또는 기본연금은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
는 기초연금(Basic Pension)과는 다른 것이다. 물론 기초연금을 사회부조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수당형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지
만, 프랑스 기본연금제도는 기여와 급여의 형태를 취하는 일반 연금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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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운영시스템은 기금방식과 부과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프랑스 연금제도는 부과(Répartition)방식에 따라 운영된다. 이는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현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세대 간 연대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둘째, 누가 연금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프랑스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연금과 

보충연금에 대한 재정관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각 기금은 각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

버넌스(레짐)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재정관리를 비롯한 제반 사

항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각 기금 관리자들에 의

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연금급여 지급방식은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연금급여 지급

방식은 ‘확정급여 방식(régime à prestations définies);과 ‘확정보험

료 방식(cotisations définies)’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수준과 기간에 따라 연금이 결정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퇴직시점의 재정여건에 따라 연금이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물

론 이 두 방식사이의 절대적 구분은 어렵다. 하지만, 전자는 재정여

건과 관련 없이 현 가입자가 재정을 책임지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현 연금수령자가 연금급여 증감에 따른 부담을 지는 방식인 셈이다.

넷째, 연금급여 계산방식은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프랑스 사회보

장제도에서 Plafond이라는 개념은 보험료나 공공부조 급여 계산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및 급여의 상한(구간)을 지칭한다. 2011년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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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상한은 2,946유로로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과세

대상 소득 중 0유로~2,946유로 사이의 소득에 적용된다.

2. 프랑스 연금제도의 기본구조

한 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적용대상과 운영방식에 따라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랑스 연금제도는 ①기본연금(régimes de 

base), ②소득비례 보충연금(régimes complémentaires obligatoires), 

③추가연금(assurance vieillesse, surcomplémentaire) 또는 민간연금으

로 구성된다. 위의 세 가지 층위에서 기본연금과 보충연금은 제도를 

통해 강제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추가연금은 각 개인이 선택하고 

시장을 통해 작동하는 민간연금제도이다. 아래 [그림 2-2-1]은 프랑

스 연금제도가 세 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자의 취업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능별 레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입자가 임금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농민인지, 공무원인지 등

에 따라 동일 제도층위에서도 상이한 레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방식에 따라 아래 [그림 2-2-1]을 설명하면, 좌측부터 

일반레짐(Régime général), 자영업자 및 자유업자 레짐(Régime des 

indépendants), 농업종사자 레짐(Régime agricole)은 운영원칙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머지 둘(Régime des pensions, Régimes spéciaux)은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 그리고 특수직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

로 하고 있으며, 각기 상이한 규칙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 레짐은 

다양한 관리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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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프랑스 공적연금제도의 기본구조

일반레짐
(Régime
général)

독립레짐
(Régime des
indépendants)

농업레짐
(Régime
agricole)

연금레짐
(Régime des

pensions)

특별레짐
(Régime
spéciaux)

특별레짐
(Ré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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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금
(Régime

spépplémentaire)

보충연금
(Régime

complémentaire)

기본연금
(Régime de

base)

특수연금은 프랑스 연금제도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참

고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연금 레짐은 지나치게 관대하

게 설계되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0년 현재 전직 국회의원

(하원의원) 한 사람이 받는 월 연금급여는 2,700유로이며, 상원의원

은 4,442유로를 받게 된다. 문제는 보충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

식이다. 국회의원들은 선출직후 초기 5년간 보험료의 두 배를 납부

하고, 다음 5년간은 1.5배를 납부한다. 이는 25년간 보험료를 납부

하면, 최대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의 보험

료 납입기간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유리한 것이다. 그리고 전직 대

통령의 연금급여는 보험료 납입기간과 무관하게 연간 63,000유로로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수연금을 일반연금제도로 병합하

는 조치에 대해 국회가 만장일치로 거부함에 따라 사회적 여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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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던 상황에서 표출된 것이었다.

3. 프랑스의 연금관리 조직

프랑스 연금기금과 규칙을 관리하는 조직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일반 레짐이다. 이 레짐은 상업과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946년 10월 7일 법에 의해 

노령보험 전국공단(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 CNAV)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둘째, 농업종사자 레짐이다. 이는 농업에 종사

하는 임금근로자 및 자영농을 대상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리는 애

초 농업공제 전국기금(CCMSA)에 맡겨왔으나, 1962년 이후 일반레

짐에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다. 셋째, 봉급생활자도 농업종사자도 아

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레짐이다. 이는 2006년 이후 자영업자 

사회레짐(RSI)과 자유업자 노령보험 전국공단(CNAVPL)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넷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레짐이다. 이는 중앙정부 공무원 연금관리국(SPE)과 

지방정부연금 전국공단(CNRACL)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다섯째, 

전기와 가스공사, 철도공사, 일드프랑스 운수공사, 광부 등 특수한 

직능집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레짐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2005년 현재 약 

124개의 특수 레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에 명시되어 있

는 주요 연금 관리조직들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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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짐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 계산방식

프랑스 공적연금제도에서 보험료 및 연금급여 계산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보험료 계산방식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하나는 기본연금 

레짐에 적용되는 “분기 단위 계산방식”이다. 기본연금 레짐 가입자

는 법이 정한 최대 연금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각 제도가 정한 보험

료를 일정기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기본단위는 분기이다. 보험료

는 사회보장 상한선으로 정해진 2,946유로의 소득에 적용되며, 보험

료율은 대상 소득의 16.65%(고용주 9.9%, 피고용자 6.75%)이다. 보

험가입자의 소득이 2,496유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

을 대상으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사회보장 상한선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1.60%, 피고용자에게 0.1%가 보험료율

로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보충연금 레짐에 적용되는 “포인트 단위 

방식”이다. 이는 납입한 보험료의 누적분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후에 

연금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소득구간

에 따라 상이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소득구간(Tranche)별 보험료

율을 보면, 임금근로자 레짐(ARRCO)에서는 소득이 사회보장 상한

선을 기준으로 1미만인 가입자에게는 7.5%(고용주 4.5%, 피고용자 

3%)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1~3 사이에 있는 가입자에게는 

20%(고용주 12%, 피고용자 8%)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임

원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레짐(AGIRC)에서는 소득이 사회보

장 상한선의 1~4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0.3%(고용주 12.6%, 피고

용자 7.7%)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4~8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기

업 내부적으로 20%의 보험료율을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협의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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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식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충연금 레짐에 적용되는 포인트 

방식을 좀 더 설명하면, 그것은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을 일정 

금액 가치를 갖는 포인트로 나눈 뒤, 그 해 취득한 포인트를 이전에 

취득한 포인트에 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보

험료로 납부한 소득의 20%가 실제 연금급여 포인트로 환산되는 과

정에서 16%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2010년 현재 

임금근로자 대상 보충연금 레짐에서의 1 포인트는 14.40유로의 가

치를 가지며, 고위직 보충연금 레짐에서의 1 포인트는 5.02유로의 

가치를 갖는다.

이어 연금급여 계산방식을 설명하기에 앞서, 연금급여를 수급하

는데 필요한 조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연금제도에서 

연금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째, 공식 퇴직연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가입자가 연

금을 수급하려면 그가 가입한 연금레짐이 정한 공식 기준연령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현재 연금급여 수급연령은 60

세이다. 둘째, 일정한 보험료 납입기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분기를 기본단위로 납입기간을 계산하는데, 1949

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161분기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셋째, 소득대체율(le taux de liquidation)이 정해져야 한다. 현재 일반 

레짐의 소득대체율은 50%이다. 넷째, 참고소득(revenu de référence)

이다. 이는 퇴직연금급여 총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조하게 될 소득

을 의미한다. 일반 레짐에서는 가장 소득이 높은 25년간의 연평균소

득을 참고소득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것은 사회

보장 상한선 미만이어야 한다.

아래 박스는 프랑스에서 연금급여를 산출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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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연금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조소득과 보험료 

납입기간이다. 만일 참조소득이 낮거나, 고용단절 등으로 보험료 납

입기간이 적은 경우에는 최대 연금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연금급여

 = 참조소득(Revenu annuel moyen) × 소득대체율 × 최대급여로 환산된 연금급여 

수급 가능 분기 수

 = RAM × 소득대체율 50% × d/D

❘제4절❘ 프랑스 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의 추이와 현황

프랑스 공적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영되는 공적 연금제

도와 공공부조제도의 형태로 운영되는 최소노령수당제도로 대별되

며, 그 수급자 규모를 보면, 2009년 공적연금 수급자는 1,474만 명에 

이르고, 최소노령수당 수급자는 58만 명에 이른다. 프랑스 해외령을 

제외한 전국의 2009년 인구가 6,246만 명이며, 60세 이상 인구가 

1,399만 명(22.4%)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족연금 수급자를 고려

하더라도 대부분의 노인들이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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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공적연금 및 최소노령수당 수급자 추이
단위: 천명, %

공적연금수급자
(A)

최소노령수당 수급자 (B) B/A (%)

1999 808

2000 766

2001 723

2002 668

2003 634

2004 12,950 622 4.58 

2005 13,280 609 4.38 

2006 13,650 599 4.20 

2007 14,060 586 4.00 

2008 14,420 575 3.83 

2009 14,740 583 3.80 

출처: INSEE(2011)

구체적으로 프랑스 공적연금의 레짐별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2-2>와 같다. 이 표는 2007년 현재 기본연금제도와 보충

연금제도의 각 레짐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수와 현재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연금수급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각 

셀에 표기된 불문은 해당 기금 및 공단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다.

공적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급여액을 시계열로 보면, 물가상승

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현재 기본

연금의 평균 금액은 882유로이며, 보충연금의 평균 금액은 약 442

유로이다. 그리고 이 둘을 합한 전체 연금의 평균 금액은 1,196유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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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공적연금제도의 레짐별 가입자 현황(2007년 기준)
단위: 명

직업분류
부과형 퇴직연금(강제) 저축연금

기본레짐 보충레짐 추가레짐

임금근로자

농업종사자
피고용자 MSA

663,000/
2,520,000

ARRCO
18,000,000/
11,162,000

기업
퇴직연금

(Perco, Pere)

고위직 AGIRC
3,853,000/
2,487,000

민간부문
피고용자

고위직

기본레짐
17,500,000/
12,200,000

피고용자

조종사
CRPNPAC

30,000/17,000

공공부문
준공공부문
피고용자

비공무원
IRCANTEC

2,663,000/1,794,000

Prefon
Corem
CRH

공/군무원
공무원연금
2,297,000/
1,946,000 RAFP

4,600,000/
지자체공무

원

CNRACL
2,100,000/
776,000

준공무원 Régime Spéciaux 495,000/1,153,000

농업종사자
MSA

537,000/
1,755,000

RCO
497,000/458,000

민간
보험레짐

(Loi Madelin)

수공업자/상인/기술자
RSI

1,483,000/
1,930,000

RSI-AVA
658,000/694,000

자유직업
CNAVPL
633,000/
232,000

RSI-AVIC
634,000/212,000

변호사
CNBF

50,000/
10,500

CNBF
50,000/10,500

종교인
CAVIMAC
15,000/
60,000

ARRCO

주: 각 셀의 수치 중 상단과 하단은 <보험료 납부자 수/연금수급자 수>를 지칭함

자료: Observatoire des Retraites(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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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프랑스 공적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급여액 추이
단위: 유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본연금 775 796 816 839 869 882

보충연금 387 397 408 419 433 442

전  체 1,034 1,065 1,099 1,132 1,176 1,196

출처: DREES (2010), Enquête annuelle auprès des caisses de retraite 2004 à 2009

<표 2-2-4> 프랑스 공적연금 일반레짐의 재정수지
단위: 백만 유로

2008 2009 2010 2010/2009(%)

수  입

사 회 갹 출 금 61,204 61,677 62,798 1.8

국 가  갹 출 금 1,443 1,209 1,188 -1.8

조 세 9,593 10,140 9,781 -3.5

조 직 간  이 전 5,059 5,165 4,964 -3.9

노 령 연 대 기 금 12,346 13,804 15,157 9.8

기 타  상 품 1,069 709 737 3.9

전 체  수 입 90,713 92,704 94,624 2.1

지  출

법 정  급 여 85,466 89,607 93,433 4.3

기 타  급 여 307 297 268 -9.7

급 여  I E G 1,477 1,509 1,531 1.4

이 전 5,902 5,844 5,554 -5.0

기타 관리비용 739 622 589 -5.2

준 비 금 508 667 646 -3.2

기 타  비 용 1,951 1,390 1,535 10.4

전 체  지 출 96,349 99,937 103,556 3.6

잔 고 -5,636 -7,233 -8,931

출처: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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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적연금제도가 재정적자와 부채문제에 직면한 것은 이미 

새로운 일이 아니다. 아래 <표 2-2-4>는 2008년과 2010년 연금제도

의 수입과 지출의 상세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연금

재정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재정적자 

규모는 약 1,036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2-2-2] 프랑스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 GDP의 %

자료: Commission d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e, juin 2011

2. 공적연금제도의 성과

프랑스 연금제도는 퇴직자 간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상원의 

최근 보고서(2010)104)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퇴직자의 10%는 월 

913유로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급여로 생활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104) Senat (2010), Retraites 2010 : Regler l’Urgence, Refonder l’Ave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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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는 월 2,885유로 이상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다. 전체 연금 레짐 

가입자가 받는 평균 연금급여는 2008년 현재 월 1,122유로 수준이

다. 이 금액은 기초노령수당 등 부차적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보험료는 2003년 이래 연 평균 2.4% 증가한 금액으로 같은 기간

의 연 평균 인플레이션보다 약 0.6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

이다. 하지만 이는 연금급여액 산정을 관대하게 변경한 결과라기보

다,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에서 높은 보험료를 납부했던 새로운 퇴직

자들이 유입됨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생활자들의 생활수준은 전체 인구의 생활수준과 비

교할 때,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65세 인구의 생활수준을 대

리지표로 활용한 OECD 회원국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프

랑스 연금생활자들의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국가에 따라 연금생활

자들의 생활수준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그 중 프랑스는 0.95

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가 1의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65세 이상 인구는 그보다 다

소 낮은 0.95의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65세 이

상 인구 중 약 76%가 주택소유자이고, 임대소득 등 기타 재산소득

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만일 이를 제외하고 연금

급여만을 고려한다면, 그 수준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프랑스의 노인빈곤율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으나, 프랑스의 노인빈곤율은 2009년 현재 10%로 전체 인구의 빈곤

율 13%보다 약 3%가량 낮다. 이는 프랑스 연금생활자들의 생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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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2-3]은 프랑스의 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이 1970년대 이후 어

떻게 변화해 왔는지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노인빈곤율이 전체 빈곤

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변하는 시점은 1990년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3] 1970년 이후 프랑스 빈곤율 및 노인빈곤율 추이 

전체빈곤율

노인빈곤율

출처: Observatoire des Retraites (2010)

3.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프랑스 공적연금 급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프랑

스의 연금급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높다고 말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그것은 연금급여 계산방식과 관련해서, 민간 연금급여의 

비중이 높은 영국이나 스페인 등은 공적연금 급여가 저평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전체 연금급여의 차이를 말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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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공적연금제도 관련 논쟁의 핵심은 재정안정을 위해 

설립한 ‘퇴직연금자문위원회’(Conseil d’Orientation des Retraites:  

COR)가 최근 수년간 발표한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듯이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이다. <표 2-2-5>는 2010년 발표된 

보고서에서 추정한 재정전망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자료에 따

르면, 공적연금제도는 2015년 GDP의 1.82%(약 394억 유로)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며, 2030년에는 GDP의 2.46%, 2050년에는 2.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7년 발표된 퇴직연금자문위원회의 

기존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치 수정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야기된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가 재정여

건을 더욱 악화시킨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것이 연금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개연성 또한 고

려된 것이다. 이는 프랑스의 퇴직연령이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낮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2012년 현재 프랑스 연금개혁 논의는 이 새로운 추정치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혁의 논점은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부채축소를 

위한 세 가지 방안에 맞추어지고 있다. 첫째, 퇴직연령을 상향 조정

하는 방안이다. 이는 2010년 개혁을 통해 일정 수준 해결된 사안이

다. 둘째, 출산율을 높여 고령화 충격을 완화하는 일이다. 이는 유럽 

복지국가 중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가족정책 등을 통해 출산장려정

책에서 성공적 결과를 거두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그 

성과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

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의 다양한 정책실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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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프랑스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자 전망
단위: %, 10억유로

기간 2015 2020 2030 2040 2050

GDP의 % -1,82 -1,86 -2,46 -2,76 -2,63

십억 유로 -39,4 -45,0 -70,3 -92,3 -102,6

COR(2007) -15,1 -24,8 -47,1 -63,4 -68,8

출처: COR(2010), Un signe ≪moins≫ correspond a un besoin de financement

재정적자 문제 외에도 프랑스 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레짐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레짐별 연금생활자의 평균 

급여를 비교해 보면, 2004년 현재 일반레짐에 가입한 임금근로자가 

받는 월 평균 연금급여는 1,065유로로, 공무원과 특수레짐 가입자의 

1,689유로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비임금근로자들이 받는 617유

로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연금생활자는 경제

활동기간 중 어떠한 직장에서 어떻게 일했으며, 그 레짐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포인트를 산정하는가에 따라 최종 연

금급여 수준에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5절❘ 연금개혁을 둘러싼 주요 쟁점

1. 2010년 공적연금개혁의 배경

2010년은 프랑스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매우 요란

했던 한 해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특수연금제도의 재정적자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발표를 하고, 이를 기

점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당시의 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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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대부장관이었던 웨츠(Eric Woerth)가 주도하게 된다. 정부발

표에 따르면, 특수연금의 적자는 1945년~1950년 베이비 붐 시기에 

태어난 세대의 퇴직이 절정에 달함에 따라 2010년에는 320억 유로

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2020년에 이르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다. 그리고 2006년 100명의 연금을 182명의 근로자가 납부해야 한

다면, 2010년에는 170명, 2030년에는 150명, 2050년에는 121명이 부

담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같은 해 4월 퇴직연금자문위원회(COR)105)가 작성

한 보고서의 주장을 기본논리로 삼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 공적연

금제도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연금제

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

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개편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

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장들은 웨츠 노동복지부 장관의 연금개혁 

법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발표에서 흥미로운 점은 퇴직연금자문위원회(COR)가 

작성했던 일련의 추정치와 그에 따른 조치가 매우 불확실했다는 점

이다. 그리고 반복되는 추정치 변경과 그에 따른 대책의 수정은 

2010년 6월 프랑스 8대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대대적인 파업과 시

위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2010년 5월 16일에는 경제활동기간의 

점진적 증가만으로도 인구학적 변화(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불과 한 달 뒤인 6월 16일에는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신뢰를 상실하게 

105) 이 위원회(Conseil d’Oorientation des Retraites)는 2000년 5월 10일 시행령에 따라 총
리실 산하의 독립기구로 설치되었다. 이 조직은 연금제도와 관련된 연구 및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3년 8월 21일의 법률를 통해 연금제도 개
혁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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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2010년 연금개혁을 위한 갈등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연금제도 개

혁방향 간의 대립을 시사한다. 하나는 총 노동시간을 연장함으로써 

보험료 납입금을 늘리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

세 등을 통해 연금재정의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전자가 2003년 

이후 우파 정치세력의 핵심전략이었다면, 후자는 좌파 정치세력(특

히 사회당)의 핵심전략이었던 셈이다.

위에 언급한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공적연금제도 개혁

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적어도 2010년 프랑스 연금제도의 개

혁은 1990년대 이후 미온적으로 방치해 왔던 연금제도의 문제점이 

누적됨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그것은 1990년대 중

반 이후 우파정권의 집권이 본격화되면서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다.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 프랑스 연금제도가 개악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

능성을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부채의 증가를 억제해야 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2. 2010년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웨츠법안(loi Woerth)으로 불리는 공적연금제도 개혁안은 2010년 

6월 16일 발표되고, 9월 7일 국회(하원)에 제출되었으며, 동년 12월 

9일 헌법위원회에 의해 공표되었다. 이 개혁법안의 초안은 두 가지 

핵심적인 조치를 담고 있었다. 하나는 공식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

세로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연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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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씩 점진적으로 연령을 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보

험료 납입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식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노동조합들의 주

장에 따르면, 이 조치는 퇴직기간 1년을 위해 2.64년간 보험료를 납

입하던 기존 제도에 비해 3.14년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혁은 그 밖에도 몇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를 열거

하면, ① 장기근속과 관련해서 43년 반(1/2)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연금수급조건의 강화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

련한 본래의 규정이 42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반이라는 기

간이 늘어난 것이다. 14세부터 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람들은 58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② 장애와 관련해서는, 직업 

능력을 20%이상 상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

야 60세부터 퇴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

의 보험료율을 7.85%에서 10.55%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민간

부문과 달리 장기간 변화하지 않았던 공공부문의 연금제도를 변화

시키는 조치였다. ④ 공무원의 퇴직(개시)연령을 6년간 매년 4개월

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2년 높이는 조치이다. ⑤ 그리고 

2020년까지 사용하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던 퇴직유보기금(FRR)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⑥ 공무원들의 연금레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⑦ 보험료 납입기간

을 2020년까지 41년에서 41년 반(1/2)으로 연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웨츠(Woerth)의 법안이 제정된 이후에 추가된 조항이다. ⑧ 동산 및 

부동산의 양도, 그리고 주식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1 포인

트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⑨ 스톡옵션과 보충연금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⑩ 2015년 이후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 감



22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소하는 경우, 실업보험의 보험료 중 일부를 연금보험의 보험료로 이

전하는 것이다.

3. 2010년 연금개혁을 둘러싼 반응과 쟁점

2010년 공적연금 개혁을 둘러싼 프랑스 국내 및 국외의 반응은 

매우 상반된 것이었다.

먼저 프랑스 정부는 이 연금개혁이 연금의 재정적자를 상당부분 

감소시켜 연금재정 균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개혁조치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기 힘들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 정부 차원에서도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

는데 초점을 맞춘 최근 개혁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공적연금제도 개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어 사회당과 8대 노조들은 이 조치가 봉급생활자들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참고로 프랑스의 주요 경제잡지 중 하

나인 ｢Alternatives Economiques｣은 2010년 개혁이 프랑스 봉급생활

자들로 하여금 유럽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뒤

에야 퇴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혹한 개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106)

끝으로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외국의 반응은 프랑스의 공적연금

제도가 다른 OECD 국가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했음

을 감안하면, 2010년의 연금개혁 조치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것이

106) <Retraites: Méfions-nous des apparences>, Alternatives Economiques, n: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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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는 고용주의 사회보장 분담금을 크게 인하하는 각종 

조치를 수반해야 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하고 추가

적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다.

❘제6절❘ 소결

프랑스 사회에서 인구노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재정의 악화문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

면서,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이 점에서 보면, 프랑스 공적연금제도 개혁은 오래 전부터 중요

한 해결과제였고, 2010년 연금제도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조치였다.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

어 왔다. 하나는 공식퇴직연령을 늦추어 실제 보험료 납입기간을 연

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부족한 퇴직

자에게 적은 연금을 지급하기보다 취업을 통해 추가적인 보험료 납

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조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

라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하나는 연금가입자들의 보

험료 납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높고, 다른 하나

는 최대연금 급여액을 받기 힘든 고령인구의 취업 또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고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조치가 반대로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여기간을 늘리고 연금급여액을 하향 조정하는 조치만으로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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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것이다. 어떠한 경제성장이며, 어떠한 조세정책이며, 어

떠한 노동시장 조절(regulation)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문제를 넘어 정치영역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쟁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프랑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재분배 요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

히 중산층과 노인인구들이 현 프랑스 경제사회체계에 대해 갖는 불

만은 향후 정치경합,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보장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사회체계의 변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관련한 상이한 정책들이 경합하고 있다. 이 

점에서 2012년 5월의 최종 대선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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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해보험

❘제1절❘ 개요

재해 보험의 대표적인 제도인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산업 사회의 

고유한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

여 성공적인 직업 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또한 인센티브 시스템

의 강화를 통한 산업 예방의 동기 강화와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구축도 산재보험제도 실시의 또 다른 목적이

기도 하다.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이

고 있다. 우선 실시시기에 있어서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으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

째,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 중 현재 노령 보험과 함께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산재보험이 다른 사회보험

과 구분되는 세 번째 특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가입자와 급여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산재보험 급여의 수급대상

이 산업 재해를 당한 개별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로 보

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는 것이다. 이

는 역사적으로 산재보험이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 책임을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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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산재보험 제도의 운영 원칙과 관련

하여 무과실 책임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즉 고용주의 과실이나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재해 사실만 입증되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무과실 책임주의는 이전의 과실 책임주의를 

대체한 것으로서 산재보험에 대한 집합적 책임 혹은 사회의 책임 

이행 정신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전체 사회보장체계

와의 관계에 있어서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국가별

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의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공적사회보험형으

로서 이는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

을 운영하거나 한국과 같이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준공공기관이 운

영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 유형은 강제민간보험형이다. 국가가 다양

한 형태의 민간보험이나 준민간보험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운영하

는 것이다. 미국의 상당수 주정부와 핀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이 

이에 속한다. 세 번째 유형은 혼합형으로서 국가에 의한 공적 산재

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의 선택권을 인정한다. 

한편, 프랑스는 여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공단(caisse)에 의해

서 운영되고 있다. 공단(caisse)의 법적 성격은 공공단체(전국공단) 

혹은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구(지역 및 기초공단)이다. 

즉 공단은 국가기구와는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민간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역할은 국가 업무 대행자(agent)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프랑스는 위의 세 가지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인 국가사회보험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다양성의 두 번째 기준은 산재보험과 전체 사회보험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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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성이다. 먼저 일반사회보험통합형이 있다. 이는 사회보험 체

계 내에 운영되면서 질병, 사망, 노령 등의 일반사회보험제도와 통

합된 제도이다. 여기서는 업무상 재해와 비업무상 재해의 구분 없이 

완전통합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둘째, 분리강제 산재보험형이다. 이

는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일반사회보험통합형

과 동일하다. 반면 산재보험 고유의 체계 즉 행정체계, 수급요건, 급

여의 종류 및 수준 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여타 사회적 위험과 비교해 볼 때 산재 및 직업병이 가

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인정, 산재 근로자의 욕구의 독특성에 대

한 인정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산재보험 행정체계는 

일반사회보험에 통합되어 있으나, 수급요건(업무상재해 판단), 급여

의 종류 및 수준, 산재 및 직업병 예방에 대한 별도의 법 및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분리강제 산재보험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본 글의 순서는 서론 및 개요(제1절)에 

이어 제2절에서는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

할 것이다. 제3절은 산재 보험 제도의 기본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산재 보험 제도의 운영 기관 및 위원회에 초점을 둘 것이

다. 제4절에서는 산재 보험 제도의 현황에 관한 것으로 산재 개념 

및 인정 범위, 적용대상, 기여율 및 이의 산정방식, 급여의 종류 및 

수준, 수급절차 및 기준 등의 구체적 내용을 고찰, 분석할 것이다. 

제5절에서는 산재 보험 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쟁점과 과제를 정리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결론부분에서는 프랑스 산재 보험 제도

의 특징 및 문제점을 정리한 후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정책 

제언 등을 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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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도의 형성과 변화 

프랑스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된 때는 1898년이다. 20여 

년간의 토론을 거쳐 당시 제정된 법은 직업적 위험 개념의 도입, 과

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의 변화를 규정하면서 근대적 성

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적용 대상 사업장의 제한성, 사업주의 임

의 가입, 예방 조치에 대한 무관심, 보상 범위의 상한선 설정 등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프랑스 산재 보험 제도의 기본 구조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예컨대 노동 불능 기간 개념에 바탕을 둔 급

여의 종류(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 급여 등은 19세기 

말 도입된 후 지금도 실시 중이다. 기여율 산정 방식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기여금의 부담 주체가 사용주인 점 또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110여 년간의 역사에서 프랑스 산재보험의 변화는 적용 대상의 

확대와 운영 기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를 네 시기

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07). 

1. 1898년~1945년 : 혼합형 

1898년 당시 임의 가입 성격의 산재보상보험은 1905년에 강제 가

입으로 변화되어 명실상부한 사회보험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

107) 본 글에서는 프랑스 사회보장 레짐 중 일반레짐(Régime général)에 초점을 두고 있
다. 일반레짐에서 건강, 노령, 산재 및 직업병 보험은 민간 분야의 봉급생활자가 적
용대상이며, 가족부양보험은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일
반레짐 외에도 농업레짐, 자영업자레짐, 국가 공무원 및 군인 레짐, 지자체 직원 레짐, 
특수 레짐, 선원 레짐, 외국 거주 프랑스인 레짐, 학생 레짐, 의회 레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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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19년에는 일부 직업병 역시 산재 보상 보험이 보호해야 될 사

회적 위험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이 시기에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적

용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1898년 당시의 산업 분야의 임금 생

활자에서 1938년에는 근로 계약에 의해 체결된 모든 봉급생활자까

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미 4대 산재보상급

여로 불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도입되었다. 

한편, 이 시기의 산재보상보험 운영 기구는 혼합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중앙 보험 공단이라는 공공 성격의 기구 외에도 고용주 관

리하의 보험회사, 공제조합, 민간보험회사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 기구 중 민간 보험 회사의 역할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108). 이렇게 볼 때 이 시기의 프랑스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운영 기

구 측면에서 볼 때 혼합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1946년~1960년 : 공적사회보험형의 등장 

이 시기의 프랑스 산재보상보험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공적 성격의 

사회보장공단(Caisse de la Sécurité Sociale109))이 설립되면서 산재 

보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까지 맡게 되었다. 당시 사회보장공단은 중

108) 제2차 세계 대전 직전, 민간 보험 회사가 지급한 급여가 전체 급여의 80%를 차지
하고 있음. 

109) 본 글에서는 Caisse를 공단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관련 공단과 
프랑스의 Caisse nationale은 설립의 기본정신과 이사회 구성 멤버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 반면, 양 기구의 법적성격 그리고 기능 등의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편, Caisse에 대한 국내 학계의 기존 번역 
용어인 기금, 금고, 조합은 Caisse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
서 본 글에서는 새로운 용어로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단이라는 우리나라 상황
에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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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 사회보장전국공단, 지역(Région, 광역)에 사회보장지역공단, 도

(Département)에 사회보장기초공단이 설립되었다. 이중, 사회보장 

지역공단은 기여율 책정 업무와 영구 장해 관련 급여 제공 업무를, 

사회보장 기초공단은 사업장 가입 및 관리, 일시적 장해 관련 급여 

제공 그리고 징수 업무까지 담당했다(1946년 제정된 산재보험의 사

회보장으로의 통합을 위한 법). 이와 같이 사회보장공단의 설립과 

법정 임무 부여는 프랑스 산재 보험이 기존의 혼합형에서 공적사회

보험형으로의 이행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출퇴근 재해가 사회

적 위험의 하나로 포함된 것이다(1946년 관련법). 이로서 엄 한 의

미에서의 산재(이하 업무상 재해로 칭함), 출퇴근 재해, 직업병 등 세 

가지가 프랑스 산재보상보험이 보호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자리 잡

게 되었다. 

3. 1960년~2010년 : 운영 기구의 변화 및 산재 보험의 재정 

자율성 인정 

이 시기의 산재보상보험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쳤던 사회보장제도 

운영 기구의 변화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보험 기여금 통합 징수 기관(Urssaf)의 설립이다. 1960

년에 설립된 이 기구는 실업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험 기여금의 

징수 및 관리, 기여와 관련된 소송 처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재보상보험 기여금 징수 업무 역시 기존의 사회보장기

초공단에서 Urssaf로 이관되었으며, 사업장 가입 및 관리, 일시적 장

애 관련 급여 제공 업무만이 사회보장기초공단의 주 업무로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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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둘째, 사회보장공단의 분화 현상이다. 1967년의 관련법에 따라 중

앙에 소재한 사회보장전국공단이 사회적 위험에 따라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Cnamts), 임금근로자 노령보험 전국공단(Cnavts) 

그리고 가족수당 전국공단(Cnaf)으로 분리되었다. 이 중 건강과 산

재 및 직업병의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기구는 임금근로자 건강보

험 전국공단이다. 지역과 도의 사회보장공단의 경우 관할 업무는 변

함없이 명칭이 각각 건강보험지역공단(Cram), 건강보험기초공단

(Cpam)으로 바뀌었다. 

셋째, 산재보험의 재정적 자율성 인정이다. 1994년 7월의 관련법

은 산재보상보험이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에 속해져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는 건강보험과 독립된 재정 회계를 가능하

게 했다. 달리 말하면, 산재/직업병(AT/MP)분야가 사회보장 분야별 

재정 회계의 하나가 된 것이다. 

넷째, 적용 대상의 대폭 확대이다. 임시직(1990년), 영유아 보육사 

및 재가요양보호사(1993년) 뿐만 아니라 RMI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의 참여자(1992년)까지 산재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4. 2010년부터 최근까지 : 연금 및 산재보험 

지역공단(CARSAT)의 등장

2005년에 이어 2008년에는 제2차 목표 및 관리 협약(이하 COG)

이 체결되었다. 이는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Cnamts)과 국가 

간에 체결되었다. 제1차 협약(2005년)이 산재보상보험 재정과 사회

보장재정 간의 균형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제2차 협약은 향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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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산재 예방 조치의 강화, 기여율 산정 방식의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의 개혁은 이 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2010년 7월, 건강보험지역공단(Cram)은 연금 및 근로 건강 지역 

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동년 4월 제정된 ｢병원, 환자, 건

강 및 영토(HPST)에 관한 법｣에 의한 것으로 단순한 기구 명칭 뿐

만 아니라 관할 업무의 변화도 발생했다. 예컨대, 건강 보험 지역 공

단의 기존 업무 중 위생 및 의료-사회 정책과 관련된 업무(특히 의

료 기관 관리)가 지역보건청(ARS)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CARSAT는 

연금 관리, 사회 활동(사회서비스) 그리고 산재 및 직업병 업무만을 

맡게 되었다. 

<표 2-3-1> 산재보상보험 운영 및 징수 기구의 역사적 변천 

 
1946년

~1960년
1960년

~1967년
1967년

~2010년
2010년
~현재 

전국
사회보장
전국공단*

사회보장
전국공단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Cnamts)

임금근로자 노령보험
전국공단

임금 근로자 노령보험
전국공단(Cnavts)

가족수당 전국공단
가족수당 전국공단 

(Cnaf)

지역
사회보장
지역공단

사회보장
지역공단

건강보험
지역공단

연금 및 산재보험 
지역공단 (Carsat)

도 

사회보장
기초공단 

사회보장
기초공단

건강보험
기초공단

건강보험
기초공단 (Cpam)

가족수당
공단

가족수당
공단

가족수당공단
가족수당공단

(CAF)

기여금 징수 
기구 

사회보장
기초공단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Urssaf)

*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산재 및 직업병 업무 관련 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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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 산재 및 직업병과 관련되는 사회보장 운영 기구로서 

중앙의 임근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Cnamts), 16개 지역의 연금 

및 산재보험 지역공단(CARSAT), 101개의 건강보험기초공단(Cpam)

이 있으며, 징수 업무는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구인 Urssaf에서 담

당하고 있다. <표 2-3-1>은 1946년 이후 최근까지 나타난 사회보험 

운영 및 기여금 징수 기구의 역사적 변천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제3절❘ 제도의 기본 구조 

1. 노사동등주의원칙(paritarism) 

기여금의 사용주 단독 부담, 업무상 재해의 사용주 책임을 강조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산재 보상 보험 제도는 운영과 관련

하여 노사동등주의(le paritarisme)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산재 및 직업병 담당 사회보장운영기구 조직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전국-지역-도 차원에서 각각의 사회보장운영기구에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Conseil d'administration)가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국 차원

의 Cnamts 이사회는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각 13

명의 사회보험 가입자 대표자와 고용주 대표자가 포함되어 있다. 뿐

만 아니라 Cnamts에서 산재 및 직업병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산재 및 직업병 위원회(이하 CAT/MP) 역시 노사 동수의 근로자와 

사용주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통적인 자치주의에 바탕

을 둔 이 정신은 위원의 선출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사회보장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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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2. 운영 기구 및 위원회 

프랑스 산재 보상 보험은 위험 예방, 재해 근로자의 치료 그리고 

기업의 기여율 책정 등 세 가지 주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세 가지 수준의 조직이 있다. 

가. 임금 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Cnamts) : 정책 방향 제시 및 

활동의 전국적 조정 

Cnamts는 전국의 건강 보험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공법인임과 동

시에 행정적 성격을 띤 공공 단체(Etablissement public)이다. 재정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중앙행정부처의 통제 하에 있다.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이사회가 있으며 산하에 실무담당부서와 위원

회로 구분된다. 먼저 이사회는 건강 보험 정책의 방향 제시 및 이의 

평가와 관련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건강 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 혹은 명령발의안의 자문 역시 이사회 임무 중의 하나이다. 산

재 및 직업병과 관련된 권한으로서는 산재 및 직업병 위험 관리 및 

3년 주기로 국가와 체결하는 목표 및 관리 협약(COG)과 관련되는 

정책 방향 결정을 들 수 있다. 한편, 실무 담당 부서로서는 총무국

(direction générale)과 위험영역별 5개 관리부서(directions de gestion 

du risque)가 있는데 이 중 직업적 위험과 관련된 업무는 산재 및 직

업병 위험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재 및 직업병 

위험 관련 기금 관리, 재정 균형 유지, CARSAT의 활동 조정, Cpam

과의 활동 조정을 통한 기여율 및 재해 근로자 급여 규제, 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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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의 전국 통계 수집 및 발표 등을 들 수 있다. 

실무 담당 부서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위원회이다. 

먼저 산재 및 직업병 위원회(CAT/MP)는 직업적 재해와 관련된 정

책 방향을 결정한다.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위원회는 연 10

회 이상의 정기 모임을 개최하며, 예방, 기여, 급여과 관련된 세미나

도 개최한다. 위원회의 권한으로서는 산재 및 직업병 영역의 재정 

균형, COG의 방향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산재 및 직업병 예방을 위

한 국가 기금 예산의 승인 역시 위원회 권한 중의 하나이다. 한편 

예방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전국 기술 위원회

(CTN)가 바로 그것이다. 산업별로 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

회는 분야별 예방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의한다. 위험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권고안 마련 역시 이 위원회의 역할이다. 여타 위원회

와 마찬가지로 노사동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 연금 및 산재보험 지역공단(CARSAT) : 산재 예방 활동 및 

관할 지역 사업장의 기여율 결정 

사회보장 운영기구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공공단체인 건강보

험전국공단과 달리 CARSAT는 공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민법상의 

조직이다. 전국적으로 16곳에 설치되어 있으며110), 연금, 산재 및 

직업병의 예방 및 기여율 산정 그리고 사회 서비스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중 산재 및 직업병과 관련된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 예방 개선 및 조정을 위해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산

재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통계는 매년 건강보험전국

110) 구체적으로는 14개의 CARSAT와 2개의 Cram(수도권과 알자스 모젤 지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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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의해 수집되어 사회보장업무 담당 행정부처에 전달되기도 

한다. 둘째,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 예방에 관한 문제를 연구

한다.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 전국공단과 정부 관련 부처에 보고되

며, 요청이 있을 경우 위생, 안전 및 근로 상황 위원회에 전달되기도 

한다. 셋째, 위생 및 안전 상황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

사를 진행한다. 이 조사는 자문 전문가 및 안전 감독관이 수행한다. 

넷째, 고용주에 대해서 예방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

지만 중앙부처 권한부분은 제외된다. 다섯째, 지역공단은 중앙공단

의 허가 하에 예방 기술의 발전이나 수행이 목적인 제도와 서비스

를 설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서 기여율 산정 업무를 들 수 있다. 매년 결정되는 기여율 산정을 

위해 CAT/MP가 사전에 사회보장 재정 균형 상황에 부합하는 기여

금 산정 요소를 정한다. 기여금 산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예: 고

용주의 의도적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해 산재가 발생한 경우)서는 

관할지역 고용주에 대한 부가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의 납부를 강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연금 및 근로 건강 공단은 관할 지역의 산

재 예방 및 기여율 산정의 핵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건강보험기초공단 : 가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CARSAT와 마찬가지로 공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민법상의 조직인 

건강 보험 기초 공단은 적용 대상자와의 접촉이 가장 빈번한 기구

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일선 사무소의 설치 운영, 일선 지역 또

는 기업에 직원 파견, 산재 보험 관련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공유 등

이 가능하다. 한편, 산재 및 직업병과 관련된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사업장의 가입 및 등록 업무를 맡고 있다. 둘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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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비스 제공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해 

근로자로부터 산재 발생 신고를 받아 근로 감독관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 업무, 발생한 사고의 성격 및 정도 조사 업무, 산재 여부

의 판단 업무, 적절한 급여의 확인 및 제공 업무, 재해 근로자의 관

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 기초공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위원회로서 

장애인 권리 및 자율 위원회(CDAPH)를 들 수 있다. 도청 관계자, 

국가 서비스 및 공공 단체 대표자, 도 소재 사회보장 운영 기구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의 대

표자가 반드시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활동으로서는 장애 

정도 결정 및 재해 근로자의 직업 훈련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운영 기구 외에 사회보험징수통합기구(Urssaf)가 산재 및 

직업병 기여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래 <표 2-3-2>는 이

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3-2> 산재보험 운영 기구 개관(2012년 1월 기준)

기구명칭 소재 주요 업무 개수 위원회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Cnamts) 

전국 
정책 방향 제시 및 활동의 

전국적 조정 
  1

∙산재 및 직업병 위원회 
∙ 전국기술위원회

연금 및 산재보험 
지역공단(Carsat) 

지역 
산재 예방 활동 및 관할 지역 

사업장의 기여율 결정
 16

건강보험 기초공단(Cpam) 도 
가입 업무, 

급여 및 서비스 제공
101

∙ 장애인 권리 및 자율 
위원회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
(Urssaf) 

도 기여금 징수  88

출처: http://www.risquesprofessionnels.ameli.fr/qui-sommes-nous/ 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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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제도의 현황 

여기서는 프랑스 산재보상보험제도 현황을 적용 대상, 산재의 인

정 기준, 기여율,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산재보상보험제도는 특히 산재의 인정 기준과 기여율 산정의 측면

에서 여타 사회보험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1. 산재보상 및 직업병 보험의 적용 대상 

이미 본 바와 같이, 프랑스 산재보상보험제도는 도입된 지 110여 

년간 많은 적용 대상의 확대를 가져왔다. 현행 사회보장법전에 명시

되어 있는 적용 대상은 당연 적용 대상자와 임의 적용 대상자로 구

분될 수 있다. 

가. 당연 적용 대상자 

1) 종속 근로자

연령, 국적, 성, 임금액, 계약 형태, 성격, 유효성에 관계없이 봉급

생활자 또는 단일이나 복수의 고용주를 위해 근로하는 사람은 모두 

산재보상보험제도의 당연 적용 대상자이다. 뿐만 아니라 직위에 관

계없이 근로조건이 종속 상태에 있는 사람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는 한 사업체 또는 단체의 책임자라도 근무조건이 부분 또

는 전반적으로 종속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가입대상임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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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근로) 

정규직 근로자 외에 사회보장법은 관련 조항을 통해 추가 적용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파견 근로자를 비롯한 특수 성격 근

로자에 대해 산재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통상적 재가 근로자, 요양보호사 또는 장애인 보호 근로자에 대

해서도 국사원(Conseil d'Etat) 명령 조건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

다.111)

3) 확대 적용 대상 

사회보장법전의 관련 조항은 별도로 13개 확대 적용 대상 집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직업 활동이나 유사 직업 활동에 내재된 집단뿐

만 아니라 기술학교 학생, 공장이나 실험실에서 활동 중인 중등교육 

또는 전문교육 기관의 학생 등 직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

단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어도 기능적 재적응

이나 직업재교육 참여자, 활동연대수당(RSA) 수급자 및 실업자 중 

고용센터(Pôle Emploi)의 재정 지원이나 규정으로 진행되는 기업창

출 보조 활동 또는 구직 교육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호

가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임의 적용 대상자 

당연 적용 대상자가 아닌 집단은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임의 적용 

대상자는 상공인, 경영자, 전문직, 개인 영업택시 운전사, 비전문 운

동선수, 중개인, 탐험가, 주부, 가족 종사자, 일용직 근로자, 창업가, 

111) 프랑스의 국사원은 감사원과 행정재판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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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등이다. 단, 이들에게는 현물급여는 제공되지만 현금급

여는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산재보상보험제도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전

국 220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00만 6천여 명의 근로자

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70%에 달한다. 

2. 산재 및 직업병의 인정 

업무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현

행 프랑스 산재보상제도는 세 가지 사회적 위험을 명시하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 출퇴근 재해 그리고 직업병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

련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수급권이 인

정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첫째, 업무상 재해 혹은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 24시간이

내에 해당 근로자는 사용주에게, 사용주는 다시 48시간 안에 건강 

보험 기초 공단에 신고한다. 한편, 직업병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 중

단 15일 이내에 건강보험 기초공단에 신고한다. 신고 시 주치의의 

소견서와 병의 징후가 언급된 서류를 같이 제출한다. 

둘째, 건강보험 기초공단은 서류 접수와 동시에 관할 지역의 근로 

감독관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인정 여부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서류 접수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기초 공단은 고용주와 근로자에

게 심사 결과를 통지한다. 만약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 산재로 인

정된 것으로 본다. 직업병의 경우, 건강보험 기초공단은 신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질병의 직업적 성격 여부를 결정해

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기초공단은 직업병 인정 지역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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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 서류를 이첩,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와 같이 신고된 산재 및 직업병은 법정 절차를 통해 그 인정 여

부가 확인된다. <표 2-3-3>은 산재 및 직업병 신고 건수 대비 인정 

건수에 관한 것이다. 

<표 2-3-3> 산재 및 직업병 재해 인정 현황 
단위: 건수, %

2010년 2009년 

구분 신고건수 인정건수 인정비율(%) 인정건수 인정비율(%) 

업무상
재해 

1.285,672 995,488 79.5 1,018,679 80.6

출퇴근
재해

189,429 137,251 77.2 128,489 76.4

직업병 110,828 71,194 68.8 69,643 69.6

합 1,4858,929 1,203,933 78.5 1,216,811 75.6

출처: L'Assurance Maladie-Risques Professionnels, 2011, 37. 

위의 <표 2-3-3>에서처럼, 신고 건수의 약 75% 이상이 산재 및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산재 및 직업병 건수의 추이를 분

야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재해는 2007년의 720,000여 건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 출퇴근 재해는 2004년의 78,000여 건 이후 계속 상승 추세에 있

다. 직업병 재해 역시 2000년의 20,000여 건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

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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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여율과 산정 방식 

고정 비율의 기여금이 적용되는 여타 사회보험과 달리 산재보상

보험 기여금은 차등요율이 적용된다. 즉 사업장(혹은 기업)과 업종

별 그리고 근로자의 위험 노출 정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본 글

에서는 2010년의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미 변화된 점 혹은 2012년

부터 변화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기여금 산정방식의 기본 

틀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기여금 산정 대상 : 기업이 아닌 사업장 

프랑스에서는 산재 및 직업병 요율이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

업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결정된다. 즉, 기여금 납부 주체는 기업의 

고용주이지만 기여율 산정 대상은 개별 사업자인 것이다. 이와 관

련, 단순화의 목적 하에 2010년 관련법은 동일 업종에 여러 사업장

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원하는 경우 관련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 기여율(le taux unique)’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나. 총요율과 순요율의 개념 

총요율(Le taux brut)은 보수 총액 대비 급여 지출액에 100을 곱하

여 산정된다. 여기서의 기준 기간은 3년이다. 한편, 순요율(Le taux 

net)은 실질 요율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총요율에 모든 기업에 공

통적으로 적용되는 세 가지 부가요율(M1, M2, M3)을 합친 것이다. 

구체적으로 출퇴근 재해 급여 비용 요율(M1), 재훈련비용, 관리비 

관련 요율(M2), 레짐간 보상, 공동 기금, 석면 기여금 지출 비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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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M3)을 말한다112). 결국 고용주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요율은 총요율이 아니라 순요율인 것이다. 

다. 차등요율 적용 : 기업의 고용 규모 

기업의 고용 규모에 따라 기여율 산정 방식이 다르다. 원칙은 기

업의 고용 규모가 클수록 산하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가 기여율 

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1) 개별요율(개별실적요율)

200인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인 기업 혹은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

고 있으면서 고용 규모가 200인 이상 되는 기업에 적용되는 방식이

다. 재해 발생으로 인해 야기된 모든 비용이 사업장 기여율을 결정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각 사업장에서 최근 3년(기준 기간) 동

안 발생된 재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예: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 

및 사망 급여) 등을 말한다. 따라서 종래에는 이에 바탕을 두고 기

여율(정확하게는 총요율)이 정해졌다. 하지만 2010년 관련법은 이러

한 방식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비용 산정에 있어서 기준 

기간에 신규로 발생한 재해만 고려할 뿐, 3년 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야기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고용주의 산재 예방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리고 평균 비용의 개념이 도입되

었다. 이는 법령에 의한 것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재 범주별 평균 

지출 비용에 따라 각 사업장의 비용이 계산되는 것이다. 어떤 의미

에서 사업장의 특성이 기여율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이다. 

<표 2-3-4>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발생한 산재별 평균 비용이다. 

112) 2010년 기준, M1은 0.28, M2는 0.39, M3은 0.63임. 순요율 산출 방식은 (총요율
+M1) × (1+M2) + M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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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산재별 평균 비율 
단위: 유로

산재 범주 

일시 장해 영구 장해

근로중단기간 평균비용(유로) 장해정도 평균비용(유로)

4일미만 200 10%미만 1,900

4일~15일 430 10%~19% 43,000

16일~45일 1,350 20%~39% 84,000

46일~90일 3,900 40%이상 혹은 사망 356,000

91일~150일 7,800

150일이상 27,000

출처: L'Assurance Maladie-Risques Professionnels, 2010 :7의 <표> 

위의 <표 2-3-4>에서처럼, 평균 비용은 장해의 일시성 여부에 따

라 우선 구분되고 일시 장해의 경우는 업무 중단 기간, 영구 장해 

경우는 장해 정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평균 비용 개념을 도입

한 것은 다음 두 가지 배경에 기인한 것이다. 첫째, 총요율 산정 방

식의 단순화를 위한 것이다. 둘째, 고용주로 하여금 산재 예방에 대

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산재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

성은 결국 필요한 산재 예방 조치 마련에 대한 고용주의 관심을 제

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집단요율 

이의 주 적용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리고 창업 3년 미

만 기업 역시 집단요율이 적용된다. 위의 개별 요율이 연금 및 산업 

건강 지역공단에서 결정되는 것과 달리 집단요율은 중앙의 산재 및 

직업병 위원회에서 산정된 총요율을 바탕으로 부령을 통해 공포된

다. 그리고 부령을 통해 공포되는 요율은 순요율이다. 중요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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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요율은 

업종별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게

는 산재 발생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 요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편, 2010년 12월에 관련 부령은 11개 분야에 약 770여 개의 

업종별 집단요율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섬유 제품 가공업종의 집

단요율은 22.10%로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 행정 및 사무실 활동업

종은 1.20%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3) 혼합요율 

1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혹은 기

업에 적용된다. 먼저, 사업장이 속해져 있는 업종의 요율 확인을 통

해 집단요율이 결정된다. 다음으로 앞에서 본 방식을 통해서 개별요

율이 결정된다. 다음으로 집단요율과 개별요율의 비중을 정해야 되

는데 이는 해당 기업의 고용 규모에 달려있다. 비중 산정 방식은 아

래 <표 2-3-5>와 같다.

 

<표 2-3-5> 혼합요율 적용기업의 비중산정방식 

고용 규모 개별요율 적용비중(A) 집단요율 적용비중(B)

10명에서 199명까지 (E-9)/191 1-[(E-9)/191 

E: 고용 근로자 수 

출처: Aubourg et al., 2005: 77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최종요율은 (개별요율×A)+(집단요율×B)가 

된다. 한편, 아래 <표 2-3-6>은 2010년 기준, 기여율 유형별 적용 기

업 규모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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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기여율 유형별 적용 기업 규모(2010년 기준)
단위: 개, %

구분 기업 수 비중(%) 근로자비중 순요율

집단요율 1,713,240 84 44 1.90

혼합요율 232,882 11 26 2.70

개별요율 98,094 5 30 1.90

합 2,044,216 100 100 2.10

출처: L'Assurance Maladie-Risques Professionnels, 2011 : 17의 표

위의 <표 2-3-6>에서처럼, 기업 수나 근로자 규모면에서 집단요율 

적용 하에 있는 비중이 가장 높다. 이는 10인 미만의 고용 규모를 

가진 사업체 혹은 기업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개별 요율이 적용되는 기업 수는 가장 적으나 근로자 수는 두 번째

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프랑스 기업에게 부과된 평균 기

여율은 2.10%이다. 

한편, 2010년의 관련법은 요율 적용 기업 규모의 변화를 예고하

고 있다. 2012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개별요율은 고용 규모가 기

존의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집단요율은 기존의 10인 미

만에서 20인 미만으로, 마지막으로 혼합요율은 기존의 10인 이상 

199인 이하에서 20인 이상 149인 이하로 바뀌었다. 이는 산재 예방 

조치와 직,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개별요율 적용 기업의 확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4. 급여의 종류 및 수준 

프랑스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제공하는 급여 종류는 업무상 재해, 

출퇴근 재해 그리고 업무상 질병(직업병)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

다. 차이가 있다면 최초 수급 인정 시점이 산재는 사고 발생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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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비해, 업무상 질병 경우에는 근로 중단 최초일이라는 점과 직

업병 재해에서 업무상 질병의 종류에 따라 특별수당이 부가적으로 

지급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급여의 종류 및 

수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요양급여(현물 급여) 

산재발생으로 인한 부상의 치료 및 회복, 업무상 질병 치료에 필

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칭한다. 범위는 무상 의료 서비스 제공, 

치료비의 전액 부담(민간의료기관은 상한선 있음)뿐만 아니라 보장

구 비용 부담, 재활과 관련된 기능 재교육, 직업 재교육 무상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징 중의 하나는 의료 기관 및 의료진 선택과 

관련된 재해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재해 근

로자는 치료 및 입원을 위한 의료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료 의사나 보조 의료진에 대한 재해 근로자의 선택

권 또한 보장되어 있다. 

나. 휴업 급여 

현금 급여로서 산재로 인한 근로 능력의 한시적 상실의 경우 과

거 임금에 기초하여 지급된다. 

최초 수급 시기는 대기 기간 없이 근로 중단 익일부터이며 수급

기간은 한시적 근로 능력의 상실이 다른 상황(즉, 완전 회복, 영구 

상실 혹은 사망)으로 바뀔 때까지 무기한 지급된다113). 또한 훈련 

기간 중에도 수급이 가능하다. 

113) 단, 출퇴근 재해인 경우에는 3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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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산정의 기초는 기초일일임금이며114) 지급기간에 따라 비율

이 다르며 상한선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일부터 28일째까지는 

기초일일임금의 60%(급여상한선 182유로), 29일째부터는 80%(급여

상한선 242.67유로)이다(이상 2012년 1월 기준). 3개월 주기로 기초

일일임금은 재산정된다115). 한편, 여타 사회 급여와 달리 휴업급여

는 과세대상급여로서 사회부채상환부담금 (CRDS), 일반사회보장부

담금(CSG)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는 소득세의 명목으로 일정비율 

공제되고 있다. 

다. 장해 급여 

산재로 인해 영구 장해 판정이 난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서 법정 

명칭은 부분영구장해급여(IPP)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해 정도

이다. 이는 신체적 손상과 근로 능력 상실에 대한 총체적 심사를 통

해 사회보장 산하 의료 위원회가 결정하며 이 때 장해 정도 예시표

가 판단 기준의 하나로 활용된다. 장애 정도는 급여 수준뿐만 아니

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

적인 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시불 형태의 급여이다. 이는 아래 <표 2-3-7>처럼, 장해 

정도(근로능력결손정도)가 10% 미만인 경우에 지급된다.

둘째, 연금 형태의 급여이다. 이는 장해정도가 10% 이상 일 때 적용

된다. 급여 산정 방식 또한 최근 변화되었다. 먼저 연 기준 보수총액이 

고려되는데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다(2001년의 경우 각각 17,553.03

114) 산재 발생 직전 월 임금의 30분의 1에서 30.42분의 1로 변경되었다(2010년 11월). 
115)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상병수당이 제공된

다. 이 경우, 3일의 대기기간이 있으며 급여 수준은 기초일일임금의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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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7> 장애정도에 따른 일시불 급여 수준
단위: 유로

장해정도(%) 
급여수준(유로) 

장해정도 
급여수준(유로)

2009년 2011년 2009년 2011년 

1   385.10   396.71 6 2,013.92 2,230.05

2   625.90   644.79 7 2,742.79 2,825.58

3   914.62   942.22 8 3,272.31 3,371.09

4 1,443.55 1,487.12 9 3,849.74 3,965.95

5 1,828.69 1,883.88

출처: http://www.service-public.fr/

 유로와 140,424.24유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금 산정을 위한 임

금총액이 따로 산정된다는 점이며, 산정 작업에서 보수 총액의 구간

별 적용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컨대, 보수 총액 하한선의 2배 

즉 35,106.06유로까지는 전액이 연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개념에 

포함된다. 한편, 35,106.06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3분의 1만 포함된

다116). 이어서 장해정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장해 정도가 50%까지

는 2분의 1만 고려되며, 50%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한

다117). 이상의 과정을 통해 재해근로자에 지급되는 연 기준 연금은 

급여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장해 정도를 곱한 것이 되는 것이

다118). 

라. 유족연금 

첫째, 미망인 유족 연금은 사망한 재해 근로자의 배우자, 동거인, 

116) 예컨대, 110,735유로를 받는 재해 근로자의 급여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60,315.71
유로임 : 35,106.06+(110,735-35,106.06)/3. 

117) 예컨대, 장해 정도가 75%인 재해 근로자의 급여 산정을 위한 장해 정도는 62.5%임 
: (50%/2)+(75%-50%×1.5).

118) 위의 사례에서 도출되는 연금 급여액은 연 기준 37,687유로이며 월 기준 3141유로
가 됨 : 60,315.71×0.625(연기준)/12(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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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법정계약결혼제도)의 파트너에게 지급된다. 급여 수준은 사망 

재해 근로자 임금의 40%이며, 적용 대상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거

나 적용 대상자의 근로 무능력 정도가 50%이상인 경우에는 20%의 

연금이 추가된다. 

둘째, 자녀 유족 연금이 있다. 사망한 재해 근로자의 자녀 연령이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급여 수준은 자녀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에는 자녀 1명당 사망자 임금의 25%, 3인 이상일 때에는 20%가 지

급된다. 

이상의 급여 외에도 프랑스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장례비, 사망일

시금과 석면 등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특별 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다. 

❘제5절❘ 최근 쟁점과 과제 

최근 몇 년간 프랑스 산재보상보험제도는 개혁의 핵심에 있다. 이

는 기존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복잡한 기여율 산정

방식이 첫 번째 문제점이며, 산재 예방에 대한 상대적 관심 결여가 

두 번째 문제점이다. 국가와 건강보험전국공단사이에 2005년 체결

된 제1차 목표 및 관리 협약이 재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2

차 협약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바로 기여율 산정 방식의 단순

화 및 산재 예방 조치의 강화이다. 개별 요율과 혼합 요율에서의 재

해 평균 비용 개념, 단일 기여율 제도의 도입은 바로 기여율 산정 

방식의 단순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산재 예방 조치의 강화 역

시 관심 분야 중의 하나이다. 우선, 기여율 산정과 관련하여 기준 기



253제2부 소득보장제도

간 중에 발생한 신규 재해만이 비용 산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지역공단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催告)의 방법으로 예방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주어진 기간 내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여금 할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실시 중인 전국 단위의 업

종별 예방 협약, 지역 단위의 기업별 예방 협약 등은 해당 기업이 

예방 조치의 마련에 투자를 하는 경우 필요 경비의 일정 비율을 건

강보험전국공단 혹은 지역공단이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재

해 평균 비용 개념 역시 고용주로 하여금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을 

통해 결국 예방 조치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최근 프랑스 산재 및 직업병 재해는 증가 추세에 있

다. 증가 추세의 원인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동시에 현행 제도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6절❘ 소결 

지금까지 본 글은 프랑스 산재보상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110여 년을 보이고 있는 제도의 도입 역사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산재 및 직업병으로 인한 손실 발생에 대한 보장의 의지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편주의원칙에 바탕을 

둔 적용 대상, 출퇴근 재해 개념의 조기 개입, 업무상 질병에 대한 

특별 수당 제도의 도입, 무기한 제공되는 휴업 급여, 재해 근로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 급여의 다양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

니라 재해 근로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 재기능 교육, 훈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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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무상 제공 역시 산재는 개인적 위험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

임져야 할 사회적 위험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산재보상보험제도는 여전히 특정 근로자를 법의 적

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집단이 가구 내 고용활동 

즉 가족 종사자이다. 최근의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족종사자 역시 같이 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프랑스

처럼 임의 가입의 형태로라도 길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개별실적요율제도에서는 기준 기간(최근 3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발생한 모든 재해가 보험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결국 높은 보험료율로 연결된다. 즉, 고용주

의 산재 예방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되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출퇴근 재해의 인정범위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와 달리 출퇴근 재해가 산

재와 관련된 사회적 위험의 하나라기보다는 업무상 사고의 하위 범

주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 출퇴근 중의 사로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주가 제공한 혹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임과 동시에 해당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

자의 전속권 권한에 속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이는 대중

교통수단 혹은 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출

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 밖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프랑스 사례는 보편주의 원칙

의 실행,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의 경제적 인센티브 조치의 도입, 출

퇴근 재해의 중요성 인식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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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족수당

❘제1절❘ 가족수당정책의 역사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45년 국가 사회보장제도가 마련

되면서 가족 정책은 사회 보장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

가 주도적인 가족 정책이 추진되기 이전에도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은 민간 기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에 의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었다.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은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이 가족을 중시하는 역사적 전통을 배경으로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주장하는 가족 주의자들의 운동과 사회적 논쟁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프랑스에서 초기의 가족 수당은 민간 기업이 가족이 있는 노동자

에게 임금 이외 추가적인 가족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부터 기원한다. 

현재 가족 수당 전국 공단 재원의 약 40%를 기업이 지불하는 사회

보험료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민간 기업이 지원하였던 가족 

수당을 국가가 가족 수당 지원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기업이 국가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출하면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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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초기에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가족수당정책은 이후 전

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성향이 강해진다. 가족 수당의 

대상은 보편화되지만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계층과 취업 여성

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는 선별적인 성향도 강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프랑스 가족 수당은 초기에 5가지의 보편적 수당에 기초하여 시작

하였으나 이후 좌파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취약 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수당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경

향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가 중요한 사회

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전업주부에 대해 지원하는 양육 수당이 

자녀 양육으로 인해 휴직하는 취업여성에게 지원하는 육아 휴직 수

당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가족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확대되자 좁은 의

미에서 가족에게만 한정되지 않은 전반적인 사회 수당을 가족 수당 

공단에서 지원하게 된다. 즉 전반적인 사회 정책이 가족 지원을 중

심으로 추진되기에 이른 것이다. 가족 정책의 영역이 전반적인 사회 

정책으로 확장되면서 가족 정책을 통하여 사회적인 지원을 추구하

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또한 기존에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수평적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던 가족 수당 정책이 소득이 낮

은 가정과 높은 가정 사이의 수직적 재분배의 성격이 강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프랑스 가족 정책의 역사를 1930년대~1944년, 프랑

스 사회보험법 제정 이후인 1945~1974년, 1974년~2004년, 2004년 

이후인 네 시기로 나누어 각 시대별 시사점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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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30년대~1944년 

동 시기는 프랑스에서 국가 차원의 가족 정책이 태동한 시기이다. 

기존의 가톨릭 가족주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가족지원이 

세계 1차 대전 종전과 2차 대전 시발 중간 시점에서 전후 인구 감소

를 우려하고 인구 증가를 통한 부국 강병의 열망을 가지고 있던 공

화정의 출산 장려 주의자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출산 장려 목적에서 

가족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공부문이 개입하여 가족을 정책적으로 지

원하기 이전에 민간 기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임금 근로자의 일부

분이 가족 부양의 댓가로 임금에 추가적인 가족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1932년 3월 11일 제정된 법은 상업과 공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 부양을 목적으로 임금에 추가적으로 지원하

는 가족 보조금(sursalaire familial)의 지급을 의무화하였다. 실제적으

로 전체 임금 근로자와 기업에게 가족 수당(allocations familiales)이 

시행된 것은 1938년 시행령(le décret-loi)의 제정을 통해서이다. 

프랑스에서 가족 정책이 법적인 기반 하에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39년 가족법(Code de la famille)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프랑스

에서 가족 정책이 태동하였을 때 정책의 주된 관심은 출산율을 증

가시키는 것이었다. 인구학자인 Alfred Sauvy에 의해 주창된 가족법

의 초기의 형태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모범적인 가

정으로 보고 특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화적

인 암시를 통해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적인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

는 1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의 시대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와 인구 증가를 통해 부국 강병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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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려는 국가적인 열망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가족 

정책은 점차 정치와 사회적 측면에서 합의를 보게 되었으며 자유주

의자들 및 제 4, 5 공화국에 의해 정책의 목적이 출산장려에서 "사

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

였다. 

2. 1945~1974년

동 시기는 가족 정책이 출산 장려의 목적에서 탈피하여 국가 사

회 보장으로서 목적성이 강화되는 시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프랑스 경제가 급속도

로 발전하게 된 번영의 30년 기간(Trente Glorieuses)이다. 따라서 경

제 성장과 맞물려 보편적 성격의 다양한 가족 수당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1945년 프랑스 사회보험체계가 마련되면서 가족 정책의 주요업무

를 담당하는 가족수당 지역공단(CAF; Caisses d'allocations fami-

liales)이 같은 해 10월 4일 창설되었다. 1945년 12월 31일에 마련된 

제정법은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족수를 고려하는 "le quotient 

familial"을 마련하여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

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에서는 가족 수당을 참고 소득 수준에 연동

하여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기족 수당의 월 지급액을 시간당 최소 

임금의 225배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가족 수당의 기초 체계는 1946년 8월 22일에 제정된 법을 통해서 

마련되었다. 동법을 통하여 네 종류의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되었으

며 전체 사회 보장 지출액의 40%까지 지출하게 되는 등 사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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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네 종류의 

수당은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 홑벌이 다자녀 가정 수당

(l'allocation de salaire unique), 임신수당(les allocations prénatales), 

모성수당(l'allocation de maternité)이다. 초기 형태의 프랑스 가족 수

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특

징이 있다. 가족수당은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자녀 두명 부터 지급

되었다. 홑벌이 다자녀 수당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홑벌이 임금 근로자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양

육 부담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수당이었다. 

1949년 2월 21일 가족수당금고가 자치권을 가지게 되었다. 가족 

수당에 대한 재정 조달은 대부분 기업주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에 

기초하고 있었다. 기업주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는 상한액없이 임

금의 12%를 부과하는 등 임금수준에 기초한 동일한 형태로 부과하

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초기의 네가지 수당을 기초로 이후 

주거 수당(l'allocation logement), 이사 보조금(une prime de démé-

nagement), 가정 주부 수당(l'allocation de mere au foyer), 특수교육

수당(l'allocation d'education speciale)이 추가 되었다. 주거수당은 소

득 수준에 기초하여 임대료를 변제해 주려는 목적으로 이사 보조금

과 동일한 시점에서 창설되었다. 가정 주부 수당은 1955년 8월 6일

에 창설된 것으로서 기존의 임금 근로자에게 지원하던 홑벌이 다자

녀 수당을 비임금근로자 홑벌이 가정에게 까지 확대한 수당으로서 

여성이 집안에서 아이들 돌보는 가정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다. 특수 

교육 수당은 1963년 7월 31일에 창설되어 미성년 장애아에게 소요

되는 비용을 부분적으로 보상해 주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제까지의 수당들이 소득 기준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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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가졌던 반면 이후에 창설된 수당들은 보다 특별한 상황과 

선별적인 특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과 소득 수준에 따른 수당 액수의 차등 지원으로 특징되어 진다. 

1970년 12월 23일 부모가 사망한 자녀를 지원해 주기 위해 고아수

당(l'allocation orphelin)이 마련되었다. 고아 수당은 이후 부모가 없

는 것도 부모가 죽은 것과 동일시 여겨져 오늘날의 한부모 수당으

로 발전하게 된다. 미성년 장애 수당(l'allocation aux mineurs handi-

capés)과 성인 장애 수당(l'allocation aux adults handicapés)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하였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동 수

당들은 가족수당공단이 “가족의 영역”에만 한정된 수당에서 벗어나 

가족 부양과 관련있는 제반 사회 문제까지 영역을 확장시킨 최초의 

수당이다. 홑벌이 다자녀 가정 수당(l'allocation de salaire unique)과 

가정 주부 수당(l'allocation de mere au foyer)은 “순과세소득(revenu 

net imposable)”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서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수당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1972년 1월 3일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 보호를 위한 수당(l'allocation pour frais de 

garde), 가정에 있는 자녀를 위한 급료(les prets aux jeunes ménages), 

가정에 있는 엄마를 위한 고령 보험(l'assurance vieillesse pour les 

méres de famille)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1938년 가족 수당(allocations familiales)과 1946년 홑벌이 

다자녀 수당(allocation de salaire unique)은 여전히 남성을 생계부양

자로 여성을 가사 및 양육 담당자로 간주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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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4년~2004년

동 시기에는 프랑스 번영의 30년 기간이 끝나고 경제 발전의 속

도가 늦춰짐에 따라 가족 수당 시스템 개편을 통한 수당 정책의 효

율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또한 그 동안의 경제 발전에 따라 부수

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가족 수

당 정책을 추진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 가족 수당은 상당히 다양화 되어 총 20

여개가 넘는 가족 수당들이 서로 중복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

다. 1975년 Estaing 대통령은 사회 불평등에 대처하는 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건강․가족부(Ministére de la Santé et de la 

Famille)를 설립하고 수당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전

반적으로 개정하였다. 

동 시기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4년도에 개학 수당

을 마련하여 6~16세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하여 개학 준비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개학수당은 일정 수준 소득 이하 

가정의 첫째아 부터 지급하였으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일반 및 

직업 학교 등 모든 학령층에 적용하였다. 둘째, 1975년 6월 30일 장

애 아동에 대한 수당을 개혁하여 기존에 지급하던 미성년자 장애 

수당(l'allocation aux mineurs handicapés)과 관련 수당을 통합하여 특

수 교육 수당(l'allocation d'education spéciale)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5년 2월 11일 특수 교육 수당은 장애 아동 교육 수당(l'allocation 

d'e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으로 변경되었다. 셋째, 1977년 1월 

3일 개인 주거 수당(l'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을 마련하여 기

존에 부동산에 대해 지원하던 수당을 대체하게 되었다. 동 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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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혹은 무자녀 등 가족 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였다. 넷째, 

별거 부부의 불성실한 자녀 부양료 지불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아에 

대한 수당이 확대되었다. 다섯째, 1976년 7월 9일 한부모 가족수당

(allocation de parent isolé)이 마련되어 모든 한부모에게 서로 다른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한편, 1978년 1월 1일에 창설된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

은 홑벌이 다자녀 가정 수당(l'allocation de salaire unique)과 가정 주

부 수당(l'allocation de mere au foyer)을 통합하였고, 이후 자녀 보호

를 위한 수당(l'allocation pour frais de garde)과 보상 수당(indemnité 

compensatrice)도 통합하게 되었다. 가족 보조금은 세번째 자녀에 대

해서만 지원하되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보편적인 성격을 강화하였다. 가족보조금의 도입은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정책이

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이전까지의 가족 수당은 소득 재분배 측면에

서 자녀가 없거나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자녀가 많은 가

정으로의 수평적 재분배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뿐 수직적인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 보조금을 도입하면

서 가족 수당은 고소득가정에서 저소득가정으로의 수직적 소득재분

배 성격이 강화되었다. 둘째,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시각이 가정 내 돌봄 노동자에서 노동 시장에서의 근로자로서 

변화하게 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 사회적 지원 기능으로서 가족 정책의 역할이 강

조되기 시작하였다. 가족 정책을 사회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는 방향

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이루어졌으나 가족주의자들은 가족 정책이 

복지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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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적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강조

하였다. 한편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직장을 휴직한 여성들에게 임금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양육 수당이 마련되었다. 양육 

수당에 대해 여권 운동가들은 여성을 집으로 강제적으로 회귀시키

는 정책이라고 반대한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지지하였다.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양

육 수당은 자녀 양육에 대한 댓가로 간주되기도 하고 일하는 여성

의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재편된 가족 수당 정책의 주

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출산전후 수당과 가족보조금

을 통합하여 영아 수당(l'allocation pour jeune enfant; APJE)을 마련

하여 3세 이하 자녀가 적어도 한 명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

급하였다. 영아 수당은 1996년 이후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지급하게 

된다. 둘째, 부모 교육 수당(l'allocation prentale d'education; APE)을 

마련하여 자녀 출생 혹은 3세 이하 자녀의 입양으로 인하여 직장 생

활을 그만두거나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였다. 부

모 교육 수당은 두자녀 이상의 가정에 한해서 지급하였다. 세째, 고

아수당(l'allocation orphelin)을 한부모 수당(l'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으로 대체하였다. 네째, 가정에 있는 아이 양육을 위한 수당

(l'allocation de garde d'un enfant à domicile; AGED)은 근로자가 직

장을 그만두고 3세 이하의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경우 연금보험료

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다섯째, 인증받은 보육사를 고용

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l'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

tante maternelle agréée; AFEAMA)을 마련하여 보육사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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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월 Gissrot 보고서는 영아를 가족 정책의 핵심으로 하여 

가족법을 개정하고 가족 관련 정책 범 부처 조직체계를 설립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1997년 봄 조스팽 정부는 취약 계층에 대하여 더 

나은 분배 정책을 추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가족 수당을 소득 조

건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세 정책과 소득 세액 공제 정책

도 수직적 재분배 성격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러

한 정책의 전환은 가족 수당 금고의 행정가들과 상의 없이 추진되

었으며 가족 수당을 보편적 원칙하에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는 가족

주의자들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대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

들에게 분배 정책으로서의 가족 정책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였다119). 

검토 결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가족 정책의 보편적 특성은 복

원되었으나 quotient familial에 따른 소득세제 감면상의 이익은 상한

이 정해지게 되었다. 

1997넌 이후 가족 정책 관련 범 부처간 대표조직과 가족부가 설

립되었다. 영아 보육 시설 설립에 대한 새로운 입법체계가 갖추어지

게 되었고 새로운 수당들의 탄생과 가족 권리에 대한 개혁이 시작

되었다. 주요 변화로 가족 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연령이 20세까지 

확대되었으며 가족보조금과 주거지원은 아동 연령 21세까지 확장되

었다. 또한 자녀 보호 수당(l'allocation de présence parentale) 및 아

버지 휴가(congé de paternité)가 창설되었다. 주거 지원액 계산 방법

의 단일화가 이루어 졌으며 영아보육수당(la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었

다. 또한 11~16세 아동 연령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동일한 액수가 

119) 전문가회의에는 Iréne Théry, Dominique Gillot, Françoise Dekeuwer-Défossez가 참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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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던 수당체계가 2008년 부터 아동 연령 14세를 기준으로 인상

하는 체계로 변경되었다. 

2000년 8월 1일에 영아 보육 체계의 분류 갱신 및 허가 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각 보육 시설 유형의 임무를 구체화하였다. 영아 

교육자들에게 40명 혹은 그 이하의 영아를 돌보는 보육원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보육사 자격 개선을 통하여 42,000명의 

상근 보육사들이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65,000명의 아동들을 보호

가 가능한 장소에서 돌볼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300,000명의 비상

근 보육사들이 아동의 가정 혹은 보육원에서 740,000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6월 27일 법률을 개정하여 상근과 

비상근 보육사를 각각 별도로 다루고 보육사의 업무 향상과 보육사

의 자격을 강화하였다. 

2001년 자녀 간호 수당(l'allocation de présence parentale)이 마련

되어 심한 질병이 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

보기 위하여 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동 수당은 4개월 기간 동안 총 12회 지급하는 것으로 출발

하였으며 그 후 개정을 통하여 3년의 기간 동안 310일 지원하는 것

으로 변경되었다. 2002년도에 마련된 아버지 휴가(le congé de pa-

ternité)를 통해 아버지들은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할 경우 최대 11

일까지 그리고 쌍생아 출생시 총 18일까지 휴가를 가질 수 있게 되

었다. 제도 시행 첫해에 아버지들의 약 60%가 아버지 휴가를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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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4년 이후

2004년 1월 1일 영아 보육 수당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

fant; PAJE)이 영아수당(l'allocation pour jeune enfant; APJE), 입양수

당(l'allocation d'adoption), 부모교육수당(l'allocation parentale d'edu-

cation; APE), 가정에 있는 아이 양육을 위한 수당(l'allocation de 

garde d'un enfant à domicil; AGED), 인증받은 보육사를 고용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l'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 AFEAMA)을 대체하게 되었다. 

PAJE하에서 가족 수당은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는 수당과 영아 

자녀 보육을 위한 수당 두가지 체계로 구성되었다.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는 수당은 출산 및 입양 장려금(la prime à la naissance ou à 

l'adoption)과 기초수당(l'allocation de base)이며, 영아 자녀 보육을 

위한 수당은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le complé-

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과 자녀 양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두가지

이다.

출산 및 입양 장려금과 기초 수당은 소득 조건하에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인 가족에게만 지원된다. 출산 및 

입양 장려금은 자녀 출생 전 혹은 자녀 입양 후 2달 이내에 일시불

로 지급된다. 기초 수당은 자녀 연령이 3세가 될때 까지 매달 지급

된다.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과 자녀 양육 방식

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은 취업 여성의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이다.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은 부

모교육수당을 재정비한 것으로서 3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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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활동을 그만두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경우 지급된다. 동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과거 근로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1명 이

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된다. 2005년 7월 

1일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선택적 보조금(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이 마련되어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더 높은 급여를 좀 더 짧은 휴직 기간내에 받는 것

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6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사를 고용하여 

양육할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도이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

사 혹은 가정내 돌보미를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

상해 주는데 급여 수준은 자녀 연령,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 소득 수

준에 따라 다르다. 

❘제2절❘ 가족 수당 정책의 주요 내용

1. 가족 수당 정책의 주요 특성

프랑스의 가족 수당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가족수당 전국 

공단(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이다. 프랑스 가족 수

당 전국공단은 직접적으로 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 수당 

및 육아 휴직 수당 외에도 주거 수당과 활동연대수당 등 제반 사회 

정책 분야의 다양한 수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 정책 분야의 

수당 들이 가족수당 전국공단을 통해 집행되는 것은 프랑스의 사회 

정책이 가족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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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프랑스 가족 수당의 현황

소득제한 급여액 아동 연령 자녀수

영아를 위한 수당

출생 수당 일정소득수준이하 고정된 일시불
임신후 7개월에 일
시불로 지급

첫째아

기초 수당 일정소득수준이하 고정액 0~2세 첫째아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

근로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함 

소득수준과 아동연
령에 따라 차등

0~6세 첫째아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

8 분기 동안 근로활동을 
통해 고령보험액을 지불했
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

파트 타임 정도에 따
라 차등

출생 후 6개월간 
지급

첫째아

다자녀 가족 수당

가족 수당 소득제한 없음
자녀수 에 따라 차등
16세 이상부터 인상
된 급여 지급

0~20세
둘째아 
이상

가족 보조금 일정소득수준이하 고정액
막내연령 3세 이상 
(부양자녀로 남아 있
는 기간 동안 지급)

셋째아 
이상

연금보험료지원 일정소득수준이하 연금보험료지급
막내연령 3세 이상
(부양자녀로 남아 있
는 기간 동안 지급)

셋째아 
이상

한부모 가족 수당

가족 부양 수당 소득제한 없음

부모 1명 혹은 2명
이 번갈아 돌보는가
에 따라 차등
(부모 2명이 번강아 
돌보는 경우 더 높은 
액수 지급)

부양자녀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
급

첫째아

부양료 징수 지원 소득제한 없음 개인마다 차등 0~18세 첫째아

취약 가족 수당

장애아 교육 수당 소득제한 없음 고정액 0~20세 첫째아

성인 장애자 수당 일정소득수준 이하 고정액
부모 본인 연령 60
세까지

-

자녀 간호 수당 일정소득수준이하

한부모 혹은 양부모
에 따라 차등
(한부모에게 더 높게 
지급)

매 3년마다 6개월
(3년에 310일의 휴가)

첫째아

개학 수당 일정소득수준이하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6~18세 첫째아

자료: 국가가족수당금고(2011) Toutes les prestations (http://www.caf.fr)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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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전국공단이 지원하는 수당정책은 엄 한 의미에서의 가

족 수당, 주거 수당, 사회 수당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엄 한 의미

에서의 가족 수당 정책은 영아를 위한 수당, 다자녀 가족 수당, 한부

모수당, 기타 취약가족 수당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엄

한 의미에서의 가족 수당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영아를 위한 지원은 기존에 존재하던 영아에 대한 수당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구성한 영아보육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PAJE은 출생

수당(Prime à la naissance),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 보육 방식

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nde 

de garde),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생 수당(Prime à la naissance)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

을 대상으로 임신한지 7개월째 되는 달 혹은 입양한 자녀가 가정에 

온 날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자녀 임신이나 입양과 더불

어 발생하는 초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 역시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

을 대상으로 자녀 출생 혹은 입양한 날 부터 3년 동안 매달 지급하

는 수당이다. 동 수당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비용

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nde de garde)은 취업 여성이 3세 미만의 자녀를 시설에 

맡기지 않고 인가된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 혹은 가정 보육 서

비스(garde à domicile)를 이용하여 자녀를 양육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보육사 임금의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는 수당이다. 보조금의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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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소득 수준,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적

으로 지급한다.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은 취업 여성이 자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때 지원되는 수당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 

휴직 급여가 고용보험 형태로서 고용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에서는 육아 휴직 급여가 조세를 기

반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취업여성에게 보편

적으로 지원되는 특징이 있다. 동 보조금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

업 활동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

급된다. 첫째 자녀를 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동안 보조

금이 지급되며, 둘째 자녀 이상을 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가 3

세 되기 바로 전달까지 보조금이 지급되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자녀 이상을 가진 취업여성은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선택적 보조금(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을 선택할 수 있어 더 높은 휴직 급여를 좀 

더 짧은 휴직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다. 

다자녀를 우대하는 가족 수당에는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s), 

가족보조금(Complement familial), 연금보험료지원(Assurance viel-

lesse des parents au foyer)이 있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두자녀 이상

을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비

와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PAJE가 3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인데 반

해 동 정책들은 3세 이상 자녀에 대해 20세 혹은 21세가 될때까지 

지원함으로써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목적을 명백하게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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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s)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

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

나 두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선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수당은 자녀 연령이 20세가 될때 까지 지급되며 자녀 연령이 11

세가 되는 시점과 16세가 되는 시점에서 수당 액수가 증가되어 자

녀 연령 증가에 따른 교육비 증가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해

준다120). 

가족보조금(Complement familial)은 가족수당만으로는 자녀 양육

이 어려운 세자녀 이상을 가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 보조금은 가족 수당을 보조해 주는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연금보험료지원(Assurance viellesse des parents au foyer)은 3세 이

하의 자녀가 있는 세자녀 이상의 다녀자녀 가정에 대해 이러한 가

정이 PAJE의 기초수당 혹은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

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가족수당 전국공단이 대

신에서 지불해 주는 제도이다. 즉 휴직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직장

에 다닐때 본인이 지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금보험료를 가족수

당 전국공단이 대신해서 지불해 주는 제도이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은 소득 수준이 평균 보다 매우 낮은 한

부모 가족이나 적은 액수의 부양료로 인해 어려움 갖고 있는 한부

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부분 여성 한부모 가족이 대

상자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가족부양수당(Allocation de soutien fami-

120) 정책의 단순화를 위하여 2011년 5월 부터 자녀 연령이 14세가 되는 시점에서 수

당을 한번만 인상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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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l)과 부양료 징수 지원(Aide au recouvrement des pensions ali-

mentaire)이 포함된다. 가족부양수당(Allocation de soutien famimial)

은 한부모라는 조건만 적용되며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 

부양수당은 한부모 가족이 받고 있는 다른 지원금과 함께 중복되어 

지원됨으로서 한부모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특

별한 배려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부나 홀아버지에게도 제공되며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다. 부양료 징수 지원(Aide au recouvrement des pensions alimen-

taire)은 별거 혹은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가 지불하고 있지 않은 

생활 부양료 징수에 대한 위임권을 가족수당 전국공단에게 양도함

으로써 가족수당 전국공단이 한부모 가정으로 하여금 전 배우자로 

부터 생활 부양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정책이다.  

기타 취약가정에 대한 정책으로 장애아 교육수당(Allocation 

d'e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성인장애수당(Allocation aux adults 

handicapés), 자녀간호수당(Allocation journaliere de présence paren-

tale), 개학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이 있다. 장애아 교육수

당은 20세 이하의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성인장애수당은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유형의 가족이

든지 일정 소득 수준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자녀간호수당

은 자녀가 상당히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장애가 있어서 직업 

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그만두어야 하는 부모에게 지원되

는 수당이다. 개학수당은 6~18세 자녀가 개학할때 들어가는 지출을 

지원해 주는 수당이다.

2010년 1월 현재 가족 수당의 월 급여액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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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프랑스 가족 수당의 월 급여 액수(2010년 1월)
단위: 유로

가족수당 월급여액수

한자녀 23.12

두자녀 125.78

세자녀 286.94

네자녀 448.10

네자녀 이후 추가 증가분 161.17

14세 이상 추가액 (1997년 5월 1일 이후 출생) 92.90

11~16세 추가액(1997년 5월 1일 이전 출생) 35.38

16세 이상 추가액(1997년 5월 1일 이전 출생) 62.90

가족보조금 163.71

활동연대수당

무자녀 임산부 599.67

자녀 당 증가액 199.89

한부모수당 (자녀당)

부와 모가 모두 없는 경우 117.92

부 혹은 모만 없는 경우 88.44

개학수당(2010~2011년)

6~10세 아동 284.97

11~14세 아동 300.66

15~18세 아동 311.11

영아보육수당

출생수당(자녀당) 903.07

기초수당(자녀당) 180.62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 
(기초수당을 받는 경우)

완전 휴직 379.79

절반 근무 245.51

절반~4/5시간 근무 141.62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완전 휴직 560.40

절반 근무 426.12

절반~4/5시간 근무 322.24

직업활동의 선택적 자유에 대한 보조금

기초수당을 받는 경우 620.78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801.39

자료: DREES(2012) “Les prestations familiales et de logement en 2010” N788 janvi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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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 용어

프랑스 가족 수당 금고가 지원하는 다양한 가족 수당을 원어로 

살펴보면 prestation, prime, allocation, complément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당들이 현금으로 지불된다는 

성격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서로 상이한 용어로 표현되는 것은 수

당이 서로 다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불어의 원전을 살펴보면서 각 수당의 용어가 의미하는 내용과 

그 내용에 기초하여 각 수당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목적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Prest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소득의 일부분을 보상하거나 특정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개인

에게 지불하는 수당”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Prestation은 포괄

적인 개념으로서 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과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지원(예를 들면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모두 포괄하여 통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Prime”의 사전적 의미는 세가지로서 정의되고 있는데 “독려하거

나, 도와주거나, 혹은 보상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현금,” “중앙정부 

혹은 지방 공공 단체가 특정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것,” “경비를 충당해 주거나 혹은 개인에게 보상해 주기 위한 목적

을 가진 사례금”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Prime 

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행동을 장려하거나 그러한 행동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지원하는 사례금이라고 볼 

수 있다. 

“Allocation”은 “사회보험 혹은 법률에 의한 다른 명칭의 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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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현금의 형식으로 지불되는 수당으로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Alloc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

하여 사회 보험의 형식으로 지불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하겠다. 

“Complément”는 사전적 의미로서 “완성을 위하여 추가 혹은 강

화되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 가족 수당의 각 명칭을 불어 원전을 토대로 그 의미를 파

악해 보면 각 수당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영아에게 지급하는 네 종류의 수당을 통칭하는 명칭인 

Prestation d'accueil jeune enfant와 그 안에 포함된 네 종류의 수당인 

Prime à la naissance, Allocation de base, Comp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의 개념을 파

악해 보기로 한다. 

Prestation d'accueil jeune enfant에 포함되어 있는 네 종류의 수당

에는 현금 지원과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이 모두 포함

되어 있는바 이러한 현금 지원들을 모두 통칭하는 “영아보육수당”

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Prime à la naissance”은 Prime이라는 의미를 토대로 해석해 보면 

출산을 독려하거나 도와주거나 혹은 보상하기 위해 지불되는 현금,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불해 주는 것, 출산에 따르는 경

비를 충당해 주거나 개인에게 보상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출산보조금” 혹은 

“출산 장려금”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Allocation de base”는 영아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기

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회 보험의 형식으로 지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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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 양육 기초 수당”이라고 해

석 할 수 있을 것이다. 

Comp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와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는 직장여성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 휴직

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지속하되 보육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지

원되는 현금성 지원이다. Complément가 완성을 위하여 추가되거나 

강화된다는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취업 여성이 직장 생활을 지속

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Comp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는 보육 도우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직장여성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한

다는 측면에서 “보육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기 위한 보조금”

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은 취업 여성이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때 수당이 지급됨

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직장생활을 자

유롭게 선택하게 하기 위한 보조금”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가족 수당 정책 추진 기구

1. 가족 수당 금고

질병, 노령, 근로자 산재 함께 가족 분야는 프랑스 국가 사회보장

체계의 주요한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가족사회보장제도

는 2009년 현재 3천만 명을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1천 1백만 명에

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720억 유로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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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국가 사회보장차원에서 가족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는 가

족수당 전국공단(Caisse nationale allocations familliales: Cnaf)이며 

동기구는 다음 두 가지에 우선 순위를 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첫째

는 가족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둘째

는 취약계층에 대한 상호연대를 확장하는 것이다. 

중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인 가족수당 전국공단을 중

심으로 123개 지역 사무소인 가족수당 지역공단의 조직망으로 구성

되어 있다. 프랑스 가족수당 전국공단은 가족 수당을 집행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영아 보육 서비스 지원, 가족 상담 및 연구 조사 사업 

등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족수당 전국공단이 표방하고 있는 가치는 평등(équité) 통합

(solidarité), 공정(neutralité)으로서 다음의 네가지의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개인으로 하여금 가족 생활, 직업 생활, 

사회 생활을 조화롭게 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부모 역할을 지원하

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증진시킨다. 셋째, 주변 환경 및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 가족을 동참하도록 한다. 넷째, 개인과 가정이 사

회 활동이나 직업 활동을 시작함에 있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한다. 

가족수당 전국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당 지원 정책으로서 일반가정, 다자녀 가정,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 뿐만 아니라,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 수당, 활동연대수당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

회 수당들이 가족수당 전국공단을 통해 지원된다는 것은 동 수당들

이 가족을 지원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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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아 휴직 급여가 수당의 형태로 지급되어 일정 조건에 부

합되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가 수당의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보육 시설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아 보육시설 및 

아동 사회활동지원 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보육 시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 서비스를 개발하는 협력자에 대해

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하여 직

접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다양한 가족 관련 프로젝

트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가족을 지원하는 기타 각종 사회적 활동 및 지원 사업들 그

리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

러한 지원을 통해서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 뿐만 아

니라 사회적인 어려움에도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가족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취약 가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선택적 지

원을 통하여 가족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는 가족 수당 정책을 가족 및 사회 정책에 대한 우선 순위를 

두고 가족수당 전국공단과의 협력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수당 지급

은 가족수당 지역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역분권화 

시기 이래로 실제적으로 아동과 가족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는 지역 

행정부서와 지자체이다. 특히 모성과 불임 그리고 영아 보육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은 지자체와 지역 행정부서가 수행하고 있다. 2004년 

8월 13일 법 개정을 통해 영아와 관련한 지자체의 임무를 상세하게 

제시하였으며,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필요와 자원에 대한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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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수행하고 협력 체계와 구조를 기술하였다. 최근에는 가족수

당 전국공단의 전문성과 중립성으로 인해 수당을 지급하는 단순한 

임무 이외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반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

써 그 영역을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목적과 경영에 대한 협정

중앙 정부는 “목적과 경영에 대한 협정(Convention d'objective et 

de gestion; Cog)”을 가족수당 전국공단과 계약 및 서명하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가족수당과 관련한 목적과 경영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목적과 경영에 대한 계약은 1996년에 확립된 제도이다. 계약에 

따라서 4년에 한번씩 중앙정부(Etat)와 3대 사회보장기구들(가족, 질

병, 노령)은 서비스의 질과 서비스의 양에 대한 목적을 제시하고 평

가를 받아야 한다.

목적과 경영에 대한 다년간의 계약(Les contrats pluriannuels d'ob-

jectifs et de gestion; Cpog)은 중앙조직인 가족수당 전국공단과 지역 

조직인 가족수당 지역공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해당 지역의 실정

과 필요에 따라 목적과 경영 내용을 열거한다. 

2009~2012년 기간 동안의 목적과 경영에 대한 협정은 가족을 위

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가족사회보장기구의 관리를 더 능률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족수당 지역공단은 최근에 활동연대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영아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개발하고 있

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Cog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세가지 목적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당 대상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관리 과정을 합리화하고 안정화한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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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지역 조직망의 기능을 개선하고 유효성 증대를 위한 수행 수단

을 마련한다. 

❘제4절❘ 프랑스 가족 수당 수급의 현황

2011년 프랑스 사회보장정책의 예산 현황을 보면 일반 정책 3276

억원 유로 중 질병 1,593유로(47.8%), 고령 1,068유로(32.1%), 가족 

553유로(16.6%), 근로자 상해 및 질병 116유로(3.5%)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정책 4,490유로 중에서는 질병 1,835유로(40.4%), 고령 2,023유

로(44.5%), 가족 558유로(12.3%), 근로자 상해 및 질병 130유로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체 사회보장예산에서 가

족 정책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2009년 현재 가족수당금고가 가족지원을 위해 지출한 규모는 722

억 유로이며 이는 전체 GDP에서 6.4% 차지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지출액 중 142억 유로를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당에 지출하였으

며 198억원을 영아 수당 및 주거 수당을 제외한 수당에 지출하였다. 

가족수당 전국공단의 재정은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주 분담금(44.2%), 

국민이 지불하는 확대보호세(21.7%), 국가 부담(20.5%)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가족에 대한 지원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2010년 현재 5백만에 가까운 가족들이 가족 수당(allocation fami-

lial) 급여를 지원 받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9년도와 비교하여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수치는 2001~2009년 기

간 동안의 연간 증가율인 0.4%와 유사한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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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가족 수당을 받는 가족수

의 증가는 동 기간 동안의 평균 증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지

적하고 있다. 가족 수당을 받고 있는 가족들 중 두자녀 이상을 가지

고 있는 가족의 비중은 70%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가족 수당 이외

에도 영아보육수당, 다자녀 가족수당, 한부모 가족 수당 등을 지급

받고 있는 가족들도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3> 프랑스 가족수당 수급 가족 수(2005~2010)
단위: 천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족수당
4839
(+0.5)

4854
(+0.3)

4865
(+0.2)

4877
(+0.3)

4898
(+0.4)

4920
(+0.5)

가족보조금
899

(-1.2)
879

(-2.3)
860

(-2.2)
866

(+0.7)
865

(-0.1)
863

(-0.2)

개학수당
3075
(-1.2)

3022
(-2.3)

2976
(-2.2)

3078
(+0.7)

3030
(-0.1)

3022
(-0.3)

한부모수당과 
활동연대수당

206
(+4.8)

217
(+5.5)

205
(-5.6)

200
(-2.4)

223
(+11.5)

221
(-1.2)

한부모가족부양수당
695

(+1.5)
699

(+0.5)
726

(+3.9)
719

(-1.0)
750

(+4.3)
745

(-0.7)

영아보육수당
1487

(+89.3)
2102

(+41.3)
2199
(+4.6)

2296
(+4.4)

2349
(+2.3)

2367
(+0.8)

출산장려금
56

(+2.7)
56

(+0.3)
55

(-2.6)
55

(-0.8)
55

(+1.6)
54

(-2.1)

기초수당
1332

(+93.2)
1890

(+41.9)
1898
(+0.4)

1937
(+2.1)

1932
(-0.3)

1944
(+0.6)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607
(+1.9)

612
(+0.9)

604
(-1.3)

591
(-2.2)

576
(-2.6)

558
(-3.1)

보육방식에 대한 
보조금-인가된 보육사

687
(+2.4)

721
(+4.9)

696
(-3.4)

711
(+2.1)

732
(+3.0)

744
(+1.6)

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가정내 보육

56
(+4.4)

59
(+4.1)

61
(+4.7)

65
(+6.6)

69
(+5.2)

67
(-2.1)

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 매년 12월 31일 현황임

자료: DREES(2012) “Les prestations familiales et de logement en 2010” N788 janvi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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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은 가정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가족이 경제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0년 현

재 소득 조건 없이 혹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액을 지

불하지 않는 수당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 조건 없이 

지원되는 수당은 취업 여성의 자녀 보육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과 자녀 보육 방식을 자

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이 해당된다.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하는 

가족부양수당도 소득조건 없이 지급된다. 소득 조건하에 지원하는 

수당은 전체 수당의 27%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수당에는 기초수당, 

가족보조금, 개학 수당이 있다. 

2010년에 가족보조금과 개학수당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약간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1월은 영아 보육 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래 6년째 되는 해로서 영아 보육 수당의 역할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12월 현재 237만 명의 가족이 영아 보

육 수당에 해당하는 적어도 하나의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09년 235만 명에 비하여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수급자중에서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출산 

장려금 혹은 기초 수당 수급자들이다. 2010년 말 194만 명의 가족이 

기초 수당을 지원받았으며 5만 4천명의 가족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 보육 방식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사를 고용하여 집에서 자녀

를 돌보거나 보육사의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보육사 인

건비를 보조해 주는 수당 정책이다. 2010년 현재 811,000 가족이 자

녀 보육 방식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2009년과 비교해 

볼 때 1% 증가한 수치이다. 자녀 보육 방식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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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고용할때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액까지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보장급여액까지 감안한다면 보육사 이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수는 실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

다. 자녀 보육 방식에 대한 보조금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급여 대

상자가 될 수 있지만 지불하는 급여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

으로 지원된다. 2010년 말에 인가된 보육사를 고용하고 있는 가족은 

744,000 가족이며 가정내 보육사를 고용하고 있는 가족은 67,000 가

족이다. 

2010년 말에 558,000 가족이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을 받았다. 동 수당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직업 활동

을 완전히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중지한 부모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금의 일정한 부분을 보상하는 수당이다. 직업 활동의 자유

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가족의 수는 2009~2010년 사

이에 3%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2006년 이래 매년 평균적으로 약 

1.7% 감소하던 추세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수급자의 감소는 근로 활동을 완전히 멈춘 사람들이 감소하였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근로활동을 완전히 멈춘 급여자

는 6% 감소한 반면, 근로 활동을 부분적으로 줄인 급여자는 오히려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영유아

를 양육하는 엄마 근로자 수는 증가하였다. 2010년 두 아이를 가진 

엄마 - 대부분 자녀 연령이 3세 미만 - 의 경제활동 참여율(취업과 실

업을 모두 포함)이 66%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 58%에 비하여 

증가한 수치이다. 

2006년 하반기부터 세 명 이상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직업 활동

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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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 보다 더 짧은 시

기에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서 부모로 하여금 노동 

시장에 더 빨리 복귀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당이다. 

부모들이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을 아주 

적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현재 총 2,310 

가족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9년과 비교하면 1%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에 자녀 3명 이상 가진 가족이 직업 활

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총 127,000 

가족이다. 

가족 수당 총 지출액수는 2009~2010년 사이에 경상가격으로 보

면 0.4% 증가하였다. 실질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1.1%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영아에 대한 수당은 2009~2010년 사이에 실질가격으

로 0.8% 증가하였다. 가족 수당의 평균적인 매월 지출액은 2010년 

현재 37만 3천 유로로서 실질 가격으로 환산하면 전년대비 1.5% 감

소한 수치이다. 

<표 2-4-4> 프랑스 가족 수당 총 지출액의 변화(2004~2010)
단위: 천유로, %, 천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족수당 총 지출액 
(경상가격)

증가율(실질가격)

25,078
1.5

26,287
3.0

27,503
2.9

28,273
1.3

29,121
0.2

30,084
3.2

30,209
-1.1

영아 수당 총 지출액 
(경상가격)

증가율(실질가격)

8,648
4.1

9,494
7.8

10,441
8.2

10,911
3.0

11,576
3.2

12,102
4.5

12,379
0.8

가족수당수급자수
(12월 31일 현재)

6,545
0.4

6,622
1.2

6,667
0.7

6,659
-0.1

6,710
0.8

6,741
0.5

6,764
0.3

월평균총수당지출액
(경상가격)

증가율(실질가격)

320
0.9

333
2.1

345
2.0

354
1.0

363
-0.1

373
2.6

373
-1.5

자료: DREES(2012) “Les prestations familiales et de logement en 2010” N788 janvi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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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공부조

❘제1절❘ 개요

프랑스의 공공부조제도는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매우 독특

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데, 첫째는 인구학적 집단에 따른 급여의 다양성이고, 둘째는 재원

과 지출관리 측면에서의 분산성이다. 이러한 특징은 프랑스 공공부

조제도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며, 관

리조직의 분산으로 인해 비효율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지

난 10년간 프랑스 정부는 이들 급여를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통합

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이는 장기적으로 프랑스의 공공부조제도, 

특히 생계급여에 해당되는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의 급여

가 통폐합을 거쳐 더 단순화될 개연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적 미니멈을 지칭하는 

것처럼 설명되고는 한다. 참고로 2012년 3월 현재 사회적 미니멈은 

인구학적 집단별로 구분된 8개 급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적 미니멈을 공공부조제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다. 첫째, 자산조사를 통해 빈곤층 및 저소득

층에게 지급되는 다른 욕구별 급여제도, 즉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omplémentaire: CMU-C) 그리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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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촉진장려금(Prime Pour l’Emploi: PPE)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프랑스의 사회적 미니멈의 낮은 급여수준을 고려할 때, 그것

은 오히려 한국의 생계급여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점에서 프랑스 공공부조제도란 8개의 사회적 미니멈 외에

도 자산조사를 통해 빈곤층 등 특정집단에게 제공되는 다른 욕구별 

급여를 포함시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들 욕구별 급여

제도 중 일부는 보편적 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설명하

기 힘들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주거급여는 가족수당정책에, 의

료급여는 보편의료보장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회

적 미니멈을 프랑스 공공부조제도와 동일시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지출과 재정관리 측면에서 프랑스의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중 하

나는 모든 급여가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의 형태로만 지

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가 1990년

대 후반 이후 걸어왔던 재원구조의 복합화 전략에 따라 공공부조제

도에 다양한 재원이 투입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부 급여는 

가족수당금고(CAF)를 통해, 다른 급여는 실업보험기금을 통해 지급

되고 있다. 이 점에서 프랑스 공공부조제도는 <공공부조제도=정부

예산사업>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난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가 그러하듯, 프랑스 또한 다양한 보편적 

지원프로그램과 선별적 지원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빈곤문제를 해결

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에서 공적 

연금제도와 보편적 의료보장제도 그리고 가족정책은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간주되며,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하나의 

전체를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공공부조제도는 여타 사회

보장제도와의 관계 하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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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각국의 공공부조제도가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특히 주요 

정책영역별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정도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갖추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프랑스 또한 1990년대 후반이후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부조제도 개혁이 불가피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바로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정책성과를 제고

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실험과 개혁을 지칭한다. 1988년 폭 넓은 공

감대 위에서 추진되었던 최소통합수당(Revenu Minimum d’Insertion: 

RMI)이 성과부진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후 도입된 활동통합수

당(Revenu Minimum d’Activité: RMA) 등도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

였으며, 2009년 다시 활동연대수당(Revenu de Solidarite Active: 

RSA)을 도입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나타났

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 4월 대선을 앞둔 프랑스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121)

❘제2절❘ 제도의 발전과정

1. 몇 가지 용어 설명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공부조제도와 관련된 각종 용어는 

기존 영미식 용어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를 옮기는 사람

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후 사용

될 주요한 개념에 대한 용어를 규정해 두고자 한다. 다만 가급적 폐

121) 2012년 4월의 프랑스 대선에서 RSA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논쟁은 중요한 
복지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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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예정된 급여를 배제하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급여를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각종 급여개념에 대한 설명에 앞서, 사회적 미니멈(Minima so-

ciaux)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통계청의 

공식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미니멈은 배제와 빈곤상황에 처한 가

구와 개인에게 <최소한의 소득>(Revenu minimal)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것은 비기여형 급여이며, 그들이 처한 

위험과 관련해 자산조사를 전제로 지급된다. 이 점에서 공공부조제

도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은 실업과 장애 

그리고 노령화에 따른 빈곤이다(INSEE 2011). 물론 사회적 미니멈

은 좁은 의미에서 8개의 생계급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는 각종 공식문서에서 사회적 미니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8

개의 급여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122) 하지만 일부 정부보고서

는 사회적 미니멈을 언급하며, 주거보장 및 의료보장 그리고 근로인

센티브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사회적 

미니멈이 좁은 의미에서는 주로 생계급여를 지칭하지만, 광의로는 

외국의 공공부조제도를 지칭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현재 사회적 미니멈을 구성하는 8개 급여의 명칭은 아래와 같이 

옮기고자 한다. 참고로 각 급여의 명칭은 원어를 직역하는 방식을 

택하였음을 밝혀둔다.

￭활동연대수당: Le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122) 2012년 3월 현재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은 공식적으로 8개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프랑스 연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발표되는 각종 자
료나 통계에는 현재 폐지되었거나 폐지가 예정된 급여들(RMI, API, AER, ASV 등)
이 언급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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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대수당: L’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

￭임시대기수당: L’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ATA)

￭성인장애수당: L’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

￭장애보충수당: L’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dité (ASI)

￭미망인수당: L’allocation veuvage (AV)

￭노령연대수당: L‘allocations solidarité aux personnes agées (ASPA)

￭연대수당: Le revenu de solidarité (RSO)

2. 제도 발전단계에 대한 해석

프랑스 공공부조제도의 발전과 관련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을 

거론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20세기를 통해 다양한 경제사회적 변화

를 계기로 새롭게 추가되는 형태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합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사회

보험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단계에서 점차 지원대상과 보장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Borgetto, 

2004). 이 점에 대해서는 프랑스 연구자들 사이에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Létard(2005)의 사회적 미니멈에 대한 상원보고서가 제

시한 네 가지 발전단계를 통해 프랑스 공공부조제도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 제1단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시점에 사회보험제도

의 수혜를 받을 수 없거나 사회보험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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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급여가 최저소득에 미달되어 빈곤에 처한 비경제활동인구

(주로 퇴직자와 장애인)를 대상으로 최저소득보장을 하던 단계이다. 

참고로 1970년 퇴직자의 30% 가량이 빈곤층이었다는 점을 감안하

면, 이 제도가 사회보험제도의 미성숙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나. 제2단계

1975년을 기점으로 프랑스의 전통적 가족정책의 맥락에서 빈곤에 

노출된 가족을 대상으로 최저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전

략의 일환으로 취업자를 포함하여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었

다. 1975년 편부모수당(API)과 1980년 미망인수당(AV)은 이러한 맥

락에서 제도화되었다. 하지만 제도화 초기 이들에 대한 지원은 1

년~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다. 제3단계

1980년대 중반이후 프랑스에서 실업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노동시

장에서 배제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제도화된 가장 대표적인 급여는 크게 세 가지

이다. 실업부조에 해당되는 특별연대수당(ASS)은 1984년 도입되었

고, 장기실업자 증가에 따른 재취업지원수당(ARE)은 2001년, 연금

을 수급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사실상의 퇴직자를 대

상으로 하는 연금대체수당(AER)은 2002년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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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단계

기존 공공부조제도가 흡수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한 <보편적> 지원제도의 도입이다. 그것은 1988년의 최소통

합수당(RMI)의 도입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이

라는 표현은 빈곤층 전체에 대한 수평적 보편성을 지칭하는 것이지, 

전 소득계층을 포괄하는 수직적 보편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

는 그 이전까지 특정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강화했던 정책들이 보

호하지 못했던 집단, 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3. 2007년 이후의 제도 발전과정

하지만 위에 언급했던 네 단계의 발전과정 중 마지막 단계는 여

전히 진행단계에 있다. 그것은 최소통합수당(RMI)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아직 신뢰할만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로 최소통합수당(RMI) 수급자는 1988

년 제도도입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고, 그것은 주로 근로

빈곤층의 유입에 따른 것이었다.123) 그리고 이 제도의 효과성 문제

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이 이 제

도를 개편하고 활동연대수당(RSA)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었던 셈이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프랑스 연구자와 정치권의 태도는 

다소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취업에 따라 추가적 소득을 보장

123) 한국에서 최소통합수당(RMI) 제도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근로빈곤층 중심의 제도
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것은 프랑스 공식보고서나 담당 관료들의 
답변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은 그것이 기존 
공공부조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보편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원론적 주장에 기
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RMI는 실직 및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제도
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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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활동연대수당이 소득보장과 취업지원사업(Insertion par l’Activité 

Economique: IAE)이라는 양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제도

를 넘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

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빈곤문제 전문가인 포강(Serge Paugam)은 

2008년 한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

면, 프랑스 사회에서 최소통합수당을 도입하던 시점에 존재했던 공

감대는 근로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원인은 주로 경제사회구조에 있

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일종의 사회적 부채감에 기인했던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활동연대수당(RSA)의 도입 시점에서 주요 

흐름은 이들의 빈곤문제가 주로 그들의 나태함에 기인한다는 개인

책임론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124) 반면에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으로 사르코지 정부에서 공공부조제도 개혁을 담당했던 

히르쉬(Martin Hirsh)는 이 제도개혁을 통해 프랑스 빈곤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은 근로빈곤의 문제가 과연 개인의 책임인

지, 그리고 정부의 제한된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인지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정책방향

이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문제를 지나치게 도덕적인 선택의 문제

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빈곤

층 수급자의 증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판적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그리고 공공부조제도 수

급자 중 상당수가 외국인이라는 대중적 인식 또한 부정적으로 작용

한 측면이 있다.

근로능력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강조하는 각종 개혁이 시도

124) Serge Paugam의 인터뷰는 참고문헌에 언급된 자료에 출처를 명시하였음. 



295제2부 소득보장제도

되고, 2007년 활동연대수당(RSA)이 도입된 것은 우파정부의 전형적

인 대응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심지어 사

회당 정권하에서도, 취업촉진장려금(PPE) 등 유사한 조치가 취해져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불가피한 변화라고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 복지국가가 지

속적인 재정적자와 사회보장 부채문제에 노출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표명한 결과일 것이다. 설사 현재 활동연대수당

(RSA)이라는 현재의 조치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

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개혁은 지속적으로 강

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3절❘ 제도의 기본구조

1. 제도의 기본구조

프랑스 공공부조제도는 급여의 다양성과 기타 급여의 중층성으로 

인해 정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유럽 복

지국가의 공공부조제도를 설명하는 틀에 맞추어 보면, 이해가 한층 

용이할 것이다. [그림 2-5-1]은 프랑스 공공부조제도를 욕구별 보장

과 인구사회학적 집단별 보장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도식

화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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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프랑스 공공부조제도의 기본 구조(2012년 현재)

공공부조제도(Minima Sociaux)

근로연령집단 노인 장애인 미망인/외국인

근로유인 PPE/EI

소득보장 RSA/ASS/ATA ASPA AAH/ASI AV/RSO

주거보장 ALF/ALS/APL

의료보장 CMU-C / Aide Médicale d’Etat

＋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Allocation Familiale ＋ Services sociaux)

먼저 프랑스 공공부조제도는 각종 사회보험제도와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제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구축

되지 않은 국가의 공공부조제도와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힘들다. [그

림 2-5-1]의 하단에 언급하고 있는 가족수당이나 사회서비스(돌봄서

비스 및 교육서비스)는 다른 어떤 제도 이상으로 복지국가를 지탱하

는 중요한 기반 중 하나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 

공공부조제도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

추어 발전해 왔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상관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공공부조 급여만으로 수급대상과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논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갖는다.

이어 프랑스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잡한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그림은 사회적 미니멈이 주로 

생계급여의 성격을 갖고,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등 욕구별 급여제도

와 함께 빈곤층의 욕구를 보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각 욕

구별 급여들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아닌 다른 사회보장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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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관리되고 있다. 참고로 빈곤층 대상 의료보장(의료급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보편의료보장제도(CMU Base)와 별도로 

빈곤층의 의료비 자부담을 지원하는 보충적 보편의료보장제도(CMU 

Complémentaire)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급여(Allocation 

de Logement)는 가족수당 전국공단(CAF)이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화주의 원칙에 따라 공교육이 무상

으로 보장되는 프랑스에서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미니멈 외에 욕구별 급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후 분석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족수당과 주거급여가 빈

곤완화 또는 빈곤층의 지출절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력하기 때

문이다. 더욱이 현물급여의 성격을 가진 의료보장제도를 통한 지출

점감 효과를 고려할 경우, 빈곤층의 가처분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욕구별 급여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사회적 미니멈의 8개 급여는 주로 생계급여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위의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

회적 미니멈은 다른 욕구별 급여와 달리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몇 

개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급여의 수는 8개 이상이지만, 그것은 

크게 네 범주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

노인, ②장애인, ③근로빈곤층, ④기타 집단이 그것이다.

이처럼 프랑스 공공부조제도가 인구집단과 욕구에 따라 중층적으

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강점인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다. 먼저 서로 

특성이 다른 빈곤층의 욕구를 충족시킴에 있어 다양한 욕구별 급여

제도의 조합은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어 복잡한 

제도구성은 정부차원에서 예산관리 및 정책효과성 검증에서 많은 

어려움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990년대 이후 공공부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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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편과정에서 신설된 다양한 근로빈곤층 관련 급여 및 지원제도

가 활동연대수당으로 통합된 이유이기도 하다.

2. 급여제도의 주요 내용

프랑스의 공공부조제도, 특히 사회적 미니멈은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급여통합과 급여신설의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여기서는 

2012년 3월 현재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제도 외에도 프랑스 공공부

조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제도를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생계급여의 성격을 갖는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2012년 3월 현재

까지 존재하고는 있지만, 향후 폐지가 예상된 급여는 통합되는 급여

의 범주에 포함시켜 설명하였다. 그것은 현재 활동연대수당(RSA)의 

하위범주로 간주되고 있는 최소통합수당과 편부모수당의 경우이다.

가. 활동연대수당(RSA)

활동연대수당(RSA)은 2009년 6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시작되었

고, 2011년 1월 1일 이후 해외령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급여는 기존의 최소통합수당(RMI), 편부모수당(API) 그리고 기타 

취업지원수당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 급여제도가 갖는 특징은 근로

빈곤층으로 하여금 근로소득과 함께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과거에는 전혀 지원받을 수 없었던 취업

빈곤층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는 점이다. 이 급여제도는 2010년 9월 1일 이후 25세미만 집단에게

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전일제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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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년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활동연대

수당은 급여의 성격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급여로 분류할 수 있다. 

RSA-socle은 다른 급여를 누적하여 받을 수 없으며, 급여상한액

(montant)이 수급 가능한 최대급여액이다. 이 경우에는 가구 내 경

제활동인구가 없어야 한다. RSA-activite는 가구 내 경제활동인구가 

있어 근로소득을 전제하며, 급여와 함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통

해 추가적인 소득을 가질 수 있다. 현실에서는 활동연대수당 급여만

을 받는 집단, 급여와 근로소득공제를 함께 받는 집단, 그리고 근로

소득공제만을 받는 세 가지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

1) 최소통합수당(RMI)

최소통합수당(RMI)은 1988년 시작되었으며, 최소 25세 이상이거

나 한 아이(출생 전 태아도 포함)이상을 부양하는 모든 집단을 대상

으로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설계되었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이후 도입

된 활동연대수당과 비교할 때, 빈곤책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빈곤문제를 주로 사회적 책임의 관점

에서 바라보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는 빈곤

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된 것처럼 보인다. 그

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소통합수당은 활동연대수당에 의해 대

체되기에 이른다.125)

125) 활동연대수당과 최소통합수당 중 후자의 급여가 더 큰 경우, 일부 수급자는 그대로 
기존 수당을 받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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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부모수당(API)

편부모수당(API)은 1976년에 제도화되었으며, 최소 1명 이상의 

아동이나 출생이 예정된 태아를 가진 편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장 어린 아동이 3살 이상이면, 수당은 최대 1년간 지급된다. 

이른바 ‘단기 편부모수당’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 이외의 경우, 이 

수당은 최대 3년간 지급되며, 이를 ‘장기 편부모수당’으로 부른다. 

하지만 이 수당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9년 활동연대수당(RSA)

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러나 상여금을 받는 일부 수급자들은 급여금

액이 활동연대수당보다 높은 경우, 계속 수급할 수 있다.

나. 통합수당(AI)

통합수당(AI)은 1984년 제도화된 일종의 실업수당이며, 최대 수

급기간은 1년이다. 그리고 1992년 이후 이 수당은 프랑스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외국거주 프랑스인으로 실업보험 미가입자나 출감

한지 12개월 미만인 수형자, 그리고 산재 및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당 또한 

현재 더 이상 신규수급자를 받지 않고 있다.

다. 특별연대수당(ASS)

특별연대수당(ASS)은 1984년 제도화되었으며, 실업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는 이 수당이 실업부조제도라는 점을 말해준다. 실업자가 이 수당을 

받으려면, 지난 10년 중 5년 이상을 임금근로자로 종사했음을 입증

해야 한다. 실업보험제도 가입자 비율이 높은 프랑스 사회에서 실업

부조제도는 지금까지 큰 쟁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업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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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급여지급기간이 단축되고, 공공부조제도 개혁이 추진되면서 최

근 들어서는 그 개혁 또는 폐지가 논의되기도 하였다.126)

라. 연금대체수당(AER)

연금대체수당(AER)은 2002년에 제도화되었으며, 60세 이전에 노

령보험 보험료를 160분기 이상 납부한 구직자에 대한 대체 또는 보

충수당의 성격을 갖는 실업급여이다. 하지만 이 수당은 2011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이 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들만이 

2011년 1월 1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마. 임시대기수당(ATA)

시대기수당(ATA)은 2005년 신설되어 2006년 11월 16일 이후 수

급자부터는 통합수당을 대체하고 있다. 이 수당은 망명신청자에 대

한 규정이 개편된 것 외에도, 새로운 범주의 집단을 지원하고 있는

데, 그들은 보조적 보장대상이나 일시적 보장대상 또는 매춘피해자

이다. 망명신청자를 제외하면, 통합수당의 기존 수급자들 또한 이 

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바. 성인장애수당(AAH)

성인장애수당(AAH)은 1975년 제도화되었으며, 노령수당을 신청

하거나 산재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이 수당을 받으려면 장애율이 최소 80%이상 되어야 하며, 장애

126) 실업부조제도는 2009년 활동연대수당 도입에 따른 제반 개혁과정에서 공공부조제
도와의 통합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술적,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이러한 
개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개혁은 여전히 정치적 어젠다로 남
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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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자율능력판정위원회(CDAPH)가 장애로 인해 근로할 수 없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율이 50%이상 되어야 한다. 참고로 현 

정부는 5년 계획으로 성인장애수당을 약 25%가량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사. 장애보충수당(ASI)

장애보충수당(ASI)은 1957년 제도화되었고, 사회보장레짐에 따라 

영구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수당은 최소노령수당(minimum vieillesse)의 급여수준에 준

하는 소득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 수당은 수급자

가 노령연대수당(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ASPA)

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지급된다. 2009년 1월 

1일까지 이 수당은 최소노령수당의 급여수준을 보장하였으며, 그 

이후 최소노령수당이 재평가됨에 따라 장애보충수당은 그 수준에 

밑돌게 된다.

아. 미망인수당(AV)

미망인수당(AV)은 1980년 제도화되었으며, 사회보험 가입자가 사

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이 수당은 최대 2년간 지급되

는 임시수당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수급권자는 55세 미만이어야 

한다. 미망인수당 수급자들은 점차 전환연금(pension de réversion)을 

수급함에 따라 이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2007년 7월 

1일까지 전환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51세로 낮아졌기 때문

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전환연금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55세에서 

52세로 낮아졌다. 전환연금의 수급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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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령기준을 폐지하는 일정에 맞추어 미망인수당은 2011년 소멸

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9년 사회보장재정법은 

전환연금 수급연령기준을 복원하였고, 시행령을 통해 신규수급자에

게는 55세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2010년 공적연금제도 개혁은 이와 

관련한 조치를 담고 있으며, 새로운 연령기준 외에도 생존 배우자의 

자산기준을 추가하였다.

자. 최소노령수당(Allocations du Minimum Vieillesse)

최소노령수당(Allocations du Minimum Vieillesse)은 노령보충수당

(Allocations Supplémentaire Vieillesse: ASV)과 노령연대수당(Alloca- 

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Agées: ASPA)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노령보충수당은 1956년 제도화되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노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60세부터 적용 가

능하다. 그리고 이 수당은 수급자에게 최소노령수당에 준하는 소득

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당은 현재 폐지

된 상황이다. 노령연대수당은 2007년 1월 13일 시행되었으며, 이 수

당은 최저소득수당의 첫 단계와 노령보충수당을 대체하며 신규수급

자부터 적용되고 있다.

차. 연대수당(RSO)

연대수당(RSO)은 2001년 12월 제도화되었으며, 해외령의 지역들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적 미니

멈을 언급할 때, 포함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다. 이 수당은 최소통합수당(RMI)을 수급한지 2년 이상이 된 

사람 중 노동시장을 떠날 것이 확실시 되는 55세 이상의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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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급된다.

이어 위에 언급한 9개의 급여 외에도 특정한 욕구에 대응하는 급

여제도로 주거지원제도와 의료보장제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근로인센티브제도로 취업촉진장려금(PPE) 제도를 언급할 수 있다. 

카. 주거지원제도(Aides au Logement)

주거지원제도(Aides au Logement)는 각 신청자의 가족상황과 직

업상황 그리고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그것

은 특히 가족주거수당과 사회주거수당의 경우이다. 먼저 가족주거

수당(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ALF)은 피부양자가 있는 가

족 및 개인에게 제공되는 급여이며, 월세보조 및 주택대출금 상환을 

보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수당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조

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첫째, 주택조건으로 세입자이거나 주

택대출 상환부담을 지고 있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그것이

다. 둘째, 가구여건으로 가족수당 수급자, 21세미만의 가족수당 및 

장애수당 미수급자를 부양하는 가구, 65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가구, 부양해줄 사람이 없는 임신부 등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소득자산이 법률이 정한 기준선 미만이어야 한다. 이어 사회

주거수당(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ALS)은 주거비(주로 월세) 

부담이나 주택대출 상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이 수당은 주거여건과 일정한 가구특성을 전제로 하고 있

으며, 주로 청년과 학생, 무자녀가구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수당은 엄 한 의미에서 가구여건과 

국적 등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그리고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되

며, 그것은 가구규모, 주거상태 및 거주지역 등과 더불어 주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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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산출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

으로 하는 제도로도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개인주거수당(Aide per-

sonnalisée au logement: APL)은 자산기준을 충족시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가와 협약을 맺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

으로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지원은 위에 언급한 

가족주거수당과 사회주거수당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된

다. 이 지원대상은 정부와 협약을 맺은 임대주택(HLM)과 같은 특정

한 형태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또는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이다.

타. 보편의료보장(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MU)

보편의료보장(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MU)은 1999년 7

월 27일 법을 통해 제도화되고, 2000년 1월 1일 시점으로 시행되었

다. 이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보호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기초 보편의료보장제도(CMU de base)이고, 다른 하나

는 보충 보편의료보장제도(CMU complémentaire)이다. 전자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고, 후자는 의료비 자부담이 힘든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점에서 후자

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물론 이 기초 보편의료보장제도가 환급하는 의료비 이상의 자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대다수 계층은 일종의 의료공제조합을 활용

하고 있다. 하지만 보충적 보편의료보장제도는 공적제도이며 사회

보장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 밖에

도 의료부조제도(Aide Médicale de l'État: AME)가 존재하는데, 이 

제도는 보편의료보장제도(CMU)에 가입하기에는 프랑스 거주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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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과 주기성을 갖추지 못한 집단, 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자산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각 급여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상한액

프랑스 공공부조제도에서 대부분의 사회적 미니멈은 선정기준소

득과 최대급여액 사이의 차액만큼을 급여로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

식(Allocation différentielle)을 취하고 있다.127) 참고로 2011년 현재 

공공부조제도의 주요 급여의 선정기준(수급기준소득)과 최대급여액

은 아래 <표 2-5-2>에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가구 및 개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모두 그대로 반영하는 것

은 아니다. 일종의 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는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득산정 시 

공제하여 급여금액을 높여주는 방식을 지칭한다. 이상의 설명은 다

른 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선정 및 급여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사회적 미니멈은 선정기준과 최대급여액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

면 크게 두 가지 유형, 즉 선정기준과 최대급여액이 동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양분된다(CERC 1997).

첫 번째 유형(선정기준과 최대급여액이 동일한 경우)은 노령이나 

장애 그리고 자녀부양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 등 기타소득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기

타 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선정기준과 최대급여

127) 물론 최대급여액은 이들이 실제로 받는 평균 급여액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임을 유
념해야 한다. 실제 평균 급여액은 최대급여액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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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동일하게 맞추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이

다. 활동연대수당(RSA), 성인장애수당(AAH), 노령연대수당(ASPA) 

등이 그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선정기준과 최대급여액이 다른 경우, 대부분 선정기

준이 높은 경우)은 해당 가구 및 개인에게 다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주로 해당 

급여와 다른 소득(근로소득 및 재산소득 등)의 중첩을 전제로 한다

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급여는 실업부조(ASS), 장애보충수당(ASI), 미망인수당(AV) 

등이다.

여기서 관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급여가 주로 노인과 장애인 

대상 급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구 복지국가의 발

전과정에서 노인 등 자립적 생활능력이 부족한 집단에 대한 관대한 

급여라는 합의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 달리 표현하면,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인색한 소득보장을 해 왔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물론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근로빈곤층 문

제가 심화되고, 연금생활자와 현 경제활동인구의 빈곤율이 역전되

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추가적 자원투입이 중요

한 관심사가 되고 각종 개혁이 실시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빈곤층에게 보다 관대한 급여를 지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에는 복지정치의 메커니즘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

하였지만, 추가적 공공부조제도 지출을 주로 취업촉진에 초점을 두

고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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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과 최대급여액(2011년)
단위: 유로

최대급여액 수급기준소득

활동연대수당(RSA) 466.99 466.99

실업부조(ASS) 467.50 1,075.90

임시대기수당(ATA) 329.41 RSA와 동일

성인장애수당(AAH) 711.95 711.95

장애보충수당(ASI) 380.07 660.81

노령연대수당(ASPA) 708.95 708.95

미당인수당(AV) 570.21 721.76

자료: DREES(2011)

그 밖에도 주거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는 가구규모와 소득수준 그리고 지역이라는 조건에 

따라 상이한 급여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거급여나 의

료급여는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를 대부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는

데, 이는 이들 대부분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

문이다. 그 중에서도 의료급여는 보충적 보편의료보장제도를 통해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욕

구별 급여들은 급여의 특성에 따라 여타 취약계층 또한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경우 또한 의료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빈곤층 외에도 기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빈곤선과 비교할 때, 각 제도의 급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1년 빈곤선을 추

정하기 힘들다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2009년 선정기준과 빈곤선

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 가지 곤란한 점은 이 

두 시점 사이에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 활동연대수당 대신 최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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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과 편부모수당이 빈곤선의 몇 %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표 2-5-3>는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선을 중위 값의 50%로 설정

하는 경우, 각 급여의 급여상한액과 선정기준소득이 빈곤선에 어떻

게 근접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급여는 

급여액 측면에서 빈곤선을 상회하거나 그에 근접하는 보장수준을 

보여준다. 이는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포함하는 경우, 사실상 

빈곤선을 상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근로빈곤층 또는 근로

능력 수급자 대상 급여는 빈곤선을 크게 밑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예외적으로 급여수준이 높은 것은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시

행되어 왔던 편부모수당(API)이다. 이들은 자녀부양에 따른 추가적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기 때

문이다.

<표 2-5-3>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 및 최대급여액의 수준
단위: 유로, %

급여상한액 선정기준(수급기준소득)

유로 빈곤선의 % 유로 빈곤선의 %

활동연대수당 - - - -

최소통합수당 454.63 57.2 454.63 57.2 

편부모수당 583.80 73.4 583.80 73.4 

특별연대수당 455.03 57.2 1,047.20 131.7 

임시대기수당 320.59 40.3 Rmi RMI

퇴직연금동등수당 982.46 123.6 1,550.40 195.0 

노인연대수당 633.13 79.6 648.44 81.6 

성인장애수당 652.60 82.1 652.60 82.1 

장애보충수당 372.96 46.9 648.44 81.6 

미망인수당 559.54 70.4 699.42 88.0 

주: 2009년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 50% 빈곤선의 소득은 795유로.

자료: DREE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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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 60% 중위 50%

1970 17.9 12.0

1975 16.6 10.2

1979 14.2 8.3

1984 13.5 7.7

1990 13.8 6.6

1996 14.5 8.1

1997 14.2 7.8

1998 13.8 7.5

1999 13.5 7.2

2000 13.6 7.2

2001 13.4 6.9

2002 12.9 6.5

2003 13.0 7.0

2004 12.6 6.6

2005 13.1 7.2

2006 13.1 7.0

2007 13.4 7.2

2008 13.0 7.1

2009 13.5 7.5

❘제4절❘ 빈곤실태와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1. 빈곤실태와 추이

프랑스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실태의 변화와 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전체 빈곤율 추이 외에도 어떠한 집단을 중심으로 빈곤문제

가 심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정책방향이 바뀔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체 빈곤율의 추이는 많은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표 2-5-4>를 통해 언급할 수 있는 바는 1990

<표 2-5-4> 프랑스의 상대빈곤율 추이

자료: Insee-DGI, enquêtes Revenus fiscaux 1970 à 1990, Insee-DGI, enquêtes 

Revenus fiscaux et sociaux rétropolées 1996 à 2004, Insee-DGFiP-Cn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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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후반이후 프랑스의 빈곤율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별다른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2009년 

빈곤율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이 일정 수준 영향을 미쳤

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표 2-5-5> 가구특성별 빈곤율
단위: 천명, %

　
중위60%

총인구 빈곤인구 빈곤율

개인 (65세 미만) 49,404 7,007 14.2

  단독 가구 5,420 978 18.1

    남성-비경활 571 196 34.3

    남성-경활 2,383 345 14.5

    여성-비경활 672 204 30.4

    여성-경활 1,794 233 13.0

  한부모 가구 4,971 1,636 32.9

    편부가구 755 140 18.5

    편모 비경활가구 905 545 60.3

    편모 경활가구 3,311 951 28.7

  부부 가구 37,385 4,028 10.8

    부부비경활가구 2,716 543 20.0

    남성비경활-여성경활가구 2,130 280 13.1

    남성경활-여성비경활가구 1,166 170 14.6

    남성경활-여성비경활가구(1자녀) 1,221 205 16.8

    남성경활-여성비경활가구(2자녀) 1,864 410 22.0

    남성경활-여성비경활가구(3자녀) 2,444 841 34.4

    남녀경활가구(무자녀) 4,865 231 4.8

    남녀경활가구(1자녀) 6,443 299 4.6

    남녀경활가구(2자녀) 9,942 564 5.7

    남녀경활가구(3자녀이상) 4,594 485 10.5

  복합구성가구 1,628 365 22.4

개인 (65세이상) 11,075 1,166 10.5

  단독 3,512 555 15.8

  부부 6,600 502 7.6

  편부모및복합가구 963 109 11.4

개인 전체 60,479 8,173 13.5

자료: Insee-DGFiP-Cnaf-Cnav-CCMSA, enquête Revenus fiscaux et sociaux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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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빈곤율 이상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은 가구구성 및 취업특성

에 따른 빈곤율이다. 이는 피부양자가 몇 명이고, 가구 내 취업자가 

있는지에 따라 빈곤율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아래 <표 

2-5-5>는 이 점과 관련해서 분명한 특성을 보여준다. 하나는 가구 

내 취업인구 부재는 빈곤위험을 크게 높이는 경향이 있고, 다른 하

나는 피부양인구, 특히 자녀의 증가 또한 빈곤선 자체를 상향 이동

시켜 빈곤율 증가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프

랑스 정부가 공공부조제도와 관련해서 왜 자녀부양가구와 장기실업

자가구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2.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자 규모

프랑스의 공공부조제도 중 생계급여에 해당되는 사회적 미니멈 

급여의 수급자 규모는 1990년 이후 전체 인구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2-5-6>에서 제시된 1990년 공공부조제도 수급자 규모는 

전체 프랑스 인구의 5.03%에 해당되는 규모이고, 이는 1995년 

5.52%까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

년 현재 수급자 규모는 5.2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프랑스 공

공부조제도가 총량 차원에서는 일종의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 급여 별로 보면, 그 간의 변화가 잘 

드러나게 된다.

<표 2-5-6>에 따르면, 최소통합수당은 지난 15년간 수급자 규모

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수급자 규모는 

제도 도입 직후인 1990년 42만명에서 1995년 84만 명, 2005년 113

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리고 활동연대수당(RS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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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2007년 그리고 본격화된 2009년 이후 그 수급자 규모는 약 

131만 명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활동연대수당이 

기존의 최소통합수당(RMI)과 통합수당(AI)을 통합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이들 수급자 규모를 모두 더하는 경

우, 활동연대수당 도입 자체가 수급자 규모의 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128)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장애인 대상 급여 수급자의 증가

추세이다. <표 2-5-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성인장애수당 수급

자는 1990년 52만 명 규모에서 2009년 85만 명 규모로 증가하였다. 

<표 2-5-6> 공공부조제도 수급자 규모 추이
단위: 천명

　 1990 1995 2000 2005 2008 2009

비취업자 대상 활동연대수당 - - - - - 1313.9

최소통합수당 422.1 840.8 965.2 1,134.5 1,005.2 2.5

편부모수당 131.0 148.0 156.8 182.3 172.0 0.2

임시대기수당 123.6 17.3 31.9 33.4 24.0 34.1

특별연대수당 336.1 485.8 425.3 376.1 299.8 323.1

성인장애수당 519.0 593.5 687.4 774.2 820.3 854.2

장애보충수당 131.7 103.4 104.4 112.6 97.0 90.8

노인연대수당 1182.9 908.8 686.0 537.4 507.9 517.0

퇴직연금동등수당 - 　- - 41.4 67.1 58.3

미망인수당 16.0 16.2 14.6 6.6 4.9 5.6

전체 2,862.4 3,113.8 3,071.6 3,198.5 2,998.2 3,199.7

자료: Cnamts, Cnaf, Msa, Drees, Pole Emploi, Fsv, Cnav, Cdc.

128) 활동연대수당의 수급자 규모가 최소통합수당과 통합수당 수급자를 합친 것보다 다
소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청년층을 새롭게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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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는 최소노령수당 수급자 규모의 감소추세와 상반된 것

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많은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유를 

지적하기도 한다.129)

위에 나타나지 않는 활동연대수당(RSA) 수급자의 규모와 추이에 

대해서는 2011년 말에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2011년 6월 현재 약 190만 명의 수급자가 있으며, 그 중 

120만 명은 기존 최소통합수당이나 편부모수당처럼 정해진 급여를 

받고 있고, 나머지 20만 명이 경제활동을 통해 급여와 근로소득을 

함께 유지하고 있으며, 약 50만 명은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Ministère de Solidarité 2011b).

3. 제도(개혁)의 효과

프랑스 공공부조제도가 전체 사회보장제도에서 빈곤층의 빈곤완

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5-7>는 빈

곤층과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을 100으로 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

원천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

면, 빈곤층의 경우에는 연금제도가 23%로 임금(35%)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큰 이전소득은 주거수당

(12%), 가족수당(10%), 사회적 미니멈(1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가처분소득의 구성별로 전체인구와 빈곤층을 비교해 보면, 

먼저 여전히 임금이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며, 이는 조세제도 및 소득

파악과 관련된 행정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29) 프랑스에서 성인장애수당 수급자의 증가 및 급여금액의 인상은 정치적 요인에 의
해 추진된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근로능력판정과 관련해서 두 제도간의 상
호이동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315제2부 소득보장제도

<표 2-5-7> 소득계층별 가처분소득의 구성별 비중
단위: %

　 빈곤층 전체

임금  35  64

실업수당   6   2

자영소득   3   6

연금  23  24

재산소득   4  12

가족수당  10   2

주거수당  12   1

사회적 미니멈  10   1

PPE   1   0

세금  -5  -15

가처분소득 100 100

자료: Minima sociaux et prestations sociales en 2009

이어 연금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

해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소득보장제도인 주거급여와 

가족수당이 생계급여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수당과 주거수당 그리고 사회적 미니멈이 빈곤감

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5-8>

는 빈곤율의 감소와 빈곤강도(중위소득 대비 빈곤가구 소득의 비율)

의 완화에 각각의 이전소득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

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족수당과 주거수당이 각각 3% 가량의 빈곤

율 감소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면, 사회적 미니멈은 약 2% 가량의 빈

곤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미니멈을 생

계급여로 해석하는 경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

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빈곤강도의 완화효과라는 

측면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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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8> 사회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
단위: % point

소득세
PPE/주민세

가족수당 주거수당 사회적 미니멈

빈곤율 20 17 14 12

빈곤강도 46 32 23 17

자료: Minima sociaux et prestations sociales en 2009

❘제5절❘ 최근의 쟁점과 과제

1. 재정위기와 빈곤감소

최근 프랑스 사회는 빈곤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관

심을 보이고 있다. 가깝게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프랑스

의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가 심화되었고, 그것은 주로 근로빈곤층 

문제의 악화로 표출되었다(DREES 2011).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노인빈곤층에서 근로빈곤층 문제로 정책

적 관심의 초점이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공적연금제도의 성

숙으로 인해 노인빈곤율이 상당 수준 감소하고, 고실업으로 인해 근

로연령인구 중 빈곤율이 빠르게 증가한 점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근로빈곤층 중심으로 정책적 초점의 변화는 정책개입에 따른 효과

성 평가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을 야기하게 된다.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 빈곤정책이 이들의 빈곤탈출보다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

다면, 근로연령인구 대상 빈곤정책은 차츰 효과성 평가에 초점을 두

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화된 상황에서 2007년 당시 대선후보였던 현 사르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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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임기 내에 프랑스 빈곤율을 약 1/3가량 낮추겠다는 대선공

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성인장애수당(AAH)의 인상이나 활동연대

수당(RSA)의 제도화는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

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정책공약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빈곤율의 변화와 인구집단별 빈곤율 변화를 추정하여 빈곤

문제의 실태를 진단하기는 용이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외부 경제환

경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정책효과인지 판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치권은 

정책성과를 과장하려는 유혹 또한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2011년 10월 연대부(Ministere de Solidarite)는 

국회보고서를 통해 2006년~2009년 사이 다양한 빈곤선을 활용한 수

치를 발표하였다(Ministère de Solidarité, 2011a). 일반적으로 활용하

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6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면, 2009년 빈곤

율(13.6%)은 2006년(13.1%)에 비해 약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게 된다. 하지만 이 수치 외에 2006년 기준이라는 표현으로 다양한 

수치를 생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빈곤율이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

게 된다. 하지만 이 목표는 실제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임기 중 달성

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다. 참고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정책평의회(CNLE)와 

빈곤과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전망센터(ONPES)는 같은 해 12월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가 제시했던 약속은 지키기 힘들 것이고, 일련

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CNLE & ONPES 2011).

흥미로운 점은 위의 보고서에서는 노골적으로 통계분석 방법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보도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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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었다.130) 그리고 이러한 단서는 이미 수년전에 출판된 다

른 글을 통해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참고로 로렌 데이터(Lorraine 

Data)라는 필명의 저자는 <거대한 사기>(Le Grand Trucage)라는 저

술을 통해 이미 2007년 10월부터 향후 수년간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지표 조작이 있었으며, 이것이 활동연대수당을 제도화하는데 큰 기여

를 했던 히르쉬(Martin Hirsch)의 작품이라고 폭로하였다(Data 2009).

이러한 에피소드는 사실 통계생산을 둘러싼 정치적 외압의 문제

를 넘어 가장 본질적인 쟁점을 말해준다. 정부의 빈곤정책이 실제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논쟁이 말해주는 것처럼, 빈곤

율 감소는 정책효과와 경기효과라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판별하기 

용이하지 않은 것이었다.

2. 활동연대수당(RSA) 정책실험의 평가

1988년 도입된 최소통합수당(RMI)는 그것이 갖는 많은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의 부정(Fraud)과 복지의존성을 둘러싼 

많은 비판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자립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였고, 2005년

에는 근로능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장과 비시장 부문에서 취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였고, 2006년에는 수급자의 권리와 의

130) 그 내용은 2006년 빈곤선으로 측정된 값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후 년도의 빈곤율을 
측정하는 방식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빈곤율이 자연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
다. 이는 일종의 절대빈곤의 감소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대부분의 경우 빈곤율 
감소가 이미 예상되는 것이다. 관련된 내용은 일간지 Le Monde, 2011년 12월 5일 
기사 <L'efficacité de la lutte contre la pauvreté en France mise en cause>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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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모두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빈곤

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취업촉진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계

속되고, 그것이 현 정부의 출현과 함께 활동연대수당(RSA)의 형태

로 나타났던 것이다. 

활동연대수당이란 기존의 최소통합수당과 편부모수당 등 근로빈

곤층 대상 급여와 근로인센티브 등을 통합한 것이며, 이 정책의 핵

심은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급여감소율을 조정함으로써 일정 정도 

소득증가를 허용함으로써 경제활동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다. 쉽게 표현하면, 일정 소득기준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근로소득이 

1유로 증가하면 활동연대수당의 급여는 단지 38센트가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62센트의 추가소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탈수급

을 결정짓는 소득기준은 1인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이다.

활동연대수당은 현재 프랑스 정부가 빈곤감소를 위한 대표적 정

책으로 제시했던 것이며, 법 제정 당시인 2008년 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2009년과 2010년 그리고 2011

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하지만 2011년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의 보고서들은 사실상 평가보고서로서의 

역항를 하지 못하였으며, 제3차 평가보고서는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야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그 이유는 행정데이터에

서 추출한 표본을 토대로 한 일련의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수급자의 

탈수급(엄 하게는 비수급) 비율을 추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

과 탈수급율은 약 49%로 추정된다. 물론 수급자 및 수급가구 특성

에 따라 그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Ministère de Solidarité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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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결과를 그대로 믿는다면, 이 제도의 탈수급 및 예산절감 

효과는 향후 매우 고무적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그러한 효과가 나

타날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는 

활동연대수당의 세 가지 유형(①생계급여 수급, ②생계급여 + 소득

공제 수급, ③소득공제 수급) 간의 이동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

다. 활동연대수당을 제도화하던 시점에 전문가들은 전체 수급자 약 

190만 명 중 약 150만 명이 복지급여 없이 근로소득공제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하지만 2011년 6월 현재 그 규모는 약 50

만 명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최근 대선경쟁에서 현 대통령인 

사르코지 후보가 제안했던 공약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활동연대수당 

수급자 중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조건으로 주당 일정 시간이

상 공익적 경제활동에 참여토록 강제하겠다는 주장을 하였다. 현 제

도 하에서 수급자들은 이 제도의 프로그램 간 칸막이를 넘어 이동

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취업촉진 효과는 기대를 밑돌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정부는 취업을 강제하는 조치를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와 최근의 대응은 이 제도를 도입하

던 시점에 기대했던 취업촉진효과 및 예산절감효과 그리고 궁극적

으로 빈곤감소 효과가 도출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활동연대수당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근로빈곤

층의 탈빈곤을 촉진한다는 새로울 것 없는 개혁이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비판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Dorival 

2011). 이러한 비판의 이유는 간단했다. 근로빈곤층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다층적이며, 이들은 때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일

을 하며, 때로 금전적 이득에도 일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 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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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동연대수당의 일차원적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Méda 2008) 그리고 포강은 활동연대수당(RSA)이 

과거 최소통합수당(RMI)이 지향했던 다층적 접근방식과 비교해도 

그다지 개선된 점이 없다고 비판하였다(Paugam 2008).

그럼에도 근로빈곤층 지원제도의 성과를 제고하려는 개혁은 향후

점점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설사 실업률이 높은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다. 

이러한 개혁은 본질적으로 기존 제도의 취약한 성과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제6절❘ 소결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상반된 평가의 대상

이 되고는 한다. 한편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

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취업 및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10년

간 사회보장제도가 점차 연대성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 왔

다는 비판적 평가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반된 인식은 현

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상반된 방식에 의해 더욱 공고해지는 경향

이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세력과 접한 관련성을 갖기도 한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정치경합의 결과에 따라 향후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가 과거 10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정작 1990년대 중반이후 좌우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변

화하지 않는 개혁방향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공공부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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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혁과제였다. 프랑스 공공부조

제도는 정치경합에서 언제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대다수 서구 

복지국가에서 공공부조제도는 부정수급과 실업함정 또는 빈곤함정 

등의 전형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프랑스 공공부조제도 또한 이

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는 좌우를 넘어 해결과제로 인식되

어 왔던 문제 중 하나였다. 그것은 빈곤문제를 개인책임으로 간주하

는가 하는 문제와는 다른 성격의 문제였던 셈이다.

이러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이후의 복지개혁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고 최근 

새롭게 실험되었던 활동연대수당(RSA) 또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

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①정보부족, ②지나치게 복잡한 행정절차, ③자산조사 및 면접과정

에서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들, ④급여수급에 따른 낙인

효과, ⑤새로운 급여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급여를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것이다(Dorival 2011). 위의 문제점 중 현재 프

랑스 공공부조제도가 직면한 문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낙인효과 

그리고 제도개혁 과정에서 수급자들이 갖는 기존 급여박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개혁은 이러한 문제

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개혁의 성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거 좀처럼 거론되지 않던 강경한 방법, 즉 조

건부 근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공공부조제도가 빈곤층의 다양한 욕구를 다양한 사

회보장제도를 통해 충족해 왔던 기존의 강점을 살리고, 근로빈곤층

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1990년대 이후의 개혁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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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의료제도
131)

❘제1절❘ 개요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각국의 국민 건강수준, 국내 

계층간 의료혜택의 형평성, 환자 만족도, 의료체계의 효율성, 의료

비 부담 등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각국의 의료 체계를 비교 평가

한 적이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191개국 중 58위를 기록하였고 프랑

스가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다. 프랑스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

던 배경에는 사회보험에 기반한 의료보장체계에 근간을 두는 동시

에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의료보장 제공, 환자의 자유로운 공급자 

선택과 의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그리고 높은 의료보장성 등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의료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병원비중이 90%에 

이를 정도로 높기 때문에 공공의료체계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병원, 민간비영리병원, 민간영리병원

이 서로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 

선진국가에 비해서 민간병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가 

131) 본 장은 김대중․박실비아(2011), “프랑스 의료시스템의 역사적 고찰”(EU연구 게재
논문)을 보완․발전시켰다.

kihasa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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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는 민간병원과 관련한 보건의료 자원배분 정책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프랑스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이미 

건강보험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해 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정책적 수단 마련을 고

민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프랑스가 시도했던 정책들을 

세 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장에서는 프랑스 의료제도, 특히 의료전달체계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의료비 지출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

영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를 중심으로 의료제도를 살

펴보고자 한다. 

❘제2절❘ 제도의 형성과 변화

1. 프랑스 의료제도 기본체계의 확립

프랑스 병원의 기원은 기독교에서 유래한다. 프랑스어로 병원은 

하나님의 집(Maison de Dieu, 또는 Hôtel-Dieu)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처음에는 기독교 순례자들이 숙박시설로서 이용하다가, 이

후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보살피는 장소로 발전하면서 지금의 병

원이 되었다. 651년 쎙 랑드리(Saint-Landry) 주교가 파리에 지은 파

리병원(Hôtel-Dieu de Paris)이 중세시대의 대표적 병원이다. 병원의 

운영은 중세시대가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관리하였다. 

프랑스혁명(1789년)이 발발하자 혁명세력들은 교회의 시설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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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하고, 병원의 운영도 종교지도자에서 시민에게로 넘기는 등 

구시대(Ancien Régime)와 결별한다. 1801년 각 지방도시의 시장

(Préfet)이 관할 병원의 이사회 위원장을 맡아 중요 행정사항을 결정

하고, 1805년부터는 기부에 의존했던 병원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환자에 대해 일당진료비(Prix de journée, Per diem system)

를 책정하여 재정에 충당하였다. 1851년에는 비록 치료비가 없는 환

자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프랑스 의료제도의 기본체계가 완성된 것은 세계 2차대전이 끝나

고 나서 부터이다. 먼저 1941년 공공의료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공

공병원(Hôpital public)을 정비하였다. 지리적으로 구분하여 읍면단

위 소재 병원은 일반병원(Centre hospitaliers généraux, CH), 도단위 

병원은 지역병원(Centre hopitaliers régionaux, CHR)로 분류하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수병원인 국립안과병원(Hôpital des Quinze- 

Vingt à Paris), 국립재활전문병원(Hôpital Saint-Maurice à Charenton), 

청각장애병원 (Institut national des jeunes sourds de Bordeaux)등을 

세웠다. 또한 1958년 드브레개혁(réforme Debré)에 의해 대학병원

(Centre hopitaliers universitaire, CHU)가 도입되면서 의과대학 내 병

원을 세워 연구와 치료행위를 병행하도록 하였다132). 민간병원은 

병원개방원칙 (Cliniques ouvertes)에 따라 의료인이 치료시설을 설

립하여 허가를 받고 자유로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면서 제도권에 흡수되었다. 공중보건에 관한 법령(Code 

de la santépublic L.734-3, 1959년 4월 24일)에 의하면 공공 법인 또

132) 현재 프랑스 보건체육부는 국립병원을 지역대학병원(Centre hospitalier régional et 
universitaire, CHR/CHU), 일반병원(Centre hospitalier, CH), 전문병원(Centre hospitalier 
spécialisé (psychiatrie)), 읍네병원(Hôpital local), 기타병원(Autres établissements)으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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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이 아닌 입원시설을 갖춘 치료기

관을 민간의료시설로 간주한다고 네가티브(Negative) 방식으로 민간

병원을 정의하고 있다. 

둘째, 1945년 10월 법령을 통해 전국민 사회보장제도(Securité 

Social)이 도입되면서 재원조달체계가 확립이 되었다. 사회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일반 임금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일반레짐

(Régime Générale), 기존의 독자적인 사회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특

수산업에 대한 특별레짐(Régimes particuliers), 농업근로자와 농업경

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레짐(Régimes agricole), 그리고 상공업자

영업자, 수공업자, 자유업자 등 자영업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

업자레짐(Régime autonomes)으로 구성이 되는데, 1945년 10월 4일 

일반레짐이 먼저 공포가 되고, 이후 특별레짐(1946년 5월 22일), 농

업레짐(1961년), 자영업자레짐(1966년)이 창설되었다.  

2. 공공의료서비스 개념도입 및 보건계획 수립 

프랑스 의료제도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는 1970년 공공

의료서비스병원(Service public hospitalier, SPH)이라는 개념의 도입

인데, 이는 의료접근에 있어서 소득수준이나 거주지 등에 따른 차별

성을 없애고, 24시간 접근가능하며, 환자가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서

비스(예방서비스, 질환치료, 응급의료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병원을 

따로 구분하여 부른 것이다.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국

립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을 제출한 민간비

영리병원133)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133) 민간비영리병원이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PSPH”(Participation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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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70년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던 병상수와 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보건계획(Planification sanitaire)를 세우

고. 보건지도(Carte sanitaire)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병원을 

설립할 때 의료자원, 즉 의료장비와 병상수 등이 지역간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만일 의료자원 수요를 파악하여 

공급이 수요보다 낮으면 보건지도를 통해 의료자원이 균형있게 공

급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병원을 단기(20일 미만), 중기, 장기(80일 이상)치료병원으로 구분하

여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단기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료환자

와 첨단기술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중기병원은 재활치료

환자, 정신과치료환자, 그리고 장기병원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각 병원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병원이 

함께 있을 수 있다. 

3. 총액예산제 도입 및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1980년 이후 의료비지출이 급증하면서, 의료비 지출 통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의료비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신규병상

에 대한 허가를 금하는 등 공급측면에서의 규제와 함께, 1983년에는 

공공병원과 민간비영리병원에 대한 총액예산제(dotation global)를 

도입하였다. 근본 취지는 일당진료비제도(Per diem system)에서 발

생하는 과잉진료 등의 인센티브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1986

년에는 응급의료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콜센터(CRRA, 국번없이 15

번)와 연계되어 있는 응급의료서비스(SAMU134))제도를 도입하였다.

Service Public Hospitalier)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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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의료시스템 강화

정부는 1991년 법안에서, 1970년 도입된 보건지도(Carte sanitaire)

와 더불어 국가보건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보건의료정비계획

(SROS135))을 발표한다. 이 정비계획은 지역별로 인적구성변화, 의

료기술의 변화, 기존 공급규모의 질적, 양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내 

의료수요의 변화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이 정비계획에 따라 그 지역

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병상수, 의료장비, 병원신설 및 증축 

등에 제한을 두고 이 기준에 합당할 경우에 허가를 해주도록 하였

다. 이 정비계획은 매 5년마다 재검토된다.

당시 수상이었던 알랭 쥐뻬(Alain Juppé)의 이름을 따서 쥐뻬 법

안이라고도 부르는 1996년 법안에서는 지방병원청(ARH136))을 설립

하여 이제까지는 각 지방의 도지사(préfet)와 건강보험 지역공단에서 

담당해왔던, 보건계획의 수립, 자원배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

다. 또한 1996년 법안에서는 의료보험지출목표(ONDAM137))을 포함

하고 있는 “사회보장재정법”(LFSS138))을 매년 국회에서 결의하도록 

하면서 의료비지출 통제를 강화하였다. 

당시 의료비 지불방식은 <표 3-1-1>에서와 같이 공공병원과 민간

비영리병원 중 공공의료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PSPH)은 총액예산

제(dotation globale)을 채택하여 각 지역의 병원에게 예산액을 할당

134) Service d'aide medicale urgente
135) Schema regional de l'organisation sanitaire
136) Agences regionales de l'hospitalisation
137) l’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e l’assurance maladie
138)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kih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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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지방보건의료정비계획(SROS)에서 제공하는 우선순위 등을 고

려하여, 지방병원청(ARH)과 병원측이 계약하고, 월단위로 지급하도

록 하였다. 민간영리병원의 경우, 1992년 건강보험기금, 민간영리병

원 대표, 정부가 참여하여 연간지출전국목표(OQN139))을 결정한 

후140), 국가평균수가, 지역평균수가, 각 지역내에서 수가 폭 등을 정

하였다. 이 후 각 병원의 수가는 지방병원청(ARH)과 각 병원과의 

협상 후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표 3-1-1> 의료비 지불방식(2004년 포괄수가제 도입이전까지) 

공공병원, PSPH 민간영리병원

예산결정 총액예산(Dotation Globale) 연간지출전국목표 (OQN)

지불프로세스
연간예산목표량을 지역별 할당 후, 지방보건의료
정비계획(SROS)에서 제공하는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원청(ARH)과 각 병원이 계약 

의료수가(tarif) 협상 

지불방식 월단위 지급, 총액예산제 행위별 수가제

지불주체
공공의료지불공단
(Caisse pivot)

민간의료지불공단
(caisse centralisatrice des paiements)

5. 포괄수가제 도입

병원 지불체계는 2004년 이전까지는 공공병원과 PSPH의 경우 지

방병원청(ARH)에서 배분된 총액예산제 아래 있었고, 민간영리병원

과 non-PSPH는 행위별수가제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2004년 ｢병원

현대화 계획 2007141)｣이 추진되면서 진료보수 지불방식을 총액예산

139) Objectif quanifié national
140) 2000년 이후 정부와 민간영리병원대표간의 양자협상으로 전환하였다.
141) Le plan de Modernisation Hopital 2007



333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제에서 프랑스식 포괄수가제인 T2A(Tarification a l'activite)로 전환

하였다. 우선 내과․외과․산부인과(MCO142))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2008년까지 MCO부문은 100% T2A제도로 전환 하였다. 

T2A를 선택함으로써 의사의 진료보수가 환자수와 질병의 중증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병원들간의 환자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6. 지방보건행정체제와 병원조직 개편

프랑스는 1950년부터 2005년까지 GDP대비 의료지출비중이 2.5%

에서 8.8%로 상승하여 3.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구의 고령

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수요의 변화에 의한 영향

으로 분석되고 있다(Mark Duriez(2009)). 이에 대응하여 의료비 지

출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병원개혁법(Loi no. 2009-879 portant réforme de l’hôpital et relative 

aux patients, à la santé et aux territoires, HPST)을 입법하였다. 지방

행정보건체제와 병원조직의 개편이 중심이 된 HPST법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방보건청(ARS)의 창설

지방보건청(ARS143))은 7개 지방보건행정관련 기관들을 통폐합하

여 창설하였다144). 이를 통해 지방보건행정관련 기구의 의사결정이 

142) médecine, chirurgie ou obstétrique
143) Agences Regionales de Sante
144) 지방병원청(ARH), 건강보험지역공단(Caisse régionale d’'assurance maladie, CRAM), 

지방질병보험금고연합(Unions Réegionales des caisses d'assurance maladie, URCAM),  

kihasa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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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되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행정비효율을 최소화 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활동의 통합을 강화하였다.  

나. 공공병원조직의 효율화 추구

2005년 병원집행부(Conseil exécutif)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의사결

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Larcher(2008)). 이는 병원집행부를 의사와 병원행정인력으로 

절반씩 동등하게 구성하면서 의사결정기구가 협의체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 한 원인이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 각 진료과의 대표, 인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료위원회(CME145))의 회장을 부병원장(Vice- 

Directeur)으로 두고, 병원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병원장(Directeur)

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병원장은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전적인 책

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병원과의 소득격차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병원 임상의의 인력유출을 막기 위해 의료행위(activity)에 

기반한 보수지불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원내부조직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들을 새로 도입하였다.

DRASS(Direction regional des affaires sanitaire et sociales), DDASS(Direction 
Departmentale et des affaires sanitaires et sociales), GRSP(groupement regional de sante 
public), MRS(Mission regional de sante) 등 7개기관

145) Commission medicale d'etablis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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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제도의 기본구조

1. 주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

가. 노동고용보건부146)

노동고용보건부(이하 보건부)내 보건의료 관련부서로 1) 보건정

책을 담당하는 보건국(DGS147)). 2) 병원 등의 보건의료자원 관리와 

의료시스템을 총괄하는 의료공급국(DGOS148)), 3) 재원조달문제, 건

강보험공단 감독을 주임무로 하는 사회보장국(DSS149))이 있다. 보

건부의 주업무는 아래과 같다(Karine Chevreul et al. 2010). 

① 병원, 응급의료, 정신건강, 장애인 보건 등의 각 부문별 그리고 

지역별 보건의료 지출예산 배분을 결정한다.

② 의대 정원 제한(numerus clausus), 병상수, 의료장비 등 의료자

원의 수준을 결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과 의사조합간에 서명한 협약을 승인한다.

④ 특별위원회의에서 제안한 의료수가, 의약품 가격 등을 결정한다.

⑤ 병원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⑥ 전국보건프로그램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46) 2010년 11월 25일 정부개편으로 전통적인 보건부의 기능에 노동, 고용문제를 담당
하는 부처를 합병하여 명칭도 노동고용보건부(Ministère du travail, de l'empoli et de 
la santé)로 변경하였다.

147) Dir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148) Direction générale de l'offre de soins 
149) 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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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프랑스 보건의료 분야 주요 기관

국가

지역

도

보  건  부 국  회

국민보건
보건견제 정책결정자

의료인 건강보험

나. 국회

국회는 1996년부터 매년 사회보장재정법(Lois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을 의결하며, 보건의료제도 운영의 감독 뿐만 아

니라 건강보험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보장

재정법에 포함된 주된 내용은 차년도의 의료보험지출목표(ONDAM)

와 함께, 정부의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장정

책, 새로운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4년 의료보험개혁법에서는 비상경보위원회(Alert committee)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지출이 예상치를 넘어설 때 국회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때 국회는 사회보장국(DSS)에 

본인부담금을 높인다든지, 수가인상을 연기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출액을 줄이는 정책을 도입하도록 요구한다.

kihasa
밑줄

kihasa
밑줄

kihasa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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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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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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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고보건청(HAS)

최고보건청(Haute autorité de santé, HAS)은 1996년 설립된 전국

보건의료인증평가원(ANAES150))을 대체한 기관으로 2005년 1월 세

워졌다. 재정적으로 자립 한 공적기관으로 인원은 약 350명이며, 의

사, 보건의료전문가,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임무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보험상환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진료행위, 신의료기술 등

의 평가업무이다. 예를 들면 최고보건청 내의 투명성 위원회

(Commission de la Transparence)는 의약품 치료가치를 평가하

여 보험 상환등급을 결정한다.

② 의료지침서를 작성하여 의사나 환자 뿐만 아니라 감독권을 가

진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의료지침서에는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한 치료절차, 환자 모니터링, 경제성평가 내용 등 다양한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③ 의료기관 평가를 담당한다. 의료기관 평가의 목적은 의료기관

에 대한 질적관리와 병원 간 경쟁촉진 또는 병원 교육을 위한 

것으로 수가나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 지방보건청(ARS)

지방단위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는 HPST 법안에 의

해서 2010년 4월 설립된 지방보건청(ARS)이다. 지방보건청(ARS)은 

전국 2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역별로 약 300~350명, 총 

150) Agence nationale d'accréditation et d'évaluation en sa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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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방보건청의 역할을 크게 공공보건과 

의료공급 규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공공보건활동으로는 암예

방 캠페인과 같은 건강예방, 건강증진, 그리고 공중위생 감시업무가 

주가 된다. 의료공급 규제는 외래나 입원, 장기요양 부문의 의료기

관 설립이나 병상규모 확장 신청 시 허가를 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

쳐 최적의 의료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급상황을 고려하며 

공급 규제를 한다. 지방보건회의(CRSA151))는 보건의료 종사자 대

표, 보건의료기관 대표, 환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보

건청에 보건정책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 등을 건의한다.

마. 건강보험기구연합(UNCAM)

2004년 8월 13일 건강보험법개혁에 근거하여 보험기구연합

(UNCAM152))을 설립하였다. 건강보험기구 연합에서는 의사나 약사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협약(Convention)을 체결하고, 국회에서 의결

하는 사회보장재정법의 주요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건강

보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의사결정사항은 

일반제도의 주보험자인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CNAMTS), 

농업제도의 보험자인 농업공제조합 전국공단(CCMSA), 자영업자제

도의 보험자인 자영업자 건강보험 전국공단(CANAM)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151) Conférence régionale de la santé et de l'autonomie
152) Union nationale des caisses d'assurance mala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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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서비스 공급

프랑스의 의료서비스 공급업체는 공공병원, 민간 비영리병원 그

리고 민간 영리병원으로 나뉜다. 

공공병원은 다시 지역병원(CHR153)), 일반병원CH 또는 CHG154)), 

읍네병원(HL155))으로 분류된다. 지역병원(CHR)은 전국 31 곳이 있

으며, 병상수를 기준으로 전체 공공병원의 약 30%을 점유한다. 이

중 29개 병원은 대학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일반병원(CH)은 전국에 

828개 병원, 공공병원 병상수의 60%하는 가장 대중적인 병원이며, 

이 중 정신과치료 전문병원(CHS156))이 90개이다. 읍네병원(HL)은 

단기 약처방 등 동네병원 역할을 한다. 

민간병원은 민간영리병원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민간영리병

원은 클리닉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나, 투자자들에 의한 자금조달

이 늘어나면서 체인점 형태의 클리닉도 증가하고 있다. 즉 이들은 

법인으로서 영리활동을 추구할 수 있다. 민간비영리병원은 일반적

으로 비영리단체(associations)나 공제조합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

다157). 

153) Centre hospitaliers régonaux
154) Centre hospiraliers (généraux)
155) Hôpitaux locaux
156) Centres hospitaliers spécialisées en psychiatrie
157) 2009년 HPST법에 의해 공공의료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의 범위를 넓혀 공공이익

참여 민간병원(Etablissements de santé privés d’intérêt collectif (ESPIC))라는 새로운 
형태를 도입하였다. ESPIC에는 기존의 공공서비스참여병원(PSPH)이외에 재택병
원, 투석병원 등이 포함된다. 

kih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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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의료서비스 공급업체 및 재원조달

구분 의료서비스 공급업체

병
원
분
류

공공병원 민간병원

지역대학
병원
(CHR)

일반병원
(CH)

정신과 
전문병원
(CHS)

읍네
병원
(HL)

기타
병원

舊총액예산제 
하의 병원

민간영리병원

급성기 병원

암센터(CLCC)

정신병원

재활치료병원

장기치료병원

재택병원 등

투석병원

방사능 치료병원

재원
조달

급성기병상(내과, 외과, 산부인과) 포괄수가제 (ODMCO)

연간보충금(DAC)

공공이익을 위한 분야와 설비투자 지원(MIGAC)

기타 치료분야(재활치료(SSR), 장기요양치료 등) 건강보험지출목표 
(ODAM), 연간자원 배정액(DAF)

연간지출전국목표 
(OQN)

정부는 의료자원의 균형있는 공급을 위해 지방보건의료정비계획

(SROS)에 따라 5년마다 병원 자원과 활동을 평가한 후,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왔다. 지금은 내과․외과․산부인과(MCO) 분야에

서는 포괄수가제(T2A)를 적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기존

의 방식대로 지역별 예산분배를 하고 있다.

kihasa
밑줄

kihasa
강조

kihasa
강조

kihasa
강조

kihasa
강조

kihasa
강조

kihasa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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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 지출 목표(ONDAM) 배분 구조

1996년 이후 매년 건강보험 지출 목표액을 결정하여 의료비 지출

을 통제하고 있다. 2011년에는 목표액을 1671억 유로로 설정하고, 

병원 (Etablissements de santée , 725억 유로, 46%), 외래 (Soin de ville, 

773억 유로, 45%), 노인전문병원 (76억 유로), 장애인전문병원 (72억 

유로), 기타 치료분야 (11억 유로)에 각각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중 

병원에 대한 지출목표액 배분구조를 보면 [그림 3-1-2]과 같다. 

[그림 3-1-2] ONDAM 병원지출 목표 배분구조

ONDAM
병원지출목표
725억 유로

ODMCO &
MIGNAC

539억 유로

포괄수과제(T2A)
제외병원

186억 유로

급성기병상 지출목표(ODMCO)
456억 유로

공공이익(MIGAC)
83억 유로

건강보험 지출목표(ODAM)
158억 유로

연간지출 전국목표(OQN)
24억 유로

기타 4억 유로

자료: www.sante.gouv.fr

전체 건강보험 지출목표(ONDAM) 중 병원지출목표액은 725억 

유로로 이 중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급성기병상지출목표액

(ODMCO158))은 456억 유로, 교육과 연구 등 공공이익을 위한 분야

와 설비투자지원(MIGAC159))에 83억 유로를 지출목표로 하였다. 포

158) Objectifdes dépenses en médecine- chirurgie-obstétrique
159) Missions d’'intérêt général et de l’'aide à la contractualisation

kihasa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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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수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치료분야의 병원 중 민간영리병원에 대

한 연간지출목표(OQN)는 24억 유로, 민간영리병원을 제외한 병원

에 대한 지출목표(ODAM)는 158억 유로에 달하였다.

4. 의약품 공급

모든 의약품은 시판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등재 의약품의 경우 

최고보건청(HTA)의 투명성위원회에서 의약품의 치료가치(SMR160))

를 평가한다. 상환등급은 치료의 개선이나 치료비용 절감에 대한 기

여정도가 기준인데,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 대체 가능성, 질병의 

위중도, 의약품의 치료, 예방, 대증요법적 성질, 공중보건에 있어서 

중요성 등이 평가요소이다. 이후 정부부처와 의료보험조합의 공동

위원회인 의약품경제위원회(CEPS161))에서 급여의약품 및 병원사용

[그림 3-1-3] 의약품 시판허가 및 보험 등재 프로세스

의약품 시판
허가 신청

(EMEA 혹은
AFSSAPS)

보험등재 신청의약품
 

 
- 임상편익의 개선수준(SMR)

평가
(투명성 위원회)
Commission de

transpance

보험비등재의약품

가격결정
(경제위원회

CEPS)

상환율 결정
(의료보험조합

전국연합,
UNCAM)

상환의약품
선별등재 
목록등재

시판승인
(EMEA 혹은
AFFSAPE)

160) Service Medical Rendu
161) Comité Economique des Produits de Sa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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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대한 참조가격과 급여상한가를 결정한다. 프랑스에서 참

조가격제는 2003년 8월부터 실시되었으며, 제네릭의약품이 대상이

다. 가격결정과 동시에 건강보험기구연합(UNCAM)은 투명성위원회

의 임상편익 개선수준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급여율을 결정하고 

보건부에서 급여목록에 등재를 한다. 급여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은 5

년간 등록되며, 매 5년마다 재평가된다(허순임 2009). 

❘제4절❘ 제도의 현황

1.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현황

가. 외래(Soins de ville 또는 ambulatoir)

입원을 요하지 않는 외래진료는 개원의(Médecin de ville, 일반의, 

전문의,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등 포함)가 주로 제공하나, 병원근무 

의사에 의해 제공되기도 한다. 외래환자들은 의사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나, 2004년 도입된 건강보험개혁법에서 주치의 제도를 도

입함에 따라 지금은 약 85%의 프랑스인이 주치의를 가지고 있다. 

전체 의사 중 약 60%가 개업의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단독 또는 그

룹으로 일을 하기도 한다. 진료비는 개원의조합과 보험공단간의 협

약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협약을 체결한 의사는 Secteur1 

의사와 Secteur2 의사로 구분된다. Secteur1의사는 진료비도 보험공

단과의 협정을 통해서 정하는데 반해 Secteur2의사는 진료비를 자신

이 자유롭게 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Secteur1의사는 의사

가 지불해야 하는 각종 사회분담금(Cotisation Sociale)에서 할인을 



344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받는다. 이외에 비협약의는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나 보험

환불을 받지 못한다. 아래의 <표 3-1-3>은 2011년 일반내과개업의

의 진료비와 환불료이다. 

<표 3-1-3> 일반내과 개업의 진료비 및 환불료
단위: 유로

진료과목의 진료비
보험환불정산 

기본금액
환불료 환불액

일반내과개업의
(Secteur1)

23유로 23유로 70% 15.10유로

일반내과개업의
(Secteur2)

자유 23유로 70% 15.10유로

비협약의 지유 없음 0% 없음

자료: www.ameli.fr

나. 병원

프랑스 병원은 공공병원, 민간비영리병원, 민간영리병원으로 나누

어진다.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비영리병원

(PSPH)의 병상수의 합은 전체 병상수의 76.2%(병원수 기준으로 

55%)로 매우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민간영리병원은 <표 3-1-4>에서와 같이 2007년 1,055

개로 전체 병원수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병상수는 94,407개로 전

체의 21%를 점유한다. 프랑스는 민간영리병원의 병상수가 2007년 

기준으로 병원1개당 평균 89개로, 공공병원(289)에 비해 훨씬 적다. 

이는 민간영리병원은 소규모 전문병원(cliniques privées)으로 운영되

며,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동원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때문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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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병원수의 변화
단위: 병원수, 개

1998 2001 2002 2004 2005 2007 2007/1998

공공서비스병원(1+2) 1525 1571 1577 1567 1547 1555 2.0%

1. 공공병원 1042 1011 1008 994 987 1001 -3.9%

2. PSPH 483 560 569 573 560 554 14.7%

민간병원(3+4) 1694 1454 1409 1323 1309 1283 -24.3%

3. 비영리병원(non PSPH) 439 306 280 254 257 228 -48.1%

4. 민간영리병원 1255 1148 1129 1069 1052 1055 -18.9%

전체 3219 3025 2986 2890 2856 2838 -11.8%

자료: DREES, SAE 2009

[그림 3-1-4] 프랑스 병원의 종류 

자료: DREES, SA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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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치료영역별 병상수(Lits) 변화
단위: 개. %

공공병원 비영리병원 영리병원 전체

2007 
병상수

1998이후 
증가율

2007 
병상수

1998이후 
증가율

2007 
병상수

1998이
후 증가율

2007 
병상수

1998이후 
증가율

전체 290,067 -7.4% 61,968 -17.7% 94,407 -5.7% 446,442 -9.5%

단기입원
(MCO)

150,524 -4.5% 18,863 -21.8% 57,097 -16.6% 226,484 -14.5%

중기입원 39,649 6.0% 30,192 -9.3% 25,351 26.2% 95,192 4.8%

장기입원 61,568 -16.6% 5,339 -15.6% 935 -1.7% 67,860 -16.3%

정신병원 38,308 -13.8% 7,574 -34.3% 11,024 4.0% 56,906 -8.6%

자료: DREES, SAE 2009

프랑스 민간영리병원은 외과와 단기치료분야에서 특히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외과입원환자 중 민간영리병원 입원환자 비

중을 보면, 이비인후과 및 위장계통은 70.7%, 안과계통 수술은 

70.5%, 피부계통은 55.3% 소화계통은 47.4%를 점유하고 있으며, 외

과전체로는 55.9%를 차지하고 있다(<표 3-1-6>). 전체 내과입원환자 

중 민간영리병원입원환자 비중은 25.1%수준이다. 

양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성, 혁신능력, 서비스의 

질 등에서 공공병원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Carine 

Milcent(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프랑스내에서 민간영리병원의 

사망률이 다른 병원에서의 비율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프랑스 민간영리병원으로 170여개의 클리닉을 보유하고, 

전체 민간병원의 16%를 차지하는 General de Sante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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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설립형태별 외과분야(activité chirurgicales) 입원환자 점유비중
단위: 일, %

입원일수 공공병원 민간비영리 민간영리

외과 종합(activité chirurgicales) 5,698,000 36.1 8.1 55.9

소화계(Appareil digestif) 677,000 42.9 9.8 47.4

정형외과 및 류마티스 
(Orthopédie, rhumatologie)

1,516,000 40.2 4.4 25.5

신장계(Uro-nephrologie) 407,000 33.5 8.5 58

신경계(Système nerveux) 183,000 70.2 5.6 32.3

심장계(Cardiologie) 113,000 52.6 7.9 39.6

순혈관계 (Vasculaire périphérique) 280,000 25.9 12.2 62

이빈인후과 및 위장계(ORL, stomatologie) 690,000 23.3 6 70.7

안과계 743,000 22 7.5 70.5

산부인과계(Gynecologie) 460,000 37.2 12.1 50.8

피부계(Tissus Cubane et sous-cubane) 416,000 37.1 7.7 55.3

자료: DREES, SAE 2009

<표 3-1-7> 설립형태별 내과분야(activité medicale) 점유비중
단위: 일, %

입원일수 공공병원 민간비영리 민간영리

내과 종합(activite medicale) 9,260,000 67.2 7.7 25.1

소화계(Appareil digestif) 802,000 70.9 7.3 21.9

신경계(Système nerveux) 607,000 86 6.8 7.2

심장계(Cardiologie) 884,000 68.9 6.8 24.3

호흡기계(pneumologue) 655,000 81.2 7.9 10.9

이빈인후과 및 위장계(ORL, stomatologie) 217,000 68.2 6.1 25.8

혈액계(Hematologie) 357,000 79.1 13.3 7.6

피부계(Tissus Cubane et sous-cubane) 201,000 69.3 6.9 23.8

기타 3,238,000 51.9 7.9 40.3

순혈관계(Vasculaire interventionnel) 126,000 44.8 7.3 48

자료: DREES, SA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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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기준으로 민간비영리 병원수는 782개로 프랑스 전체병

원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1998년과 2007년 사이에 민간비영리

병원은 약 17.7%정도의 병상이 감소하였다. 특히 MCO(내과, 외과, 

산부인과) 부문에서의 병상수 감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두 배

에 이른다. 중기입원에서도 비영리병원의 감소 크기는 9.3%로 공공

부문의 두 배 가까이 이르고 있는 반면, 민간영리병원은 오히려 

26.2% 상승하였다. 이는 민간영리부문의 중기체류부문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 민간비영리병원의 경쟁력이 상대적

으로 약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간비영리병원은 영리법인이

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L'impôt sur les sociétés(IS))162), 부가가치

세(Taxe sur la Valuer Ajoutee)163), 사업소세164)(Tax Professionnelle)

에서 면제된다.

나. 의료인력

프랑스 통계국(DREES)에서 발표한 2010년도 의료인력수165)는  

현재 102만명이었다(<표 3-1-8>). 지난 10년 동안의 의료인력의 증

가율은 2.4%이었으나 최근 5년간 1.9%에 머물렀다. 특히 의사인력

은 지난 5년 동안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별히 의사와 약사인력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1990년 이

162) 과세대상 기업은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이 포함되며, 기업의 사업연
도 순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세율은 33.3%이다. 

163) 제조활동, 상업활동 등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제공하
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과하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정상세율은 19.6%이다. 

164) 부동산 건물 중 주택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이며, 
세율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의 3.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서 정한다. 

165) 이들은 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c)에 의해 규제를 받는 인력을 대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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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입학정원 제한(numerus clausus)의 강화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해

석된다(Anne Billaut et al, 2006). OECD의 국제비교 통계(OECD 

Health Data 2011)에 의하면 프랑스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약 

3.3명 수준으로, 우리나라(2명)는 물론 OECD 평균(3.1명) 보다 높다. 

그러나 최근 은퇴에 접어든 의사, 약사인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수치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8> 프랑스 의료인력 
단위: 명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의 사 194,000 207,277 208,191 208249 209,143 207,457

산 파 14,353 16,995 17,483 17998 18,847 19,208

치 과 의 사 40,539 41,374 41,444 41422 41,116 41,930

약 사 58,407 69,431 70,498 72160 73,128 74,092

간 호 원 382,926 469,011 483,380 476897 495,834 515,754

물 리 치 료 사 52,056 61,999 62,602 64327 66,919 68,923

E R M  조 정 사 21,589 25,091 25,861 26589 27,489 28,112

안 경 사 10,012 16,147 17,124 18139 19,575 20,707

발 음 교 정 사 13,483 16,551 17,135 17799 18,506 19,247

족 전 문 의 8,789 10,890 11,068 10997 11,045 11,299

정신운동훈련사 4,588 6,208 6,540 6827 7,181 7,510

작 업 요 법 사 3,888 5,693 6,067 6438 6,834 7,214

시 력 교 정 의 2,137 2,679 2,808 2919 3,081 3,232

보 청 기 사 1,313 1,905 2,029 2116 2,229 2,352

총 808,080 951,251 972,230 972877 1,000,927 1,027,037

자료 : 보건통계국 (2010), Comptes nationaux de la santé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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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프랑스의 의사총수는 약 20만 명이며 이중 임상의가 11만  

명이 조금 넘고 나머지는 제약회사, 연구소, 보험회사 등에서 활동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의 중에서는 일반의가 6만여 명, 전문의

가 5만여 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3-1-9> 협상방식에 따른 의사수 분포
단위: 명

2000 2008 2009 2010 2011

1. 일반의 60,823 61,294 61,359 61,315 60,974

secteur1 51,640 53,289 53,562 53,734 53,662

secteur2 8,536 7,196 7,010 6,798 6,556

DP 58 24 24 21 16

비협약의 589 785 763 762 740

2. 전문의 53,171 54,315 54,464 54,663 54,701

secteur1 33,164 32,501 32,303 32,156 31,951

secteur2 18,744 21,262 21,657 22,047 22,322

DP 1,184 411 360 316 272

비협약의 79 139 1344 144 156

소계(1+2)1) 113,994 115,603 115,823 115,978 115,675

의사총수 194,000 208,249 209,143 207,457 208,727

주: 1) 임상에 종사하는 의사의 합계

주: 2) 임사의사 이외에 제약회사, 연구소, 보험회사, 미디어, 정부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모든 의사를 포함

자료: DREES (2010) comptes nationaux de la santé 

다. 의료비 지출

2010년 프랑스의 보건의료비 총지출은 2,340억 유로에 달했다. 입

원치료에서 공공부문이 62%, 민간부문이 38%로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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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0> 총보건의료비 지출 추이
단위: 백만유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 입원치료 68,487 71,051 73,644 76,208 79,116 81,204

 공공부문 52,774 54,618 56,482 58,187 60,256 61,750

 민간부문 15,714 16,432 17,162 18,021 18,860 19,454

 2. 외래진료 37,372 38,822 40,739 42,066 43,191 43,953

 의사 16,485 17,075 17,840 18,236 18,534 18,408

 보조의료종사자 8,071 8,553 9,273 9,856 10,437 11,009

 간호사 3,747 3,990 4,356 4,704 5,148 5,519

 마사지-운동요법사 3,607 3,809 4,128 4,308 4,409 4,562

 기타 717 753 788 844 880 928

 치과의사 8,740 9,016 9,326 9,558 9,726 9,947

 임상병리검사실 3,769 3,869 3,993 4,099 4,188 4,261

 온천치료 307 309 319 317 317 328

 3. 환자이송 2,816 3,053 3,531 3,377 3,595 3,784

 4. 의약품 30,688 31,491 32,696 33,393 34,075 34,449

 5. 의료용구 8,753 9,332 10,042 10,667 10,978 11,578

 9. (입원치료+의료용품) 소계 148,116 153,748 160,352 165,710 170,956 174,968

10. 장기요양치료 12,209 13,004 13,919 15,218 16,619 17,259

 SSAD 911 1,017 1,106 1,211 1,311 1,334

 노인장기요양치료 4,365 5,082 5,534 6,310 7,273 7,665

 장애인장기요양치료 6,663 6,904 7,279 7,697 8,035 8,261

11. 산재 10,412 10,487 10,803 11,457 11,936 12,457

12. 환자치료 소계(=9+10+11) 170,738 177,238 185,074 192,384 199,511 204,684

13. 예방의학 지출 5,054 5,263 5,467 5,720 6,474 5,939

14. 보건제도관리비용 9,971 10,633 10,859 11,205 11,452 11,820

15. 기타 10,550 10,795 10,467 10,925 11,331 11,616

14. 총계(12+...+15) 196,313 203,929 211,867 220,233 228,769 23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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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프랑스 의료제도의 특징과 각각의 특징에서 파생되는 의료시스템

상의 쟁점과 과제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프랑스의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 의무 가입제도이며 건강

보험을 통한 보장율166)이 약 92%에 이른다. 환자가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사회보험에서 환급되는 법정환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긴 하나, 이러한 본인부담금도 보충보험167)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반의나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때, 

필요 이상으로 과잉진료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행위별수가

제하에 진료비 보상을 받아왔던 민간병원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졌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Rochaix 2005). 이와 같은 모럴헤

저드 문제는 국민의료비 상승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모럴헤저

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4년 이후 포괄수가제(T2A)가 

도입되었다.

둘째, 프랑스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민간병원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병상수 기준 23.8%).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공공의료 부문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프랑스 국회를 통과

한 HPST법에서 기존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병원을 국립병원과 공

공의료서비스 참여 비영리병원(PSPH)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민간 

영리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여 공공의료서비스에 참여

166) 건강보험보장율은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율을 
말한다.

167) 보충형 민간보험(Complementary voluntary health insurance)은 법정환급액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급을 보장하는 민간보험으로 , 전국민의 약 94%가 보충형 민간보험
에 가입되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CMU(Couverture maladie universale)가 보
충형 보험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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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병원의 수를 늘렸다. 민간병원의 발전과 별도로 공공기능의 역

할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병원을 공공의료서비스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병원으로 인정되면 그에 따

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세째, 민간병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으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병원이 외과와 단기치료 등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문에만 진출하려는 경향(Cream skimming)

을 보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의료수가의 결정과정에서 

수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다. 수가가 관

료행정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향상이 가

격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그 이전수준에 머무르는 상황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병원이 최근 발전

한 소화기계통 질환 수술, 내시경, 안과시술 등 일부 치료기술분야

와 같이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진출하려는 유인을 제

공한다. 반면 공공부문은 응급의료, 정신과 치료, 연구분야를 떠맡

아, 원하지 않는 독점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네째, 프랑스의 의료시스템은 gatekeeper제도가 의무화 되어 있는 

영국 등과 달리 환자가 처음부터 자유롭게 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2004년 이후 주치의 제도가 도입 되었

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의료인의 경우에도 의료시설을 설

립하여 허가를 받고 자유롭게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제도상으로는 일반의 간, 또는 일반의와 

전문의 간, 또는 공공과 민간병원이 경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프랑스는 의료비 지출과 의료자원관리를 지역보건행정기

관이 주가 되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년 설립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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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청(ARS)은 지방보건계획에 따라 병원의 설립과 설비투자를 통

제하거나, 질환별 수요전망을 하여 미리 공급부족분을 파악하고 정

책에 반영한다. 중앙정부는 연간 의료비지출 목표액을 결정하고 각 

지방별로 할당하되, 지방보건청과 병원이 계약을 하여 의료비를 지

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비지출과 의료자원관리를 위한 전문성

과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춘 독립적인 조직 또는 체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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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료보장

❘제1절❘ 개요

프랑스 의료보장(=의료보험)제도는 전체 사회보장제도라는 나무

의 한 줄기에 해당하며, 의료보험 이외에 노령보험, 가족수당, 산재

보험 등 나머지 줄기와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다시 좁

은 의미의 건강보험, 임출산보험, 장애보험, 사망보험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프랑스 의료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랑

스 사회보장체계라는 큰 틀에서 살펴보고 점차 범위를 좁혀가는 것

이 필요하겠다. 

프랑스 사회보장체계는 동종업종내의 종사자들끼리 상호부조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제조합(Mutuelle)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의료보

험제도가 직업군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는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보험체계로 이루어져 있

지만, 프랑스는 가입자의 직업에 따라 민간부문 피용자 중심의 일반

레짐(Régime générale), 비농업 자영업자 중심의 자영업자레짐

(Régime autonomes), 농업부문 종사자 대상의 농업레짐(Régime agri-

cole)과 같이 다보험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보험자도 각각 상이하다. 

그러나 이들 하위제도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관계는 아니며, 단지 

직업군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이고, 최근에는 이들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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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합되는 경향도 확인되고 있다(최기춘 2006). 더욱이 일반레짐

(Régime générale)에 전국민의 87%가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보

험체계와 매우 유사한 구조이다. 본 장에서는 주로 일반레짐하의 의

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세부적인 사항에서 필요

시 다른 하부제도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도록 하겠다. 

일반레짐하에서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

공단 (CNAMTS)168)의 2010년 의료보험지출액은 약 1,800억 유로

(한화 약 269조 원)로 전체 사회보장지출의 49%에 달하였고, 노령

보험, 가족수당, 산재보험이 각각 32%, 16%, 3%로 뒤를 이었다. 프

랑스의 2010년 국내총생산(GDP)이 1조 9,320억 유로(2,888조원)였

으므로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CNAMTS169))의 의료보험지

출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보장방식이 세

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우

리나라의 2010년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지출액이 약 34조 원(국내

총생산의 2.9%)이었으므로 프랑스의 의료보장성이 우리나라보다 매

우 높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보험재정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와 임금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적 성격의 

일반사회보장부담금(CSG170)), 사회보장목적세(ITAF) 등이 건강보

험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2011년 보험료에 의한 수입이 56.4%, 

일반 사회보장분담금에 의한 수입이 35.1%, 사회보장목적세가 5.4%, 

168) 프랑스 사회보장체계에서 일반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은 1) 의료보험과 산재보
험을 위한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CNAMTS), 2)노령보험을 위한 임금근로
자 노령보험 전국공단(CNAVTS), 3)가족수당보험을 담당하는 가족수당전국공단
(CNAF)로 나뉘어있다.  

169)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170)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kih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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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 3.1%정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관리․운영하는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

국공단(CNAMTS)은 프랑스 영내 101개 도(départemetal)단위 건강

보험기초공단(CPAM171))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14개 지역(régional)단위 연금 및 산재보험 지역공단(CARSAT172))에

서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프랑스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 보험

자와 분리된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공적 독

립법인으로 전국에 10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회보험료통합징수기

관(URSSAF173)을 통해 건강보험, 가족수당, 노령수당 등 사회보장

부문의 모든 보험료와 조세까지 총괄 징수하고 있다. 징수된 보험료

와 조세는 사회보장조직중앙기구(ACOSS)로 보내지고 여기서 징수한 

보험료를 총합하여 건강보험, 가족수당, 노령연금의 각 운영단위로 

각각의 보험자 기관에 배분한다.

1945년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골자가 만들어진 이후 프랑스 의

료보험제도는 다양한 도전에 적응하며 현재의 모습까지 이르렀다. 

특히 1970년 중반 이후 무엇보다 큰 도전과제는 늘어난 지출과 부

족한 수입 사이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적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 재

원을 증가시켜 수입을 늘리는 방법, 둘째, 의료자원의 이용제한이나 

보장성 축소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법, 셋째, 기존 의료시스템을 

171) Caisses primaires d'assurance maladie 
172) Caisse d'assurance retraite et de la santé au travail, 2009년 7월 1일 HPST법안이 통과

되면서 과거의 건강보험지역공단(Caisses régionales d'assurance maladie, CRAM)는 
해체되고, 노령산재보험공단(CAT)와 지방보건청(ARS)를 창설하여 그 역할을 분리
하였다. 연금 및 산재보험 지역공단(CARSAT)은 일반제도의 산재보험과 노령보험
의 지역본부 역할을 담당한다. 

173) Union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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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하여 낭비요소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프

랑스 의료보장제도를 들여다봄으로써 프랑스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제도의 형성과 변화

1. 프랑스 의료보험제도의 탄생과 발전 

프랑스 의료보험제도의 기원은 산업혁명 전후 다양한 공제조합이 

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표 3-2-1>에서와 같이, 2차대전 이

전의 프랑스 의료보험제도는 비농업부문의 자영업자 종사자나 농업

부문의 자경업자들은 가입조합이 없는 등 편협한 형태로 조직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행정기구들이 분절되어 운영되었으며, 특

정 사회적 위험에 대한 특정 개인 혹은 특정 직업 집단 보호가 목적

으로 조직되었다(심창학 1997).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합의 

통합 및 단일화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

고자 1945년 10월 사회보장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174)을 공포하고, 

1946년 9월 사회보장 일반화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였다. 

1945년 확립된 프랑스 의료보장제도(Assurance maladie)는 독일식 

비스마르크(Bismarck) 제도와 영국식 베버리지(Beveridge) 제도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Bonoli & Palier 1995). 비스마르크 제도하

에서는 노동자와 고용자의 사회 기여금이 주된 재원이 되어, 국가

174) Ordonnance du 4 octobre 1945 portant organisa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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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2차대전 이전 프랑스 의료보험의 조합체계

사회 및 기업집단 시행보험 가입조합 행정업무 및 담당기구

산업, 상업부문의 일반 
봉급생활자

의료, 출산, 노령, 
폐질, 사망

보통조합
공제조합 기구, 가족기관, 사용주 
기구, 노동자기구, 도단위 기구 중 
가입자 자유선택

산업, 상업 부문의 
회사간부

노령, 사망, 폐질
민간주도의 
특별조합

공제조합 기구, 보험회사, 사용주 
관리기구 중에서 자유선택

공무원, 공공기관, 특수직 
종사자

노령, 의료 특수조합 공제조합 기구

농업 부문 봉급생활자 노령, 의료 농업조합 농촌사회 공제조합 기구

농업 부문 자경업자 없음 없음 없음

자영업 종사자(비농업부문) 없음 없음 없음

자료: 심창학(1997)

기관으로부터 일정 정도 독립된 조직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

다. 또 그 목적도 사회기여금을 갹출한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 하는데 있었다. 2009년 프랑스는 사회보장지출의 70.1%를 노동

자와 고용주의 기여금(Cotisations Sociales)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

에 비스마르크 방식의 사회보장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프랑스 재무부 2011). 그러나 프랑스는 영국의 윌리암 베버리지

(William Beveridge)가 1942년 발표한 선언문에서 이념으로 하는 전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국가에 의한 사회정책 운영을 또한 

운영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1945년 10월 대통령령 제1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제1조: 소득능력을 약화 또는 소멸 시킬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근

로자와 그 가족 보호 및 출산 부담, 가족부양 부담 대비를 목적으로 

사회보장 조직을 구성한다. 이 조직은 사회보험, 퇴직 근로자 수당, 

산재보험, 가종수당, ...등에 관한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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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사회보장 일반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레짐(Régime générale)을 도입하였으나, 각종 이익단체들

의 반대에 부딪혀 1961년 농업제도 의료보험부문 창설, 1966년 상

공업자영업자 의료보험 부문 창설 등 다원주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2. 1967년 사회보장개혁

1967년 개혁 이전에는 사회보장체계가 전국사회보장공단(Caisse  

nationale de sécurité sociale)을 통해 총괄적으로 관리운영 되었으나, 

이를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CNAMTS), 임금근로자 노령보험

공단(CNAVTS), 가족수당 전국공단(CNAF)의 3원체제로 구분하여 각 

공단이 재정안정화의 책임을 지게 하였다. 그리고 보험료 통합징수

를 위한 기관(ACOSS)을 별도로 설립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노

력하였다. 

1945년 프랑스 사회보장제도가 공포된 이후 1970년까지 프랑스

는 높은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률 덕택으로 비스마르

크 제도와 베버리지 목표는 서로 모순없이 조화를 이루며 시행되었

으나, 1970년 중반부터 경기침체로 사회보장기금의 수익이 줄어들

자 기금 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오일쇼크 이후 실업자수의 증

가는 사회보장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반면, 의료기술의 발전, 인구구

조의 변화 등은 지출 증가를 초래하며 적자폭이 커진 것이다. 사회

보장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0년 11월 특별소

득세인 일반사회보장부담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

를 새로 도입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프랑

스의 복지체제가 기여제에 의한 재원충당 방식, 가입자에 의한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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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칙에 바탕을 둔 비스마르크 모델에서 베버리지 모델로 더 가

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다. 

3. 2000년 보편의료보장제도(CMU) 도입

경기침체로 실업율이 증가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

는 비판이 일게 되었다. 즉 노동활동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

들은 최소한의 공적부조 이외에 정상적으로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변질되었다

는 비판이었다. 

1999년에 수행한 한 연구결과에서 1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

짐에 따라, 당시 사회부 장관 마틴 오브리(Martin Aubry)는 보편의

료보장제도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MU)를 발의하여 국회

에서 의결하고, 2000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보편의료보장제도는 프

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월소득이 일정수준 미

만이며,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

쳐 의료보험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약 48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4. 2004년 건강보험 개혁 

2004년 의료보험 적자액이 110억 유로에 달하는 등 재정적자 규모

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치의(Le médicin traitant) 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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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의료공급체계 개선에 나섰다. 2004년 이전에는 환자가 일반

의나 전문의를 가리지 않고 의사를 선택해 외래진료를 받았고, 개원

의 뿐만 아니라 병원의사나 보건소의사도 외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의료이용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정현

진 등 2007). 2004년 주치의제도 도입이후 16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4,800만 명 중 2006년까지 3,773만 명(79%)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주치의제도가 정착되어 나갔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정

착은 주치의를 지정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70% 대신 

30%만 환불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주치의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개인의료기록부(Dossier Médical Personnel)와 새로운 보건카

드(Carte Vitale Ⅱ)제도 등도 도입하였다(최기춘 2006). 

❘제3절❘ 제도의 기본구조

1. 프랑스 의료보험 운영 개요

프랑스의 의료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누구도 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없다. 법정보험에는 직업군에 따라 일반레짐, 농업레짐, 

자영업자레짐, 특수레짐이 공존하고 있으나, 민간부문 피용자를 대

상으로 하는 일반레짐이 대표적인 제도로 전체인구의 약 87%가 가

입되어 있다. 농업레짐, 자영업자레짐 등은 직업에 따라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보험자를 두고 있고, 세부적 급

여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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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의회와 정부가 의료보험제도 운영의 

주된 감독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를 결정한다. 프랑스 

사회보장법 총칙은 당해 연도의 사회보장예산을 국회에서 “사회보

장재정법”(Lois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이라는 법률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에 따라 다음해의 “건강보험 

지출목표(Objective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ONDAM)

를 국회에서 결정한다. 예산이 결정되면 보건부는 병원부문을 포함

한 각 부문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동시에 지방별로 보건의료 지출 

예산의 배분도 결정한다.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와 변화 추이를 지속

적으로 점검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건강보험지출목표(ONDA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건강보험비상위원회(Comité d'alert)는 

정부와 국회에 상황을 보고한다(최기춘 2006). 

<표 3-2-2> 프랑스 사회보험체계와 하위제도 적용대상

제도종류 사회적 위험 적용대상자 적용인구/총인구 비율

일반레짐
(Régime generale)

건강/산재
노령

가족수당
민간부문 피용자, 학생 87.09%

농업레짐
(Régime agricole)

건강/산재
노령

가족수당(일반제도)
농업부문 종사자 5.91%

자영업자레짐
(Régime autonomies)

건강/산재
노령

가족수당(일반제도)

비농업 장여업자, 전문직 등 
자유업 종사자, 수공업자

5.13%

특수레짐
(Régime speciaux)

건강/산재
노령

가족수당(일반제도)

군인, 지하철 종사자, 
가스공사직원, 국회, 

재외국민 등 13개 특수제도
4.20%

자료: WH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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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의료보험 제도 기본구조

공적 건강보험 고용주

국  가

개인

의료서비스 공급 보충보험

[그림 3-2-1]에서와 같이 프랑스 의료보험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보험금, 국가의 부담금, 그리고 개인의 본인부담금(ticket moderateur) 

등으로 재원이 조달된다. 본인부담금은 다시 공제조합(Mutuelles)이

나 민간보험회사, 또는 민간 공제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충보험에 가

입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자는 의료서비스 공급업체에

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2. 공적 건강보험 운영

공적 건강보험의 운영을 일반레짐을 중심으로 더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그림 3-2-2]은 일반레짐의 조직운영도로, 일반레짐 내에 

있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령보험, 가족수당을 관리․운영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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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을 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CNAMTS)으로 도수준에 101개 건강보험기초공단(CPAM)

을 두고 건강보험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금 및 산재보

험 지역공단(CARSAT)은 이전의 건강보험 지역공단(CRAM)을 해체

하고, 2010년 7월 1일 설립된 조직으로 노령보험과 산재보험의 급

여서비스 제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노령수당 등 사회보장부문의 모든 보험료와 일반사회보장분담금

(CGS) 등 사회보장 관련 조세까지 통합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단위에 설립되어 있는 사회보험료통합징수기관(URSSAF)에서 

징수한 보험료를 통합하여, 건강보험, 가족수당, 노령연금의 각 운

[그림 3-2-2] 일반제도 운영조직도

자료: J.J Dupeyroux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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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단위로 배분한다(최기춘 2006). 사회보장조직중앙기구(ACOSS)는 

통합징수기구에 대한 통제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밖에 일반레짐 내에는 보편의료보장제도(CMU175))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보편의료보장제도(CMU)는 2000년에 도입된 제도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이며 보편의료보장제

도(CMU)의 도입으로 프랑스는 사실상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게 

되었다.

3. 의료보험 재정수입 

가. 의료보험의 보험료와 조세부과체계

사회보장관련 보험료 요율 및 관련 조세(분담금 및 목적세)의 세

율은 의회가 사회보장재정법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의료보험의 재

정수입원은 건강․출산․장애․사망보험, 일반사회보장부담금(CSG), 

사회보장부채 상환금, 사회보장 목적세(ITAF) 등이 있다. 

1) 건강․출산․장애․사망 보험

1998년 이전까지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보험료율이 5%대 중반

을 유지하였으나, 1998년부터 일반사회보장부담금(CSG)이 건강보

험재정에 할당이 되면서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근로자 임금의 

0.75%로 줄어들었다. 여기서 근로자의 임금이란 노동대가로 근로자

에게 지급된 모든 소득 즉 임금, 상여금, 특별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

며, 보험료 산정기초로서 소득상한은 없다. <표 3-2-3>는 일반레짐

하에서의 근로자 임금에 대한 보험료와 분담금 부과 체계이다.

175)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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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일반레짐에서 임금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분담금 
단위: %

세원 근로자분담금 고용자분담금

건강·출산·장애·사망 보험
(Maladie, Maternité, Invalidité, Décès)

총임금 0.75%  12.80%

연대기금
(Autonomie Solidarité)

총임금 0.30%

노령보험
(Assurance Vieillesse)

총임금 0.10% 1.60%

가족수당
(Prestations Familiales)

총임금 5.40%

산재보험
(Accident du travail (*1)

총임금 1.70%

Abattement CSG et RDS 총임금  1.75%

일반사회보장부담금 (소득공제비대상)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Non Déductible

총임금의 97%  2.40%

일반사회보장부담금 (소득공제대상)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Déductible

총임금의 97%  5.10%

사회부채 상환세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총임금  0.50%

주택지원기금
F.N.A.L. supplémentaire (*2)

총임금  0.50%

주: *1) 10인이하 작업장 기준

    *2) Fonds National d’'Aide au Logement (FNAL)

자료: http://www.cdg82.fr/ (2011년) 

2) 일반사회보장부담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사회보장재원 마련을 위해 1991년에 도입되었고, 건강보험 재정 

수입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부터다. 부담금의 세원은 

임금소득에 7.5%를 곱하여 산출하며, 이중 5.1%를 건강보험재정에 

할당하고 있다(Karine Chevreul et al. 2010). 임금소득 이외에 토지

임대소득, 동산투자소득, 부동산 투자소득 및 이들의 양도소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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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8.2%, 도박이익에 9.5%, 연금에 6.2%, 수당에 대해서는 6.2%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3) 사회부채상환부담금(Contribu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RDS)

1996년 1월 법규명령(ordonnance) 제96-50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제도로, 사회보장재정건전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조세이다. 임금

소득이 외에 자산수입, 투자운용수입, 귀금속 판매 수입 등 거의 모

든 수입에 동일하게 0.5%를 부과한다. 담당기관은 사회보장적자상

환공단(CADES176))이다.  

4) 사회보장목적세(ITAF)

사회보장 재원을 위한 목적세의 기원은 1967년 자동차보험 보험

료에 사회보장보험료가 덧붙어지면서 부터였다. 이는 자동차 보유

와 함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따라서 의료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이후 1983년에 주류세, 담배소비세, 의

약품 광고세 등에도 일정율의 세금이 부가되었다. 전체 담배소비세 

중 임금근로자 건강보험전국공단(CNAMT)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2005년 31.55%로 금액은 30.2억 유로였고, 반면에 주류세는 3.7억 

유로에 머물렀다.

4. 의료보험 지불체계 

가. 외래서비스 지불체계

개원의는 Secteur1 소속 의사(수도 파리의 경우 전체 일반의의 

176) Caisse d'amortissement de la dette Soc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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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전체 전문의의 27%)와 Secteur 2 소속 의사(파리의 경우 전체 

일반의의 39%, 전체 전문의의 71%)로 나누어지며, Secteur 1 의사는 

의사단체 대표자와 보험공단 사이의 전국협약에서 정해진 표준협약 

요금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Secteur 2 의사는 진료비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환불은 받지 못한다. 많은 경우, Secteur 

2 의사는 협약요금보다 50%이상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외래진료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로 

진료비가 지불되고 있다.

나. 입원서비스 지불체계 

2004년 병원개혁 이전에는 공공병원의 경우 프랑스 의회에서 매년 

그 다음 해의 건강보험 지출목표(ONDAM)를 의결하도록 하였다. 

예산의결이 되면 설정된 예산은 각 지방의 보건의료행정기관(당시는 

지방병원청(ARH))에 배분되며, 보건의료행정기관(ARH)은 개별 병

원과의 협상하에 다음 해의 총액예산을 결정하고, 결정된 예산액은 

월별로 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에 지급한다. 민간영리병원의 경우에도 

연간지출전국목표(OQN: Objectif quanifié national)에 의해 지불액이 

결정된다. 각 지역별 지출목표(OQN)에 따라 ARH가 개별 민간영리

병원과 협상하에 병원별 고정 요금을 결정하였다. 각 병원이 제공

목표량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초과량에 대한 요금의 상당

부분은 삭감되어 지급되고 요금율도 저하된다(Sandier et al. 2004).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공공병원과 민간영리병원은 각기 다

른 지불체계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2004년 이후에 포괄수가제도

(Tarification à l’'activité, T2A) 가 도입되었다. T2A는 환자 치료활

동을 799개 질병군(GHM177))으로 분류하고, 각 치료활동내에서의 

kih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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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치료비용을 계산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치료행위는 

급성기 진료(내과, 외과, 산부인과 médecine, chirurgie ou obstétrique, 

MCO)와 급성기병상 입원환자에게 사용된 GHM 등록 의약품, 재택

입원 등에 한정하며, 재활치료(SSR178)), 정신과치료(Psychiatrie), 장

기요양치료(long séjour) 등의 기타 치료행위는 제외된다. 이 지불체

계는 공공병원에의 도입초기인 2004년에는 급성기 진료의 약 10%

에 적용되었으나, 2008년 1월부터는 대부분의 진료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민간영리병원에는 200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림 3-2-3] 입원서비스 지불체계(T2A)

급성기병상 입원 
환자에게 사용된
GHM 등록 의약품

MCO

MCO

MCO
2004년
이전

T2A규제

기타 치료 행위 기타 치료 행위

기타 치료 행위 기타 치료 행위

 MCO 연간지출
목표 설정

 공익활동
(Missions d'Intérêt Général et
d'aide á la Contractualisation,

MIGNAC)

OQN 계약제외서비스
-재택입원 등

민간병원
(OQN)

공공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참여 민간병원
(Dotation Globale))

177) Groupes. Homogènes de. Malades
178) Soins de suite et de ré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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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공공병원(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비영리병원 포

함)과 민간영리병원의 GHM수가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2018

년까지 모든 형태 병원의 지불체계를 단일화하기로 목표를 잡았다. 

새로운 포괄수가제 지불방식인 T2A의 낮은 수가 책정에 일부 공급

자들로부터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서비스 활동량 기반 요금책정

에 따른 서비스 양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였다(Garrigues 2009).

5. 민간보험

프랑스는 보험급여비로 지불되는 의료비용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

며, 나머지는 환자에 의해 지불되게 된다. 일반레짐(<표 3-2-4>)에서

의 보험급여비는 서비스 타입, 질환 종류, 처방약의 효능과 같이 보

험급여 항목에 따라 상이하다. ‘11년 기준, 환자가 직접 지불한 본인

부담금은 전체 의료비 재원의 약 8%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법정급여의 일부를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민간보험을 보충

형 민간보험이라 하며, 전국민의 약 94%가 보충형 민간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충적 

보편의료보장제도(CMU-C)가 보충형 보험의 역할을 한다. 보충형 

민간보험자는 공제조합(Mutuelle), 공제기관(Institution de prevoyance), 

민간영리보험회사의 3가지 유형이며, 보충형 민간보험이 제공하는 

보장수준은 고용상태 혹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하다. 상호부조조

합은 지역요율 산정방식, 공제기관은 단체보험 방식, 그리고 민간영

리보험회사의 경우 개인 연령과 건강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이 책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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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보험 급여 항목과 급여비 

유  형 급여비

진료비
의료인 진료비 (외과, 내과, 산부인과, 치과) 70%

의료보조인 진료비 (물리치료사, 발음교정사, 시력교정의, 족전문의) 60%

검사료

생물학적 검사 60%

해부 및 세포병리 검사 70%

혈청검사 (에이즈바이러스 검사, C형 간염 등) 100%

의약품

상당한 개선효과 입증 의약품 (vignette blanche) 65%

적당한 개선효과 입증 의약품 (vignette bleue) 30%

약간의 개선효과 입증의약품 (vignette orange) 15%

교체불가능 또는 초과가 의약품 100%

기타 의료비

안경 60%

인공보철 60%

붕대, 악세사리제품, 소형기구 60%

정형외과제품 60%

의안, 환자운반용 기구 등 대형기구 100%

인간유래제품 (피, 젖, 정자) 100%

교통비 교통비 65%

입원 입원비 80%

자료: http://www.ameli.fr

❘제4절❘ 제도의 현황

1. 보건의료비 지출 및 재원조달 현황

OECD통계에 의하면 프랑스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PPP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 3,978달러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독일보다는 낮지만 

영국, 한국, 일본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GDP 대비로는 11.8%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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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PPP기준) 
단위: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가율

프랑스 3,306 3,493 3,679 3,809
3,978

(11.8%)
4.7%

독일 3,364 3,565 3,724 3,963
4,218

(11.6%)
5.8%

일본 2,491 2,609 2,750 2,878 　- 4.9%

한국 1,291 1,469 1,651 1,736
1,879
(6.9%)

9.8%

영국 2,735 3,006 3,051 3,281
3,487
(9.8%)

6.3%

미국 6,700 7,073 7,437 7,720
7,960

(17.4%)
4.4%

자료: OECD health data (2011)

의료비 지출을 위한 공공부문 재원조달 비중은 77.9%, 민간재원이 

22.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원은 정부보조금과 사회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5.2 %, 72.5 %이고, 민간재원은 민

간보험 13.3%, 가계지출 7.4%,. 기타 1.6%로 추정된다. 프랑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료비 통제수단

으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보충형 민간보험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3-2-6> 주요국가의 의료비 지출 재원조달 현황
단위: %

공공재원 민간재원

국가 사회보험 민간보험 개인 기타 총

프랑스  5.2 72.5 13.3  7.4 1.6 100

독일  9.0 67.6  9.4 13.3 0.7 100

일본  9.9 70.8  2.4 15.8 1.0 100

한국 13.0 42.9  4.5 34.2 5.4 100

영국 82.4 -  1.3 11.2 4.0 100

미국  6.4 39.6 33.7 12.7 7.6 100

자료: OECD health data (2011)

kih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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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보험 재원조달 및 지출현황

가. 의료보험

프랑스는 사회보험에 의해 보건의료재원을 조달하는 대표적 국가

이나, 1998년 사회보장제도의 재원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으로 

총소득에 근거한 일반사회보장부담금(CSG)이 도입되면서, 실제로 

사회보험 재원의 구성 중 사용자와 피고용자에 의한 보험료는 감소

하고, 사회보장목적세(CSG+담배세, 주류세 등 간접세)의 비중이 크

게 증가하였다. [그림 3-2-4]은 일반제도 수입구조의 변화 모습이다. 

[그림 3-2-4] 일반레짐(Régime generale)의 수입구조
단위: %

Cotisations sociales

보험료
Cotributions publiques

국가재정
Transferts

보험자간 조정
Autres recettes

보험자간 조정
Impôts et taxes affectés

사회보장목적세
(CSG＋ITAF)

일반레짐 중 건강보험만 따로 떼어서 보면 건강 보험 수입 중 보

험료의 비중은 56% 수준에 불과하며, CSG를 포함한 준조세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7>, <표 3-2-8>는 건강보험공단의 건

강보험 수입과 지출을 보여주는 표로 2010년 116억 유로의 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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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으며 2011년에는 99억 유로 적자로 적자폭은 줄었으나 여

전히 높은 수준이다.   

<표 3-2-7> 건강보험 수입구조(일반레짐-건강보험(CNAMTS-malade))
단위: 백만유로, %

2009 2010 2011

1. 보험료 78,453 80,298 83,982 56.4%

2. CSG, 목적세(ITAF) 55,941 57,366 60,363 40.5%

일반사회보장부담금(CSG) 49,982 50,541 52,285 35.1%

목적세(ITAF) 5,959 6,825 8,078 5.4%

3. 국가재정 796 876 682 0.5%

4 기타 4,281 4,571 3,839 2.6%

총계 (1+2+3+4) 139,471 143,111 148,852 100%

자료: CNAM-malade: charges et produits nets, Commission d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es, 2011

<표 3-2-8> 의료보험 지출구조(일반레짐-건강보험(CNAMTS-malade)) 
단위: 백만유로, %

2009 2010 2011

1. ONDAM 내 질병 및 출산 급여지출 128,264 131,773 135,859 85.6%

2. ONDAM 내 기타 지출 2723 2707 3033 1.9%

3. ONDAM 외 급여지출 8908 9210 9242 5.8%

사회의료서비스(Medico-sociale) 937 1157 962 0.6%

산재급여(출산) 2857 2983 3032 1.9%

장애급여 4232 4292 4428 2.8%

사망급여 161 164 165 0.1%

사회위생 254 221 237 0.1%

예방활동 467 394 417 0.3%

4. 기타 10,147 11,025 10,635 6.7%

총계(1+2+3) 150,042 154,715 158,769 100.00%

자료: CNAM-malade: charges et produits nets, Commission d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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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편의료보장제도(CMU) 

실업 등의 이유로 법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보편의료보

장제도(CMU)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편의료보장제

도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본제도(CMU-base)는 일정소득 이하

인 사람을 무료로 일반제도에 가입시켜 일반제도 가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하지만,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공제조합(Mutuelle) 등 민간보충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는 제도

인 반면에, 보충적 보편의료보장제도(CMU-Complementaire)는 기본

제도(CMU-base)에 더해서 보충보험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이

다. 기본제도(CMU-base)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9,164유

로 미만이어야 하며, 건강보험기초공단(CPAM)에 여권, 거주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충제도(CMU-Complementaire)

는 2011년 연소득 상한선 7,611유로 미만(1인 기준)인 사람만이 대

상이다. 2010년 현재 CMU-base는 215만 9천명, CMU-complemen-

taire는 431만 9천명이 일반레짐를 통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되었

다179). 2005년 부터는 보충적 보편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

는 차상위계층(2011년 1인 가족기준 연소득 9,792유로 이하)에 대해 

일부 보충보험혜택을 지원하는 보충보험지원제도(Aide complémen-

taire santé, ACS)를 지원하고 있다. 

179) http://www.cmu.fr/site/cmu.php4?Id=3&cat=75

kihasa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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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보충적 보편의료보장제도(CMU-C) 수혜조건 
단위: 유로

가족수
연간 소득 상한선(유로)

프랑스 영내 해외 영토(DOM)

1  7,611  8,471

2 11,417 12,707

3 13,700 15,249

4 15,984 17,790

5 19,028 21,179

매1명 추가시 +3,044 +3,388

보편의료보장제도의 재원은 2009년 이후 보충보험사의 기여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010년 18.5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이 보편의료

보장제도를 위한 재원으로 마련되었다. 보편의료보장제도 지출금액

은 18.2억 유로 이중 기본급여로 13.4유로, 보충급여로 2.4억 유로가 

지출되었다. 

<표 3-2-10> 보편의료보장제도(CMU)의 재원
단위: 백만유로

수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가예산분담금 695 346 109 47 - -

주류세 387 404 480 348 - -

담배세 217 411 372 - -

보충보험회사의 기여금 425 650 684 725 1791 1,856

법정보험 분담금 12 40 62 87 - -

총 1520 1657 1746 1579 1791 1,856

지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본급여 1267 1436 1443 1266 1346 1,343

CMU-C 공제 195 211 204 196 230 244

ACS 공제 13 40 62 87 112 139

CNAMTS 이월금 - - - - 83 101

운영비 1 1 1 1 1 1

총 1476 1688 1710 1550 1772 1,828

자료: CMU(2011), Annuaire statistique de Fonds de CMU



379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3. 민간보험

프랑스의 민간의료 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을 보충해주는 제도로서, 

공적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서비스나, 공적건강보험의 보

장율에 추가 보장을 해주어 보장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0%에서 65%까지 이르는데, 민간 

보험 가입을 통해서 처방약에 대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충적 민간보험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동종 직업

군의 종사자들을 위한 비영리기관인 공제조합(Mutuelles)이 전체

<표 3-2-11> 민간보험회사의 의료비 지출
단위: 백만유로

공제조합
(Mutuelles)

민간영리
보험회사
(Société 

d'assurance)

공제기관
(Institutions

de prévoyance)
총

민간보험 
비중(%)

의료비지출(=1+2+3+4+5)
(CSBM)

13,153
(55.5%)

6,244
(26.4%)

4,291
(18.1%)

23,688
(100%)

13.5

1. 입원치료 2,271 1,149 542 3,962 4..9

2. 외래치료 5,254 2,611 1,948 9,813 22.3

의사(Médecin) 1,849 988 699 3,537 19.1

치과(Dentist) 1,947 1,1012 870 3,829 18.5

의료용구
(Auxiliaires médicaux) 

846 308 208 1,362 12.1

실험실 611 304 170 1,085 25.5

3. 의약품 3,444 1,393 769 5,606 16.3

4. 기타 2,082 1,044 1,013 4,138 35.7

5. 환자운송 102 47 20 169 4.5

자료: Comptes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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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시장의 55.5%을 점유하고 있고, 민간영리보험회사가 26.4%, 

또다른 비영리기관인 공제기관이 약 18.1%를 점유하고 있다. 프랑

스에서는 전체 가구의 약 94%가 보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180), 보충보험을 통해 지출된 금액은 2010년 237억 

유로에 달하여 의료비지출(CSBM181))의 약 13.5%를 점유하고 있다.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의료시스템의 세가지 축이라 할 수 있는 의료재원조

달(Financing), 공급자 지불체계(Provider payment system), 그리고 의

료전달체계(Delivery system)중 의료재원조달과 공급자 지불체계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프랑스 의료보장제도의 특징은 우선 

조합주의에 근간하여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여 왔으나, 프랑스는 

‘의료접근의 형평성’을 위해 보편의료보장제도(CMU)를 도입하는 

등 비경제활동인에게도 의료보장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프랑스 보험재정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는 것

이 가장 큰 문제이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문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1980년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7.6% 하던 것이 

1994년 9.4%까지 늘어났고 2004년에는 10%, 2010년에는 11.85%까

지 증가하였다. 재정적자는 조세성격의 세금부과를 계속 늘리는 결

과를 가져왔다. 

180) IRDES (2008), Santé et protection sociale 
181) CSBM(Consommation de soins et de biens médic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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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건강보험 재정적자 추이
단위: 십억 유로

현재 재정적자 1990년 기준 재정적자

자료: L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E, 2011

[그림 3-2-5]에서와 같이 2010년 현재가 기준으로 일반제도의 적

자규모는 116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09년의 적자가 전년대

비 두 배가량 늘어났는데 이는 2008년 후반부터 발생한 세계금융위

기의 여파에 따른 결과이다. 국민총생산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07년 46억 유로에서 2008년 44억 유로, 2009년 106억 유로, 

2010년 116억 유로, 그리고 2011년에는 103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프랑스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정도의 접근 방법을 시행하여 왔다. 첫째, 의료수가, 의약품가격 등 

가격통제를 통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사용량 조정이 동

반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늘리

는 방식이나 의사의 처방에 사용량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려는 방식도 시도하였다. 2004년 주치의제

도 도입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kihasa
강조

kihasa
강조

kihasa
강조

kihasa
강조

kihasa
강조

kihasa
강조



38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두 번째 전략으로는 공급을 통제하는 것이다. 1991년에는 지방보

건계획(SROS)을 세워 병상수 등 공급을 통제하였고, 1996년에는 연

간예산지출목표(ONDAM)을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액에 따라 총액

예산제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이 협약하여 지출을 통제하였

다. 만약 예산 목표량을 초과할 경우 패널티를 주었다. 

마지막으로는 2004년 이후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을 통한 지출 

축소노력이다. 프랑스식 포괄수과제(T2A)는 급성기 병상에만 현재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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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1절❘ 개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프랑스 제도는 노인간

병수당(L'allocation personalisêe d'autonomie, APA)제도이다. 간병수

당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60세 이상 노인 중 노인성 질

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

입되었다. 현재 간병수당을 받고 있는 노인 인구는 약 110만 명 정

도로 전체 60세 이상 인구 1,640만 명의 6.7%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9%를 차지하는데 2050년경에는 31.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하였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의 첫 번째 이유는 베이비

부머세대의 노령화때문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베이비부머세대는 

1945년 2차대전 종료연도부터 1975년 사이의 프랑스 경제발전 호황

기에 태어난 세대들로서, 최근 베이비부머 초창기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하였고, 이들은 2025년경에는 80세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후 세대들도 꾸준히 노인세대에 편입이 되면서, 현재의 출생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들 세대가 사라지는 2060년대 또는 2070년대까

지는 노령인구의 비중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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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노인인구 비중 증가 요인은 기대수명의 증가이다. 현재 태어난 

프랑스 아이들의 기대수명은 여자는 80.5세, 남자는 77.8로 유럽연

합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3-3-1> 프랑스 노인인구변화 전망
단위: 백만명, %

총인구 
(백만명)

20세 미만 (%)
20세 이상
 59세 미만

60세 이상 (75세 이상 비중)

2010 62.8 24.4 52.7 22.9  8.8

2020 65 23.7 50.1 26.2  9.1

2030 67.2 22.6 48.1 29.3 12

2040 69 22.1 46.9 31 14.3

2050 70 21.9 46.2 31.9 15.6

출처: INSEE –Tableaux 2010 de l’conomie française

2010년 프랑스 노동보건부의 통계과(DREES)에서 설문조사한 결

과182)에 의하면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을 국가(Etat)에서 져야 한다

고 답한 비중이 51%에 달하였다. 이는 자식이나 가족(15%), 지방자

치단체(collectivités locale, 11%), 또는 연금공단(caisse de retraite, 

10%)이라고 답한 비중보다 큰 수치로, 국가에 대한 의존경향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자립능력을 상실하는 나이

가 늦추어 지고 또 짧아지고 있지만 노년기 질환이나 신체기능의 

저하는 나이와 함께 늘어날 수 밖에 없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책 중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제도의 기본구조, 현황 그리고 최근 쟁점과 과제 

순으로 살펴보겠다.  

182) DREES/BV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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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도의 형성과 변화

프랑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프랑스

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정책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

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의 일이다. 당시 고령화, 핵가족화 경

향의 심화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각 매스컴에서는 연일 사설이나 특집기사를 통해서 노인문제의 해

결을 위한 범국민적인 대응책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김경

하 2002).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자 정책을 최초로 제시한 것은 1962년 

당시 프랑스 행정법원의 라록(Laroque)이 주도한 노인정책 보고서

(Politique de la vieillesse)에서다. 라록 보고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일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노인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생

애주기의 한 단계로서 노년시기183)에 있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방향전환은 특히 

가정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택돌봄 서비스(maintien à domicile)

와 여가활동 등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늘리는 정책을 발전시켰다. 즉 

요양시설 입소를 장려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정책은 지양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제6차 경제개발 기간(1970~1974)에는 

약 10만 명 정도의 노인이 요양시설 입소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다

양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183) 이때부터 노년시기를 제3의 인생시기(“troisième age”)라는 신조어가 사용되기 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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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발점은 1986년의 Théo Braun의 보

고서 “노인장기요양(Les personnes âagées dépendantes)”이 발표된 

이후부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Martin 2001). Braun 보

고서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식 필요성과 이에 대응책

으로 은퇴한 노인 중 부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재원조달문제에서 이 

안은 철회되었다. 이 후 중앙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며 지방정

부에게 장기요양서비스와 같은 노인복지사업의 관리운영을 맡겼다

(Nogues 2008). 

이후 지속적인 논의 끝에 드디어 1997년 장기요양급여특별제도

(Prestation Spécifique Dépendence, PSD)는 60세 이상 프랑스인이거

나, 외국인이라도 15년 이상 프랑스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한 사람 중 

수입이 일정 상한선을 넘지 않고,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요양수당이 처음 지급된 것은 1997년 장기요양특별급여

(PSD)제도를 통해서 였지만, 이후 보완을 거쳐 2001년 6월 20일부터 

지금의 노인간병수당(l’'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APA)

제도로 대체되었다. 이전 제도에 비해 노인간병수당제도(APA)는 소

득제한규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월 13,000프랑 이상인 경우 

적용을 제한)을 없애고, 등급의 범위도 넓혀(PSD: 1~3등급 급여, 

APA 1~4등급까지 급여) 혜택자수를 늘렸다. 

프랑스의 특징적인 점은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와 같은 노인복지

사업의 관리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이다. 1983년 제

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광

범위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노인 관련시설의 개설허가권과 

복지용자의 시설이용료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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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정책의 재원은 지방세로서 각 도에서 담당하는 부분과 기금

이 함께 사용되었다. 기금은 2004년 이전까지 일반사회보장부담금

(CSG)에서 갹출된 노령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FSV)

와 노령보험(assurance vieillesse)이 재원이었으나 2004년 노인장애

인연대전국공단(Caisse nationale de solidarité pour l'autonomie, CNSA)

가 세워지면서 기금 창구가 일원화되었다.  

❘제3절❘ 제도의 기본구조

1. 대상자

간병수당제도의 수혜자는 수혜자의 요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일정등급(1~4등급)을 받은 60세 이상 모든 노인이 그 대상

이 된다. 시설이나 재가 등 거주장소에 상관없고 소득제한도 받지 

않는다. 자산조사는 실시하지 않으나 수당금액은 수혜자의 자산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다. 

노인간병수당(AP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의회(Conseil général)184)에 제출한다 . 프랑스인, 유럽연

합 국가출신의 경우에는 신분증(La Carte Nationale d'Identité)이나 

184) 프랑스는 3단계의 지방행정체제로 돼있다. 26개의 권역(Région), 100개의 도
(Département), 36,763개의 시읍면(Commune)이 그것이다. 권역에는 권역의회(Conseil 
régional)와 국가의 대표인 préfet, 도에는 도의회(Conseil général)과 국가의 도대표인 
préfet, 시읍면에는 시읍면의회(Conseil municipal)과 시읍면장(maire)이 있다. 지방자
치단체장(Presendent 은 각 의회가 선출한다. 도지방자치단체장(Président du conseil 
général) 선출은 의원 2/3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유효하며, 절대과반순의 찬성에 의
해서 선출된다. 도지방자치단체장은 도의 행정책임자가 되어 의회가 결정한 정책
을 직접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예산편성지출권을 보유하고, 도 소속 행정기
관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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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출생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유럽연합국가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영주권(carte de résidence)사본이나 체류증(titre de séjour)

을 제출한다. 제출 서류가 하자없이 등록되면 2개월 이내에 신청자

에게 지급되는 간병수당비와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결과를 통보

한다. 따라서 서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는 도의회에서 의료사회팀

이 등급판정을 위해 방문한다. 

2. 등급판정체계

요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는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

리한다. 신청자가 일반가정에 거주하는 경우 의료진, 사회복지종사자

를 포함한 의료사회팀(médico-sociale)이 신체기능, 생활환경 등에 대한 

재택 방문조사를 수행한다. 이때 방문의사는 신청자의 주치의를 통해

서 환자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자립등급은 자립성 상실정도가 가

장 높은 1등급부터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있으며, 자립등급수준

(Autonomie Gérontologie Groupe Iso-Ressources, AGGIR)평가는 10가지 

변수를 통해 책정한다. 자립등급(GIR) 4등급까지 노인간병수당(AP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립등급 5등급과 6등급의 경우 노령연금(régime 

de retraite)이나 도의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다.

10가지 변수와 자립등급 수준별 개략적인 기술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대화 또는 활동가능 수준(Cohérence), 

￭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인식능력(Orientation), 

￭ 위생활동 수행수준(Toilette), 

￭ 착의 및 탈의 가능수준(Hab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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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가능여부(Alimentation)

￭ 소변 및 배변 가능수준(Élimination)

￭ 앉고, 서고, 누울 수 있는 능력(Transfert)

￭ 지팡이, 휠체어 사용여부 등 실내 이동 가능 수준(Déplacement 

à l'intérieur)

￭ 실외 이동 가능 수준(Déplacement à l'extérieur)

￭ 전화기, 인터폰 등 통신수당 이용가능 수준(Communication à 

distance) 

 

<표 3-3-2> 프랑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립등급 수준

등급 상  태

GIR 1등급 - 침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정신건강도 크게 손상되어 지속적인 간호 필요

GIR 2등급

- 침대나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정신적으로는 손상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

- 또는, 정신적으로 손상정도가 중하나 움직이는 것은 가능

GIR 3등급
-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신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이나, 하루에도 몇 

번씩 신체활동을 위해 도움이 필요, 소변 및 배변활동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GIR 4등급
- 도움을 받아 일어서면, 실내에서 홀로 이동이 가능, 화장실 사용을 위해 때때로 도움이 

필요. 식사는 홀로 가능

GIR 5등급 실내에서 홀로 먹고, 입고, 이동 가능, 청소나 식사준비을 위해서는 도움 필요 

GIR 6등급 일상생활에서 자립상실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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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체계

가. 재가급여

프랑스에도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재택돌봄서비스(Service 

d'aide à domicile. SAD)나 재택치료서비스(Services de Soins Infirmiers 

A Domicile, SSIAD)등이 존재한다. APA 수급자는 스스로 고용주가 

되어 요양서비스 공급자를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하거나, 또는 복지

서비스업체를 통해서 요양서비스 공급을 받고 비용을 업체에 지불

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업체에서 파견된 경우, 서비

스공급자는 업체에서 급료를 받는다. APA 수급자가 고용주가 되어 

재가급여를 받을 때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족수당, 

노령보험을 면제한다.

2011년 4월이후 자립등급별로 정한 급여상한선은 다음과 같다.

 GIR 1 등급: 1,261,59 유로/월

 GIR 2 등급: 1,081,36 유로/월

 GIR 3 : 811,02 유로/월

 GIR 4 : 540,68 유로/월

재가급여는 매달 지급하며,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ticket modérateur)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둔다. 월 710.31유로 이하의 소득은 본인부

담금 납부부담이 없다. 월 710.31유로~ 월 2,830.63유로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금185)을 부과하는데, 산출공식에 따라 0% ~ 90%

까지 차등이 생길 수 있다. 월소득 2,830.63유로 이상의 수급자는 실

185) 본인분담금 P = A × (R - (S × 0,67)) × 90 % 을 S × 2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한다. A는 
요양 실소요금액, R은 수급자의 월소득, S는 상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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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의 9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하고, 10%만 혜택을 받는다.

나. 시설급여

시설급여의 신청서류제출과 등급판정은 유사하다. 단 시설급여의 

경우 도의회의 의료사회팀이 아닌 해당시설의 의료책임자의 지휘아

래 판정이 행해진다. 이후 등급판정서를 도의회 의사에게 전달하여 

이의가 없으면 등급을 확정한다.

요양시설의 이용비는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부족할 경우 도

의 지원을 받아 지불하는 숙박료(tarif d’hébergement), 의료보험에서 

지불하는 치료비(tarif soins) 그리고 요양비(tarif dépendance)로 구성

이 되어있는데 이 중 요양비를 노인간병수당(APA)에서 지불한다. 

간병수당은 재가급여에서와 같이 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지만 등급판

정 결과와 수급자의 소득 이외에 요양시설의 요양비를 고려하여 결

정한다. 

프랑스 요양시설의 종류에는 요간병보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Établissements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dépendantes, EHPAD)과 원칙적으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홈과 고령자주택, 장기요양시설(Unites de soins de longue duree, 

USLD)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요양복지시설(EHPAD)는 60세 이상 자립능력을 상실한 노인

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기업도 경영할 수 있다. 도지

방자치단체장과 지방보건청(ARS)의 승인하에 설립가능하며, 재정수

입은 숙박료(tarif d’hébergement), 치료비(tarif soins), 요양비(tarif dé-

pendance)로 충당한다. 노인홈이나 고령자 주택은 재택과 노인요양

복지시설의 중간형태인 집합주택 시설로, 각 주택에는 독립된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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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과 화장실, 욕실을 갖추고, 집단서비스로는 식사, 여가활동, 세

탁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장기요양시설(USLD)은 의료설비가 가장 

잘 갖추어진 시설로 주로 중증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2009년 발표한 요양시설실태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요양시설은 

총 10,300개에 총 655,386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요양복지시설(EHPAD)의 수용인원 점유율이 가장 높다. 이

들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만도 397,000명에 달해 일자리 창

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3-3-3> 프랑스 요양시설의 종류
단위: %

요양인원(명) 백분율(%)

노인요양복지시설(EHPAD) 494,709 75.5

노인홈
(Maison de retraite non-EHPAD)

31,824 4.9

고령자주택
(Logement-foyer non-EHPAD)

111,860 17.1

장기요양시설
(USLD non-EHPAD)

16,993 2.6

총 655,386 100.0

자료: EHPA 2007, DREES(Études et Résultats n° 699, août 2009).

4. 관리 및 운영기구

가. 도의회(Conseil général)

도의회는 요보호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동시에 노

인간병수당(APA) 재원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주체이다. 구체적으

로는 매 5년마다 치료나 돌봄서비스 수요(Care and service need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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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하고, 현재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에

서의 평가, 보건의료서비스 시설과 사회서비스 영역의 조정과 연계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재택돌봄 서비스(nursing home service)와 재택

치료 서비스(home care service)의 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이들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도의회에서 인가한다.  

나. 노인장애인연대전국공단(CNSA)

노인장애인연대전국공단(Caisse nationale de solidarité pour l'auto-

nomie, CNSA)은 부양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재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4년 6월 설립되었다. 

재원은 건강보험의 예산(ONDAM)과 자립연대분담금(Contribution 

solidarité autonomie, CSA)과 일반사회보장부담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으로 구성된다. 2010년에는 각각 151억 유로, 22억 

유로, 11억 유로씩 갹출이 되어, 총 수입 189억 유로로 운영되었다. 

지출은 먼저 요보호 개인에 대한 지원, 즉 간병수당과 장애수당에

서 발생하는 금액이 있다. 2010년 노인간병수당(APA)에 지출된 액

수는 15억 유로에 달하였고, 장애수당으로 5억 유로 가량 지출이 발

생하였다. 또한 도내 장애인 시설인 장애인의 집(Maison départe-

mental)에 지출하는 금액이 있다. 2010년 6억 유로가 지출되었다. 마

지막으로 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시설에 대한 지출이 있다. 2010년 

해당 분야 지출 금액 중 노인에 대한 지출이 79억 유로, 장애인에 

대한 지출이 84억 유로로 총 163억 유로 가량이 동분야에 사용되었

다. [그림 3-3-1]에서와 같이 노인장애인연대전국공단(CNSA)은 지

방자치단체와 지역보건청의 예산과 더하여져서 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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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노인장애인연대전국공단(CNSA) 운영 개념도

❘제4절❘ 제도의 현황

1. 수혜자수 현황

2009년 약 114만 8천명이 간병수당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

다. 이중 재가급여가 69만 9천명으로 시설급여수혜자인 44만 9천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15% 

증가하였고, 재가급여의 증가율이 시설급여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3-4> 간병수당 수혜자수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재가급여(A) 547 603 654 678 699 6.32%

시설급여(B) 392 409 421 438 449 3.45%

총수혜자수(=A+B)천명 939 1012 1075 1115 1148 5.15%

자료: Clotilde DEBOUT (2010), D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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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연령대별 간병수당 수혜장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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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시설

자료: Clotilde DEBOUT (2010), DREES

[그림 3-3-2]는 연령대별 가병수당 수혜자 비중이다. 예를들면, 85

세 인구 중 20%가 간병수당 혜택을 받았으며, 13%는 재가급여, 7%

는 시설급여 형태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림에서와 같이 80세 이전

까지는 재가급여를 받는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지만 이후는 시설급

여 비중이 늘어난다. 즉 65세인 APA 수급자 중 54%가 재가급여를 

받고 80세에 이르면 70%까지 재가급여 비중이 증가하다가, 90세가 

되면 45%로 줄어든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시기에는 

집에서 간병을 받다가, 나이가 들면 시설로 들어가는 비중이 높아짐

을 보여준다.

2. 재원조달

2009년 도의원(conseils généraux)의 간병수당 지출금액은 51억 유

로에 달했다. 이중 재가급여 지출액이 33억 유로, 시설급여가 18억  

유로에 달했다. 이를 인당 재가급여로 환산하면 월평균 500유로, 시

설급여 478유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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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간병수당의 재원조달 및 지출 현황(2005~2009)
단위: 백만유로, %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지출
(백만유로)

재가급여 2,671 2,867 3,061 3,213 3,268 5.2%

시설급여 1,348 1,462 1,584 1,718 1,834 8.0%

수입
CNSA 1,299 1,412 1,513 1,555 1,548 4.5%

지방세 2,744 2,953 3,179 3,435 3,589 6.9%

총지출(=수입) 4,043 4,365 4,692 4,990 5,136 6.2%

자료: Melanie BERARDIER et Elise CLEMENT (2011), DREES

2009년 기준 총지출급액 중 30%가량은 노인장애인연대전국공단

(Caisse nationale de solidaritê pour l'autonomonie, CNSA)에서 충당

이 되고 나머지는 도(département) 재정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연대전국공단(CNSA)의 충당비율은 지역마다 상이한 것이 특

징이다. 전체 도(département)중 2개도는 충당비가 40%를 넘고, 13

개도는 25% 미만, 그리고 37개도는 전체평균 미만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도별 충당비는 도별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책정한다. 가중치 비중은 첫째, 75세이상 인구비중(50%) 둘째, 노인

간병수당(APA) 지출금액(20%), 셋째, 재정능력(25%) 넷째, 기초생

활보호보장금(RMI) 수급자수(5%)이다.

<표 3-3-6> CNSA의 간병수당 지출 및 재원(2011)
단위: 백만유로

지출 재  원 수입

노인간병수당제도(APA) 1548.2
자립연대분담금

Contribution solidarité autonomie (20% CSA)
441.2

기타비용 21.2
일반사회보장부담금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94% CSG)
1033.4

노령보험분담금
Contribution des régimes d'assurance vieillesse

65.8

금융수입 22.7

총 1,564.2 총 1,564.2

자료: CNSA (2010)



39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그림 3-3-3] 월소득별 수급자 분포 
(월소득, 유로)

자료: Clotilde DEBOUT (2010), DREES

[그림 3-3-3]은 2007년 기준 월수입별 수급자 분포구조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전체 수급자 중 약 23%는 월 수입이 675

유로 미만인 사람들로서, 이들은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는다. 반면에 

2007년 기준으로 월 소득 2675유로 이상인 사람은 실소요금액의 

9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도의회에서 충당한

다. 전체 수급자의 3.5%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5절❘ 소결

프랑스는 1997년 장기요양급여특별제도(PSD)를 도입하여 시행하

다가 2001년 6월 현행 제도인 간병수당제도로 제도를 업그레이드시

켰다. 그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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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프랑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지방세를 근간으로 하

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준조세성격인 자립연대분담금(CSA), 일반

사회보장부담금(CSG), 그리고 일부 노령보험분담금을 갹출하는 노

인장애인연대전국공단(CNSA)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노령보

험분담금은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 재원이 사실상 (준)조세를 통해

서 마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둘째, 프랑스는 다른 OECD국가들과 달리 시설급여보다 재가급여

의 지출 비중이 높다, 이는 정부에서 노인복지정책의 중심을 시설서

비스보다는 가택돌봄 서비스(너싱홈, 홈케어 서비스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노년의 시기를 사회와 격리되

어 보내게 하는 것보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회에 참여를 늘리

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철학을 가지고 있다.

셋째, 요양서비스 급여를 받는 사람 중 일정소득 이상인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본인부담금이 

높고, 경우에 따라 최대 90%까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는 장기요양서비스 지출이 급증할 경우 본인부담금 비중을 조절함

으로써 지출 통제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특징은 장기요양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인 

도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이 점은 현장 착형 지원이 가능

하다는 점 등 여러 장점이 있으나, 지역간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

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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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프랑스 사회보장체계는 크게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사회보험제도

와 사회부조제도로 볼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주로 임금 근로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회부조제도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제도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주로 노동 능력이 없는 집단

을 대상으로 한다. 

프랑스 사회부조제도에서 먼저 고령자와 장애인수당은 시행 역사

가 오래된 대표적인 제도로 공통점을 꼽을 수 있다(장애보충수당 

1930년, 노령보충수당 1941년). 오늘날에는 ‘사회적 미니멈’의 개념, 

즉 최저한의 소득보장 맥락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조한다. 더 나아

가 고령과 장애의 문제를 ‘사회적 위험’ 중의 다섯 번째 ‘의존’의 문

제로 본다. 

본 장에서는 프랑스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를 주제로 

한다. 먼저, 고령과 장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프랑

스 입법과 행정체계를 살펴보고, 제도의 형성을 사회적 맥락에서 간

략히 살펴 보고자한다. 다음으로, 고령자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 사회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1절❘ 고령과 장애 관련 입법과 행정체계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전(사회보장 법전, 공공건강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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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및 가족 법전) 중 사회복지서비스 및 가족 법전이 

노령과 장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법전은 1956년에 만들어진 

‘사회부조 및 가족 법전’을 대체하여, 2000년 지방화 법 이후 사회

복지서비스 영역 및 기법을 제정비할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먼저 일

반적 규정에 사회부조, 가족정책,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정책, 사회

적 배제에 대항 원칙이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사회부조 및 사회복

지 서비스 내용부분으로 가족, 아동, 고령자 및 장애인 사회부조, 사

회적 배제 대상자관련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고령과 관련하여 주

택정책, 재가복지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장애에 관련하여 ‘장애'의 법적 정의가 있다. 

행정체계는 행정단위인 중앙, 광역, 도, 기초로 나누어서 살펴본

다. 중앙정부의 관할부서는 ‘일반 사회복지 서비스(Direction gén-

érale de l'action sociale, DGAS)’ 부서에서 2010년 ‘일반 사회 결속 

부서(Direction générale de la cohesion sociale, DGCS)’로 변경하였

다. 세 개의 부속실을 두고 있는데, 그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립

을 위한 부속실(Sous-direction de l'autonomie des personnes â̂gées et 

des personnes hanicapées)’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서는 ‘사회위생국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sanitaires et sociales, DRASS)’으로 

지역별 위생 및 의료정책을 담당하였으나, 2010년 폐지되었다. 관할 

업무는 현재 ‘지방건강관할청(Agences régionales de santé, ARS)’에

서 위임하였다. 마찬가지로, 도청소재지 단위로서 ‘사회위생국

(Direction départementale des Affaires sanitaires et sociales, DDASS)’ 

역시 2010년에 폐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있는 ‘지

역사회복지서비스센터(Centre communaux d'action sociale, CCAS)’

는 공공행정기관으로서 민간지역 단체와의 협력 하에 관할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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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사회발전 활동을 맡고 있다. 지역 사회정책의 총체 관할 부

서이면서 특히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와 기관에 대해 서비스와 정비

를 감독 운영한다. 건강과 관련된 업무 중 의약서비스와 노인대상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법적 명령을 할 수 있다. 운영은 도

의회, 도청 그리고 지역 의료보험 기관이 맡는다. 보다 작은 시 단위

에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통합센터(Centres intercommunaux d'ac-

tion sociale, CIAS)’로서, 작은 지역단위를 묶여 운영 관리한다. 다음

〈표 3-4-1〉은 행정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3-4-1>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체계 2010년 이후 

행정단위 중앙 광역 도 기  초

관장부서
일반 사회결속 부

(DGCS)

지방보건청

(ARS)

지역사회서비스센터(CCAS)/지

역사회서비스통합센터 (CIAS)

자료: www.solidarité.gouv.fr 요약 

❘제2절❘ 고령과 장애 복지서비스의 형성 

고령과 장애는 사회적 ‘의존’의 문제로 본다. 의존을 다섯 번째 

사회적 위험으로 진단하고 있는 프랑스는 현재 고령화라는 현상에

서 더 나아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인구의 문제를 예상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고령과 장애에 관련 제도 형성의 주요 흐름을 ‘사회 

통합’과 ‘의존으로부터 자립’ 의 두 가지 맥락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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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통합

1962년 발간된 라로크 보고서(Le Rapport LAROQUE) 는 기존의 

노인 부조 원칙에서 정책을 보던 바와는 달리 새로운 활동 원칙과 

노인에 대한 새로운 관리 양식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노인 정책은 

치료사후적 성격보다는 예방 목적이어야 하며, 의존상태를 하나의 

사회적 위험이라고 본다. 고령화는 환경과의 단절을 촉진시키고, 환

경과의 단절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진단한다. 이를 위해 가

장 필요한 것은 노인생활양식의 사회적 통합이라 본다. 즉 장기간 

지속적 독립생활 유지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며, 종전의 부조원칙

과 관련된 호스피스 등 격리 방식을 거부한다. 이를 위해서 재가복

지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면서, 자신들이 

거주지에서 충분히 유연한, 효과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장애인대상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1975년 장애인 법에서 ‘사회 

통합’을 언급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환경으로의 접근과 교육환경으

로의 접근을 서비스 정책을 강조한다. 최근 2005년 장애인 법에서 

장애에 대한 보상과 물리적 환경의 접근 권리에서 사회통합을 실천

한다. 

2. 의존으로부터 자립 

의존은 해부학적 결여나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제삼자의 도움이

나 기구 혹은 처방에의 원조 없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본질적 행

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 의존상태는 6가지 

단계로 나뉜다. 이것은 질병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전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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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반대로 자립은 스스로의 행동 

규칙, 행위 방향 그리고 극복 가능한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구성원

의 능력과 권리와 관련된 것으로, 제삼자의 도움 없이도 신체적, 정

신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 일상생활을 수행하거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의학적 관점에서 장애는 하나 혹은 다수의 실질적 장기적 기능쇠

퇴-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인지적, 심리적-로 말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정의는 불충분하다. 장애는 실질적 기능의 부족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관계 안에서 정의한다. 의학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

서 고려된 공식적 정의로서 최근 제정된 2005년 장애인 법(2005년 

2월 11일 제정,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장애인의 참여와 시

민권을 위한 법률)에서 장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모든 

활동의 한계 혹은 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삶에 참여 하고

자 할 때 따르는 제약으로서, 실질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진단된 기능의 악화-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인지적 혹

은 심리적- 과 다발성장애 혹은 불구의 건강 상태로 인한 어려움’

(사회복지서비스 및 가족 법 L114조항. L114 du code de l'action so-

cial et des familles). 

❘제3절❘ 고령과 장애 복지서비스의 기본구조

고령과 장애를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기본구조는 큰 틀에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사회서비스 및 사회의학 기관과

(Etablissements des services sociaux et des médico-sociaux, ES)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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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대 전국 공단(Caisse nationale de solidairté pour l'autonomie. 

CNSA)이다. 

1. 사회 서비스 및 사회-의학 기관(Etablissements sociaux 

et des médico-sociaux, ES) 

사회- 의학 서비스 기관수는 2011년 총 36,000에 이르며, 사회에

서 배제 상태에 있는 사람, 장애나 의존의 상황에 있는 직면한 사람

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 할 목적으로 한다. 2009년 

병원개혁법과 2010년 지방보건청(ARS)의 설립은 사회서비스기관의 

내용을 개선하였다. 재정은 중앙정부, 건강보험,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먼저 고령자 의존 관련 대표적 사회 의학 서비스 시설은 의존 노

인 주거시설(E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â̂gées dé-

pendantes, EHPAD)이다.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학 서비스

는 가정 위탁(Masion d'accueil spécialisé), 의료-주거 시설(foyer d'ac-

cueil médicalisé), 이동 장애 아동 기관(Etablissement accueillant des 

enfants présentant une déficience motrice), 의학-교육 기관(Institut 

médicon-éducatif), 의학-취업 전문 양성 기관(Instutiut médico-profes- 

soinnel), 교육 치료 기관(Institut thérapeutique éducatif et pédagogique) 

이 있다. 

장애 관련 대인 서비스는 장애 아동 특별 재가 교육 서비스 (Service 

d'éducation spécialisée et de soins à domiciles, SESSAD),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Service d'accompagnement à la vie) 과 성인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학-사회 동반 서비스(Service d'accompagnement médico- 

social pour adultes handicapés) 과 직업 장려 서비스 기관(Etabli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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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et services d'aide par le travail, ESAT)이 있다. 

사회서비스 및 사회 의학 기관에 대한 평가 자료 중 2006년 자료

가 가장 최근이다. 성인 대상 수급자는 총 200,000여명으로 집계되

었다.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서비스 증가율을 살펴보면, 일자리 

도움 서비스가 13%, 주거 서비스가 19% 증가하였다. 주거관련 서비

스 중 가정위탁 서비스가 35%, 의료 주거시설 서비스가 45% 증가

하였다. 

시설 수의 현황을 대상별로 살펴보면, 2003년 통계에서노인관련

주거시설은 10,526개소, 2006년 통계에서 성인장애인 서비스 시설

은 5,300개소 그리고 아동장애인시설은 2,080개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사회 서비스 기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

자면, 고령과 장애 대상에 따라 특수 사회의학 전문성을 띄고 있다

는 점이고, 운영관할책임자가 국가이며 재정 역시 소수의 영리 노인 

홈 운영을 제외하고는 공공영역이다.  

2. 노인 장애인 연대 전국 공단(Caisse nationale de 

solidarité pour l'autonomie CNSA)

고령과 장애로 인하여 자립을 손실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의

학 서비스 및 기관의 재정을 담당할 목적으로, 정부의 일반 사회결

속 부서(Direction générale de la cohésion sociale, DGCS) 하에 설립

된 공공기금이다.

지역 간 서비스 재정 지출의 형평성을 보장, 지역 건강보험의 재

정을 통합 운영하며, 이 재정을 사회 의학 서비스 기관에 배분한다.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인 지역 서비스 기관(maisons département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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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personnes handicapées, MDPH) 과 합의 결정하며 국가적 차원에

서 장애를 평가보고 한다. 

앞 장에서 재가와 시설 서비스에 따른 기금의 재정부분을 언급하

였으므로 본 절에서는 생략한다. 

❘제4절❘ 고령자 복지서비스

1. 정보 및 조정 지역 센터(Centres locaux d'information et 

coordination, CLIC)

일반 고령자들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목적으로 한 지방 센터

이다. 노인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정책 조정 지방 센터(Centres lo-

caux d'information et coordinationm CLIC)는 도의 관할 하에 각 지

자체별로 노인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 각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확인, 주거 환경 개선 등 노인문제 관련 시설 및 정책의 

총괄적 조정을 한다. 대상자 중심의 일괄적 서비스는 단계별로 단순 

정보 제공 및 상담(1단계), 노인의 욕구 파악 및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2단계), 지원 결과의 평가 및 건강, 주거 개선 등 노인문제 총

괄(3단계)로 세 단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고령자 주택(Logements-foyers)

 자율적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형태의 사회

적 시설이다.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공동사용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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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공간과 세탁공간을 두고 있다. 방문 의료서비스의 실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프로그램 활동도 이루어진다. 고령자 주택은 

독립적으로 자율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설립되었으나, 이

러한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오래 자신의 거주에서 생활을 하

고자 한다. 그리하여 현재 고령자주택은 고령화가 좀 더 진전된 노

인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심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운

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며, 재원은 공공주택, 사회보장공단 혹은 

도를 통해 충당되며 대상자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주택수당(APL)의 

기여로 임대료 비용부담을 줄 일 수 있다. 고령자 숙소는 3,023개소

가 있으며, 수급자 수는 1,550,000명이다. 

3. 노인 홈(Maisons de retraite)

노인대상 집단 거주 숙소인 노인 홈(Maison de retraite)이다. 프랑

스 노인의 상당수가 노인 홈서비스시설은 시가 운영을 하더라도 자

가 부담이므로 비싸다는 인식과 함께 퇴소가 없는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 혼자 머무는 자리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한 달 입소 금액 

평균 2,200에서 2,800유로로, 80세 이상의 노인이 절반을 차지한다. 

프랑스 노인 홈 시설은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자립 노인 홈(maisons 

de retraite autonomes)시설로 공공영역에서 운영하는 기관, 기초자치

단체별 지역사회센터(CCAS)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주로 호스피스 

전환 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 노인 홈 시설이다. 노인 홈 시설은 

6,534개소이며, 430,000 입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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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규모 주거 서비스 시설(Les petites unités de vie, PUV)

‘주거의 작은 형태(Les petites unités de vie, PUV)’는 2005년 일반

명령(décret)으로 제정된 새로운 주거제도이다. 대표적으로 농천 노

인 주택(Masions d'accueil rurale pour personnes â̂gées, MARPA)을 

들 수 있다. 앞서 본 고령자 주택이나 노인 홈 시설에 비해 상대적

으로 의존 노인대상 공동 주택을 말한다. 대상자들은 더 이상 자신

의 거주지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들이라 이러한 점에

서 위의 고령자 주택이나 노인 홈과는 기관의 성격 상 일정한 차별

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설의 전체 크기나 거주면적, 그리고 대상

자의 수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소형, 소수를 지향한다. 또한 열 명에

서 열다섯 명 정도의 치매성 노인 또는 정신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해당 가족의 참여 하에 입소자의 다양한 공동 일상생활 영위를 통

해 사회적 격리감을 배제시키려는 목적의 주거시설(Centres d'anima-

tion naturel tiré d'occupations utiles, CANTOU)도 있다.  

5. 장기 요양 시설(Les unités de soins de longue durée, USLD) 

대표적인 시설보호서비스로 주거보장 및 의료 보장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다. 90%의 수급자가 65세 이상 의존 노인이다. 장기치료요양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며, 1,099개소가 있으며, 총 77,000 병상수를 

가지고 있다. 

종합하여 현재 의존 노인대상 의료 주거 시설은 10,854개소이다. 

이는 임시주거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670,000 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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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장애인 복지 서비스

1. 장애인 현황 

<표 3-4-2> 장애인 성별 연령별 현황
단위: 백만명, %

총
(백만 명)

성 연령

남성 여성 15~29 30~39 40~49 50~64

장애 수급자 2.5 56 44 9 15 28 48

전체장애인구 41 49 51 29 20 22 29

프랑스 15세 이상에서 64세 이하

자료: DRESS, INSEE 

프랑스 전체 장애 인구는 등록 장애인을 포함하여 전체 인구의 

6.8%로 추정할 수 있다. 2005년 장애인 법에서 장애를 넓은 의미로 

정의함에 따라, 최근 장해, 무능력, 의존 HID(handicaps, incapacité, 

dpendance)연구 통계에 의하면 총 960만 명으로 잠정 추계하고 있

다. 프랑스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중등실업교육인 CAP(Le 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나 BEP(Le Brevet d'etudes professionnelles) 

이하의 수준이 81%이다. 15세 이상 64세 미만 장애인 중에서 고용 

장애인은 35%이며, 장애인 실업률은 2007년 통계 19.3%로 프랑스 

전체 실업률 두 배에 이른다.

2.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기본 구조 

사회보험제도의 전조가 고용주의 사고책임부담제도에서 시작하

듯, 장애에 대한 책임도 1889년 4월 9일 법 노동 현장 사고에 대한 

고용주 책임보상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이후 1914~191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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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은 850만 명의 불구 상이군인을 남기면서, 장애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1919년 3월 법은 열 명 이상의 

고용 사업장에서 10% 상이군인에 대한 고용 유지와 대중교통 무임

서비스 이용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1975년 6월 30일 장애인 법은 장애인의 교육과 직업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성인장애인수당을 도입

하였다(장애아동수당은 가족수당제도에서 보장). 2005년 장애인 법

은 ‘보상의 권리’와 '이동 보장'의 권리, 장애인에 대한 통합 서비스 

이용기관인 지역 장애인서비스기관(Masions départementales des 

personnes handicapées) 설립을 내용으로 한다. 1975년 장애인 법과 

2005년 장애인 법의 목적을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본 구조로 이해하

고, 구체적인 대상자 현황과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1975년 장애인 법- 국가 의무(obligation nationale)

이 법의 1조는 다음과 같이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신체적, 감각

적,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과 진단으로서, 의료, 교육, 

직업전문교육, 고용, 소득보장, 사회적 통합과 여가생활의 접근은 

국가의 의무이다.’ 

나. 장애인 소득보장 서비스

프랑스 장애 수급 평가는 장애 시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보전하

여 급여하는가에 질문에 손상중심접근법을 사용한다. 과거의 직업

과 미래의 가능한 직업에 대한 고려보다 현재 개인의 기능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사회보험방식의 기여에 

따라 재해보험(Les accidents du travail)에서 장애연금과 건강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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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해연금(L'invalidité) 그리고 무기여방식인 수당제도로서 장애보

충수당(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dité, ASI)과 성인장애수당

(L'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es, AAH) 이다. 

1) 산재보험에서 장애연금 

기여형식의 급여로서 상병급여과 영구적 근로무능력에 대한 수급

으로 나눈다. 영구적 근로무능력의 경우 신체손상의 정도 즉 무능력

비율이 10%이하인 경우 급여를 한 번에 원금으로 받을 수 있고, 

10% 이상인 경우 월 일정의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2005년 연

금형식의 수급자는 총 950,000명(수급자와 그 직계가족 포함)이다. 

평균 일년에 4,000유로, 한 달에 330유로가 지급되고 있다. 

2) 건강보험에서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기여방식으로서 건강보험에서 갹출하는 급여이다. 

2007년 통계를 보면, 약 100만 명 정도가 수급자이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는 못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보충수

당(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dité, ASI)이 있다. 이 수당은 보

충수당으로서 급여자의 한 달 급여가 655유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급여를 보충한다.

3) 성인장애수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es, AAH)

성인장애수당은 합법적으로 일을 한 적이 없거나, 일을 해도 기여

가 충분하지 않았던 장애인의 소득보장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결과이

다. 1975년 장애인 법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며, 소득과 장애상태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소득 보전 급여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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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소득이 전혀 없는 장애인의 경우 2010년 매월 71,195유로를 수급

하게 되고, 880,000명의 수급자가 있다.

종합하자면, 현재 2011년, 총 300만 인구가 지금까지 언급한 장애

관련 급여 수급자였다(일시적 장기적 포함). 프랑스 전체 인구의 5%

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2011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원

인으로 수명의 연장과 장애인이 점차 노동시장과 지속적으로 멀어

지는 현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장애연금

관련 수급자는 28%, 성인장애인수당 수급자는 16% 증가하였다.

다. 장애인 취업 서비스-장애인 의무고용할당 제도

1919년 법에서 상이군인의 고용의무제도 10%를 앞서 언급함과 

아울러, 1957년 법에서는 장애인고용을 3%로 명시한 바 있었다. 이

에 1975년 장애인 사회적 통합이라는 맥락 하에 1987년 법에서는 

6%로 장애인고용할당을 의무로 할 것을 제정한다(1987년 7월 10일 법).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 6%를 목표로, 두 가지 혁신적인 제도를 소

개하였다. 기업은 해마다 장애인고용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한다. 기

업의 장애인고용의무를 감독하고, 통계자료에 쓰인다. 기업이 장애

인고용의 사회적 의무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 재정적 기여라는 명목

으로 대신 지불하여야한다. 이 재정적 기여는 장애노동자 자활기금

관리단체(Associaitons pour la gestion du fonds pour l'insertion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AGEFIPH)에서 관할한다. 이 기금은 장애노

동자와 고용주의 고용 장려 정책에 쓰인다. 

1987년 장애인 의무고용할당제도 이후, 그 영향력은 명백히 들어

났다. 2000년까지 고용 장애인은 약 220,000명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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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 252,000명으로 15%가 증가하였다. 또한 이전과 달리 직

장에서 근로자의 장애 발생 시, 고용유지가 이루어지는 질적인 변화

도 있었다. 그러나 2005년 통계는 6% 장애인고용할당의 목표(적어

도 고용인 20명의 공기업과 사기업)와는 달리 2.8%를 기록하고 있

다. 또한 사기업의 장애인고용할당은 2.6%였다. 

장애인의무고용할당제는 노동환경으로 접근 맥락에서 더 나아가  

장애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

다. 적응 기업(Enterprises adaptées)의 경우 특수한 기업으로서 장애

인을 적어도 80% 고용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

아 운영하고 있다. 2005년, 약 20,0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노

동 장려 서비스 기관(Etablissements et services daide par le travail)

은 앞서 말한 사회-의학 기관에 속하면서 대표적인 장애인 노동 장

려 기관이다. 이 곳 장애인 노동시간은 비장애인들의 삼분의 일정도

이다. 특수 법적 고용계약 지위이며, 법적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는

다. 약 110,0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라. 장애아동 취학 및 교육 서비스

1975년 장애인 법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의 의무와 일상생활에

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래에 사회통합과 직업통합을 

영위하고자 장애아동의 취학은 필수임을 직시한다. 

장애아동의 취학 및 교육 서비스는 세 가지 크게 구성한다. 수업

에서 일반아동들과 통합 교육하는 방법, 장애아동 특별반을 구성하

여 공동으로 교육하는 방법이다. 수업 통합 반(Classes d'intégration 

scolaire, CLIS)과 통합 교육 수업(Unités pédagogique d'intégration, 

UPI)이다. 통합교육수업은 특수교사들과 함께 소수 인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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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의 정도가 특별히 심각하다고 판단 시에는 정

부 교육부 관할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부에 속한 특수 교육사회-의

학기관에서 장애아동의 교육을 담당한다. 

1998년에서 1999년 취학 장애 아동은 일반학교에서 52,000명, 특

수반에서 51,000명, 특수교육기관에서 125,000명으로, 총 전체 장애

아동의 절반만이 취학아동이다. 취학의 결정은 2005년 이전에는 특

수교육 도위원회(Commissions départementales de léducation spé-

ciales CDES에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장애인 권리 및 자립 위원회

(Commissions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ées, 

CDAPH)에서 결정한다. 

1990년 말 이후에서 현재까지 장애아동의 취학을 위한 프랑스 국

가적 노력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999년 Handiscol 계획(장애

아동취학을 위한 상담 및 지침), 2003년 장애아동의 통합 5개년 계

획, 2005년 장애아동 취학원칙의 새로운 개념도입이다. 교육부는 장

애아동의 취학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서 취학도우미(Auxiliaires de 

vie scolaire, AVS)와 학교생활을 돕는 취학고용보조(Emplois de vie 

scolaire, EVS) 제도를 두었다. 2008년 37,000명의 장애아동 대상 취

학도우미와 보조원 총 인원은 25,000명이었다. 

2005년 장애인 법은 모든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공공서

비스 책임 강화 목적을 기반으로 한다. 아동은 거주지에서 가장 가

까운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 장애인 

권리 및 자립위원회에서 부모와 합의 결정에 따라 다른 지역에 있

는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결과적으로 취학

장애아동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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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장애 아동 청소년 취학 교육 현황(2010~2011)
단위: 명

범위
일반 학교

수용시설 사회의학기관
개별 공동

초등교육 83,309 42,985 4,957 62,075

3~5세 27,465 7,571 1,808 18,543

6~10세 55,844 35,414 3,149 43,532

중등교육 54,865 20,229 1,935 6,492

11~14세 43,287 7,923 1,212 4,481

15~18세 11,118 1,199 723 2,011

비구별 460 11,107 300 2,353

전체 138,174 63,214 7,192 70,920

자료: INSEE 

마. 2005년 장애인 법- 보상의 권리

2005년 장애인 법은 1975년의 법 권리를 보다 효력 있게 하기위

한 목적이 있다. 장애를 새롭게 개념 정의하고, 장애를 실질적 기능

의 부족뿐만 아니라 일상 사회적 삶의 참여를 방해하는 환경에서의 

장애를 강조한다. 보상의 권리를 핵심 내용으로 살펴 볼 수가 있다. 

보상의 권리가 프랑스에서 뜨거운 논쟁을 몰고 왔던 사건은 2000

년 뻬루쉬 Perruche 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Perruche라는 여성은 

임신 중 태아 건강 검진의 오진으로 약물 복용 후 장애아가 태어난 

것에 대한 자신과 아동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오를레앙 지방

법원은 오진을 인정하여 엄마에게 손해배상은 받아드렸으나, 장애

아의 태생 책임을 단순히 오진에 의한 책임으로만 볼 수 없어 장애 

아동의 손해보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대법원은 엄마

와 아이의 최종 손해보상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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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애보상급여(Prestation de compensation du handicap, PCH)

법이 정한 보상의 정의이다. 일상생활에서 장애의 결과를 극복해

야하는 사람에게 허용 된 모든 현물급여가 동원되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보상 서비스는 인적 서비스(가사도우미), 동물에 의한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돕는 개), 기술 서비스(휠체어), 주택 설비 보조, 자동

차 설비 보조, 건물 내에서 장애인이용 편의시설이다. 장애보상급여

의 서비스 별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인적서비스가 41.1% 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기술적 서비스 23.9% 주거 설비 및 자동차 이

동 보조 서비스 17.5% 그리고 기타 17.3% 마지막으로 동물에 의한 

서비스 0.2%이다. 

2005년 법에서 제정된 장애보상급여 이전에 부분적으로나마 서비

스들이 있었다. 제삼자보상급여(Allocation compensatrice pour tierce 

personne ACTP)는 인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로 일

시급여이며 하루에 두 시간 반으로 한정되어있었다. 또한 이 급여는 

수급자가 사망 후 물려 줄 자산이 있는 경우, 자신이 생존 시 받은 

제삼자보상급여는 관할 시가 소환하였다. 다음으로 기술적 도움은 

제공이 제한되어 한계는 있지만 건강보험 수가에 부분적으로 포함

하고 있었다. 주거설비서비스는 국가주거관리소(Agence nationale de 

l'habitat, ANAH)에서 담당하였다. 

사. 지역 장애인 서비스기관(Maisons départementales des 

personnes handicapées, MDPH) 

2005년 법은 보상의 권리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위해서 새로

운 기관인 지역 장애인서비스기관(Maison départemetale des person-

nes handicapées, MDPH)을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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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요구에 기반 한 개별 욕구를 수급자의 인생계획에 따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사정한다. 이 평가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시한다(의학, 사회복지, 고용, 기타). 대상자는 전문가 그룹

과의 동의 이후에 의사결정을 해나간다. 이 다차원적 프로그램은 개

별계획을 치 하게 구성하여 부족한 것을 채워 완성한다는 데 있다. 

개별계획은 장애인 수급자의 직장이나 혹은 개별 인생계획전반에 

걸쳐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의 설계를 말한다. 평가사정

단계를 거쳐 장애보상급여 수급자가 된다. 이 급여는 현물급여이며 

수급자의 고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급여이다. 그러나 수급자의 

자산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범위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차등 급여한다. 최

종 급여 결정은 장애인 권리 및 자립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재정

은 자립 연대 기금에서 담당한다. 

이를 위해 2005년 설립된 지역 장애인 서비스기관(Masions dé-

partementales des personnes handicapées, MDPH)은 2012년 총 100개

소가 있다. 

아. 장애인 이동 보장 서비스  

장애인 이동 권리 보장 서비스에는 공공영역에서 사기업에 이르

기까지 다수의 사회적 행위자가 참여한다. 이 법안은 2015년 1월 1

일 전까지 실행한다. 장애를 가진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며 일상생

활을 위한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공공행정기관, 주거용 시설, 사무

실, 교통시설 등등).

대중 통행 건물(Etablissement recevant du public, ERP)정비 계획

으로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학기관과 각 도청의 장애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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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계획, 2010년 1월까지 대중 통행 건물에 대한 장애인 이동 가

능성 검사 진단, 2011년 1월 공공기관 이동접근 가능성 진단, 2008

년 2월까지 시별 교통 설비 진단, 2009년 12월까지 시별 도로 조사 

진단이다.

❘제6절❘ 소결 : 고령자와 장애인 복지서비스 경향

최근 프랑스 복지서비스는 행정구조의 단일화 경향이 두드러진

다. 2010년 통폐합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보건청(ARS)은 지역 사회-

의학기관 관련 계획(shéma régional de l'organisation médico-sociale, 

SROMS) 및 장애인과 노인 대상 서비스 기관의 재원 중 건강보험 

재정의 분배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노령보다 특히 장애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민의 강한 

연대 의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74%의 프랑스인은 장애인의 책임

은 국가가 보장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고, 54%가 노령은 국가 책임

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고령과 장애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특징은 주거서비

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관성을 들 수 있다. 주거 목적을 위한 사회시

설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의학 기관이라는 점, 고령자주

택이나 노인 홈이 단순히 주거시설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고령화에 대비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국가 계획보다는 

연령별로(55세에서 75세, 75세 이상에서 85세, 85세 이상) 정책대상

에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가 있다(2006년 국가 연대 계획(Plan 

solidarité), 2007년~2009년 국가 노령의 질 보장 계획(Bien vie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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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랑스가 1960년 이후부터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재가복

지서비스의 활성화(노인 장애인 가사 도우미서비스, 재가간병서비

스)는 75세 이상 수급자에게 있어 자신의 주거에서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욕구에 부합할 만큼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2009년 

통계에서 백만 명의 노령 의존 인구(의존 등급 1에서 4까지) 중 

60%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머물러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평

균 85세 이상 수급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 홈 시설이 2020년에

는 지금의 두 배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있다. 이것은 고

령화 대비 복지서비스 쟁점 중 하나이다. 

프랑스 장애관련 복지서비스 중 소득보장제도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장애보충수당과 성인장애수당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소득보전의 수준은 다르다. 장애보충수

당은 총 자산조사를 통해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80%의 소득을 

보충한다. 성인장애수당은 소득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의 100%를 

기준으로 소득을 보충하고, 세금(주민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장애

인 수당제도(장애보충수당ASI, 성인장애수당AAH)와 서비스 제공 

(제삼자보상급여ACTP와 장애보상서비스PCH)의 통합 및 단일화는 

쟁점 중 하나이다. 

고령자와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프랑스에서 제3섹터를 포괄적으로 

총칭하는 ‘사회적 경제와 연대(Economie sociale et solidiare)’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 일상생활 동반 및 가사 서비스

를 목적으로 한 사회적 기업 혹은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 기업, 장애인 비영리단체의 입법 활약(20005년 장애인 법)이다. 

이 점은 한국의 제3섹터 보건의료 영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볼 때 

동시대적 수렴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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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pendantes en France - Vers la création d'un cinquième risque?, 
‘Information sociales’, No. 157, p.127-133. 

Laurent Cytermman, Thomas Wanecq (2010), Les politiques sociales, Paris, PUF. 
Pierre Rabischong(2008), Le handicap, PUF, Que sais-je, No. 3638.
DRESS(2006), Dépendance des personnes â̂gées et handicap: les opinions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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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아동 및 보육 서비스

❘제1절❘ 프랑스 아동의 현황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총 출생아 수는 821,000명이다. 프랑스에서 출

생아 수는 1990년대 초반에 감소 추세였으나 1995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2~2003년 다시 약간 주춤하다가 2004~2006년 사이

에 다시 증가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혼외 출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09년 전체 출생아 중 53%가 혼

외출생이다. 혼외 출산율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10%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20~40세 여성이 전체 출생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율

은 감소 추세로서 10년 동안 2% 감소하였다. 반면에 35세 이상 여

성의 초산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태어난 아동의 

21.6%가 35세 이상 여성이 출산한 경우이며 이는 1999년 16.9%와 

2004년 19.1%,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모의 평균 출생 

연령은 30세에 가까우며 1995년 28.1세에서 약 2세 증가한 수치이다. 

2010년 1월 현재 프랑스의 6세 미만 영유아 인구는 4백만 8천명

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유아 인구는 1990년대에는 감소 추세였으나 

2000~2006년 사이에는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6세 미만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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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Creuse의 경우 5.3%에서 부터 

Seine-Saint-Denis의 9.75%까지 다양하다. 전반적으로 볼때 6세 미만 

아동의 비율은 남서지역이 낮으며 북쪽 지역, 파리 주변 지역, 론-알

프스 지역 그리고 서쪽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

omiques; INSEE)의 2009년 고용 조사(Enquéte Emploi) 결과에 따르

면 6세 미만 아동의 3분의 2가 맞벌이 부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부모 가정 중 37%의 

여성이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이

유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시장의 문제이며 보육 서

비스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

성의 23%가 종일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파트 타임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에 불과한 여성들이 아이를 돌봐 줄 보육 

서비스를 찾을 수 없거나 보육 서비스 비용이 너무 비싸서 파트 타

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 고용율은 부양 자녀 수가 증가할 수록 특히 영유아 자녀 수

가 많을 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트너와 함께 생활 

하고 있으며 6세 이하의 자녀를 1명 가지고 있는 경우 여성 고용율

이 74%인데 반해 세명 이상 자녀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한명이 6세 

미만인 경우 여성 고용율은 43%로 하락한다.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더욱 현저하다. 파트너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면서 6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여성의 25%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반면, 3명 이상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파트 타임 종사율이 51%로 증가한다.

한부모 가정의 소득은 양부모 가정의 소득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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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한부모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과세신고소득 및 사회소득(Enquête Revenues Fiscaux et 

Sociaux)”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0~6세 영유아 대부분

이 소득 중 소비 단위(unité de consommation)당 사용할 수 있는 금

액이 연간 평균 11,000유로 이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는 

양부모 가정 자녀의 연간 평균 17,800유로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6세 미만 영유아의 대부분이(82%) 양부모와 함께 사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 및 

재구성된 가정에서 사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186). 

한부모가 사는 경우는 10%, 재구성된 가정에서 사는 경우는 7%, 부

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는 경우는 0.5%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 수록 “전통적인 가정”에서 사는 비율

이 감소하여 자녀 연령이 14~17세의 경우 67%가 전통적인 가정에

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2절❘ 보육 서비스의 특징

프랑스 보육 정책의 시초는 1874년 제정된 Roussel Act로부터 출

발하고 있다. 동법은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유모에게 

맡기게 된 자녀들이 비위생적인 보육 환경과 유모의 적절하지 못한 

보육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자 유모가 보육하는 영

아 사망 감소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186) 여기서 “전통적인 가정”이라고 함은 부모의 결혼 유무와는 상관 없이 양부모와 함
께 살고 있으며 다만 의붓 형제자매는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가정을 의미한다. 양부
모와 의붓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가정은 “재구성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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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정책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게 된 20세기 전반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정치집단의 성향과 가족 협회 및 여성 운동가들

의 압력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띄면서 추진되었다. 

프랑스 보육 정책의 이념은 19세기말 제3공화국의 원칙에 입각하

여 설립되었으며 그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원

칙으로서 영아 사망을 감소시키고 아동을 보호하며 전체 사회의 재

생산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동등한 기회의 원칙으로서 빈곤의 

대물림을 감소시키고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

하여 사회 계층과 무관하게 전체 아동에게 조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건강 관련 원칙으로서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켜 전체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6세 미만 영유아 보육 방식은 크게 시설 보육(l'accueil 

collectif)과 개인 보육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보육(l'accueil in-

dividuel)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187). 시설 보육은 다시 집단 보

육 시설(accueil collective)과 가족 보육 시설(accueil familial)으로 구

분된다. 집단 보육 시설은 시설에 소속된 보육사가 일정한 시간에 

영유아를 보육하는 일반적인 유형의 보육 시설이다. 가족 보육 시설

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개인 보육사 혹은 부모들이 영유아로 하여금 

다양한 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루 중 특정 부분의 시간

을 보육 시설에 함께 모여서 영유아를 돌보는 공동 시설이다. 

집단 보육 시설(accueil collective)에는 집단 어린이집(créches col-

lectives), 일시 어린이집(haltes garderies), 놀이방(jardins d'enfants)이 

있다. 집단 보육 서비스가 하나의 시설에서 각각 제공될 때 단일 보

187) 프랑스에서 “보육” 용어는 1980년대 초에 보육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garde”에서 “accueil”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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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관(mono-accueil)이라고 하며. 하나의 시설에서 정규 보육(accueil 

régulier)과 일시 보육(accueil occasionnel), 종일제 보육(accueil à 

temps plein)과 시간제 보육(accueil à temps partiel) 등 다양한 보육 

방식이 함께 제공될 때 복합 보육기관(multi-accueil)이라고 한다. 예

를들어 정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 어린이집과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 보육시설이 같은 건물에 함께 있을때 복합 

보육 기관이라고 한다. 또한 집단 보육 시설과 가족 보육 시설이 같

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도 복합 보육 기관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보육 시설은 노동, 고용, 건강부(Ministé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의 모성 및 신생아 보호국(La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의 의견에 기초하여 이사회(conseil gén-

éral)장이 전달한 보육시설 기능에 대한 권한과 규제의 제한을 받는다. 

개인 보육 서비스에는 인가된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s), 보육

사들의 집(les masions d'assistantes maternelles), 가정 내 보육사

(garde à domicile) 세 가지가 있다. 보육사는 보육사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4명까지 돌보는 것이 허가된 사람들이며 보육사에 대한 자

격증은 노동, 고용, 건강부의 모성 및 신생아 보호국이 발급한다. 보

육사들의 집은 보육사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다른 보육사들과 함께 아동을 돌보는 것이 필요한 보육사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아동을 돌보는 시설이다. 가정 내 보육사는 부

모가 직접 고용하거나 혹은 국가에 의해 허가받은 시설의 중재로 

부모가 고용한 보육사인데 부모의 집에 직접 와서 자녀들을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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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모성 및 신생아 보호국(La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

프랑스에서 산모 및 영유아 그리고 6세 미만 아동의 보육에 관한 서비스는 노동, 고용 

및 건강부(Ministé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의 산모와 신생아 보호국(PMI; 

La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이 수행하고 있다. PMI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6세 미만 영유아 보육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육사 

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시하고 활동을 집행하며, 보육사와 보육 시설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PMI는 국가 사회보장 조사의 체계 하에서 매년 공동 

보육 시설과 개인 보육사 등 영유아 보육 시설과 보육 서비스에 대한 현황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건강 및 사회정책 관련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DRESS(D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evaluation et des statistique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 시설 보육 서비스 

가. 시설 보육 서비스 유형

집단 보육 시설(accueil collective)은 아동들을 공동으로 돌보는 특

징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서 다양한 종류의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école maternelle)에 입학하기 전 3세 미만의 아동들을 돌보

고 있으며 유치원 수업 외의 시간에는 6세까지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집단 보육 시설에는 집단 어린이집(créches collectives), 일시 

어린이집(haltes garderies), 놀이방(jardins d'enfants)이 있다. 

집단 어린이집(créches collectives)은 평일 낮 시간에 일반적으로 3

세 미만의 영아를 정규적인 방식으로 보육하는 기관이다188). 집단

188) 정규 보육(accueil régulier)은 부모가 아동을 보육시설에 일정한 기간 등록하여 정규
적으로 아동을 맡기는 보육 방식을 말하며, 임시 보육(accueil occasionnel)은 일정 
기간을 등록하지 않고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때 마다 간헐적으로 보육 시설에 자녀
를 맡기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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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운영주체에 따라서 지역에서의 전통적인 어린이집(les 

créches traditionnelles de quartier), 직장어린이집(les créches de per-

sonnel), 부모 어린이집(les créches parentales)으로 구분된다. 지역에

서의 전통적인 어린이집은 아동의 집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당 정원은 60명이다. 낮 동안 8~12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밤, 일

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직장어린이집은 부모가 일하

는 장소(회사 혹은 관공서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근무지의 근로시

간에 맞게 운영한다. 시설당 보육 정원은 60명이다. 부모 어린이집

(Accueil parental)은 일종의 부모공동보육시설로서 부모들 자신에 

의해서 경영되는 어린이집이다. 1901년 법 단체 유형으로 재분류되

었으며 부모들이 각자 돌아가면서 혹은 보육 전문가와 함께 3세 미

만의 아동들을 돌본다. 시설당 정원은 20명이며 필요한 경우 25명까

지 돌볼 수 있다. 

집단 어린이집은 공공 법인 혹은 민간 법인이 설립할 수 있다. 집단 

어린이집의 설립은 모성 및 신생아 보호국(La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의 의견에 기초하여 이사회(conseil général)장이 전

달한 보육시설 기능에 대한 권한과 규제에 따라야 한다. 또한 보육 

시설 설비는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안전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영유

아의 성장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집단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보육은 다학제적인 그룹에 의해 이루

어 진다. 시설장은 육아 전문가, 의사, 혹은 영아 교육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사는 육아 보조자 혹은 영아 교육자의 자격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아동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려서 아직 걷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교사 1명당 5

명의 영아를 돌보며, 걸을 수 있는 아동의 경우 교사 1명당 8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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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돌본다. 심리학자, 정신 운동 훈련자, 문화 참여자 등 기타 

전문가들은 특정한 시간 동안 아동을 돌본다. 

부모가 직접 운영하는 부모 어린이집의 인력에 대한 규정은 집단 

보육 시설에 적용되는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모 어린이집은 

소규모 그룹으로 운영하면서 집단 어린이집과 달리 영유아 보육에 

부모를 참여시키는 특권을 주고 있다. 부모가 아동 보육에 참여하는 

방식은 시설 마다 다양하다. 시설의 안전성, 시설 운영비용 지원, 그

리고 보육료 부모 본인 부담 계산 방식은 집단 보육 시설과 같은 규

정이 적용된다. 

일시 어린이집(haltes garderies)은 6세 이하 영유아를 부정기적으

로 잠시 맡겨두는 일시적인 보육 시설이다. 집단 어린이집이 취업 

여성 자녀들을 대상으로 종일제 정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인데 비해 일시 어린이집은 전업주부들이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마다 일시적으로 자녀를 맡기는 곳이다. 특히 3세 이하 아동들로 하

여금 다른 아동을 만나고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치

원(école maternelle)에 입학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역

할을 한다. 집단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운영 주체에 따라 지역에서

의 전통적인 일시 어린이집과 부모 일시어린이집으로 구성된다. 지

역에서의 전통적인 일시 어린이집은 시설당 정원이 60명이며, 부모 

일시 어린이집은 시설당 정원이 20명이고 예외적인 경우 25명까지 

돌볼 수 있다. 

놀이방(jardins d'enfants)은 2~6세 미취학 아동 혹은 취학 아동을 

시간제로 돌보는 정규적인 보육시설이다. 놀이방이 운영하는 시간

은 유치원 혹은 공동 보육 시설이 운영하는 시간과 차별적인 시간

이다. 유치원(école maternelle)의 기능을 대안 할 수 있는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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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자격 있는 교사들이(영아 교사 혹은 육아 전문 보조자 등) 영

유아의 신체적 및 인지적 발달과 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

공한다 시설당 정원은 80명이다. 최근에는 2~3세 영아만을 대상으

로 하는 놀이방설립도 고려되고 있는 중이다. 

복합 보육기관(multi-accueil)도 운영 주체에 따라서 전통적인 지역 

복합보육기관(traditionnelles de quartier), 직장 복합보육기관(personnel), 

부모 복합보육기관(parentales), 단체 혹은 가족(collectives/familial) 

복합보육기관으로 구분된다. 시설 당 정원은 전통적인 지역 복합 보

육기관의 경우 최대 60명이며, 부모 복합 보육기관은 20명 예외적인 

경우 25명까지 돌볼 수 있다. 집단보육기관과 가족보육기관의 역할

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 당 최대 정원

은 100명이다. 

가족 보육 시설(accueil familial)은 인가된 보육사(assistantes ma-

ternelles)들이 모여서 아동을 돌보는 시설이다. 인가된 보육사는 하

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본인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고 일정한 주기

를 두고 아동에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가

족 보육 시설에서 아동을 돌본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두번씩 

보육사와 보육사가 돌보는 아동들이 가족 보육 기관에 온다. 가족 

보육 기관에 오는 시간은 아동의 사회화와 발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 

가족 보육 시설은 집단 보육 시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감독되고 

경영된다. 가족 보육 기관의 개설은 모성 및 신생아 보호국(La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의 의견에 기초하여 이사회

(conseil général)장이 전달한 허가하에서 이루어진다. 가족 보육 기

관의 설립은 공공법인 혹은 민간법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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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보육 시설에서 인가된 보육사가 아동을 돌보기는 하지만 적어도 

한명의 육아 전문가, 의사, 영아 교육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가족 보

육 기관에서 아동을 돌보는 보육사는 시설의 관리와 지원의 대상이 

된다. 

소규모보육시설(les micro-créches)은 2007년 2월 20일 제정된 

2007-230 시행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보육시설이다. 동 시행령은 6

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 시설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최대 9명의 영유아를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같은 시행령에서의 다른 조항들과 배치

되는 사항으로서 시행령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규모 보육시설의 경영은 공공 혹은 민간이 할 수 있

으며 영리일 수도 있고 비영리일 수 도 있다.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

한 조사가 최근에 이루어져서 발표된 공식 자료에 소규모 보육 시

설에 대한 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 다만 프랑스 대도시 

지역에 약 200개의 소규모 보육시설이 있고 약 1,800명의 아동을 보

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아동 각성을 위한 놀이방(jardins d'éveil)은 기존의 보육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이상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된 것으로 2세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가 시설(accueils de loisirs)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이다. 여가시설은 학기 중 수업 시작 전후 혹은 

방학 기간 중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가시설에서는 교육적인 

여가 활동과 휴식 시간을 아동에게 제공한다. 여가시설은 사회통합

부(départementale de la cohésion; Ddcs) 혹은 사회통합과 인구보호

부(départementale de la cohésion sociale et de la protection des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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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ations; Ddcspp)에서 마련한 규정에 따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시설 보육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 

시설 보육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과 시설 경영에 대한 지원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은 가족수당 전국공단에서 마련된 규칙을 따

르고 있다. 가족수당 전국공단은 보육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가족수

당 지역공단이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립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고 하

고 있다. 2000년부터 어린이집 설치 및 투자를 위한 총 7개의 계획

이 수행중에 있다. 어린이집 투자 계획은 66억 유로의 보조금이 주

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60,000개의 보

육 정원 설치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

한 계획하에서 각각 새롭게 조성된 보육 정원은 한 정원 당 최소 

7,400유로에서 14,000유로까지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시설 경영에 대한 지원은 유일한 서비스에 대한 수당(la prestation 

de serive unique: psu), 일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당(la prestation 

de service accueil temporaire: psat), 자녀 위탁 보육사 이용에 대한 

보조금(complément mode de garde: cmg) 세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 Psu 혹은 Psat 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청소년 계약(le contrat 

enfance et jeunesse)을 의무적으로 함께 체결 해야 한다. 

유일한 서비스에 대한 수당은 3세 미만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영에 대해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보육 시설은 가족수당 전국공단

이 매년 결정하는 상한액의 한도 내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시간당 

원가 비용을 산정한다. 산정된 보육 시간당 원가 비용의 66%에 해



434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따라서 시간당 원가 비용의 66%에 

총 아동의 보육 시간에 곱하여 비용을 계산하며 이 금액에서 부모

가 직접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 금액을 보육 

서비스 이용자들 중 일반 레짐에 해당하는 비율(예를들면 97%)을 

곱하여 최종 지원금액인 psu를 결정한다189). 부모가 지불하는 본인 

부담금은 가족수당 전국공단이 결정한 계산표에 의해 산정되는데 

자녀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부모 본인 부담금 산

정시 최소 소득 수준이 적용되어 소득이 없는 사람도 최소 소득 수

준에 근거하여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당(psat)도 유일한 서비스에 대한 수

당(psu)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다만 보육 시간당 원가 비

용의 30% 만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 부모의 본인 부담금도 psu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녀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아동․청소년 계약(le contrat enfance et jeunesse: cej)은 2006년부

터 시행되었으며 지자체 혹은 지자체 연합과 가족수당 지역공단간

에 이루어지는 보육시설의 목적와 공동출자에 대한 계약이다. 동 계

약은 6세 미만 아동의 보육을 위해서 전체적이고 합의된 정책을 촉

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 계약은 4년 마다 이루어지는데 

결과 평가 절차가 끝난 후에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다.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협회 혹은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가족 어

린이집의 경우, 보육사를 개인이 고용할 때 가족수당 지역공단이 지

원하는 자녀 위탁 보육사 이용에 대한 보조금(complément mode de 

garde: cmg)을 시설 경영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선택할 수 있다.190) 

189) 보육서비스 이용자 중 일반레짐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가족수당 전
국공단이 일반레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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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위탁 보육사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 서비스 이용자 부모에게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사 인건비의 일

부분을 보상해 준다. 보육사 인건비를 부모가 직접 가족수당 지역공

단으로부터 지원 받기 때문에 시설은 유일한 서비스에 대한 수당

(psu), 일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당(psat), 그리고 가족수당 지역공

단이 사회 활동 기금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며 아동․청

소년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볼 때 집단 보육 시설(accueil collective)에 해당되는 

집단 어린이집(créches collectives), 일시 어린이집(haltes garderies), 

놀이방(jardins d'enfants), 복합 보육기관(multi-accueil)이 유일한 서

비스에 대한 수당(psu)과 아동․청소년 계약(cej)을 재정 지원 수단

으로 삼고 있다. 보육사들이 방문하여 아동을 보육하는 가족 보육 

시설의 경우 공공법인이 설립한 경우 psu와 cej를 적용하고 있으며, 

민간법인이 설립한 경우 psu와 cej 혹은 cmg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소규모 보육시설의 경우 역시 psu와 cej 혹은 cmg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족수당 지역공단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어

떠한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는 시설 경영인이 결정한다. 여가 시설

(accueils de loisirs)의 경우 일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당(psat)과  

아동․청소년 계약(cej)을 적용하고 있다. 아동 각성을 위한 놀이방

(jardins d'éveil)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재정지원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90) 자녀 위탁 보육사 이용에 대한 보조금(complément mode de garde: cmg)은 보육 방
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Comp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과 
동일한 것으로서 보육사 이용에 대한 비용 보조금이라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자녀 위탁 보육사 이용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의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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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보육 서비스

개인 보육 서비스에는 인가된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s), 보육사

들의 집(les masions d'assistantes maternelles), 가정 내 보육사(garde 

à domicile) 세 가지가 있다. 이러한 개인 보육 서비스의 특징을 유

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가된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s)

인가된 보육사는 보육사 자신의 집 혹은 “보육사들의 집(Les mai-

sons d'assistantes maternelles)”에서 일반적으로 6세 미만의 아동들을  

4명까지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동을 돌보기 위해서는 노동, 

고용, 건강부(Ministé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의 모

성 및 신생아 보호 서비스(La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

국의 판단에 따른 이사회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의무이다. 

상근 보육사와 비상근 보육사 두 종류가 있는데 비상근 보육사는 

낮시간 동안에만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며 상근 보육사는 아동보호

법하에서 24시간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다. 비상근보육사는 특

정 단체나 협회에 고용될 수 있으며 가족보육시설(créche familiale)

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이 가능하다. 

보육사 자격은 1977년 5월 17일에 마련된 법률에 의해 제도화 되

었다. 이 시기에는 보모(nourrice)로서의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정식

적인 보육 활동이었으며 허가하에서만 보육 활동이 가능하였다. 

1992년 7월 12일 마련된 법령은 보육사 허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CFAS, article L421-1)191). 보육사 허가는 매 5년마다 다

191) Code de l'action social et de fami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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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받아야 한다. 허가 갱신은 보육의 장소가 아동의 건강, 안전, 성

숙을 보장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보육사에 

대한 의료검진, 가족 환경, 주거 규모 및 위생상태 등 보육 환경에 

대한 검증을 노동, 고용, 건강부(Ministé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의 모성 및 신생아 보호 서비스(La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국으로부터 받아양 한다. 

동 법령은 보육사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여 비상근보육사의 경

우 5년에 한번 허가를 갱신할때 최소 6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보육사 교육은 이사회가 제공하며 교육을 이수한 경

우에만 보육사 허가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1992년 법률은 한

명의 보육사가 예외조항 없이 한번에 최대 3명의 아동까지 돌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법률 개정으로 보육사는 최대 네 명의 아동

까지 돌볼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보육사는 3명 혹은 그 이

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진다. 하지만 처음 고

용되었을때 3명의 아동을 동시에 돌보는 허가가 주어지는 것은 매

우 드문 경우이다. 첫번째 계약 이후 보육사 연장에 대한 평가가 이

루어질때 여러명의 아동을 동시에 돌보는 것과 일시 보육에 대한 

특례 적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보육사에 대한 허가 및 연장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보육사의 주거 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혹은 보육사 자신이 영아 자녀를 가지게 된 경우가 대부분에 

해당된다. 

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 보육사는 1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데 60시간은 아이를 처음으로 돌보기 이전에 받아야 하며 나머지 

60시간은 처음으로 아동을 돌본 이후 2년 내에 받아야 한다. 120시

간의 교육을 면제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보육사가 육아학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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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경우, 영아와 상동한 분야의 기타 다른 자격증을 가진 경우, 보

육사가 가족 보조자(assistant familial)의 자격증을 위한 교육을 이미 

받은 경우이다. 

보육사는 가족 보육시설(créche familiale)의 임금 근로자일 수 있

으며 또한 고용하는 부모의 임금 근로자 일 수 있다. 부모가 보육사

를 고용하고자 할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보육사와 

노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고용한 보육사에게 급료

를 지불해야 한다. 셋째, 보육사 고용에 적용되는 노동 관련법을 준

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동에 대한 국가공동협약에서의 보육사 고

용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보육사에게 지급하는 급료

를 국가 중앙 Pajemploi에 신고하여 국가가 급료 지불에 대한 공보

를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모가 보육사를 고용하는 경우 자녀 위탁 보육사 이용에 대한 

보조금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족수당 지역공단(Caisse d'Allocations Familliales; 

Caf) 혹은 농업사회공동체(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가 동 보

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내역에는 보육사에 대한 사회보험료 전액과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보육사 급여의 일부분이 포함된다. 지원금 액

수는 부모의 소득수준, 부양 자녀수 및 자녀 연령에 따라 다르다. 어

느 부모이든지 보육사 급여의 최소 15%는 본인 부담으로서 지불해

야 한다. 보육사와 가정내 보육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중복

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으로 지불한 보육사 급여는 소

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육사 이용 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부모는 가까운 Caf 혹

은 Msa에 Cmg 이용 신청을 제출한다. Caf와 Msa는 신청서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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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육사 고용인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을 Centre Pajemploi에 전

달한다. Centre Pajemplois는 부모의 신원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록

을 확인하고 임시 패스워드를 부모에게 전달하여 인터넷을 통해 보

육사 월급여 지불을 신고할 수 있게 한다. Centre Pajemplois가 부모

의 등록을 기입하고 부모의 이름을 Centre Pajemplois 인터넷 사이

트(www.pajemploi.urssaf.fr) 보육사 고용인 명부에 올리게 되면 부모

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종이 서류를 송부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부모는 보육사에게 지불한 비용을 인터넷을 통해 신

고한다. Centre Pajemplois는 보육사 고용 비용 지불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고 부모가 고용하고 있는 보육사의 사회보험료 액수를 알린

다. 보육사의 사회보험료는 Caf 혹은 Msa가 Centre Pajemplois에게 

지불하며 부모의 은행 구좌를 통해 자동적으로 입금된다. Caf 혹은 

Msa는 보육사 고용 비용에 대한 일부도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을 이용자 부모에게 지불한다. Centre 

Pajemplois는 보육사 급여에 대한 지원사항을 부모가 고용하고 있는 

보육사에게도 역시 전달한다. 연말에 Centre Pajemplois는 부모가 본

인 부담으로 지불한 보육사 고용 비용에 대해서 소득 공제 혜택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보내 준다. 

나. 보육사들의 집(Les maisons d'assistantes maternelles)

보육사들의 집(Les maisons d'assistantes maternelles)이라는 새로운 

보육 방식이 최근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보육사 자신의 집에서 아동

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돌보는 것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보육사

들과 함께 아동을 돌보는 것이 필요한 보육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육사들의 집에서 일하는 보육사들은 몇 년 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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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혹은 소규모보육시설 등 다양한 보육 시설에서 아동

을 돌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보육사들의 집에서는 한 장소당 최대 

4명의 보육사들이 일할 수 있으며 각각의 보육사들이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수는 4명이다. 보육사들의 집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

장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보육사의 집에서 일할 수 있기 위해서

는 인가된 보육사와 마찬가지로 노동, 고용, 건강부(Ministé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의 모성 및 신생아 보호 서비스

(La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국의 판단 후 이사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허가증은 보육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돌보는 아동수를 규정하고 보육사의 집에서 아동을 돌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보육사의 집에서 일하는 보육사들 역시 

고용한 부모로 부터 급여를 받는다. 이곳에서 일하는 보육사들은 노

동법 그리고 특별 고용자로서 보육사들을 위한 국가공동협약에 의

해 보호받는다. 

다. 가정 내 보육 서비스(la garde à domicile)

부모는 가정 내 보육 서비스(la garde à domicile)를 이용하여 부모

의 집으로 와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을 이용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 한명의 가정내 보육사를 여러명의 부모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가정내 보육사는 아동들의 가정집을 번갈아 

돌아다니면서 아동들을 돌본다. 가정내 보육사를 구하는 방법은 다

음 두가지가 있다. 첫째, 국가에 의해 허가된 기관 혹은 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사 고용 및 신분과 관련한 

행정상의 문제들을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기관이 책임진다. 둘째, 

부모 자신이 가정내 보육사를 고용하고 보육사 자격과 관련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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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서 부모 자신이 책임을 진다. 

어떠한 방식으로 가정내 보육사를 고용하였던지 간에 가정내 보

육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고용

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고용된 보육사에게 급여를 지

불해야 한다. 셋째, 적용되는 노동 관련법을 준수해야하는데 예를들

면 노동에 대한 국가공동협약에서의 보육사 고용에 대한 규정을 준수

해야 한다. 넷째, 보육사에게 지급하는 급료를 국가 중앙 Pajemploi

에 신고하여 국가가 급료 지불에 대한 공보를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정 내 보육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영아 보육 수당의 일종인 

자녀 위탁 보육사 이용에 대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수당 지역공단(Caisse 

d'Allocations Familliales; Caf) 혹은 농업사회공동체(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가 가정내 보육사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다. 첫째, 가정내 보육사의 사회 보험료 50%를 지원해 주

는데 그 한도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양하다. 둘째, 가정내 보육사

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액은 소득 

수준, 자녀 수 및 연령에 따라서 다양하며 총비용의 최소 15%는 부

모가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 가정내 보육사에게 임금으로 지

불한 비용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정내 보육사 신청 

및 이용 절차는 보육사의 경우와 동일하다. 

가정내 보육사는 국가가 승인한 기관을 통해 알선 받을 수 있는

데 이 경우 기관이 자녀를 돌보는 보육사의 고용주가 된다. 국가에 

의해서 승인된 기관의 명단은 Agence National des Services à la 

Personne 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3세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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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이용자 부모와 “simple(간단한)”한 계약을 체결하며, 3세 이

하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기관은 이용자 부모와 “qualité(양질

의)” 계약을 체결한다. 부모가 cmg 혜택을 받는 경우 최소한 한달에 

16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4절❘ 보육서비스의 공급 현황

1. 시설 서비스

프랑스 보육시설 수는 2009년 현재 10,565개소로서 복합 보육기

관이 5,702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중 5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보육기관은 4,107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38.9%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보육기관은 756개소로 전체 보육 시설 중 7.2%이다. 2005년 이

후 영유아 보육시설은 연간 2.2%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보육시설의 증가는 복합 보육기관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단일 보육기관의 수는 2005년 이후 연간 4.4%의 감소

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복합 보육 기관의 수는 2005년도 이후 

9.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복합 보육 기관이 증가하게 된 이유

는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2005년 1월 부터 PSU(Prestation 

de service unique)를 도입함에 따라 보육 정원에 기초한 운영비 지

원에서 총 아동의 보육 시간에 기초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

기 때문이다. 단일 보육 기관들은 총 보육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

으로 부모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일시 

보육 서비스 등) 제공이 가능한 복합 보육 기관으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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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프랑스 영유아 보육 시설의 현황(2005~2009)
단위: 개, %

시설 수 (개소수) 연간 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2009 2005~2009

단일 보육기관 4913 4595 4334 4160 4107 -1.3 -4.4

집단 어린이집 2277 2105 2072 1960 1947 -0.7 -3.8

지역 전통 1885 1719 1724 1650 1639 -0.7 -3.4

직장 206 204 165 150 151 0.7 -7.5

부모 186 182 183 160 157 -1.9 -4.1

일시 어린이집 2449 2303 2072 2006 1933 -3.6 -5.7

지역 전통 2315 2190 1973 1921 1854 -3.5 -5.4

부모 134 113 99 85 79 -7.1 -12.4

놀이방 187 187 190 194 227 17.0 5.0

복합 보육기관 3915 4360 4799 5284 5702 7.9 9.9

지역 전통 3363 3811 4158 4513 4856 7.6 9.6

직장 - - 60 115 149 29.6 -

부모 329 311 302 314 296 -5.7 -2.6

단체/가족 223 238 279 342 401 17.3 15.8

총 집단 보육 시설 8828 8955 9133 9444 9809 3.9 2.7

가족 보육 시설 848 842 800 772 756 -2.1 -2.8

총 보육 시설 9676 9797 9933 10216 10565 3.4 2.2

자료: DREES (2011) “L'offre d'accueil des enfance de moins de 3 ans en 2009” études 

et resultats, N 763, juin 2011 

총 단일 보육 기관 중 집단 어린이집과 일시 어린이집 수는 각각 

1,947개소와 1.933개소로서 전체 단일 보육 기관에서 비슷한 비중

(각각 47%)을 차지하고 있다.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 어

린이 집의 수가 종일제 정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 어린이집 

수와 비슷한 이유는 파트 타임에 근로하는 여성의 경우 일시 보육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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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자녀가 있는 커플 여성 중 파트타임 종사 비중이 34.8%

로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집단 어린이집 운영주체는 

대부분 지역 전통(84.2%)이며 직장과 부모 운영은 각각 9% 내외이

다. 복합보육시설 역시 대부분의 운영 주체는 지역 전통(85.2%)이며 

직장(2.6%), 부모(5.2%), 단체/가족(7.0%)은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총 보육 시설 정원은 352,738명으로 2008년 342,703

명에 비해 2.9%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 이래 매년 평균 2.6%의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육 정원의 증가도 시설 수의 증가와 마찬가

지로 복합보육기관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단일 보육 기관

의 정원이 2005년 이래 매년 평균 3.9% 하락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복합 보육 기관의 정원은 2005년 이후 매년 평균 11.2%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전체 보육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복합보육기관이 

47.2%, 단일보육기관이 35.7%, 가족보육기관이 17.1%를 차지하고 

있다. 단일 보육 기관에서 집단 어린이집과 일시 어린이집의 개소수

는 비슷한 반면, 정원 수는 집단 어린이집이 85,871명(68.2%)으로 

일시 어린이집 32,062명(25.4%) 보다 정원수가 월등이 많다. 그 이

유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 어린이집의 정원 수가 규모가 적

은 일시 어린이집의 정원수 보다 많기 때문이다. 일시 어린이집의 

약 90%가 정원이 20명 이하인데 반해 집단 어린이집 중 정원이 20

명 이하인 경우는 25%에 불과하며 49% 이상이 40명 이상의 정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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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프랑스 영유아 보육 시설별 총 정원수 현황(2005~2009)
단위: 명, %

보육 정원수 (명) 연간 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
2009

2005~
2009

단일 보육기관 147,758 139,345 133,381 128,205 125,997 -1.7 -3.9

집단 어린이집 98,648 92,950 90,782 87,143 85,871 -1.5 -3.4

지역 전통 84,152 79,041 79,018 76,375 75,178 -1.6 -2.8

직장 11,708 11,189 8,997 8,249 8,282 0.4 -8.3

부모 2,788 2,720 2,767 2,519 2,411 -4.3 -3.6

일시 어린이집 41,302 38,794 35,176 33,323 32,062 -3.8 -6.1

지역 전통 39,395 37,104 33,665 31,991 30,853 -3.6 -5.9

부모 1,907 1,690 1,511 1,332 1,209 -9.2 -10.8

놀이방 7,808 7,601 7,423 7,739 8,064 4.2 0.8

복합 보육기관 108,964 124,746 136,643 153,603 166,364 8.3 11.2

지역 전통 95,427 111,452 120,257 132,335 14,2301 7.5 10.5

직장  - - 2,310 4,499 5,941 32.1 -

부모 5,997 5,503 5,440 5,916 5,432 -8.2 -2.4

단체/가족 7,540 7,791 8,636 10,853 12,690 16.9 13.9

총 집단 보육 시설 258,721 264,091 270,024 281,808 292,361 3.7 3.3

 가족 보육 시설 62,153 61,346 60,509 60,895 60,377 -0.9 -0.7

집단/가족 7,872 7,303 8,543 9,676 10,373 7.2 7.1

가족 54,281 54,043 51,966 51,219 50,004 -2.4 -2.0

총 보육 시설 318,874 325,437 330,533 342,703 352,738 2.9 2.6

자료: DREES (2011) “L'offre d'accueil des enfance de moins de 3 ans en 2009” 

études et resultats, N 763, ju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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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프랑스 영유아 보육 시설 정원수 별 비중(2009)
단위: %

보육 정원수 

20명 이하 21~40명 41~60명 60명 이상 합계

단일 보육기관 58.8 18.0 17.3 6.0 100

집단 어린이집 25.1 26.1 37.1 11.7 100

지역 전통 20.4 28.0 40.1 11.4 100

직장 6.3 29.9 40.3 23.6 100

부모 100.0 0.0 0.0 0.0 100

일시 어린이집 90.1 9.2 0.4 0.3 100

지역 전통 89.9 9.4 0.4 0.3 100

부모 97.7 2.3 0.0 0.0 100

놀이방 50.3 30.4 9.4 9.9 100

복합 보육기관 42.0 38.6 13.0 6.3 100

지역 전통 43.1 40.7 12.1 4.1 100

직장 18.1 46.5 29.1 6.3 100

부모 81.6 18.0 0.4 0.0 100

단체/가족 5.4 23.6 29.3 41.6 100

 가족 보육 시설 7.6 26.9 22.4 43.0 100

자료: DREES (2011) “L'offre d'accueil des enfance de moins de 3 ans en 2009” 

études et resultats, N 763, juin 2011 

2. 개인 보육 서비스

2008년 PMI 조사에 따르면 등록된 조사 대상 412,000명의 보육사 

중 약 282,000명의 보육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보

육 정원은 769,100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육사가 3세 이하 아동

에게만 한정하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3세 이하 아

동에게 특별하게 한정된 보육사도 없다. 하지만 이사회는 취학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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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취학 아동 그리고 걸을 수 있는 영아와 걷기에 아직 어린 영아

로 구분하여 보육사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보육사가 3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육 

정원은 610,800명으로서 이는 3세 이하 영아 100명당 26.1명에 대해 

보육사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보육사가 제

공하는 보육 정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3세 이하 아동 

100명당 5명 정원에서 52명 정원으로 매우 격차가 심하다. 2008년 

현재 전국의 4분의 3 지역이 3세 이하 영유아 100명당 보육사 정원

이 37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4> 프랑스 보육사 수 현황(1990~2008)
단위: 명, %

1990 2000 2004 2007 2008
연간증가율

(1990~2008)

인가받은 

보육사 수(a)
132,000 338,100 365,900 406,500 412,100 6.5

활동하는

보육사 수(b)
71,300 232,200 252,200 276,700 281,700 7.9

보육사 

활동율(b/a)*100
54.0 68.7 68.9 68.1 68.4 1.3

보육사가 제공하는 

총 보육정원수
132,900 585,800 660,500 744,200 769,100 10.2

3세 미만 100명당 

보육정원수
5.9 27.1 28.9 32.3 32.8 10.0

보육사 1명당 보육 

아동수
1.9 2.5 2.6 2.7 2.7 2.0

자료: Cnaf(2010) “L'accueil du jeune enfant en 2009, Données Statistiques”

보육사 수는 특히 1990년 부터 2000년 사이에 현저하게 증가하였

다. 동 시기에 보육사에 대한 주요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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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보육사를 고용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 assistant maternel agréé; Afeama)이 마련되었고 이것이 

다시 영아보육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체계하

에서 자녀 위탁 보육사 이용에 대하나 보조금(Complément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으로 변경되었으며, 보육사 자격에 대한 개

정이 1992년 7월 17일과 2005년 6월 27일 두 차례 이루어졌다. 이

러한 제도 변경으로 인해 보육사 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고용주에 의한 고용인의 신고가 증가하여 미신고 

고용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Cmg

가 지원되기 때문에 고용인의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4절❘ 보육 서비스의 이용 현황

프랑스 DRESS는 2007년 10~11월의 2개월 동안 영유아를 양육하는 

약 8,000가구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 현황에 대한 조사(Enquête 

Modes de garde et d'accueil des jeunes enfants)”를 수행하였다. 프낮 

시간 동안 주된 보육 방식의 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가 직접 영아

(0~3세)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가 63%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 보육사가 보육사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가 18%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단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경우는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인 10%를 차지하고 있다192). 조부모 

192) “주된 보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상당부분의 시간을 
아동을 돌본 방식을 말하며 고려대상이 되는 기간은 조사 전의 1주일간의 기간으
로 월~금 9시~19시, 수 8시~19시(3~6세 아동), 토일 16시 30분~19시이다. "보조적인 
보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이 주된 보육 방식에 의해 돌보아지지 않을 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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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는 4%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세 이상 유아는 대부분의 평일 낮 시간에 학교(école maternelle; 유

치원)에서 시간을 보낸다. 학교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는 대부분 부

모가 유아 자녀를 돌보고 있다. 학교가 쉬는 수요일에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3~6세 유아가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낸다. 주중

의 방과후인 오후 4시 30분 부터 7시까지 유아의 83%가 부모와 함

께 시간을 보낸다. 동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2007년 프

랑스 영유아의 보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0~3세 영아 보육 현황

월요일 부터 금요일의 오전 8시 부터 오후 7시까지 시간 동안 3

세 미만 아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낸다. 2007년 현재 

63%의 3세 미만 영아가 주된 보육 방식으로서 부모에 의해 돌봐지

고 있으며 3명 중 1명이 부모가 아닌 다른 방식에 의해 돌보아지고 

있다. 부모가 돌보는 경우 대부분 엄마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중 67%가 엄마하고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었으며 33%가 양부모와 함께 혹은 아빠하고만 보내는 시간인 것으

로 나타났다. 부모 다음으로 자주 이용하는 주된 보육 방식은 보육

사가 보육사의 집에서 영아를 돌보는 것으로 전체에서 18%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주된 보육 방식

은 시설 보육으로서 전체에서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설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10% 중 집단 어린이집(créches collec-

tives)을 이용하는 비중이 8%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당 부분의 시간에 대해 아동을 돌본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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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가족 보육시설 2%, 부모 어린이집 0.5%, 직장 어린이집 0.5%

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혹은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는 전체에서 4%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돌보는 경우는 2%인 것

으로 나타났다193).  

일하지 않는 부모는 대부분의 경우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돌보는 것에 있어 부모의 근로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모가 모두 다 종일제로 일

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3세 이하의 영아 중 부모가 모두 종일제로 일하는 경우 

27% 가 주된 보육 방식이 아빠 혹은 엄마에 의해 돌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모두 종일제로 일하면서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부모의 노동 시간 혹은 노동 활동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정내에서 일하는 경우 

혹은 가정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이에 해

당된다. 실제로 농업인, 예술가, 상인의 경우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

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많은 경우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이러한 직업군에 해당한 여성의 경우 고용된 여성보다 네 배 

이상으로 일정 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여성 중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여

성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출산 후에 일하는 것을 그만 둔 

여성들은 특히 임금 근로자 혹은 노동자인 경우가 많았으며 일하면

193)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낮시간 동안의 주된 양육자로 부
모 75.8%(엄마 74.9%, 아빠 0.9%), 조부모 12.3%(친조부모 5.6%, 외조부모 6.7%), 
기관 9.5%, 비혈연 1.6%, 기타 친인척 0.8%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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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돈을 버는 것과 자녀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본 결과 일

하는 것을 그만 두는 것을 선호한 여성들이다. 자녀 양육을 위해 일

하는 것을 그만 둔 30대 미만 여성의 70%가 다시 일하는 것을 원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보육자가 부모인 경우는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는 최상위 소득 

계층에서도 31%로서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세 미만의 유아의 12%가 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부모는 양부모보다 자녀를 직접 키우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부모의 62%가 자녀를 직접 키우는데 반해 한

부모의 경우 71%가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들

이 보육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부모와 함께 살고 있

는 3세 미만 영아들은 양부모 자녀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다른 방식

으로 보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경우 고용율이 양부

모의 경우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3세 미만 영아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의 64%가비경제활동인구이거나 실업자인데 반해 양부모의 

경우 24%, 그리고 양부모 중 여성의 경우 38%가 비경제활동인구 

혹은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 자매 혹은 세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영아가 그렇

지 않은 영아보다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경제활동 특히 종

일제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적었다. 한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

정의 49%가 부모 중 한명이 일하지 않거나(비경제활동인구 혹은 실

업자)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반면 두자녀 가정의 경우 76%, 세

자녀 이상의 경우 89%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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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créches)과 보육사(assistantes maternelles)의 이용율은 소

득 수준 그리고 주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모 모두가 일하고 있는 경우 가족이 이용하는 보육 방식은 소득 수

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소득 상위 20% 이상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3세 미만 영아의 69%가 낮시간의 주된 양육자가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인데 반해 소득 하위 20% 미만의 가정에서 거주하는 영아

의 경우 9%만이 주된 양육자가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인 것으로 나

타났다. 부모 이외의 보육 방식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 소득 하위 20% 이하 가정의 경우 부모에 의해 양육되지 않

은 영아의 대다수가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었으며 25% 이하 만

이 보육사에 의해 보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40% 

이상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영아의 경우 상황은 반대인 것으로 나

타나 대다수의 영아가 보육사에 의해 양육되고 있었으며 4분의 1만

이 보육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으며 대다수가 평균 이하의 소득 수

준인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대부분 시설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양육되지 않는 대다수 영아는 

보육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27%가 보육사에 의해 양육되고 있

었다. 

가정내 보육 서비스(garde à domicile)는 주로 고소득층이 이용하

고 있다. 가정내 보육 서비스는 소득 상위 20%가 매우 배타적으로 

주된 보육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다. 가정내 보육 서비스는 파리 도

시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간부급이나 상위 전문직종의 자녀들을 주

로 돌보고 있다. 간부급에 종사하는 여성의 자녀 13%와 일드프랑스 

지역에 거주하는 영아의 7%가 가정내 보육 서비스를 주된 보육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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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전국적으로 3세 미만 영아

의 평균 이용율 2% 보다 높은 수준이다. 비용이 비싸며 특히 한명

의 아이만을 돌보기 때문에 가정내 보육 서비스는 주로 소득이 높

은 계층에서 이용하고 있다. 

가정 내 보육 서비스는 또한 다른 유형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하

지 않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가정 내 보육 서비스는 개별 가정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자녀 부

모의 집에서 주당 평균 43시간의 보육을 제공한다. 보육사와 보육 

시설이 주당 37~38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긴 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보육시설과 보육사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을 비교해 

보면 보육 시설이 보육사 보다 약간 더 긴 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 시설이 보육사 보다 주 당 더 

많은 날에 보육을 제공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육 시설은 평일 대부분

의 날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 시설을 주된 보육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50%가 평일 중 5일 모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보육사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를 평일 5일 모두 이용

하는 비율 39%보다 높은 수치이다. 

조부모는 짧은 시간 동안 보육이 필요할 때 주로 이용하며 조부

모에게만 자녀를 맡기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보육 서비스와 함께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것이 

가정에서 돌보는 가장 빈번한 경우이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만이 자

녀를 돌보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주로 돌보는 아동의 대다수가 주

중 낮시간에 다른 사람에게도 맡겨지고 있는데 많은 경우 조부모에

게 자녀를 맡긴다.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의 29%가 주중에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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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안 조부모에게 맡겨지고 있으며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주당 9시간~40시간이다. 부모가 주된 보육 방식인 것과 

더불어 보조적인 보육 방식으로서 보육 시설이나 보육사에게 자녀

를 맡기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프랑

스에서 대다수의 영아가 유일하게 부모에 의해서만 양육되는 것은 

아니며 보육시설, 시간제 보육 시설 혹은 보육사에 의해 보조적으로 

양육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중에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41~35시간에 해당하는 반면 보조적인 보육 방식으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은 12~18시간에 해당한다. 조부모들 역시 보조적인 

보육 수단으로서 보육시설 혹은 보육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정

내 보육사를 고용하여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조부모의 도움을 받

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롤 나타났다. 

조부모가 주된 보육 방식으로 영아를 돌보는 경우는 4%에 불과

하나 조부모가 주중에 보육하는 시간은 37시간으로서 보육사 혹은 

보육 시설이 주된 보육 방식으로 돌보는 경우와 비슷한 시간으로 

나타났다. 보조적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아 중 11%를 조부모

가 돌보고 있으며 돌보는 시간은 주 중 평균 10시간이다. 

프랑스에서도 자녀를 보육함에 있어 서로 다른 다양한 보육 방식

이 개입되고 있다. 주중 낮시간에 3세 미만 영아의 48%가 부모를 

포함하여 두 종류의 보육 서비스에 의해 돌봐지고 있으며, 19%가 

부모 포함하여 세 종류의 보육 서비스에 의해 돌봐지고 있다. 서로 

다른 다양한 보육 방식으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 가장 빈도가 높은 

보육 방식의 조합은 부모와 부모 이외의 보육 서비스가 개입되는 

방식이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두 종류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3세 미만 영유아의 0.5%만이 비용을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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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두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3~6세 유아 보육 현황

프랑스에서 3~6에 유아는 대부분 유치원인 école maternelle에 취

원하고 있다. 따라서 3~6세 유아에 대한 보육은 유치원이 문을 닫는 

수요일과 유치원 수업 시간 외의 방과전후에 이루어진다. 

학교가 문을 닫는 수요일에는 3~6세 유아의 73%가 부모에 의해 

돌봐진다. 프랑스에서는 거의 모든 3~6세 아동이 교육 기관인 école 

maternelle에 다닌다. 수요일은 거의 모든 학교가 문을 닫는 날로서 

3~6세 아동의 73%를 부모가 직접 돌본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로서 11%에 해당한다. 수요일은 수업 외 특별 

활동을 위한 날로서 7% 아동이 체육관 혹은 여가 센터 등에서 문화 

및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돌봐진다. 보육사가 돌보는 경우는 5%에 

해당한다. 

종일제로 근로하는 부모라 하더라도 많은 수가 수요일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많은 경우 부모 이외의 보육 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부모 모두 종일제로 일하는 자녀의 46%가 

수요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내고 있다. 종일제로 일하

는 부모가 자녀를 수요일에 돌볼 수 있는 것은 근로 시간을 유연하

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6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종일제 근

로 여성의 21%가 수요일에 근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7%의 

여성이 주 중에 다른 날에 일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영아와 마찬가지로 3~6세 유아의 보육 방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아 보다는 그 차이가 덜 현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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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수요일에 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 현

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도 역시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중이 높았다. 최상위 소득 계층의 경우 3~6세 자녀를 수요

일에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중은 58%로서 전체 유아의 73%와 비교

하여 그다지 낮은 비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는 수요일에 3~6세 유아를 돌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일에 부모가 3~6세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경우 38%의 유아를 조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 여가, 문화, 혹은 스포츠 센터에서 보내는 경우로 25%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육사가 돌보는 비중은 18%인 것으로 나타

났다. 부모 이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는 사회 계층 및 지역

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농촌 지

역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 수요일에 부모가 돌보지 않는 3~6세 

유아의 48%를 조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중 수요

일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경우 여가 센터를 이용하는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아 4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율은 파리 

주변 농촌 지역의 48%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인 오후 4시 30분 부터 저녁 7시까지 3~6세 유아의 83%가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에 과

외 수업을 받는 경우는 7%,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5%, 보육사가 

돌보는 경우는 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사가 방과후에 3~6세 아

동을 돌보는 경우는 많은 경우 같은 보육사가 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형제 자매를 함께 돌보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에 3~6세 

유아를 보육사가 돌보는 경우 중 18%가 같은 보육사가 3세 미만의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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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이 아직 문열지 않은 아침에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자

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가 문열지 않은 오전 8시에 

84%의 아동이 부모와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가 탁아소, 

4%가 조부모, 2%가 보육사의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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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

❘제1절❘ 주거지원 제도의 형성과 변화

프랑스는 저소득층의 주거권 확립과 주거수준향상 등을 위해 공

공자본의 지원을 받은 모든 주택을 ‘사회주택(logement social)’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사회(social)’라는 단어에 초

점을 맞추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인간의 역사와 같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현재의 프랑스 사

회주택을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국민들 간의 사

회적 통합과 소득 재분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공공의 의지

(개입)’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국가 등 공공의 건설에 대한 재정

적 지원(aide à la pierre) 하에 순수임대목적으로 건설, 매입, 정비된 

주택 및 조합구성 등 특수한 목적에 따라 분양되는 공급자 지원 주

택과 가구(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aide à la personne)을 받는 수

요자 지원 주택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사회주택의 틀 속에서 공

공임대주택(HLM194))은 보다 협의적으로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받

아 공공임대주택 기구에 의해 건설, 매입 또는 정비(재개발, 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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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등)되는 주택으로 입주자 자격 등 공급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별도

의 법제적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 정의되며 입주자는 수요자 지

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뿐만 아

니라 단독주택과 같은 유형도 존재하며 대부분이 임대주택이지만 

약간의 분양주택도 포함195)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급자 지원방식과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구분하

여 프랑스 주거지원 제도를 살펴보겠으며 공급자 지원방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기술함을 밝힌다. 

1. 공급자 지원 제도의 형성과 변화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프랑스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세

기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설-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

영하고 있다. 현존하는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은 19세기 말부터 20세

기 초반에 만들어진 법제도적 장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이 1894년 제정된 시그프리드(Siegfried)196)  법

이다. 이 법은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위해 지자체에 설립된 공공임대주

택(HBM)197)기구에 국립공탁은행(Caisse des dépôts et consignations)

과 저축금고(Caisse d'épargne)의 자금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프랑스

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지원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12년 

194) Habitation à Loyer Modéré
195) 따라서 HLM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번역하기에는 용어상의 모순이 발생하나 이들 

분양주택의 재고가 미미하며 임대 시 임대료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기 때문에 
여기서는 HLM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번역, 사용하기로 하며 HLM의 임대관련 부분
에 중심을 두고자 한다.   

196) 르 아브르(Le Havre) 시장 겸 국회의원, 신교파 박애주의자

197) Habitation à Bon Marché : HLM의 전신으로 저렴주택 이라 번역될 수 있다. 입주는 어느 
정도 고정된 소득이 있는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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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스트로스(Strauss)198)는 각 도(département)에 최소 하나 이상의 

공공임대주택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법을 

제안하여 기초지자체와 도가 지방재정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기구

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12년 제정된 본베

이(Bonnevay) 법은 이전에 주로 민간부분의 노동자주택공급을 간접

적으로 지원하던 것으로부터 공공이 본격적으로 임대주택건설에 개

입하는 계기 및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였으며 기초지자체와 광역지

자체에 재정지원 및 이들 스스로가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할 수 있

는 조직체계 구성, 즉 지자체마다 사회주택을 건설-공급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구(OPHBM)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공공의 재정이 생각만큼 지원되지 못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1928년 루쉐르(Loucheur)199)는 향후 5년간 

2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법을 제안하여 추진하고 활발한 공

공임대주택기구의 활동을 유도하는 등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같은 제도를 기초로 현재 프랑스 공공임대주택(HLM)에 대한 

법제적 틀은 1978년 제정된 ‘건설 및 주거에 관한 법전(code de la 

construction et l'habitation)’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2. 수요자 지원 제도의 형성과 변화

프랑스의 수요자 지원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8) 1차 대전 직후 위생부 장관(ministre de l'Hygiene)을 지냈으며, 노인, 주부와 어린이보호, 
민중계급의 주거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급진 사회주의자

199) 건설회사를 경영하였으며 이후 산업건설부,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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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194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수당(Allocation Logement) 

제도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차대전 이후 공공의 주택정책이 주택의 양적인 팽창

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상황에서 주택수당은 제

한적 대상에게만 지원되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기존 공공임대주

택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주택건설지원에 대한 재정적 부담 

증가 및 주택시장의 양적인 안정화는 다른 형태의 주거지원 방식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1977년 ‘바르법(Loi Barre)’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 법은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기존 주택수당제도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 차등적 주거수당(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이

란 새로운 수요자 지원제도를 제시하였다. 2007년 현재 전체가구의 

약 21.8%가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제도는 임차인이나 장기분할상환 

주택구입자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과 실제 시장가격을 비교해 그 

차이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1977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국가와 민간 또는 공공시행자 간의 협약에 의해 수당이 지급되었다. 

협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조건(면적, 시

설, 임대료 상한선 등)을 의무적으로 만족해야 했으며 지원가능한 

주택도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1988년 주택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명

시한 ‘베송법(Loi Besson)’ 이후 대상 주택과 가구의 범위가 확대되

어 차등적 주거수당이 일반화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3. 최근의 정부 정책 동향

프랑스 정부는 현재 주택문제를 일자리창출 및 교육문제와 함께 

3대 국가문제로 다루고 있다. 즉,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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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구)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우며 사회

통합과 국가발전 역시 요원하다는 전제 하에 모든 국민이 적정한 

주거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6년 7월 

13일 ‘주택을 위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법(Loi portant Engagement 

National pour le Logement)’을 제정하고 기존의 건설지원과 가구지

원의 제도적, 재정적 틀을 강화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집중된 이 같

은 정부의 노력은 2005년 수립된 사회통합계획(plan de cohesion so-

cial)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 계획은 최근 주택

문제가 나타난 중요한 원인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

라고 전제하고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가구지원과 연계하여 향후 5년간 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료

통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 20만호, 장기분납(금리0%) 분양주택 24

만호를 공급하고 빈집 10만호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목표를 제

시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

업을 통해 130개 구역에서 112천호의 주택이 리모델링되었으며 59

천호가 새로 공급되었다. 

❘제2절❘ 주거지원 제도의 기본구조

1. 공급자 지원 제도의 구조 

사회주택의 틀 속에서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협의적으로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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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공임대주택 기구에 의해 건설, 매입 또는 정

비(재개발, 리모델링 등)되는, 그리고 입주자 자격 등 공급 및 관리

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제적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들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같은 

유형도 존재하며 대부분이 임대주택이지만 약간의 분양주택도 포

함200)하고 있다. 여기서는 공급자 지원의 대표적 방식인 공공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공급자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

겠다.

가. 공급자 지원관련 법제

1) 주택종합계획과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규정 

현재 프랑스 공공임대주택(HLM)에 대한 법제적 틀은 1978년 제

정된 ‘건설 및 주거에 관한 법전(Code de la construction et l'habita-

tion)’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 법전은 크게 법률(partie législative)

과 법규명령(partie réglementaire)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는데, 공공임

대주택에 대한 내용은 법전의 4부(部)에서 다루고 있으며 6편(編)으

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 및 주거에 관한 법전은 사회통합을 고려한 균형적이고 다양

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자체에 의해 수립되는 주택종합계획(PLH201))

에 각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0년 12월 제정된 ‘도시재생과 사회

200) 따라서 HLM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번역하기에는 용어상의 모순이 발생하나 이들 
분양주택의 재고가 미미하며 임대 시 임대료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기 때문에 
여기서는 HLM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번역, 사용하기로 하며 HLM의 임대관련 부분
에 중심을 두어 살펴보겠다. 

201) 1991년 제정된 ‘도시에 관한 법’에 의해 규정된 주택종합계획(Plan local de 
l'Habitat)은 향후 5년을 목표로 지자체에 의해 수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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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Loi SRU)’은 건설 및 주거에 관한 법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

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의무를 강화하고 있

다. 즉, 15,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꼬뮌을 포함하는 50,000명 이

상의 도시권 내 3,500명 이상의 인구(일드프랑스 지방은 1,500명)를 

보유한 꼬뮌 가운데 전년도 1월 1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

체주택재고의 20%이하인 꼬뮌에 대해 20%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

도록 의무화 하였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해당 꼬뮌의 공공임대주

택의 재고가 전체의 20% 이하인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호수에 

152.45유로를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해야 하며202) 1인당 지

방세 수입이 762.55유로 이상인 꼬뮌은 그것의 2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렇게 적립된 부담금은 해당 지자체의 지

방세에서 부담하며 지자체가 위치한 광역지자체로 귀속되어 공공임

대주택을 위한 토지취득 및 개발과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위해 사용

된다. 또한 법은 해당 지자체가 매년 7월 1일 이전에 당해 임대주택

비율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이 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오류가 발

견될 경우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종합

계획은 이와 같은 규정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이들을 실현할 수 있

는 조건과 공간적 배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택종합계획의 실현을 위해 지자체는 도시계획적 접근도 시도하

고 있다. 특히 파리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주택종합계획(PLH)에

서 제시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주택부족지구(zone de 

déficit en logement social)’라는 용도지구를 새롭게 만들어 지정하고 

202) 2005년 12월 현재, 해당 꼬뮌은 743개이며 이 가운데 472개 꼬뮌은 목표(20%)를 달
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후자 가운데 154개 꼬뮌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이 전무
하였다(SNUPP,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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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구역에서 건축되는(정비사업을 포함) 모든 주택의 연면적 

2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용으로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3) 임

대주택부족지구는 LS 25%, L 50%, LS 50%, L 100%, LS 100%와 

같이 5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LS 25%는 지구내 건설되

는 연면적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한다는 것이며 L 

50%는 건설되는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며 이 

가운데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1% 주택(1% patronat) 제도

국가의 행재정적 노력과는 별도로 19세기부터 프랑스 기업들은 

자신들의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했으며 1943년 이후 이런 움

직임은 보다 폭넓게 진행되었다. 이 같은 기업의 자율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1953년 프랑스 정부는 근로자 주택건설을 위한 재원마

련을 위해 기업의 재정적 분담, 즉 ‘주택건설을 위한 기업참여 

(Participation des Entreprises à l'effort de Construction, PEEC)’를 의

무화하는 ‘1%주택(1% logement)’ 제도를 만들었다. 현재 주택건설

을 위한 기업참여(PEEC)에 대한 사항은 ‘건축 및 주거에 관한 법전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313-1조에 명시되어 있으

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자신들의 근로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전체 임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1%주택 제도의 대상은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농업관련 기

업은 50인 이상)이며 국가와 공공행정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204) 

203) 연면적 800m2 이하 규모는 제외하며 토지를 분할한 경우, 이전 토지에 대해 규칙을 
적용함(PLU Paris, Réglement, Tome I, pp.33-34)

204) 2005년까지 1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2006년 1월 이
일 이후 20인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른 재정손실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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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년도 전체 임금의 1%를 주택건설 등을 위해 법에 정해진 

기관(CIL, FNAL 등)에 납부해야 한다. 1977년 공급자 지원 방식에

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주거지원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김에 따라 

1%주택의 일정 재원이 수요자 지원을 위해서도 할당되었다. 이에 

따라 1953년 1%에서 출발한 주택건설을 위한 기업참여(PEEC) 적립

금은 1977년 이후 감소하여 현재 0.45%까지 감소하였으며 0.55%는 

임대료 보조 등 가구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205) 1997

년부터 국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업체 근로자뿐 아니라 실업자, 

학생 등을 포함하는 저소득층 까지 1%주택의 수혜범위가 확대되었

으며 국가사업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1%주택 제도의 수혜대상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는데, 개인의 

경우 분담금을 납입하는 기업의 종사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0

세 이하 실업자, 최저소득층(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포함), 국비장학

생 등이 1%주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6) 법인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기구(HLM), 혼합경제회사(SEM), 민간주택사업시행자 및 

주택연합회(CIL) 자회사 등이 해당되며 이들은 주택건설을 위해 1%

주택 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주택연합회(CIL)는 

회원들에게 공공임대주택기구(HLM)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50%이상에 대해 예약권을 확보 할 수 있다. 

‘1%주택’이 지원하는 사업은 주택건설 및 기존주택매입, 증축 리

모델링 및 대수선,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공사, 장애인 

당하며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1%주택의 수혜대상을 근로자 이외 학생, 실직자 등
까지 확대하고 있다.  

205) 프랑스 중앙정부는 2013년까지 이 비율을 유지한다고 공표하였다.
206)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모두에게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원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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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주거이동 및 정착금 지원이다. 지원주택은 

거주용도를 원칙207)으로 하며 건설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지원되는 후불제를 원칙으로 한다.208) 1%주택

은 융자 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며 융자규모는 사업비의 50%이

하209)로 한정하며 이자율은 1~2%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주체: 공공임대주택기구(Organismes HLM)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기구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공주거기구(Office Public d'Habitat)

1912년 본베이법에 의해 구성된 공공임대주택공단(OPHLM)과 71

년 7월16일 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개발 및 건설공사(OPAC)는 2007

년 2월1일 지침에 의해 공공주거기구로 통폐합되었다. 공공주거기

구의 설립은 지방의회(기초 또는 광역) 의결에 의해 발의되며 공공

기관 위상을 부여받기 위해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즉, 중앙 공

공임대주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참사원(Conseil d'Etat)의 영

(令)에 의해 임대주택기구의 설립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심의 및 승

인을 위해 지방주거위원회210)와 국가기관인 지방시설관리청(DDE)

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이와 같은 의견청취와 심의과정은 

주로 법제도적 사항에 국한된다. 2009년 현재 프랑스 전역에 276개

207) 콘도, 별장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208) 예를 들어, 사업승인 이후 1년 후 또는 입주 후 3개월, 매입-대수선의 경우, 매입 후 

24개월 등

209) 최저소득층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비의 60%까지 지원 가능하다.
210) 1984년 설치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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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공공주거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사회주택 주식회사(Entreprise sociale pour l'Habitat)

일반기업과 같이 민간자본에 의해 설립되어 민간에 의해 운영되

는 공공임대주택기구로 지자체가 자본에 참여하며 최소 10%의 의

결권을 가지고 있어 공공의 경영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총 

사업비의 3%이내만을 이윤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들에 의해 공급되

는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281개의 사회주택 주식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3) 공공임대주택 협동 주식회사(SCHLM) 및 

주택신용주식회사(SACI)

공공임대주택 협동 주식회사와 주택신용주식회사는 저소득층보

다 지불능력이 조금 높은 차상위 계층을 위해 주로 자가주택을 공

급하는 공공임대주택기구로 현재 각각 146개와 56개의 기구가 운영

되고 있다. 전자는 조합의 형식으로 조합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자

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후자는 자가주택건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 기구는 프

랑스 전역에 77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76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4백만 호가 넘는 공공임대주택과 20만호의 주거복지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1985년 이후에 건설되었으

며 9.8만호가 2008년에 리모델링되었다.211) 주택유형의 구성은 85%

가 공동주택이며 단독주택은 15%(55만호)정도이다. 

211)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이들에 의해 건설되는 것은 아니며 민관합동회사(SEM), 민간
건설업체 등에 의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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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으로 공공임대주택기구의 활동영역은 제한적인데 공공주

거기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구가 설립된 지자체 내에서만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지방과 연접한 지자체의 동의하에 활동

영역을 관련 지자체까지 넓힐 수 있다. 민간 기구의 경우, 본사가 위

치하고 있는 지방을 그 활동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개발 및 

건설공사와 같이 주변 지자체의 동의하에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기구들은 해당 지자체 동의하에 토지매수 및 수

용과 택지개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기존주택 

리모델링 및 주거정비(재건축, 재개발 등), 위와 같은 사업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주거용 건물 건설, 

저소득층을 위한 분양주택 건설 및 매입, 주택이 아닌 거처의 매입

을 통한 최저소득층의 임시거처 공급 등의 부가적인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며 민간주택의 공가에 대해 전대가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기구의 사업에 의해 건설, 매입, 정비된 주택은 모두 공공임대주택

의 위상을 가지며 법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공급되며 관리

되고 있다.

다. 재정지원 구조

국가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매입, 정비 등을 위해 보조금, 융자 

등의 형태로 공공임대주택기구에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며 경우에 

따라 융자금에 대한 이자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재정지원은 중

앙의 관련 부처 예산으로부터 마련된 회계에 의해 지원되며 융자의 

경우, 대상별로 다양한 금융장치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원

하고 있는데 이 융자금에 대한 재원은 국립공탁은행(CDC)에 의해 

마련되며 관리, 운영된다. 기금지원 금액은 중앙정부와 공공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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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기구의 협약에 의해 결정된 건설원가에 대해 전액융자가 가능하

며 장기저리로 사업시행자의 자기자금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또

한 주택건설뿐만 아니라 토지수용 및 개발에 관련된 비용도 지원하

며 이 경우 상환기간을 50년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

택의 건설관련 재정지원과 함께 가구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을 '공공

임대주택화'(임대료 및 임대인 통제)시켜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감

소시켜주고 있다. 

공공재정지원규모는 80년대 이후 매년 4~6조원 정도가 공공임대

주택건설 등과 관련되어 지원되고 있다. 건설관련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나 기금 등의 융자금액은 2~3조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등 건설이외의 지원규모가 증가

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임대주택기구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보증기금(Caisse de garantie de logement social)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공공임대주택기구 및 혼

합경제회사 협회 대표의 동수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이 

기금은 공공임대주택기구와 혼합경제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방지

하고 공공임대주택기구간의 통폐합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사용된

다. 기금의 재원은 공공임대주택기구와 혼합경제회사가 매년 1/4분

기에 납부하는 분담금212), 국가와 공탁은행(CDC)의 차입금, 기금운

영 등으로 발생하는 금융수익, 기타 기부금으로 구성된다. 

한편, 공공임대주택기구는 이윤추구를 하지 않으며 공공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조세관련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런 조세 

감면은 궁극적으로 임대주택건설 단가를 낮추고자하는 목적을 가지

212) 공공임대주택기구가 관리하는 주택호당 부과되며 10유로/호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매년 국가에 의해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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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우선, 국세감면 사항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기구는 국세

인 법인세를 면제받으며 임대주택기구협회 역시 법인세를 면제 받

고 있다. 공공임대주택기구가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해주며 민간공공임대주택기구의 경우, 

18.6%의 부가세를 5.5%로 감면해주고 있지만 건설비에 대해서는 

18.6%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지원을 받는 자가

주택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으며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해

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임대주택기구 설립 및 해산과 무

상으로 양여 받은 지자체 토지 등의 취득 및 임대주택기구간 자산 

이전 변경 등에 관련된 등록세와 인지세는 감면 또는 면제되며 공

공임대주택기구의 경우, 주택매입에 관한 등록세와 인지세가 면제

되며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세(droit de bail)는 약 3.5%이나 

사회임대주택기구에 대하여는 2.5%로 감면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

우, 사업소세(taxe professionnelle)를 면제하고 있으며 토지세(taxe 

foncière)에 대해서는 시한부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73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5년간 부동산세를 면

제해주며 이후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15년간 부동산세를 면제하

고 있다. 한편, 입주민의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장애인, 학생

일 경우 주민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 관련 지방세는 지자체의 자율

적인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세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면세가 결정되며 과 부담금은 시에 납부 후,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반환되어 질 수 있으며 도세인 자연보존세 역시 도의

회의 결정에 따라 면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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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자 지원 제도의 구조

가. 수요자 지원관련 법제

프랑스의 수요자 지원은 앞서 애기했듯이 주택수당과 차등적 주

거수당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이들은 만들어진 시기와 배경 등

이 달라 현재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주택수당은 

사회보장법전(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에서 다루고 있으며 차등

적 주거수당은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축 및 주거에 관한 법전

(Code de la Construction et l'Habitation)에서 다루고 있다. 

나. 지원방식 

1) 임차가구

급여산정방식은 차등적 주거수당(차등적 주거수당1, 차등적 주거

수당2)과 주택수당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인 모델

은 아래와 같다. 이는 프랑스의 주거비 보조제도가 가지고 있는 최

소부담의 원칙, 한계지원의 원칙, 차등부담의 원칙이란 3가지 원칙

을 전제하고 있다.

    A = K(L+C-Lo)

L: 실제 월임대료 (또는 상한임대료)

C: 기준관리비(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짐)

Lo: 임차인 부담의 최소 월 임대료(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짐)

K: 가구원수와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는 민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모

두에게 지급된다. 주거급여 신청기준은 차등적 주거수당의 경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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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과 공공이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며 주택수당은 이외 모든 

주택거주가구에게 해당되는데, 차등적 주거수당과 주택수당의 공동

적으로 적용하는 대상기준은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외

국인 포함), 8개월 이상 해당주택 거주자, 비혈연 노인이나 장애인

과 함께 거주하는 자 그리고 일정소득기준 이하인 자(가구규모, 지

역 감안)이며 학생의 경우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주택수

당의 경우 위의 기준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주택기준을 추가하고 

있다.

 면적: 2인기준 16제곱미터 이상, 1인 추가 시 9제곱미터(70제곱미터 상한)

 4년 내에 기준에 적합한 주택으로 이주의무

2) 자가가구

70년대 프랑스는 공공의 주택관련 재정규모를 축소하며 가구의 

주택구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지양하고 저축을 

장려하며 전면적인 수요자지원 체계로 전환을 계획하였다. 이 같은 

계획이 완벽히 추진되지는 못하였지만 주택재정개혁의 노력은 자가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에 힘입어 자가점유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유도하였다. 유럽국가 가운데 프랑스만이 유일하게 자가 촉진을 위

해 주거비보조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가주택에 대한 지원의 근

본적인 메커니즘은 임대주택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즉, 주택구입 

시 그들의 가구특성과 소득에 따라 주거비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이 제시한 주택건설기금에 의해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

는 차등적 주거수당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당을 지원해주고 있다. 자가주택에 대한 차등적 주거수당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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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는데, 가구규모와 소득을 고려하여 대

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 월상환액과 실제 상환액간의 차이로 결

정된다. 이때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을 넘지 못하며 지급기준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의 선택 시 주택구입자는 임차인보다 더 많은 재정

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 실제 월상환액은 차등

적 주거비지원수당 산정을 위해 선택된 상한액을 넘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주택구입자의 부담이 된다. 한편, 주택구입과 

관련된 보조금은 주택구입자가 주택저축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보다 

높아질 수 있다. 

자가가구의 경우, 세 가지 지급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경우로 각 가구가 주거비지원수당(차등적 주거수당)을 직

접 수령하여 월상환액을 융자기관에 갚는 방식으로 이 경우 대출자

가 상환금을 3개월 동안 미납하면 융자기관이 주거비지원수당(차등

적 주거수당)을 대신 수령하는 것이다. 반면 HLM분양주택의 경우, 

주택구입자에게 대출을 알선하며 융자기관과 이들 사이에 월상환금

을 수납하는 공공임대주택기관에게 주거비지원수당(차등적 주거수

당) 지급 할 수 있다. 한편, 공공에 의해 인정된 다른 기관, 특히 혼

합경제회사, 협동조합(SC), 신용보증주택회사(SACI)도 위와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다. 

기존 주택의 경우, 주거비 보조 예산의 제한과 이 보조금이 투기

적 목적에 의해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지원된다. 이런 주택정비자금은 건설에 대한 지

원이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을 피하기 위해 융자가 아닌(없이) 보조

금 형식으로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지원해주고 있으며 곧 철

거해야할 건물이나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소유자에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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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임대료 증가에 대한 기준을 

정한 내용을 보조금지급 시 공공과 작성한 계약에 추가한다. 따라서 

주택정비 보조금의 혜택을 받은 주택의 임대시에는 공공이 정한 상

한임대료 등의 기준을 따라야하며 주거비 보조 수혜 조건을 만족하

는 임차인은 차등적 수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주택개량사

업을 위해 중앙정부 산하의 주거정비청(ANAH)이 각 정비유형에 대

해 기준가격을 결정하며 명확한 시설기준과 보조금 비율은 지방주

택위원회에 의해 결정. 즉, 지방주택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의 정비

지원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지원받은 자금의 적절한 분배를 실시. 또

한 건축 및 도로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특별한 소요에 대해, 기준가

격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지자체에 의해 결정. 이 같이 정해

진 프로그램의 틀 속에서 보조금 지급결정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제

안에 의해 도지사가 한다. 주택정비에 대한 지원대상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에 부여되며 실제적으로 노인(장애인)

가구 또는 소득상한 이하의 가구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금은 수

혜자에게 한번만 지급되거나 수차례로 나누어 지급될 수 있으며 수

혜자가 원한다면 이자할인의 형식을 통해 금융기관에 의해 지급될 

수 있다. 

다. 재원과 지급주체

차등적 주거수당은 국가 재정과 기업체1%기여금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만들어진 주거지원기금(Fonds National d'Aide au 

Logement)을 재원으로 한다. 차등적 주거수당을 위한 주거지원기금

의 활용은 국가주거기금위원회(Fonds National d'Habitation)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주거기금위원회는 주택관련 장관을 위원장으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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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 재정경제부, 사회복지부, 농림부 대표와 국립공탁은행장, 사

회연금기관 이사장, 가족수당금고(CAF) 이사장 등으로 구성되며 차

등적주거수당의 지급 관련된 기준과 지급기관, 수혜자, 공공 및 민

간임대인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지침을 작성,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늦어도 매년 3월31일 까지 당해 주거급여 예산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 승인을 구하며 주거지원기금의 운영은 국립공탁은행에 위탁. 

국립공탁은행은 주거급여 지급기관(CAF)에 주거급여액을 배정하고 

있다.

❘제4절❘ 주거지원 현황

1.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2007년 현재 프랑스는 약 5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54년 38만호 정도이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70년 182.8만호, 

78년 282.3만호로 급증하였다. 전체주택대비 비율도 54년 2.8%에서 

78년 15.1%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공공

임대주택의 건설물량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 13만호 이상

의 건설실적을 보이며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이후 점차 건설호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77년 이후 건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규모가 감소하였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꾸준히 공급되고 있으며 전체

주택 대비 임대주택 비율도 70년대의 증가속도에는 비하지 못하지

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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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1954~2007년)
단위: 천호, %

1954 1967 1970 1978 1988 1992 2002 2007

공공임대주택* 
(비율)

380
(2.8)

1,394
(8.9)

1,828
(11.1)

2,823
(15.1)

3,622
(17.0)

3,775
(17.1)

4,231
(17.3)

5102
(18.6)

    * HLM임대기금주택(77년 이전), PLA지원주택(77년 이후) 

자료: INSEE, Enquetes Logement (1963~2006), Compte du logement provisiore 2007, 

RGP(1954)

2. 주거비보조 지원 현황 

주거비지원 수혜자비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표 3-6-2>에서 

보는 것과 같이 70년대 초반까지 10%정도이던 주거비지원 가구의 

비율이 차등적 주거수당제도 도입 이후 13.6%로 증가하였고 84년 

17.4%, 92년 1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6-2> 주거비지원 가구 변화(1970~2002년)
단위: %

1970 1973 1978 1984 1988 1992 2002

주거비지원 수혜자(%) 11.9 10.7 13.6 17.4 17.9 18.2 18.4 

출처: Enquetes Logement, INSEE

이 같은 현상은 공공의 재정지원규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77년 주택재정개혁 이후 건설관련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급

격히 줄어들고 있으나 가구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2003년 현재 주거비지원 금액은 건설지원 금액

의 약 4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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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수준과 주거비 부담수준 현황

가. 주거수준

가구구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택규모, 즉 주거소비 면적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보통가구 감소 등으

로 가구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면적과 방수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격실이 4개 이상인 중대형 주택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84년 82제곱미터이던 주택평균면적

이 2006년에는 91제곱미터로 약 10제곱미터정도 증가하였으며 이 

같은 현상은 단독주택에서 보다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면적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택당 방수의 경우, 단독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공동주택은 미약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택면

적의 증가와 더불어 일인당 주거소비면적은 1984년 31제곱미터에서 

2006년 40제곱미터로 증가하였으며 단독주택의 증가가 공동주택보

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가구원수 규모가 단독주

택보다 낮고 감소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구성원이 작은 가구

도 규모가 큰 주택을 선호하며 이런 수요에 맞춰 주택, 특히 단독주

택이 공급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규모는 가구규모 외의 다

른 요인(가구소득 등)들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단순히 규모가 작은 

가구에게는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실증적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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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 주거수준 현황 및 변화(1984~2006)
단위: %

　 1984 1988 1992 1996 2002 2006

주택당 　 　 　 　 　 　

평균면적 (m²) 82 85 86 88 90 91

 - 단독 96 100 102 105 108 111

 - 공동 65 66 66 66 65 66

방수 3.8 3.9 4.0 4.0 4.0 4.0

 - 단독 4.4 4.6 4.7 4.8 4.8 4.8

 - 공동 3.0 3.1 3.0 3.0 3.0 2.9

가구원수 2.7 2.6 2.5 2.5 2.4 2.3

 - 단독 2.9 2.9 2.8 2.7 2.6 2.5

 - 공동 2.4 2.3 2.2 2.2 2.1 2.0

가구원 1인당 　 　 　 　 　 　

평균면적 (m²) 31 32 34 35 37 40

 - 단독 33 35 37 39 41 44

 - 공동 27 29 30 30 31 33

방수 1.4 1.5 1.6 1.6 1.7 1.8

 - 단독 1.5 1.6 1.7 1.8 1.8 1.9

 - 공동 1.3 1.3 1.4 1.4 1.4 1.5

자료: INSEE, ENL.

나. 주거비 부담 수준

2006년 현재 프랑스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가구소득의 19.3%이며 

주거비보조 등 공공지원을 고려하면 17.2%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총부담 비율은 22.3%이며 

순부담 비율은 19.3%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부담 비율과 순부담 비율이 각각 18.2%, 12.5%로 나타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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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와 주거비보조 등

으로 민간임대주택보다 순부담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같은 소득계층에서 민간

과 공공임대주택간의 차이가 저소득층은 크게 나타나지만 소득계층

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 

<표 3-6-4> 주거비부담 수준 현황(2006년) 
단위: %

구  분 총부담비율* 순부담비율*

점유형태

분양
(융자상환 5년 이하)

17.8 17.5

분양 
(융자상환 6년 이상)

23.0 22.8

공공임대 18.2 12.5

민간임대 22.3 19.3

가구유형

유자녀 가구 13.2 12.2

편부모 가구 20.7 13.8

1인 가구 14.2 12.2

소득계층

1분위 22.7 14.5

2분위 13.0 10.8

3분위 11.2 10.5

4분위  8.6  8.5

전  체 19.3 17.2

* 총부담비율: 주거비지원 금액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으로 주거비용을 나눈값

순부담비율: 주거비지원 금액을 포함한 가처분소득으로 주거비용을 나눈값

주 거 비 용: 임대료(자가가구의 경우 월상환금), 일반관리비, 광열비, 상하수도료 등 포함 

       자료: INSEE, Enquêtes du Lo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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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는 계층별 차등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프랑스 주

거지원정책의 원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득분위를 

4개로 나누어 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의 주거비부담수준은 35.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거비지원 등을 고려하면 22.5%로 

12%정도 낮아지고 있다. 4분위 고소득계층의 경우, 13.8%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저소득층과 대비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지원이 없어 

총부담비율과 순부담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1분위와 4분

위의 총부담 비율의 차이는 12% 정도 차이가 있지만 공공지원을 고

려한 순부담 비율은 9%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5절❘ 주거지원 제도의 성과와 과제

1.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앞서 주거현황부문에서 살펴

보았듯이 주택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주거소비면적, 주택시설 등 전

반적으로 주거수준이 향상되었다. 또한 임대료뿐 아니라 광열비, 관

리비, 상하수료 등을 포함한 주거비용을 고려해도 주거비부담수준

이 20% 이하의 안정된 양상을 유지시키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

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낮은 임대료와 가구지원의 이중 지원에 

힘입어 순부담비율이 12%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거

비부담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3년 10.5% 이던 총부담률이 2006년 19.3%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순부담율 역시 9.7%에서 17.2%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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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구의 소득증가는 느리게 증가하는 반면 임대료와 관리비용 

등 주거비용의 상승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로 주거문제는 사회문제, 

즉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국한된 정책만으로는 어

려우며 경제와 사회정책의 보다 큰 틀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필요

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3-6-1] 주거비부담 수준의 변화 
단위: %

1973 1978 1984 1988 1992 1996 2002 2006

25.0

20.0

15.0

10.0

5.0

0.0

총부담율   순부담율

10.5
9.7

10.1
9.3

12.5

10.9

14.9

13.1

15.9

14.2

17.0

14.9

17.7

15.6

19.3

17.2

자료: INSEE, ENL

2. 임대주택공급 감소와 수요자지원 가구 증가

건설지원에서 가구지원으로의 정책의 전환으로 1977년 이후 공공

임대주택건설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70년대 중반까지 공공임대주

택의 건설비중이 20%를 상회하고 있지만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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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즉, 1960~1970년대 10만호/년을 상회하던 공공임대주택

건설물량은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80~90년대를 지나면서 

3만호/년 정도 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재고는 

1984~1992년 동안 336.2만 호에서 377.5만호로 약 40만호 정도만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1992년과 2002년 사이에도 매년 5만호 이하의 

공급이 이루어져 공공임대주택공급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 1970년

대 초반까지 10%정도이던 주거비지원 가구의 비율이 차등적 주거

수당제도 도입 이후 13.6%로 증가하였고 1984년 17.4%, 1992년 

18.2%, 2002년 18.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공공의 재정지원규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1977년 주택재정개혁 이후 건설관련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나 가구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

을 나타내고 있다. 즉, 2003년 현재 주거비지원 금액은 건설지원 금

액의 약 4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2000년 도시재생과 사회

통합에 관한 법(loi SRU)에 의해 일정규모 기준을 만족하는 기초지

자체는 전체주택 재고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유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 자가주택 및 단독주택 공급 확대

프랑스의 주거지원 정책 결과가 보여주는 또 다른 특이점은 1977년, 

즉 주택재정개혁 이후 자가주택 증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다. 1963년과 73년 사이 자가주택은 153만 호 정도 증가하였으나 

1973년부터 1984년 사이에는 253만 호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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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주택재고213) 증가호수 대비 자가주택 증가호수 비율은 1963~ 

1973년 66.7%정도에서 73~84년 78.2%로 증가하고 있으며 1984~ 

1992년 기간에는 89%를 상회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자가점유비율

은 57.3%로 1978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6-5> 점유형태 비율 변화(1970~2007년)
단위: %

1970 1978 1984 1988 1992 2002 2007

자가 44.8 46.7 50.7 53.6 53.8 56.0 57.3

임차 55.2 53.3 49.3 46.4 46.2 44.0 42.7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Enquetes Logement, INSEE

이와 더불어,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자지원 정책은 60년대 중반부

터 시작된 단독주택공급 정책과 맞물려 3~6분위 소득계층에 대한 

소형 단독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었으며 주택유형과 도시주거공간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4.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게토화와 재생사업 

국가의 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부분이 건물이 아닌 개인, 즉 

건물면적이 아닌 각 가구의 수입, 가구특성,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

되는 정책의 전환은 공공과 민간사업시행자 간의 구분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비슷한 금융조건에 의한 융자장치들에 의해 공공이나 민

간에 의해 건설된 주택간의 임대료는 차이가 거의 없게 되었고 주

213) logement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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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건설을 위한 재정보조를 얻기 위해 임차인이나 장기분할상환 주

택구입자의 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이 가

능하게 된 차등적 주거비지원 제도는 기존의 도시화우선지역의 이

점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으며 분양주택공급의 증

가를 통해 주택시장의 완화를 가져오게 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

편, 차등적 주거비지원 제도의 일반화는 1970년대 이전 지어진 아파

트단지의 도시성 저하와 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추진된 공공임대주택단지 

리모델링 정책의 부정적 효과와 더불어 이 공간에 대한 재생정책이 

나오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 2003년부터 프랑스는 

도시재생공단을 설립하여 130지구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

지만 1970년대 이전에 도시외곽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단지들의 상

황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못하다. 

❘제6절❘ 소결

프랑스는 1970년대까지 대량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하

였으며 이후 차등적 주거수당 도입을 통해 주거비 보조 제도를 강

화하여 주거지원제도의 두 축인 공급자지원과 수요자지원제도를 상

호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주거문제에 있어 공공이 매우 적극

적이며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주거지원 정책은 주거복지의 대상을 자가가구까지 포함하며 대부분

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극빈층에 대한 강한 공공부

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보편성과 차별성,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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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20% 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수준 또한 높아

졌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냈으며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공급자 지원 방식

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함을 일깨우고 있다고 보인다. 

한국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주거급여 제도 등 수요자 지원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겉으로는 프랑스와 비슷한 지원체계를 보이

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실제

적으로 보편적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 국내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과 같

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선험적으로 프랑스가 70년대 초반까지 적용

한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한국이 프랑스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프랑스의 경험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계획 시 사회적 혼합을 공리(axiom)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며 이론적 필요성과 현실적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이의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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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용  어 약자 뜻

1 Accidents du travail 　 산업재해

2 Action sociale 　 사회복지서비스

3 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ACOSS 사회보장조직중앙기구

4
Agence nationale d'accréditation et d'évaluation en 
santé ANAES 보건의료인증평가원

5 Agence nationale de l'habitat ANAH 주거정비청

6 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ANPE 국립고용안정센터

7 Agence régionale de l'hospitalisation ARH 지방병원청

8 Agence régionale de santé ARS 지방보건청

9 Aide au recouvrement des pensions alimentaire 　 한부모부양료징수지원

10 Aide complémentaire santé ACS 보충보험지원제도

11 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 APL
개인주거수당
(차등적 주택수당)

12 Aide sociale 　 사회부조

13 Aide sociale à domicile 　 재가부조

14 Aide sociale à l'hébergement 　 주거부조

15 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 성인장애수당

16 Allocation compensatrice pour tierce personne ACTP 제삼자보상급여

17 Allocation d'aide au retour a' l'emploi ARE 재취업지원수당 

18 Allocation de base AB 기초수당

19 Allocation de fin de droits ADFDD 수급권 만료 수당

20 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ALF 가족주거수당(가족주택수당)

21 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ALS 사회주거수당(사회주택수당)

22 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개학수당

23 Allocation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ASPA 노인연대수당

24 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 특별연대수당

25 Allocation de soutien famimial 　 한부모가족부양수당

26 Allocation d'e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장애아교육수당

27 Allocation des Parents Isolés API 편부모수당

28 Allocation équivalent retraite AER 퇴직연금동등수당

29 Allocation équivalent retraite de remplacement AER-R 연금대체수당

30 Allocation familiales 　 가족수당

31 Allocation journaliere de présence parentale 　 자녀간호수당

32 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APA 노인간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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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llocation speciale 　 특별 수당

34 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dité ASI 장애보충수당

35 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ATA 임시대기수당

36 Allocation unique degressive AUD 단일감면수당

37 Allocation veuvage AV 미망인수당

38 Allocations du minimum vieillesse AMV 최소노령수당

39 Arrêt Perruche 　 뻬루쉬법

40
Association générale des institutions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cadres

AGIRC 관리직연금제도총연합

41
Association nationale pour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des adultes

AFPA 국립성인직업훈련기관

42
Association pour la gestion du fonds pour l'insertion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AGEFIPH 장애노동자자활기금관리 단체

43
Association pour le régime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salariés

ARRCO 비관리직보충연금제도연합회

44
Association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ASSEDIC 상공업고용협회

45 Assurance Invalidité 　 장애연금

46 Assurance vieillesse, surcomplémentaire 　 민간 연금보험

47 Assurance viellesse des parents au foyer 　 부모노후보험금

48 Autonomie Gérontologie Groupe Iso-Ressources AGGIR 자립등급수준

49 Auxiliaires de vie scolaire AVS 장애아학업도우미

50 Caisse Centrale de Mutualité Sociale Agricole CCMSA 농업공제조합 전국공단

51 Caisse d'amortissement de la dette Sociale CADES 사회보장적자상환공단

52 Caisse d'assurance retraite et de la santé au travail CARSAT 연금 및 산재보험공단

53 Caisse de la Sécurité Sociale 　 사회보장공단

54 Caisse des dépôts et consignations CDC 국립공탁은행

55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professions indépendantes

CANAM 자영업자건강보험 전국공단

56
Caisse nationale de l'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CNAMTS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

57
Caisse nationale de l'assurance vieillesse des 
travailleurs salariés

Cnavts
임금근로자 노령보험 
전국공단

58 Caisse nationale de solidarité pour l'atutonmie CNSA 노인장애인연대전국공단

59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CNAF 가족수당전국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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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Cpam 건강보험기초공단

61 Caisse régionale d’assurance maladie CRAM 건강보험지역공단

62
Caisse régionale d'assurance vieillesse des 
accidents du travail

CARSAT 연금 및 산재보험 지역공단

63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 Caf 가족수당지역공단

64 Carte sanitair 　 보건지도

65 Centre Communaux D'action Sociale CCAS 지역사회복지서비스센터

66 Centre hopitaliers regionaux CHR 지역병원

67 Centre hospitalier spécialisé ( psychiatrie ) 　 전문병원

68 Centre Hospitaliers Généraux CH 일반병원

69 Centre Intercommunaux D'action Sociale CIAS 지역사회복지서비스통합센터

70 Centres locaux d'information et coordination CLIC 정보 및 조정 지역 센터

71 Classe d'intégration sociale CLIS 사회통합학급

72 Code De L'action Sociale De La Famille 　
사회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관한 법률

73
Comissions départementales de l'éducation 
spéciales

CDES 특수교육도위원회

74
Comissions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ées

CDAPH 장애인 권리 및 자율위원회

75 Comité Economique des Produits de Santé CEPS 의약품경제위원회

76 Comité interprofessionel du logement CIL 주택연합회

77 Comité supérieur de l'emploi 　 최고고용위원회

78 Comités Techniques Nationaux CTN 전국기술위원회

79 Commission de la Transparence 　 투명성 위원회

80
Commission Des Accidents Du Travail/Maladies 
Professionnelles

CAT/MP 산재 및 직업병 위원회

81 Commission D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e CCSS 사회보장예산위원회

82 Commission medicale d'etablissement, CME 의료위원회

83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CLCA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

84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
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

85 Complement familial 　 가족보조금

86 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Travailleurs Chrétiens CFTC 노조대표단체

87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CGC 노조대표단체

88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Force ouvrière CGT-FO 노조대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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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Conférence régionale de la santé et de l'autonomie CRSA 지방보건회의

90 Conseil d’Orientation des Retraites COR 퇴직연금자문위원회

91 Conseil national du patronat français CNPF 고용주대표단체

92 Contrat d'accompagnement dans l'emploi CAE 고용동반계약

93 Contrat D'avenir CAV 미래계약

94 Contrat d'insertion du revenu minimum d'activité CI-RMA 통합계약

95 Contrat Emploi Solidarité CEC 고용강화계약

96 Contrat initiative emploi CIE 고용주도계약

97 Contrat unique d'insertion CUI 단일통합계약

98 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RDS 사회부채상환부담금

99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 일반사회보장부담금

100 Contribution solidarité autonomie CSA 자립연대부담금

101 Convention D'objectifs Et De Gestion COG 목표및관리협약

102 Cotisation Sociale 　 사회분담금

103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MU 보편의료보장제도

104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omplémentaire CMU-C 보충적 보편의료보장제도

105
Déclaration obligatoire l'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DOETH 장애인의무고용신고서

106 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DSS 사회보장국

107 Direction Départementale De L'équipement DDE 지방시설관리청

108 Direction Générale De La Cohésion Sociale DGCS 사회통합 총괄부서

109 Direction générale de la santé DGS 보건국

110 Direction Générale De L'offre De Soins DGOS 의료공급국

111 Dossier Médical Personnel 　 개인의료기록부

112 Dotation global 　 총액예산제

113 Emploi de vie scolaire EVS 장애아학업지원일자리

114 Entreprise sociale pour l'habitat ESH 사회주택주식회사

115 Etablissement et services d'aide par le travail ESAT 직업장려서비스기관 

116
Établissements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dépendantes

EHPAD 노인요양복지시설

117
Etablissements des services sociaux et des 
médico-sociaux

ES 사회 의학 서비스 기관

118 Fonds de Reserve pour les Retraites FRR 연금유보기금

119 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FSV 노령연대기금

120 Fonds spéciaux 　 특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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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Garantie de resources, Earning guarantee 　 소득 보장금

122 Habitation à bon marché HBM 저렴주택

123 Habitation à loyer modéré HLM 공공임대주택

124 Haute autorité de santé HAS 최고보건청

125 Hôpital local 　 읍네병원

126 Impôt sur les sociétés 　 법인세

127 Incapacité Permanente Partielle IPP 부분영구장해

128 Indemnités journalières 　 상병급여

129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études 
économiques

INSEE 프랑스 통계청

130 Institut supérieur du travail 　 노동고등위원회

131 Institution de prevoyance 　 공제기관

132 Intéressement 　 이익공여제

133 Les Petites Unités De Vie PUV 소규모  주거 시설

134 Les Unités De Soins Longue Durée USLD 장기요양시설 

135 Loi Aubry 　 오브리 법

136 Loi de Financement de la Securite sociale 　 사회보장재정법

137
Loi n°2005-102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2005년장애인법 

138 Loi sur les Retraites ouvrières et paysannes ROP 노동자 및 농민 퇴직연금제도

139 Maintien à domicile 　 가택돌봄 서비스

140
Maison dé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ées

MDPH 장애인지역서비스기관

141 Maisons d'accueil rurale pour personnes âgées MARPA 농촌 노인 주택

142 Médecin de ville 　 개원의

143 Médecine, chirurgie ou obstétrique MCO 내과·외과·산부인과

144 Médicin traitant (Le) 　 주치의

145 Minima sociaux 　 사회적 미니멈

146 Minimun viellesse 　 노령최소소득보장

147
Missions d’'intérêt général et de l’'aide à la 
contractualisation

MIGAC
공공이익을 위한 분야와 설비
투자지원

148 Mutuelle 　 공제조합

149
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ONDAM 건강보험지출목표

150 Objectif quantifié national OQN 연간지출전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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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Objectifdes dépenses en médecine, chirurgie ou 
obstétrique

ODMCO 급성기병상지출목표액

152 Office public d'aménagement et de construction OPAC 공공개발 및 건설공사

153 Office Public d'Habitat OPH 공공주거기구

154 Office public habitation à bon marché OPHBM 저렴주택공단

155 Office public habitation à loyer modéré OPHLM 공공임대주택공단

156 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법적계약결혼제도

157 Participation des Entreprises à l'effort de Construction PEEC 주택건설을 위한 기업참여

158 Per diem system 　 일당진료비제도

159 Plan local d'habitat PLH 주택종합계획

160 Planifcation sanitaire 　 국가보건계획

161 Pôle emploi 　 고용센터

162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 영아보육수당

163 Prestation de compensation du handicap PCH 장애보상급여 

164 Prestation Spécifique Dépendence, PSD 장기요양급여특별제도

165 Prime à la naissance 　 출산장려금

166 Prime pour l’emploi PPE 취업촉진장려금

167 Projet personnalisé d'accès à l'emploi PPAE 취업접근계획

168 Régime autonomes 　 자영업자레짐

169 Régime complémentaire 　 보충레짐

170 Régime de base 　 기초레짐

171 Régime générale 　 일반레짐

172 Régime supplémentaire 　 추가레짐

173 Régimes agricole 　 농업레짐

174 Régimes complémentaires obligatoires 　 보충연금

175 Régimes particuliers 　 특별레짐

176 Rentes d'accident du travail 　 재해보험정기급여

177 Revenu de solidarité RSO 연대수당

178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활동연대수당

179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activité RSA-A 취업자 대상 활동연대수당

180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socle RSA-S 비취업자 대상 활동연대수당

181 Revenugaranti RG 보장소득

182 Revenu Minimum d’Insertion RMI 최소통합수당

183 Salaire Minimum Agrocole Garatie SMAG 농업분야 최저임금제도

184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SMIC 성장을 위한 직업간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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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e SMIG
생활보장을 위한 
직업간 최저 임금

186 Schema regional de l'organisation sanitaire SROS 지방보건의료정비계획

187 Service d'aide à domicile SAD 재택돌봄서비스

188 Service d'aide medicale urgente SAMU 응급의료서비스

189 Service Medical Rendu SMR 의약품의 치료가치

190 Service public hospitalier SPH 공공의료서비스병원

191 Services de Soins Infirmiers A Domicile SSIAD 재택치료서비스

192
Services d'éducation spécialisée et de soins à 
domiciles

SESSAD 장애아동 특별 재가 교육서비스

193 Société anonyme crédit immobilier SACI 주택신용주식회사

194 Société cooperative d'habitation à loyer modéré SCHLM 공공임대주택 협동 주식회사

195 Société d'économie mixte SEM 혼합경제회사

196 Soin de ville 　 외래

197 Stage D'accès À L'entreprise CES 고용연대계약

198 Stage d'accès çà SAE 기업접근견습제도

199 Stage d'insertion et de formation à l'emploi SIFE 취업통합 및 훈련견습제도

200 Tarification à l’'activité T2A 포괄수가제

201 Tax Professionnelle 　 사업소세

202 Taxe à la valeur ajoutée TVA 부가가치세

203 Ticket moderateur 　 본인부담금

204 Union nationale des caisses d'assurance maladie UNCAM 건강보험기구연합

205
Union nationale interprofessionnel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UNEDIC 전국상공업고용조합

206
Union pour le recouvrement de cotisations des 
écuritésocialeet l'allocations familiales

Urssaf 사회보험료통합징수기관

207 Unions Régionales des caisses d'assurance maladie URCAM 지방질병보험금고연합

208 Unites de soins de longue duree USLD 장기요양시설

209 Unités pédagogiques d'intégration UPI 통합교육수업

210 Unions Régionales des caisses d'assurance maladie URCAM 지방질병보험금고연합

211 Unites de soins de longue duree USLD 장기요양시설

212 Unités pédagogiques d'intégration UPI 통합교육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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