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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역사적 전개과정

산업혁명 이전 영국은 구빈법(The Poor Law)에 따라 극빈층의 최

소생활을 지원하되 당시 최저임금을 철저하게 적용하였고 걸인들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빈원(Poor House)를 통해 원외구호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대신 노동교화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사용하

는 노동교화, 빈민발생 억제정책을 근간으로 하였다. 그러나 산업혁

명 이후 산업화, 도시화의 전개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9세기 

말 초등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시행하였다. 이후 1900년대 초 사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1908년에 70세 이상 재

원이 전혀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구호성으로 주당 5 실링1)을 지급

하는 노령연금제도를 만들고, 1913년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공

동부담을 원칙으로 한 건강보험과 남성숙련공들을 대상으로 한 실

업보험제도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지출은 철

저한 자산검토를 거쳐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절대빈곤계층을 

위한 극히 제한적이고, 구호성 차원이었을 뿐 사회보장제도로 보기

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근대적 발달은 국가차원에서 국민들의 삶

과 질을 위한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복지국가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 즉,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48년까지

로 볼 수 있다.

1)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오늘날 1 실링(shilling)은 $6.48에 해당함으로 5 실링(Shilling)

은 $32.4=3만6천 600원가치(1$= 1,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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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Beveridge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영국에서 근대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로 알려진 ‘사회보험과 연계서비스에 관한 중앙정부간 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의 발표로 단초가 마련되었다. 모든 사람이 동

일한 혜택을 받도록 하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사회보장제

도를 가능하게 한 베버리지 보고서는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0

년 당시 산업화의 결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실업과 차별적 의료

보험제도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고자 노동당과 보수당이 연정 하에 

있던 영국정부가 고용관련 경제학자로서 당시 옥스퍼드 대학 교수

였던 윌리엄 베버리지경(Lord William Beveridge)에게 국가 사회보

장제도와 관련서비스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 그 결과물

로 나온 것이었다. 당시 영국은 전쟁수행 상황에서 최악의 실업수준

을 경험하고 있었고, 가족을 제외한 일부 근로자들만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당시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추가적 실업에 따른 보장상실의 

문제가 사회적 불만으로 야기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사

회보장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었다(Whiteside 

1999: 29-30). 

복지국가에 대한 베버리지보고서의 핵심적 원리는 국민일반에게 

사회보장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었다. 국민은 자신이 가입한 사회

보장제도하에서 확고한 보장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정부의 정책목표는 완전고용을 목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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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이를 위해 시민은 욕구, 질병, 불결함, 무지와 게으름을 타파

해야한다고 하였다(Loney, Bocock, Clarke, Cochrane, Graham and 

Wilson 1991:30). 여기에서 ‘욕구(Want)’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편안

하고 보장된 삶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국가제

도의 필요성을 의미하였다. 모든 국민들을 위한 기여형 보험은 모든 

사람에게 예상치 않게 경험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익을 가져올 것이므로 질병, 불결함, 무

지와 게으름을 넘고 일정부분 기여한 이후 최저생활을 가능하게 하

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인하여 더 이상 춥고 배고픔

에서 해방될 욕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베버리지는 특히 2차 세

계대전이라는 전쟁 상황에서 누구나 춥고 배고프기 쉬운 때에 최소

한의 기여를 통해 배고프고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국가정책의 개

발은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베버리지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는 보편적이며, 강제가입 및 

기여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보편성을 위해 고용인, 자영업자, 

가정주부, 아동, 노인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을 포함하고 실직자와 환자, 파산자 등을 위한 현금급여와 장

애수당, 가족수당, 장제급여 및 노령연금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보편적 복지혜택에 따른 예산부족 우려 때문에 여야의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원을 힘입어 ‘1946년 국가보

장법(1946 National Insurance Act)’과 ‘1946년 국가의료보장법(1946 

National Health Service Act)’이 통과됨으로 실업․초중고의무교

육․노령연금과 보편적 의료보장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근대 사

회보장제도의 길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동 사회보장제도들의 핵

심은 강제보험가입, 고용시점부터 보험금분담에 있었고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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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은 재해나 질병, 산재 및 실직으로 인한 무고용상태가 발생했

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있었다. 급여수준은 개인저축에 의하여 

잉여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Rowntree가 1937년에 제시한 인

간욕구에 상응하는 최저생계급여수준에 따라 산정한 것을 토대로 

하였다(Thane 1996: 232). 노령연금의 경우도 노령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최저생계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하였다. 

의료보장에 관하여 베버리지는 환자의 건강회복은 국가와 환자 당

사자의 동시적 의무(Beveridge 1942: 852)라고 보았으므로 국가가 

주도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방 및 치료

차원의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1946년 의료보장

서비스법’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입법화되었다.

즉 베버리지 보고서로 인해 당시 유럽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진보

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사회복지정책이 마련하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중 파시즘에 대항하여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

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영국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은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한 ‘1946년 국가보장법(1946 

National Insurance Act)’은 완전고용을 기대하고 마련된 가족을 중

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였기 때문에 고용상태에 있을 때 기여한 

부분을 통하여 실직, 질병, 재해 등의 문제 상황을 경험할 때를 대비

하는 차원에서는 적절하였으나 고용기회가 없었던 전업주부의 경우 

사회보장과는 거리가 있는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였

다고 할 수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남성이

었으며 따라서 사회보장의 실질적 대상도 남성이었던 것이다



14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

(Beveridge 1942: 847). 전형적인 사회보장 대상은 직업을 가질 정도

로 능력 있는 남성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개체이어야 함

으로 남편에게 의존하여 결혼하지 않은, 즉 실질적인 직업을 가지지 

않은 여성은 사회보장 대상에서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베버리지 보

고서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당시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한 복

지국가는 오늘날과 같이 한 부모 가족이 양산되고, 한 부모 빈곤가

족이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기 

보다는 최소한 여성은(집 밖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하기보다는) 건실

한 직장을 가진 남편을 두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하는 전통적 

여성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 내에

서 여성이 모든 필요한 부양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여성의 근로와 가정에 대한 기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에 여성에 대한 사회보장적 배려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건실한 직

장을 가진 남편을 둔 주부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사회보장보험 납입

한 수준에 따라 남편이 받는 최종급여를 일부 혜택을 받을 뿐,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 남편이 사망할 경우 그 이후에도 적절한 보장을 

받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가족급여도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

을 만큼이 전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남는 것이 사회보장의 길이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이혼했을 때 양육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을 가지

기 어려운 여성이 더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이에 따라 절

반 이상의 한 부모 가족이 절대빈곤상태에 있는 일반적 경향이 발

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버리지 보고서는 여성을 가족을 

위해 일정부분 기여하는 존재로 인정하였으나 시민으로서 사회적 



15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합의에 의해 그러한 유무형의 기여에 대하여 사회적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권리를 가진 사회보장 주체로 여성을 상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근대사회가 경험하는 바와 같

이 이혼율의 증가, 모자가족 중심 한 부모 가족의 급속한 유입은 베

버리지 보고서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보장대상의 출현상황이

라 할 수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전개된 주요 법적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무상 초․중․고등교육을 담고 있는 1944년 교육법

(1944 Education Act2)): 

본 법안은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가장 먼저 나타난 법적조치로서 

R. A. Butler가 중고등학교를 세 가지 형태의 학교로 분류하고 기존 

초등무상교육을 중고등교육까지 확대한 법이다. 동 법은 중고등학

교를 지방교육청에서 직접지원을 받는 공립중고등학교와 학비와 교

육부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s)로 분류하

고 일반중고등학교는 다시 그램머스쿨(grammar schools/보다 학업중

심이며 일부 수업료를 냄), 중고등기술학교(Secondary technical 

schools), 중고등 현대학교(Secondary modern schools)로 3원제로 편

제하도록 명시하였다. 특히 1944년 교육법은 그간 교육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여성과 근로자계급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하여 이후 여성과 빈곤계층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저변이 확

2) The Education Act of 1944 

http://www.parliament.uk/about/living-heritage/transformingsociety/livinglearning/school/ove

rview/educationact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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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Dunford & Sharp 

1990: 17-24). 빈곤층에 대한 교육기회는 이들로 하여금 사회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깊게 인지하도록 하

여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노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1945년 가족보조금법(1945 Family Allowance Act3))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안한 아동수당을 명시한 영국최초의 법이

다. 이것은 비보험 급여로서 기여금 납부와 상관이 없이 일반조세수

입을 재원으로 하여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돕기 위하여 마련한 법안

이다. 동 법안은 의무교육을 이수중인 모든 아동에 대하여 주당 5 

실링을 각 가정에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가족의 아동양육부담

을 경감하도록 목적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였다.

3. 1945년 국가보장법(1946 National Insurance Act4))

1945년 국가보장법은 영국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사회보장을 

명문화한 법으로서 모든 근로자는 주당 보험료(National Insurance 

Fund)를 납입하고 향후 질병, 사망, 실직, 은퇴상황이 발생할 때 질

병수당, 미망인수당, 고아수당, 사망조의금, 실직수당, 연금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였다. 이것은 보험

3) 1945 Family Allowance Act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201296/Family-Allowance-Act 

4) 1946 National Insurance Act

http://www.actuaries.org.uk/research-and-resources/documents/national-insurance-act-1946-se

ction-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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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서 지불능력평가(means-test)를 거쳐 실업, 질병 등의 문제 상

태에 봉착할 경우 국민보험기금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도록 되어있

었다. 전업주부 여성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편

적 사회보장제도를 가능하게 한 주요한 법적 변화로 평가된다.

4. 1946년 국가 건강서비스법

(1946 National Health Service Act5))

1946년 건강서비스법은 영국 내에서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라 불리는 공공의료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조

세를 기반으로 하여 영국국민 모두에게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정의(GP, General Practitioner)에 의한 일

차 진료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병원은 국영화 하였다. 무상의료서비

스는 잦은 병원진료를 낳아 의료서비스 요청 후 기다리는 시간이 

늘고, 심지어 응급환자들도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공무원과 비슷한 역할

을 하는 의료진의 의료욕구를 진작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적으므

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경쟁이 자발적으로 생기기 어려운 

내부구조도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안한 전 생애를 보장하는 호의적 

복지서비스는 1970년대 중반까지 경제적 호황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정책방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러나 국가주도형 복지국가로서 

2차 세계대전 직후 GDP 대비 30%에 머물던 복지재정지출 규모가 

5) 1946 National Health Service Act http://www.spartacus.schoolnet.co.uk/Lhealth4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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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들어서 4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는 

교육, 의료, 사회보장, 주택 등 복지예산이 46%에 육박함과 동시에 

경기악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노령화, 독신가족증가도 사회복지 예

산증가를 돕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안순권 2006). 심

지어 자발적 실업이 증가하고 국유산업시설의 효율성저하, 근로의

욕 약화, 만성적 재정증가, 그리고 조세부담가중으로 인한 투자의욕

감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던 영국에 복

지개혁의 변화를 예고하는 사회현상이었다.

❘제2절❘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내각과 사회보장제도개혁

보수당을 기반으로 하는 마가렛 대처 내각이 들어섰을 때 영국은 

경기침체와 경제악화 상황에서 1976년 IMF 기금으로 정부를 꾸려

가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예산 감축은 필수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국

내외 압박이 심각하였다. 한편 사회보장지출이 공공지출의 1/3을 차

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생산 대비 공공지출의 감소가 절실한 상황

이었다. 특히 사회적 지출이 많아지면 근로공급과 저축의 유인을 낮

추고 결국 경제침체의 주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1979년부터 1997년 집권시절 대처내각은 전형적인 보수당 정권의 

정강정책을 따라 복지국가를 향한 4가지 주요 정책을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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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예산감축

대처내각은 공공지출이 몰락해가는 영국경제의 주범으로 인식하

고 복지예산을 포함한 공공예산에 대한 감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에 정책초점을 맞추었다. 전체 집권기동안 감세6)에 따라 정부

의 공공지출이 줄었지만([그림 1-1-1]) 복지예산은 전반적으로 집권

초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을 볼 수 있다. 복지부분에서 주택, 

교육예산을 희생하는 대신 사회보장관련예산은 오히려 증가시킨 결

과를 볼 수 있다([그림 1-1-2], Hills 1998b). 주택공공예산 감축은 공

공임대주택거주자의 자격을 제한, 임차인의 현금보조 제한, 지방정

부 관리이양․유지비감축으로 이어졌다. 교육예산은 대학생무상

등록금 보조 및 교직원인건비와 운영유지비의 대폭 감축을 의미하

였다.

[그림 1-1-1] 영국정부 공공지출과 세수(1973~1998)

단위: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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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실 소득세는 줄였지만 부가가치세(VAT)와 사회보장세는 높이는 정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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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영국의 사회보장관련 예산변동 추이(1973~1998)

단위: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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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M Treasury, 1998a

사회보장관련예산의 증가는 영국 실업자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1971년도에 4%에 못 미치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처내

각 집권이후 기록적으로 상승했다가 집권말기에 다시 줄어드는 양

상을 보였다([그림 1-1-3]). 여성근로인구의 실업 곡선도 비슷한 양

상을 보였다. 동시에 노령인구의 증가로 연금수혜 대상자가 1971년

에 15.8%였는데 1991년에 18.5%로 증가한 것 그리고 노령인구 증

가에 따른 건강관련 지출증가도 사회보장제도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추가적으로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한 부모 가족이 1979년~1995년 사이에 12%에서 23%로 약 두 배 가

량 증가한 것도 사회보장관련 지출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기간동안 한 부모 가정의 약 80%가 아동수당과 빈곤가족수당 수혜

대상이었던 사실이 이와 같은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그림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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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영국의 실업수준 변동추이(1971~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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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1997a

[그림 1-1-4] 영국의 한 부모가족 증감 추이(1971~199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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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영화(Privatization)

대처내각은 국가재정 위기 상황에서 공공자본을 통한 사회서비스 

역할을 약화하는 대신에 주택, 연금, 장기요양시설 등에 있어 민영

섹터의 역할을 증대하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1978년도에 전체 주택

의 32%에 달했던 지방정부소유 주택을 비영리주택협회로 이관하여 

1995년에 19%까지 줄어들 정도로 민영화에 주력하였고 1981년에서 

1995년까지 국가소유 주택 170만 가구를 임차인에게 할인가격에 매

도하기도 하였다(Hills 1998a). 공공연금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민

영연금시장 활성화도 유도하였는데 개인연금 가입자들에게 감세혜

택을 주기도 하였다. 한편 공공자본 지원 형태의 민간운영 노인요양

시설 증대에도 관심을 가져 1974년 10만 개소에 달하던 지방정부 

직할 노인요양시설을 1995년 5만 개소로 줄였다. 건강부분에 있어

서도 NHS의 재정 비중을 줄이려고 민간건강보험 활성화를 꾀하여 

실제 민간보험가입자 수가 1978년에 230만명에 불과하였는데 1990

년에 660만명에 달하였으나 전체 비용 상으로는 NHS 지출의 3%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Hills 1998a).

복지관련 순수공공지출이 1979-80 회계연도에 52.2%에 달했던 것이 

1995-96 회계연도에는 48.8%로 줄어들었고, 순수 민영형태가 24.3%

에서 29.2%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공공지출형태가 줄어들고 민영

서비스의 역할이 증대된 것을 볼 수 있다(Burchardt, 1997; Glennerster 

& Hills 1998). 그러나 대처내각이 공공부분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혁신적인 민영화를 시도했었다는 평가에는 일부 미흡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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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복지관련 공공 및 민영지출비율추이
단위: %

1979-80 1995-96

공공규정

공공 재정 : 국가관리 52.2 48.8

공공 재정 : 민영관리  4.6  1.4

민영 재정 : 국가관리  2.3  1.2

민영 재정 : 민영관리  0.1  0.1

민영규정

공공 재정 : 국가관리  6.4  8.7

공공 재정 : 민영관리  9.7  9.8

민영 재정 : 국가관리  0.4  0.9

민영 재정 : 민영관리 24.3 29.2

전체 100 100

자료: Burchardt, 1997

3. 빈곤층 대상 정책

영국에서도 좌파정권은 보편복지를 추구하고 우파정권은 빈곤계

층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에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보수

당인 대처내각은 보편성을 강조한 NHS 서비스를 제외하고 빈곤층

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자산조사를 

통한 보장서비스를 시도하였다(Glennerster & Hills 1998). 그러나 자

산조사를 통한 보장혜택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

져왔다([그림 1-1-5]).

4. 수입 불평등

보수당의 복지정책의 결과 드러난 또 다른 특징은 수입 불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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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현상이다. 전체인구 중 하위 10% 인구의 수입 분포가 하위로 

갈수록 절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과([그림 1-1-5]), 평균수입의 절반

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1981년에 비하여 1992년에 두 배나 늘어

난 것이 수입 불평등의 문 제를 제기한다([그림 1-1-6]). 이것은 경제

난으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대책과 실효성 있는 

실업수당7) 지급의 실패, 적절한 과세정책의 실패도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이해된다(Hills 1996).

[그림 1-1-5] 하위 10% 그룹 간 총수입 분포(1973~1995)

단위: 억 파운드

73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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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반 혜택

비기여 혜택

자산조사 통한 혜택

자료: Evans, 1998

7) 1982년 조사에 따르면 1백만이 넘는 가구가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최저수준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Berthoud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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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평균 수입의 절반이하 인구 변화추이(1961~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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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71 81 91/92

25

20

15

10

50

0

전

체

인

구

대

비

자료: Goodman and Webb, 1994; DSS, 1997

❘제3절❘ 토니 블레어(Tony Blair) 내각의 

제3의 길과 사회보장개혁

좌파 성향이 강한 노동당을 배경으로 1997년 집권한 토니블레어

는 냉전체제의 붕괴 후 전통적 사회주의적 가치와 경제체제를 주장

하는 전통좌파인식을 바꾸어 우파의 신자유주의와 좌파의 사회주의 

이념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좌와 우를 넘어서는 새로운 길 즉 

제3의 길(Third Way)8)을 주장하였다. 제3세계 국가들에서 무차별적

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 빈곤과 가족제도의 급속한 

8) 토니블레어의 제3의 길의 이론적 배경은 안토니 기든스(A. Giddens)의 책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의 부활(The Third Way -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베버리지(W. Beverage)의 전후 복지국가 모델을 제1의 길, 프리드리

히 하이엑(F. A. Hayek)의 대처리즘을 제2의 길로 그리고 앞선 두 가지 정책결과를 

창조적으로 계승한 것이 제3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

중한 경제정책과 복지제도개혁을 국가정책의 핵심적 원칙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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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기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

감을 목격하고 기존의 우파와 좌파의 이데올르기적 사고에서 벗어

나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결합하여 경제안정을 증진하고 국민

의 자립을 장려하여 국제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실용주의적 목

표를 추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통해 고용창출

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제도마련, 복지혜택의존보다는 자립에 초점

을 맞춘 복지정책을 구현하려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빌 

클린턴은 신민주당, 토니블레어는 신노동당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각하며 제3의 길을 확산시켰다. 

<표 1-1-2>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비교

이념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길

경제관 혼합경제 시장경제 신혼합경제

국가형태 국가의 시민사회 지배 최소한의 정부 신민주국가

복지관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하는 강력한복지국가 복지안전망 사회투자국가

자료: Giddens, 1998:18 재구성

역사적 유물주의를 배격하고 국제경제의 다이내믹을 중요하게 생

각하는 제3의 길이 영국의 사회보장정책에 영향을 미친 정책관점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신노동당은 사회주의를 버리고 경제적 관점을 사회보장제

도에도 중요하게 투사하여 복지국가는 항상 경제논리와 함께 생각

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유지하였다. 즉 복지정책도 시장의 역동성을 

방해하기보다 시장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형태로 형

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Taylor-Gooby 2004: 574).

둘째, 신노동당은 복지국가가 수입 불평등을 줄이는 것에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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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지수혜자들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정책을 

지지하였다(Giddens 1998: 72-77).

셋째,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계층 간 화합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즉 무상복지 보다는 욕구와 필요에 적

절한 서비스, 효과적이 효율적인 서비스가 복지국가의 추구해야 할 

양상으로 생각하였다(Blair 2003).

토니블레어 정부는 이와 같은 제3의 길을 기조로 하여 영국의 사

회보장제도를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의존을 억제하기 위한 공공부조

체계로 재편하는 개혁정책을 입안하였다.

첫째, 영국은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위하여 1999년 10월에 ‘근

로가족소득지원제도(Working Families’ Tax Credit:WFTC)’를 도입

하여 주당 16시간 이상 일을 하고 1명 이상의 16세 미만 자녀 혹은 19

세 미만 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자녀양육비용과 최

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2003년에 동 제도를 아동세

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으로 개

편, 환급성 세액공제 형태로 하여 실질소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

였다.

<표 1-1-3> 영국 공공부조제도 대상 자격기준

구분

근로능력자 근로 곤란자 근로무능력자

근로가족

세금공제급여

근로 장애인

세금공제급여
구직자 수당 소득보조

자격기준

주당 근로시간 

16시간 이상의 

부양아동 있는 

근로가족

주당 근로시간 

16시간 이상의 

근로 장애인

주당 근로시간 

16시간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및 

실업자

임산부, 학생, 

한부모, 10년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자

장애인, 질환자, 

노인 등

<정영순․이은정, 2002:2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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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1996년에 현금급여보다는 근로연계 

복지전략에 초점을 두어 실업보험을 구직수당으로 개정하여 실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의 구직활동과 자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

로 전개하였다. 셋째, 1999년에는 공공부조 대상별로 근로가족세금

공제, 근로장애인세금공제, 구직자수당, 근로보조 등 4가지 제도를 

두고 근로가족세금공제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16시간 이상 근로

자로서 부양아동을 가진 근로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를 유인

하려 하였다(<표 1-1-3>). 16시간 이상 일하는 장애인은 별도로 근

로세금공제제도를 마련 적극적인 근로유인전략을 추진하였다. 실직

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초기 6개월 동안 

자활지원서비스를, 6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시도하였다(<표 

1-1-4>). 청소년 프로그램의 결과 교육 및 자활지원서비스, 집중상담

및 관리를 제공함으로 고용기회를 높여 1997년 이래 2001년 사이 

청소년장기실업자가 80% 가까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복지개혁은 복지급여의존 대상을 줄이고 구직자 수당 

수급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근로

인구와 한부모 가족 고용율이 복지개혁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

이 그런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표 1-1-5>). 그러나 교육훈련의 비

중을 높인 반면 그 교육훈련의 질이 높지 않아 결국 양질의 일자리

를 얻는데 기여하지 못하므로 빈곤을 벗어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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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영국의 자활지원 서비스

구분
실직 후

초기 6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청소년
- 1~13주

∙ 고용상담원과 

구직계획

∙ 고용담당직원 

2주마다 점검

- 13주 이후

∙ 고용상담원과 

보다 낮은 임

금, 직종으로 

보다 광범위한 

구직 계획으로 

수정

∙기초교육 제공

<뉴딜 프로그램>

- 입문과정 (4개월)

∙개별고용상담가에 의한 매주 상담․훈련 및 프로그램

∙옵션체험과정

-옵션과정 (6~12개월)

∙지속적인 개별 상담가에 의한 관리

∙자격증 취득 의무화(훈련참여자 제외)․옵션참여

- 사후관리 (옵션종료 1달 전)

∙집중적 구직상담

일반

성인

∙고용상담원과 구

직계획

∙고용담당직원 2

주마다 점검

∙수급자에게 정보 

제공

∙ 구직면접보장제

도, 시범근로

∙직업훈련

∙ 고용상담원과 

구직계획

∙ 고용담당직원 

2주마다 점검

∙구직의뢰 거부

한 대상자에게 

구직계획 워크

숍 참여

∙ 고용상담원과 

구직 계획

∙ 고용담당직원 

2주마다 점검

∙ 3~4개월 동안 

집중적이고 지

속적으로 추가

구직상담 제공

<뉴딜프로그램>

- 입문과정

∙ 개별고용상담

가와 매주 상담

-집중구직과정

∙자영지원, 기

초훈련제공

∙개인별 패키지 

훈련 제공

-사후관리

∙집중구직상담

자료: 정영순․이은정, 2002:27 재인용

<표 1-1-5> 근로인구와 한부모의 고용율
단위: %

연도 전체 한부모

1997   71 45

1998   72 47

1999 72.5 48

2000   73 52

2001 72.5 51

2002 71.5 54

2003   72 53

2004   72 54

2005   72 55

2006 71.5 56

자료: ON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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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가구중위소득 아래 아동 빈곤율(1998~2005)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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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오늘날까지의 진행

요구되는 경로

빈곤아동

현 정책하에 예상경로

자료: IFS, 2007

[그림 1-1-8]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9) 5과목 

이상 A~C 획득학생 비율(2005)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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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국의 중등교육 자격인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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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정부의 또 다른 관심은 연금수혜자와 빈곤아동수를 줄이는

데 있었다. 1996~1997년 회계연도에 290만 명에 달하던 연금수혜자 

빈곤율이 2006년에 180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연금세제혜

택의 증가와 각종 보조금혜택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

리고 1998년에 430만 명에 달하던 빈곤아동수가 380만 명으로 줄어

든 것([그림 1-1-7])도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빈곤아동 비율

이 중국․일본․한국인을 제외한 유색인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으로 교육을 통한 학력신장이 향후 아동빈곤을 줄이는 방안으

로 고려되고 있다([그림 1-1-8]). 한편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결과 수입 

불평등 현상은 이전 정부에 비하여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6>에서 요약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의 길을 기조로 한 

영국의 사회보장개혁 정책들은 대상별로 차별화된 정책목표를 가지

고 빈곤아동, 근로인구빈곤, 연금인구빈곤, 소득불평등, 고용, 교육 

불평등, 건강, 노령인구연금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였으며 목표로 한 

정책목표들을 비교적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대상별로 

차별화된 근로유인전락, 취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한 대상선정 

및 급여체계, 그리고 대상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자활서비스 프로그

램과 행정체계에 따른 근로유인프로그램은 고용 율을 높이고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EU 수준에 못 미치는 빈

곤율, 실업인구의 빈곤상태, 연금인구빈곤, 소득불균형, 청년 실업

률, 계층 간 교육격차, 건강불균형, 보육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노령

인구연금문제, 청소년문제 등 여전히 추가적으로 해결해할 과제들

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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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효과 문제 

아동빈곤 빈곤감소; 빈곤가족아동을 위

한 세금공제개혁

1996~1997년 아동빈곤대

비 2002~2003년 빈곤감축, 

빈곤가정의 아동양육관련 비

용 감소

여전히 EU 아동빈곤 평균 보

다 높은 수준의 아동빈곤상

태.

근로인구

빈곤

실업대책에 목표, 고용과 고용

수입증대

근로인구의 절대빈곤율 소폭

감소.

실업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상당한 인구가 일

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 있음

연금인구

빈곤

연금수급자의 빈곤 완전해소, 

자산조사를 통한 부조증가

2002~2003년까지 상대적

빈율 감소

최소자산조사 수혜비율의 감

소

소득

불평등

EU수준으로 소득불평등 해소 소득불평등 해소되지 않음 최저소득층은 여전히 불평등

상황에 있음

고용 뉴딜로 불리는 실업대책에 최

우선 정책

지난 30년 이래 최소실업율 

그러나 실업 가구는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음

뉴딜효과가 약화됨. 16

세~17세 실업률은 높음

교육 토니블레어는 정부정책의 목

표를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

육, 셋째도 교육에 둠. 학업성

취도 향상에 목표를 둠. 정책

예산 증대

학업성취도 낮은 지역 학교에 

긍정적 효과 

사회계층간 차이는 여전히 큰 

격차.

건강

불균등

전반적 건강 및 NHS 예산증액 거의 변화 없음 분석과 준비에 격차

빈곤계층 전반적 빈곤계층에 대한 정책

과 서비스

점진적 해소 개선속도가 느림

영․유아

․아동

전반적 자원 증대 3~4세 교육 참여 증대, 보육

서비스 증대

EU대비 아동보육서비스 낮은 

수준. 보육의 질 확보도 문제

가 됨

노령인구 

서비스와 

수입

장기요양 및 연금공제개혁 중증 돌봄 시설과 사립시설로 

이동, 사연금가치 감소, 50세 

이상 근로인구 증가

사연금잠재성 효과

인종차별

(다문화가

족문제)

다문화가족의 빈곤, 학업성취

도 문제에 정책관심

중학교졸업학력수준 차이 개

선, 근로시장진입 개선 안 됨

인종차별로 인한 다문화가족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있음

청소년

문제

빈곤가족 청소년의 학업중단 

개선

빈곤가족 청소년의 결석, 학

업중단 수준 개선 

빈곤가족 청소년 문제는 여전

히 문제가 됨

<표 1-1-6> 토니블레어 정부 사회보장정책 평가(1997~2003년)

자료: Gregg, 2008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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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말 베버리지 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영국은 ‘요람

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목표를 위하여 모범적인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1970년대 불어 닥친 경제 불황과 과도한 복지

지출, 일부 복지급여 수혜자들의 복지의존경향과 오용 등으로 인해 

대처내각과 토니블레어 내각을 거치면서 공공지출을 줄이면서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실용적 사회보장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공공지출 감소로 인한 복지예산 감축에

도 불구하고 대처내각과 토니블레어 정부는 빈곤아동과 그들의 교

육지원을 통한 빈곤탈출정책은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빈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 

사회보장정책에 거의 강조점을 두지 않았고, 장애인과 노령인구에 

비하여 부족한 빈곤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관심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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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보장 관리체계

영국의 전체 사회보장관리체계를 하나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

다. 영국은 사회복지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관리체계가 각각 독

립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반면 사

회복지서비스, 보건서비스, 교육, 주택등의 관련서비스 등이 상호보

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반적

인 체계와 내용을 엄밀하게 조망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작업이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와 보건현금수당연금주택서비스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

로 노동,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보건, 교육, 주택을 동시에 다루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본절에

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01년 교육노동부의 노동부분과 사회보장

부통합하여 구성됨)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공공부조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관장하는 노동연금부의 

집행체계인 확대고용센터와 연금장애인돌봄노동자서비스 지역사무

소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설명할 것이다.

셋째, 각각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지방정

부의 사회복지서비스 부서(Social Services Department)를 살펴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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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영국의 사회보장관리체계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

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체계에 가능한 시사점을 

검토해 볼 것이다.

❘제1절❘ 노동․연금관련 사회보장관리체계 

1. 중앙정부 노동연금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영국은 2001년 6월 복지와 연금부분을 관장하되 아동․장애인․

실업자의 빈곤문제를 재고하고 이 계층의 사회복지의존도를 줄이며 

노동의욕을 고취하며 취업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노동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의 노동부분과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를 통합 노동연금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를 설치하였다. 

노동연금부는 고객중심 서비스를 위하여 2002년부터 전국 400여

개의 사회보장사무소를 통하여 사회급여를 관장하던 사회보장성 산

하 급여청(Benefit Agency)을 폐지하고 인구대상별 조직에서 급여와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조직을 개편하였다. 모든 공공부조와 사회보

장급여는 노동연금부의 집행체계인 연금서비스, 고용센터플러스, 돌

봄자서비스의 각 지역사무소를 통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노동연

금부는 산하에 실업수당, 장애급여, 고용 및 부양수당, 유족급여, 산

재급여 등을 관장하는 담당하는 연금서비스(Pension Service), 노동

인구의 복지와 노동여건을 돕고 취업알선을 관장하는 고용센터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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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Job-centre Plus)와 장애인과 돌봄자 서비스를 관장하는 장애인, 

돌봄자서비스(Disability and Carers Service)을 하부조직으로 구성하

였다.

연금서비스청에는 재외연금수급자와 영국내 외국인 연금가입자 

업무를 관장하는 ‘국제연금센터(IPC)’와 국민으로 하여금 저축하려

는 동기가 생기도록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미

래연금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국제연금센터의 주요업무는 수급자

자격확인, 수급자 생사확인이며, 미래연금센터의 주요서비스로는 개

인별 연금액추정, 공적사적연금액 합계액 추정, 실시간 연금추정, 

연금정보 추적서비스, 이혼 시 분할연금액 추정하여 전화상담시 이

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2-1] 중앙정부 노동연금 관리체계

중앙정부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연금서비스(Pension Service)

고용센터플러스(Job-centre Plus)

장애인, 돌봄자서비스(Disability and Carer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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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사회보장관리체계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서비스는 1970년 제정된 ‘지방정부 사회서비

스법(Local Authority of Social Services Act)’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

회복지서비스부서(Social Service Department)가 단일화 된 사회보장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존재한다. 각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서비스위원회로 하여금 사회서비스담당국장을 임명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급여체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달체계의 지역담당은 

실업수당, 장애급여, 고용 및 부양수당, 유족급여, 산재급여 등을 관

장하는 담당하는 연금서비스청(Pension Service), 노동인구의 복지와 

노동여건을 돕고 취업알선을 관장하는 고용센터플러스청(Jobcentre 

Plus)와 장애인과 돌봄자 서비스를 관장하는 장애인, 돌봄자서비스

청(Disability and Carers Service)이 각각 전국에 흩어진 업무조직을 

두고 실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서비스 업무의 원활한 업무지

원을 위하여 세 개 관청을 영국의 수도가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다.

가. 연금서비스청(Pension Service,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12c)

2002년 4월 설립된 연금서비스청은 29개 연금센터(Pension Centre)

를 통하여 국가연금과 노령공적부조인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그리고 노인대상 동절기연료수당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① 국가연금 및 연금크레딧 산정

② 전화상담 불가능 클라이언트에게 대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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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금지불 및 민원응답

④ 연금관련 서비스 접근방법 제공

⑤ 지역단체들과 협력하여 연금관련 서비스 전달

나. 고용센터 플러스청(Jobcentre Plus,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12a)

고용센터플러스청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용기회를,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에게 고용기

회와 자립촉진목표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는데 2008년에 

전국에 800여개의 고용센터(front-line service), 30개의 문의센터

(contract centre), 75개의 수당전달센터(benefit delivery centre)를 투

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경제활동 인구가 취업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노동여건 조성

② 소수인종 우대서비스

③ 수당급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급여의 각종 사기, 실수, 오용

으로부터 소비자보호

④ 고용주의 욕구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고, 구직자에게 

신속한 고용정보제공

⑤ 노동자들에게 노동시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여 고용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고 생존할 수 있도

록 도움

⑥ 무노동인구에게 적절한 도움과 수당을 지원함과 동시에 수혜

자들이 적절한 책임을 다하도록 도움

⑦ 센터의 일반적인 생산성, 효율성, 효과성을 진작함



4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

다. 장애 및 돌봄자서비스청(Disability and Carers Service,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12b)

1) 장애생활보조금(Disability Living Allowance)

65세 이하로서 신체 혹은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 

직장을 가진 여부, 재산정도와 상관이 없이 지불됨(DirectGov, 

2012a, Disability Living Carers Service).

2) 돌봄참여보조금(Attendance Allowance)

장애생활보조금 대상이 아니면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6개월 이

상 세면, 옷 입히기, 식사, 화장실보조, 조제/처방약 복용도움, 위험

물로부터 안전보호, 외부인으로부터 보호 등 활동 보조에 지불되는 

개별 돌봄 보조금(DirectGov, 2012b, Attendance Allowance).

3) 돌봄자 보조금(Carer’s Allowance) 

돌봄참여자보조금(attendance allowance), 장애생활보조금(Disability 

Living Allowance) 수혜대상자를 돌봄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가족 내 

동거인 중 한사람에게 한하며 수혜자의 생활정도와 무관하게 일정

액을 지급함(DirectGov, 2012c, Carer’s Allowance)

4) 백신상해보상금(Vaccine Damage Payments) 

일반 백신접종(diphtheria, tetanus, pertussis, poliomyelitis, measles, 

mumps, rubella, tuberculosis/TB,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HIB, 

meningococcal group C/meningitis C, pneumococcal infection, human 

papillomavirus, pandemic influenza A/H1N1, smallpox)으로 인하여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 시 장애정도에 따라 1만2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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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드(약2천만 원)까지 보상함(DirectGov, 2012d, Vaccine Damage 

Payments).

연금서비스청(Pension Service), 고용센터플러스(Jobcentre Plus), 

장애인, 돌봄자서비스청(Disability and Carers Service)은 각각 급여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화나 연금

서비스 접척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하여 대면서비스, 장애돌봄수당 

신청을 위한 정보제공활동, 그리고 지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

스부서, 자원봉사조직들과 서비스 연계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수급관련 심사를 위하여 모든 이용자는 심사재판소(Appeal 

Tribunals)에 심사청원을 하도록 하며, 1단계는 1개월 이내 모든 급

여결정을 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접촉하고 2단계는 이용자와 연금수

급내용에 대한 설명 후 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단계는 심사

청원기회를 부가적으로 부여하고, 4단계는 구술 및 청원과정을 거

쳐 기존결정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일반적인 심사과정

을 종료하게 된다. 

❘제2절❘ 보건․사회서비스관련 사회보장관리체계

1. 중앙정부의 보건․사회서비스관련 전달체계: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와 NHS(National Health System)

영국의 보건부는 중앙정부기구로서 공중보건, NHS, 그리고 사회

적 돌봄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그러나 보건부가 공중보건 및 사회

적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NHS, 지방정부, 그리고 



44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보건의료대상 인구의 욕구에 부합하고 새로운 도전에 적합한 정책

을 제시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즉 보건부는 정책제시와 재정할당을 담당하고 있

다. 보건부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으로는 국가보건시스템(NHS), 국가보건의료증진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공공복지 분야 협력기관

(Public Wealth Arm’s length Bodies/ALBs), NHS 핵심서비스 관련기

관(Central services to NHS Arm’s length Bodies/ALBs), 그리고 법규

관련기관(Regulatory Arm’s length Bodies/ALBs)등이 존재한다.

가. 국가보건시스템(NHS, National Health System)

1946년 제정된 국경보건서비스제도에 따라 1948년에 영국의 

NHS(예방재활의료를 포함한 포괄적 의료제공시스템)는 모든 국민

에게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가 행정조직인 보건성

(DoH, Department of Health)의 재정지원으로 움직인다. 공급자간 경

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1년에 구매자와 공급자를 분리하였

고, 환자보호를 위한 10가지 보호권과 보호기준을 명시한 ‘환자권리

헌장’(Patient’s Charter)을 도입하였다. 1997년에는 지역 GP를 포괄

하는 Primary care group을 구성하고 지역예산 및 전략수립 책임을 

Primary care trust로 이양하고 지역보건국을 전략보건국(strategic 

health authorities)로 대체하여 primary care trust를 지원,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개혁과정을 거처 [그림 

1-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NHS 관리체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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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NHS 관리체계

자료: 김소영, 2006:2 재인용

NHS는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가정의(GP, General practitioner)와 2

차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전문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재원 

80%이상 조세에 의해 조달된다. 관리기구의 단순화, 효율화를 목적

으로 한 2002년 국가 보건서비스개혁과 보건돌봄전문법(National 

Health Service Reform and Health Care Professions Act 2002 보건청

법(Health Authority Act)에 따라 전략보건국(strategic health author-

ity)을 설치하였다. 전략보건국(strategic health authority)은 중앙정부

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예산으로 지방단위 NHS 공급 및 

구입 감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1차 진료기관인 GP를 거쳐 2차 진료의 핵심적 기반이 되는 핵심

▪NHS 핵심적 기반

▪NHS 전체예산의 75% 할당

▪트러스트당 약 15만~30만 

인구를 담당

▪담당지역내 보건서비스 계획 

및 제공

▪해당지역 GP에 대한 

연차평가

▪전체 환자의 90%치료하지만, 

소요비용은 NHS 전체예산의 

10% 뿐

▪18개 협회 설치

▪전국단위 서비스 제공

(ex. NHS Direct)

▪NHS 대부분의 인력이 근무

▪보건국과 지역 NHS 간의 

교량역할

▪약 30여개 설치, 약 150만 

인구담당

▪최종 책임을 담당

▪NHS 전반적 방향 제시

▪질향상 기준제시

▪지원확보 투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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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의사/일반의, 치과, 안과, 약국, 방문

센터, NHS Direct), 돌봄 트러스트(Care trust: 보건서비스, 사회보호

서비스), 정신보건트러스트(정신보건서비스), NHS트러스트(NHS 병원), 

앰뷸런스트러스트(앰뷸선스 서비스 환자이송)을 조성하여 인구 15~ 

30만 인구를 담당하는 지역보건서비스 계획과 제공을 하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국민보건서비스가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GP들의 다양한 운영형태로 인한 서비스분

절과 서비스질문제, GP진료서비스와 NHS 트러스트가 제공하는 지

역돌봄서비스 간 협력관계의 부재, 그리고 재정지원방식의 경직성

으로 인한 의료진의 의료욕구저하문제를 개선하고자 1997년에 GP

와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의 개선과 지역돌봄서비스와의 연계, 효과

적이고 비용절감적인 치료형태를 개발하고 모색하기위한 NICE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의 설치, 실제 제공한 진료 

량에 따른 GP 경쟁력 제공과 기술혁신유인을 시도하였으며, 병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NHS 산하 병원들을 평가하는 CHI(Commission 

for Health Improvement)를 두고 3개 등급 중 최고등급을 확보하게 

되면 경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다(남은우전

기영 2005).

한편, NHS의 역할수행은 독립기구인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에 의하여 모니터 되는데 돌봄품질위원회는 모든 NHS 

기관(병원10), 치과)들과 민간돌봄기관들을 모니터하여 적절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10) ①각각의 치료 및 돌봄, 지원 상황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존중하는가, ②서비스대상

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돌봄 계획을 제공하는가, ③각종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 ④적절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최상의 전문가로서 역할 하는가, ⑤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Care Quality Commis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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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보건의료증진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1997년 이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서 국가보건의료증

진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을 설치하여 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NICE는 

NHS 내 기관들이 환자들을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전문가들이 최신 증거를 기반을 둔 의료적 

결정을 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한다.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어

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자들이 의료적 수행 수준을 쉽고 빠르게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1-2-3] 국가보건의료증진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업무도

NICE

지침 개발

Center for Clinical

Guideline

Center for Health

Technology Evaluation

Center for Public Health

Excellence

▪임상진료지침 개발

▪기술평가

▪각종 진료 및 시술절차의 

비용-효과성 개발

▪건강검진 및 보건예방 

프로그램 개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자료: 김소영, 2006: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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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 하여금 최상의 질과 비용절감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NHS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Quality standards 2012; [그림 1-2-3]).

다. 공공복지 분야 협력기관(Public Wealth Arm’s length 

Bodies/ALBs, 2012)

1) 알코올 교육연구원(Alcohol Education and Research Council, 

AERC): 알코올관련 이슈를 대처하고 알코올 문제해소 정책을 

개발함.

2) 보건보호국(Health Protection Agency, HPA): 공중보건과 질병

문제 보호에 주력.

3) 일반사회적돌봄원(General Social Care Council, GSCC): 영국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표준을 제시함.

4) 국가환우안전국(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NPSA): NHS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다룸.

5) National Treatment Agency for Substance Misuse (NTA): 마약

오용으로 인한 효과적인 치료서비스 개선.

라. NHS 핵심서비스 관련기관(Central services to NHS Arm’s 

length Bodies/ALBs, 2012)

1) NHS 서비스청(NHS Business Services Authority): NHS 관련 비

용 지불, 보상, 재청구등을 담당

2) 건강사회적돌봄정보센터(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

cial care): 보건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데이터수집

3) NHS 지명위원회(NHS Appointments Commission, NH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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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트러스트와 관련기관의 위원지명

4) NHS 혈액 및 장기(NHS Blood and Transplant): 혈액 및 장기기

부 증진

5) NHS 혁신개발연구소(NHS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Improvement): NHS의 혁신, 리더십, 개선지원

6) NHS 분쟁청(NHS Litigation Authority, NHSLA): 환자 돌봄 증진

마. 법규관련기관(Regulatory Arm’s length Bodies/ALBs, 2012)

1)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보건 및 사회적 돌

봄법(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8)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서비스 품질 평가

2) 건강돌봄향상법규원(Council for Healthcare Regulatory Excellence, 

CHRE): 공중보호를 진작하기 위하여 전문적 법규개발에 기여

3) 인간수정발생청(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HFEA): 배아관련 연구허가 및 모니터링

2. 지방정부의 보건․사회서비스관련 전달체계: 지역보건국 

(Health Authority)와 사회서비스부서(Social Service 

Department)

영국정부는 보건사회적돌봄서비스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

여 1990년에 국가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돌봄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을 제정하여 사회적 돌돔과 지원

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동법에 따라 지방정

부는 지역보건당국(Health Authority)와 지방정부(Local Authorit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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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구분하여 지방정부는 지역구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의료제공

자들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보건당국

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시설11)에

서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건서비스를 지원하도

록 하였다.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부서(Social Service Department)는 성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인 지역 돌봄(community care)과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로 범아동서비스(Every Child Matters)를 

구분하여 시행한다.

먼저 지역 돌봄(community care)서비스는 노인, 장애인을 위한 주

거지원, 장애인을 위한 돌봄 및 고용지원, 노인복지, 아동보호자복

지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지역 돌봄 서비스의 주된 목표는 ①

이용자의 참여와 선택권의 증진, 그리고 지방정부의 직접지불제도 

도입을 통한 비용통제, ②지방정부로 하여금 서비스욕구조사와 서

비스 구매 및 비용지불을 하도록 하여 지방정부 역할강화, ③지방정

부의 돌봄 서비스 직접운영에서 개인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적

서비스 비율을 늘려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④지방정부 사회서

비스부서가 직접 사정, 케어계획수립 등 케어매니지먼트를 시행하

도록 한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용득 2007:78). 즉 민간서비스 

제공에 의한 시장제도를 도입하여 공급다변화를 꾀하고 지방정부로 

전달체계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비용을 통제하고 서비스 이용자

11) 법적인 서비스 제공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해야하는 서비스는 케어홈(care home), 재

택케어기관(Domiciliary care agency), 아동시설(Children’s home), 비영리입양기관

(Voluntary adoption agency), 민간가정위탁기관(Independent fostering agency), 민간영

리병원(Private and voluntary hospital and clinics), 호스피스(Hospice), 민간의료서비스

(Independent medical services)등이 포함된다(Department of Healt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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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료 및 복지욕구를 케어매니지먼트 방법을 적용,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아동을 위한 범아동서비스(Every Child Matters, 2003)는 

2004년 아동법(Children Act 2004)을 제정하여 지방정부의 교육국

(Education Department)과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 Department)

을 통합, 아동서비스국(Children’s Service Department)을 설립하여 

교육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하였다. 2004년 아동법

(Children Act, 2004)에 따르면 아동서비스의 통합과 조기개입, 교육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건강, 안전, 놀이, 성취, 적극적 기여, 

그리고 경제적 복지 목표12)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아동

주요목표 구체적 목표
부모․보호자․

가족의 역할

건강

신체건강

정신 및 정서적 안녕

성적(sexual) 건강

건강한 생활양식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보호

건강한 선택증진

안전

학대, 방임, 폭력, 성적학대로부터 안전

사고, 부상, 사망으로부터 안전

집단따돌림과 차별로부터 안전

범죄, 반사회적 행동으로부터 안전

안전한 가정 제공

즐거움과 선택

학교생활 준비

학교출석과 생활만족

개별적, 사회적 발달과 여가 즐기기

중고등교육표준 달성

학습 및 여가활동지원

적극적기여

의사결정 참여와 지역사회 환경보호

합법적이며 긍정적인 활동 참여

긍정적 관계 적립

자신감 개발, 변화와 도전에 대처

진취적 행동

긍정적 행동증진

경제적 복지

진학, 취업, 훈련 준비와 참여

쾌적한 거주환경과 지역사회 

빈곤탈피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지원

12) Every Child Matters의 주요목표와 가족의 역할

 자료: 김용득, 2007: 8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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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주체로 하고 아동의 문제사정과 케어계획에 따라 민간

과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에 준하는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유

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제공비용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산정

되며 특히 국가는 지역 돌봄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하여 보건부와 

독립된 국가돌돔표준위원회(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 

NCSC)를 조직하여 제공된 서비스가 국가최소기준인덱스에 준하여 

제공되고 있는지를 최소 연 1회 이상 관리, 감독하도록 하였다. 

영국정부는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and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주도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1998년부터 전국적으로 빈곤계층의 아동양육을 위한 무상서비스 프

로그램으로서 Sure Start Centre들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소외지

역 가족들을 대상으로 아동빈곤감소를 목적으로 아동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영국전역에 3,400개 센터를 운영하

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민영 비영리 아동양육관련단체와 서비스 협

약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Sure start 센터가 제공하는 

양육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Sure Start 2012):

① 빈곤지역의 총 30% 가족을 대상으로 하루 10시간, 주5일, 연

48주에 해당하는 조기아동서비스13) 및 아동양육서비스 제공

②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양육지도 서비스

③ 양육훈련, 가족지원 서비스

④ 출산전후 출산준비 및 모유수유, 건강 및 영양, 금연지도

13) 2006년 아동양육법(Childcare Act 2006)에 따르면 조기아동서비스는 영유아, 부모, 예

비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보모고용 및 고용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아동양

육과 관련된 부모대상 정보제공과 지원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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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언어치료 및 다양한 치료서비스

⑥ 고용센터플러스와 연계한 부모 고용훈련 연계서비스

⑦ 출산 두 달 예정 가족방문 양육준비 서비스

⑧ 지역사회복지 연계서비스

2010년 지방정부에 의하여 <표 1-2-1>에 기반을 두어 수행된 자

체평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만 명에 달하는 빈곤계층 아동이 서

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비스 참여 후 전체 참여 아동의 49%가 

적절한 수준의 발달지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가장 소외된 지역 아동

의 아동발달 불평등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동 프로그램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였다(House of Commons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Committee 2011: 42~43).

<표 1-2-1> Sure Start 센터 평가지표

순서 평가지표

1 0~4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가족 아동 수

2 고용세금공제 가족 수

3 개인, 사회, 정서, 언어발달 78% 이상 아동

4 교육성취 수준

5 6~8주 모유수유 지속 아동 수

6 아동센터 부모 만족도

7 한 부모, 장애가족아동 수

이처럼 영국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직할 때 서

비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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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도입하였으며, 지방정부에 서비스 전달에 관련된 권한을 적

극적으로 이양하여 서비스를 직접구매하고 비용을 통제할 수 있도

록 하고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품질평가기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는데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절❘ 빈곤계층을 위한 주택관리체계

1. 중앙정부 차원의 주택관리체계

영국의 공공주택정책에 대하여 전담하고 있는 중앙정부부처는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이다.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

고, 지역욕구에 맞게 선택 가능한 임대공공주택물량을 확보하며, 사

회적 소외계층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공공주택의 

질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둔다(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2).

영국은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민주거지역의 오염과 불결한 주택환경, 주택부족문제가 대

두됨에 따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개입하기 시작

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197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79

년 대처내각이 들어서면서 공공지출 감소정책에 따라 주택재정보조

가 줄이고 1980년 주택법을 통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할인된 가격에 

공공임대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14)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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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임차인의 재정조달의 한계로 이러한 정책은 별다른 실효를 거

두지 못하였고, 재정지원 악화로 인한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관

리 소홀의 악순환을 가지고 와 빈곤밀집지역이 형성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1997년 집권한 토니블레어 이후 영국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저하 문제와 공공비용지출 증대 어려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

결하고자 ①민간재정조달(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이 가능한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HA)15)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관리 

이양하는 것을 가속화하여 위탁관리를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②지방정부로 하여금 정부재정으로 출자한 ALMO(Arm’s Length 

Management Organization)16)라는 지방정부주택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소유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거나, ③주택소유권을 이양하는 재고

이양(Stock transfer)을 선택하도록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ALMO는 

지방정부 소유 주택의 관리와 지속적 관리를 목표로 유지보수, 임대

료징수, 임대 업무를 전담하고 지방정부는 주택전략개발, 주거수당

14) 공공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할인

가격에 판매, 주택협회주택의 세입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주택을 판매, 주택협회에

게 집의 일부 지분을 사고 나머지는 임대료로 지불, 공공주택 세입자와 대상으로 구

입주택가격의 25%를 무이자로 융자, 공공주택 세입자들에게 민간부문에서 주택을 

구입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15) Housing Act 1988에 주택협회에 공공임대주택을 관리이양토록 하는 법적 내용을 담

고 있음. 이 사업을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주택협회는 1960년대부터 설립되기 시작

한 비영리단체로서 주로 소규모의 주택을 개발하고 유지보수 하는 역할을 지방정부

로부터 받아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노인, 한 부모, 범죄경력자 등 소수집단의 요구주

택을 관리하여 효과적으로 관리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방정

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비

판을 받기도 한다.

16) Housing Act 1985에 따라 지방정부가 설립한 비영리 주택관리전담 기구인데 토니블

레어 정부이후 ALMO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

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동법에 따라 ALMO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리

하는 주택조합의 등록 및 관리, 보조금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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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및 임대정책개발에 전념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ALMO, Arm’s Length Management Organization 2012). 이상과 같

은 제도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주택이 양질의 수

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적정주거기준(Decent 

Homes Standard)에 도달하도록 목표를 정하였는데 제한된 재원으로 

주거기준을 도달하기 어려운 지방정부가 선택하도록 한 정책이기도 

하였다.

2. 지방정부 차원의 주택관리체계와 주거급여

(Housing benefit)

가. 지방정부 차원 주택관리체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던 빈곤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은 

1988년 주택법(Housing Act 1988)의 개정에 따라 지방정부로 이양

되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다. 1988년 주택법(Housing 

Act 1988)은 지방정부는 주택조합, 금융조달기관, 민간개발업자에게 

공공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출기금과 주택사업(임대료수입과 정

부보조금)을 사용하여 주택조합, 금융조달기관, 민간개발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공공주택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공공주택요구와 상태점검: 

모든 지방정부는 관할 내 현재 공공주택물량과 추가적 필요물량

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할 지역 공공주택의 주거환경을 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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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하여 보고한다(Housing Act 2004. Section 3).

2)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지방정부는 ①신규임대주택의 건설, 기존주택의 임대주택용도변

경, 임대주택 건설부지마련, 공정임대료 산정17), ②임대주택의 개조, 

수리를 담당한다.

3) 공공임대주택 주거 편의도모: 

①공공임대주택 내 주거를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내부집기

를 제공, ②제공 음식과 세탁 관련비용 징수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4) 공공주택 복지서비스: 

공공주택 입주민을 위한 복지향상 서비스 제공과 필요경비징수 

업무를 관장한다.

5) 공공주택 시설 내 상점 및 오락편의시설을 제공한다.

6) 공공주택 시설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나. 주거급여(Housing benefit)

주거급여는 1992년 사회보장기여 및 수당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에 따라 제정된 빈곤계층의 주

거비용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수당 중 하나이다. 주거급여는 주거수

당법규(‘Housing Benefit Regulations 2006’)에 따라 지방정부 소관이

다.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대료할인(rent rebate)의 형태로, 민간임대

17) 주택의 건축경과시기, 특징, 입지조건, 주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책정하고, 

이 임대료가 3년 간 고정되어 과다한 인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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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주자는 임대료수당(rent allowance)형태로 지급되는데 지급규

모는 자산조사(소득, 가족규모, 저축액)에 따라 임대료에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방정부가 지불해준다

(Housing benefit 2012, [그림 1-2-4]).

[그림 1-2-4] 주거급여 수급체계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소득보조급여, 연금크레딧 및 

구직급여 수급

소득보조급여, 연금크레딧 

및 구직급여 비수급

주거급여수급 자산조사

탈락 수급액산정

주거급여수급

❘제4절❘ 장기요양보험 관리체계

1. 중앙정부 차원의 장기요양보험 관리체계

영국은 토니블레어 신노동장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국가보건서

비스(NHS) 제도 하에서 의료 및 요양서비스가 제공되어왔다. 1990

년대 들어 장기요양 욕구 노령인구의 증가로 1993년 지역사회돌봄

법(Community Care Act)을 제정하여 기존의 국가보건서비스(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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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회보장기여 및 수급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 & Benefit 

Act)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서비스를 16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관리체계의 정책과 재정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부

서는 보건성(DoH, Department of Health)이며, 일반조세를 통해 조달

되는 NHS의 의하여 보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동시에 NHS는 

지역보호, 물리치료와 같은 치료요법서비스 및 장기요양 서비스 관

련 급여도 제공하고 있다(<표 1-2-2>). 

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크게 구분될 수 있

으며 요양관련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를 포함하

고 있다. 재가서비스에는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포함되고, 의

료서비스에는 간호, 방문보건, 치료, 치과, 약제 및 보건서비스가 포

함된다. 복지서비스에는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가정봉사

서비스, 급식배달서비스, 세탁서비스가 포함된다.

<표 1-2-2> 장기요양서비스 관리체계제도 유형․재원․급여방식․자격기준․

비용

장기요양유형 사업명 재원 급여방식 자격기준 비용

재가급여

시설급여
NHS

조세

(일반회계)
현물

보편적

서비스
무료

재가급여

시설급여

Social 

Service

조세

(일반회계)
현물 자산조사 비용부담

재가급여

(현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조세

(일반회계)
현물 자산조사

영국정부는 2003년 보건․사회적 돌봄․지역사회 보건 표준법

(Health and social care community health and standards act 200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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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여 모든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질 담보를 위한 독립적인 감

독기구인 ‘사회적돌봄감독위원회(Commission Social Care Inspection)

을 설치하여 노인요양시설과 민간의료기관, 거주홈 및 아동홈 등 모

든 사회적 시설을 대상으로 인증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

표준인증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18)을 정하고 이에 따라 

동 기준에 부합할 경우 최고등급(별 세 개)를 부여하고 우수기관으

로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형태로 서비스의 질 유지 및 관리를 지속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1-2-5]).

[그림 1-2-5] 영국 사회적돌봄감독위원회(Commission Social Care 

Inspection) 평가과정

사전 준비
(Planning and mapping

of evidence) 

서비스 이용자 평가

현장평가
(Field work)

결과 종합
(Consolidation)

결과 판정
(Judgements)

질에 따른 보상
(Awarding)

결과 공고
(Reporting)

사전조사 및 분석

- 이전 평가 기록

- 기관의 자체 질평가 기록

- 월별 기록, 사고기록지 등

- 고조화된 면담

- 설문조사 등

- 현장평가 및 인터뷰 조사 시행

‘Unannounced or short 

notice’

- 현장평가보고서, 서류심사결과 등 종합

- KOREA에서 결정

(key Lines of Regula tory Assessments)

-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수

- 인증주기 결정

- 우수기관 인센티브

- 인중평가결과 공고전 해당기관에 통보

- 평가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기관에 세부 평가내역 제공 등

자료: 장현숙, 2008:22

18) 시설환경(정보, 계약, 욕구사장, 욕구충족), 건강 및 돌봄 수준(서비스이용계획, 건강

돌돔, 약물관리, 사생활보호 및 인격유지, 임종과 사망),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사

회활동참여, 지역사회참여, 자율성, 식사), 민원보호(민원, 권리보호, 안전), 시설환경

(시설, 화장실과 세탁시설, 개인 방, 가구와 비품, 난방과 조명, 위생과 감염), 직원관

리(충원, 자격, 채용방법, 교육), 관리와 운영(일상근무, 윤리, 서비스의 질 확보, 재

정, 직원감독, 기록유지, 안전한 업무)(Do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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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 차원의 장기요양서비스 관리체계

지방정부는 1993년 지역돌봄법(Community Care Act)에 따라 국

가보조 및 지방세로 운영되는 재가서비스19)와 시설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시설서비스에 포함되는 거주주택

(Residential Home20))과 요양원(Nursing Home)21)은 지방정부가 직

접운영하거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표 1-2-3>). 따라서 지방정부

는 NHS 병원시설 이용자 외에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를 받을 필요

가 있을 경우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자격유무를 판단하는 역할을 추

가적으로 하게 됨으로 요양욕구 필요정도를 평가하는 요양관리자를 

임명하고 운영한다. 

<표 1-2-3> 장애 정도별 장기요양보호형태와 내용

종류 보호형태 내  용

3급

(중증)

요양원

(Nursing Home)

24시간 시설보호

간병보호: 숙박 및 수발

간병서비스(일상생활지원) 및 의료서비스(치료요법)

2급

(보통)

거주주택

(Residential Home)

24시간 보호

간병보호: 숙박 및 수발서비스

1급

(경증)

자가 혹은

임대주택
재가 사회서비스

지방정부의 평가에 의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하는 요양시설입소는 

개별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세에 해당하

19) 신체장애 1등급(경증)에 해당하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

20) 신체장애 2등급(보통)에 해당하는 노인 입소

21) 신체장애 3등급(중증)에 해당하는 노인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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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정부의 주민세(Council tax)가 주요재원으로 역할을 한다. 즉 

영국의 장기요양서비스 관리체계 제도 하에서 보편적 서비스인 

NHS에 의한 재가 및 시설 서비스는 개인부담이 없으며, 사회서비스

는 자산조사에 의하여 개인능력에 따라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재가

급여의 경우도 자산조사를 거쳐 자산수준에 따라 현금급여를 제공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연금 관련 사회보장관리체계는 

중앙정부에서는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를 설

치 운영하고 산하에 실업수당, 장애급여, 고용 및 부양수당, 유족급

여, 산재급여 등을 관장하는 담당하는 연금서비스(Pension Service),  

노동인구의 복지와 노동여건을 돕고 취업알선을 관장하는 고용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와 장애인과 돌봄자 서비스를 관장하는 장애

인, 돌봄자서비스(Disability and Carers Service)을 하부조직으로 구

성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of Social Services Act)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부서

(Social Service Department)가 단일화 된 사회보장서비스 전달체계

로서 존재하고, 각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서비스위원회로 하여금 사회서비스담당국장을 임명하도록 하여 전

문성을 기하고 있다.

보건․사회서비스 관련 사회보장관리체계로는 중앙정부기구로서 

공중보건, NHS, 그리고 사회적 돌봄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정책제

시와 재정할당을 담당하고 지방은 지방정부와 보건당국의 역할을 

구분하여 지방정부는 지역구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의료제공자들로

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보건당국은 장기

요양, 재가서비스 등 의료․보건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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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계층을 위한 주택관리체계로서 중앙정부부처에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이

다.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욕구에 

맞게 선택 가능한 임대공공주택물량을 확보하며, 사회적 소외계층

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공공주택의 질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는 공공주택요구와 상

태를 점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주거편의도모, 복지서비스와 

편의시설제공, 그리고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장기요양관리체계를 위하여 중앙정부에는 장기요양서비스 관리

체계의 정책과 재정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보건성(DoH, 

Department of Health)이 있어 일반조세를 통해 조달되는 NHS의 의

하여 보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동시에 NHS는 지역보호, 물리

치료와 같은 치료요법서비스 및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 급여도 관장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1993년 지역돌봄법(Community Care Act)에 

따라 국가보조 및 지방세로 운영되는 재가서비스 신체장애 1등급

(경증)에 해당하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관리 및 운

영을 책임진다.

이처럼 영국의 사회보장 관리체계는 중앙정부가 각각의 사회보장

관련 부처가 정책 및 재원마련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욕구파악, 

사회서비스의 구매와 감독역할에 초점을 행정지원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독립적 감독기구인 ‘사회적돌봄감독위원

회(Commission Social Care Inspection)을 설치하여 사회적 돌봄 서

비스의 질 담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연금관

련 사업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서비

스 부분에서는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직접 서비스 구매자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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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질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주민생활지원센터와 지역민간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서로 유기적 관계가 부족한 형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서비스의 직접제공이나, 선별과 구매

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보조금 지급자 역할에 그치고 있고 자유

경쟁에 의한 서비스시장 활성화에도 별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

어 영국의 사회보장관리체계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정

부의 역할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역할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독립적인 기구설립을 통해 사회서비스

의 질을 인증하고 평가하는 책임을 담당하도록 함으로 국민으로 하

여금 자신들이 선택하는 서비스가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제공되는

지 확신을 가지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설평가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고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과 제공자

격유지, 서비스제공자격 배제 등 엄정한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하

고 있지는 못함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영국의 사회보장관리체계

로부터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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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구구조 및 인구문제

❘제1절❘ 인구구조

1. 인구변동요인 

한 국가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는 인구변동요인 즉, 출산, 사망 

및 국제이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 같은 인구변동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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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끊임 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한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의 과거 추이와 현재의 모습은 물론 미래의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국가의 인구 현상을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출산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2.44명에서 1977년 1.69명까지 낮아

졌다. 이후 1990년대까지 1.7～1.9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0년대

에 들어서는 1.6명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2001년에는 1.63명으

로 최저점에 도달하였다. 당시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는 1950～

197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이 출산을 지연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1960～197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이 이전 여성들에 비해 소규모의 



69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가족을 형성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후 출산율은 2003년 1.71

명, 2005년 1.84명, 2008년 1.96명까지 상승하였으며, 2009년에는 

1.94명으로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2010년 다시 1.98명 수준으

로 상승하였다. 2010년 합계출산율은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이다(영국 통계청). 

출생아수는 1970년대 90만명 수준에서 1980～1990년대 80만명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2001년에는 669,123명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여 2004년 715,996명, 2008년 794,383명, 2010년 

807,271명이 태어났다(2009년은 790,204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 

[그림 1-3-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1970~2010)

단위: 명

출처 : UK National Statistics.

2001～2010년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 상승은 25～44세 여성의 연

령별 출산율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에서 21세기 초까지 30～40대 여성의 출산율은 증가한 반면, 20～

29세 여성의 출산율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1년 이후 3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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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3년 25～29세 여

성의 출산율도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추이는 2009년을 제

외하고 201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외에도 그 동안 출산을 지연하였

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의 출산, 가족에 대한 다

양한 지원정책, 이민여성들의 출산율 증가 등이 최근의 출산율을 상

승시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 사망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은 1985년 각각 85.6세, 89.8세에서 2010

년에는 90.2세, 93.7세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지난 15년간 남성은 

4.6세, 여성은 3.9세가 증가한 것이다. 평균수명은 사망률 감소에 따

라 미래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인데, 2035년을 기준으로 남성은 94.2

세, 여성은 97.2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 간 평균

수명의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녀 간 

평균수명 차이는 1985년 4.2세였으나, 2010년 3.5세로 감소하였다. 

<표 1-3-1> 성별 기대여명 변동 추이(1985~2010년)

단위: 세

년도 남성 여성 여성-남성

1985 85.6 89.8 4.2 

1990 86.6 90.6 4.0 

1995 87.6 91.5 3.9 

2000 88.5 92.2 3.7 

2005 89.3 93.0 3.7 

2010 90.2 93.7 3.5 

출처 : UK Nation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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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이동 

국외에서 영국으로 유입하는 장기 이민자(12개월 이상 거주자)는 

2004년 이후 약 600천명을 유지하였다. 2011년 6월 기준으로 이민

자는 593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영

국을 빠져나가는 유출인구는 2008년 427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1년 6월 기준 343천명으로 추정되었다. 순이민자는 2005년 260

천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며,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한 뒤 

2011년에는 230천명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1-3-2] 장기 이입자와 유출자 변동 추이(2001~2011)
단위: 천명

출처 : UK National Statistics. Migration Statistics Quarterly Report February 2012. 

2011년 장기이민자들 중 근로를 위하여 영국으로 입국한 이민자

는 195천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이민자는 2007년 242천명 이후 감

소하였다. 반면, 학업을 위하여 입국한 이민자는 2007년 148천명에

서 2010년 9월 기준 245천명, 2011년 6월 기준 242천명까지 증가하

였다. 2009년 학업을 위하여 입국한 이민자가 근로를 위해 입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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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을 넘어섰다. 이들 중 40% 이상은 신영연방국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3-3] 장기 이입자들의 이민 이유(2001~2011)
단위: 천명

출처 : UK National Statistics. Migration Statistics Quarterly Report February 2012. 

[그림 1-3-4] 장기 유출자들의 이민 이유(2001~2011)
단위: 천명

출처 : UK National Statistics. Migration Statistics Quarterly Report Februa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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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국외로 나가는 이민자들의 가장 주된 이유는 ‘근로’로 

나타났다. 2008년 21만 9천명이 근로를 위하여 국외로 이민을 갔으

며, 이후 다소 줄어들긴 하였으나 2010년 19만 8천명, 2011년 19만 

1천명으로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였다. 

2. 인구성장 

1950년 영국 인구는 5,060만 명 수준이었다. 전후 베이비붐세대로 

인하여 1970년에는 500만 명이 더 증가하였다. 1973년 정부 보고서

에서는 정지인구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영국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차원에서 가족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출산율이 감소하고 순이민이 정지됨에 따라 이러한 논의는 사

라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기후가 변

화하는 등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다시 가족계획의 필요성이 논의되

기 시작하였다(The Economist 2009). 2011년 인구는 6,200만 명을 

넘어서고, 이후에도 매년 50만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재의 인구 증가는 출산율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에 기인하나, 미래

의 인구증가는 순이민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출산율이 2001년 1.63명에서 2010년에 인구대체수준에 가까운 1.98

명까지로의 상승이 1960년대 초반 이래 인구 성장에 기여한 것이다

(Matheson 2010; UN 2010; Coole 2012). 

3. 인구구조 

영국에서는 노인인구 대신 연금수급인구의 개념도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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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금수급인구는 남성의 경우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60세 이상

이다. 따라서 근로인구는 남성의 경우 16～64세, 여성의 경우 16～

59세가 해당되며, 아동인구는 0～15세 인구가 해당된다.

아동인구(0～15세)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1년 1,425만 7천명에서 

1988년 1,150만 5천명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증가하여 1990년대에

는 1,200만명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약

간 감소하였는데, 2007년 1,150만 8천명으로 저점을 이룬 후 2011년 

1,169만 명으로 추정되며 2035년에는 1,295만 3천명에 도달할 것으

로 추정된다. 총 인구 중 이들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 

25.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대에는 20% 수준에서 유지

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19%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18.6%

까지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9.3%가 아동인구로 구

성될 전망이다. 2020년대 후반부터 다시 조금씩 하락하여 총인구 대

비 아동인구는 2035년 기준 17.7%가 될 전망이다. 

근로인구는 1971년 3,254만 8천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3,514만 7천명, 2000년 3,613만 8천명, 2011년 3,884만 4천명에 도달

하였다.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4,155만 1천명, 2030년 

4,361만 6천명, 2035년 4,466만 9천명으로 전망되었다. 이들 근로인

구가 총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 58.2%에서 1990년 61.4%, 

2006년 62.2%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감소하나 2035년까지 61.0%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연금수급인구는 1971년 9,123천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81년 

천만명 넘어섰으며(1,003만 5천명), 2000년에 1,078만 8천명, 2011년 

1,220만 1천명으로 증가하였다. 향후 연금수급인구는 2020년 1,266

만 7천명, 2030년 1,464만 6천명, 2035년 1,558만 6천명 등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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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전망이다. 특히, 2026년 이후 연금수급인구의 규모가 과거에 비

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인구 대비 연금수급인구의 비중

은 1971년 16.3%에서 2010년 19.5%로 증가하였고, 향후에는 2020

년 18.9%, 2030년 20.5%, 2035년 21.3%를 차지할 전망이다.

[그림 1-3-5] 인구구조 변화(1971~2035)

단위: 천명

출처 : UK National Statistics.

근로인구 1,000명당 총부양인구는 1973년 726명에서 1990년 629

명, 2011년 615명까지 감소하였으나, 향후에는 2020년 617명, 2030

년 637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인구 1,000명당 아동인구는 

1973년 726명에서 2000년 331명, 2011년 301명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일시적으로 다소 증가하나 다시 감소하여 2035년에는 29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인구 1,000명당 연금수급인구는 1971년 

280명 수준에서 2010년 3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는 2020년 

305명, 2030년 336명, 2035년 349명 등으로 증가속도가 다소 빨라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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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부양부담 추이(1971~2035)

단위: 근로인구 천명당 부양인구수

출처 : UK National Statistics.

❘제2절❘ 인구문제

영국 인구의 고령화수준은 1970년 7.9%에서 2010년 16.6%로 증

가하였고, 2030년에는 23.6%로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영국의 인

구문제는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보다는 좁은 국토 내에

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사

회경제적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데 있다. 이에 따라 자연

적으로 영국 인구의 증가를 유발가하고 있는 이민자의 억제에 초점

이 맞추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영국의 총인구는 1970년 5,565만명에서 2010년 6,204

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50년에는 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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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늘날 영국은 유럽 국가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4번째에 속한다(Coole 2012). 2008～

2009년 인구성장률은 0.7%로 이러한 추이가 지속될 경우,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1억 1,5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잉글랜드는 

5,2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세계에서 15번째로 인구밀도가 

높다. 높은 인구 밀도에 대해서는 영국국민들도 이미 위험한 수준이

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PT의 2009년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1%는 영국의 이상적인 인구규모로 6,000만명 미만을 생각

하고 있으며, 오직 8%만이 6,000만명이 초과해도 된다고 생각하였

다(McDougall 2010). 

과거 인구 증가는 순이민보다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통한 자연증

가에 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인구 증가에 대한 순이민의 기

여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1970년대 이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

준 미만이나 이민증가로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1980년대에는 유입

한 이민인구보다 외국으로 이주한 인구가 더 많았으며, 1990년대 이

후에는 유입인구가 더 많아졌다. 

실로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한 

국가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노동력 부족과 인구감소가 장

차 영연방의 지도국, 국제정치 무대에서 강대국 지위 위협 가능성 

등을 인식하고,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매년 14만 명에 달하는 이민 유치, 적극적인 노동력 유치 정책

을 펼쳤다. 그러나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58년 식민지 출

신 이민자들과 영국인들 사이에서 대규모 충돌 사태가 발생하자, 

1962년 영연방 이민법(Commonwealth Immigration Act of 1962)을 

통해 이민 통제로부터 면제되는 대상을 규정하였다. 즉, 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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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영국 신민에 대해서는 고용증명서를 발급 받아 영국에 입

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당시 노동 허가증은 3가지 유형이며, 

각 유형마다 연간 허용 인원수가 규정되었다(이삼식 2011). 

1969년 총선에서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이민법 개정을 공약으

로 내세웠던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1971년에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71)을 개정하였다. 영국에서 거주할 권리는 ‘본국인(partials)’이 

기지고, 비본국인은 고용증명서 대신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입국

하도록 조치하였다(이삼식 2011).

이민자들은 영국 내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으나, 영국 인

구 중 7.5%에 해당하는 이민자 사회를 형성함으로써 이민정책의 취

약점을 드러냈다. 2004년에 새롭게 EU에 가입한 동유럽 10개국에 

대한 이민허용에 따른 이민자 유입의 급증으로 각종 사회문제(공공

서비스에 대한 과부하, 주택난 등 경제적 혼란, 이질적 문화유입에 

의한 정신적 불안감 등)가 야기되고 있다는 비판이 증가하였다. 

향후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이민억제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가속화되고, 정치권에서는 다른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제

안하기도 하였다. 즉, 보수당-민주당 연정은 절대적 이민규모 축소

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연정은 집권하자 호주의 이민제도를 참고

하여 2005년 7월에 이민신청자의 선택적 수용(selective admission) 

원칙에 따른 점수제 이민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이

민자들을 고숙련노동자(a high skilled worker) 숙련노동자(a skilled 

work), 비숙련노동자(an unskilled worker), 유학생 및 기타로 유형화

하여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이민문호를 개방하되 하급인력의 이민은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이삼식 2011). 

2010년에는 ‘이민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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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하였다. 즉,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비유럽 출신 숙련

이민근로자의 숫자를 예년에 비해 5% 정도 줄어든 수준인 2만 

4,100명으로 제한하였다(하세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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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제와 정부재정

❘제1절❘ 영국 경제의 특징과 현황 

1. 전개과정 

영국은 경제적으로는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루고 전 세계에 광활

한 식민지를 경영한 유럽의 강대국으로 특히 19세기에는 군사․정

치․경제․문화적 영향력 등 종합 국력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질서 유지 및 자유무역 체계와 금융시장

의 안정성을 공급하는 패권국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세기 초 

다른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1차 세계 대

전이후 그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어져갔다. 

2차 세계대전은 영국의 사회 및 경제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종전이후 기간사업의 국유화 및 계획경제의 도입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사회경제적 개편을 통해 2차 세

계대전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다. 영국은 1950년대와 

1960년대 경제호황을 누리며 높은 수준의 성장과 이에 걸맞은 고용

수준은 유지하였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국제수지 

악화와 대내적으로는 생산요소의 가격이 생산성을 능가하여 발생하

는 코스트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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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에 가입하기 위해 노

력하였고 결국 덴마크와 아일랜드와 같은 해인 1973년에 유럽공동

체 에 가입하게 되었다22). 

1993～2007년 동안에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호황

을 누려왔으며 이로 인해 연평균 3%성장을 기록하였다23).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이후 금융부실이 확대되고 경

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재정악화 및 파운드화의 가치가 하락 등 불안

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업이 주력 산업이었던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

기 속에서 대규모 구제금융 및 경기부양책,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적자가 급속히 늘어났고, 이를 메우기 위한 정

부부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두 차례의 구제금융은 

정부 재정적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1차 구제금융(2008.10)은  

3대 은행의 국유화 등 은행권의 붕괴 방지가 핵심이며 5천억 파운

드 이상 소요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차 구제금융(2009. 1)은 

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핵심이며 2천억 파운드 이상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4) 이러한 구제 금융 등의 여파 등으로 인해 2009～

2010년도 기준 재정적자는 1,634억 파운드에 이르고 있다. 실업율의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는 실업률이 7.6%까지 상승하

였는데,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해 보면 2.3% 포인트 증가

한 수치이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 이후 영국정부는 수당의 총액을 

제한하고 급여수급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긴

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근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시행중에 있다.

22) 이상의 내용은 박병현(2005), 김흥종외(2006) 연구를 재정리

23) IMF, World Economic Outlook 재인용

24) SERI 경제 포커스(20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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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현황 및 특성 

영국은 1990년 초반부터 시작된 경제적 호황이 2000년에 들어와

서도 유지되어 2007년까지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Eurostat에서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0～2007년의 영국 경제의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3.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2007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생한 금융위기는 

2008년에 영국에도 영향을 미치어 영국경제는 침체국면을 맞게 된다. 

2008년 영국 경제성장률은 -1.1% 그리고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4%로 전년보다도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영국의 금융 산업의 불

안과 내수침체로 인한 산업생산 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것으로 2010

년에는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아직까지 침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고용부문에서 그 여파가 심화되고 있다.

<표 1-4-1> 유럽 주요국의 GDP성장률
단위: %

연도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2000 3.1 3.7 4.5 4.5

2001 1.5 1.8 1.3 3.2

2002 0 0.9 2.5 2.7

2003 -0.4 0.9 2.3 3.5

2004 1.2 2.5 4.2 3

2005 0.7 1.8 3.2 2.1

2006 3.7 2.5 4.3 2.6

2007 3.3 2.3 3.3 3.5

2008 1.1 -0.1 -0.6 -1.1

2009 -5.1 -2.7 -5.2 -4.4

2010 3.7 1.5 5.6 2.1

2011 3 1.6(f) 4(f) 0.9

2012 0.8(f) 0.6(f) 1.4(f) 0.6(f)

주: 전년대비, (f)는 예측치를 의미

자료: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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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성장률을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부터 부

문별로 살펴보면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민간소

비가 금융위기 이후 계속 침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어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5). 독일 등 제조업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수출주도로 경제회복을 시현한 반면 영국은 금융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높고 제조업이 취약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조업

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구 수출을 통한 경제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26). 또한 민간소비 역시 노동시장과 가계건전성, 주택가격 

및 주택거래 등의 주택경기 등의 여건이 좋이 않아 단기간의 회복

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4-2> 영국의 부문별 성장률(분기)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GDP 0.5 -0.3 -0.9 -2.1 -2.2 -0.8 -0.3 0.5 0.3 1.0 0.7 -0.6

민간소비 0.7 -0.8 -0.6 -1.6 -1.2 -0.7 0.0 0.9 -0.1 0.5 0.0 -0.1

정부소비 -0.8 1.7 0.2 1.5 -0.8 0.2 -0.2 0.4 0.5 0.3 -0.3 0.7

수출 1.4 0.5 -0.4 -4.1 -7.1 -1.8 0.9 3.7 -0.8 3.1 1.7 2.3

수입 -0.8 -1.1 -1.3 -5.4 -7.2 -2.3 1.1 4.1 2.2 1.9 1.6 3.0

총투자 -5.0 0.3 -4.2 -2.0 -8.9 -4.4 0.0 -1.5 3.3 1.1 3.7 -2.5

자료: Eurostat

2000년대 영국의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을 제외하고는 

2005까지는 5%대 미만의 실업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2006년부터 

5%대를 넘어섰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한파로 인해 2009

25) 영국은 금융위기 이전(1991~2008년) 민간소비가 영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이 

평균 71.1% 차지하였음(삼성경제연구소 2011). 

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영국의 인플레이션 동향과 경기회복 전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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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7%대를 넘어섰으며, 2010년 현재 7.9%의 실업률을 나타내

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로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0～2010년까

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3.88% 수준이지만 2005～2010년 사이의 연

평균 증가율은 11.4%로 2005년 이후 고용 수준이 매우 악화되어 가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아직까지 전체 실업률은 8%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그 수준을 상회한 채 급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2월 19.4%이었던 청년 실업률은 

2010년 12월 20.3%로, 그리고 2011년 11월 현재 22.2%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관련 통계 생성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

업의 고공행진은 장기적으로 영국의 경제성장 및 사회적 안정을 허

물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현재 실업률도 8.4%에 이르

고 있는데27) 이러한 실업사태는 정부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대폭 감축되고,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고용 

축소 등에 나선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

한 청년층에 대한 신규고용이 줄어 청년실업 사태의 심화가 큰 부

문을 차지하고 있다.

<표 1-4-3>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실업률(2000~2010년)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소비자물가

상승률
0.8 1.2 1.3 1.4 1.3 2.0 2.3 2.3 3.6 2.2 3.3

실업률 5.4 4.9 5.0 4.8 4.7 4.6 5.4 5.3 5.7 7.6 7.9

자료: Eurostat

27) 2011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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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4>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

단위: %

연도 및 분기 '04.6 '04.12 '05.06 '05.12 '06.06 '06.12 '07.06 '07.12

실업률 12.2 12.6 12.4 13.5 14.0 14.1 14.3 13.6

연도 및 분기 '08.06 '08.12 '09.06 '09.12 '10.06 '10.12 '11.06 '11.11

실업률 14.6 16.6 19.4 19.4 19.0 20.3 20.9 22.2

자료: Eurostat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경우 2000년대 초반 까지는 2%대 미만이

었지만 2005년부터 2%를 넘어 2010년에는 3.3%에 이르고 있다. 이

러한 물가의 상승 추세는 2011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물가상승률

은 전년 동기 대비로 2011년 2/4분기 4.4%, 3/4분기 4.6%를 나타내

고 있다. OECD 전체 평균 상승률(3/4분기)이 3.2%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가파른 상승세임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또한 1%대28)인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와 관련하여 영국의 기준금리는 영국 중앙은행

의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다.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9월 5%에 이르던 기준금리는 현재 0.5%로 2009년 3월 이후로 계속 

동결된 상태이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파운드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키고자하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악조건 속에 영국 중앙정부의 부채도 급속히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주요국가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의 

중앙정부 부채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

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도 부채

28) OECD 영국 GDP 상승률 전망 : 1.5%, 영국 상공회의소 전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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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영국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그리고 실업률 

(2000~2010년)

단위: %

-5

-3

-1

1

3

5

7

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자료: 소비자물가상승률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11. 7 적용

실업률은 ILO ｢http://laborsta.ilo.org｣ 2011. 8,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2011. 8

     경제성장률은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11. 8.

규모가 커졌지만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까지는  

40%대를 유지하였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및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과 금융권 안정화를 위한 채권보

증 등으로 인해 정부부채가 급증하여 2008년에는 61.1% 그리고 

2010년에는 85.5%로 2000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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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5> 유럽 주요국의 중앙정부 부채

단위: GDP 대비 %

년도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2000 42.2 47.4 38.4 56.9

2001 38.8 48.3 36.5 48.6

2002 39.1 49.9 37.2 46.8

2003 38.7 51.9 38.5 47.7

2004 40.0 52.6 39.9 46.6

2005 43.5 53.3 40.8 46.2

2006 43.2 52.1 41.2 42.2

2007 42.7 52.1 39.6 36.4

2008 61.1 53.4 39.6 35.6

2009 75.3 61.2 44.2 38.1

2010 85.5 67.4 44.4 33.8

 자료: OECD「http://stats.oecd.org」2011. 6 

영국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경기침체와 실업, 상대적으로 높은 물

가상승률 그리고 정부부채의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대

폭 축소하는 한편, 기존의 복지제도를 개혁하여 근로를 중심으로 복

지체계를 개편하려는 노력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최근 사회보

장 개혁 동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2절❘ 정부재정의 구성 및 특성  

재정을 정부의 경제적 활동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정부의 수입이 

되는 조세와 정부의 소비활동이 되는 세출 또는 정부지출은 정부재

정의 핵심적인 연구 대상이 된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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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의회에 제출되어 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법제화 되어 실시

되어 진다. 구체적인 영국 정부재정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 정부재정의 범위 또는 공공부문의 범위 및 재정 제도의 일반적

인 개요를 파악한 후 정부재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세입 세

출 예산을 중심으로 영국의 재정을 살펴보았다. 

1. 공공부문의 범위 및 구조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 부문으로 구성된다고 본다면 영국

의 공공부문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으로 구성된 일반정

부 재정과 공기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 중앙정부 

2010년 기준으로 영국 중앙정부는 내각과 지역부처(Territorial 

Departments)29)를 포함한 24개 부처 그리고 비부처공공기관(Non- 

Departmental Public Bodies), 기타 정부예산에 근거하여 설립․운영

되는 비영리기관(Non-market Bodi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은 

왕의 정치 자문기관이었던 추밀원으로부터 발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써, 총리와 약 20명의 내각장관으로 구성되어 의회 의사일정, 

법률안 제출, 국방, 외교, 재정 및 기타 모든 시책의 입안과 집행, 행

정 각부의 감독 등 국정의 중요영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부처를 책임을 있는 장관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내

각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각은 정책의 최

29) 영국의 정부부처 조직에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를 담당하는 지역

부처가 존재하여 지역사무 및 분권화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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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결정, 정부의 최고 통솔기능 및 정부 부처간 업무 조정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업무는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에서 검토되

어 각료회의에서 상정․처리되고 있다. 

영국에는 정부조직법이 없으며,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부처의 수, 

기능, 명칭 등이 신설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등 매우 신축적으로 운

영되어 그 변동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큰 편이다. 중앙행정기관은 행

정기관의 수장의 지위에 따라 각료급 중앙행정기관(Ministerial 

Department)과 비각료급 중앙행정기관(Non-Ministerial Departme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료급 중앙행정기관은 말 그대로 각료가 기관장인

(주로 의회의원이 기관장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장관 또는 차관

급이 그 기관의 책임을 맡게 된다. 각료급 기관은 영국의 최상위 행

정기관으로서 주로 정책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의 중추적인 

수행기관으로서 우리나의 중앙부처와 비슷한 개념이다(양현모 외 

2010) 부처는 고위 명령체계는 장관(Secretary of State) 1명, 부장관

(Minister of State) 1명～3명, 정무차관(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1명～3명,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 1명 등 거의 유사한 구조

를 가지고 있다(장지원 2010). 

비각료부처(Non-Ministerial Department)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의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별도로 부처에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운영하는 조직으로 특정한 분야, 예를 들어 인권, 인종화합, 자

선사업 등 현안관련 사항의 처리에 있어 정치적 개입을 배제시키기 

위해 정부 행정기관이지만 각료급 중앙부처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다. 의회가 규정한 업무지침에 따라 업무현황을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30).

30) 비 각료급 행정기관은 의회가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부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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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6> 영국 중앙부처 현황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재무부(HM Treasury)

외무부(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내무부(Home Office)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보건부(Department for Health)

에너지기후환경변화부(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하원의장사무처(office of the leader of the house of commons)

상원의장사무처(office of the leader of the house of Lords)

정부평등실(government equalities office)

북아일랜드부(Northern Ireland Office)

스코틀랜드부(Scotland Office)

웨일즈부(Wales Office)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문화언론올림픽체육부 (Department for Culture, the Olympics Media and Sports)

지역균형발전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검찰청(Attorney General's Office)

스코트랜드변호부(Office of the Advocate General for Scotland)

자료: Cabinet office, LIST OF MINISTERIAL RESPONSIBILITIES, 2010

     장지원, 주요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KIPA, 2007 

및 부처의 목표달성을 위해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 및 비부처 공공기관과 구분됨(양현모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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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를 제외한 중앙정부기관으로는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과 비부처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NDPBs) 등이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부처 소속 행정기관으로, 주로 정부 사무중에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이 바람직한 집행적 업무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유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책임이 

부여되어지고 있다(장지원 2007). 비부처공공기관(NDPBs)은 정부의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지만 

정부부처나 그 부문이 아닌 기관으로 정의된다(조세연 2010). 즉, 각 

부처의 재정 및 인적자원의 지원을 받지만 부처의 독립조직으로 장

관과 부처의 정책결정에 보좌하고, 부처의 일정분야의 사업을 독립

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산하기관에 상응한다. 

나. 지방정부 

지방정부기관(Local Government)은 특정지역 및 당해지역 내 지

방정부의 예산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을 통칭한다. 

영국의 지방자치 구조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4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해당 지역별로 상이한 지방행정체제를 갖

고 있다(장지원 2007). 하지만 국회가 자치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통제하에서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기능배분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된 나라이다. 국방, 외교, 해외원조, 

통화정책 등 거시적 차원의 정책결정은 중앙정부가 사회서비스 및 

교육 치안 등 일상생활과 관련 깊은 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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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행정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지방정부, 지방정부협

의회(Local authority associations)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지방행정

기관인 RDA, 통합행정청, Quongos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특정사무

를 수행하는 책임운영기관 형태의 국가행정기관들이 상당수 존재하

고 있다. 또한 지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Territorial rela-

tionship), 지방공무원의 전문직과 관련한 민간전문기구 및 협회

(Professional bodies), 지방감사위원회, 직접 지역주민을 위한 고충처

리를 담당하는 옴부즈맨(Commissioners for local administration or 

local ombudsmen)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사회 민간조직들도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31)

다. 공기업

공기업(Public Corporations)은 영국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보보조

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영리기관을 통칭한다. 공기업의 특징으로는 

고객에게 부여하는 요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상업적 기능을 가지

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다른 공기업에 소유권이나 지배권이 

있으나 경영이나 기업운영에 있어서 해당부처로부터 독립성이 있다

(대외경제연구원 2008). 

2. 영국의 재정제도 개요

영국의 예산구성을 살펴보면 1787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어온 통

합국고펀드(Consolidated Fund, CF)와 1968년 시작된 투융자특별회

계에 해당하는 국가융자기금(National Loans Fund, NLF) 그리고 기

31) 조성호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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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금으로 구성된다32).

통합국고펀드는 우리나라의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국

은행(Bank of England)에 설치된 계좌 형태로 재무부(HM Treasury)

가 관리한다. 공채수입을 제외한 조세수입 등의 모든 중앙정부 수입

은 통합국고펀드의 수입으로 들어가 통합 관리된다. 통합국고펀드

의 수입은 조세와 기타 정부수입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일반세출 서

비스(Supply Services)와 법령에 직접 규정된 고정 서비스(Standing 

Services)에의 지출, 국가부채(National Debt) 업무의 순비용을 위한 

국가대부 펀드(National Loans Fund)에의 지출로 이루어져 있다33). 

국가융자기금(NLF)은 일반회계(통합국고펀드, CF) 적자 발생 시 이

를 보전하는 기능을 하며, 일반회계(CF)에서 흑자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융자회계(NLF)로 이전되는 등 양 회계는 연관되어 운영되고 있

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회계(CF)는 재무부(HM treasury)가 영

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에 설치한 계좌의 형태로 관리되며, 국

채수입을 제외한 모든 중앙정부의 수입이 예입된다. 

영국의 재정 제도 및 운영에 있어 중요한 문건들은 다음과 같이 

제출․발표된다. 예산안(Budget)은 3월 또는 4월에 의회에 제출되며, 

회계연도 개시 전년도 11월(또는 12월)에 사전예산안(Pre-Budget)을 

의회에 제출하여 내년 예산의 기조의 내용을 사전에 예고한다. 격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세출심사(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또는  

32) 통합국고펀드(Consolidated Fund)는 1787년에 설치되었는데,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막

기 위해 모든 공공수입의 흐름이 집결되고 모든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여기에서 비

롯되는 단 하나의 통합자금의 성격으로 설치되었다. 1968년에는 통합국고펀드(CF) 

이외에 국가융자기금(National Loans Fund, NLF)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차입금과 융

자금 그리고 이들과 관련되는 이자 및 제반 관리비용의 계리를 목적으로 한다(옥동

석 2007).

33) 한국행정연구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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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ding Review)와 각 부처별로 3월말에 발표되는 Departmental 

Report(부처별 보고서)도 예산사업 파악에 중요하다. 본예산 외에도 

추가경정세출예산(Supplementary Estimates)은 연간 3회(6월, 11월, 2

월) 편성되기도 한다. 예산안의 의회 제출은 공급추계(Supply 

Estimate)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 법안(Bill)은  

세출예산법(Appropriation Act)이라는 법적 형식으로 공표된다. 영국

은 조세지출의 세부내역과 규모를 기능별․세목별로 분류하여 공표

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이 매우 

강한 편이며 예산안 발표 시 세제개편안도 함께 발표한다34). 

200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종합세출심사(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CSR)를 도입 등 예산제도를 대폭 개편 하였다. 앞에서 언

급한 세출심사(Spending Review, SR)는 중기에 걸쳐 분야별 지출에 

대하여 검토하고 향후 지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1998년 CSR에서는 성과관리 시스템인 공공서비스 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PSA)을 도입하고, 2002년 SR부터는 자원예산제

도(resource budgeting)를 도입하여 재정개혁 방향과 정책목표를 관

리하고 있다. SR에서는 부처별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DEL)에 대하여 검토하고, 총지출한도(Total Expenditure Limits, 

TME)는 결정하지는 않는다. 사전예산안(Pre-budget)은 국내외 경제

의 전반적인 상황과 전망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방

향을 제시하는 경제정책의 개략으로 다음해 3월, 회계 연도(매년 4

월 1일) 시작전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Budget)의 사전예고 및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또한 노동당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시점을 11월에서 다음해 3월로 조정하면서 국민들이 예산에 대하여 

34) 영국대사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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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종전에 

보수당 정부에서 예산안을 발표하던 시점인 11월에 사전예산안(Pre- 

Budget)을 발표하였다. 예산보고서는 재무부(HM Treasury)가 회계

연도(매년 4.1일) 시작전 의회에 제출하며 EFSR(Economic and Fiscal 

Strategy Report)과 FSBR(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로 

구성되어 있는데, EFSR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정부의 

경제정책과 함께 세법 개정 및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 

FSBR에서는 세제개편 효과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를 기술하고 

있다. 개별 사업에 대하여는 각 부처별로 발표하는 부처별 보고서

(Departmental Report) 참조해야 한다.

영국의 중앙 부처들은 세출심사(Spending Review: SR)를 제출해

야 한다. 세출심사는 영점기준에서 정부활동을 전면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종합세출심사(Comprehensie Spending Reiew, CSR)와 기존 

활동에 근거하여 변화된 사항들을 판단하는 세출심사(Spending 

Reiew: SR)로 구분할 수 있다(홍재환 외 2005). 종합세출심사와 세

출심사는 향후 3년간 각 부처별 예산과 정책목표를 수록한다. 종합

세출심사(CSR) 수립과정에서 재경부는 각부처와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ice Agreements, PSAs)을 맺게 되는데 공공서비스협약(PSAs)는 

정부지출로 기대할 수 있는 주요개선사항들을 설정하는 것으로 각 

부처의 공공서비스협약(PSAs)는 가장 상위수준인 목적(Aim), 그다

음 순위의 목표들(Objecties)과 결과중심의 성과목표(performance tar-

get)로 구성된다(최성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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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입․세출의 구성 및 현황

가. 개요

영국 정부의 세입 세출 현황을 2011~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

해 살펴보면 <표 1-4-7>과 같다. 세출 예산은 약 7,140억 파운드이

며 그중 사회보장예산은 2000억 파운드로 전체 세출 예산에 2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보건

(Health) 분야가 전체의 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를 제외하

고는 산업․농업․고용 분야가 3.2%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장부문(28.0%)과 보건부문(17.6%) 그리고 대인사회서

비스(4.5%) 부문까지 합치면 보건복지 관련 부문이 중앙 정부지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 그 중요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1-4-7> 영국 중앙정부 지출 및 수입의 구성
단위: %

정부 지출 정부 수입

항목 구성비 항목 구성비

사회보장

(Social Protection)
28.0

소득세

(income tax)
26.8

대인사회서비스

(Personal Social Services)
4.5

국민보험료(사회보장기여금)

(National Insurance)
17.1

보건(health) 17.6 소비세(excise duties) 7.8

교통(Transport) 3.2 법인세(corporation tax) 8.1

교육(Education) 12.5 부가가치세(VAT) 17.0

국방(Defence) 5.6 기업세(Business rates) 4.2

산업,농업,고용 3.2 지방세(Council Tax) 4.4

주거 및 환경 3.4 기타 14.4

공공질서 및 안전 4.6 　

　

　

　

　

　

부채이자(Dept interest) 7.0

기타(Other) 10.4

　합계 100.0 　합계 100.0

자료: HM Treasury, Public Expenditur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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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1,580억 파운드로 전체 세입예산

의 2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그 다음은 국민보험료로 전체 예산의 

17.1%인 1,010억 파운드를 나타내고 있다. 세입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와 국민보험료는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세목

으로 부과수준 결정이 매우 어려운 민감한 부문이다. 

나. 세출의 구성 및 추이

영국의 정부지출 추이는 재무부(HM treasury)에 공시하는 Public 

Expenditure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Public Expenditure는 UN에서 

제정한 국민계정체계(SNA)의 정부기능 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에 따른 정부 세출규모를 기재하고 

있다. COFOG에 따르면 일반정부의 재정지출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일반공공행정 : 행정 및 입법기관, 금융 및 재정, 외교

￭ 국방 : 군, 민방위, 대외군사원조

￭ 공공질서 및 안전 : 경찰, 소방, 사법, 교도소

￭ 경제업무 : 각종 산업활동 및 서비스

￭ 환경보호 : 쓰레기관리, 폐수관리, 공해방지, 자연보호

￭ 주택 및 지역개발 : 주택개발, 지역사회개발, 급수, 거리조명

￭ 보건 : 병원, 공중보건

￭ 오락 문화 및 종교 : 오락, 운동, 문화, 방송, 출판, 종교

￭ 교육 : 국공립학교, 교육방송

￭ 사회보호 :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보조, 소외계층 보호

 

UN SNA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정부 지출

중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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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다음은 보건(Health) 부문이 뒤 따르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라고 지칭하는 부문이 정부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부문 다음으로는 교육부문이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부문은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해 오고 

있으며 사회보호의 경우 90년대 중반까지 비중이 높아지다 감소하

였지만 다시 1999~200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15.6%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2007~2008년 이전까지는 13%대 유지한 사회

보호 부문의 지출은 그 이후 갑자기 상승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회복지

지출 확대의 성격이 강하므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

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림 1-4-2] 기능별 분류에 의한 GDP대비 세출규모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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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eral public services 2. Defence 3. Public order and safety

4. Economic affairs 5. Environment protection 6.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7. Health 8.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9. Education

10. Social protection

10. 사회보호

7. 보건

9. 교육

1. 일반공공행정

4. 경제업무 2. 국방

3. 공공질서 및 안정6. 주택 및 지역개발 5. 환경보호8. 오락 및 문화,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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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8> 기능별 분류에 의한 GDP대비 세출규모 추이 I
단위: %

　 90/91 91/92 92/93 93/94 94/95 95/96 96/97 97/98 98/99 99/00

1.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services)
4.9 4.4 4.5 4.5 4.7 4.9 4.7 4.6 4.5 3.9

   public and common services 0.9 0.9 0.9 0.9 0.8 0.8 0.8 0.7 0.8 0.8

   international services 0.4 0.5 0.5 0.5 0.5 0.5 0.4 0.4 0.4 0.4

   public sector debt interest 3.5 3.0 3.0 3.1 3.3 3.6 3.5 3.5 3.3 2.7

2. 국방(Defence) 3.8 3.8 3.8 3.5 3.3 3.0 2.8 2.6 2.7 2.7

3. 공공질서 및 안정

(Public order and safety)
2.0 2.2 2.3 2.3 2.2 2.1 2.1 2.0 2.0 1.9

4. 경제업무(Economic affairs) 3.8 3.5 3.7 3.6 3.4 3.1 2.9 2.6 2.2 2.3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2)
1.2 0.9 0.9 0.8 0.7 0.6 0.5 0.5 0.3 0.5

  science and technology 0.2 0.2 0.2 0.2 0.2 0.2 0.2 0.2 0.2 0.1

  employment policies 0.4 0.5 0.5 0.5 0.5 0.4 0.3 0.3 0.3 0.4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0.5 0.5 0.5 0.6 0.5 0.5 0.7 0.6 0.5 0.5

  transport 1.4 1.5 1.7 1.5 1.6 1.5 1.2 1.0 0.9 0.8

5. 환경보호

(Environment protection)
0.6 0.6 0.6 0.5 0.5 0.6 0.5 0.5 0.5 0.5

6. 주택 및 지역개발(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1.0 1.1 1.1 0.9 0.9 0.8 0.7 0.6 0.6 0.5

7. 보건(Health) 4.7 5.1 5.5 5.5 5.6 5.6 5.4 5.3 5.3 5.2

8. 오락 및 문화, 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0.8 0.8 0.8 0.8 0.7 0.7 0.7 0.8 0.8 0.8

9. 교육(Education) 4.9 5.2 5.3 5.2 5.2 5.0 4.8 4.6 4.5 4.5

10.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11.8 13.2 14.5 14.8 14.5 14.5 14.2 13.6 12.9 13.0

EU transactions -0.4 -0.7 -0.5 -0.7 -0.6 -0.5 -0.7 -0.4 -0.3 -0.3

공공분야 지출 37.9 39.2 41.5 40.8 40.4 39.8 38.2 36.6 35.8 35.1

Accounting adjustments 1.6 2.6 2.2 2.2 2.1 2.1 1.7 1.6 1.4 1.2

조정된 공공분야 지출 39.4 41.9 43.7 43.0 42.5 41.8 39.9 38.2 37.2 36.3

자료: HM Treasury(2011), Public Expenditure Statistical Analysi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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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9> 기능별 분류에 의한 GDP대비 세출규모 추이 II

단위: %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 10/11

1.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services)
3.9 3.5 3.3 3.4 3.5 3.6 3.5 3.6 3.7 3.8 4.5

   public and common services 0.8 0.9 0.9 0.9 1.0 1.0 0.9 0.9 1.0 1.0 0.9

   international services 0.4 0.4 0.4 0.4 0.5 0.5 0.5 0.5 0.5 0.6 0.6

   public sector debt interest 2.7 2.2 2.0 2.0 2.0 2.1 2.1 2.2 2.2 2.2 3.0

2. 국방(Defence) 2.6 2.5 2.5 2.5 2.4 2.4 2.4 2.4 2.6 2.7 2.7

3. 공공질서 및 안정

(Public order and safety)
2.1 2.2 2.2 2.3 2.3 2.3 2.3 2.2 2.4 2.4 2.3

4. 경제업무(Economic affairs) 2.4 2.7 2.8 2.9 2.8 2.8 2.8 2.7 3.4 3.3 2.7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2)
0.5 0.5 0.5 0.5 0.5 0.5 0.5 0.5 1.1 0.8 0.3

  science and technology 0.1 0.2 0.2 0.2 0.2 0.2 0.2 0.2 0.2 0.3 0.2

  employment policies 0.4 0.3 0.3 0.3 0.3 0.3 0.2 0.2 0.2 0.3 0.3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0.5 0.6 0.5 0.5 0.4 0.4 0.4 0.3 0.4 0.4 0.4

  transport 0.9 1.1 1.4 1.4 1.3 1.3 1.5 1.4 1.5 1.6 1.6

5. 환경보호

(Environment protection)
0.5 0.5 0.5 0.5 0.6 0.7 0.7 0.7 0.7 0.8 0.8

6. 주택 및 지역개발(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0.6 0.6 0.5 0.6 0.7 0.8 0.9 0.9 1.0 1.1 0.9

7. 보건(Health) 5.5 5.8 6.1 6.5 6.8 7.0 7.0 7.2 7.7 8.4 8.2

8. 오락 및 문화, 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0.8 0.8 0.9 0.8 0.8 0.8 0.8 0.9 0.9 1.0 0.9

9. 교육(Education) 4.6 5.0 5.0 5.3 5.4 5.5 5.4 5.5 5.8 6.3 6.2

10.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13.0 13.3 13.3 13.4 13.5 13.4 13.1 13.2 14.2 15.9 15.7

EU transactions -0.3 -0.5 -0.2 -0.2 -0.1 0.0 -0.1 -0.1 -0.2 0.0 0.2

공공분야 지출 35.7 36.5 36.9 38.0 38.8 39.4 38.8 39.0 42.1 45.7 45.2

Accounting adjustments 1.1 1.3 1.6 1.4 1.8 1.8 2.0 1.9 1.8 1.9 1.8

조정된 공공분야 지출 36.8 37.7 38.6 39.4 40.5 41.1 40.8 40.9 44.0 47.6 47.0

자료: HM Treasury(2011), Public Expenditure Statistical Analysi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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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 정부의 세입 및 조세체계

1) 세입 분류 기준과 추이

OECD에서는 세목을 크게 6개 부문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각각의 조세 수입을 세부분류 기준에 맞추어 집계하여 국제비교

가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표 1-4-10> 참조). 이러한 조세수

입에 대한 분류는 세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

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영

국의 세입의 추이 및 현황을 파악하여 조세수입중 각 구성영역의 

변화추이를 통해 영국 사회보장 재정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추이의 

특이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4-10> OECD에 의한 세목 대분류

구분 대  분  류

1000 소득과 이윤 그리고 자본이득 과세(Taxes on incomes, profits and capital gains)

2000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3000 총급여 및 노동력세(Taxes on payroll and work force)

4000 재산세(Taxes on property)

5000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과세(Taxes on goods and services)

6000 기타(Other taxes)

조세수입의 구조적 측면의 변화를 OECD에서 세목 대분류와 이

를 상세히 분류한 세목분류 기준에 따라 5년 단위를 살펴본(2005

년～2008년의 경우 매년) 결과는 <표 1-4-1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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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1> 영국 세목별 세액 비중(1965~2008)

단위: 총 조세수입 대비 %

1965 1975 1985 1990 1995

총 조세수입(Total tax revenue) 100.0 100.0 100.0 100.0 100.0

관세를 제외한 총 세액

1000 소득, 이윤 및 자본이득 과세

(Taxes on incomes, profits and capital gains)
37.00 44.76 38.65 39.28 36.92

1100 개인별(of individuals) 33.06 40.00 26.04 29.37 28.84

1200 법인별(of corporate) 4.42 6.19 12.61 9.91 8.08

1300 1100과 1200 이외의 소득과세 -0.48 -1.42

2000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15.40 17.51 17.78 17.01 17.79

2100 피고용자(Employees) 7.04 6.86 8.39 6.56 7.47

2110 급여 기준(On a payroll basis) 8.39 6.56 7.47

2120 소득세 기준(On an income tax basis)

2200 고용주(Employers) 7.59 10.89 9.16 9.86 9.70

2210 급여 기준(On a payroll basis) 9.16 9.86 9.70

2220 소득세 기준(On an income tax basis)

2300 자영업자 등(Self-employed or non-employed) 0.69 0.52 0.56 0.58 0.62

2310 급여 기준(On a payroll basis) 0.56 0.58 0.62

2320 소득세 기준(On an income tax basis)

2400 2100, 2200 및 2300 이외의 사회보장기여금 0.08 -0.76 -0.33

2410 급여 기준(On a payroll basis)

2420 소득세 기준(On an income tax basis)

3000 총급여 및 노동력세(Taxes on payroll and work force) 0.07

4000 재산세(Taxes on property) 14.54 12.71 11.97 8.16 10.03

4100 고정재산세(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11.22 10.77 10.42 6.65 8.68

4200 부유세(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4300 부동산, 상속증여세(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2.62 0.82 0.69 0.65 0.58

4400 금융 및 자본거래세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0.69 0.71 0.87 0.87 0.77

4500 일시적 재산소득세

(Other non-recurrent taxes on property)
0.01

4600 기타 재산소득세(Other recurrent taxes on property) 0.40

5000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과세

(Taxes on goods and services)
33.07 25.02 31.53 31.09 35.26

5100 생산, 판매, 이전, 운송 등의 과세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
31.12 23.73 29.72 29.42 33.53

5200 재화 사용 및 활동수행허가에 대한 과세

(Taxes on use of goods and perform activities)
1.94 1.87 1.80 1.68 1.74

5300 5100과 5200이외의 소비세 0.01 -0.58

6000 기타(Other taxes) 4.45

6100 기업지불세(Paid solely by business)

6200 그 외(Other)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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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06 2007 2008

총 조세수입(Total tax revenue) 100.0 100.0 100.0 100.0 100.0

관세를 제외한 총 세액 99.49 99.57 99.59 99.59 99.56

1000 소득, 이윤 및 자본이득 과세

(Taxes on incomes, profits and capital gains)
38.99 38.42 39.72 39.48 40.04

1100 개인별(of individuals) 29.33 29.10 28.92 30.05 30.08

1200 법인별(of corporate) 9.67 9.32 10.79 9.43 9.95

1300 1100과 1200 이외의 소득과세

2000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16.97 18.85 18.50 18.43 19.03

2100 피고용자(Employees) 6.81 7.88 7.65 7.56 7.40

2110 급여 기준(On a payroll basis) 6.81 7.88 7.65 7.56 7.40

2120 소득세 기준(On an income tax basis)

2200 고용주(Employers) 9.58 10.34 10.24 10.28 11.04

2210 급여 기준(On a payroll basis) 9.58 10.34 10.24 10.28 11.04

2220 소득세 기준(On an income tax basis)

2300 자영업자 등(Self-employed or non-employed) 0.58 0.63 0.61 0.60 0.59

2310 급여 기준(On a payroll basis) 0.58 0.63 0.61 0.60 0.59

2320 소득세 기준(On an income tax basis)

2400 2100, 2200 및 2300 이외의 사회보장기여금

2410 급여 기준(On a payroll basis)

2420 소득세 기준(On an income tax basis)

3000 총급여 및 노동력세

(Taxes on payroll and work force)

4000 재산세(Taxes on property) 11.58 12.04 12.35 12.55 11.65

4100 고정재산세(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8.60 9.13 8.91 8.90 9.18

4200 부유세(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4300 부동산, 상속증여세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0.62 0.70 0.74 0.76 0.63

4400 금융 및 자본거래세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2.36 2.21 2.70 2.89 1.84

4500 일시적 재산소득세

(Other non-recurrent taxes on property)

4600 기타 재산소득세(Other recurrent taxes on property)

5000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과세

(Taxes on goods and services)
31.95 30.26 29.02 29.13 28.84

5100 생산, 판매, 이전, 운송 등의 과세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
30.55 29.09 27.89 27.95 27.60

5200 재화 사용 및 활동수행허가에 대한 과세

(Taxes on use of goods and perform activities)
1.40 1.17 1.14 1.18 1.23

5300 5100과 5200이외의 소비세

6000 기타(Other taxes)

6100 기업지불세(Paid solely by business)

6200 그 외(Other)

자료: Revenue statistics 1965~2009, OEC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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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분류 기준에 따른 조세수입 구성별 추이 및 현황을 살펴보

면 [그림 1-4-3]과 같다. 1000번대의 ‘소득과 이윤 그리고 자본이득

에 대한 세금’은 총 조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8년 현재 총조세수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1965년부터의 

추이를 살펴보면 총조세수입에서의 비중의 변동은 37～44%인 것으

로 나타났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약 39%～40% 정도의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2008년 현재 약 1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기여금

내에서는 고용주가 납부하는 부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

화 및 서비스에 대한 과세는 2008년 현재 28.8%로 소득, 이윤 및 자

본이득세 다음으로 조세수입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4-3] 세목 대분류 항목의 추이

단위: 조세수입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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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항목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는 1965년에서 

1985년 사이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급등 및 급락 이후 큰 변동 없

이 소폭의 변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의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커지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1-4-4]는 사회보장 기여금에서 피고용자 부담과 고용주부담 

그리고 자영업자 등의 부담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피고용자의 부

담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2005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용주의 부담은 대체로 증가하

고 있다. 1965년 사회보장기여금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4%에 불과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영국의 사회보장 재정은 

일반조세에서 대부분 충당되었지만, 그 이후 점차 사회보장 기여금

의 비중이 점차 증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4] 사회보장기여금의 추이

단위: 조세수입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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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체계

지금까지는 정부 수입에 대한 분류 및 그에 따른 규모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수입을 얻게 하는 구체적인 조세체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는 아래와 같이 조세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하면 <표 1-4-12>와 같다. 여기에 

각종 세제 혜택과 지방세과 어우러져 영국정부의 재원을 구성하고 

있다. 

세목의 대부분이 국세이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등 대부분

의 세목이 중앙정부의 세금이며, 지방정부는 중앙으로부터의 교부

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주에는 사업세, 카운슬

세(Concil tax)등의 지방세가 있을 뿐이다. 전체 세수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2011년, 4%)35).

<표 1-4-12> 직․간접세 분류에 따른 주요 세목

직접세 간접세 세제혜택 기타조사

소득세(incom tax)

법인세(Coporation tax)

자산소득세(Capital gains tax)

상속세(inheritance tax)

사회보장세(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소비세

보험료세

석유세

인지세

토지인지세

채권 주식 인지세

부가가치세

아동세제혜택

아동복지금

세액공제

지방세

먼저 소득세를 살펴보면, 소득세는 근로소득, 연금, 저축 및 투자

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전체 소득을 기반으로 개인들에게 부

35) 최성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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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된다. 과세연도는 금년 4월 6일에서 익년 4월 5일까지 이며 과세

대상은 영국 내에 있는 소득을 발생하는 모든 내외국인이 포함된다.  

영국에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PAYE)되며, 자영업자들의 

경우 자진소득신고(Self Assessment)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과

세구간별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07/’08～‘09/’10의 과세구간은 아래

<표 1-4-13>과 같다. 

<표 1-4-13> 과세구간별 소득세율(Income Tax)

단위: 파운드

소득세 기초공제(Income Tax allowances) 2007~08 2008~09 2009~10

개인공제(Personal Allowance) 5,225 6,035 6,475

65~74세 개인공제 7,550 9,030 9,490

75세 이상 개인공제 7,690 9,180 9,640

유배우자공제(Married Couple's Allowance)

  - 1935년 4월 6일 전 탄생한 75세 이하
6,285 6,535 -

유배우자공제 75세 이상
(Married Couple's Allowance - aged 75 and over)

6,365 6,625 6,965

연경간련공제의 수입제한선
(Income limit for age-related allowances)

20,900 21,800 22,900

유배우자공제의 최소선
(Minimum amount of Married Couple's Allowance)

2,440 2,540 2,670

맹인공제(Blind Person's Allowance) 1,730 1,800 1,890

자료: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

소득세기초공제(income tax allowances)는 소득수준 및 연령, 배우

자 유무 등에 따라 일정액이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가장 기

본이라 할 수 있는 개인공제(personal allowance)는 ‘07~’08에는 5,225

파운드, ’08~‘09는 6,035파운드, ‘09~’10에는 6,475파운드로 전년대비 

각각 15.5%, 7.2% 증가하였다. 여기에 연령대별로 공제규모에 차이

를 두어 고령자일수록 더 많은 기초공제를 받게 하고 있으며, 유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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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경우 ’07~‘08에는 6,365파운드, ’08~‘09에는 6,625파운드, 2009~ 

10에는 6,965파운드로 공제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총소득에서 

소득세기초공제가 이루어진 후 남은 소득을 가지고 세율이 적용되

어 과세가 이루어진다. 즉 10,000파운드의 소득이 있다면 ‘09/’10년 

기준으로 3,525(=10000~6475)×0.22=755.5파운드가 과세되어 진다. 

‘08/’09년에는 최저세율(starting rate)은 저축에 대한 세율적용만 남

고 폐지되었으며, 기본세율(Basic rare)이 22%에서 20%로 2%p 인하

되었다. 

<표 1-4-14> 소득세 및 적용 테이블(Income Tax rates and taxable bands)

단위: %, 파운드

연도 최저세율(10%) 기본세율(22%) 높은 세율(40%)

2007~08  £0~£2,230 £2,231~£34,600 £34, 600 이상

세율변경 최저세율(10%) 기본세율(20%) 높은 세율(40%)

2008~09 0~2,320 0~34,800 34,800 이상

2009~10 0~2,440 0~37,400 37,400 이상

주: 2008~09년에 저축에 대한 최저세율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폐지됨

자료: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

법인세는 정부세입중 5번째(단일세원으로 4번째)로 큰 비중을 차

지하는 세원으로, 회사의 이익에 부과하며 아래의 표처럼 150만 파

운드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해 28%의 세율로 부과하고 150만 파운

드 이하의 경우에는 최고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의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법인세자진신고납부제도(Corporate tax self-assess-

ment : CTSA)에 따라 법인이 회계기간 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하

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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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5> 법인세(Corporation Tax rates)
단위: %, 파운드

  2007 2008 2009 2010

Small Companies Rate 20% 21% 21%
To be 

advised

Small Companies Rate can be claimed by 

qualifying companies with profits at a rate 

not exceeding

300,000 300,000 300,000
To be 

advised

Marginal Small Companies Relief Lower 

Limit
300,000 300,000 300,000

To be 

advised

Marginal Small Companies Relief Upper 

Limit
1,500,000 1,500,000 1,500,000

To be 

advised

Marginal Small Company Relief (MSCR) 

Fraction
1/40 7/400 7/400

To be 

advised

Main rate of Corporation Tax 30% 28% 28% 28%

Special rate for unit trusts and open-ended 

investment companies 
20% 20% 20%

To be 

advised

자료: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

국민보험료(사회보장기여금)를 살펴보면, 현재 정부 수입에서 소

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보험료는 소득의 11%

가 부과되지만 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1.6%가 감면됨. 최근 상

한 소득 이상에 대해 1%가 추가 부과되었다. 고용주는 주당 105파

운드 이상 소득에 대해 12.8%의 세율로 추가적으로 부과되며, 상한

규정이 없어 총소득에 대해 종업원당 12.85%가 부과되었다. 자영업

자에 대해서는 정액세율과 class4가 부과되고 기혼여성, 자원봉사 

노동자들에게는 별도의 체계가 적용된다(박정수 2010).

부가가치세는 OECD국가의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은 평균 17.7%

이며 국가별로 5～25%까지 다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국정부는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하하여 2009년 부가가

치세 세율은 15%로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2010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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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로 인상되었다가 현재 2011년 한시적으로 20%로 재인상 되었

다. 한시적으로 20%대에 도달하였다 하여도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20%넘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사민주의 국가는 

물론 포르투갈이나 폴란드보다도 낮은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가지

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2010~2011년 기준 정부 조세수입 중 소득세

와 국민보험료 다음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는 주요 조세이지만 광범

위한 조세 감면과 영세율과 같은 낮은 세율의 설정으로 과세의 효

율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세수증대 또는 대

체재원 마련 차원에서 일반소비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

으로 볼 때 향후 증가가 예상된다.

영국은 조세부담은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사회보장부담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간접세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득세를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간접세를 통해 부족한 부문을 충당하기 때문이고 사

회보장부담금의 증가는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증가와 관계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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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회보장재정과 소득분배

❘제1절❘ 사회보장 재정의 추이와 특성 

1. 사회보장지출

영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황금기였던 1950～60년대 표면적으로는 

호황을 누렸지만, 이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상대적으로 쇠퇴하

고 있었으며(안순권 2006), 결국 1950～60년대를 지나면서 다른 유

럽 주요 선진국들과의 성장률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등 상대적36)

으로 쇠락해 갔다. 하지만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1951년 GNP의 16.1%를 차지했던 사회복지지출이 1975년에는 

28.8%로 그 비중이 높아져 공공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단일항목이 되었다(Gamble 1990 ; 김영순 1996 재인용). 

이렇게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증가했던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 고

령화에 따른 연금 및 의료비 등의 자연적인 증가와 저성장과 실업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수요증가를 들 수 있다. 그 외 공공부문의 비대

화 및 이익집단의 압박에 따른 급여와 서비스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영국은 앞에서 언급한 경쟁력 약화와 1970년대 초반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로 인한 파운드화의 급락 등이 1차 석유파동과 맞물리

36) 1962~1976년 동안의 GDP성장률을 살펴보면, 프랑스 4.7%, 서독 3.6%, 이탈리아 3.9%, 일

본 9.2%, 미국 3.0%, 영국 2.2%로 영국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Gambl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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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1976년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 영국경제가 이렇

게 침체에 빠진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의 투자활동 부진과 산업경쟁

력 약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산업의 비중이 금융부문에 치우쳐져 

있고 제조업 및 내수산업의 취약성과 더불어 정부의 경제정책의 일

관성 결여, 이익집단의 강한 압박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만연해

진 영국사회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제금융 이후 영국은 IMF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적극

적인 해외자본유치를 추진한 결과, 1977년 IMF 관리체제를 졸업하

게 되었다. 구제금융 이후 IMF 프로그램에 의한 안정화 정책 등의 

추진으로 1976～1979년 2～3%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단

기적으로 회복되었지만 2차 오일쇼크로 인해 다시 심각한 불황 상

태에 빠지게 된다.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의 규모는 경제위기 이후 증

가하는 추세였으나 그 상승률은 둔화되었다. 1960～1975년의 연평

균 증가율은 5.0%였지만, 1975～81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둔

화되었다37).

<표 1-5-1> 영국의 공공지출 구성 변화 추이(1951~1975)

단위: GDP 대비 %

1951 1961 1971 1975

사회복지지출 16.1 17.6 23.8 28.8

사회간접자본 3.6 4.8 6.3 6.8

산업 6.9 4.9 6.5 8.3

사법 0.6 0.8 1.3 1.5

국방 10.8 7.6 6.6 6.2

채무이자 등 6.9 6.3 5.9 6.3

총공공지출 44.9 42.1 50.3 57.9

총공공수입 42.7 38.5 48.6 46.6

재정적자 2.2 3.6 1.7 11.3

자료: Gough(1990), p.105

37) ‘안순권 외 2006’․ ‘김흥종 외 2006’ 영국 부문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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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영국의 사회보장관련 지출수준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는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

고 있는 OECD SOCX의 공공사회지출을 적용하였다. OECD SOCX

의 공공사회지출은 9개 기능별 지출항목인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관련,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PM), 실업, 주거, 기타로 분류된 항목으로 살펴 볼 수 있

다. 사회복지지출은 1980년대 이후에도 큰 폭은 아니지만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 이후부터는 GDP의 20%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공사회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노동당이 집

권한 1997년 이후에도 공공사회지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보수당 집권한 1979년부터 노동당으로 집권당이 교체된 1997년까

지의 기간 동안도 집권당인 보수당이 사회보장 관련 급여의 삭감 

하는 등의 복지관련 개혁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사회지출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렇게 공공사

회지출이 증가하는 요인은 영국 경제가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

인 회복을 맞게 되어 제조업의 생산성 및 수출증대 등을 통한 국민

소득의 증대가 이루어졌고 명목가격을 기준으로는 1987년에는 1인

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게 되는 등(김지현 외 2007) 복지관련 지

출을 뒷받침할만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배경과 더불

어 공공사회지출이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앞에서도 살펴보

았듯이 연금수급연령인구가 1981년에 천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영

국사회의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연금 지출의 증가

와 보건수요의 증가를 통한 의료부문이 지출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재분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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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대규

모 실업을 발생시켜 실업 관련 지출 증가를 유발시켰다. 이러한 원

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공사회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볼 수 있다.

<표 1-5-2> 공공사회지출 추이(1980~2007년)

단위: GDP 대비 %

년도 소계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ALPM 주거 실업 기타

1980 16.5 4.2 1.7 1.0 4.9 2.3 0.5 0.1 1.2 0.6 

1981 18.0 4.5 1.7 1.1 5.1 2.4 0.6 0.2 1.7 0.7 

1982 18.5 4.7 1.6 1.1 4.9 2.4 0.6 0.4 2.0 0.9 

1983 19.3 4.6 1.6 1.4 5.1 2.3 0.7 0.8 2.0 0.8 

1984 19.3 4.5 1.6 1.4 5.0 2.3 0.7 0.9 2.1 0.9 

1985 19.4 4.4 1.5 1.5 4.9 2.3 0.7 1.3 2.0 0.9 

1986 19.5 4.4 1.5 1.6 4.8 2.2 0.8 1.3 1.9 1.0 

1987 18.8 4.2 1.4 1.6 4.8 2.1 0.8 1.2 1.5 1.0 

1988 17.5 3.9 1.3 1.6 4.7 2.1 0.7 1.1 1.1 1.0 

1989 16.9 3.8 1.2 1.7 4.7 2.0 0.6 1.1 0.8 1.0 

1990 16.8 4.8 0.3 2.2 4.9 1.9 0.6 1.3 0.7 0.2 

1991 18.2 5.2 0.4 2.3 5.2 2.1 0.5 1.2 1.1 0.2 

1992 19.9 5.6 0.3 2.6 5.7 2.2 0.5 1.5 1.2 0.2 

1993 20.5 5.7 0.3 2.8 5.7 2.3 0.5 1.7 1.2 0.2 

1994 20.1 5.5 0.3 2.8 5.7 2.3 0.5 1.8 1.0 0.2 

1995 19.9 5.5 0.3 2.9 5.6 2.3 0.4 1.8 0.9 0.2 

1996 19.6 5.5 0.3 2.8 5.6 2.3 0.4 1.8 0.7 0.2 

1997 18.7 5.5 0.3 2.7 5.3 2.2 0.3 1.6 0.5 0.2 

1998 18.9 5.5 0.3 2.6 5.3 2.7 0.2 1.6 0.4 0.3 

1999 18.6 5.4 0.3 2.5 5.5 2.6 0.2 1.5 0.4 0.2 

2000 18.6 5.5 0.3 2.5 5.5 2.7 0.2 1.4 0.3 0.2 

2001 19.3 5.6 0.3 2.5 5.7 2.8 0.3 1.4 0.5 0.2 

2002 19.4 5.7 0.2 2.4 6.0 2.8 0.3 1.5 0.3 0.2 

2003 19.8 5.7 0.2 2.4 6.1 3.1 0.4 1.4 0.3 0.2 

2004 20.5 5.9 0.2 2.4 6.5 3.2 0.5 1.4 0.2 0.2 

2005 20.6 5.9 0.2 2.3 6.7 3.2 0.4 1.4 0.3 0.2 

2006 20.4 5.7 0.2 2.4 6.8 3.2 0.3 1.4 0.2 0.2 

2007 20.5 5.8 0.1 2.4 6.8 3.2 0.3 1.4 0.2 0.2 

자료: OECD Statistics, Social Expenditure Database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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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지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사회지출을 구성하는 9개의 

지출항목중 ‘노령’,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주거’ 부문이 1980

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령’,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주거’, 부문은 2007년을 기준으로 지

출의 비중이 GDP 대비 1%가 넘는 항목으로, 그중 보건 부문은 공

공사회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이

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부문의 경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가파

른 증가세를 보이다 그 이후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

부 지출중 공공사회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6%에서 2007년 20.54%로 1.94%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림 1-5-1] ‘노령’,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주거’, 지출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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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영국 공공사회지출의 구성(1980, 1990, 200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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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도인 2007년도를 포함한 상태에서 10년 단위로 영국의 전

체 공공사회지출을 100%로 볼 때 각 구성항목의 비중을 살펴보면, 

연도에 상관없이 보건부문과 노령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부문을 합치 비중이 전체 공공사회지출에서 ’80년 

약 54.6%, ’90년 약 58.0%, ’00년 약 59.2%, ’07년 약 6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의 고령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를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보건과 노령부문을 제

외하고 보았을 때 근로무능력 부문과 가족부분의 비중이 높았는데, 

특히 가족부문은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 1-5-3>은 정부의 사회보장급여중 주요 프로그램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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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급여의 가장 큰 비중은 연금부문급여

가 차지하며 2009/10년 기준 국가연금(State Pension)이 34.3%의 비

중을, 국가제2연금(S2P)가 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는 주거급여가 1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보조(Income Support) 및 장해급여(Incapacity Benefit)․ ESA

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SERPS․S2P와 주거급여(Housing 

Benefit)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표 1-5-3> 정부의 공공사회지출 대비 사회보장급여 추이

단위: %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

국가연금(State Pension) 34.3 34.9 37.7 37.3 37.3 37.5 37.6 36.9 36.3

국가소득비례이층연금

(SERPS), 

제2국가연금(S2P)

5.0 5.3 6.3 6.6 7.1 7.5 8.1 8.5 8.9

구직자 수당

(Jobseekers Allowance)
2.4 2.4 2.4 2.0 2.0 2.0 1.8 2.1 3.2

장해급여

(Incapacity Benefit), ESA
6.3 6.1 6.4 6.0 5.7 5.5 5.3 4.9 4.5

간호수당

(Attendance Allowance)
2.9 2.9 3.3 3.3 3.4 3.5 3.5 3.5 3.5

장애인생황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6.2 6.4 7.2 7.3 7.4 7.7 7.8 7.8 7.8

연금크레딧

(Pension Credit)
4.2 4.1 4.6 5.4 5.6 5.8 5.9 5.8 5.6

소득보조(Income Support) 9.0 8.8 9.8 9.0 7.9 7.4 7.1 6.3 5.6

주거급여(Housing Benefit) 10.9 11.5 11.7 11.8 12.0 12.5 12.5 12.6 13.5

카운슬세 급여

(Council Tax Benefit)
2.5 2.6 3.0 3.2 3.3 3.3 3.2 3.1 3.2

기타 급여 지출 16.3 15.0 7.8 8.1 8.3 7.3 7.2 8.5 7.9

총일반정부 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해당 급여 이전의 급여제도도 포함

자료: HM Treasury, Budget 2010



121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2. 사회보장재원 

사회보장재원은 국민보험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와 같은 사회보장기여금과 일반조세(직접세, 간접세), 지방세 

그리고 정부 수입 범위를 넘는 총지출 부문에 대한 정부 차입 등으

로 구성된다. 피고용자와 경영주는 소득세에 추가하여 국민연금부

담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은 예

산과 분리되어 적립, 급여도 역시 기금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5-3] 정부 지출 및 수입(2010~11년)

단위: 10억 파운드, %

자료: HM Treasury, Budge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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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년의 정부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위 그림을 단순히 해석

하면, 정부지출에서 사회보장과 개인사회서비스 그리고 건강부문을 

사회보장영역으로 볼 때 그 규모는 약 3,480억 파운드에 달한다. 정

부수입에서 국민보험료가 약 990억 파운드이므로 약 2,490억 파운

드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지출은 소득세 등 정부의 일반조세 및 공공

부문 차입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관련 지출의 대부분이 사회보장기여금과 일반조세로 충

당되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규모

와 사회보장관련 총지출의 규모의 비교는 현재 부담 정도 및 미래

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조세부담률 등 국민부담률 관련 추이와 이와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보면 <표 1-5-4>와 같다. 

<표 1-5-4> 국민부담률 및 공공사회지출 추이(1965~2008년)

단위: GDP 대비 %

연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평균증가율

(‘80~’07)

조세부담률(a) 25.8 31.6 28.8 29.0 30.4 29.5 28.0 30.2 29.0 29.5 28.9 0.06%

사회보장

부담률 (b)
4.7 5.1 6.1 5.8 6.6 6.0 6.1 6.2 6.7 6.7 6.8 0.54%

국민부담률 (C) 30.4 36.7 34.9 34.8 37.0 35.5 34.0 36.4 35.7 36.2 35.7 0.15%

사회보장지출 

(D)
- - - 16.5 19.4 16.8 19.9 18.6 20.6 20.5 - 0.81%

b/D 35.2 34.0 35.7 30.7 33.3 32.5 32.7

D/C 47.4 52.4 47.3 58.5 51.1 57.7 56.6

자료: OECD, http://stats.oecd.org : OECD SOCX, Tax Revenue statistics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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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25.8%인 조세부담률이 1970년 31.6%로 증가되었지만 이

후 완만하게 등락을 반복하며 2008년 현재 28.9%인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보장부담률의 경우 1970년대 등락을 반복하다 1980년 5.8%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현재 6.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실제로 1986년에는 사회보장부담률이 6.9%에 도달한 적도 있지

만 1965년부터 2009년까지 등락을 거듭해 가면서 조금씩 그 비율이 

높아져 갔다. 연평균증가율을 통해 살펴보면, 조세부담률은 1980～

20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0.06% 증가한 반면, 사회보장부담률은 

0.54%로 비교적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두 부담률을 합

한 국민부담률의 연평균증가율은 0.15%로 나타났다. 반면 동기간 

동안의 공공사회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0.81%로 나타나 국민부담

률의 연평균 증가율 속도를 5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GDP에서 차하

는 비중에서도 국민부담률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위 기간 동

안 1.4% 증가했지만 공공사회지출은 4%증가하여 이러한 공공사회

지출의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예산 배분의 조정이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b/D’는 사회보장지출에서 국민들의 사

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이것이 감소하고 있다

는 것은 일반조세를 통한 재원마련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D/C'는 사회보장지출과 국민부담률의 비율이며 이 규모가 증가함은 

다른 영역의 예산이 사회보장부문으로 이전되었음을 그리고 국민이 

늘어난 지출에 대해 직접세나 간접세 또는 사회보장기여금의 증액 

등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공공사회지출의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영국 정부의 예산 배분 조

정 방법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국방비 삭감과 공공투자 감소를 꼽

을 수 있다. NATO에 가입하면서 미국의 안보 우산 안에서 국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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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였고 대처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

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가는 방법 등을 통해 정부재정을 확충하였다

(김흥종 외 2006).

[그림 1-5-4]는 1965년, 1980년, 1995년, 2007년의 GDP에서 조세

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국민부담률, 사회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을 보여준다. 앞의 <표 1-5-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

담률의 경우 1995년에 다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보수당 정부의 감세정책과 본인의 기여를 중요시하는 

사회보장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4] 영국의 조세․사회보장․국민 부담률과 사회총지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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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5> 사회보장 재원의 유형별 추이(1995~2009년)

단위: GDP 대비 %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회보장 총수입

(= A+B+C)
25.0 28.6 27.2 27.0 26.1 25.9 25.8 26.3 24.5 24.5 28.7 31.4

사회보장기여금 (A)

(= a + b)
13.8 13.9 14.3 13.4 12.4 12.6 12.2 12.8 11.1 10.6 12.6 13.8

고용주부담 사회 

보장기여금 (a1)
7.0 7.3 8.1 8.2 8.5 8.3 8.0 9.2 8.8 7.9 9.0 10.1

근로자부담

사회보장기여금 (a2)
6.7 6.7 6.1 5.3 3.9 4.3 4.2 3.7 2.3 2.7 3.6 3.7

정부일반수입 (B)

(= b1 + b2)
10.7 14.4 12.6 13.1 13.3 12.9 13.1 13.0 13.1 12.2 13.6 15.3

중앙정부 (b1) 10.5 14.3 12.4 12.9 13.1 12.7 12.9 12.8 12.9 12.0 13.4 15.1

지방정부 (b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기타정수수입 (C) 0.6 0.3 0.3 0.5 0.4 0.4 0.4 0.4 0.3 1.7 2.5 2.3

자료: eurostat 자료를 재정리,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social_protection/ 

data/database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제도에 사용되어

지는 총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과 정부의 일반수입 그리고 그 외 기

타수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사회보장기여금은 고용주부담 사회보

장기여금과 자영자를 포함한 근로자부담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

된다. 정부일반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지방정부로부터의 재원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

재원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보장 총수입은 1995년에 GDP

대비 28.6% 이었던 것이 2007년 24%대 까지 떨어졌지만 2008년과 

2009년은 각각 28.7%, 31.4%로 급격히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인한 실업 및 빈곤의 

증가 등 사회적 위기에 대처한 재정지출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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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사회보장재원의 대부분은 사회보장기여금과 정부일반수입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차 정부일반수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

며, 2009년 현재 GDP대비 정부일반수입이 GDP대비 사회보장기여

금보다 약 1.5%p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타수입의 경우 2006년까

지는 그 규모가 매우 미미한 했지만 2007년부터 GDP의 1%대를 넘

어 2009년 현재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5-5] 사회보장 재원의 유형별 추이(1995~2009년)

 단위: GDP 대비 %

사회보장총수입

사회보장기여금

정부일반수입

기타수입



127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표 1-5-6> 사회보장 재원 부담 주체별 배분현황(1990~2009년)

단위: GDP 대비 %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사회보장세입 25.0 28.6 27.2 27.0 26.1 25.9 25.8 26.3 24.5 24.5p 28.7p 31.4p

기업 5.2 5.7 6.7 6.6 6.7 6.7 6.8 7.3 6.9 6.7p 8.4p 9.0p

중앙정부 11.4 14.8 12.9 13.6 13.9 13.4 13.3 13.3 13.4 13.4p 14.8p 16.7p

지방정부 0.9 0.9 0.9 0.9 0.9 0.9 0.8 0.8 0.8 1.0p 1.1p 1.2p

사회보장기금 0.4 0.1 0.0 0.0 0.0 0.0 0.0 0.0 0.0 0.0p 0.0p 0.0p

가계 6.9 6.8 6.3 5.6 4.1 4.6 4.4 4.3 3.0 3.3p 4.4p 4.4p

비영리단체 0.2 0.3 0.4 0.4 0.4 0.4 0.4 0.5 0.5 0.0p 0.0p 0.0p

주: 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eurostat 자료를 재정리,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social_ 

protection/ data/database

<표 1-5-6>은 사회보장재원 부담의 추이를 부담 주체별로 보여주

고 있다. 1990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업과 중앙정부의 

부담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기업의 사회보장재원의 부담

은 GDP와 대비해서 1990년 5.2%에서 2009년 9.0%로 1.8배 이상 증

가하였고 중앙정부의 부담수준은 약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지방정부는 1% 내외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기금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6]은 재원 부담을 100%로 보았을 때 각 주체들이 부담

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볼 때에는 기업과 중앙정

부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에는 비교적 완만히 추세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절대적인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재원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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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사회보장재원의 부담 주체별 비중

단위: %

자료: eurostat 자료를 재정리,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social_protection/ 

data/database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은 주로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으로 조성되는데, 이는 각각 조세

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을 의미하며, 이 둘을 합친 것은 국민부담률

로 국민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재원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1-5-7], [그림 1-5-8], [그림 1-5-9]는 영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률

과 국민부담률에 대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간

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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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7] 영국과 유럽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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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8] 영국과 유럽 주요국의 사회보장부담률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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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9] 영국과 유럽 주요국의 국민부담률 비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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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을 스웨덴, 독일,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 조세부담률의 

전체적인 수준은 독일과 프랑스보다 높은 편이지만 스웨덴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조세부담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보장부담률의 경우 영국은 조금

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3개국은 증

가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사회보

장부담률은 2007년 기준으로 GDP의 12%를 넘는데 반해 영국의 경

우는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국민부담률을 살펴보면 스웨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탔으며, 영국의 경우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국민부담

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가의 재원마련에 있어 독일의 경우 상

대적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지만 영국의 경우 조세를 통

해 재원마련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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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국가들의 국민부담률과 사회장부담률 그리고 공공사회

지출의 추이는 145쪽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스웨

덴의 국민부담률이 전반적으로 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

고 있으며 비슷한 추세로 공공사회지출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영국의 경우 사회지출이 비교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나 영국보다는 높

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절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

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 국가들의 사회보장관련 

제도의 성숙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소득분배의 현황 및 특성

1. 소득분배 현황

영국의 소득분배 추이와 현황은 일정소득 수준이하의 인구분포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빈곤율의 측면과 소득이 균등히 분포되어 

있는지를(또는 어느 정도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소득불평등도의 측면에서 각각 살펴볼 수 있다. 

빈곤율은 Rowntreer(1901) 이후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빈곤지수

로써 빈곤선 이하의 소득 또는 지출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가구를 

전 체 인구수 또는 가구수로 나눈 값을 의미 한다38). 빈곤률은 빈곤

선을 무엇으로 정의 하는냐에 따라 그 값이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영국의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

38) 여유진 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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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ns)는 HABI(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라는 보고서를 통

해 영국의 소득분배 및 빈곤상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HABI에

서 빈곤률을 구하는데 적용되는 소득은 가구원 수와 가구구성 따라 

조정되고 균등화된,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다. 가처분소득은 근로소

득, 투자소득, 연금 및 공적이전 소득, 기타 소등 등으로 구성된

다39). 이러한 가처분 소득의 중위값을 이용하여 중위소득의 50%․

60%․70% 이하를 각각 빈곤층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대한 인구 분포를 구한 결과가 <표 1-5-7>에 수록되어 있다. 

<표 1-5-7> 영국의 빈곤계층 규모(1995~2010년)
단위: %

연도
중위소득(가처분소득) 중위소득(가처분소득 - 주거비용) 

50%이하 60%이하 70%이하 50%이하 60%이하 70%이하

1994/95 10 19 28 15 24 31

1995/96  9 18 27 15 24 31

1996/97 11 19 28 17 25 32

1997/98 11 20 28 17 24 31

1998/99 11 19 28 16 24 31

1999/00 10 19 28 16 24 31

2000/01 10 19 27 15 23 30

2001/02 10 18 27 15 23 30

2002/03 10 18 27 15 22 30

2003/04 10 18 26 14 21 29

2004/05 10 17 26 13 21 28

2005/06 10 18 26 15 22 29

2006/07 10 18 26 15 22 29

2007/08 10 18 27 16 23 30

2008/09 10 18 26 16 22 29

2009/10 10 17 25 15 22 30

자료: DWP(2011),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1994/95~2009/10

빈곤계층 규모는 주거비용을 가처분소득에서 제외한 것과 그렇지 

않을 것으로 구분 된다40). 주거비용을 제하지 않은 경우 중위소득 

39) 자세한 사항은 http://research.dwp.gov.uk/asd/hbai, APPENDIX 1, 2를 참조

40) 자세한 사항은 최영준(200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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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의 규모는 9~11%대 이며, 중위소득 60% 이하의 규모는 

17~20%대이며 대체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중위소득 70% 이하의 규모는 25~28% 대이며 역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주거비용을 제한 경우에는, 각 

기준별 저소득층의 규모가 주거비용을 감하지 않은 경우보다 크게 

나타나 저소득층이 주거비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러한 맥락에서, 시간의 추이에 따른 저소득층의 규모에 있어 중위소

득 70% 이하의 경우 주거비용을 제하기 이전에 비해 빈곤층의 감소

가 다른 기준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도의 현황 및 추이에 대해 소득5분위를 통해 살펴보았

다. 94/95～09/10까지의 연동별 소득분위별 소득 점유율의 추이는 

<표 1-5-8>과 같다. 

<표 1-5-8> 연도별․소득분위별 소득 점유율 추이(94/95~09/10)

단위: %

연도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 - 주거비용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94/95 8 12 17 23 41 6 11 17 23 43

95/96 8 12 17 23 41 6 11 17 23 43

96/97 8 12 17 23 41 6 11 17 23 43

97/98 7 12 17 22 41 6 11 16 23 44

98/99 7 12 16 22 42 6 11 16 23 44

99/00 7 12 16 22 42 6 11 16 23 44

00/01 7 12 16 22 43 6 11 16 22 45

01/02 7 12 16 22 42 6 11 16 22 44

02/03 7 12 16 22 42 6 12 16 22 44

03/04 7 12 17 22 42 6 12 17 22 44

04/05 7 12 16 22 42 6 12 16 22 44

05/06 7 12 16 22 42 6 12 16 22 44

06/07 7 12 16 22 43 6 11 16 22 45

07/08 7 12 16 22 43 5 11 16 22 46

08/09 7 12 16 22 43 5 11 16 22 46

09/10 7 12 16 21 43 5 11 16 22 46

자료: DWP(2011),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1994/95~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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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용을 고려했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1분위와 2분위

의 소득점유율이 낮아졌고 3분위와 4분위는 비슷한 반면, 소득수준

이 가장 높은 5분위의 경우 높아졌다. 이는 영국의 높은 주거비용으

로 인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주거비용에 따라 가처분소득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점유율의 추

이를 살펴보면 주거비용과 상관없이 1분위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5

분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

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41)

[그림 1-5-10] 소득분위별 소득 점유율 추이(94/9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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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러한 양극화의 심화는 아래 그림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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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소득분배 상태를 소득 5분위 분배율로도 파악해 볼 

수 있다. 5분위 분배율은 소득을 앞에서와 같이 소득의 크기순으로 

5분위로 분류한 다음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20%를 소득이 가장 낮

은 하위 20%로 나눈 지표로 그 값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불평등하

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5분위 분배율을 살펴보면 94/95년에

서 00/01까지는 대체로 높아진 후 2000년대 중반까지 낮아지다 이

후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08/09년도 있어서는 주

거비용을 제한 가처분소득의 5분위 분배율은 9%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용을 제하지 않은 5분위 분배율이 다소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 주거비를 감안한 5분위 분배율은 

그 등락폭이 심하게 나타나 저소득층인 소득하위 20%가 주거비용

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1-5-11] 소득 5분위 분배율의 추이(94/95~09/10)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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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재정

앞의 소득분배 현황은 국가 재분배 정책으로 지급되는 각종 이전

소득이 포함된 가처분소득을 적용한 것으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진 후의 사후적 분배 상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분배 정책

효과는 정부가 지급하는 이전소득 포함 여부에 따라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정부이전을 통한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을 지니계수42)를 통

해 파악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통해 구하는데, 횡단

축은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을 향하는 사람의 수의 누적백분율이고 

종단축은 x%의 사람들에 의해 향유되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런 방식으로 구한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대

각선 아래쪽의 직각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이 지니계수이며,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히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

다43). 지니계수는 그 기준이 되는 소득의 정의에 따라 각각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본원적 소득(Original Income)을 기준으로 총

소득과 가처분소득 그리고 세후소득으로 구분한 후 그 추이를 살펴

보았다<표 1-5-9>. 

먼저, 본원적 소득(Original Income)은 시장소득44)이라고도 불리

우며, 각 가구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고용되어 있거나 일하고 있는 

직장 또는 자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 및 투자, 민간부문에서 수취한 소득들의 합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근로 및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자본

42)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함. 

43) 여유진 외(2005)와 네이버 지식사전 정리

44) 본원적소득과 시장소득 두 용어 모두 본 연구에서는 본원적 소득이란 용어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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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등을 포괄한다. 총소득(Gross income)은 이러한 본원적 소득에

서 퇴직연금과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급여 및 연금 크레딧이 포

함된 소득을 지칭한다.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은 총소득에

서 가구의 가구원들이 납부하는 카운슬세45)(Council tax)와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과 같은 직접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세

후소득은 가처분소득에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와 같은 간

접세를 차감한 소득을 지칭 한다46). 

<표 1-5-9> 기준소득별 지니계수(1990~2010)

단위: %

연도 1990 1991 1992 1993/94 1994/95 1995/96 1996/97 1997/98 1998/99 1999/00

본원적소득 51.4 51.2 51.7 53.3 52.8 52.0 52.6 52.6 52.7 52.5 

총소득 38.6 37.8 37.3 37.8 37.0 36.5 37.6 37.8 38.6 38.7 

가처분소득 36.8 35.6 34.7 34.8 33.8 33.0 34.4 34.5 35.4 35.8 

세후소득 40.6 39.4 38.4 38.7 37.4 36.9 38.2 38.3 39.3 40.0 

연도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본원적소득 51.3 52.6 51.1 51.7 50.7 51.8 51.5 51.6 52.1 52.0 

총소득 37.9 39.3 37.4 37.7 36.6 37.6 38.2 37.7 37.9 37.2 

가처분소득 35.0 36.2 33.8 34.0 32.8 33.9 34.7 34.2 34.4 33.5 

세후소득 39.2 40.6 37.7 38.1 36.5 37.5 38.7 38.0 37.9 37.1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9/10, 2011

먼저 본원적 소득(시장소득)의 경우 90년부터 2009/10까지 약 5

0～52%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04/05년도에는 불평

등도가 개선되었지만 그 후 다시 상승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45) ‘Council tax’는 종래의 주거세와 주민부담금을 절충시킨 세금으로 1993년에 도입됨. 

자산가치 평가에 의해 부과되는 주거용 세금이며 인두세 방식이 적용됨.

46) 자세한 사항은 ONS(2011)과 성명재(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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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시킨 총소득의 경우 당

연히 불평등도가 본원적 소득에 비해 훨씬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에 언급된 소득에서 총소득, 가처분소득, 세후소득이 국가

의 개입을 통한 소득불평등의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가처

분 소득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한 경우가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고 

세후소득은 다른 두 소득에 비해 대체로 높은 불평등도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중반이후 본원적 소득 기준 불평등도가 다소 상승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소득 기준 불평등도는 다소 낮아진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다소 강화되었음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그림 1-5-12] 기준소득별 지니계수(199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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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3] 사회보호지출 수준과 지니계수 수준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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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5-13]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본원적 소득에는 정부 이전 지출

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재분배 정책을 통한 효과성을 파악

할 수 없다. 정부의 이전지출이 포함된 총소득과 가처분소득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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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4] GDP대비 사회보장총수입과 지니계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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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5] 사회보장기여금․정부일반수입과 지니계수와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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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4], [그림 1-5-15]는 앞에서 살펴본 사회보장재원과 지

니계수와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사회보장총수입과 지니계

수는 역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관찰되며 사회보장총수입을 구성

하는 주요항목인 사회보장기여금 수입과 정부일반수입의 경우에서

는 사회보장기여금수입보다 정부일반수입이 지니계수와 대칭적인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1990～2009년의 

자료를 활용,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1-5-10>

과 같다. 

<표 1-5-10> 사회보장재원과 지니계수간의 단순상관분석

구분
GDP 대비

사회보장총수입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GDP 대비 

정부일반수입

GINI(총소득기준) -0.314 0.060 -0.496*

GINI(가처분소득기준) -0.278 0.293 -0.597***

GINI(세후소득기준) -0.310 0.271 -0.584***

* : P<0.1. ** P<0.05, *** P<0.01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GDP 대비 사회보장총수입은 부(-)의 상

관관계(총수입 증가시 소득분배개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

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니계수와 GDP대비 사회

보장기여금의 경우도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DP대비 정부 일반수입의 비중은 지니계수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앞의 그림

에서 본 직관적인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처분

소득기준 지니계수와 세후소득기준 지니계수에서도 나타난다. 사회

보장수입과 지니계수와의 상관관계는 가처분소득기준 지니계수와 

정부일반수입과의 관계가 가장(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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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7) 

GDP대비 사회보호지출과 지니계수와의 관계는 예상대로 부(-)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간접세까지 감안한 세후소득기준 지니계수와 

가장 강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11> 사회보호지출과 지니계수간의 단순상관분석

구분 GINI(총소득기준) GINI(가처분소득기준) GINI(세후소득기준)

사회보호지출

(Social Protection)
-0.566*** -0.582*** -0.603***

* : P<0.1. ** P<0.05, *** P<0.01

47)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사회보장재원과 지니계수간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만 고려한 

것으로 다른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경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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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도 1-5-1] 영국과 유럽 주요국의 국민부담률과 사회지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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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5-2] 영국과 유럽 주요국의 사회보장부담률과 사회지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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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1> 영국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단위: %

Year 조세부담률 사회보장기여율 국민부담률

1970 31.6 5.1 36.7 

1971 29.9 4.9 34.8 

1972 27.9 5.1 33.1 

1973 26.0 5.3 31.2 

1974 28.3 5.9 34.2 

1975 28.8 6.1 34.9 

1976 28.3 6.5 34.8 

1977 27.9 6.3 34.3 

1978 26.8 5.9 32.7 

1979 26.3 5.6 31.9 

1980 29.0 5.8 34.8 

1981 30.4 5.8 36.2 

1982 31.9 6.6 38.5 

1983 30.3 6.6 36.9 

1984 30.4 6.6 37.0 

1985 30.4 6.6 37.0 

1986 30.6 6.9 37.4 

1987 29.6 6.6 36.1 

1988 29.5 6.7 36.2 

1989 29.4 6.2 35.6 

1990 29.5 6.0 35.5 

1991 28.3 6.0 34.3 

1992 27.5 5.9 33.4 

1993 26.4 6.0 32.4 

1994 26.9 6.1 33.0 

1995 28.0 6.1 34.0 

1996 27.9 5.9 33.8 

1997 28.2 6.1 34.3 

1998 29.5 6.0 35.5 

1999 29.6 6.1 35.7 

2000 30.2 6.2 36.4 

2001 30.0 6.2 36.2 

2002 28.7 5.9 34.6 

2003 28.1 6.3 34.3 

2004 28.3 6.6 34.8 

2005 29.0 6.7 35.7 

2006 29.8 6.8 36.5 

2007 29.5 6.7 36.2 

2008 28.9 6.8 35.7 

2009 27.6 6.8 34.3 

자료: OECD stat. Revenu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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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제1절❘ 최근 사회보장 개혁 과정

영국의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정정부는 현재의 사회복지제도가 

복지의존자들에게는 노동동기부여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비

판적 평가와 함께복지시스템 전반이 너무 복잡함으로 복지시스템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할수 있는 사람은 빈곤과 복지

의존상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전반

적으로 강화하는 복지개혁이 필요하다는 동의가 연정정부 전반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서 2010년 10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지수당이 일하는 가정의 세금공제이후 평균수입보다 많

지 않도록 하고, 고소득자에게 아동수당(Child Benefit)을 지불하지 

않으며, 세액공제(Tax Credits), 거주급여과 주민세액공제급여

(Housing Benefit & Council Tax Benefit)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수혜자에게 기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와같은 복

지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연 7억파운드 (약1조 3천억원)에 달하는 연

간 복지예산 감축안을 발표하고 순차적 감축시기를 다음과 같이 계

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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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2월부터 아동출연기금(Child Trust Funds: 빈곤계층 아동을 위한 

비과세 저축프로그램으로서 대상아동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되면 재무관세청

(HM Revenue & Customs, HMRC)이 최초 동기부여차원에서 부모․보호자의 

자산수준에 따라 250파운드까지 불입한 후 가족은 매년 3600파운드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18세이전까지 인출할 수 없다(Child Trust Funds, 2012)는 

추가 지원폐지. 현 자산 소진 때까지 사용. 

￭ 2011년 1월부터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빈곤계

층 아동을 위한 교육비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공립, 사립에 상관없이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보호자의 수입형편에 따라 학비를 지원함(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2012)48)는 신규지원 폐지. 현재 수혜아동은 2011/2012년 학기

까지만 수혜 받을 수 있음.

￭ 2011년 1월부터 임신보조금(Health in Pregnancy Grant: 빈곤계층 대상이 

임신 25주가 되었을 때 출산관련 경비보조금으로 단회에 한해 190파운드(약 

33만원) 지원(Health in Pregnancy Grant 2012)은 즉시폐지.

￭ 2011년 1월부터 생활불능급여(Incapacity Benefit)와 소득지원급여(Income 

Support) 전 수혜자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재검사 및 재자산조사 실시.

￭ 2011년 3월부터 고용지원급여(Employment Support Allowance, ESA: 

2008년 10월부터 근로불가능급여 및 소득지원(Incapacity Benefit and 

Income Support)을 대체한 프로그램으로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근로불가

능 수준에 따라 급여지급(Empl-oyment Support Allowance 2012)의 수혜대

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세차례(Limited Capability Work Test), 

Limited Capability for Work Related Activity Test, Work Focusted Health 

Related Assessment) 과정에 정밀의료진단을 추가하여 현 판정시스템을 체

계화, 엄밀화 하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냄.

￭ 2011년 4월부터 지역주거급여(Local Housing Allowance) 수준 아래에 해당

하는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지급하던 주당 15파운드 급여 폐지

￭ 2011년 4월부터 세제급여(Tax Credits) 평가체계를 수정하여 급여 수준을 

전반적으로 줄여 아동세제급여(Child Tax Credit)의 경우 연4만파운드(약7천

만원)이상 소득가계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함. 근로세제급여(Working Tax 

Credit)의 아동돌봄관련 공제수준을 80%에서 70%로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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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월부터 국민연금(Nation Insurance) 기여분을 0.5% 인상

￭ 2011년 10월부터 한부모소득지원(Lone parents and Income Support) 수혜

대상자는 아동이 5세가 되면 근로가능여부 판단을 거쳐 근로요구를 요청받

으며 근로가능시 구직급여(Jobseekers Allowance)로 전환함.

￭ 2012년부터 청소년은 근로지원급여(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함.

￭ 2012년부터 근로지원급여(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는 1년으로 

제한함.

￭ 2012년부터 장애주거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수혜자중 재가돌돔홈

(residental care home49)) 거주자에게 돌봄 및 활동보조금을 지급 중단함.

￭ 2013년부터 장기간 구직급여(Jobseeker’s Allowance) 신청자는 주거급여

(Housing Benefit) 수혜를 최대 1년으로 제한함.

￭ 2013년부터 장애주거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수혜자 전원을 재조

사하여 2017년까지 수혜자를 줄이고 2.1억파운드(약 3천500억원) 예산감축

을 목표로 함.

￭ 2013년부터 근로수당급여, 미망인연금, 장애거주급여 수혜자 가족을 제외한 

모든 급여대상자의 총급여가 개인은 주당 350파운드(약 62만원), 가족합산 

500파운드(약 88만원)를 넘지 않도록 함.

￭ 2013년 가을부터 자산조사관련급여(Housing Benefit, Income Support, 

Income-Related Jobseekers Allowance, Income-Bas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and Tax Credits) 수혜자로 신규 편입되는 모든 대상은 

모두 통합급여로 통일하여 2017년까지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금수혜 연령을 65세로 조정하고 2020년까지 

66세로 올림.

자료: hbnotes, 2012, Welfare Reform Timetable을 재정리

48)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의 소득에 따른 급여수준:

   ∙ 주당 30파운드(약 5만원) 이하 소득가구는 연간 최대 2만8백파운드(약 3천6백만원)

까지 지원

   ∙ 주당 20파운드(약 3만5천원) 이하 소득가구는 연간 최대 2만5천5백파운드(약 4천만

원)까지 지원

   ∙ 주당 10파운드(만7천원)이하 소득가구는 연간최대 3만8백파운드(약 4천4백만원)까

지 지원



150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

이처럼 영국정부는 사회보장관련시스템(약 30여개의 수당)은 각

각의 수당제도가 너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장제도 간 

중복 및 혼란을 야기50)하여 오히려 노용의욕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그림 1-6-1]) 개별 가족단위로 중복 수혜하는 현 제도를 

일원화, 단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

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자리를 유지했을 때 오히려 현재 수

혜 받고 있는 수당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노동가능자들에게 

노용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51)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Sainsbury & Weston(2010)의 연구에 따르

면 6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인구가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로부터 각종 수당을 수혜받으면서 동시 지방정부로부터

49) 장애등급 중증, 보통, 경증 3등급 중에서 ‘보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의미함.

50) 다양한 사회보장수당이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거침에 따라 서로 다른 법규에 의거

한 중복 지원, 추가지원 가능성 존재:

   ∙ 소득지원(Income Support), 고용촉진수당(Jobseeker’s Allowance), 고용 및 지원수당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는 고동센터플러스(Jobcentre Plus)를 통하여 전

달됨

   ∙ 주거수당(Housing Benefit), 임대료지원을 위한 주민세제수당(Council Tax Benefit)은 

지방정부에 의하여 전달됨.

   ∙ 소득지원(Income Support)내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Support Allowance)과 장애주

거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돌봄수당(Carer’s Allowance)은 고용센터플러스, 

연금부서(Pension Service), 장애돌봄서비스부서(Disability and Carers Service)에서 

각각 복합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 아동수당(Child Benefit)은 빈곤가정을 위한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가정에 

부가적으로 지급되고 있음.

   ∙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은 저임금노동자와 아동양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수당지원서비스가 혼재되고 부가적인 지불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함. 구인수당(Jobseeker’s Allowance)와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는 개별지원인데 비하여 다른 수당들은 가족지원형태로 지원됨.

51) 구직급여(Jobseeker’s Allowance)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함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의 비율

이 커짐으로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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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현재 보장제도하에서 한부모가족의 노동시간에 따른 공제혜택 수준

단위: %

공

제

수

준

%

주당 노동시간

자료: DWP, 2010:9

거주수당(Housing Benefit)을 받고 있는점, 500만 명에 달하는 실업급

여 수급자 중 140만 명이 9년이상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혜받고 있

는점, 그리고 약 160만 명이 노동연금부와 재무관세청(HM Revenue 

& Customs)으로부터 동시에 세제해택을 받고 있는 사실을 보고하

였다. 즉 지방정부가 자산조사를 통한 자체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하

기보다 연금부를 위시한 중앙정부 수당수혜자 자료를 의존하여 관

련제도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어 중복수혜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립적부는 중산층에 대한 주택급여, 아동급여

를 폐지하고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였다.

사회보장제도 수행기관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은 행정효율성

을 저하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230만 

명이 수혜관련사항을 문의하고자 고용연금부사무국을 접촉하였는

데 그중 140만 명은 해당부서를 잘못 이해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

로 드러났으며 이런 문제는 현재 제도가 고용센터플러스(Jobcentre 

주당 노동시간

공

제

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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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연금부서(The Pension), 재정관세청(HM Revenue & Customs), 

장애돌봄서비스부서(Disability and Carers Service), 지방정부 등으로 

파편화되어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로 인

해 적어도 5억 2천 파운드(1조원) 가량의 예산이 오용되고, 2.1억 파

운드(4천억원)가 부당한 세금공제로 사용되며, 3.1억 파운드(5천5백

억원)가 노동연금수당으로 잘못 집행되며 이로 인한 행정집행인력 

및 운용에 따른 비용도 3.5억 파운드(6천5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된다(DWP 2010:10, [그림 1-6-2]).

[그림 1-6-2] 수당 세금 공제지출 예산규모(1996/7~2014/15)

단위: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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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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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WP,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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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국에서 현재 노동가능 인구 중 1/4에 해당하는 인구가 무

직상태에 있으며, 아동양육가구중 약 20%가 빈곤계층에 속해 있음

에도, 노동인구수당과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에 투입되

는 비용은 1996/1997년 52억 파운드(약 9조)에 비하여 2009/10년 74

억파운드(13조)로 오히려 늘어남에 따라 효과가 없는 복지예산의 투

입보다 빈곤개선을 위한 공적투자와 비용지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목적하게 되었다(Browne & Paull 2010; DWP 

2010:10).

사회보장제도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자하

는데 목적이 있으나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볼 때 사회보장제

도가 오히려 빈곤층 개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복지의존을 고착화하

고 결국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는 반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정부는 빈곤계층으로 하여금 경쟁

사회의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역할을 하

게하고 자신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복지제

도 제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함께 영국에 몰아닥친 전반

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적자의 심화는 공공지출의 삭감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도 복지제도개혁의 

또다른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상과 같은 검토와 반성을 기초로 2011년 2월 16일 의회에 제출

된 동 개혁법안(Welfare Reform Bill 2011)은 사회보장수당과 세금

공제를 공정하게 하고 단순화시키고자 ①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②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 ③납세

자와 사회보장수당수혜자 모두 공정성을 유지하는 사회보장개혁입

법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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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법안의 가장 핵심적 내용 중 하나는 현재 노동인구를 위

한 장애자 생활보조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을 2013년부터 

개인독립비용(Personal Independence Payment)로 대치하는 것, 그리

고 현재 각종 수당제도와 세금공제시스템을 노동과 빈곤퇴치에 초

점을 맞춘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제도로 단순화 하는데 있다.

❘제2절❘ 주요 사회보장개혁 동향

1.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개혁동향

가.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의 특징

영국의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상쇄할 급진적 

변화로서 선택한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는 근로동기부여에 핵

심이 있고, 현행 소득보조(Income Support), 자산조사에 기초한 구직

급여(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소득관련 고용지원수당

(income-relat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주거수당

(Housing Benefit), 아동세금공제와 근로세액공제(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제도를 대치한다.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는 소득과 가족상황수준에 따라 근로를 시작할 때, 떠날 때 

차등 지급하여(실직 시 최소소득을, 근로 이행 시간이 많아질 때 더 

많이 지급하여 빈곤탈출을 돕는다) 현행 보장제도가 근로의욕을 저

하시키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를 목표한다([그림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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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3] 근로시간에 따른 개인 총소득 추이(25세 이상, 독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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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크레딧(Universal Credit)

현행제도

주당근로시간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은 현행 장애인생활급여, 소득보조, 구

직급여, 고용지원급여, 주거급여, 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를 통

합한 급여제도로서 자산조사에 따라 급여액을 책정하되 장애, 돌봄, 

주거, 아동의 추가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그림 1-6-4]). 통합급여

로 인하여 근로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6-4] 복지급여와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구성효과

소득이 증가하면 통합급여는 감소.

그러나 장애인생활급여와 같은 급여는

영향을 받지 않음.

통합급여

장애인생활급여(Disability Living Allowence)

소득보조(Income support)

구직급여(Jobseeker's Allowence)

고용․지원급여(Employment and Support Allowence)

주거급여(Housing Benefit)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이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자료: 권병희, 2011:66 재인용

가구소득(Household 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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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일할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

나 의무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단기간 중단하고, 지속

적인 불이행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권병희 2011: 68).

나.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의 관리

종래 사회보장제도는 재정관세부(HM Revenue and Customs)52)와 

노동연금부(DWP,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53)에 의하여 각

각 분리 관리된 반면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는 노동연금부(DWP,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단일급여를 

총괄하는 단일부서체제는 수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실수와 오용

을 줄이며 각종 행정소관사항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급여체계가 매년평가주기를 가지고 가족합산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

우나 통합급여는 축척된 가족소득상황을 기초로 매월지급주기와 평

가주기를 가치게 됨으로 다양한 복지급여 오용사례를 방지하고 엄

밀성, 행정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의 급여규모

통합급여제도하에서 가족은 개별급여와 장애, 주거상황, 아동양육

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급여가 주어질 수 있다. 개별급

여는 독신가정보다는 부부가족에게 더 많이 지급되며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총 근로소득에 대한 복지급여 및 세액공제감소비율을 

65%로 단일하게 설정하고, 비근로소득에대하여는 100%로 설정하

였다. 그러나 세액공제감소비율은 개인적 상황에 따라 무시될 수 있다. 

52) 세금공제관련 급여 주무부서

53) 자산조사 관련 급여 주무부서



157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예를들어 두자녀를 둔 비장애가구가 지방정부로부터 80파운드의 임대

보조를 받는다면 최대 통합급여는 313.30파운드가 된다(<표 1-6-1>). 

<표 1-6-1> 통합급여 최대수혜액 예시

최대 보편급여 수혜 = 개인급여 + 아동수당 + 장애수당 + 주거수당이 될 것이다. 만약 두 자녀를 양육

하는 비장애인 4인가족의 경우 최대 보편급여는:

    2인 주당 성인급여 = 113.40파운드(약 20만원)

2인 주당 아동추가급여 = 119.90파운드(약 22만원)

주당 주거급여=80파운드 (약 14만원)

주당 최대 통합급여는 113.40+119.90+80=313.30파운드(약 56만원)

자료: Brewer, Browne, & Jin, 2011:20

라. 현행 사회보장시스템과 통합급여제도의 비교

예를 들어 25세 이상 자녀가 없고, 비장애인 독신성인이 주당 30

시간54)이하 일하며 시간당 6.5파운드(약 만 천4백원)를 받되 비근로

소득이 없으며 매주 60파운드(약 10만원)의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현행 보장제도보다 통합급여제도에서 낮은 세액공제비율로 인하여 

보다 유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주당 30~39시간 일한다면 현

행제도하에서 더 유복할 것이나 39시간 이상 일한다면 개혁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현행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일주일에 2시

간~30시간 일하는 경우 높은 세액비율로 인하여 근로참여 동기가 

약화되는 반면, 통합급여(Universal Credit)하에서는 낮은 근로참여 

세액비율로 인해 저소득층 개인에게 근로참여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림 1-6-5]). 두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도 

주당 30시간 일하는 경우 근로유인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6-6]).

54)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수혜 기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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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5] 현행사회보장제도와 통합급여제도의 근로유인 효과비교: 

독신성인의 예

단위: %

노

동

참

여

세

액

비

율

주당근로시간

현행제도 근로참여세액비율(particiation tax rate) 통합급여 근로참여세액비율(particiation tax rate)

자료: Brewer, Browne, & Jin, 2011:26

[그림 1-6-6] 현행사회보장제도와 통합급여제도의 근로유인 효과비교: 

두자녀 한부모가정의 예

단위: %

노

동

참

여

세

액

비

율

주당근로시간

현행제도근로참여세액비율(particiation tax rate) 통합급여 근로참여세액비율(particiation tax rate)

자료: Brewer, Browne, & Jin,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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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회보장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평가

 1) 빈곤계층의 경제적 상태 개선: Brewer, Browne, & Jin(2011)

의 평가에 따르면 사회보장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는 250

만 근로가족의 생활을 개선하지만(평균 7.8%) 나머지 140만 

근로가족은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데 특히 최빈곤계층 그룹

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평균 6.7%, 

[그림 1-6-7]).

[그림 1-6-7] 통합급여 도입후 소득 증가 및 감소 유형

단위: %

노

동

참

여

세

액

비

율

자료: Brewer, Browne, & Jin, 2011:38

통합급여 도입 후 근로하는 유자녀부부, 한부모가족의 소득은 대

폭 증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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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8] 통합급여 도입 후 가족유형에 따른 소득 증․감소 비교

단위: %

평

균 

수

혜

/

감

소

비

율

자료: Brewer, Browne, & Jin, 2011:40

[그림 1-6-9] 통합급여 도입 후 독신, 한부모가족의 소득 증․감소 비교

단위: %

평

균 

수

혜

/

감

소

비

율

자료: Brewer, Browne, & Jin,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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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급여 도입 후 독신자 중에서는 여성독신이, 한부모가족 중에

서는 부한부모가족에게 긍정적 소득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1-6-9]).

2) 근로유인효과

개혁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제도으로서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의 주요 목적중 하나는 근로유인효과에 있었다. 근로유인효과 여부

는 근로세액공제(participation tax rate, PTR)로 평가될 수 있는데 통

합급여는 최빈그룹에게 근로유인 동기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제도하에서 근로세액공제 비율

보다 통합급여 이후 근로참여로 인한 근로세액공제비율이 높아져 

세금절감으로 인한 총소득 증가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그

림 1-6-10]).

[그림 1-6-10] 통합급여 도입 전후 총세액공제 변화
단위: %

총

세

액

공

제

비

율

자료: Brewer, Browne, & Jin, 2011:52

통합급여 소개 후 근로참여에 의해 소득이 많아질수록 총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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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에 따라 자녀있는 한부모와 자녀있는 독신

성인의 근로유인 효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6-11] 통합급여 도입 전후 독신성인가족의 자녀 유무에 따른 총세액

공제변화 

단위: %

총

세

액

공

제

비

율

연소득

통합급여소개전 자녀없는 한부모가족 통합급여소개 후 자녀있는 한부모

통합급여소개전 자녀없는 독신성인 통합급여소개 후 자녀있는 독신성인

자료: Brewer, Browne, & Jin, 2011:52

그러나 이와 같은 최빈그룹에 대한 근로유인효과와 소득증대 효

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높은 실직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예상되는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효과는 미지수일 것이다. 

2. 장애수당(Disability Benefit), 돌봄수당(Carer’s Benefit) 

개혁동향

영국정부는 현재 자기기여성 사회보험과 자산조사무상급여 두 가

지로 나뉘어져 있는 장애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되 장애인 중 중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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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최대장애급여를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증 장애인에게는 근로계획에 참여할 때만 급여를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근로계획에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만약 해당 수급자가 근로참

여계획에 따라 근로참여에 따른 성과가 없을 경우 급여를 줄이는 

것이는 형태로 운용된다.

나아가 영국정부는 장애정도와 근로능력실사를 위하여 병원정밀

검사와 근로능력제한설문(Limited capability for work questionnaire 

ESA50)을 도입하여 엄밀한 근로능력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를 계획

하고 있다.

중증장애 혹은 중증질환으로 판정될 경우 급여전액을 수혜받을 

수 있고 근로활동의무는 면제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증 장애인

의 경우 지원허가근로(Supported Permitted Work)를 지방정부의 감

독하에 이행하게 된다.

나이가 16세 이상으로서(주당 21시간 전일제 교육을 받거나 소득

이 주당 100파운드를 넘을 경우 제외) 가족내 중증장애인이 있어 돌

봄을 필요로하는 경우 돌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돌봄급여는 가

족내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에 대한 급여성이므로 다른급여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며 총소득에 대한 세금공제시 소득에 포함된다.

3. 한부모가족급여(Lone Parent Benefit) 개혁동향

한부모가족 급여를 아동이 7세에 도달할 때 구직급여(Job Seeker’s 

Allowance unemployment benefits)로 전환하여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직활동을 돕는 서비스와 교육훈련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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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7세가 되면 소득보조는 중단되고 수급 지

위는 구직급여(Job Seeker’s Allowance unemployment benefits)로 전

환되어 구직관련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 부양아동이 중증장애인거

나 이로인해 돌봄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그 밖의 자녀가 7세 아동

이 있을 경우에는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된다(Netmums 

2012).

이 제도하에서 한부모 가족은 전일제 근로를 할 수 없으나 최소 

16시간 근로할 수 있고, 전일제 일자리를 찾는 즉시 급여는 중단된

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급여는 일할 수 있는 한부모의 근로를 촉진

하기 위한 형태로 변화되며 수급자는 자녀가 7세가 되기 전 근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기대한다.

한부모가족급여를 논의할 때 한부모 가족이 실제로 근로하기를 

원하느냐 원하는데도 여건이 되지 않아 근로에 참여할 수 없느냐의 

문제와 일자리로 부모를 내몰 때 발생하는 양육의 책임을 부모가 

아닌 보육시설에 강제로 의존하게 하는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

다. 전자는 복지개혁안에 근로기반제도를 입법화하려는데는 수급자

의 복지의존성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어 국가가 복지수급자

에 대하여 복지수급의존자라는 불명예를 지우고 있는 것이 되고, 친

부모의 양육에 의한 긍정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근로촉진을 위해 

친부모가 아닌 기관양육을 장려하고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영국정부는 복지급여 수급자를 강제로 일터로 내모는 정책보

다 복지급여 수급자의 인권과 양육권을 인정하면서 자기개발과 양

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판

단된다.



165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4. 지방주거급여(Local Housing Allowance) 개혁동향

복지개혁의 내용 중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지방주거급여55)는 

과거 임대담당관에 의한 개별실사에 따라 수급자격과 수급액이 결

정되던 것을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기준

에 따라 수급자격과 수급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지방주거급여 수준은 매달 말 공시되며 가족 수, 성인동거인, 

10~15세 아동동거여부, 10세 이하 아동 동거여부, 재임대여부, 24시

간 돌돔대상 장애인 부양여부, 지역(방수와 주거형태, 지역 실질 부

동산 임대료를 반영함)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진다(LHADirect 2012). 

주거급여 수준을 공시할 때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지역 실질 부동

산 임대료를 반영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나 해당 부동산 실내 인테

리어 수준에 따라서도 임대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임대료

공시 산정시 그런 내용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연금(Pension) 개혁동향

연정정부하에서도 지속되는 높은 수준의 사적연금 지출, 수명증

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노령인구의 공적부조 증가에 따라 복지분

야에서 공공지출이 가장 많은 연금부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할 수밖

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근로기간 동안 전

혀 저축을 하지 않거나 노후를 위한 자금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은퇴이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추가적 문제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영국 연정정부는 과거 

55) 빈곤계층으로서 민간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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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동당의 개혁원칙이었던 다섯 가지 원칙 즉 ‘개인 책임증진

(promote personal responsibility)’, ‘공정화(be fair)’, ‘단순화(be sim-

ple)’, ‘지속적제공가능성(be affordable)’, ‘유지가능성(be sustainable)’

을 계승하여 연금수급 연령을 높이고, 근로기반 연금개혁을 시도하

고 있다(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11). 이미 2010년 6월

부터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수급연령을 종전 60세에서 65세로, 

겨울연료급여(Winter Fuel Payment)도 60세에서 65세로 그리고 소득

보조급여(Income Support)도 60세~65세 사이 수급자는 더 이상 수급

을 받지 못하게 된다(근로불가능급여/Incapacity Benefit, 구직급여

/Jobseeker’s Allowance, 고용지원급여/ESA/Employment Support 

Allowance도 마찬가지로 수혜연령이 높아진다,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10).

정부가 2012년부터 시도하는 연금개혁은 영국내에서 22세 이상 

최저임금이상 제공하는 모든 직장인(eligible jobholders)은 자동 가

입56)되며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5%57), 사주가 근로자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하는 근로기반연금제도(Work-based pen-

sion scheme)로 이루어진다(The Pensions Regulator, 2012).

이와 같은 연금개혁방향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영국정부의 공공

재정 적자폭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과연 은퇴이후 받는 

연금수혜액이 은퇴이후의 삶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기반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근로기

반연금개혁안에 따르면 사주와 근로자는 연금불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처럼 최선을 다해 불입한 연금액이 향후 노후생활

56)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57) 본인이 원할 경우 더 많은 %를 불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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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면,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그 책임은 

단순히 연금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가 질 수 없는 문제로 보인

다.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의 증가는 지속될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되

어온 재정부족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만약 노령화와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가지 않아 연

금수혜연령을 늘이는 단편적인 방법을 사용하려한다면 국민의 동의

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지가 발

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와 사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엄밀한 예

측과 기여방안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장애인 및 노인 사회서비스 개혁동향

1970년대 국가재정 악화로 인하여 1980년대부터 사회서비스 부

분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공공부조 수급자가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중앙정부사회보장예산을 이용해 가능하도록 하자 점차로 국가주

도에서 민간주도로 역할전환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과

도한 사회보장예산이 민간요양시설로 유입되자 지방정부로 하여금 

직접 사회서비스 공급자역할을 하고 동시에 사회서비스에 필요한 서

비스 욕구조사와 계획 그리고 공급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

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국가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돌봄범(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이 제정되어 지방정부

의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의 매개자역할을 명시하였다. 이리하여 

1990년대에 사회서비스의 의무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가 시행되고 국가, 지방정부, 민간서비스공급자 간 

협력과 상호책임을 강조하는 협약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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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동당정부 이후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방향은 

단순히 사회서비스의 공급역할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노인이 사회서

비스의 도움으로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아가 

자립을 목적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강조해오고 있다(김보

영 2009).

2010년 연정정부가 설립된 이후에도 이런 정책기조를 계승하여 

보편적․예방적 서비스를 기초로 하고 위기집단에 대한 추가적 개

입과 지원이 최근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조로 역할을 하고 있다(DoH 

2010).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95%가 후천적임을 고려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여 건강․레져생활․

안전 등 예방적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기집

단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을 통한 독립적인 생활 가

능을 목표로 엄밀한 사정, 통합사정, 서비스계획과 개입, 재조정, 서

비스종료에 이르는 전문적인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의 

도입과 실행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정부는 장애인과 노인 등 장기돌봄 욕구대상자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민간서비

스제공자로 다변화하고 지방정부는 서비스 구매자자로서 비용통제 

및 서비스 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자립생활을 목표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제공자로서 민간자율경쟁체제를 도입, 자율경쟁에 의

한 서비스 질 제고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서비

스 이용자는 자신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예산 상황과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향상하려 

하고 있다. 한편 영국정부는 2003년 보건․사회적돌봄․지역사회 

보건 표준법(Health and social care community health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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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2003)을 제정하여 모든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질 담보를 위한 독

립적인 감독기구 ‘사회적돌봄감독위원회(Commission Social Care 

Inspection)을 설치, 국가표준인증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

를 정하고 민간사회서비스 시장의 질 제고를 도모해오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장애인,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책

임을 강조하고, 자유경쟁에 의한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활성화 및 서

비스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하

는 형태로 서비스개혁방향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

나라도 최근 사회서비스의 민간시장 개방과 확대를 표방하고 있으

나 사회서비스의 질의 개선과 향상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말부터 사회서비스 품질관

리를 위한 평가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서비스질이 매우 다양함으로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이 시도해오고 개선하려는 사회서비스 개혁방향과 서비스 질 

평가인증정책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질 제고와 시장확대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7. 아동양육서비스 개혁동향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신노동당 정부는 아동가족분야 정책과 

관련하여 빈곤아동의 보건 및 교육, 양육환경이 위기에 있다는 사실

을 인지하여 빈곤가족지원, 복지에서 근로/아동양육 가족친화적 고

용환경, Sure Start 프로그램 투자, 첫출산 부모지원, 보모교육투자, 

가족유지/이혼과정에서 아동복지증진, 가정폭력/미등교문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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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청소년범죄해소에 정책주안점을 두어왔다. 이런 분위기는 보편

양육 및 지원 서비스와 위기가정과 아동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목

적하는 서비스개혁을 가져와 아동양육과 양육훈련지원, 가정방문 

및 보건서비스에 서비스 역량을 제공하는 지방의 Sure Start 프로그

램(Sure Start Local Programmes, SSLPs)의 적극적 신설과 지원이 이

행되었다(Belsky et al 2007). 향후 기존 영유아 보육시설인 지역의 

조기양육촉진센터(Early Excellence Centres, EECs) 와 이웃 보육시

설(Neighbourhood Nurseries, NN)을 Sure Start 아동센터로 전환하여 

빈곤계층과 일반가정을 위한 양육 및 가족지원, 그리고 보건서비스

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개혁이 진전될 것이다(Churchill 2011). 

Sure Start 아동센터는 주 5일 하루 10시간, 연 48주 양육 및 보호 서

비스를 확대하여 고용센터플러스(JobCentre Plus)와 성인교육제공기

관과 연계, 근로중인 부모지원 및 양육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두 번째 아동양육관련 서비스개혁은 아동욕구에 대한 조기판별서

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아동욕구 조기판별

서비스는 사회적 돌봄 아동(Children in the Looked After Care, 

LAC)에 대한 서비스 계획에 적용되었고, 2003년 이후 Every Child 

Matter 정책소개와 함께 0~19세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안전, 건강, 놀

이와 성취, 사회참여를 목표로 지역아동보호서비스를 모두 연계하

여 위기아동의 조기개입 및 아동보호 서비스에 주력해오고 있고 

2005년 이후에는 장애아동과 아동정신건강 문제 개선에 보다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즉 아동장애, 정신건강과 관련된 아동문제행동, 위

기행동을 조기에 판별할 수 있도록 아동의 정보를 수집, 사정하여 

문제상황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문제개선과 개입을 위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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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계획을 이행하는 사례관리서비스가 일반화되도록 한 것이다

(Statham & Smith 2010). 그러나 아동관련 정보수집이 개인사생활 

침해 소지 등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사례관리서비스는 위기아동과 

사회적돌봄대상 아동에 한정하고 2010년 이후 서비스개혁은 아동에 

대한 보편지원과 서비스, 사회서비스 요구가 더 필요한 아동을 위한 

추가적 지원에 맞추어지고 있다(Allan 2011).

그러나 2010년 말 보수자유민주당 연정정부는 경제후퇴와 예산절

감을 이유로 아동초점 가족친화적 정부기조는 계속하되 임신보건보

조금(Health in Pregnancy Grant), Sure Start 모성보조금(the Sure 

Start Maternity Grant), 아동출연기금(Child Trust Funds), 교육유지급

여(Educational Maintenance Allowance), 그리고 아동수당(Child 

Benefit for higher earning families)예산을 감축한바 있다. 따라서 아

동관련 서비스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Sure Start 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mes, SSLPs)을 중심

으로 한 지역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는 매우 이상적이나 기

관 간 장벽, 기관의 고유환경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유기적 연계

는 어떤 조직에서도 쉽지 않은 것이므로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

하여 아동의 복지를 극대화하고 빈곤계층의 근로시장 진입을 효과

적으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해 내는 것이 과제로 대

두된다. 아동가족관련 예산감축은 아동관련서비스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므로 타 예산을 줄이더라도 아동관련 예산의 통제를 최소화하

는 것이 아동과 가족의 삶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여겨진다.

한편, 위기 및 사회적 돌봄아동을 돕기위한 전문화된 사례관리 서

비스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는 매우 선진화된 프로그램

으로 이해된다. 특히 보편서비스를 확대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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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빈곤계층아동을 위시한 사회적 돌

봄아동(시설아동)을 위한 추가적 지원은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필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시설아동은 최빈가족의 양육에 

필요한 정도의 최소 지원을 받고 있어 진학과 사회진출에 있어 매

우 불만족스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사회적 돌봄아동

을 위한 추가적 지원과 사례관리적 전문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도입

되어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아동의 삶과 질이 개선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최근 사회보장개혁은 1997년 

토니블레어내각시절부터 강조되어온 복지의존의 탈피와 복지급여

에 대한 개인적책임강조와 근로복귀를 강화하고 파편화된 복지시스

템의 통일을 통한 부정수급의 방지, 그리고 전반적인 복지예산 감축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미 2010년에 Child Trust Funds를 동결

하여 빈곤층의 아동교육관련 저축지원 사업 신규편입을 제한하고, 

2011년부터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임신

보조금(Health in Pregnancy Grant)를 즉시폐지하며, 생활불능급여

(Incapacity Benefit)는 전수혜자를 대상으로 수혜대상 가능여부를 재조

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지원급여(Employment Support Allowance) 

수혜자들도 판정시스템을 엄밀하게 하여 재조사하도록 하였고 고소

득자에 대한 아동세제급여도 철폐하였고, 국민연금 기여분의 인상, 

한부모소득지원사업의 근로연계 등의 추가적 복지개혁조치를 단행

하였다. 2012년부터 근로지원급여제한, 중애주거수당 수급자 중 일

부대상 수급중단, 장기구직급여 기간제한, 장애주거수당 수급자 전

면 재조사를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이후 총액복

지급여 제한, 통합급여 실시, 연금수급 연령 상향조정 등의 초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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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악화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긴축예산 정책 필

요와 복지의존자들의 근로복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진행되는 복지개혁 상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정책

기조속에 자신이 처한 환경에 불가항력적인 빈곤아동, 장애인, 장기

요양 요구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은 그들의 인권과 향후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참여와 존엄한 생활이 가능한 차원에서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빈곤아동의 경우 과거 복지 및 교육지원으로 

인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수 있었는데 과도한 지원축소속에서 그

런 가능성이 줄어든다면 최선의 발달을 담보해야할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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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제1절❘ 서론

실업의 이슈가 영국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상당한 역

사를 가지고 있으며, 실업의 이슈는 1834년 신구빈법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곤의 이슈와 지속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전통

은 20세기 근대적 복지국가가 탄생하면서도 나타나고 있는 영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도 ‘소득보장(income security)’보다는 ‘기초보

장(basic security)’이 더욱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되었고, 이는 소득

비례사회보험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비스마르크적(Bismarckian) 사회

모델보다는 정액형 기초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베버리지안적(Beveridg- 

ean) 사회모델에 더욱 가깝다(최영준 2011). 국민보험 내에 기반한 

실업급여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며, 20세기 중반부

터 영국의 대표적인 고용정책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정책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급속한 변화를 

맞고 있다. 영국의 사회정책 전반이 최근 상당한 변화를 겪어오고 

있지만, 그러한 변화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고용정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거시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수동적 복지(passive welfare)에서 적극적 복지(positiv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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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심이 전환되었고, 신노동당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준 ‘제3의

길(The third way)’에서는 고용을 중시하는 사회투자전략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Giddens 1998). 사회경제적인 맥락에서는 증가하는 

복지국가 비용과 일부 계층의 복지의존 현상 등이 발견되었으며, 이

를 위한 사회정책적 대안은 고용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고용에 대한 강조는 정책적 변화로 이어졌고, 다양한 사회보장 급

여의 개편과 함께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가 도입되었다. 신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 도입된 뉴딜(New Deal)정책이 대표적인 고용

정책이 되었으며, 다양한 급여와 세제혜택을 근로와 더욱 강하게 연

계시킴으로 인해서 고용과 복지의 간극을 좁히려 하였다. 또한, 보

육정책이나 슈어스타트(Sure Start) 등과 같은 가족지원정책을 확대

함으로서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효과와 동시에 부모들의 고용촉진을 

장려하였다. 2010년에 새로 들어선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는 이러

한 신노동당의 정책기조를 이어받아서 더욱 강력한 근로연계복지를 

실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특히, 2007~2008년 경제위기의 영향으

로 정부 재정적자가 GDP 10%가 넘어서면서 강한 긴축정책을 펴고 

있으며58), 고용을 통한 복지급여의 축소가 더욱 중요한 정책적 목

표가 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영국 고용보험과 고용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발전을 

살펴보고, 현재 고용보험과 고용정책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밝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고용관련제도들이 가

지고 있는 이슈와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마치게 될 것이다.    

58) http://www.guardian.co.uk/news/datablog/2010/oct/18/deficit-debt-government- borrowing-data 

(2월 1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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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의 발전과 변화

본 장에서는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발전과 변화에 대해서 큰 변화

가 관측된 1990년대 후반 신노동당 정부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

누어 살펴보게 될 것이다. 

1. 1990년대 후반 이전의 정책 발전59) 

현재 영국의 고용정책을 축약해주는 근로연계복지나 근로유인정

책(Make Work Pay)은 최근에 새롭게 고안된 것이라기보다는 역사

적 유산에서 발견이 된다. 영국 실업에 대한 대책과 고용정책의 뿌

리는 16세기 빈민구제에 관한 다양한 조치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1834년 신구빈법(New Poor Law)은 근대 이전에 존재했던 

빈곤대책 뿐 아니라 실업 및 고용에 대한 시각과 정책을 잘 보여주

고 있다(Sainsbury 1999). 특히, 20세기 초반까지도 지속되었던 신구

빈법의 핵심적 특징은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ligi-

bility)이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신

구빈법 대상 작업장의 환경이 더욱 열악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업과 빈곤은 개인책임에서 비롯되며, 문제해결도 가능

한 시장에서 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19세기에 이르러 일부 우애조합이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자발적

인 실업보험이 시도가 되기는 하였으나 독일의 사회보험 형식은 도

입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실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세

59) 이 부분에서 별도의 인용이 없는 곳은 Jones(2004)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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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시도되는데 두 가지 중요한 기반이 

되는 법이 입안된다. 하나는 1905년의 실업노동자법(Unemployed 

Workmen Act)을 통해서 지방정부를 통한 실업자 구제를 시도했던 

것이며, 다른 하나는 1909년 직업소개소법(Labour Exchange Act)을 

통해 구인 정보 등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려고 했던 시도이다. 수동

적인 보호와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결합된 출발이라고 평가할 수 있

다. 이후 국가에 의한 전면적인 실업보험은 1911년에 도입된 국민보

험법을 통해서였다. 국가, 고용주 그리고 피고용인의 기여가 각각 

2:3:4 비율로 이루어졌으며, 실업급여는 기여에 기반하여 노동자가 

실업에 처할 경우 1년간 최대 15주까지 주당 7실링(35펜스) 수준의 

급여가 보장되었다. 급여에 대한 행정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이루

어졌다. 하지만, 보편적인 실업급여라기 보다는 실업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부 소득 이하에 있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한적인 실업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20년도 실업자보험법이 도입되면서 포괄범위가 급속히 

확장되었으며,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실업보험은 더

욱 확장된다. 대공황과 함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실업에 대한 인식

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1932년에는 실업부조법(Unemployment 

Assistance Act)이 제정되면서 자산조사형 급여도 제공되기 시작한

다. 이러한 변화들은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

용하였으며, 1946년 국민보험법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인 틀로 거듭

난게 된다. 

베버리지는 실업(unemployment) 자체를 그가 제시한 5대 악(five 

giant evils)에 넣지는 않았지만, 결핍(want)과 게으름(idleness)을 초

래하는 원인으로 파악했다(Beveridge 1942). 결핍을 막기 위해서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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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는 실업급여가 ‘생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

하였으며, 자산조사보다는 기여에 의해서 주어지는 원칙을 선호하

였다. 소득비례보다는 정액갹출-정액급여를 선호하였고, 게으름을 

막기 위해서 직업소개나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영국 근대 복지국가의 근간이 된 1946년 국민보험에는 실업에 대한 

강제 사회보험이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

았으며, 소득비례급여가 아닌 정액급여 원칙이 도입되었다. 자산조

사를 통한 급여가 가능하였는데, 이는 충분한 기여가 이루어지지 않

았을 경우에 지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보험에 대한 기여로 각 사람이 주당 약 

20~25실링(당시 평균 노동자 임금의 약 5%)을 기여하게 하였으며, 

급여는 일 년에 180일로 제한하되 기여를 충분히 한 이들에 대해서

는 130일까지 추가로 급여 연장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1948년 급

여는 주당 28실링이었으며 기여에 의한 급여나 자산조사에 의한 급

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에 따라서 추가급여가 주어졌다. 실업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었으며, ‘합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실업

에 대해서는 6주간 급여가 보류되거나 특정한 경우에는 급여를 박

탈하기도 하였다. 행정은 국민보험부(Ministry of National Insurance)

에서 담당하였으며, 급여에 대한 행정업무는 직업소개소에서 계속 

담당하였다. 

이후부터 1997년 신노동당 정부 전까지는 기본 구조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1979년 대처의 보수당 정

부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의 확대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축소의 시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처 정부 이전의 핵심적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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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1966년 국민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① 실업급여 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로 증가하였으며, ② 실업급여에 소득연계 보충 급여가 

제공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1973년에는 국민보험 정액기여

의 원칙이 소득 상한선 내에 소득비례기여 원칙으로 부분적으로 변

화하였다. 또한, 1973년부터 고용서비스는 고용센터(jobcentre)에서 

전담하고 급여서비스는 여기에서 분리되었다. 연금제도 발전에서도 

발견되는 바와 같이 1960년대와 70년대 중반까지는 영국 경제의 활

황과 함께 사회보험이 베버리지형 정액기여-급여 방식의 기초보장

에서 소득비례형 소득보장 형식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었

다. 이런 주된 배경은 자산조사형 부조(assistance)에 의존하는 인구

들이 급증했었고, 이의 원인을 보험에 적용되는 인구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Alcock 1999). 하지만, 이러한 변화

들은 70년대 후반 경제위기와 대처정부의 시작과 함께 급속한 변화

를 겪게 된다. 

1979년에 들어선 대처정부는 경제위기의 배경과 자유주의적인 경

제관이 혼합되면서 실업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특히 실업이 1980년대

에 들어서 10%대로 접어들고 86년에는 11.8%까지 증가하면서 보수

당 정부는 더욱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김영순 1997). 1990년대 

중반 메이저정부가 집권할 때까지 실업급여는 다양한 개혁을 통해 

축소되게 된다. 다음은 이 시기에 일어난 주요 실업급여의 개혁내용

이다(더 자세한 사항은 Jones 2004 부록 1 참조). 

￭ 1980년: 실업급여에 대한 소득연계 추가급여가 폐지

￭ 1982년: 실업급여가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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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실업급여 중 아동양육수당 폐지 

￭ 1986년: 실업급여 지급정지 기간을 6주에서 13주로 연장(1988

년에는 16주로 추가 연장)

￭ 1988년: 실업보험 기여조건 강화 및 16~17세 급여신청자 실업

급여 수급자격 박탈 

￭ 1989년: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조 및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적극

적 구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주별로 제출하도록 함. 

￭ 1990년: 풀타임 학생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완전히 박탈. 

￭ 1996년: 실업급여가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으로 대

체됨. 구직자 수당 내에 기여기초형과 소득기초형으로 나누어

짐 .최대 수급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 실업급여에서 

피부양성인에 대한 추가급여를 폐지, 구직합의서 동의 조건 도

입, 소득기초형 구직자수당 수급자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시

간이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남. 

이러한 변화들에 따라서 실업급여 관대성은 상당히 축소되게 되

며, 반면에 근로연계복지가 보다 명확하게 그 특성을 나타나게 된

다. 특히 1970년대에 분리되었던 급여와 고용서비스가 1987년에 다

시 통합되게 된다. 급여에 있어서는 기여에 기초한 급여보다는 자산

조사에 기초한 급여가 더욱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실제로 

구직자 수당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분리되어 운영하던 실업보험급여

와 실업부조형식의 급여가 통일되어 운영되고, 실업보험기반급여가 

축소되면서 자산조사에 기초한 급여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 예상

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구직자 수당 신청시 부

부가 함께 신청하게 하는 등 기존의 남성부양자모델을 넘어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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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맞벌이 모델을 촉진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된다. 

2. 1997년 이후 정책발전 

1997년 신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에서는 보수당의 강한 

근로복지(workfare)의 정책방향이 바뀔 것이라 예상하였다. 실제로 

보수당이 구직자 수당 등을 도입할 때 노동당은 이에 반대한 바 있

다(Jones 2004).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블레어 정부는 이전의 정책

기조를 이어서 근로연계복지를 더욱 강하게 추진하였다. 노동당은 

이미 1987년과 1992년 선거에서 연속 패배하면서 전통적인 완전고

용(full employment)전략을 폐기했다. 1995년 향후 수상이 되는 고든 

브라운은 케인즈 경제학에 따른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반대하고 

조심스러운 재정운용(financial prudence)를 주장하게 된다. 이후 고용 

자체보다는 고용가능성(employability)나 고용기회(employment op-

portunity)를 더욱 중요한 노동당의 목표로 삼게 된다(Finn 2000). 신

노동당은 사회투자전략이라는 슬로건 하에 다양한 세제혜택과 무능

력 급여 등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었고, 뉴딜(New Deal)정책은 신노

동당 정부의 핵심적인 고용전략이 되었다. 

뉴딜은 초기 도입 당시 첫 번째 단계인 진입(gateway)를 거쳐 보

조금이 지급되는 직장이나 환경테스크 포스, 자원봉사 부문,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갖도록 설계되었다(문진영 1998). 인

구집단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한부모를 

위한 뉴딜이나 50세 이상 급여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노령자를 위한 

뉴딜(New Deal 50+),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뉴딜과 같은 자발적 프

로그램과 6개월 이상 실업상태가 지속되는 25세 이하 청년에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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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청년을 위한 뉴딜과 연령이 25~49세 사이 구직자 수당 수급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를 위한 뉴딜과 같이 강제적 성격

을 가진 뉴딜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인 구성을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

보면 뉴딜의 70% 정도가 청년뉴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중 15%가 

장기실업자를 위한 뉴딜로 사용되었다(Finn 2000). 

뉴딜정책은 2001년 근로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와 고용센터플러스(Jobcentre Plus)가 창설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

다. 2002년 4월 본격화된 고용센터플러스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

고 전국 800개 이상 설치가 되어 일자리 연결 및 구직 그리고 급여

지급 행정까지 총괄하게 되었다. 고용센터플러스 내에는 개별전문

상담사가 각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관리를 하며, 진입 시기 

동안 최대 6개월까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뉴

딜정책에 대한 성과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Finn(2009)에 따르

면 일부 연구에서 뉴딜이 수급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고용율은 높

였다는 연구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경제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

고 또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008년 10월부터는 기존의 뉴딜이 유연한 뉴딜(Flexible New Deal)

로 전환되었다. 유연한 뉴딜정책 하에서 모든 구직자 수당 신청자들

이 강한 구직활동 등의 조건들을 요구받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

로는 1단계(0~3개월)에 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2주에 1회씩 근로

세미나(Work First)에 참여하게 된다. 2단계는 신청자 일부에 한하여 

개별전문상담사의 구직 지도(3~6개월)가 있고, 3단계(6~12개월)에서

는 전 신청자들이 개별전문상담가의 지도 하에 재취업진입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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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다. 마지막으로 12개월부터 24일까지 유연 뉴딜을 통해서 계약

기반 공급업체가 유연하게 구직자의 필요를 맞추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유연뉴딜과 맞물린 중요한 개혁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준-민

영화(quasi-privatisation)이다. 보다 적극적인 구직을 돕기 위해서 직

업알선서비스를 민영화하였으며, 민간구직업체는 얼마나 많은 이들

에게 일자리를 알선했는지와 이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고용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게 하였다(프로그램 개시 

20%, 해당 구직자가 13주간 취업하면 50%, 26주간 고용지속될 경

우 30% 지급). 2008년 10월에는 이들 기관이 더 높은 보상을 위해

서 파업을 하기도 하였지만, 신노동당 정부는 계획대로 준민영화를 

추진하였고, 새로운 보수당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신노동당의 또 다른 중요한 고용정책은 장애인 혹은 무능력 급여

자들에 대한 활성화 전략이다. 물론 건강하고 젊은 청년들과 같이 

장애인이 고용을 요구받는 것은 아니지만, 급증하는 무능력 급여

(incapacity benefit) 수급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실제로 1979년 

7십만명에 지나지 않았던 무능력급여자 수는 1997년 말에 2.6백만

명으로 급증을 하였다(Daguerre 2010). 중요한 이슈는 과연 무능력 

급여 수급자들이 일을 할 수 없는가라는 데에 초점이 있었고, 어떻

게 하면 이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까가 정책적 관심

이었다. 이러한 의구심의 배경에는 1980년대 보수당 시절 급증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실업급여는 축소하였지만, 장애관련 급여

를 관대하게 하여 일부 근로가능자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켰

다는 주장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근로가능연령대에서 수급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들 중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Br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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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oyce 2010). 

결과적으로 신노동당은 2008년에 ‘근로로 가는 길(Pathways to 

work)’이라는 개혁을 통해서 기존의 무능력 급여를 고용지원수당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s)로 대체하고, 장기 근로 무능

력자와 일시적 무능력자를 구분하여 가능한 고용을 장려하고자 하

였다. 새로운 급여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들은 심한 장애가 있는 이

들을 제외하고는 근로인터뷰(work focused interview)를 받게 하였으

며, 이들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

였다. 이를 위해서 첫 13주 동안에는 수당의 급여수준을 구직자 수

당과 같게 하였고, 그 이후 건강수준에 따라서 급여를 높여 주었다. 

근로와 관련된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삭감할 수 있게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구직자 수당 수준으로 낮추게 하였다. 또한 

수급자들은 매 2년마다 근로능력을 측정받게 하였다. 기존에 무능

력 급여를 받았던 이들은 2014년까지 고용지원수당으로 전환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보수당 정부는 이 기한을 2012년으로 앞당겼다

(Daguerre 2010). 

또 다른 중요 고용정책 대상은 한부모이다. 영국에서는 약 23%의 

아이들이 한부모와 살고 있으며, 대체로 한부모들이 낮은 교육수준

과 저소득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Brewer and 

Joyce 2010). 신노동당 초기에는 한부모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대한 

고용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뉴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자발적이었

고, 아동의 나이가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일을 찾지 않아도 됐었다. 

반면에 세제혜택과 세제크레딧 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로 이들의 고

용을 촉진하려 하였고, 보육의 확대와 최저임금도입도 이들의 고용

을 장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2008년 개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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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모든 아이의 연령이 7세가 다 넘게 되면 일을 찾아야만 하도록 

하였고, 이 한부모는 소득보조(공공부조)가 아닌 고용지원수당이나 

구직자 수당에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2008~2009년 경제위기 이후 시기에는 증가하는 고용불안을 해소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고용정책을 시행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미래

직업기금(Future Jobs Fund)과 청년보장(Young Person's Guaratee)가 

있다. 미래직업기금은 12만명의 청년에게 새로운 직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또한 높은 실업지역에 거주하는 5만명의 장

기실업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청

년보장 프로그램은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5세 미만이고 6

개월 동안 실업이 되어있는 청년들에게 직업훈련이나 일의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고용정책들이 일부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평가 받

고 있지만, 경제위기 이후에 실업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10년 청년 실업이 18%, 그리고 전체 실업률이 8%에 

이르면서 노동당 정부는 더 강력한 근로연계복지를 실시하게 된다

(Daguerre 2010). 기존의 다양한 고용프로그램이 근로프로그램(Work 

Program)으로 통합되게 되고, 급여체계도 구직자 수당이나 다양한 

세제관련 급여를 보편적 급여(Universal benefit)이라는 새로운 제도

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장과 4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 고용정책과는 별도로 주목할 만한 변화는 1999년 

최저임금제도의 도입과 2011년 도입된 정년연령의 폐지이다. 최저

임금제도는 보수당과 재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 도입되었으며60), 이는 유럽연합의 정책의 영향이라



190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

는 해석도 존재한다. 정부는 고용주, 노동자, 학자 등으로 구성된 저

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설정하였으

며, 1999년에 시간당 3.6파운드 그리고 21세 미만은 3파운드의 최저

임금을 도입하였다(Low Pay Commission 2000).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1년 현재 시간당 6.08파운드가 최저임금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대상자도 <표 2-1-1>과 같이 세분화되었다. 최저소득은 

최저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성하는 방식(baskets)으로 이루어지며, 

매년 물가나 주거비용의 변화를 종합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표 2-1-1> 최저임금 변화 
단위: 파운드

성인근로자 

(22세 이상 성인)
18~21세 근로자 16~17세 견습생

2009년 10월 1일 ￡5.80 ￡4.83 ￡3.57 -

2008년 10월 1일 ￡5.73 ￡4.77 ￡3.53 -

2007년 10월 1일 ￡5.52 ￡4.60 ￡3.40 -

2006년 10월 1일 ￡5.35 ￡4.45 ￡3.30 -

2005년 10월 1일 ￡5.05 ￡4.25 ￡3.00 -

2004년 10월 1일 ￡4.85 ￡4.10 ￡3.00 -

2003년 10월 1일 ￡4.50 ￡3.80 - -

2002년 10월 1일 ￡4.20 ￡3.60 - -

2001년 10월 1일 ￡4.10 ￡3.50 - -

2000년 10월 1일 ￡3.70 ￡3.20 - -

1999년 10월 1일 ￡3.60 ￡3.00 - -

성인 근로자 

(21세 이상 성인) 
18~20세 근로자 16~17세 견습생

2011년 10월 1일 ￡6.08 ￡4.98 ￡3.68 ￡2.60

2010년 10월 1일 ￡5.93 ￡4.92 ￡3.64 ￡2.50

출처: http://www.lowpay.gov.uk/ 

60) http://news.bbc.co.uk/onthisday/hi/dates/stories/april/1/newsid_2465000/2465397.stm (2012

년 2월 2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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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서 5%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4.5% 물가

상승보다 높은 것으로서, 주거비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Hirsch 

2011). 2011년의 최저임금을 주 단위로 환산하면, 185파운드이며, 

일년에는 15,000파운드가 된다. 이는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빈곤선으

로 잡는 중위소득 60%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이다(Hirsch 2011). 

또한 정년제도 폐지를 통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강제 퇴직되

는 것을 막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

해서 더 많은 노인들이 고용을 통한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 국가는 

고령사회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최영준 2010).  

❘제3절❘고용보험61)

현재 영국고용보험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국민보험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1995년 구직자 수당으로 전환되었다. 구직자 수

당 내에는 기여를 기초로 하는 구직자 수당과 소득을 기초로 하는 

구직자 수당으로 나뉘어 진다. 이와 함께 소득을 기초로 하는 구직

자 수당의 경우 근로연계복지를 통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

였다. 다음 <표 2-1-2>는 현재 무직자와 관련된 복지급여에 대한 설

명이며, <표 2-1-3>은 국민보험에 대한 전체 기여금을 보여주고 있

다. 다만, 이 기여금은 실업만을 위한 것이 아닌 노령이나 질병 등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이하 

UC)가 도입될 예정인 2013년 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61) 본 장은 새로 도입될 보편 크레딧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었으며, 이 내용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2010)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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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영국의 무직자(Workless)계층에 대한 현금급여

구직자수당 (JSA)

JSA는 연금대상 연령 미만의 실직자 및 주당 최소 40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구직하는 능력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급여이다. 수급신청자는 주당근로

시간이 16시간 미만으로 전일제 일자리를 구직하여야 한다. 

JSA는 두 종류로 나뉜다. 기여기반(contribution based) JSA는 정률적 현금

급여로 직전 2년간 취업된 상태로서 국가보험에 충분히 금전적 기여를 한 

자에 대해 6개월 동한 지급된다. 25세 미만의 청년층에 대한 현금지급 및 

배우자 추가지급의 수준은 각기 상이하다. 소득기반(Income based) JSA는 

소득지원(Income Support) 신청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소득자산조사

를 충족하는 저소득 실업계층 및 부양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

소득지원 (IS)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의 16,000파운드 미만 소득자로서 기본적 필요 및 

저축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소득관련 현금급여이다. 

IS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수당을 비롯해 유자녀가족 및 장애인, 

부양인 특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이자지급 등 일부 

주택비용 부조도 포함되어 있다.

상해급여 (IB) 및 

고용지원수당 (ESA)

피고용인은 무력상태가 된 지 첫 28주 동안 최소한 ‘법정상병급여(Statutory 

Sick Pay)’ 수급권한을 보유한다. 2008년까지는 해당 기간이 지난 후 상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현재 IB는 신규 및 반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ESA로 대체되었으며, 신청자는 보다 엄격한 ‘근로능력평가’ 거쳐야 한다. 

‘지원계층’에 해당되는 중증 무력자를 제외한 대다수 ESA 신청자들은 개별

상담인(PA)과 함께 일련의 집중근로면담 (Work Focused Interview)에 의무

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등, 구직 준비를 위한 적정 단계를 밟아야 한다. 정부

는 2014년까지 ESA 또는 JSA 시스템 중 하나로 이전 편입되는 현 IB 신청자

에 대해 재심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기타급여

이 밖에도 임대료 및 지방세 보조, 장애인의 이동 및 보호 비용 보조, 비상지

급을 위한 ‘사회기금,’ 처방 및 치과치료비 지원, 육아 및 급식비 보조를 

위해 지급되는 기타 현금급여가 있다.

출처: Finn, 2009;39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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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국민보험료 분류체계와 징수비율(2009~2010년)

단위: 파운드, %

Class 소득 또는 이윤 보험료 비율 또는 정액

1군 (노동자)

주 110파운드 이하 0

주 110파운드~844 11%

주 844파운드 이상 1% 추가 

2군 (자영업자)

전체 주 2.4파운드 

이윤 연 5,075파운드 이하 0

연 5,715파운드~43,875파운드 8%

43,875파운드 이상 1% 추가 

3군 (임의 가입) 정액 12.05파운드

4군 (기업) 자영업자 소득분류별 보험료 비율과 동일

* 출처: 박형준, 2009;4 <표1>에서 재인용. 영국 HM Revenue and Customs, 

www.hmrc.gov.uk

[그림 2-1-1] 실업급여와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변화(1980~2007) 

단위: GDP 대비 지출 %

자료: OECD S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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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수당으로 대표되는 실업급여는 과거 영국복지국가에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지만, 대처정부 이후에 급격히 지출이 줄어들

고 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실업급여 자격조건을 매우 까

다롭게 하며, 실업급여 자체를 삭감하는 개혁이 원인이며, 둘째, 실

업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많이 줄어들면서 지출이 0.2%까지 줄어

들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실제로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

에 따르면 1998년에 구직자수당 수급자가 약 55,000명이었던 것이 

2007년이 되면 22,000명까지 줄어드는 것이 발견된다62). 신노동당

에 의해서 사회투자 및 근로연계복지가 강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출이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발견된다. 

2010년에 들어선 보수당(보수당-자민당 연합정부)정부는 높은 실

업률과 5만명의 노동가능층의 공공부조 수급 상황, 높은 청년실업

률, 높은 비경제활동 비율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UC를 도입하는 개혁을 실시한다고 2010년 11월에 발표하였으며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UC는 근로가능 수급자에게 근로

유인을 제공하고, 재정적 지원을 보다 단순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

원한다. 이 UC가 도입되면 기여에 기반한 구직자수당은 유지되지

만, 소득에 기초한 구직자수당과 고용지원수당은 여기에 통합된다. 

고용센터플러스가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수급

권이 발생한 초기에 구직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담당자는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이전 프로그램이 가지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2) 하지만, 2007년 이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급여수급자가 급증하며, 2010년 8월 기준

으로 58,000여명까지 증가하게 된다.

    http://www.dsdni.gov.uk/jobseekers_allowance(2012년 4월 2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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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현재의 시스템이 구체적인 요구를 가지는 대상자들을 지원

하고 있으나 그 결과 각각의 프로그램이 분절되면서 고유의 규칙과 

기준을 가지게 되었으며 부정적 유인과 처벌, 혼란, 행정비용을 유

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복잡성은 비효율성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복잡성은 자신들이 권리를 가지는 혜택을 수급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현재 영국 내에는 추가적인 급여와 수당 등을 

고려할 때 30개 이상의 급여와 수당이 존재하며, 이들은 분절되고, 

중복된 행정시스템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산조사에 기

반한 구직자 수당, 기여형 구직자 수당, 공공부조 형식의 소득지원, 

고용지원급여, 다양한 아동급여 및 세액공제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은 복지의존을 양산하는 인센티브 구조

를 가지고 있다. 근로연금부의 보고서는(2010) 복지의존이 영국 내

에 점차 더 심각해지며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평가하

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여형 구직자 수당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6

시간 미만인 경우데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늘어날 경우 

줄어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비율이 커서 결과적으로 수급자가 

일을 전혀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권병희 2011). 

UC 프로그램은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먼

저, UC는 통합된 근로가능 연령 공제 프로그램으로 기본수당과 함

께 아동, 장애, 주택 및 돌봄 수당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

를 하고 있는 대상자나 근로 중이지 않은 대상자 모두를 지원하며,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와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주택급여(Housing Benefit), 소득보조(Income Support), 구직자 수당

과 고용지원급여(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를 모두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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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현행급여체계와 UC의 구조 

가구소득(Household Earning)

소득이 증가하면 Universal Credit은 감소,

그러나 ‘장애인생활수당’ 같은 급여는 영

향을

받지 않음.

Universal 
Credit 

장애인생활수당
(Disability Living Allowence)

5)

소득보조
(Income support)

구직수당
(Jobseeker's Allowence)

고용․지원수당
(Employment and Support Allowence)

주거급여
(Housing Benefit)

근로세액공제
(Working tax credit)

이동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10.10). Impact Assessment for Universal Credit, pp.7, chart 1.

출처: 임완섭(2011)

한다. UC는 대상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서 정부로부터의 소

득보전액 감소분을 재정적 근로 인센티브를 향상을 통해 보전시키

며 대상자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를 통해 소득이 상승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그림 2-1-2] 참조). 

UC는 이전 프로그램에 비해 보다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기본 개인수당과 부가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수당은 UC

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기본적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 된

다. 이는 현재의 소득보조와 구직자 수당의 현재 구조를 반영하며 

고용지원급여에서 1인 가구와 2인가구를 다르게 사정했던 것을 반

영한다. 부가수당은 기존의 다양한 수당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

애, 보육, 주택, 아동과 같은 대상자의 구체적인 요구(needs)에 부합

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또한 기존 제도에서 최대 근로가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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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제한을 가했던 것을 철회하여,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

화시킨다. 즉, 주간 노동시간이 별도로 상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

자는 보다 많은 근로시간을 통해 보다 높은 소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혜택을 감소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게 설계되었다. 

다음으로, 시스템을 통합을 통해 소득 증가로 인한 혜택의 감소에 

있어서도 통합된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각

각 고유의 지원감소 기준을 적용한 것에 비해서 근로유인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는 수준에서 공제율을 결정한다. 또한 이러한 감소

기준은 자녀 수 등 가구의 상황을 반영하여 적용된다. 예컨대, 자녀

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서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보다 많은 혜

택을 누리게 되며, 가구가 현재 주택관련 부채가 있는 경우 역시 감

안하여 적용한다. 근로소득이 늘어날 경우의 복지급여 및 세액공제 

감소 비율을 65%로 단일하게 설정하고,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의 공제율을 도입하여 급여 수급자들이 인센티브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다(자세한 UC 효과는 I. 6장 최근의 사회보장 제도 개혁 참조).

또한 UC는 빈곤이나 실업으로 인한 소득보전 형태의 지원제도에 

대한 수급권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합친 형태이다. 따

라서 이전 제도와 달리 대상자들은 하나의 지원제도에서 다른 지원

제도로 전환하는데 따른 위험 및 불확실성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UC는 전산상으로 계산되며 매달 월급을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정산

되게 된다. UC는 현재 시스템이 노동에 대한 부정적 유인을 창출했

다고 판단하고, 실업에 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높은 

보상을 받도록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분절적 행정체

계로 인해 대상자가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실제적 장애를 줄이고, 

실업에서 노동시장 참여로의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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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다섯째는 다소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서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서 

복지수급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는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총 이전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의 세후 중위소득(median after tax earnings for working households) 

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수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기존 소득보전 

제도는 다양한 지원제도로 인해 아동 수 등 부가적 요인에 따라 수

급가구의 총소득이 중위소득 가구의 소득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었

다. 이에 대해 소득지원제도의 통합을 통해 이를 중위소득 이하로 

책정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고소득으로 인해 높은 세금을 지

불하는 가구에 대한 보편적 아동수당(Child Benefit)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양한 급여나 세액공제의 비용을 측정 및 조절한다. 

정부로부터 지원된 고용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지원수당에 

대한 총 지원기간을 제한한다. UC는 수혜자와 고용지원을 지원하며 

고용과 관련된 조건이 혜택 수혜자에게 적용된다. UC는 두 단계에 

걸쳐 실행된다. 수급권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에 의해 

계산된다. 고용을 통해 임금을 획득한 수급자는 국세청을 통한 행정

을 통하여 UC 총지출액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급여의 분절성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보편성을 가진 

제도들을 선별적 제도로 바꾸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여섯째, UC 프로그램 하에서는 근로 가능한 대상자는 보다 높은 

근로유인이 제공되는 한편 근로를 기피할 경우 보다 강한 패널티가 

부과되게 된다. 반드시 구직활동 및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인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 ‘참여자의 노력(claimant commitment)’이라는 조건이 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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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분명히 제시되며, 이러한 요구조건은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구직자의 경우, 구직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전체가 

적용되며,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대상의 경우 구직활동 및 

직업활동을 준비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한부모 가구주나 주돌봄자 

같은 경우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유리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접촉활

동이 요구되며, 심각한 장애나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의 경우 아

무런 요구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절❘ 고용정책63)

근로프로그램(Work Programme, 이하 WP)은 2011년 영국에서 시

작된 새로운 성과관리형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으로 UC개혁과 함

께 연합정부의 복지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한다. WP는 실직

자들이 장기실직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민관협력 프

로그램으로서 이전의 뉴딜, 고용존(Employment Zone), 유연뉴딜 등

의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도입되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분절되

고, 과도하게 구체화된 정부의 개입, 적절한 근로유인 부재로 인해 

문제점이 지적되어왔었고, WP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

달체계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성과계약 방식을 도입함으로서 이전

의 프로그램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고안되었다. 

WP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강한 장기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기 위해 고안된 성과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있

63) 본 섹션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2011)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이 되었음. 

본 섹션에서 나오는 표와 그림의 출처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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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공급자는 자신이 획득한 성과에 기반하여 보상을 받으

며, 미리 지원금을 확정하지 않는다. 서비스 공급자는 소정의 착수

금(start fee)를 지원받으며, 이 착수금은 해마다 감소하여 3년 안에 

소멸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이전의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에 참가하

는 참여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원받는 형식으로 운영

되고 있었다. 반면, WP에서는 착수금만으로 사업이 유지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가 구직활동을 얼마만큼 안정

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가 받게 되는 보상의 정도

가 달라지게 된다. 이는 [그림 2-1-1]에서와 같이 서비스 공급자는 

대상자가 구직 후 3개월 혹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용성과금

(job outcome payment)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고용성과금을 

지급받은 후, 대상자의 구직 후 매 4주마다 고용유지지원금(sustainment 

payments)를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금은 최대 1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못했던 기간이 길

어서 취업장애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최대 18개

월 또는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Work Programme은 대상의 다양한 특징을 반영하여, 

장기실직의 위험에 처한 참가자와 장애인,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있

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참가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수급자이어

야 한다. 영국의 주요한 소득보전 프로그램은 구직자수당, 고용지원

급여, 소득지원, 무능력급여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들은 향후 UC

로 대체될 예정에 있다. WP는 이러한 소득보전 급여를 수급하고 있

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원받는 

수당에 대해 고용관련 활동의 참가를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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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Work Programme의 인센티브 구조

착

수

금

고

용

성

과

금

고용유지지원금

26주 52주

시작 고용 추가적 지원 시작

<표 2-1-4> Work Programme의 참여가능한 조건

수급권 참가자 그룹 참여가능 시점 방문

1

JSA

18~24세 9개월

필수 

2 25세 이상 12개월

3 노동시장에서 심각한 취업장애를 가진 그룹 3개월 필수/ 선택

4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Work related activity group의 일부 참가자 구직적합 시기 필수

5 기타 수시 선택

6

Income Support 

and incapacity 

benefits

모든 사람 수시 선택

셋째, 서비스 공급자는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높은 자율성과 재량

을 가진다. 공급자는 대상자가 구직 및 직업을 유지하게 돕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지역 내에서 조직할 수 있다. 공급자에 대한 제한

요건 및 규제는 최소화되며, 서비스 공급자들은 자기 재량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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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최적화 할 수 있다. 이전의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인 개입 과

정까지 자세한 규정을 만들어 지시되었던 반면, WP의 경우 프로그

램의 수행을 위해 보다 높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양한 대상자에게 한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WP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자신이 

받게 될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계약

서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상술해야 한다. 이러한 서

비스는 계약기간 동안 평가되며,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관리의 부분

으로 포함되게 된다. 고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강화된 고객의 문제제기(complaints) 과정이 도입된다. 만

약 공급자들이 참가자의 문제제기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참가자들

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제기를 사례검증관(Independent Case 

Examiner)에게 보고할 수 있다. 만약 해결되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서비스 공급자의 과실로 판명나면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넷째,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5

년간 계약이 체결된다. 확장된 기간 동안 관련 인프라와 자원을 형

성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개별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지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 후에도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장기적 관점

은 지역 내 핵심 공급자(prime provider)가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개별 공급자들은 

2016년 3월까지 5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며 서비스 종료를 위해 2

년까지 추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몇몇 WP 참가자들은 직업을 유

지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필요

로 한다. 프로그램의 장기적 관점은 구직 후 경험하게 되는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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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다는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며, 공급자

에게 인센티브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 

다섯째,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과 경쟁을 도입한

다. 계약영역은 최소한 두 개의 사업체가 참여하여 경쟁적 계약관계

가 형성되도록 하며 대도시 지역의 경우 세 개 이상의 사업체가 참

여해야 한다. 참가자는 무작위적으로 사업체에 편성되며, 각 사업체

는 동일한 수의 대상자가 배정되도록 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한다. 최초 계약 체결 후 2년부터, 매년 5%의 배정인원을 낮은 성과

를 내는 사업체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사업체로 이동시킨다. 이는 

성과가 높은 사업체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대상자들이 보다 높은 

성과를 내는 사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서비

스 공급자는 최소한의 성과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공급

자는 ‘비개입수준’에 비해 10% 이상 높일 것이 요구되며, 이를 만족

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WP의 행정체계는 재정적 그리고 조직적 역량 광범위하고, 장기

적이며, 성과기반 계약을 수행하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정

부 내의 유연성의 강화와 WP 계약에 있어 경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WP 위임 모델은 주 공급자, 지역 내의 전문

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근로연계복지 섹터와의 논의를 통해 the Merlin 

Standard를 개발하였다. The Merlin Standard는 2011년 가을에 본격

적으로 실시되었고, 모든 Prime 공급자들은 이 Standard에 준하여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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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론: 쟁점과 시사점

영국의 고용보험과 고용정책은 일부 시기를 제외하면 일정한 경

로를 가지고 발전하고 변화해왔다고 평가가 된다. 기본적으로 급여

의 차원에서는 소득비례의 보장을 제공하기 보다는 기초보장에 충

실한 형태로 20세기 초반부터 설계가 되어왔으며, 20세기 중후반부

터는 고용과 근로의 강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볼 수 있었

다. 하지만, 고용과 근로의 강조가 반드시 안정된 고용시장을 창출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존재한다. 지난 약 15년 동안 

신노동당 정부와 보수당 정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단행되고 있는 

다양한 고용관련정책들은 여전히 고용에 대한 해법 그리고 고용친

화적인 복지 해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장에서 초점을 두었던 보편적 크레딧 제도(UC)와 WP이 

얼마나 잘 정착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비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강한 근로를 추동하면서 자산이

나 소득조사에 기반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까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이 지난 시기 동안 보여주었던 고용에 

대한 강조에 비해서 적극적 노동시장에 소요되고 있는 재정은 매우 

미약하여 2003년 현재 GDP 대비 0.3%에 지나지 않고, 이 중 85%가 

직업알선에만 소요되고 있다64). 덴마크나 프랑스가 동 시기에 1.3%, 

0.9%를 지출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직업훈련이나 직접 일자리 창

출에 사용된 것을 볼 때 직업 알선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실업문제

와 고용 및 일자리 이슈에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

64)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2월 2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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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OECD 2012). 뉴딜의 긍정적인 측면이 제기되었지만, 장기적으

로 여전히 500만 명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 140만 명이 지난 10년간 

9년 동안 급여를 받았다든지, 빈곤문제가 여전하다는 등의 비판은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권병희 2011). WP에서도 여전히 직업

소개소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줄 인센티브에만 관심을 보

이고, 일자리 창출 자체나 구직하는 이들의 훈련이나 기술에는 관심

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다. 재정 확대를 최소화하는 일부 성과 이외에 어떤 성과들이 도출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기여에 기반한 구직자 수당의 역할이 줄고 소득에 

기초한 구직자 수당 및 UC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실업급여 정책이 될 수 있을지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

다. 비록 UC의 단순성으로 보다 쉽게 인센티브가 이해되게 만든 것

은 긍정적이지만, 미국의 TANF의 예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자산

조사 급여가 과연 복지의존의 덫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지는 앞

으로 살펴봐야 할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시장과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북구유럽 국가들을 볼 때 

영국의 과도한 민간의존적 그리고 시장의존적 고용정책보다는 국가

의 일정 역할 하에 인적자본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고

용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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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금제도

❘제1절❘ 서론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여타 서구 유럽국가들과 함께 20세기 초

반부터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독일형 사회보험을 핵심적 수단으로 

하는 대륙 유럽국가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성장하였다. 영

국은 종종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가 되곤 하지만, 자유주의 대표

국가로 언급되는 미국이 사회보험 연금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호주

나 뉴질랜드는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핵심으로 하고 있

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영국은 기초연금을 가지고 

있으나 기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득비례급여가 아닌 정액

형 기초연금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직

역연금(Occupational Pensions)이 20세기 전부터 꾸준히 발전해오며 

소득보장의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연금제도는 베버리지안(Beveridgean)의 특징을 가

지고 있는 동시에 자유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을 최저소득보장에 국한하며, 빈곤퇴치에 관심을 두는 

것은 베버리지안적인 아이디어의 반영이며, 최저소득보장 이외에 

영역에 민간이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것은 자유주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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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형성되어 왔으며, 경로의존적인 성격이 발견되고 있다(최영준 

2011). 

하지만, 영국 연금제도 역시 정적으로 존재해왔다기보다는 끊임

없이 변화해왔다. 1970년대까지 공적연금의 확대기에 이어, 1980년

대와 1990년대 보수당 정부에 의한 사적연금의 확장기 그리고 신노

동당 정부 이후에 공사연금 재편기까지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현재의 연금제도가 개혁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정

부에 의해서 또 다른 변화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영국의 

연금제도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영국의 연금제도의 발전과 역사를 소개하고 현재 정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쟁점은 무엇이 있는지

를 소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연금제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제2절❘ 연금제도의 발전과 변화65)

본 절에서는 영국 연금제도의 발전과 변화를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연금제도의 형성기로서 1970년대 노동

당 정부 시기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연금제도

의 축소기로서 보수당의 대처와 메이저 수상이 집권했던 1980년대

와 1990년대 중반까지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연금제도의 재편기는 

1997년에 시작된 블레어 수상의 신노동당 정부와 최근 2010년에 들

어선 카메론 수상의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까지를 포함한다. 

65) 본 장은 최영준(2011)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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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제도의 형성기 

영국 연금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연금제도의 형성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베버리지(Beveridge)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다. 실제로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내에 정액

방식의 기초연금제도가 확립된 것이 영국 공적연금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공적연

금을 넘어서 전체 공사연금제도의 혼합적 차원을 조망하게 되면, 국

민보험법 이전에 다양한 직역연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간과하게 될 경우 왜 영국이 다른 

대륙유럽 국가들과 같이 사회보험을 도입하지 않았는지 혹은 왜 기

초보장 방식이 더욱 선호되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영국의 공적연금의 시초는 1908년 노령연금법으로서, 빈곤한 70

세 이상의 노인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무기여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었다. 하지만, 직역연금의 기원은 17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20

세기 초에는 이미 공공/민간부문 사업장에서 상당부분 보편화 되어

있었다. 일본과 한국에서 보이는 퇴직금이나 직역연금과 같이 그 당

시 직역연금은 자선이라기보다는 사업에 중요한 한 부분으로 간주

되었으며, 사무직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소득비례형 연금 그리고 육

체 노동자는 정액형 직역연금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다(Blake 

2003a). 이러한 직역연금은 1921년의 재정법과 1927년의 ‘연금 및 

기타신탁기금에 관한 법(Superannuation and Other Trust Fund Act)’

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게 되고, 이후 더욱 급속히 발전했다. 

전후의 기초연금제도는 높은 급여 수준을 가진 포괄적 사회보장

제도라기보다는 개인의 저축이나 민간급여에 추가되는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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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이 짙었다. 베버리지는 국가가 최저선 보상 이상으로는 개인

이나 가족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everidge 1942). 또한, 1960년도 재무성

에 따르면 “사적연금의 성장은 장려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적 안정

을 가져온다. 더욱이, 장기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개인의 의존을 줄

이고 보편성이라는 값비싼 원칙으로부터 정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Whiteside 2003). 특히 이러한 전략은 영국 보수당

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민간부분이 국가부분을 대

체할 것이라는 것이 보수당의 정책이었다. 특이한 사항은 영국의 공

무원연금제도이다. 독일 등의 대륙 유럽국가들이 공무원만을 위한 

안정되고 관대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직역연금의 

한 부분으로 발전을 해 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66).

직역연금은 그 기금이 1950년대와 1960년대 영국경제 부흥과 증

권시장의 활황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직역

연금이 가지는 금융시장에서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정부는 직역연금

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1953년에 직역연금 가입자

는 더욱 증가하여 620만명에서 1963년에 1,120만명으로 급격히 증

가되었다(Government Actuary 1986). 이러한 직역연금 중요성의 증

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기초연금과 직역연금은 사회적 불평

66) 독일이나 일본 혹은 우리나라 등 신분제 공무원을 유지 및 발전시킨 나라와는 달리 

영국은 고용제 공무원 성격을 발전시킨 국가이다. 이의 성격에 맞게 영국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다른 국가에서 보여 지던 특혜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직역연

금의 한 종류로 발전되어왔다. 1834년 연금법(Superannuation Act)의 제정을 통하여 

공무원을 위한 연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에 1864년에는 해군, 1884년 

육군과 공군, 1918년 교사, 그리고 1921/25년은 경찰관/소방관, 또한 지방정부 공무

원 1937년 등 직역연금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었다 (권혁주, 박영원, 곽효경 

2005). 공무원들은 일반 민간 피고용인과 같이 기초연금에 가입을 하였으며, 이층체

제에서 공무원연금은 다른 직역연금과 같이 적용제외의 방식으로 선택되었고, 직역

연금에 해당하는 법적규제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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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일부 노인의 소득보장 문제를 노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노동당은 1957년부터 소득의 50%를 보존해주는 보편적인 국가소득

비례연금을 주요정책으로 채택하였고, 국가 역할의 확대 민간부분 

역할의 축소를 우려한 보수당 정부는 1958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

지 않고 민간시장에 충격이 적은 이층국가연금을 제안하게 된다. 당

시 집권당이었던 보수당은 이 제안에 ①국민보험의 재정건전성 확

보, ②직역연금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고용인들에 대한 급여 제

공, ③직역연금의 발달 촉진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두었다. 이는 재

분배와 사회보장에 초점을 둔 노동당의 안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Blake 2003a). 

결과적으로 그 당시 집권당인 보수당은 1959년에 국민보험법 개

정 때에 소득비례연금 안을 제정하고, 이를 1960년에 국가등급퇴직

연금제도(State Graduated Retirement Pension Schemes, SGRPS)로 개

정하였다. 이 제도는 소득을 삼등급으로 나누어 최하 및 최상등급은 

정액제로 그리고 중간등급만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소득의 8.5%를 

분담하여 기여하는 제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노동

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적연금제도가 대폭 강화되게 된다. 첫째, 

노동당 정부는 1974년의 국민보험법의 개정에 따라서 급여의 상승

을 물가나 임금 중 높은 쪽으로 연동하게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

로서 기초연금급여의 현실화를 가능케 하였다. 둘째, 1975년에는 사

회보장연금법을 도입함으로서 기존의 SGRPS를 국가소득비례이층

연금(SERPS)으로 대체하여서, 이를 1978년에 실시하게 되었다. 

SERPS는 기존의 등급제였던 반소득비례연금제에서 급여수준이 높

은 완전소득비례연금제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직역연금으로 

적용제외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SERPS에서 제공하는 최저수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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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준하는 보장최저연금(Guaranteed Minimum Pensions, GMP)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서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한 보장수준을 유지

시키게 하는 동시에 직역연금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켰다. 또

한, 직역연금이 없는 노동자에 대한 연금권을 실질화하였다. 

2. 연금제도의 축소기

1970년대 개혁을 통해서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은 실질화 되었으

며, SERPS를 통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층연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SERPS는 50년대부터 시작된 소득비례 연금개혁에 대

한 논의의 결정체로 도입이 되었으며, 이 제도로 인해서 50년대부터 

문제시 되어왔던 노인소득보장의 측면이 상당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Marschallek 2005). 하지만, SERPS는 약 30년의 연금개

혁 논의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197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와 보수당의 출현은 연금제도 논의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

운 장을 제공하게 된다. 74년부터 시작한 마이너스 성장률은 잠시 

2%를 넘어섰지만, 다시 80년을 전후로 악화가 되면서 사회전반에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실업율도 80년 6.9%에서 81년 10%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고실업율

은 90년대 중반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World Bank 2002). 1979년 

새롭게 등장한 대처의 보수당정권에게 이러한 고비용 연금구조는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새로운 연금개혁을 주창하는 보수당정부의 주 배경에는 연금제도

의 ‘재정안정성’ 이슈가 있었다.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SERPS가 완

전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급격한 연금지출이 시작될 것이고,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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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국가경제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었다(Forgarty 1980). 당시 

사회서비스 장관이었던 Norman Fowler는 이에 대하여 ‘우리가 만일 

당면한 이 문제(노령화와 관대한 SERPS에 따른 연금지출의 급증)를 

지금 다루지 않는다면, 후 세대들에게 원성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Bonoli 2000). 

이와 함께, 확정급여방식의 직역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동성

(portability)’에 대한 약점이 이슈가 되었다. 고용주의 측면에서 보

면, 확정급여방식의 직역연금은 그 특성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촉

진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되고 있었으며, 이는 곧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Araki 2000). 반면 피고용인 입장에

서 보면 장기가 아닌 단기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자주 일자리를 바

꾸는 사람들에게 현 직역연금은 좋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배경으로 1980년대부터 보수당정

부에 의해서 중요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 확정급여형 공적

연금인 SERPS와 확정급여형 직역연금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주

된 정책목표가 되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확정기여방식 연금의 도

입 및 확대라는 논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SERPS의 축소개혁에 관해

서는 위에서 언급된 사회경제적 배경 이외에 Blake(2003b: 339)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제도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

째, SERPS가 도입된 지가 몇 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

에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애착이 거의 없었다. 둘째, 

SERPS는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

려웠다는 점이다. SERPS와 직역연금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분명한 

점이 많았고, 어느 것이 더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이해하는 것도 쉽

지 않은 체제로 되어 있었다. 셋째, 대부분의 제도 개혁의 결과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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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20년 후로 명시함으로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더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중산층은 이미 직역연금

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이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SERPS의 혜

택대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 큰 저항이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음의 사항이 위에 언급한 압력에 대응한 보수당정부의 집권시

기인 1979년부터 1997년까지에 이루어진 주요한 연금개혁 사항이다. 

가. 1980년의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국가기초연금이 연동이 물가

로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임금에 연동할 때에 

비해서 매년 약 2%정도 낮게 연동될 것으로 예상됨.

나. 1995년 연금법에 따라서 국가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을 여성 60

세에서 65세로 2010년부터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도록 함, 

이로 인하여 매년 약 30억 파운드67)의 절약이 이루어질 것으

로 예상됨. 

다. SERPS의 급여가 다음의 개혁들을 통하여 삭감됨.

  1) 1986년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1999년부터 약 10년의 과도기

간을 거쳐서 연금급여 산식이 생애 최고 20년 소득기간 동

안의 25%에서 전 근로생애 중 20%로 전환됨.

  2) 1986년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가입자의 유족연금이 100%에

서 50%로 삭감됨. 

  3) 1995년 연금법에 따라서 소득구간을 재측정하는 요소를 매

년 약 2%씩 삭감함.

    ⇨ 이러한 개혁들을 통하여 SERPS 급여의 가치가 1970년대

67) 1파운드 약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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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서 약 2/3까지 삭감되었다고 평가됨.

라. 1986년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적용제외의 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적격개인연금(Appropriate Personal Pension, 이후 개

인연금)과 확정기여형 직역연금이 도입되었음. 이와 함께 

1987/88년부터 1992/93년까지의 개인연금의 가입자에게는 국

민보험기여율을 추가로 2% 삭감-소위 리베이트(Rebate)라고 함-

을 해줌68). 1995년 연금법에 따라서 연령에 비례하는 리베이

트로 전환됨. 

마. 1995년 재정법에 따라서 개인연금의 지급을 퇴직 때가 아닌 

추후로 늦추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1995년 연금법에 따라서 보장최저연금(GMP)을 폐지함으로서 

SERPS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는 직역연금에 대한 규제 및 절

차를 간소화함.

사. 1995년 연금법에 따라서 국가가 직역연금에 대해 제공했던 

인플레이션 연동에 관한 책임을 폐지함. 그 전까지는 직역연

금이 3% 연동에 대해서까지 책임이 있었고, 그 후는 국가의 

책임이었음. 이 후 직역연금은 5%까지 연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책임이 주어지지 않음.

아. 1995년 연금법에 따라서 직역연금규제 및 급여의 보호를 위한 

직역연금규제청(Occupational Pensions Regulatory Authority)

과 연금보상위원회(Pensions Compensation Board)가 신설됨.

자. 1986년의 법개정을 통하여 직역연금의 모든 가입자들은 자발

68) 개인연금을 진흥하기 위하여 추가로 주어진 2%의 국민보험료 삭감은 반드시 연금

기여로 사용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서 1988~93년까지는 피고용인에게 2%의 리베

이트(세제혜택을 합산시 약 2.67%), 고용주에게 3.8%의 리베이트, 그리고 특별 리베

이트 2%까지 총 소득의 7.8%(세제혜택 합산시 8.47%)의 리베이트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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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추가기여(Additional voluntary contributions, AVCs)를 할 

수 있게 제도화함. 또한, 1987년 법 개정을 통해서는 AVCs와

는 달리 완전한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추가기여제

도(Free-standing AVCs, FSAVCs)를 도입하였음. 

보수당 정부의 개혁은 기존의 SERPS를 사적연금으로 대체하는 

전면적 민영화는 아니었다. 비록 1980년대 초반 보수당의 급진적 개

혁안에는 SERPS의 폐지가 있었지만, 이러한 개혁안은 노동당과 노

동조합, 그리고 비영리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혔고, 심지어 보

수당 내부, 재무성, 그리고 고용주연합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Marchallek 2005). 이 배경에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민간금융시장이 반대를 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수당의 

계획은 좌절되게 되었다(Ditch 1999). 

3. 연금제도의 재편기 

위와 같은 보수당 정부가 실시한 일련의 연금개혁은 SERPS의 도

입으로 형성되었던 공사연금 파트너쉽 관계에 급진적 변화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층체계에 있어서 사적연금의 공적연금에 대한 우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던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은 상당수준 확보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한 예로 1990년에 펴낸 정부 추계보고서에 따르면 개

혁의 효과로 피고용인의 국민보험료율은 물가연동을 기본으로 했을 

경우, 1995년에 18.1%가, 2010년에 17.8%로, 2030년 18.4%로 정점

이 이르렀다가 다시 2050년은 오히려 14.1%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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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Government Actuary 1994:9). 또 다른 연금개혁의 압력으

로 작용하였던 직역연금의 이동성(portability) 문제 역시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상당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평가되어 진다. 

[그림 2-2-1] 보수당 정부 시기의 이층연금 가입자의 변화

단위: 천명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2006a) 

[그림 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혁 이전인 1980년대 중반까지

는 SERPS와 직역연금이 이층연금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혁 직후에 SERPS와 확정급여형 직역연금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개인연금의 가입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개인연

금은 시작과 동시에 약 3백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기록했고, 

1991/92년에 이르러는 4백만 명을 넘어서게 되면서 실질적인 민영

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또 다시 

흐름이 바뀌어 SERPS 가입자가 다시 증가하고, 개인연금이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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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형 직역연금의 가입자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사적연금의 확

대가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의 도입

과 관련된 법의 재정비는 사적연금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영국

사회에 던져준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직역연금에서 개인연금으로 옮

기는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

위 ‘잘못된 판매’ 이슈(mis-selling scandal)가 발생하게 되었다. Blake 

(2003b)에 따르면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약 50만 명이 직역연금에

서 개인연금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중 약 90% 정도가 개인연금 회

사의 잘못되거나 적절치 못한 ‘조언’을 통해서 개인연금으로 가입되

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예로 1989년에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1994년에 60세로 은퇴한 광부의 경우 개인연금에서 받은 액수는 일

시금 2,759파운드에 연금 734파운드를 받게 되었지만, 실제로 그가 

확정급여형 직역연금에 남아있었을 경우 5,125파운드의 일시금에 

1,791파운드의 연금을 받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영국사회의 

화두가 되면서 개인연금회사는 총 135억 파운드에 이르는 보상을 

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수수료 구조와 수수료 구조의 잦

은 변동69), 그리고 숨어있는 비용(charges) 등 개인연금은 많은 문제

점을 낳았으며(Blake 2000:235), 이는 개인연금이 과연 신뢰할 수 있

는 하나의 소득보장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심각

한 의문을 던져주게 되었다. 

이와 함께 두 가지 이슈가 더 제기되는데 첫째는 확정급여형 직

역연금의 기금에 관한 문제이다. 기금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이러한 

69) 실제로 개인연금회사의 수수료에 대한 규제적 장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시장

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했었다(Blake 2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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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오용 혹은 남용되는 경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 

다른 이슈는 노인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로서 보수당 개혁이 노인들 

사이의 불평등과 빈곤을 양산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

다(Pension Provision Group 1998). 결과적으로 새롭게 들어선 신노

동당 정부는 노인빈곤의 퇴치와 안정된 직역 및 개인연금 설립을 

목표로 개혁에 착수하게 된다. 다음이 신노동당에 의한 핵심적인 연

금개혁이다. 

가. 1999년 최저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을 도입하여 

자산조사를 통하여 빈곤선 이하의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최저

소득보장급여를 제공함. 최저소득보장급여는 임금에 따라 연

동함. 이는 2003년 연금크레딧법에 따라서 연금크레딧의 일부

인 보장크레딧(Guaranteed Credit)으로 전환되게 됨. 연금크레

딧은 보장크레딧과 함께 저축크레딧제도가 포함되었음.  

나. 2000년 아동지원, 연금 및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SERPS가 국

가이층연금(State Second Pension)으로 대체되게 됨. 이 제도

는 저소득층 이상에게는 적용제외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고 

최저소득층에게는 SERPS보다 더 이익을 주기 위해 고안됨.  

다. 1999년 복지개혁과 연금법에 따라서 스텍홀더연금이 도입됨.  

수수료의 구조를 기금 전체규모의 1%로 제약하며, 최소 20파

운드의 기여도 받아야 하며, 개인연금을 바꿀 경우 이전

(transfer)에 대해서 유연성을 증가시킴(일시적으로 기여를 하

지 않아도 5년 내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없음). 이는 직역연금규제청의 규제를 받으며, 기금투자에 대

해서는 2000년 새로 신설된 금융서비스청의 규제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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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04년 재정법을 통하여 연금체제에 따라서 8종류의 세제부

과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세법을 단순화함. 피고용인

의 사적연금에 대한 기여가 평생 150만 파운드를 넘지 않게 

될 경우 세제혜택을 받게 됨. 

마. 2004년 연금법에 따라서 직역연금규제청을 연금규제청(Pension 

Regulator)으로 전환하고, 규제의 역할을 명확하고 단순화함. 

연금규제청은 직역연금의 감독, 기금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 

직역연금가입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연금보호기금에서 받아

야 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감독활동 등을 맡게 됨. 

바. 2007년 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 기초연금의 기여연수를 

30년으로 단축하고, 피고용인에게 1인 1 이층연금제도를 도

입하기로 함.  

신노동당 연금개혁의 결과로 현재의 영국 연금제도는 [그림 

2-2-2]와 같은 3층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제도와 성과

에 대해서는 3절과 4절에서 상술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쟁점과 연

금제도의 개혁방향은 5절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림 2-2-2] 영국의 연금체계(2007년)

1층 체계 (국가, 강제) 2층 체계 (국가/민간, 강제) 3층 체계 (민간, 자발)

* 기초연금 

*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

   - 소득보조

   - 연금크레딧 (2004~)

     ⤷보장크레딧

     ⤷저축크레딧

* 국가부문

  - SERPS 

  - 국가이층연금 (2002~)

* 민간부문 (적용제외)

  - 기업연금 (FDC형 혹은 확정

급여형)

  - 개인연금

  - 스텍홀더연금

* 기업연금/개인연금/스텍홀더연금에 부

가적기여 (AVCs 혹은 FSAVCs)

* 다른 형태의 저축이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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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적연금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영국 공적연금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 국민보험

(National Insurance) 가입자들의 기여로 운영되며, 기여는 소득비례

이고 급여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부과방식(pay-as-you-go)

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제도에서는 완전 기초연금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남성 44년 여성 39년을 기여해야 하며, 급여는 여성 60세 

그리고 남성 65세에 지급되게 되어있었다. 남성 44년과 여성 39년

을 기여하지 못하였을 경우 급여는 완전 기초연금에서 기여하지 못

한 연수만큼 감액되었고, 반면에 연금수급은 5년 동안 늦춰질 수 있

으며 이러한 경우 늦춰진 매 5주당 1%씩 연금이 증가하였다. 하지

만, 1995년 개혁의 결과로 여성과 남성의 수급연령이 같아졌으며, 

2007년 개혁의 결과로 2010년 4월 이후에 퇴직하는 이들은 30년만 

기여하면 완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70). 수급연령의 

증가는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기여기간을 줄인 것은 자산

조사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자산조사 대상자가 증가한 것은 기초연금이 임금이 아닌 소득에 

의해서 연동되기 시작하면서 완전 기초연금조차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 큰 원인이다71). Pension Policy Institute(2006)에 따

르면 2011년 완전 기초연금 수준은 국민평균소득에 14% 수준이며, 

70) http://www.hmrc.gov.uk/ni/volcontr/toppingup.htm(2012년 2월 26일 접속) 

71) 2011~12년에 완전 기초연금이 약 102파운드이지만, 최저소득보장선이 137파운드로

서 약 35파운드(약 7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 (http://www.direct.gov.uk/en/ 

Pensionsandretirementplanning/StatePension/ DG_188551 2012년 2월 2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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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기준이 계속 될 경우 2036년에는 8%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

측되고 있다. 이층연금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자산조사에 의존하는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경

에는 약 70~80%의 노인이 자산조사에 의한 연금수급을 할 것이라

고 예측하고 있다(Pension Policy Institute 2005). 

현재 자산조사에 의한 소득보장의 핵심은 1999년에 도입된 최저

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제도에 기인한다. 1997년 전까

지는 연금급여가 최저생계를 위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소득보조나 

주거급여 혹은 지방세급여 등이 지원되었지만, 노인빈곤문제가 해

소되지 못했다. 이에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자산조사에 따라 

빈곤선 이하(중위소득의 60%로 설정함)에 있는 노인들에게 최저소

득선까지 소득을 보조해 줌으로서 모든 노인들이 연금제도 내에서 

최저소득수준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저소득선은 임금에 

따라서 상승하기 때문에 가난한 연금수급자들을 급여를 상당히 높

여놓은 역할을 하였다. 

이후 2003년에는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인한 저축이나 개인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인센티브가 저하되는 것을 막고, 반대로 이에 대한 인

센티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제도를 도

입하였다. 연금크레딧 제도는 기존의 최저소득보장을 대체하는 보

장크레딧(Guarantee Credit)과 저축크레딧(Saving Credit)으로 구분된

다. 보장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최대소득은 2011~2012년 현재 주당 

개인 137파운드 그리고 부부 209파운드이며, 저축크레딧은 개인 

188파운드 그리고 부부 277파운드까지 가능하다. 기존의 최저소득

보장제도만 있는 경우 최저소득보장선까지는 1파운드를 벌게 되면 

1파운드만큼의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였다(the pound for the 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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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drawal). 연금크레딧의 경우, 기존의 최저소득보장(보장크레딧)

은 유지하면서, 저축크레딧 도입을 통하여 최저소득보장과 최대소

득자격조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 1파운드 저축당 60펜스(60%)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2. 국가이층연금

2000년 아동지원, 연금, 사회보장법(Child Suppor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제정을 통해서 2002년부터 SERPS가 저소득 근로계

층 보호를 목표로 한 국가이층연금(State Second Pension)으로 대체

되었다. 신노동당 정부 역시 이전 정부와 같이 공적연금을 저소득 

근로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금으로 규정하였고(약 40%), 

나머지(약 60%)는 민간연금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국가이층연금

의 목적도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온 저소득 근로계층에

게 기초연금에 더하여 빈곤선 이상의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국가이층연금은 원래는 SERPS와 같은 소득비례형으로 도입되었

지만, 2007년부터는 저소득층보호을 보호하고 사적연금으로의 적용

제외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액제도로 전환되었다. 

2007년 이전 국가이층연금은 ①연소득이 2002~2003년 기준 최저

소득선(3900파운드)과 저소득선(10,800파운드) 사이에 있는 약 4.5

백 만명, ②저소득선과 이차소득선(24,500파운드) 사이에 있는 약 

9.5백 만명, ③소득이 없거나 최저소득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 중 케

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약 2백 만명, ④일 경력이 지속적이지 않

은 장기간 장애상태에 있었던 약 2백 만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

되었다. 2007년 이전까지의 국가이층연금은 2002년 이전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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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SERPS 연금부분과 합산하여 급여가 지급된다. 국가이층연

금의 경우 SERPS와 매우 비슷한 급여산식을 가지고 있으나 소득구

간의 구분 없이 잉여부분에 20%를 적용했던 SERPS와 달리 세 분

류의 소득구간에 따라서 차등 산식을 적용하여 급여를 계산하게 된

다. 최저소득선(4,368파운드)과 이차소득선 사이의 임금소득자들은 

SERPS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받게 설계되어 있었지만, 이차소득

선 이상부터 고소득선 사이의 경우 SERPS와 같은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반면에 2007년 이후의 국가이층연금은 정액연금을 운영함으로서 

국가이층연금의 역할을 저소득층에게만 한정하는 동시에 중․고소

득층의 경우 민간부분으로의 적용제외를 강화하려하였다. 2007년부

터는 모든 국가이층연금 가입자의 소득을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모

두 저소득선이라 가정하게 된다. 기존의 세 소득구간으로 나누어 적

용하던 비율을 40%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변화시켰다. 반면 민

간부분으로의 적용제외 시 적용되는 국민보험 기여에 대한 리베이

트 등은 여전히 소득비례로 적용함으로 적용제외에 대한 인센티브

를 더 높였다. 이럴 경우 케어제공자 및 저소득선 이하에 있는 소득

계층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저소득선 이상의 경우 국가이층연금

에 남아있는 인센티브가 줄게 되고, 이차소득선 이상의 경우는 인센

티브를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국가이층연금의 가입자가 2002년 이후 

급증하고 반면에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의 수가 줄어드는데 대한 

강한 정책적 반응이었다(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06a).  



226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

<표 2-2-1> 영국 공적연금지출 추계
단위: 10억파운드, %

년  도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국가이층연금(십억파운드) 34.4 38.0 41.3 49.4 52.8 51.2

SERPS/국가이층연금(십억)  4.9  9.5 12.8 17.8 22.5 30.2

전체국가연금 (십억) 39.3 47.5 54.1 67.2 75.3 81.4

GDP대비지출 (%)  5.4  5.5  5.6  5.3  5.3  4.9

예상국민보험 보험료율 (%) 20.2 19.0 18.2 19.2 18.5 17.7

참고: Emmerson(2003)

영국 공적연금의 재정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표 2-2-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공적연금에 소요되는 재정은 

2000년에 약 5.4%에 지나지 않으며, 2050년이 되어도 약 4.9%에 머

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6/7년 현재 전체 공적지출이 4.9%로 

예상과 유사하게 가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72). 이는 보수당 정부의 

SERPS에 대한 개혁과 신노동당 정부의 소득비례연금에 대한 보수

적인 접근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인다. 반면에 노인빈곤은 

연금크레딧제도를 도입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지 

않았던 것이 주목된다.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1990년

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다소 감소했지만, 약 20%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①자산조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산 때문에 충분한 연금크레딧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 ②연금크레딧

과 자산조사가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연금

수급자들이 충분히 제도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발생할 가능성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07)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후 정부 문서에서는 제도의 단순화(Simplicity)를 주요한 개혁원칙

으로 천명하고 있다(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06b 2011). 

72) https://www.pensionspolicyinstitute.org.uk/default.asp?p=70 (2012년 4월 2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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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영국의 빈곤선에 따른 노인빈곤의 변화(이전소득 후) 

단위: %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10)

운영관리의 측면에서는 1999년 사회보장기여법에 따라서 국민보

험료징수가 기여청(Contributions Agency)에서 국세청(Inland Revenue, 

IR)로 이관되었으며, 2002년 급여청(Benefit Agency)은 연금서비스

부(Pension Service)로 전환되었다. 연금서비스부는 각 지역의 지방

정부나 비영리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연금센터(Pension Centres)를 통

하여 실질적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부는 2001년부터 노

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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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직역연금 및 개인연금73)

민간연금은 영국 연금제도의 핵심적 위치로서 최근 정부에 의해

서 지속적으로 장려되어왔다. 2007년 현재 OECD 통계에 따르면 공

공지출이 5.8%인데 반하여 민간지출이 4.6%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준다74). 하지만, 불안정한 사적연금 기금의 운용, 개인연금의 

높은 수수료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연금수급권의 약화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가입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는 재편기 개혁 이후 민간연금의 내용과 변화들을 중심으로 서술

하게 될 것이다. 

1. 직역연금

이층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직역연금은 크게 흔히 ‘최후소

득기반제도(final salary scheme)’라고 불리는 확정급여형 제도와 ‘현

금구입형제도(money purchase scheme)’라고 불리는 확정기여형 제

도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급여는 일반적으로 피고용인

의 퇴직 직전의 소득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고 근속연수가 감안된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제공되지만 개인이 일시금을 일

부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일시금의 경우 

일정액수에 한해서 면세대상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일년 근무에 마

지막 소득의 1/60이나 1/80을 제공하며, 혹은 1/80의 소득과 함께 

73) 김원섭, 김수완, 주은선, 최영준(2006) 보고서 중 영국부분을 기반으로 작성됨. 

74)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2012년 2월 2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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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1/60을 받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40년을 근무한 경우 마지막 소득의 40/60(2/3)을 기업연금으로

(기초연금은 별도로) 받게 되는 것이다. 급여는 보통 60세에서 65세 

정도에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더 조기에 받는 경우도 많다. 확정급

여 직역연금은 최소 ‘1/80×근속년수(최대40년)×최종연금소득(최후3

년동안의적격소득75)’을 제공할 것을 규제받고 있다. 현재 직역연금 

급여는 연금수급자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최영준 2011), 

최근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은 높은 비용을 이유로 확정급여형 직역

연금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보수당정부가 도입한 확정기여형 직역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일부 

기여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개인연금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피고용인의 기여비율은 다를 수 있으며 일반

적인 경우에서는 사용자와 피고용인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기여

는 일정율이 있지만, 근속년수나 피고용인의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

기도 한다. 퇴직 시가 되면 연금은 투자이후 축적된 기금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되며,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서 투자수익에 따라서 연금수준이 결정된다. 

두 방식을 혼합한 방식의 기업연금도 일부분 도입되었다. 구체적

인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일반적으로는 연금기금의 투자에 대한 책

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사적연금으로 

적용제외된 이들에 대한 국민보험 기여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리베이트(Contracted out rebate)76)가 주어졌으며, 또한 1986년에는

75) ‘적격소득(Qualifying earnings)’은 저소득선과 고소득선 사이 소득의 90%를 의미한다. 

76) 적용제외 리베이트는 민간부분 연금으로 적용제외한 피고용인의 경우 사용자나 피

고용인의 국민보험료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하며, 민간부분 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보수당정부는 리베이트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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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1980년대 중반 이후 이층체계가입자의 변화 

단위: 천명

자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2012)77)

기업연금에 국세청에서 허가된 수준까지 추가기여(Additional Voluntary 

Contributions, AVCs)를 통하여 연금급여를 높일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1987년에는 개인연금까지 적용하여 확대하였다. 

2. 스텍홀더연금

1990년대 다양한 개인연금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연금은 스텍홀더연금(Stakeholder 

77) http://83.244.183.180/NIRS/live/stpp/tabtool_stpp.html (2012년 2월 2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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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s) 연금이다. 스텍홀더 연금의 도입동기는 기존의 개인연금

의 높은 관리비용과 관련이 있다. 개인연금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용은 매우 높은 편으로 1998년 자료에 따르면 평균 19%를 

부담하며, 또한 각 기금운영주체마다 편차도 심해서 25년 기준으로 

가장 비용이 낮은 기금이 9.8%의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반면 높은 

곳은 27.8%까지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ake 2000). 

이러한 배경 하에서 노동당 정부는 관리형 개인연금인 스텍홀더

연금을 도입함으로서 민간부문 연금에서 증가하는 행정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개인의 실제연금급여를 증가시키려 하였다. 이 연금은 관리

비용의 압박을 가장 심하게 받는 중간정도의 소득계층(9,500~21,600

파운드) 중에서 기업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개인연금에 가입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스텍홀더 연금은 우선 기금운영이나 행정비용 등에 대해 피보험자

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제한한다. 관리비용은 가입자가 2005년 이후

에 가입한 경우 향후 10년간은 1.5% 이하로, 그 이후에는 1%로 유

지되어야 한다. 그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지속적으로 1%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스텍홀더 연금은 개인연금의 유동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보험가입의 장애를 제거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연금의 중도해

약이나 계약자의 이동 등에 별도의 제재(penalty)를 부과하지 않고, 

최소 20파운드(약 3만 6천원)의 보험료도 받게 하고, 연금의 기여를 

정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원하는 때 할 수 있게 하며 가입연령을 75

세로 연장하는 등의 규제조치들이 실시되었다(Pension Policy 

Institute 2006).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10년 현재 

스텍홀더 연금가입자는 6만 명에 지나지 않으며, 중산층이나 저소

득층은 [그림 2-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이층연금을 더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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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는 민간연금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형태는 일반적

으로 ‘EET(Exempt, Exempt, Tax)’라고 표현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일

반적으로 연금에 대한 기여는 면세, 축적된 기금에 대해서는 일부 

면세,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볼 수 있

다. 2004/5년 기준 영국정부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약 GDP

의 2.5%에 이르며, 연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약 0.7%으로서 결국 순

수 세제혜택으로 인한 지출은 1.8%으로 추정되고 있다(Pension 

Policy Institute 2006). 이는 같은 해 국가의 공적연금지출인 5.1%에 

대해서는 3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더욱이 사적연금지출을 위해 

지출하는 인센티브인 리베이트(적용제외관련지출) 0.9%을 감안할 

경우 사적연금에 대한 실질적 공적지출은 2.7%로 올라감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적연금 대비 50%가 넘는 수치임을 감안할 때 사적연

금에 간접적으로 지출되는 양이 국가의 지출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3. 민간연금에 대한 법적․규제적 수단

가. 금융서비스청

노동당은 2000년 ‘효율적이고, 질서있고, 공정한 금융시장을 형성

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

여’(www.fsa.gov.uk) 금융서비스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을 

설치하여 연금을 비롯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규제능력을 향

상시켰다. 금융서비스청은 연금에 대한 전문적 기관이 아닌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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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사적연금에 관해서 이 기관은 개인

연금과 스텍홀더연금(Stakeholder Pensions)에 대한 직접적 규제 및 

감독을 한다. 직역연금의 경우 직역연금규제위원회가 기본적인 규제

기관이었지만, 금융시장에서의 기금투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청

이 일부 책임을 분담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Marschallek 2005). 

나. 연금보호기금(Pensions Protection Fund)78)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의 주된 가정은 사용자가 연금지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만, 지난 영국에서

의 경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

에 2005년부터 시작된 연금보호기금에서는 연금수급자들의 급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기금은 회사가 부도가 나게 돼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금을 통하여 일부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연금보호기금은 독립적 기관으로 운영되며, 보상을 

지급하는 역할과 기업연금기금의 투자 등을 감독하는 역할도 감당

한다. 연금보호기금에서 지급되는 보상의 수준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100%를 지급하며, 아직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90%

를 지급하게 된다. 연금보상급여 수준은 매년 소비자가격지수에 따

라서 연동하게 되며, 이는 년 2.5%로 제한되어 있다. 보상급여를 위

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로부터 행정

비용 명목으로 그리고 연금보호의 명목으로 징수하게 된다. 연금보

호 명목의 징수의 경우 제도적 요소와 위험적(risk) 요소를 감안하여 

징수되는데, 위험적 요소가 징수의 약 80%를 차지하며, 이 요소는 

기금의 건전성과 회사의 부도 위험성을 감안하여 책정되게 된다. 

78) http://www.pensionprotectionfund.org.uk/Pages/homepage.aspx (2012년 2월 2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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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금기금 관리에 대한 규제

2004년 연금법은 기업연금제도 규제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

하였다. 중요한 개혁으로는 기업연금규제위원회를 연금규제청

(Pension Regulator)로 변환하면서 규제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고 단

순화하였다. 연금규제청은 독립된 운영체로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연금에 대한 감독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기금운영에 대한 

전반에 조언을 하며 기업연금가입자가 연금보호기금에서 보상을 받

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현재 규제청은 조언의 역할 이상으로 만일 기금의 운영이 문

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

다. 또 다른 역할로는 건전하게 운영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규제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기금들의 운영 및 규제에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다. 대부분의 기업연금 기금은 사용자에 의해서 직접 운영되기 보다

는 투자신탁(trust)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연금규제청의 지도에 따를 의무를 가진다. 

또한 이 법을 통하여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보다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피보험자

들과 합의가 될 경우 급여 등에 대해서 유연하게 변화를 줄 수 있도

록 하였다. 하지만, 기금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 피보

험자들과 사용자는 반드시 상의해서 결정할 것을 명시하였고, 이러

한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연금규제청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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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론: 쟁점과 시사점

영국의 연금제도는 여전히 완성된 형태가 아닌 변화하는 과정 중

에 있다.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에는 일부 성공했지만, 높은 민간연금 

지출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수명의 증가와 함께 여전히 재정안정은 

중요한 개혁의 목표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함께 직역연금이나 스텍

홀더연금 등의 이층연금의 유명무실화나 공적연금에 자산조사에 기

반하여 급여를 받는 노인들의 급증 등 중요한 난제를 영국 정부는 

가지고 있다. 이에 신노동당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위원회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2006년 연금백서를 펴내고, 2007년 연금법에 따라서 

새로운 다층체계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2007c). 새로운 연금체제를 위해서 정부는 다음의 다섯 가

지 원칙을 공표하였다; 개인의 책임증진(promote personal responsi-

bility), 공정성(be fair), 단순성(be simple), 경제적지속가능성(be af-

fordable), 정치적지속가능성(be sustainable). 이 연금개혁을 통해서 

앞서 언급한 완전 기초연금의 기여연수를 단축함과 동시에 피고용

인 자동등록제도(automatic enrolment)를 도입하였다(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2006c). 이번 2012년 10월에 도입될 이 제도는 피

고용인이 될 경우 자동으로 특정형태의 직역연금이나 관련 민간연금

에 가입해야만 하는 의무를 고용주에게 준 것이다. 기존의 직역연금과 

함께 확정기여형 직역연금인 국민고용저축기금(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을 도입하여 1인 1(이층)연금을 장려하였다79). 고용주

는 최소 피고용인의 소득의 3%를 기여해야하고 나머지는 피고용인의 

기여로 이루어지며, 최소 8%의 기여가 되어야만 한다(The Pensions 

79) http://www.pensionsadvisoryservice.org.uk/ (2012년 2월 2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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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 2011). 

하지만, 여기에서 연금개혁은 멈추지 않는다. 2010년 정권을 이어

받는 보수당 정부에서도 노동당 정부의 개인책임원칙, 공평원칙, 단

순성의 원칙, 그리고 지속가능성 원칙을 이어받아 새로운 공적연금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2011)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준비되고 있는 안은 기초연금과 국가이층연금

을 하나로 통합하여 30년 기여에 최저소득수준 이상인 주당 140파

운드 정도를 제공하는 방안과 기초연금과 국가이층연금을 유지하

되, 국가이층연금의 정액급여를 앞당겨 2020년부터 실질적으로 제

공하는 방안을 높고 현재 여론을 수렴 중에 있다. 

큰 틀에서는 기초보장은 공적연금에서 소득보장은 민간에서라는 

원칙을 저버리지 않고 연금발전 및 개혁이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민간연금을 중심으로 한 다층연금이 지난 30년의 경험을 미

루어볼 때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전일제 

노동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민간연금시장 규제의 어

려움 등 많은 어려움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적연금에서

는 부실한 이층으로 인해서 자산조사에 의존하는 연금수급자 이슈

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국의 연금은 

아직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풀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험

을 미루어 볼 때 한국의 안정된 공적연금의 설립과 민간연금 확대

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의 재정

은 안정되었지만, 민간연금에 소요되고 있는 재원이 그만큼 높았음

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소득보장제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제도는 여전히 20%에 가까운 빈곤율을 생산하고 있음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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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해보험

❘제1절❘ 서론

사회복지제도의 출발은 산업재해 보상제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산업재해 보상제도는 가장 처음 발달한 제

도인 경우가 많다.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가 처음 발달했다고 

꼽히는 독일의 경우 1883년 건강보험 도입 그 다음해 도입된 것이 

산재보험(1884년)이었다(Gilbert & Terrell 2005). 우리나라에서도 역

시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등과 같이 4대 사회보험으로 꼽히면서 

이 중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1964년에 

도입되었다.

사회복지제도의 출현 배경 자체가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사회문

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자연스러운 제도 발달

의 순서로 보인다.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를 이행하면서 진행

된 산업화로 인해 등장한 것이 임금 노동자였고, 자본주의 발달 초

기에 그 상황은 비참하였으며, 노동환경도 열악했던 당시 작업장 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더군다나 당시 1867년 자본론이 출간되면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체제 저항운동이 확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시급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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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역

시 19세기 말이었다. 1897년 근로자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가 그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1946년과 1975년의 국가보

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ies) Act)에 기반을 

두고 있다(Harrington 1991). 이전의 근로자 보상 제도에서는 보상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고용주였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

재해 피해자와 고용주는 근로자 보상법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 고용

주가 급여를 제공했던 것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이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중재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정에

서 조정해주는 정도였다. 하지만 산업화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그 중

심에 있었던 것이 탄광 산업이었던 만큼 진폐증, 면폐증 및 합병 질

환 급여제도(Pneumoconiosis, Byssinosis and Miscellaneous Diseases 

Benefit Scheme)는 별도로 있었다(DWP 2011).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산업재해 보상제도가 사회복지제도에 있어 

가장 먼저 발달한 제도 중 하나이고, 초기 복지국가 성립의 배경에 

비추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들어서는 논의나 변화가 가장 적은 제도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영국

에서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가장 핵심 급여인 산업재해 장애급여

(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 IIDB)는 1948년 이후 변화가 

없는 급여 제도 중 하나이다(DWP 2008). 전후 복지국가 성립 이후 

80년대 대처 정부, 90년대 말부터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를 거치면

서 대부분의 복지제도들이 연속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피하지 못했

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특이한 점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쟁점이 

제기되거나 활발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다.

영국의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보험에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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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이 주로 소득비례 사회보험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독일에서 시작된 비스마르키안 모델((Bismarkian mod-

el)과 대비되는 베버리지안 모델(Beveridgean model)의 특징이 드러

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피해자는 사회보

험 기여금 납부 경력이나 고용주의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

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의 규정 위반이나 과실 등과 관계없이 넓은 의미에서 고용된 목적

과 관계가 있으면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재해 보상제도는 영국의 맥락에서 장애급여 

제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소득수준이나 사회보험 기

여와 관계없이 개인이 입은 장애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제도의 개념이 산업재해 보상제도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제도적인 연속성은 없지만 이렇게 보험금 기여여부와 

관계없이 장애라는 욕구에만 기반을 둔 비기여 보편적 급여제도는 

1970년대 노동당 정부에 의해 도입되어 지금까지 장애생활수당

(Disability Living Allowance), 간호수당(Attendance Allowance) 등으

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동일한 개념과 성격을 공유

하는 산업재해 보상제도와 장애급여 제도를 모두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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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업재해 보상 및 장애급여 제도 발전과 

변화

1. 영국 산업재해 보상 및 장애급여 제도의 이해

사회복지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하여 오랫동안 다양한 발전을 경험

한 나라에서 제도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산업재해 보상제도와 같이 가장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영역

이라고 하더라도 제도적이고 기능적 측면에서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도의 살펴보기에 앞서 어느 정도 그 영역에 대한 구분을 

개념적으로 먼저 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단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업재해 보상제도는 ‘장애나 질병’에 대

한 급여의 범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이 필요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수급자가 이 급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사한 영역의 급여제도에도 역시 포괄

되어 같이 수급하거나 아니면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다른 제도의 

급여로 갈아타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에서 산업재해 보상

제도가 장애나 질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제

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장애와 질환’과 관련된 급여제도

에서의 위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영국에서 장애나 질환을 사유로 수급 가능한 급여들을 열거

해보면 고용주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

급해야 하는 법정 질병급여(Statutory Sick Pay), 법정 질병급여를 수

급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수급이 종료된 사람을 위한 무능력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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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apacity Benefit), 무능력 급여를 새롭게 대체하는 고용지원수당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대표적인 자산조사 급여인 소

득 보조(Income Support), 산업재해 피해자를 위한 산업재해 장애급

여, 군복무 중 재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전쟁 연금(War Pension), 장

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 급여인 장애생활

수당, 간호수당 등이 있다.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의 급여제도의 목적과 적용범위가 

각기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장애나 질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 다

른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그럴 경우 급여 간에 서로 영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다르며 또 시기마다 서로 다른 급여를 수

급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로 실직한 경우 산

업재해 장애급여와 고용지원수당을 모두 수급할 수 있지만 국가보

험 기여금 경력이 있는 경우 초기 6개월까지는 고용지원수당 수급

액에 산업재해 장애급여의 영향이 없고, 그 이후에는 자산조사에 의

해 고용지원수당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이 때 산업재해 장애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산업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먼저 법정질병급여를 먼저 수급할 수 

있지만 법정 질병급여는 최대 7개월까지만 수급이 가능하며 그 이

후에는 고용지원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장애생활수당의 경우

에는 자산조사나 국가보험 기여와 관계없이 장애정도만 고려하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고 자산조사 급여에서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

는다.

이처럼 급여의 종류에 따라 급여 조건과 기간, 다른 급여와의 관

계가 서로 다른 것은 각 급여의 목적이 다르며 그에 따라 자격기준

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장애나 질병 급여의 목적은 크게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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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상실 소득에 대한 대체(소득 대체), 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에

게 들지 않는 추가 비용에 대한 보조(추가 비용), 그리고 장애나 질

병이 어떤 피해에 의한 결과일 때 그에 대한 보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ainsbury 2009).

이렇게 급여의 목적을 구분할 때 소득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급여

의 경우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와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로 수급자격

이 나누어진다. 이전의 무능력 급여나 새롭게 도입된 고용지원수당

의 경우에는 국가보험 기여경력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기여기반

(contribution-based) 급여와 기여경력이 없거나 기여기반 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된 사람들을 위한 소득기반(income-based) 급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같은 소득대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격기준

에 따라 기여기반 급여는 사회보험 기여에 기초한 보호의 의미를, 

소득기반은 빈곤구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정질병급여의 경우에는 소득대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만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법에 의해 제공하는 보호라는 의미에서 

기여나 자산조사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추가 비

용이나 보상의 목적을 가진 급여 역시 소득 대체와 달리 장애나 질

병 그 자체에 대한 비용 보존이나 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자

산조사나 기여 경력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추가 비용의 목적을 가진 장애생활수당이나 간호수당, 보상

의 목적을 가진 산업재해장애급여의 경우는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

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표 2-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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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영국 장애 및 질병 관련 급여의 분류 

자격기준

국가보험 기여금 자산조사 보편적

목

적

소득 

대체

무능력 급여

고용 및 지원 수당
법정 질병 급여

소득 보조

추가 

비용

장애 생활 수당

간호 수당

보상 산업 재해 장애 급여

자료: Sainsbury, 2011: 216에서 수정

이렇게 분류해 보면 같은 장애와 질환과 관련된 급여라고 하더라

도 기여기반 무능력 급여나 고용 및 지원 수당은 오히려 앞서 다루

어진 고용보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조사 급여

의 경우에는 빈곤 구제 목적이므로 5장 공공부조에서 다루어질 것

이다. 그렇다면 이 장에서는 장애와 질병에 대한 고용주의 보호, 사

회적인 추가비용 보전이나 보상의 목적을 가진 법정질병급여와 산

업재해 장애급여, 그리고 장애생활수당과 간호수당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2. 영국 산업재해 보상 및 장애급여 제도의 발전

앞서 이미 언급한데로 역사상 가장 변화가 없는 급여제도 중 하

나산업재해 장애급여 제도이다. 하지만 산업재해 장애급여 자체에

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산업재해 보상제도 하에서 존재하던, 산

업재해에 대한 보상 이상의 소득대체 기능을 가지고 있던 급여들은 

신규 재해에 대한 수급신청이 중지되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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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산업재해의 결과에 따른 능력 상실로 기존의 직업이나 그와 

소득이 유사한 직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 소득이 줄어든 경우 그 차액

을 보존시켜주는 수당인 소득손실수당(Reduced Earning Allowance)

는 1986년 이전의 특별곤란수당(Special Hardship Allowance)를 대체

하여 도입되었으나 1990년 10월 1일 이전의 재해나 1994년 10월 10

일 이후 산업재해로 추가된 질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급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DWP 2011). 이에 따라 소득손실수당 수급자가 

여성 만 60세, 남성 만 65세 이후 고용상태가 아닐 경우 받을 수 있

는 은퇴수당(Retirement Allowance)도 역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그 다음 산업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되던 

산업사망급여(Industrial Death Benefit) 역시도 1988년 4월 11일 이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재해로 직업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급되던 비고용성 보조(Unemployability Supplement)

도 1987년 4월 6일부터 산업재해 장애급여 수준을 인상하면서 폐지

되었다(DWP 2011). 이와 같은 산업재해 보상급여에서 부가적으로 

존재했던 급여들은 첫째, 다른 사회보장 제도의 발달에 따라 이전과 

같이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

었고, 둘째, 복지 축소의 압력에 따라 부가적인 급여들을 유지할 명

분이 줄어든 것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산업재

해 피해자에게 특별하게 기존 소득을 보장해주던 소득손실수당이나 

유족들에 대한 산업사망급여 등이 기존 수급자를 제외하고 신규 신

청을 중지시킴으로써 폐지절차를 밟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보존을 위한 보편적 급여의 발전은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전후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속에서 조금

씩 변화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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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것은 1970년대 노동당 정부에 의한 간호수당(Attendance 

Allowance)와 이동수당(Mobility Allowance)의 도입이 라고 할 수 있

다. 전자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

이고 후자는 이동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다. 이 급

여는 국가보험기여나 자산조사에 의한 것이 아닌 욕구만 기반을 둔 

보편적 급여의 출연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장애급여 발전에 있어 가

장 근본적인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Sainsbury 2008).

1960년대까지 장애인들이 수급할 수 있는 수당은 앞서 살펴본 산

업재해에 대한 보상 급여나 군대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한 보상인 

전쟁 연금(War Pension) 등이거나 장애로 인해 빈곤에 이르렀을 경

우 받을 수 있는 자산조사 급여인 국가 보조(National Assistance) 정

도가 있었다. 이러한 급여들은 장애 자체에 대한 급여라기보다는 특

정한 장애의 원인(산업재해), 또는 장애로 인한 결과(빈곤)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있어 장애라는 욕구 이외

에 특정한 원인과 결과가 고려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 노동당에 의해 장애에 대한 보편급여가 처음으로 도입

되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 확산되는 장애에 대한 인식에 비해 정부의 

접근은 매우 조심스러웠다(Spicker 2011). 이 때 장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정책적 계기는 1970년 만성질환및장애인법(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 Act)의 제정이었다. 이 법을 통해서 장애

인에게 전화기와 같은 특정한 보장구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시점부

터 장애인에 대한 공적인 서비스들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지방정

부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은 그동안 감추어져있던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욕구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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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대한 최초의 수당으로 도입이 되었던 간호수당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이 급여는 주간시간에 자주 또는 지속적

으로 신체적 욕구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경우, 야간시간에 지속

적이고 반복적인 주의가 필요한 경우 수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급자격에 대한 정의는 꽤 넓은 편이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 보통 시각장애나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수급에 해당하는 장애의 범위 자체

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그 이후의 급여에 비해서는 관대한 

편이었다.

이 시기에 다른 장애관련 급여들이 다수 도입이 되었다(Spicker 

2011). 1971년 보수당 정부에 의해서 도입된 무력 급여(Invalidity 

Benefit)는 사회보험 기여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 질환자를 위해 지급

되는 소득대체 급여였지만 장애인의 경우도 해당이 되었다. 1975년

에 노동당 정부는 기여경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무력 급여를 수급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기여 무력 연금(Non-Contributory 

Invalidity Pension)을 도입하였다. 이 비기여 무력 연금은 1980년에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로 바뀌었다가 2001년

부터는 무능력 급여(Incapacity Benefit)으로 흡수되었다. 또 다른 급

여는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한 사람을 위한 무력수발수

당(Invalid Care Allowance)으로 1976년에 도입이 되었다. 이는 2003

년에 수발자수당(Carer’s Allowance)로 대체되었다. 이 급여들은 자

산조사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적부조제도에서 더 자세히 다

루도록 하겠다.

또 다른 보편적 성격의 욕구기반 급여는 1975년의 이동수당이었

다. 당시 확산되는 장애에 대한 인식에 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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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노동당 정부는 이 제도를 매우 조심스럽게 도입하였다(Spicker 

2011). 도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이 이동수당은 보장구 없이 걸을 

수 없는 경우 뿐 아니라 보장구의 도움으로도 걸을 수 없는 경우까

지 조건으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장애 사유는 신체 기관 상의 이유

로 도보가 불가능해진 경우로 한정하였다. 가장 결정적인 제약사항

은 연령이었는데 처음에는 만 55세 미만으로 제한되었다. 그 이후 

65세 미만을 확대되었지만 장애인의 2/3가 65세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나이 제한 하나로 대부분의 장애인이 제외되는 결과를 빚

었다. 이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한 구분은 장애급여 제도에 현재까지

도 남아있다.

결국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간호수당이 장애인에 대한 주 급

여제도였다. 1992년에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이 

도입되면서 돌봄요소(care element)와 이동요소(mobility elelment)를 

모두 포괄하여 65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가 통합되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계속 간호수당이 존속하였다. 결국 65세 연령을 기

준으로 그 이하의 장애인은 장애생활수당, 이 이상의 장애인은 간호

수당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 현재의 제도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면 영국 정부의 공식 지침(DWP 2011)과 정부 공식 웹사이트

(HM Government 2011)를 참고로 하여 각 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살

펴보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2011년을 기준으

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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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업재해 보상 및 장애급여 제도

1. 산업재해 보상제도(Industrial Injuries scheme)

가. 제도의 개요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근로 중 사고나 특정 직업과 관련하여 발병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70여개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해 

보상하는 비기여 급여이며 대표적으로 산업재해 장애급여가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지속간호수당(Constant Attendance Allowance), 예외

적 중증장애수당(Exceptionally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등이 

있으며 그 외 소득이나 실업에 대한 급여인 소득손실수당(Reduced 

Earning Allowance), 은퇴수당(Retirement Allowance), 산업사망수당

(Industrial Death Benefit), 비고용성보조(Unemployability Supplement) 

등이 있다(DWP 2011). 하지만 소득이나 실업에 대한 급여는 현재 

새롭게 발생한 사고나 질환에 의한 장애에 대해서는 신규신청이 중

지되어있다. 직업훈련 참가자나 군인, 수감자의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장애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제도에 의해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1948년 7월 5일 이후 발생한 사고나 발생

한 질환에 적용이 되며 그 대상은 ‘고용된 소득자(employed earner)’

에 한정한다. 고용된 소득자란 영국 내에서 계약에 의해서 고용상태

에 있으면서 소득세 납부 대상인 사람을 지칭한다. 영국 내에서 일

하지 않더라도 유럽연합 국가에서 근무했거나 고용주가 영국의 국

가보험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에 관한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또한 파견 근로자나 자영

업자라고 하더라도 국가보험 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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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이면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종적인 고용된 소

득자 지위 인정은 담당 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산업재해 장애급여 대상자일 경우 지체 없이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급여 신청 시 의료적인 근거자료를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반드

시 이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플러스(Jobcentre 

Plus)에서 할 수 있지만 신청 접수나 판정, 급여 지급 및 관리 의 업무

는 지역 산업재해 급여전달센터(Regional Industrial Injuries Benefit 

Delivery Centre)에서 수행한다. 급여 신청일로부터 최초 15주(일요

일을 제외한 90일) 동안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급여 신청일은 

관련된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고용센터플러스에 제출한 날로부터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신청하면 지역 산업재해 급여전달센터에서 수

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된 사실을 고용주에게 확인을 하며 신

청자에게 의료검사를 요청한다. 담당자는 의료검사를 수행한 의사

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장애정도를 판단하고 장애정도에 따

라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급여가 결정되면 이전의 소득, 소득 상실 

여부, 재근무 여부 등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장애율에 따른 급여가 

지급이 된다. 

장애정도는 최고 100%인 장애율로 표시되는데 예를 들어 완전한 

시력 또는 청력 상실이나 양 손의 상실, 매우 심한 안면손상 등은 

100%이고 한 손의 손실은 60%, 네 손가락 손실은 40%, 전 발가락 

손실은 20%, 검지손실 14%, 엄지발가락 일부 손실 3%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장애율이 15%를 넘어야 산업재해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급여 기준 장애율은 반올림으로 계산하여 20%에서 

100%까지 10% 단위로 표시된다. 서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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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율은 모든 장애율의 총합으로 계산되며 그 결과 100%를 넘더라

도 급여 기준이 되는 장애율이 100%를 넘을 수는 없다. 그리고 재

해 이전의 장애는 장애율에서 제하게 되지만 기존의 장애가 재해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고려될 수 있다. 신청자는 어떠한 결정에 대

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독립적인 심

판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장애급여의 경우 장애율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경우 

최저 30.06파운드(약 5만 4천원)에서 최대 150.30파운드(약 27만원)

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최저 18.42파운드(약 3만 3천원)에서 최대 

92.10파운드(약 16만원)이 지급된다. 각 장애율에 따른 급여 수준은 

<표 2-3-2>와 같다. 

<표 2-3-2> 장애율에 따른 산업재해 장애급여액

단위: 파운드

장애율 만 18세 이상 만 18세 미만

100% £150.30 £92.10

90% £135.27 £82.89

80% £120.24 £73.68

70% £105.21 £64.47

60% £90.18 £55.26

50% £75.15 £46.05

40% £60.12 £36.84

30% £45.09 £27.63

20% £30.06 £18.42

자료: HM Government (2011)

급여는 대상자 본인의 계좌나 배우자 또는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

인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 간격은 매주, 4주, 13주 간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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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급여가 지급되는 동안 급여 대상이 되었던 장

애나 질병이 개선되거나 악화된 경우 모두 지역 산업재해 급여전달

센터에 통보를 해야 하며 결혼, 이사, 출국, 투옥 등 신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 보통 수감기간 동안에 급여는 유예되

지만 해외 체류 시에는 급여가 계속 지급된다. 그리고 산업재해 급

여는 국가보험 기여에 기반을 두어 지급되는 다른 복지급여에 영향

을 주지는 않지만 소득기반으로 자산조사에 의해서 지급되는 급여

의 경우에는 소득으로 간주 되는 등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사고에 의한 산업재해 장애급여

산업재해 장애급여의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는 1948년 7월 5일 

이후 고용된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근로 중이거나 고용 

상 의도하지 않게 사고가 개인적인 부상으로 귀결된 경우 급여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상이 사고와 직접적이거나 즉각적인 결

과가 아니더라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 중이거나 근로의 

결과에 의한 부상은 반대 증거가 있지 않은 한 인정된다.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 근로 중 사고로 인정되지 않지만 교통수단이 고용주에 

의해서 제공된 경우 인정이 된다.

하지만 근로에 의한 사고의 인정범위는 넓은 편이다. 일 자체가 

특별한 위험을 가지고 있어 발생한 부상이나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이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인정되며 그 외에 고용된 

목적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이면 모두 인정이 될 수 있

다. 이는 반드시 고용주 등이 지시한 일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심

지어는 고용주가 허용하지 않은 일을 했거나, 직장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도 그 근로 자체가 고용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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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목적과 관련된 일이고 직업상 일의 범주에 있는 것이었다면 재해

로 인정되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 사고를 고용주나 고용주가 임명한 현장 

책임자나 관련 담당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10인 이상 고용되어 

있는 작업장에서 고용주는 사고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사고 피해자는 지역 산업재해 급여전달센터에 사고 확인

(accident declaration)을 신청할 수 있다. 사고 확인을 요청하면 금여

전달센터는 고용주에게 사고의 발생 시간, 장소, 근로 관련사고 여

부, 사고 피해자의 고용상 지위 등 향후 산업재해 장애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다. 사고 확인 자체는 산업재해 장애급여 신청

은 아니지만 향후 급여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확인이 필

요하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고용주에 의해서 요청되거나 잠정적으

로 요구되는 일을 하고 있었는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응급상황이었는지, 고용주에 

의해 제공된 교통편을 이용하다가 발생하였는지, 규정위반이나 다

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된 것인지 등을 확인한다.

산업재해 장애급여 신청이 접수되고 급여전달센터에서 근로와 관

련된 사고의 피해라고 판단되면 의료 검사를 요청한다. 의료 검사는 

산업재해 전문 의사 1~2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검사이다. 의료 검사

를 위해 지출된 교통비용 등은 향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상에 의해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집에서 검사를 받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의

료 검사를 수행하는 의사는 사고 발생 이후 치료받은 병원에 관련

된 기록을 요청할 수 있고, 평소에 이용했던 지역 의원(General 

Practitioner, GP)80)에 요청하여 소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80) 영국의 무상의료제도인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 의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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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검사 담당 의사는 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능력을 상실하였는

지, 어느 정도의 장애를 입었는지, 그 장애는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

지, 이러한 진단 결과는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급여전달센터에 제출한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담당자가 급여 여부와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 이 때 장애정도는 ‘능

력의 상실(loss of faculty)’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능력의 상실이란 

신체 기관의 힘이나 기능의 일부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은 실제 기능상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는 외관 손상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능력의 상실이 어느 정도의 장애를 발생시키는가에 대한 

판단은 같은 연령과 성별을 가진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의 조건과 

비교해서 판단을 한다.

급여 신청에 대한 판단은 사고로 인한 장애가 영속적인 경우에는 

최종 심사로 인정이 되지만 회복이 가능한 장애의 경우 제한된 심

사 결정이 주어진다. 일정 기간 후에 다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재심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산업재해 장애급여 판정

결과 장애율이 15% 이상이면 해당 급여율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급여는 이전 소득, 소득 상실 정도, 직장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가 지급된다. 하지만 이 급여는 장애에 대한 보상이고 상실된 소득

에 대한 급여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득상실수당 등 다른 급

여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 질환에 의한 산업재해 장애급여

산업재해 장애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 진단 질환(prescribed dis-

대상자는 자신의 지역의 의원(GP)에 등록되어 1차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등록된 의

원에 일반적인 의료 기록이 모두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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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e)은 특정 직업이나 작업, 도구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70여 가지의 질병을 의미하며 이에는 석면을 인한 질병, 천식, 만성 

기관지염 또는 기종, 청각 장애, 진폐증(규폐증과 석면증 포함), 석탄 

근로자의 무릅 관절염, 손가락 혈관 손상증(Vibration White Finger) 

등이 포함된다. 진단 질환은 그 원인에 따라 구분되며 그에 따라 물리

적 원인(A), 생리적 원인(B), 화학적 원인(C), 기타 원인(D) 등 알파벳 

코드로 구분한다. 각 질환에 해당되는 직업은 진단 직업(prescribed 

occupation)이라고 한다. 진단 질환이 아니거나 진단 직업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 질환에 의한 산업재해 장애급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어떤 질환이 근로 중 사고의 결과 발생한 것이라면 장애급여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진단 질환의 경우 진단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질병 

발생 시점에 고용되어 있거나 1달 이내에 고용상태에 있었다면 산

업재해 급여전달센터에서 그 반대의 경우를 입증하지 않는 한 고용

에 의한 질환으로 인정한다. 반대의 경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급여

전달센터에서 모든 관련된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용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신청자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

임을 가지게 된다.

급여신청이 되면 급여전달센터에서는 고용주에게 고용기간, 고용 

지위, 신청 질환과 관련된 업무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대부분의 

말기 질환의 경우에는 긴급 처리 사항으로 취급되어 우선적으로 처

리된다. 하지만 일부 질환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가령 직

업상 청력상실(occupational deafness)의 경우 해당 진단 직업에 1948

년 7월 5일 이후 최소 10년 이상 종사했어야 하며 해당 직업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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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성 기관지염과 기종의 경우 탄

광에서 총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인정이 된다. 또한 천식의 경우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체에 노출된 직업에 종사한 경우 해당 직

업을 그만둔 지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제약 사항이 있다.

급여 대상으로 인정이 되면 역시 의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 

검사 과정은 사고에 의한 경우와 유사하지만 검사 결과 의사는 진

단 질환 보유 여부, 질환으로 인한 기능 상실 정도, 장애 정도와 지

속 기간, 질환을 보유한 경우 질환 발생 시점(date of onset), 이 같은 

결론의 근거를 급여전달센터에 제출한다. 또한 고용에 의한 질병 발

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질병 발생시점은 질병자

체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능력의 상실을 처음 경

험한 시점을 의미한다. 질병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나 검사가 요구되

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직업 청력상실의 경우 내귀(inner ear) 손상

으로 인해 양쪽 귀가 최소 50 데이벨 손실되었을 경우 해당되며 만

성 기관지염과 기중의 경우 폐활량 테스트를 병행하고, 진폐증의 경

우 X-레이 검사가 이루어진다.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진단 질환이 아니라 진단 질환으

로 인해 발생된 장애 정도에 따라 산정된 장애율이다. 일반적으로 

15% 이상의 장애율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만 질병별로 예외가 존

재한다. 가령 호흡기 질환의 경우 장애율이 1% 이상이면 급여가 지

급된다. 직업상 청력상실은 장애율이 20% 이상인 경우만 급여 지급

되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장애율과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또

한 이미 진폐증이나 폐결핵으로 50% 이상의 장애율을 판정받아 급

여를 받을 경우 추가적으로 만성 기관지염이나 기종은 인정되지 않

는다. 질병에 따라서 질환 자체만 가지고 장애율 100%가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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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 미만성 종피종(Diffuse mesothelioma)이나 석면 관련 

폐암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라. 지속간호수당과 중증장애수당

지속간호수당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과 질환으로 발생한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인 수발과 주의가 필요한 경우 지속간호수당이 지급

될 수 있다. 가령 거동이 불가하거나, 시력을 상실했거나, 마비가 있

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가사일이나 옷 갈아입기와 같은 

개인 수발은 해당되지 않는다. 산업재해 장애급여 의료 검사시 장애

율이 100%로 판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속간호수당 신청이 이루어

지지만 그 이하의 장애율이 나올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수급을 

위해서는 매일 주의가 필요하며 장기간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하루 종일 주의가 요구될 필요는 없다. 또한 가족이 직

접 수발을 제공하느냐 따위는 급여지급 여부와 관계없다.

지속간호수당이 신청되면 의료 검사 시 의사는 장애로 인해 요구

되는 수발이나 주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장애로 

인해 필요한 수발의 성격과 정도, 일상생활에서 수발에 의존해야 하

는지 여부, 관련된 능력 상실의 결과로 수발이 요구되는 것인지 여

부 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의사는 자택을 방문할 수도 있으며 

그 검사 결과 급여전달센터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자

세한 내용이 포함된다. 신청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업, 주간 

시간에 필요한 도움, 야간에 필요한 상세한 간호의 양과 종류와 각

각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야간 간호가 필요한 사유, 집 주위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이용되거나 가능한 보장구, 주거지와 관련된 

특징 등이 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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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속간호수당 수급 여부와 지급 수준

이 결정되고, 지급 기간도 명시된다. 시간제(part-time), 일반적 최고

한도(normal maximum), 중간(intermediate), 예외적(exceptional) 등 4

가지로 구분이 되는 급여율은 최저 30.10파운드(약 5만 4천원)에서 

최대 120.40파운드(약 21만원)이다. 각 급여율별 수급액은 <표 2-3-3>

과 같다.

<표 2-3-3> 지속간호수당 급여율별 지급액 

단위: 파운드

급여율 주당 지급액

예외적 120.40

중간 90.30

일반적 최고한도 60.20

시간제 30.10

자료: HM Government (2011)

영속적인 중증 장애의 경우 예외적 중증 장애 수당(Exceptionally 

Severe Disablement Allowance)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 간호 

수당에 추가적으로 최대 60.20파운드(약 11만원)가 지급될 수 있다. 

수급자격은 지속간호수당에서 중간 또는 예외적 급여율로 판정될시 

자동으로 수급자격 심사가 이루어진다. 수급기간은 보통 지속간호

수당과 동일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속간호수당이 중단되더라도 지속

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

마. 기타 급여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장애와 그로 인한 수발에 대한 보상의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이 산업재해 장애급여와 지속간호수당,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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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중증장애수당 등이 라면 소득손실수당, 은퇴수당, 산업사망급여 

등은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로 인해 상실된 개인과 가족의 소득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여

들은 새롭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와 질병, 사망 등에 대해

서는 급여신정이 중지된 상태이다.

소득손실수당의 경우 산업재해 장애급여와 분리되어있는 별도의 

급여제도로서 보통 산업재해 장애급여는 장애율 15% 이상의 경우

에만 지급되나 소득손실수당은 장애율이 1%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손실수당은 산업재해로 인해 상실된 소득능력에 대한 보

상으로 일상적 직업(regular occupation)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거나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된다. 여기에서 일상적 직업이란 재해 발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을 의미한다. 즉 장애율이 1% 이상이고 능력의 상실로 인해 일

상적인 직업을 수행할 수 없으면서 그 능력의 상실이 영속적이거나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이후 일요일 제외하고 90일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된다.

일상적 직업은 반드시 사고나 질병과 연결된 고용일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어떤 직업에 의한 사고에 의한 능력 상실로 다른 직업의 

소득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해서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단 질병일 경우 일상적 직업은 질병의 원인

이 되는 직업이어야 한다. 한 가지 이상의 사고나 질병이 있었을 경

우 소득손실수당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소득손실수당을 신청하면 산업재해 급여전달센터에서는 고용주

에게 신청자의 일상적 직업, 현재의 직업, 사고나 질환 발생 후 직업 

등에 대해서 확인하다. 또 신청자는 일상적 직업을 수행할 능력,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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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상실한 시점, 능령 상실의 기간, 유사 수준 소득의 직업 수행가

능 여부, 능력의 제한의 정도와 할 수 있는 일의 종류 등에 대한 의

료 실사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신청 여부가 결정

된다. 

수급자격을 얻게 되면 수급자는 일상적 직업 시의 소득과 사고나 

질병 이후 직업의 소득 격차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

재해 장애급여 급여의 40% 이상 소득손실수당을 받을 수 없다. 가

령 만 18세 이상으로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율 100%로 주당 150.30

파운드(약 27만원)를 수급한다고 할 때 이에 의한 소득손실수당은 

그 40%인 60.12파운드(약 10만 7천원)을 넘길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1990년 10월 1일부터 일어난 사고, 발병한 질병, 

1994년 10월 10일 이후 추가된 진단 질환의 경우 새로운 급여 신청

을 할 수 없다. 또한 기존의 소득손실수당의 지급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날 때 마다 급여를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갱신 

날짜 이후 재신청이 1일 이상 지연될 경우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재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급여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축소

될 수밖에 없다.

은퇴수당은 소득손실수당을 최소 주당 2파운드 이상 수급하는 사

람이 은퇴연령(여성 만 60세, 남성 만 65세) 이상이 되고, 정기적인 

고용상태에 있지 않을 경우 소득손실수당이 은퇴수당으로 대체된

다. 소득손실수당 수급자의 경우 은퇴연령에 이르게 될 때 은퇴수당 

신청양식이 발송된다. 은퇴수당을 받을 경우 소득손실수당의 25%나 

산업재해 장애급여 10% 중 낮은 금액으로 급여수준이 결정된다. 가

령 산업재해 장애급여를 장애율 100%로 150.30 파운드를 수급하고 

소득손실수당으로 50파운드를 받는다고 할 때 산업재해 장애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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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15.03파운드와 소득손실수당의 25%인 12.5파운드 중에서 낮

은 12.5파운드(약 2만 2천원)이 은퇴수당이 된다. 소득손실수당 수

급액이 2파운드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수당지급이 중지된다.

이는 다시 말해 은퇴수당을 수급할 경우 기존의 소득손실수당에 

비해 급여가 대폭 감축되거나 중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

만 정기적인 고용상태에 있으면 은퇴수당으로의 대체를 피할 수 있

다. 정기적인 고용산태란 계약에 의해서 주당 10시간 이상 5주 연속

으로 고용되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진단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되는 산업사망급여가 있다. 사망자의 부인

의 경우에는 같이 거주하고, 사망자로부터 생활비용을 주당 25펜스 

이상 정기적으로 받았거나, 법원의 명령, 신의 또는 합의에 의해서 

합당한 절차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 산업사망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사망자의 남편의 경우에는 부인 사망 시 

온전히 부인에 의해서 생활이 유지되거나 사망하지 않을 경우 유지

되었을 것이고, 영속적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의 경우에만 산업사망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급여수준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초기 급여율(사망 후 

26주간), 고율 영속급여(higher permanent rate)과 저율 영속급여

(lower permanent rate)으로 나뉜다. 사망자의 부인 수급할 경우 급여

수주은 저율은 30.65파운드(약 5만 5천원)에서 고율 102.15파운드

(약 18만원)이다. 사망자의 남편의 경우 급여율은 102.15파운드 밖

에 없다. 하지만 역시 1988년 4월 1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신

규 신청이 가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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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질병급여(Statutory Sick Pay)

법정질병급여는 산업재해와 관계없이 고용된 근로자가 장애나 질

병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근로자를 소득상실로부터 보호

하기 위하여 법적 의무에 의해서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이다. 

하위 소득한계(Lower Earning Limit, LEL) 이상의 소득을 가진 고용

된 근로자가 사고인한 장애나 질환으로 인해 주말과 휴일을 포함하

여 최소 4일 연속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지급해야 한다. 하위 소득 

한계란 국가보험 기여금 납부를 시작하는 최소 소득 기준으로 현재 

주당 102파운드(약 18만원)이다. 

법정질병급여의 표준 주당 지급액은 주당 81.60파운드(약 15만원)

이지만 많은 경우 직장에서 자체적인 질병 급여 제도를 가지고 있

고 그럴 경우 더 높은 질병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업체에서 법정질병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고용주는 최대 28주간 

질병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질병급여가 종료되는 시점이나 질병급여

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 고용주는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법정질병급여는 국세청(HMRC)에서 관리하며 그 때문에 만약 수

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제기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지불불능 상태일 경우 국세청이 대신하여 지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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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편적 장애급여 제도

가. 장애생활수당

장애생활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지

원으로 비과세 급여로 신체, 정신 장애 모두 해당이 되며 65세 이하

이면서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이동에 불편을 겪

고 있는 경우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애를 가진지 3개월 

이상이며 향후 6개월 이상 추가적인 개인수발이나 이동상 불편이 

예상되어야 한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생활수당은 돌봄요소(care element)와 이동요소(mobility ele-

ment)로 구분되며 각 요소별로 포괄하는 욕구가 달라 수급 기준과 

수급액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두 요소 중 하나만 수급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다 수급할 수도 있다. 우선 돌봄요소는 세수 

및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화장실 이용, 의사소통, 투석 등에 도움

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지도(supervision)가 없으면 본인이나 타인

을 상당한 위험(substantial danger)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 16세 이

상일 때 식사를 조리하여 준비할 수 없을 때 등이 해당된다. 욕구 

수준에 따라 급여율은 저율(Lowest rate), 중률(Middle rate), 고율

(Highest rate)으로 나뉘어 주당 19.55파운드(약 3만 5천원)에서 최대 

73.60파운드(약 13만원) 수급할 수가 있다. 각 급여율과 욕구수준과 

급여액은 <표 2-3-4>와 같다.

이동 욕구는 신체장애로 인해 심한 불편이 없이 걷기 어려운 경

우, 또는 걸으려는 시도에 의해 생명이나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경

우, 발이나 다리를 상실한 경우, 시각 장애율 100%를 판정 받거나 

80%이상의 청각 장애를 판정 받아 외출 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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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장애생활급여 돌봄요소 급여율 구분 
단위: 파운드

급여율 욕구수준 급여액(주당)

저율 일부 일수만 도움이 필요하거나 식사 조리를 못하는 정도 £19.55

중률
자주 또는 지속적인 개인 수발이나 지도가 필요하거나 저녁시간만 개인

수발이나 지도가 필요하거나, 투석 때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

£49.30

고율 낮과 밤 모두 포함하여 하루 종일 수발이나 지도가 필요한 경우  £73.60

자료: HM Government (2011)

경우, 개인수발 요소에서 고율 급여를 받을 만큼 심각한 정신 장애

로 인해 행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익숙지 않은 장소로 갈 때 누군

가의 안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되며 저율과 고율의 두 가

지 급여율이 있다. 

<표 2-3-5> 장애생활수당 이동요소 급여율
단위: 파운드

급여율 욕구 수준 급여액(주당)

저율(Lower rate) 외출 시 안내나 지도가 필요함 £19.55

고율(Higher rate) 걷는데 보다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 £51.40

자료: HM Government (2011)

장애생활수당은 장애 및 돌봄 서비스(Disability and Care Service)

에서 관리하며 장애수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욕구에 기반을 두어 지급되는 것인 만큼 장애자체가 변하

지 않았더라도 복용 의약품의 변동,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의 변동,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수술, 보장구 사용 등 변동에 대해서도 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장애생활수당을 수급하는 경우 소득 보

조, 소득 연계 고용 및 지원 수당, 소득 기반 구직자 수당, 연금 크

레딧, 주거 급여, 지방세 급여, 근로 세금 공제, 아동 세금 공제 등에

서 추가적인 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소득으로 산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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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호수당

신체나 정신적 장애가 있고 그 장애가 개인 신체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돌봄이나 지도가 필요

한 경우 65세 이상이면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 신체 활동이

란 세수나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화장실 이용, 의사소통 등에 대

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음식에 대해서 지속적

인 감독이 필요하거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등 본인이나 타인의 

상당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한 경우, 투석 시 누군가

가 필요한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되며 장애생활수당과 달리 돌봄요소

와 이동요소가 따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간호수당은 고율과 저율 두 가지로만 급여수준이 구분되고 고율

급여는 주당 73.60파운드(약 13만원), 저율급여는 49.30파운드(약 8

만 8천원)이다. 저율급여는 주간 시간 동안 또는 저녁 시간 동안만 

잦은 개인 수발이나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 경우, 투석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고율급여는 주간과 야간 모두 

보호가 필요하거나 6개월 이상 생존하기 어려워 임종을 앞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역시 장애생활수당과 마찬가지로 간호수당을 수급

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지방세 급여, 연금 크레딧에서 추가적인 

급여가 가능하고 소득으로 산정되지는 않는다.

❘제4절❘ 결론: 쟁점과 함의

이상으로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급여

로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산업재해 장애급여 제도, 또한 장애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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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해 고용주가 지급하는 법정질병

급여, 그리고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보존을 위한 보편적 급

여인 장애생활수당과 간호수당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국가의 제

도 중 가장 먼저 발전한 제도 중 하나이고 오래전에 자리잡혀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만큼 현재 별다른 쟁점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제도는 아니다.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인정인데 근무 중 사고의 경우 고용과 관련된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된 ‘진단 질환’의 경우 ‘진단 

직업’에 종사하였으면 일단 산업재해로 가정하여 그 반대 경우에 대

한 입증 책임을 급여 관리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본적

으로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확인만 되면 신청자가 산업재해임

을 인정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급여기관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 상당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의 장애급여의 경우에 욕구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급

여이지만 여전히 욕구를 선별한다는 측면에서 자산조사 기반의 선

별적 급여와 마찬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Spicker 2011). 

가령 일부에서는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 장애인이라는 낙인이라고 

받아들이고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보장구의 도움으로 걸을 

수 있게 되거나 뇌줄증 등에서 회복될 경우 급여를 상실하기 때문

에 이에 역효과를 주는 ‘빈곤의 덫’과 같은 ‘장애의 덫’ 효과가 발생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장애생활수당의 경우 급여율 산정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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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급여율 산정에 있어서는 많은 혼란이 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급여 수급여부나 급여율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운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 보수당-자유당 연립정부에서는 모든 신

청자에 대한 의료검사 실시 등 전면적인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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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족수당

❘제1절❘ 가족수당제도

1. 가족수당의 개념

오늘날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상호부조적인 관계망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

화와 함께 아동양육 의식도 변화함으로써 무자녀가정이 늘어나게 

되고 출생률의 저하 현상도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아동양육은 가업

을 전수하고, 부모의 노화생활을 책임지며, 장래의 노동력을 배양한

다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자녀양육의 환경 

변화와 의식의 변화는 아동양육을 전적으로 가정에게만 위임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20세기 초 복지국가의 중요한 요

소 중의 하나로서 아동을 위한 정책을 동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들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아동 개개인에게 현금부

조를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단위로 현금부조를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각국에서는 가족이 그들의 아동을 위하여 적절한 원조를 제공해 

줄 수 없을 때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보충하는 정책과 프로그

램들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 왔다. 즉 국가 및 사회는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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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가족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족복지정책 

중에서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국가가 양육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가족수당(아동수당)제도이다.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라는 용어는 국가마다 달리 사용되고 있으며, 아

동의 생활보장을 구체화시키는 현금급여로서 아동수당(child allow-

ance)라는 용어로도 통용되고 있다. 가족수당이 흔히 아동수당으로

도 통용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 수에 따라 수당이 지급

되기 때문이다. 1952년 ILO(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제102

호 조약)에서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

되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이 양자의 혼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가족수당이라는 것은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 현금급여를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아동수당’

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가족수당’이라고 말하는 

국가들(대표적으로 프랑스)도 많다. 아동수당과 가족수당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아동수당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아동의 생활비를 충족

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되는 현금을 가리키는 것이다. 가족수당

은 그 대상을 요부양가족으로 확대하고 또한 현금급여 이외의 현물

이나 서비스 급여도 포함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볼 수 있다. 즉 가족수당은 아동뿐만 아니라 요부양자와 가족법상의 

관계에 따라 해당 요부양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요

보장사고에 대한 예방적 차원과 사후적 대책으로서 국가가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ILO의 가족수당

에 관한 최초 문건인 1994년의 ‘소득보장권고'에서 언급되었던 가족

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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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만, 현금급여의 가족수당만이 아니라 학교급식 등의 현물

급여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수당은 각각의 국가 사정에 따라 

유연한 급여형태를 취하면서 사회가 아동을 양육한가고 하는 아동

양육의 사회화가 장려되어 왔다. 

일찍부터 가족수당을 도입한 프랑스 정부가 ILO에 제출한 1951

년의 가족수당에 대한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가족수당의 목

적은 자녀에게 수당금 또는 현금급여를 주는 것보다 가족에 대해서 

최저한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급

여는 자네에 대해서가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 지급되어야 하고, 이것

은 가족의 집단적 욕구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프랑

스에서는 사회보장 자체에 가족을 중시하는 관점이 강하게 내포되

어 있다. 스웨덴 정부도 가족수당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

는 가정 간에 생활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급진적인 수단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스웨덴에서는 가족수당의 주요 목적인 자녀 간 

생활상의 기회평등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하는 ILO의 지적처럼 무자

녀세대와 유자녀세대의 생활수준 격차가 문제시 되었다. 즉 스웨덴

에서 가족수당의 목적은 유자녀세대의 빈곤선 이하의 절대적 궁핍

을 구제하는 측면에서 가족수당이 지그보디는 것이 아니라, 무자녀

세대와의 상대적 생활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가족수당의 목적

이 되었다. 동시에 스웨덴은 아동복지를 위해서 부모들의 빈부 간의 

격차가 아동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생각이었다.

가족수당제도는 각 국가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독자적 특징을 

형성해 나가면서 현재에 이르렀지만, 공통된 것은 동일한 경제사회

적 상황에서 피부양가족인 아동이 있는 노동자세대는 무자녀세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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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볼 때 생활수준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가족 수는 각 사정

에 따라서 다르지만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각 노동자세대의 가족 

수와 부양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직종이나 업무에 따라서 지급된다. 

그 때문에 가족 수가 많으면 당연히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처

럼 임금수입과 가계지출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유자녀세대에 주

어지는 경제적 보조가 가족수당이다. 따라서 가족수당은 유자녀세

대나 무자녀세대와 관계없이 사기업과 일부 공무원에서 임금보충 

수단으로써 실시되는 가족급여가 아니다. 가족수당은 유자녀세대 

모두에게 공평하고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아

동의 존재가 유자녀세대의 사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는 인식

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하나로서 가족수당이 발

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다자녀빈곤세대의 빈곤예장정책으로 시작한 가족수당

은 다자녀세대 자체가 적어지게 됨에 따라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 

제도가 개혁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통일된 내용으로 가족수당

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으므로 한마디로 가족수당을 정의하는 것

은 어려운 일이다. 이 장에서는 ‘가족수당’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프랑스를 위시한 가족정책이 발달된 국

가에서는 한부모나 처를 위해서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사실

상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가족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공무원 계층이나 기업체에서 부가임금의 

성격으로 현재 가족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이나 프랑스에서는 입법 시에 가족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일보도 초기 가족수당 도비의 논의과정에서 가족수당이라는 명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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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안되었다. 더 나아가서 각국의 정책발달에 비추어 볼 때 가족

수당이 가족정책과 연계되어 발전되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제도의 도입 시 사회보장체계 가운데 가족정책적 관점

에서 포괄적인 가족급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수당은 사회수당 가운데에서도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자산조

사(means test)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거의 정형적인 급여가 무갹출

에 의해 행해지는 소득보장제도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

수당은 무갹출 비자산로서 첫째 급여를 하나의 권리로서 제공받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연대의식을 고양하며, 둘째 인구적 

조사만 하므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적게 들고, 셋째 경제적 욕구가 

더 많은 가족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하므로 수직적․수평적 형평

성이 높고, 넷째 가족해체의 유발 가능성이 적은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박경일 2008).

2. 사회보장제도상의 가족수당의 위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공공정책으로 구성된다. Ozawa는 소득보장 방법으로 사회보

험, 공적부조, 데모그란트(Demogrant: 고용상태나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한 국가의 국민전체 또는 어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정

액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로 분류하고, 가족수당을 데모그란트로 분

류하였다. 또한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여 보면, 협의의 사회

보장은 연금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Personal care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외하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사회수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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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로 구성된다. 오늘날 가족수당은 사회보장의 보급 충실과 

함께 선진 국가에서는 사회보장 가운데 공적부조보다 더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당제도(기초노령연금, 장애아동부양수

당, 출산수당)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당제도는 사회보장체계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나 공공부조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사

회보장제도 내의 사회수당으로서 가족수당의 위치는 아직 이루어지

지 않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

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의 합이 사회보장’으로 인시되어져 오

고 있다. 일본에서 사회보장의 소득보장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가

족수당(아동수당)의 세 가지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일본의 사회보

장제도가 국제수준에 도달한 것은 1971년 아동수당이 입법되고 난 

이후로 본다.

가족수당은 ‘국고 또는 사용주 부담에 의해 공급되고, 일부 국가

에서 소득제한은 있어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산조사 없이 무갹출

에 의한 정형적인 소득보장급여’이다. 일부 학자들은 공정부조와 사

회보험의 결함을 보충하는 중간 형태로서 ‘제3의 형’의 사회보장을 

광의로 해석하여 ‘사회수당’이라고 하고, 사회수당의 대포적인 것으

로서 가족수당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수당의 핵심적인 가족수당

은 보충성의 인식과 필요적응의 원칙 등이 없고 정형화된 급여하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유사하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보험원리를 사용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는 다르고, 그 비용이 조세(사회보

험형은 사업주)에 의해서 부담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부조와 유사

하다.

그런데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가족수당제도의 위치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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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단, 노동 불능을 그 수급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

보험과 다르며, 소득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자산조사를 행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공적부조와 다르고, 또한 욕구조사를 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르다. 더욱이 사회보장의 다양한 현금

급여가 소득의 상실 또는 감소에 대한 소득보장적 기능을 갖고 있

는데 반하여, 가숙수당은 소득의 지출 증대에 따른 소득보충적 기능

을 갖는 현금급여로서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

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와는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ILO의 소득보장권고(1944)는 다자녀세대의 생계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현금급여가 타당하고, 아동의 건전 육

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물급여가 타당하다고 서술하고 있

다. 또한 가족수당을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중간 형태로 보는 견해

나 ‘제3의 형’으로 보는 견해는 역사적 전개상에서 볼 때 급여와 재

원부담의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수입의 중단, 감소 등의 

외적 요인과 가계부담 등의 지출 증대라는 내적 요인이 있다. 이들 

중 육아나 가족의 개호라는 행활 저해의 내적 요인은 가계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으로 되고 사회보장 

사고라고 인식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담당할 아동의 육

성이나 차세대 구성원의 사고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사회성을 지니

게 된다. 즉 육아나 개호에 따라 과중한 가계의 부담이 방치되면, 가

계의 부담은 생활 위험이나 생활 불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때

문에 육아나 개호가 사회보장 사로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

므로 육아와 아동개호라는 요보장사고가 초래한 지출을 국가나 사

용자가 정형적(평균수준)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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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요약하면 아동양육은 사회보장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아동양

육비의 일부를 보충하는 가족수당은 빈곤을 사전 예방하는 사회보

장제도의 일부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편 아동양육이나 개호에 의한 생활저해의 내적 요인은 다른 소

득보장제도의 요보장사고와 차이가 있다. 가족수당의 보장사고를 

생활위험(재해), 생활불능(폐질)의 보장사고와 구별하여 아동의 양

육에 수반되는 생활부담(양육비의 지출)과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족수당은 이와 같이 생활부담 사고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보장하

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오늘날 핵가족화의 진행 하에서, 

부모는 자녀의 부양에 대해 무책임한 경향도 볼 수 있으며, 한편으

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적부양 책임은 어떤 의미에서 강제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가족수당을 파악하여 사회보장제도

상의 위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부양의 측면에서 

파악해 볼 때, 가족수당은 현금급여이므로 경제적 부양의 형태이며, 

국가의 제도에 의한 지급이므로 공적부양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장애인이나 노인의 부양에 대해서는 오늘날 선진국과 유사

한 형태로 사적부양에서부터 공적부양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이

다. 그런데 일반아동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부양은 거의 없는 실정

이므로,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해서 사적부양 우선의 정책을 전개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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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수당제도의 유형

가. 도입 시기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가족수당제도를 채택한 국가가 증가해 

2006년에는 92개국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1926년 

가족수당법을 제정한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를 비롯하여 거의 유

럽제국이 다른 제국들보다 일찍 공적인 가족수당제도를 실시하였

다. 유럽제국에 한정되어 있던 가족수당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부터 1960년까지 다른 유럽제궁이나 남미제국, 그리고 아프리카의 

신흥독립국으로 보급․전개되어 갔다. 1949년 이전까지 불과 11개

국이었던 가족수당제도를 1949년까지 유렵대륙 국가에서만 15개 국

가가 도입하였고, 특히 1940년부터 1949년까지 불과 10년 사이에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17개국이나 도입하였다.

나. 보편주의적 시스템과 고용관련 시스템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의 조직상에서 볼 때, 두 가지 유형 즉 보편

주의 시스템과 고용관련 시스템으로 나누어진다. 보편주의 시스템

은 거주를 요건으로 하여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대해 수당을 지

급하는 것이다. 이 체제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서비스형’ 또

는 모든 아동에게 무차별 평등이라는 점에서 ‘국민형’이라고도 한

다. 이 체제의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북구제곡, 영국, 캐나다, 뉴

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다. 이에 반해 고용관련 시스템은 

정해진 소수의 아동이 있는 임금생활자, 어떤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보험 수급자

로서 피부양아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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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체는 대개 피용자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임금의 보충

급여 행태로서 사용자 부담에 의해서 지급되므로 ‘수당형’ 또는 ‘피

용자형’이라고도 한다. 이 체제를 채용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콜

롬비아, 멕시코 등 23개 국으로 현재 94개국 중 1/4의 국가가 이 체

계의 유형에 속한다. 

가족수당제도의 형태는 고용관련 시스템이 지배적이며, 유렵의 

경우 서부유럽은 보편주의 시스템 그리고 동부유럽은 고용관련 시

스템에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양 형태의 국가에서도 사회부조제도

나 특별제도를 병용하고 있다. 특히 가족수당의 재원조달을 위한 갹

출방식에서 일본을 비롯하여 27개 국가들은 정부와 고용주, 고용주

와 피용자, 정부와 피용자의 2자 부담방식이나 정부, 고용주, 피용자의 

3자 부담방식 즉 보편주의 시스템과 고용관련 시스템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들 국가들은 혼합형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적용대상 아동별 유형

가족수당의 적용대상별 유형은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아동 수에 따라 가족수당액

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녀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로 지급하는가, 즉 정책급여방식인가 누진급여방식인가로 구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첫째 자녀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며, 

프랑스는 가족수당제도 도입 당시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키프로스는 넷째 자녀부터 지급하고 있다.

한편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액의 지급방식과 국가별 유형은 다

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적용대상에게 일률적으로 정액급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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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는 국가와 아동 수에 따라 누진급여방식을 취하는 국가가 

있다. 일률 정액급여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이 제

도를 채택하였던 신흥 아프리카제국, 남미제국, 소수의 유럽제국들

이다. 둘째, 아동 수에 따라 누진급여방식을 채용하는 국가는 거의 

모든 유럽제국들로서 가족수당제도의 실시가 오래된 국가들이다.

라. 적용대상 아동의 연령별 유형

가족수당의 수급자경은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국가가 대부분이

며, 이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14세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국가가 52개 국가로 전체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일부 아프리카국가들이 포함되고 있다.

한편 아동의 수급연령을 제한하는 국가(일본의 경우 9세까지)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1972년 아동수당 도입 당시에는 5세 

미만 셋째 자녀 이후부터 적용하였지만, 1985년 2세 미만 둘째 자녀 

이후, 1991년 1세 미만 첫째 자녀 이후, 그리고 2004년에는 지급대

상 아동의 연령을 확대하여 첫째 자녀 이후 9세까지 지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는 공적인 의무교육 종료 시까지를 지급

제한 연령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이나 장애아동의 경우 국가에 

따라 수급연령을 20세에서 21세까지 연장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마. 적용대상 아동의 재원조달형 유형

재원조달방법은 전액 국고부담방식을 채용하는 국가와 갹출방식

을 취하는 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갹출방식도 제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액 국고부담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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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주의 시스템을 취하는 영국과 같이 국민서비스형 사회보장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국가들이며, 또는 북유럽제국, 사회주의제국 등이다. 

그러나 고용관련 시스템을 취하는 프랑스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을 

취하는 국가의 갹출은 고용주의 부담이 중심이 되고 있다. 사회보험

방식에서 국가는 정액의 보조금이나 또는 초과수당금에 대해서만 

국고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보험방식을 취할 경

우 피용자의 고용 상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용주 부담이 

일반적 현상이며, 자영업자인 경우 자영업자 본인이 갹출하는 경우

도 있다.

이상과 같이 각국의 가족수당정책은 급여를 포함하여 그 구조와 

내용이 일률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 구조도 가족수당제도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또한 사회경제적 제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수당정책은 모든 아동을 포함한 가족의 인

간다운 생존권의 보장을 전제로 하여 비교적 완화된 지급 요건과 

함께, 가능한 한 최저생활비 보장에 입각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

로 유형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그 방향도 가족복지정책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수당과 기타 사회보장 관련급여와의 상호 조정과 연

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제2절❘ 아동수당제도

1. 아동수당제도의 개념

아동수당제도는 학자에 따라 또는 국가에 따라 상이한 용어를 사

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개념적 정의를 찾기가 어렵다. 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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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여건과 사회복지에 대한 해결방법과 주

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 수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동수당이라

고 부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가족에게 지급되므로 가족수당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생활보장을 구체화시키는 현금급여로써 

아동수당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이라는 용어는 1952년 ILO 협약 제102

호에 따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 현물급여, 또는 이 양자의 혼합을 의미한다. 아동수당은 부모

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일반세입에서 매월 일정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

동수당은 19세기말 유럽에서 많은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생계비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

의 아동양육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노동계의 캠페인에서 시작되었

다. 이러한 관념이 확대되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현실화되기 시

작했는데, 현재의 아동수당제도는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아동수당제도가 각국에서 출현한 배경을 보면, 초기에는 저임금 

보조라는 성격이 강했으며,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 정부의 의도가 

임금정책 즉 인플레이션 억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

나 아동수당을 임금보조가 아니라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사회정책

적 시각에서 국가에 의해 지급되는 서비스 또는 소득보장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즉 임금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대립구도 속에서 바라

보는 관점만으로는 사회보장 일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아동수

당제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한다. 오히려 개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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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에 의한 노동력의 재생산 보장, 나아가 사

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의미를 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뿐 아니라 문제해결 지향적인 태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1926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현재 90여

개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일본

은 1971년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아동수당은 크게 볼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보편주의제도(Universal Scheme)로서 원

칙적으로 자녀를 둔 전체 국민들에게 지급된다. 이러한 제도는 일반

적으로 선진산업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이스라엘, 네덜란드, 소련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고용관련제도(Occupational Scheme)로서 임금 근로자

(자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가

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카메론,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

르, 폴란드, 스페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근로자가 퇴직, 실업, 질병, 

산재, 장애 등의 이유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험료는 대개 고용주만이 부담하는데, 임금총액의 일정

률로 정해진다.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도 있다. 그

런데 후자는 법정급여가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근로

자 복지프로그램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이라 하면 

전자만을 지칭한다.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자산조사나 욕구의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보호자에 대해 평등하게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가족의 생활수준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

이다. 아동수당의 수혜대상은 어디까지나 자녀이지만, 자녀는 미성

년자이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따라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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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노동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자녀인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장인 것이다. 아동수당은 자녀의 부양에 착목

하여 양육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정기적인 사회보

장급여이다 아동수당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중간적 행태로 무갹

출에 의한 정형적 소득급여의 형태인 사회수당의 일종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의 재원은 조세 또는 사업주 부담으로 조달되게 된다.

아동수당제도는 보편성, 국가책임의 강화, 아동복지권의 실현, 수

요자의 선택성, 사회적 연대감의 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본 이념

을 내포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도는 자녀가 있으며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이다. 이는 평등성을 기반으로 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 누구나 수당을 받는 제도를 지향해야 한다. 즉 아동

복지권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아동수당제도는 많은 재원이 

소용되는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추진주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

서 사회 제 관련 주체들 간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 아동수당비용을 

확보하는 것은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적인 수당제공체제를 확

립할 수 있다(이재완․최영선 2006).

2. 아동수당제도의 관점

아동수당제도는 각 국가의 수당제도가 성립될 때 그 목적과 의도

한 바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동수당에 관한 관점으로는 임금정책적 

관점, 인구정책적 관점, 아동복지적 관점, 사회보장적 관점이 있다.

가. 임금정책적 관점

임금에는 노동력의 공급 측면에서 파악할 경우 노동력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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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서 성립하는 ‘생활임금의 원칙’과 수요 측면에서 파악할 경우 

노동의 대가로서 성립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의 두 가지가 

성립한다. ‘생활임금의 원칙’에서 임금은 노동력 가격이며 수급관계

에 의한 단기적인 변동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의 재생산비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노동력의 재생산비를 구성하는 것은 일정한 

숙련과 지식을 획득함에 필요한 육성비 등이다. 이러한 생활임금의 

원칙이 관철됨에 의해서 비로소 노동력의 공급은 순조로이 행해질 

수 있고 산업의 정상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생활임금의 원칙

은 국민경제 전체 혹은 동일산업에서 평균적으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 노동자의 개별적인 임금결정의 원칙은 결코 아니다. 이

러한 원칙에서 볼 때, 아동수당은 노동력 재생산비의 구성요소인 자

녀의 재생산비로서 노동자가 임금의 일부로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의 임금이 지불되는 것을 말한다. 역으로 다른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차이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의해서 개별적인 

자금 배분이 행해진다면 가족이 많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가족규모의 노동자에게 있어서도 빈곤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개개 노동자의 임금과 다자녀 가족욕구 간의 괴리를 조정하기 위해

서는 임금원칙을 별도의 차원에서 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동수

당을 임금론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개별임금을 가족임금으로 전환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아동수당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나. 인구정책적 관점

21세기 구미 각국에서는 급속하게 자녀의 출생률이 감소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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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특히 노동자 가족의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자녀수가 

감소되었다. 또한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임금의 저

하 경향과 아울러 부모의 생활이 불안해지고, 자녀들도 생활이 비참

해지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후 부양을 자녀에게 기대할 수 없게 되

었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사정을 전제로 산아제한이나 가족계획의 

수단이 보급되자 출생률은 급속하게 감소해 갔다. 그리고 한편으로

는 사망률도 저하해 감으로써 인구구조가 ‘다산다사형’에서 ‘소산소

사형’으로 변해갔다. 따라서 태어난 자녀가 마침내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전보다 더 많은 노령인구의 생활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취업구조의 노령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산업

사회 국가에 있어 미래의 노동력 부족, 민족의 위기로 인식되게 되

었던 것이다.

인구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저출산율로 인한 절대인구의 감소는 

1인당 자원소비량의 증가보다도 신규노동력의 공급부족, 노동력의 

여성화, 노령화에 따라 생산성의 저하 등으로 오히려 경제성장를 둔

화시킬 것이며,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와 경제․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와 영국에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다. 아동복지적 관점

아동복지적 관점은 아동의 권리를 확립하고 아동의 복지를 적극

적으로 향상시키는 관점에 기초해서 이것을 경제적으로 보장한다는 

관점이다. 원래 아동의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지만, 아동의 노동금

지 등 사회와 경제의 복잡화에 따라 부모의 부양의무를 각종 수단

으로 원조하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아동수당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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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지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아동의 생계비를 보조하고 보호육

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위치 지워져 부모의 부양의무와 

조정을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의 관점에

서는 모든 아동을 평등하게 취급한다는 평등주의의 원칙이 당연히 

요청되고, 아울러 아동의 권리나 이익은 직접 그 아동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모든 아동의 생활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소득보장이라는 형태로 아동수당을 파악하고 있다. 아동복지는 아

동의 권리 측면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수준을 포괄하는 것이다. 즉 아동권리의 차원에서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조건에 대한 검토와 지금까지의 요보호아동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관점을 두는 것으로 아동의 권리를 확립하고 아동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편적인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라. 사회보장적 관점

아동수당을 사회문제의 사회적 해결이라는 사회보장정책의 시각

에서 국가에 의해 지급되는 소득보장급여로서 파악할 수 있다. 이 

관점은 다자녀는 빈곤의 원인이므로 가족 수와 소득과의 불균형은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아동수당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Beveridge는 ‘사회보험 및 연관 서비스’ 보고서에서 사회보

장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완전고용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Beveridge는 아동수당이 필요한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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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첫째, 일을 하여 소득이 있을 때 소득보장을 충분히 해주지 않

고 실업자나 장애인이 되어야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을 불합리하다. 

사회보험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하기 위한 정책의 한 부분이다. 그

러나 모든 가족을 위한 국민최저는 실제로 임금체계만으로는 보장

도지 않는다. 임금체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은 가족의 크기와는 무관

하다. 빈곤은 부양해야만 하는 가족의 수가 많은 것과 직접적인 관

계가 있다.

둘째, 실업자와 장애인에게 주는 급여가 근로소득과 같아지는 것

은 위험하다. 아동수당이 없다면, 근로소득과 사회보장급여가 비슷

해지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완정고용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전제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는데, 근로소득과 사회보장급여 간의 차

이가 커질수록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수 없다. 실업급여

와 장애급여의 수준을 불충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소득이 있을 때

나 소득이 없을 때나 동일한 수준의 아동수당을 제공해야만 한다.

셋째, 국가의 적정 인구 규모의 유지를 위해서도 아동수당이 필요

하다. 즉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가족의 아동양육비를 보존해 주어 자녀 출산을 장려한다. 아동수당

은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아동수당은 같은 소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양자녀 

수가 많아 생계비 지출이 많고 그로 인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민근로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편주의제도인 것이다.

3. 세계의 아동수당제도

세계 주요 국가의 아동수당제도는 복지국가의 이념과 체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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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미국, 터키를 제외한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과 

영국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주의 체계

로서 국가부담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독일은 보편주의 체계를 

기초로 저소득 가정에 자산조사에 기초를 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부조 체계를 혼합한 형태로서 국가부담으로 운영한다. 프랑스

는 보편주의 체계이면서 출생수당, 기초수당, 자녀질병수당, 한부모

수당 등 자산조사를 통한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수당을 지급하며, 

고용주와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형태이다. 이탈리아는 고용과 연

계된 아동수당체계로서 자산조사가 실시되며, 재정은 고용주와 국

가가 부담한다. 일본도 고용과 연계된 아동수당체계이면서 사회부

조체계가 혼합되어 있다.

❘제3절❘ 영국의 아동수당제도

1. 도입배경

영국의 아동수당제도의 출발은 Speenhamland 제도를 들 수 있다. 

18세기말 실업, 전쟁 및 수확 부족으로 곡물가격이 폭등하자 1795

년 치안판사들은 Speenhamland에서 회합을 개최하여 밀빵의 가격과 

노동자의 가족 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보충해 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임금보조제도로서 Speenhamland 제도는 오늘날 아동수당제도의 출

발로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영국의 Beveridge는 아동수당(Child Allowance)라는 용어로 제안

을 하였으나 입법 시에는 가족수당(Family Allowance)라는 명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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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었다. 1970년에는 가족소득보조금(Family Income Supplements)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1974년에 아동급여(Child Benefit)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영국의 아동수당제도는 유럽 국가들보다 시기적으로는 늦게 

도입되었지만, 프랑스나 유럽국가에서는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

도로 다수의 평론가, 학자, 페미니스트 등의 활발한 운동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영국에서는 다시 아동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19세기 말부터 Booth와 Rowntree의 과학적 사

회조사는 자녀가 많은 가족의 문제를 다루었다. Rowntree는 가족의 

빈곤 원인이 저임금과 대가족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Rowntree는 사회조사보고서에서 빈곤이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에 기

인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 실업, 부양아동 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

면서 가족수당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확산되어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병사의 

아내에게 가족의 부양아동 수를 기초로 지불되는 별거수당이 도입

되었다. Rathbone은 별거수당제도의 실시를 세계가 한 일 중에서 최

대한 국제적 모성부양의 실험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제1차 세

계대전 중 시․군 등이 일종의 수당으로써 현물을 급여한 예가 있

으며, 특히 런던대학 교수들은 Beveridge가 학장이었던 1926년부터 

아동수당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 유럽제국에 있어서 인구 증가에 대한 관

심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프랑스였다. 그러나 영국도 프랑스와 마찬

가지로 1920년 2.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1930년 2.2명으로 감소하

였고, 1940년에는 프랑스의 2.25명보다 낮은 1.79명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출생률의 저하 경향은 인구통계학자들에 의해 아동수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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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에 관한 필요성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Beveridge는 아동수당의 

두입이 저하하고 있는 영국 국민의 출생률을 회복하는데 도울 것이

라고 하여, 영국 아동수당정책 도입에 인구정책적 관점에서의 도입

을 논의했다.

한편 아동양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어 1872년 유아생명

보호법이 통과되었고, 1908년에는 자녀를 위한 특별입법을 완결하

는 의미에서 현존 법률을 통합 발전시킨 아동법(Children Act)이 가

결되었다. 영국에서 국가가 이러한 국민효율운동과 아동양육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은 부국강병의 목적과 사회개량가들의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난 아동보호의 관점을 잘 보여 주는 실례이며, 이러한 

아동관이 영국의 아동수당을 탄생시킨 요인이었다.

특히 Beveridge는 소득을 중단시키는 모든 사회적 사건들로부터 

기초적인 생계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무노동자나 장애인 같이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고려하지는 못했지만 자녀가 있는 가

정의 임금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그

의 생각은 자산이나 임금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둘째 자녀부터 

보조금을 지금해 주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배경을 이룬

다. 이것은 194년 8월에 도입되어 영국의 사회보장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보편적 급여시스템이 되었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세금공제와 함께 시행되었

는데, 재정적인 이유로 다른 급여만큼 증가되지 못했다. 1960년대 

말경에 높은 비율의 저소득가정이 종일제 노동에 참여하고 있었지

만 아동을 통한 세금공제는 거의 받을 수 없었다. 이후 9년 동안 영

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상이한 접근을 취하게 된다. 첫

째 저소득가정에 대한 가족수당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다른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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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제감면의 축소, 둘째 저소득가정의 소득보충방안으로써 자

산조사를 통한 가족수당보충안의 도입, 셋째 보편적 급여인 아동수

당 도입이었다. 이는 1979년 아동수당과 아동에 대한 세제감면제도

를 대치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부모가정과 가족해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1988년 영국 정부는 가

족소득보충안을 확대시켜서 Family Credit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는 보다 많은 가정을 노동에 참여토록 하고 일을 함으로써 일을 하

지 않는 가정보다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다. 

한편 1990년 Children Come First 백서를 통해 아동이 부모 이혼

에 의해서 헤어지는 경우에 아동의 보호부모 혹은 함께 살지 않은 

부모로부터 양육비 지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표되었다. 이

에 1991년 영국에서도 아동부양법이 제정되어 1993년 4월부터 시행

되었다. 아동부양법은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을 확보하기 위한 법

률이다. 아동부양법은 모든 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아동 부양책임을 

지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만 부양책임을 지

게하고 있다. 그 적용대상자란 만 16세 이상의 아동과 혹은 고등교

육을 제외한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19세 이하의 아동으로 결혼

하고 있지 않은 아동이다(이재완․최영선 2006).

2. 운영방식

가. 대상

영국은 처음에는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였으나, 1975년 아동급여

법의 제정과 함께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보편주의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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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영국은 프랑스와 동일하게 거주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영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거주에 따라 가장이 영국지역 이외에서 출

생한 국민 또는 영국보호령의 사람 또는 아일랜드 시민일 경우는 

신청일 직전 2년 간에 합계 52주간을 영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에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영국의 아동수당 대상은 만 16세 이하(의무교육연령상한선)의 모

든 아동과 재학 중인 16~19세의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부양

하고 있는 부모이다. 1985년 사회보장개혁으로 아동수당은 모친에

게 지급되며 비과세이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일정액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외국인이라도 영국 안에

서 합법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부터는 첫째 자녀보다 1.5배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6세 

또는 17세 아동이 학교를 떠나 직업 및 훈련 프로그램을 찾을 경우 

최대 4개월까지 유효하다.

영국의 아동부양수당 대상은 만 16세 이상의 아동과 혹은 고등교

육을 제외한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19세 이하의 아동으로 결혼

하고 있지 않은 아동이다. 유급휴가는 입양부모도 사용할 수 있다. 

아버지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26주 이상 이전 직업

을 유지한 경우 1~2주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1999년 12월 

15일에 EU의 출산휴가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결과로 만들어졌다. 아

동을 낳았거나 입양한 경우에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무

급의 육아휴직을 최대 13주까지 보장되어 있다. 이 휴직제도는 아동

이 5세가 될 때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아동이 아프거

나 배우자가 아플 경우 등 가족구성원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을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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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여수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출산율의 증가로 인한 다자

녀가구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수당법을 통해 지급되었다. 아

동수당법에 의하면, 첫째 아동을 제외한 16세 이하의 아동에게 주당 

5실링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은 1977년 4월까지 도입되지 못했다. 1991년부터 아동급여는 첫째 

아동에게 더 높은 비율로 지급하고, 나머지 아동들에게는 같은 비율

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였다. 1992년 개정된 아동수당은 첫째 자녀

에게 주당 14.40파운드가 둘째 자녀부터는 자녀당 주 9.6파운드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2004년부터 자격요건을 갖춘 첫째 자녀에 대해 매주 정액 16.05

파운드를 지급하며, 둘째 자녀의 경우 16.54파운드가 추가 지급된

다. 특히 영국에서는 아동세액공제제도가 있어 공제액은 부모의 소

득에 의존하며, 주당 10.40파운드이고 최소공제는 연봉 50,000파운

드 이하의 소득자에게 지급된다. 또한 공제는 아동수당과 노동세금

공제에 더해 지급된다.

1990년대 초 두 자녀 모자가족에게 지급된 아동수당금액은 남성 

평균임금의 8%, 여성 평균임금의 13.4%에 해당하였고, 1992년 두 

자녀 양부모 가족의 아동급여는 남성 평균 임금의 6.5%이었다. 이

러한 급여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 명 또는 두 명의 

아동을 준 가족의 경우에는 높은 편이었으며, 대가족의 경우는 낮은 

편이었다. 양부모의 경우 아동급여는 어머니에게 지급되므로 이 급여

를 어머니 임금의 종류로 간주되기도 한다. 현재 영국은 보편적인 아

동급여를 기준으로 아동 및 가족지원을 통합하고, 부모의 고용유지를 

위한 부가적인 정부급여를 매듭짓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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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달체계

영국 정부는 대상별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다. 중앙정부는 국

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마련하며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예산집행을 감독한다. 실제적인 업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영국 중앙정부의 사회보장행정체계는 중앙본

부(정책입안, 평가 등 총괄업무), 급여관리청(사회보장급여 지급 총

괄)은 2001년 이후 Jobcentre로 이관되었다. 아동지원청(아동에 관련

된 급여 총괄), 기여금관리청(사회보장 기여금 징수)은 2001년 이후 

국세청으로 이관되었다. 정보기술청(사회보장관련 정보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 보훈청(전쟁연금, 급여총괄)으로 되었다.

영국에서는 사회수당과 공공부조 등 현금급여를 관장하는 부서는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DWP)이다. 노동연금

부를 통해 근로연령층, 고용주, 연금수급자, 가족,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급여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연금부는 2001년 6월 기존

의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DSS)와 교육고용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DfEE)의 고용파트를 합

하여 만들어졌다. 종전 교육고용부의 교육파트는 교육기술부(Depart- 

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ES)로 이전되었다.

새로운 노동연금부는 고용, 평등, 급여, 연금 그리고 아동지원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고용서비스와 소득지원급여(사회보주)를 연계

시키고 모든 사람의 평등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데 우선권을 가

진다. 

아동급여의 경우 7개 권역에 Child Support Agency Unit을 통해 

전달된다. 그 밖에 보호자 관련 급여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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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경우 County Council, Borough Council, Unitary Authority, 

London Borough 등의 지방사회복지서비스국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 출생 이후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신청시점

부터 3개월까지만 소급하여 지급되며,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은행

이나 우체국을 통하여 매월 송금된다.

라. 재정

2000년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에서 발간한 

“The Changing Welfare State: Social Security Spending”에 의하면, 

아동수당의 지출은 1991~1992년의 6조 5천억 파운드에서 1996~1997

년의 7조 3천억 파운드로 증가되었다. 아동수당은 해마다 소매물가

지수에 의해 그 가치가 인상되었다. 영국의 아동수당의 재정은 정부

가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보편주의제도이다. 

3. 시사점

영국은 보편적인 가족정책 대신 빈곤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아동정책도 일반아동보다는 장애 및 문제아동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책이 주를 이루어왔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이나 빈곤아동 

및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도입하게 되었으며 묵시적

인 인구정책과 실업대책적인 측면도 있었다. 높은 대중소비단계 후 

빈곤아동과 전시경제의 실업문제 해결, 인플레이션 억제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특히 영국에서는 사회운동가인 Rathbone이 이끄는 민

간단체인 가족부양협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울러 Speenhamland 제도의 전통을 토대로 민간단체, 학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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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간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도입되었다. 1945년 당시 합계출

산율은 1.75명이었다. Beveridge와 Keynes가 직접적인 정책형성을 

이루었고,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써 국민서비스형으로 출발하

였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영국의 경우에도 보편적인 아동

수당이 존재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영국은 아동양육이나 빈곤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

에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사회 양극화로 인한 

빈곤아동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므로, 아동의 소득보장 차원

에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영국에서는 인구정책 차원에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 당시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1.75명이며, 우리나라는 이미 2005

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영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 당시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하나의 방법으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영국은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두 자녀 이상을 가정

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1977년부터는 한자녀 가정

을 포함하여 첫째 자녀에게도 지급하고 있고,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아둥수당제도의 도입과정과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아동수당제도를 도

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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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공부조

❘제1절❘ 서론

공공부조제도는 일반적으로 빈곤구제를 목적으로 자산조사를 통

해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제도를 말한다. 빈곤구제는 복지국가

의 오랜 정책 목표일 뿐 아니라 복지국가 성립 이전에 복지국가 논

의의 기원을 이루는 사회정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실 영국 

복지제도의 기원은 빈곤 문제에 대한 최초의 국가차원에서의 개입

이었던 구빈법(Poor Law, 1601)으로 꼽기도 한다(Gilbert & Terrell 

2005). 그 이후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이 구빈법에 대한 논쟁으로

부터 시작되었고,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한 입법이 시작된 1944년 구

빈법이 폐지되면서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급여제도는 다양하게 발달하였

다(Spicker 2011). 하지만 또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을 위한 

급여제도는 항상 복지국가 제도에 있어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듯 가장 기초적인 공공부조제도도 1948년 국가부

조(National Assistance)에서 1966년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

으로, 그리고 다시 1988년 소득지원(Income Support)로 다시 대체되

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와서는 구직자 수당(Job Seeker’s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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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근로세액공제

(Working Tax Credit),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등 서로 다른 

대상 집단과 위한 별도의 급여제도들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소득지

원 급여는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Spicker 2011).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중심에는, 특히 최근 개혁에 있어서는 공

공부조정책과 노동시장정책과의 관계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일

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

은 복지국가의 오랜 역할이기도 하지만 오랜 논쟁의 지점이기도 하

다. 이에 대한 논쟁은 멀게는 1834년 신빈민법 개혁 때로 거슬러 올

라가지만 현대 공공부조제도에 있어서는 1988년 이후 이와 관련한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이러한 논란은 노동능력이 있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무능력 급여(Incapacity Benefit)과 같은 노동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대상자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급여 제도에 

대해서 아동세금공제, 근로세액공제 등은 이미 가족수당과 관련하

여 앞 장에서 살펴보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 크레딧

(Pension Credit)은 연금과 관련하여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제외하고 

이 장에서는 구직자 수당, 소득지원, 고용지원수당, 수발자 수당

(Carer’s Allowance)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 복지제도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새로운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

는 다른 급여제도들이 또한 발달해 왔다. 이러한 제도들은 보통 소

득을 대체한다기보다 특정한 비용을 보충해주는 제도들로서 중앙정

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급여제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주거급여(Housing Benefit)이다. 

본래 영국의 주거정책은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거와 같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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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급여가 중심이었지만 이것이 점차 현금급여 제도 중심으로 옮겨 

왔고 그렇게 주거급여 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 다음 주거단위로 

부여되는 지방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이 비용을 보존해

주는 현금 급여인 지방세 급여(Council Tax Benefit) 역시 특정 비용

을 보충해주는 급여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기존의 소득대체 및 특정비용보충을 위한 

정기적인 급여로는 포괄되지 않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욕구에 대

응하기 위한 임시적인 급여제도 또한 공공부조제도의 영역에서 살

펴볼 수 있다. 임시적인 급여란 제도적으로 정의되거나 부여된 권리

에 기반을 두어 주어지는 정기적인 급여가 아닌 예외적인 상황이나 

욕구에 대해서 담당 전문가나 공무원의 판단이나 별도의 예외적 기

준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급여로서 현재 영국에는 사회기금(Social 

Fund)와 관련된 급여와 대출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난방비 개선을 위한 에너지 효율 보조금(Energy Efficiency Grant), 

날씨에 따라 주어지는 혹한 급여(Gold Weather Payment),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정착을 위해 주어지는 지역사회보호 보조금(Community 

Care Grant), 크리스마스 비용 보전을 위한 크리스마스 보너스

(Christmas Bonus)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영국의 공공부조제도를 소득대체를 위한 급여제도, 특정

비용 보충을 위한 급여제도, 예외적 상황에 대응하는 임시적 급여제

도,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도와 정책의 발전과 변화, 제도의 

내용, 쟁점 등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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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발전과 변화

1. 영국 공공부조 급여제도의 발전과 특징

공공부조제도를 앞서 정의한대로 저소득, 또는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조사에 의해 선별되는 급여라고 했을 때 그 역사는 2차 세

계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영국의 복지

제도의 기원은 구빈법에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자산조사가 도입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자산조사는 원래 수급기준에 대한 명

확한 제도적 기준을 세움으로서 빈곤법에 의한 낙인을 피하기 위한 

제도로 고안되었다(Spicker 2011). 하지만 자산조사는 ‘빈곤한 자’를 

선별한다는 그 본래의 성격 때문에 낙인효과를 가지는 대표적인 제

도로 남아있다.

구빈법 폐지 이후 1948년에 도입된 국가부조제도는 다른 사회보

장제도로 보호가 되지못하고 저소득으로 떨어진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망으로 도입이 되었다. 그 이후 1966년에 보충급여제도로 바뀌

고, 다시 1988년 현재의 소득지원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이러한 발

전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

루어진 것은 1978년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라는 보고서에서였

다고 할 수 있다(Spicker 2011). 이 보고서에서는 그 당시 보충급여

제도의 복잡성을 주장하면서 급여율이나 실사 규정의 단순화를 제

안하였고, 단기 급여제도 도입 또한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시 보수

당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제도의 개편은 또 다른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진 1984년 파울러 리뷰(Fowler Review)를 통

해서 이루어졌다. 이 때 소득지원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족, 한

부모, 은퇴자, 장애인 등을 위한 부가금이 도입이 되고 주로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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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급여가 도입이 되었으며 주거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등 개편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1988년 소득지원제도 도입 이후에 이전까지 공공부조의 

중심이었던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감소되었다. 1996년

에 실업자들은 구직자 수당으로 분리되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

우에는 아동급여와 아동세금공제 등 별도의 소득 대체 및 보충제도

들이 강화되었으며 2008년에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고용지

원수당으로 통합되었고, 수발자의 경우에는 수발자 수당을 별도로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예전에는 5백만 명 규모의 수급자를 포괄

하는 제도였지만 현재 소득지원의 대상자군은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나 무급 출산휴가 중인 저소득 가정 정도만 남게 되어 

수급자 규모는 약 백만 명 수준이고 제도의 폐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이 소득적인 소득보

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배경이 되고 있다. 다시 말

해 노동능력이나 조건들에 따라서 대상자가 세분화되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운영원리를 가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로 다른 목적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령 일반적인 실업자의 경우에는 구직자 수당으

로 분리를 시킴으로서 보다 더 엄격한 구직조건이 부여가 되고 급

여수준도 더 낮게 책정하는 한편, 질환이나 장애로 노동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고용지원수당을 통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

지만 역시 강화된 구직관련 활동이 부가되었다. 하지만 아동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동세금공제 등으로 소득에 대한 보장이 더욱 강

화되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직업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한편으로 더 많

은 조건을 부여하고 더 낮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근로 시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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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가령 소득대

체 급여 중 가장 낮은 수준이 일반적인 실업자가 대상인 구직자 수

당이고 그 다음이 질환 및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재취업 가능성이 있

는 고용지원수당의 직업관련활동 그룹(work-related activity group)이

고 재취업의 가능성이 없는 고용지원수당의 지원그룹(support group)

이 가장 급여수준이 가장 높다. 다시 말해 같은 무직상태에 있는 저

소득자이더라도 직업능력이 없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에 참여하면 반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Sainsbury 2009). 고용지원수당 수급자에게 시간제 근로를 

최대 1년 동안 허용해 주는 ‘허가 근로(permitted work)’이나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로 재취업시 최대 1년 동안 주당 40파운드 비과세 

급여를 제공하는 ‘재취업 크레딧(return to work credit)’, 저소득 상

태이나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 지급이 되는 근로 세금 공

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저소득 보호에 있어서 보다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조건이 강화되어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분리해지는 이

러한 정책 변화는 기본적으로 더욱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

진함으로써 자산조사 급여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겠으

나 그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난 편은 아니다. 은퇴자를 제외한 자산

조사 급여 각 대상 집단별 수급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이

전까지 급격했던 수급자 증가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2-5-1>. 일반적인 실업자에 대해서

는 앞서 고용정책에서 자세히 다루어 졌으므로 질환자 및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

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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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자산조사 기반급여 수급규모 추이

단위: 천명

1951 1961 1971 1981 1991 2001 2010

실업자 66 142 407 1,384 1,335 690 1,116

질환자 및 

장애인
219 280 321 213 375 1,017

2,122
한부모 127 138 285 379 871 888

기타 81 18 22 85 331 306

합계 493 578 1,035 2,061 2,912 2,901 3,238

자료: Spicker, 2011: 81에서 변형

현재 영국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하나의 제도 아

래 사회보험 급여와 자산조사 급여가 통합되어있는 점을 들 수 있

다. 대표적인 소득대체 급여인 구직자 수당이나 고용지원수당 모두 

국민보험 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을 2년 이상 납부했

을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미만인 실업상태일 때 최대 6개월

(182일)간은 자산조사 없이 기여기반(contribution-based) 수당을 받

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조사에 의해 

저소득이면서 자산이 16,000파운드(약 2천 8백만원)이하일 경우에

만 소득기반(income-based)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여기반 

수당과 소득기반 수당간의 기본 급여액은 차이가 없지만 소득기반

의 경우 자산이나 소득에 따라 급여액이 감액된다.

그다음 특징은 공공부조 급여가 기본적으로 보충급여 형태로 같

은 수급자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급여액이 감액되는 구조

를 가지고 있고, 또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부가금이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을 보존한다. 다시 말해 자산조사 급여는 일상적 비용

을 보전해주는 기본 수당, 고령이나 장애 등 특정한 상황에 대한 추

가적인 비용을 보전해 주는 부가금(premium), 그리고 소득 수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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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대출환급 등 특정한 비용에 대해서 급여액을 줄이는 감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DWP 2012).

기본 수당은 음식, 연료, 의복과 같은 일반적인 수급자의 욕구를 

포괄하는 비용으로 1948년 도입당시 라운트리에 의해서 규정된 최

소 기준(minimum standard)에 기초하였으나 시대가 지날수록 급여 

수준과 실제 욕구의 연관성은 없어졌으며 현재에는 정부에서 매년 

물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다. 기본 수당에 추가적으로 붙는 

부가금은 가족, 장애 여부와 중증장애 정도, 장애 아동, 수발자 여부 

등 각각의 경우에 별도로 정해진 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감액의 

경우에는 총 소득에 따라 이루어지며 또한 벌금 및 과태료, 각종 공

과금의 연체료 등에 대해 정해진 금액의 감액이 이루어지며 과잉급

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감액을 통해 급여가 환수된다. 과잉급여 

환수의 경우에는 급여 감액에 있어 부정여부에 따라 10파운드에서 

13파운드 정도 감액한도가 있다.

2. 장애인, 질환자에 대한 급여제도의 변화

장애인, 질환자에 대한 공공부조제도의 발전을 일반적인 공공부

조 제도와 별도로 살펴보는 이유는 서로 다른 발전의 경로를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나 질환자에 대한 소득대체 급여는 무능

력(incapacity)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발달하였다. 무능력은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면 장애와 유사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일을 할 수 없는 것

도 아니고 장애가 없는데도 가령 허리 통증, 스트레스 관련 정신 질

환, 체력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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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무능력은 제도적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어왔다(Spicker 

2011). 단기는 보통 일시적인 근로나 소득의 중단을 가져오지만 대

부분의 경우로 다시 업무나 그에 상응하는 위치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장기는 그보다 영속적인 경우를 포괄한다. 이러한 단기

와 장기에 대한 구분은 제도적으로 기여기반 급여제도와 소득기반 

급여제도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가령 전후 1948년에 도입된 

질병 급여(Sickness Benefit)은 기여기반 급여였지만 이 급여 수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자산조사 기반의 국가부조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때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는데 가령 1971

년 보수당 정부가 6개월 이상 장기 무능력의 경우 지급하는 무력 급

여(Invalidity Benefit)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역시 기여기반으로 

운영되었다.

이 때문에 1975년에 노동당 정부는 국민보험 기여여부와 관계

없이 무능력의 경우 수급 받을 수 있는 비기여 무력 연금(Non- 

Contributory Invalidity Pension)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 급여제도

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 논란이 많았는데 우선 노동연령 대상

으로 제한하여 상당수의 장애인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

만 더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 제도의 성차별적 요소였다. 처음에는 

기혼여성을 수급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1977년 별

도의 주부 비기여 무력연금(Housewives Non-Contributory Invalidity 

Pension)을 도입하였는데 일반적인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검사를 통해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신청자 수가 증가하

자 다시 1978년에 규정을 개정하여 ‘상당한 수준(to any substantial 

extent)’으로 가사일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만 수급이 가능토록 하였

다. 하지만 다시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에서 급여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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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성적 차별을 철폐하라는 압력 때문에 비기여 무력연금은 1983

년에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로 모두 통합되

었다.

하지만 정작 저소득층의 경우 비기여 무력연금이나 중증장애수당

이 큰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급여들은 모두 소득으로 인정되

어 자산조사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급여가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8년부터는 소득지원을 수급하는 장애인의 경

우 중증장애 부가금(severe disablement premium)이 지급되었지만 여

전히 수급자격은 제한적인 편이었다. 

한편, 기여기반의 무력 수당은 1995년 무능력 급여(Incapacity 

Benefit)로 대체되었다. 기존의 무력 수당의 경우에는 무력의 기준이 

기존의 직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 하여 신청자가 급증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근로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의 

직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무능력’으로 인정하여 그 범위가 훨

씬 넓었던 것이다(Sainsbury 2009). 하지만 무능력 급여로 대체되면

서 무능력 인정범위는 어떠한 근로도 가능하지 않을 때로 더욱 협

소하게 정의되었으며 장기 잘환자의 경우에도 장애나 질환 여부가 

아니라 노동능력을 실제로 상실했을 경우로 범위를 더욱 좁혔다. 또

한 무력 수당에서는 의사의 진단만으로도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

었지만 무능력 급여에서는 시력상실, 장애율 80% 이상, 중증 지적

장애, 중증 질환 등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능력실사(Personal Capacity 

Assessment)를 통과해야 수급자격이 부여되었다. 그 후 2001년에 이 

무능력 급여와 중증장애수당이 통합되고, 다시 소득지원 수급 장애

인들과 다시 통합되어 지금의 고용지원수당제도가 탄생 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노동 ‘무능력’자에게 까지 노동연계 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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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수급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이었다. 실제 

정부에게 있어 무력 수당을 무능력 급여로 대체하면서 무능력의 정

의를 대폭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급증하였

다. 197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사이에 무능력 급여 신청자 수

가 3배 이상 증가해 총 260만 명에 이르렀으며 1997년 신노동당 정

부 집권 당시 비경제활동 급여 수급자 수가 전체 노동연령인구의 

15%에 이르렀다(DWP 2008a). 구직자수당 신청자가 80만명 수준이

라는 것을 비교할 때 이는 상당히 큰 규모였던 것이다(DWP, DH, 

DfES, & ODPM 2005). 노동 무능력자에게 노동연계 정책을 강화하

는 모순은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무능력 급여 수급자도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다시 노동

능력이 인정될 경우 급여수준은 더 낮으면서 더욱 엄격한 구직조건

이 부여되는 구직자 수당을 신청하게 하였으며 1998년 시범사업으

로 무능력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신고용협약(New Deal 

for Disabled People)이 시행되었다. 그 다음 2003년 10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직업경로(Pathway to Work)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

어 모든 무능력 급여 신규 신청자는 의무적으로 직업 집중상담

(work-focused interview)이 의무화 되었다. 직업경로 프로그램 참여

자는 재취업 크레딧으로 주당 40파운드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개혁

에 의해 무능력 급여 신청자 수가 200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까지 신규신청이 약 14만 건 감소하였다(DWP 2008a).

고용지원수당이 도입되면서는 이제 모든 신규 신청자들은 근로능

력실사(Work Capacity Assessment)라는 새로운 의료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실사에서는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에 초점을 두어 그 결과에 따라 직업연계활동 그룹과 지원 그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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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뉘게 된다. 직업연계활동 그룹에 배치되면 의무적으로 개인 상

담사(personal adviser)와 직업집중상담을 받고 직업경로 프로그램 

하에서 행동 계획을 수립하여 취업 준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중

증장애나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의무가 없는 지원 그룹

으로 배치가 되지만 자발적으로 취업 준비 활동에 참여할 경우 재

정적인 보상이 주어진다. 현재 신규 신청자의 약 90%가 직업연계활

동 그룹으로 배치되고 있다(DWP 2008b).

장애인과 질환자를 위한 공공부조제도로서 또 포함될 수 있는 것

은 수발자(carer)에 대한 급여제도이다. 장애인이나 질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급여는 아니지만 이들을 돌보느라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영국에서는 역시 자산조사 급

여로 발달하였다. 처음 이 제도가 생긴 것은 1976년 노동당정부에서 

무력수발수당(Invalid Care Allowance)을 도입하면서부터이다(Spicker 

2011). 당시 간호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돌보고 있는 사람을 먼

저 대상으로 하였다. 이 제도는 수발을 위해서 고용을 포기한 사람

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비고용 상태여야 하고 수발이 정기적이고 

상당한(regular and substantial) 수준이어야 했으며 노동연령인 사람

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었다. 정기적이고 상당한 수준이란 주간시간

을 기준으로 주당 35시간 이상 수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다. 처

음에는 기혼 여성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1985년 유럽 법정

(European court)의 판결에 의해 기혼 여성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3년 수발자 수당(Carer’s Allowance)로 고쳐져서 은퇴연령 이상

의 사람들도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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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 제도의 발전과 변화

영국 공공부조제도에서 소득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급여와 더불어 

또 다른 영역은 특정 비용에 대한 보충해주는 급여로서 그 대표적

으로 주거급여를 들 수가 있다. 주거비용은 원래 공공부조급여 내에

서 고려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값싼 공공주거 공급으로 해결이 되

었었으나 주거정책 자체가 현물급여에서 현금급여로 전환되면서 별

도의 주거급여가 발전하게 되었다(Spicker 2011). 현재 주거급여제

도는 지방세 급여제도와 함께 지방정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약 450만 가구가 수급하고 있다(DWP 2009).

영국 복지국가 성립의 밑그림이 되었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원

래 주거비용은 고려되지 않았지만 1948년 국가부조제도에서부터 임

대료와 모기지 이자 비용과 같은 임대비용이 공공부조급여 산정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1982년까지 보충급여제도에서도 유지되었었

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수급자는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공

공부조제도의 도움을 받기도 했었다.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는 보조금을 통해서 공공주거인 의회주택

(council house)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면서 별도의 주거급여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보수당 정부는 이러한 현물 중심의 보조

금 정책 대신에 개별 가족에게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했고 

그 결과 주거급여 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Spicker 2011). 그 결과 

주거재정법(Housing Finance Act)를 통해서 보조금을 규제하자 의회

주택의 임대료가 세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세입자

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보수당 정부는 증가된 임대

료를 낼 수 있도록 또 다른 급여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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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바로 1972년에 도입된 임대료 할인(Rent Rebate)로 실제로

도 임대료 할인해 주는 형태로 제공 되었다. 실제 1967년 노동당 정

부가 지방정부에서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하였던 제도이지만 

보수당 정부에 의해서 의무화된 것이다. 또한 주거재정법으로 민간 

임대료도 규제가 풀리면서 인상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해에는 민간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수당(Rent Allowance)이 도입이 되었다. 그 

후 대처 정부가 의회 주거에 대한 보조금을 거의 폐지하면서 주거 

급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 졌고 현재 공공 주거의 대부분의 세입

자들도 주거급여에 의존하게 되었다. 1982년에서 1983년 사이에 보

충급여 제도 행정에서 관리되던 임대료 할인과 임대료 수당이 모두 

지방의회로 넘어가 통합되었다.

최근의 가장 큰 변화는 지방 주거 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도입이다. 기존에 임대 담당자(rent officer)의 개별 실사에 의해서 수

급 자격이 부여되고 수급액이 결정되었지만 이 제도에서는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기준에 의해서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수급액 

또한 결정되게 되었다(DWP 2009). 그리고 결정된 금액과 실제 임대

비용의 차액은 주당 15파운드 이내에서는 반환의무 없었으나 2010

년 이후에는 차액 없이 실임대료만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4. 사회기금 제도의 발전과 변화

앞서 정리한데로 공공부조제도에서 소득대체 급여와 특정 비용 

보충을 위한 급여와 더불어 세 번째 영역으로 임시급여 제도를 들 

수 있다. 영국에서 이러한 임시급여제도로 대표적인 것은 사회기금

에 기초한 급여들을 들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처음부터 이러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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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것은 아니다(Spicker 2011). 1980년대 이전에는 긴급하거나 예

외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급여제도로 3가지를 꼽을 수 있었는데 

긴급욕구급여(Urgent Needs Payment), 예외상황 부가금(Exceptional 

Circumstance Additions), 예외적 욕구 급여(Exceptional Needs Pay- 

ments)가 그것이었다.

긴급 욕구 급여는 집이 불타 버린 사람 등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

로 인해 긴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였다. 그 다음 예외상황 부가금은 이렇게 특수한 상황

이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주당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였다. 마지막으로 예외적 욕구급여는 주당 급여로 포괄되지 않은 욕

구에 대응하는 급여제도였다. 주당 급여는 개념상 정기적이고 일상

적인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이에 벗어나는 욕구를 위한 일시

급여 제도로서 예외적 욕구급여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는 논란이 많았다. 보통 주당 급여는 일상적

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비용으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일상적이지 않은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예외적 욕구급여가 있었던 것이지만 그 기준은 매우 모호한 

것이 사실이었다. 가령 일상적인 활동에 의해서 옷과 신발이 닳아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 욕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추락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옷이나 신발이 상해서 다시 새로 구입해

야 하는 경우 등이 예외적 욕구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호한 기준 때문에 예외적 욕구급여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남용된다는 비판이 많이 일었다. 실제로 예외적 욕구급여 신

청의 절반가량이 의류구입 비용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1979년 당시 

공공부조제도인 보충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이 예외적 욕구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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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하면서 더 이상 ‘예외적’이라는 의미가 상실되었다(DWP 2010b). 

그래서 앞서 언급한 1978년 ‘사회보조’ 보고서에서는 아예 다소 일

상적인 추가적 비용을 포괄하기 위한 정기적인 일시금(lump sum 

payment) 도입을 제안하였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대신 당시 대처의 보수당 정부는 1980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를 통해 이러한 급여의 재량적 요소를 없애고 제도적 

기준을 통해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혁하였다. 그래서 예

외상황부가금은 ‘부가조건(additional requirement)’으로 바뀌어 기준

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에 의한 급여로 전환되었으며 예외적 욕구 

급여는 단일급여(single payment) 제도로 바뀌었다. 단일급여 제도에

서는 규정을 통해 의류에 대한 급여 신청을 방지하였다.

이러한 보수당 정부의 개혁은 본래 이 제도에 대한 비용을 통제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효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재량적 

급여에서 기준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로 전환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것을 의미했

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임시급여들의 급여신청이 제도시행 초

기인 1980년에서 81년에는 113만 건에서 83만 건으로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6년에는 473만 건에 이르렀다

(Spicker 2011). 정부에서는 급여범위를 축소하여 가구구입 비용 등

을 제외시키다가 결국 1986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토

하여 사회기금을 설립하고 다시 재량에 의한 급여로 복귀하였다

(DWP 2010b).

사회기금 제도로 바뀌면서 급여의 범위는 확대되었지만 사회기금 

자체는 지역별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이 바닥나면 더 이상 신규

급여가 정지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대상자가 제한된다. 또한 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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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긴 하지만 비상환 급여가 아닌 상환을 해야 하는 대출의 형태

로 급여가 제공된다. 따라서 수급자격에 있어서 상환능력이 고려되

며 최대 18개월 동안 급여의 15% 정도를 원천징수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사회기금 급여는 새로운 급여라기보다는 공공부조 

급여의 가불제도처럼 운영되는 것이다.

그러면 영국 공공부조제도를 소득대체 급여, 특정비용 보조 급여, 

임시급여 세 가지로 구분하여 영국정부의 공식 웹사이트(HM Govern- 

ment 2011)를 참고로 각 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3절❘ 영국 공공부조제도의 현재

1. 소득대체 공공부조제도

대표적인 소득대체 공공부조제도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구직자 수당

이다. 구직자 수당은 영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은퇴연령 미만

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 미만이지만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물론 국민보험기여금 납부경력이 2년 이

상일 경우 실업 시 최초 6개월은 자산조사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급여이지만 기여경력이 모자라거나 수급기간이 6개월을 

넘어갈 경우 자산조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공공부조 급여로 전환된다.

이미 고용정책에서 살펴보았지만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구

직자 수당은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그래서 수급자

는 “구직자 동의서(jobseeker’s agreement)”에 동의해야 하며 이를 통

해 정기적으로 고용센터플러스 상담사(adviser)를 만나서 구직 능력

과 활동 등을 입증해야 할 의무를 부여된다, 또한 이 동의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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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직 활동과 고용기회 증진을 위해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 등 매

주 이행해야 할 단계적 과업을 설정한다, 13주 이상 구직자수당 수

급이 계속될 경우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구직자 수당 수급자는 최소한 2주에 한번 고용센터플

러스를 방문해야 하며 또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일할 

준비가 되어있고, 급여에 영향을 줄 어떠한 조건도 변하지 않았다는 

신고서(declaration)에 서명해야 한다. 이렇게 고용센터플러스를 방

문할 때 마다 수급자는 구직자 동의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

며, 어떤 직장에 지원을 하였었고, 더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상담사

와 상의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부조 급여에 해당하는 소득기반 구직자수당은 자산이 16,000

파운드(약 2천 8백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수급액은 나

이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주당 최대 53.45파운드(약 10만원) 또

는 67.50파운드(약 12만원)을 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 동반자

(couple)이 있는 경우에는 주당 105.95파운드(약 19만원)을 수급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산이 6,000 파운드(약 천만원) 이상일 때는 매 

250파운드(약 5십만원) 초과 당 주 급여액이 1파운드가 삭감되고 소

득이 있을 경우 소득액에 따라 또한 급여가 감액된다.

조  건 주당 최대 급여액

25세 미만 독신 ￡53.45

25세 이상 독신 ￡67.50

18세 이상 반려자(couple) ￡105.95

한부모 가정(18세 미만) ￡53.45

한부모 가정(18세 이상) ￡67.50

<표 2-5-2> 소득기반 구직자수당 급여액 
단위: 파운드

자료: HM Governmen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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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는 장애인 및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수당이다. 이 수당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를 하

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로서 기존의 무능력 급여, 중

증장애수당, 소득지원 수급자 중 장애인이나 질환자를 모두 포괄한

다. 이에 따라 무능력 급여 신규 신청은 2011년 1월 31일부로 중단

되었으며 기존의 소득지원나 중증장애수당을 수급하던 장애인이나 

질환자는 새롭게 실사를 받아 고용지원수당을 수급하게 된다.

고용지원수당을 수급하려면 일정정도 이상 근로능력에 영향을 주

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4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로능력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던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연속된 7일 중 2일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특별한 의료적 치료를 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 것이다. 만 16세에서 20세 사이의 신청자는 20세 이전

에 질병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20세 되기 3개월 전에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었으면 25세까지)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수급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정 질병 급여가 종

료되거나 수급할 수 없는 경우, 법정 모성 급여(Statutory Maternity 

Pay)를 받았으나 근로능력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복귀를 못하는 경우에 국가 연금 연령에 미치지 않았으면 고

용 및 지원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지원수당 역시 기여기반과 소득기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구

직자 수당과 마찬가지로 국민보험 기여경력이 충분하면 자산조사 

없이 기여기반 수당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조사에 의

하여 자산이 16,000파운드 이하이고 저소득일 때 수당을 바을 수 있

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 주당 24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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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 

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능력실사를 거쳐 수급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 결정까지 보통 13주가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구직자수당에 

상응하는 급여를 일단 수급할 수 있다. 하지만 구직자수당과 마찬가

지로 6,000파운드 이상의 자산이나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급여액이 삭감된다.

보통 질환이나 장애가 발생한 최초 6개월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소위 ‘자기 직업(own occupation)’ 

검사를 통해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 경우의 대부분은 기여

기반 고용지원수당 대상이거나 법정질병급여 대상이다. 6개월 이후

에는 기존 직업뿐 아니라 모든 직업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검사하

는 근로능력심사를 받아야 한다. 임산부나 말기질환,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신청자의 약 10%는 근로

능력실사에서 제외되고 있다(Spicker 2011).

근로능력실사에 앞서 고용지원수당을 신청할 때 질병과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과업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검사하는 ‘근로 능력 

제한 설문(Limited capability for work questionnaire ESA50)을 작성

한다. 그리고 지역의원(GP)로 부터도 의료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건

의료전문가가 이를 검토한다. 이 때 신청자의 상태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료 실사에 직접 참여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능력심사는 신체 및 정신장애에 대해서 점

수를 부여한다. 신체장애에는 평지 도보, 직립 및 착석, 허리 또는 

무릎 굽히기, 뻗기(reaching), 들고 옮기기, 손작업, 말하기, 청력, 시

력, 대소변 가리기(continence), 의식(consciousness) 등이 포함되며 

정신 장애는 작업 완수, 위험 인지, 기억력과 집중력, 작업 수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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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행동의 실행 및 유지, 변화 대응, 돌아다니기(get about), 타인

과의 상호작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근로능력실사의 결과에 따라 14주부터는 직업관련 활동그

룹과 지원그룹으로 나뉜다. 직업관련 활동그룹에 속한 경우에는 전

문 상담사와 직업집중상담을 받고 지속적으로 상담사를 통해 재취

업을 위한 준비와 훈련 등을 받아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급여

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증 장애나 중증 질환의 경우 지

원 그룹에 속하게 되며 이 경우 별다른 취업관련 활동에 대한 의무

는 없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할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급여액은 직

업관련 활동그룹의 경우 주당 94.25파운드(약 17만원), 지원그룹의 

경우 주당 99.85파운드(약 18만원)이 최대이다. 역시 6,000파운드 이

상의 자산이나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급여액이 삭감

되며 연금 소득의 경우 주당 85파운드를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만큼 

급여가 감액된다.

고용지원수당은 구직자수당과 마찬가지로 고용센터플러스(Job- 

centre Plus)에서 관리한다. 자원봉사를 포함한 근로, 훈련 및 훈련 

수당, 이사, 52주 이상의 입원, 해외여행 등은 고용센터플러스에 신

고를 하여야 한다. 근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 및 지원 수당

을 수급하는 동안에 근로를 할 수 없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가 

근로를 할 수 있다. 주로 근로 능력을 시험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일로서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할 때 상담

사와 상의를 해서 허가 노동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허가 

노동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허가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는 주당 소득 20파운드 이하이거나 최

대 주당 97.50 파운드 소득까지는 평균 주당 16시간미만으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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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52주간 동안이다. 지원그룹에 속할 경우에는 최대 주당 

97.50 파운드 소득에 평균 주당 16시간미만 근로면 기간 제한 없이 

인정이 된다. 또한 공공 또는 자원봉사단체 관계자의 지도 아래 장

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한 목적의 근로인 지원 허가근로

(Supported Permitted Work)의 경우에는 최대 주당 97.50파운드의 소

득까지는 허가 근로로 인정된다.

그다음 만 16세에서 은퇴연령 사이이고 저소득에 자산이 16,000

파운드이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미만인데 구직자수당이나 고

용지원수당을 받지 않는 영국 거주자는 소득지원을 수급할 수 있다. 

앞의 공공부조제도 발달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본래 소득지원제도

는 공공부조제도의 중심이었으나 대상 집단별로 구직자수당, 고용

지원수당으로 분리되면서 대상자가 많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 부모, 출산 휴가 중인 여성이나 남성, 수발자, 

1년 미만 거주한 난민 등이 소득지원 수급이 가능하며 노숙자, 호스

텔 거주자, 요양시설(care home) 거주자의 경우도 소득지원을 수급

할 수 있다. 또한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소득지원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자녀가 있거나, 부모나 부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대나 폭력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있

는 경우, 영어를 배우고 있는 난민의 경우에 한하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자격조건 없이 한부모로서 소득지원을 수급 받는 경우에는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7세 이상이 되면 소득지원이 중단된다. 하

지만 자녀가 중급 이상 돌봄 요소로 장애 생활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발자 수당을 받고 있거나, 양육 아동(foster child)이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급 가능하다. 하지만 수급 중단될 시에는 8주전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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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되며 상담사를 통해 다른 가능한 급여나 지원을 안내받게 된다.

무급 출산휴가(부성 휴가의 경우 유급 휴가 포함) 중일 경우 소득 

보조 수급이 가능하나 소득 보조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다른 소

득연계 급여 중 하나 이상을 수급하고 있어야 한다. 주거 급여나 지

방세 공제, 근로세액공제, 아동세금공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

만 아동세금공제의 경우는 일정 급여율 이상일 때만 해당된다.

급여수준은 구직자 수당, 고용지원수당과 유사하지만 독거, 한부

모, 반려자 여부, 반려자의 연령 등에 따라 최대 급여액에 차이가 있

다. 각 조건별 소득지원 최대 급여액은 <표 2-5-3>과 같다.

조  건 주당 급여

독거
16 ~24세 £53.45

25세 이상 £67.50

한부모
16 ~17세 £53.45

18세 이상 £67.50

커플

모두 18세 미만 £53.45

한 명이 18세 미만이고 다른 한 명이 18 – 24세 £53.45

한 명이 18세 미만이고 다른 한 명이 25세 이상 £67.50

두 명 모두 18세 이상 £105.95

<표 2-5-3> 조건별 소득지원 최대 급여액 

단위: 파운드

자료: HM Government (2011)

소득대체 공공부조제도로서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수발

자 수당이다. 만 16세 이상이면서 주당 최소 35시간 이상 수발을 제

공하고 있는 사람은 수급이 가능하며 수발 대상자가 간호 수당을 

수급하고 있거나, 중율 이상의 돌봄요소로 장애생활수당을 수급하

고 있거나, 일반 최대 급여율의 지속 간호 수당과 산업 재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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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동시 수급하고 있거나, (전일제) 기본 급여율의 지속 간호 수

당과 전쟁 장애 연금 동시 수급하고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주당 21시간 이상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나 세후 

소득이 주당 100파운드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하지만 소득 산

정에서 직장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나 근로시간 중 대상자 

수발비용으로 별도 지출하는 비용은 제외된다. 가령 직장을 나가기 

위해 별도의 간병인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주당 소득

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수급 수준은 주당 55.55파운드(약 10만원)이며, 국가 연금 수급자

의 경우 연금 수급액만큼 제외되며 55.55파운드 이상 수급하고 있는 

다른 급여가 있을 경우 중복 수급 불가능하다. 또한 수발자 수당은 

소득 관련 급여 산정시 소득으로 포함되며 수발 대상자의 경우 소

득기반 급여에서 추가적으로 받는 중증장애 부가금(severe disability 

premium)은 감액된다. 하지만 수발자의 경우 소득지원나 소득기반 

구직자 수당, 연금 크레딧 수급시 최대 주당 31 파운드 수발자 부가

금(carer premium)을 동시 수급 가능하고, 주거 급여나 지방세 급여 

수급시에도 수발자 부가금이 고려될 수 있다.

2. 특정비용 보충 공공부조 급여

기본적인 소득대체 이외에 특정한 별도의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급여제도로 대표적인 것은 주거급여를 들 수 있다. 주거급여의 수급 

대상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이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

람으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1인만 수급 가능하고 만 25세 미만 독

거자의 경우 공동주거시설의 독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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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크레딧의 보장 크레딧 대상자가 아니면서 금융자산이 16,000파

운드가 넘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가까운 친척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 장애나 자녀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일제 등록 학

생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조사는 본인과 동거인의 소득과 자산이 모두 포함되며 일부 

사회보장 급여나 세금 공제, 직장 연금 등이 모두 고려된다. 자산조

사시 연령이나, 가족 크기와 구성(연령), 장애인 여부(가족 포함) 등

도 역시 고려대상이다. 그 외에 현 주거의 합리적 임대료 수준, 가족 

크기에 적합한 주거의 규모, 거주 지역에 따라 적합한 임대료 수준 

역시도 고려된다. 

급여 수준은 지방의회의 공공주거나 다른 공공 주택에 거주할 경

우 급여대상 임대료(eligible rent) 만큼 주거 수당이 지급된다. 급여

대상 임대료란 임대료와 엘리베이터, 공공 세탁시설사용료, 놀이터 

관리료 등 일부 서비스 요금 포함된 금액을 말하지만 수도세, 난방, 

전기, 가스, 음식 등의 비용은 제외된다.

민간 임대업자나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를 하고 있을 경우 지방주

거수당 원칙(Local Housing Allowance rule)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되

어 지급이 된다. 지방주거수당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주거 형태에 

따라 다르며 공동주거의 독방에서부터 최대 침실 4개의 주택까지 

차등하여 각 주거 형태 당 해당 지역 임대료 범위에서 하위 30% 수

준으로 설정되는 급여기준으로 매달 지방주거수당이 그 전달 말에 

발표된다.

다시 말해 가령 침실 2개의 주택의 임대료 지불을 위해 주거급여

를 받는다면 주거급여 최대 수급액은 최대 그 지역 침실 2개인 주택

의 임대료 하위 30% 수준까지라는 것이다. 실제 거주 주택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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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하위 30% 수준보다 비쌀 경우 수급자는 나머지 임대료는 직접 

부담하거나 더 임대료가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여야 하며 하위 30%

보다 실제 임대료가 낮을 경우 실임대료 만큼만 주거수장이 지급된다.

이 주거급여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것이지만 고용센터플러스에

서 소득지원, 구직자수당, 고용 및 지원 수당 등 사회보장 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 급여는 급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이 되지만 지급된 주거 급여를 임대료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소

나 퇴거가 가능하다.

그리고 자산조사 소득대체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자가 주택을 소유

하고 모기지 이자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에는 모기지 이자 지원

(Support for Mortgage Interest, SMI)을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플러

스나 연금 서비스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 이 급여는 주택 관련

(주택 보수 포함) 대출이나 모기지 이자 비용을 보조해 주는 급여로

서 보통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이 되며 원금이나 보험, 모기지 체납

금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 11월 현재 급여가 지급되면 표준 이자율 3.63%를 적용하

여 지급이 되며 영국 은행(Bank of England)이 매월 발간하는 평균 

모기지 이자율에 따라 산정된다. 만약 표준 이자율이 실제 수급자의 

이자율 보다 높을 경우 차액은 모기지 계좌에 적립된다. 이 급여는 

연금 크레딧 수급자가 아니면 신청한 이후 13주 이후부터 지급되고, 

최대 20만 파운드(약 3억 6천만 원)까지의 모기지에 대한 이자가 지

급되며(연금 크레딧 수급자는 최대 10만 파운드), 소득 기반 구직자 

수급자는 최대 2년간, 소득지원, 소득연계 고용지원수당, 연금 크레

딧 수급자는 수급 기간동안 무제한 수급이 가능하다. 26주 이상 공

공부조급여를 수급하던 사람이 취업, 소득 증가, 근로 시간 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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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탈 수급되었을 때 5주 이상 지속되는 직업일 경우 이전에 수급

하던 모기지 이자 지원을 수급자에게 4주간 연장하는 모기지 이자 

지속 지원(Mortgage Interest Run On, MIRO)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추가비용에 대한 공공부조제도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역

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급여이다. 이 급여는 이름이 말해주

듯이 주거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자산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연금 크레딧의 보장 

크레딧 수급자가 아닌 경우 자산이 16,000파운드 이상이면 대상에

서 제외되며 연령, 가족 규모, 가족 구성원 연령, 장애인 여부 등이 

고려된다. 하지만 소득지원, 소득기반 구직자수당, 또는 연금 크레

딧의 보장 크레딧같이 자산조사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대부분 

100% 공제를 받는다. 실제 급여는 이러한 할인율에 따라 지방세를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공제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반려자가 아니면서 동거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있고, 임대료

를 내거나 자체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저소득일 경우 추가 

성인 할인(Second Adult Rebate)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인

이 지방세 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저소득 동거인을 둠으로

써 지방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제 사유 할인율

동거 성인이 소득지원, 소득기반 구직자 수당, 연금 크레딧 수급자인 경우 25%

동거 성인 주당 소득이 177.00파운드 이하인 경우 15%

동거 성인의 주당 소득이 177.00파운드와 230.99파운드 사이인 경우 7.5%

<표 2-5-4> 저소득 동거인에 의한 지방세 급여 할인율 
단위: %

자료: HM Governmen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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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부조급여나 장애나 질병 관련 급여(무노동력 급여, 중증

장애 수당, 기여기반 고용 및 지원 수당) 등을 26주 이상 수급하던 

사람이 재취업, 근로시간 연장, 소득증가 등으로 탈 수급하였을 때 

지방정부는 지방세 공제의 4주간 연장받을 수 있다. 연장 기간 종료 

후에는 근로 지방세 급여(in-work Council Tax Benefit)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도 있다.

3. 공공부조 임시급여 제도

일상적인 비용이외의 예상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 수급할 수 있

는 임시급여 제도로 대표적인 것은 사회기금 대출 및 보조금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비용대출(Bugeting Loan), 위기대출(Crisis Loan), 

지역사회보호 보조금(Community Care Grant) 등이 대표적이다. 비

용대출은 공공부조 소득대체 급여를 26주 이상 수급하고 있는 사람

들이 가구, 의류, 여행, 구직, 주택 개보수, 대출 환급 등의 목적으로 

100파운드(약 18만원)에서 1,500파운드(약 270만원)까지 무이자 대

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 구성과 이전 사회 기금 대출 

여부, 금융 자산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되며 긴급성이나 의료적 이유

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용센터플러스에 신청하며 104주 이

내에 환급해야 하고 협의에 따라 보통 매주 사회보장 급여에서 일

정액을 공제한다.

위기대출은 16세 이상인 자로서 응급이나 재난의 결과로 인하여 

생계비용, 임대료, 숙박, 난방비, 여행/거주비(주거로부터 고립되었

을 경우) 등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건강이나 안

전에 위협이 있는 경우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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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호 보조금은 시설보호에서 퇴소할 경우 이

미 공공부조 소득대체 급여를 이미 수급하고 있거나 퇴소로 인해 

향후 6주 이내에 이러한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보조하기 위한 급여이다. 시설 보호 퇴거나 불

안정한 시기 이후 정착을 위해 이주를 하거나 시설 입소를 피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족 해체나 장기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거나 동거하지 않는 사람을 돌보아야 하거나 친척의 장례식에 참

석해야 할 경우 등 지원 가능하고, 지급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나 

금융자산이 본인과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때는 500파운드 이상, 둘 

중 한사람 이상이 60세 이상일 경우 1천 파운드 이상이면 지급액이 

삭감된다.

그 외 공공부조 소득대체 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임시급여 

제도로 주택의 난방과 단열 개선을 위해서 최대 3,500파운드(석유 

중앙 난방 등이 적합한 경우 최대 6,000파운드)까지 지원받을 수 있

는 에너지 효율 보조금(Energy Efficiency Grants), 매년 11월 1일에

서 3월 31일 사이에 거주 지역의 날씨가 0도 이하의 날씨를 7일 연

속으로 기록하거나 예보가 되었을 때 매 7일당 25파운드가 자동적

으로 지급되는 혹한 급여(Cold Weather Payment), 거의 모든 사회복

지 급여 수급자에게 자동적으로 매년 12월 첫째 주에 지급되는 10

파운드가 지급되는 크리스마스 보너스 등이 있다.

❘제4절❘ 결론: 쟁점과 함의

영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일반적인 공공부조제도와 마찬가지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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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있어서의 문제, 수급자의 권리와 책임간의 균형 문제 등이 끊

임없이 쟁점이 되고 있다(Sainsbury 2009). 가령 실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구직자수당, 고용지원수당, 소득지원 등은 그 기준으로 주당 

16시간 근로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 16시간이란 기준의 특별한 이유

나 근거는 없다. 하지만 같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16시간미만

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공공부조제도, 1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세금공제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앞서 장애관련 급여에서 나타났듯이 ‘장애의 덫’ 문제가 공

공부조제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노동

능력이 있을수록 수급금액이 낮고 더 까다로운 구직조건이 부여되

는 반면에 노동능력이 없다고 판단될수록 급여수준이 높고 구직조

건이 자발적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질병이나 장애로 노동능력을 상

실했던 수급자는 회복이 될수록 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는 낳

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빈곤의 덫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

면 자산조사 급여 수급자가 1파운드를 더 벌 경우 소득세(20%), 국

민보험 기여금(11%), 아동 세금 공제(약 40%) 등 약 70펜스를 잃게 

되고, 주거 급여(65펜스), 지방세 급여(20펜스)를 더 못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Spicker 2011). 주거 급여와 지방세 급여의 경우 10

파운드를 벌 때 마다 8.50파운드가 감축되는 셈이다. 또한 이미 노

동능력이 없다는 전제로 급여를 수급하는 고용지원수당 수급자에게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영국의 공공부조제도는 계속 발전을 하면서 최대한 자산

조사급여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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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급여와 자산조사의 급여를 제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급여수급자

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켰으며 빈곤의 덫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개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으로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탈수급을 하더라도 일부 지원을 지

속하는가 하면 세금공제 제도를 통해 노동소득 보장(make work 

pay)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현재 대부분의 복지혜택이 기초생활보장제

도 수급자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수준이 올라가 탈수급을 할 경우 

모든 혜택을 잃게 되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자산조사에 있어 부양의무자는 물론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자산이

나 소득은 고려되지 않으며 자가 주택의 경우도 이를 이유로 수급

자격을 박탈하기는커녕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기지 이자 지원

까지 해주는 점 또한 공공부조제도가 최후의 방어막으로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앞 장에서 논의했던 것과 같이 현재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정정부는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을 중심으로 한 또 한 번의 대

대적인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2010년 11월, 정책 백서(DWP 

2010a)를 통해서 발표된 이 정책은 기존의 복지급여 제도들이 지나

치게 복잡하여 수급자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행정에 있어서도 비효

율성을 야기한다고 보고 이를 통합급여를 통해 단순화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개혁안은 2011년 복지개혁법안(Welfare Reform 

Bill)로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으므로 어떠한 모습으로 시행될지 또 

한 번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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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의료제도

❘제1절❘ 영국의 사회적 변화

1. 사회인구학적 특징

영국은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27개국 중의 하나이며,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잉글랜드와 같이 네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잉글랜드는 35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지

고, 각각은 지방정부에 의하여 관할된다. 영국은 상하원으로 구성

된 의회에 의해서 통치되는 입헌군주제이다. 국가의 대표자는 왕이 

있고, 정부의 수반은 하원의 다수의석을 확보한 당의 대표가 수상으

로 선임되어 그 역할을 수행한다. 각 지역은 의회가 있어 보건, 교

육, 농업 및 산업을 관장하고 있다.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도 각각의 분권화된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Boyle 

2011).

잉글랜드지역의 인구는 1971년부터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

으며, 2009년의 인구는 약 5,181만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이는 영

국총인구의 83.8%에 해당한다<표 3-1-1>. 2033년에는 약 6,0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65

세이상의 인구비율은 1971년의 13.4%에서 2008년의 16.1%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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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노령화는 2031년 22.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ONS 2010).  

<표 3-1-1> 잉글랜드의 인구지표(1971~2008)

단위: 천명, %

1971 1991 2001 2008

총 인구수(‘000) 46,412 47,875 49,450 51,446

여성(%) 51.4 51.4 51.1 50.8

0~14세(%) 23.7 19.0 18.8 17.6

65세이상(%) 13.4 15.8 15.9 16.1

인구성장율(%) - 0.24 0.38 0.71

자료: Boyle(2011)에서 재인용

2. 경제적 특성 

영국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GDP는 1990년에 9364억달러에서 2009년 2조1722억달러로 지속적

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일인당 GDP도 1990년 16,360달

러에서 2009년 35,153달러로 증가되었다. 

 

<표 3-1-2> 영국의 경제 지표(1990~2009)

단위: 백만 달러, 달러

1990 2000 2008 2009

총 GDP(백만 달러) 936,437 1,533,320 2,306,131 2,172,246

일인당 GDP(달러) 16,360 26,037 37,560 35,153

자료: Boyle(2011)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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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잉글랜드지역의 건강수준

잉글랜드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살펴보면 <표 3-1-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출생시 기대수명은 1981년에 여성은 77.0세, 남성 71.1

세로 여성이 길었다. 2008년에는 여성 82.1세, 남성 78.0세로 남녀간

의 격차가 감소되고, 해당 기간 동안 평균기대 수명도 연장되고 있

음을 보이고 있다. 동기간 동안의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도 증가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3-1-3> 잉글랜드의 건강수준(1981~2008)

단위: 세

1981 2001 2006 2008

출생시 기대수명(여성) 77.0 80.6 81.7 82.1

출생시 기대수명(남성) 71.1 76.0 77.5 78.0

출생시 건강기대수명(여성) 67.0 70.1 70.7 -

출생시 건강기대수명(남성) 64.7 67.1 68.7 -

자료: Boyle(2011)에서 재 인용

4. 잉글랜드지역의 사망 및 건강 수준에 미치는 요인 

2009년의 자료(ONS 2010)에 의하면 잉글랜드의 총 사망자수는 

459,241명이며, 여성이 51.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사인으로는 순

환기질환(32.5%), 암(28.0%), 호흡기질환(13.8%) 순이었다. 건강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음주, 흡연, 비만, 과체중 등이 지

적되고 있다. 16세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각각의 율을 살펴보면 음주

율은 2008년 현재 남성 41%, 여성 32%, 흡연율은 각각 24%, 20%, 

비만율은 24.1%, 24.9%, 과체중 41.8%, 32.0%로 1998년과 비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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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과 과체중의 경우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음주율과 

비만율은 증가되고 있음을 보였다. 

❘제2절❘ 보건의료체계

1. 개요 

영국은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로 알려진 세계 최대의 공공재

정 지원 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NHS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에 대한 서비스의 대부분을 제공하지만 

각 권역은 개별적인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금은 완전

히 NHS에 재정지원을 하며, 모든 영국 국민당 약 대략 2,950달러의 

연간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총 의료비지출은 영국 GDP의 9.4%

로 82%는 일반적인 세금으로부터 나머지는 민간 보험과 사용자 비

용으로부터 충당된다. 보건부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관리 운영하며, 

영국에 10개의 전략보건의료당국을 하부조직으로 갖고 있다.81) 

2.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특징

영국의 보건의료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주민들의 보

건의료수요 및 기대 수준의 증가, 신의료기술의 발전과 도입, 보건

의료재원의 부족 등이다.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정치

적인 압력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영국

81) http://www.nhs.uk/aboutnhs/pages/abou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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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복지체계의 수용 양, 수용능력 및 그 효

율성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개혁과 서비

스 현대화, IT 투자, 새로운 인력의 확충, 보건의료부문에 지출되는 

예산의 가치 보장과 서비스의 질적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ONS 2010). 

영국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은 국가주도의 보건의료제공체계로 국

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대부분 무료이며, 임상적인 수요에 

따라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의료제도 개혁이 도입 수행되

고 있다. 특히 1997년부터 시작된 다양한 의료개혁 프로그램은 그 

범위나 효과에 있어 매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지만,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 공공주도의 의료서비스 제공, 구매와 

의료 전달 기능의 분리 등의 잉글랜드 NHS의 근본적 특징은 변함

이 없다(Boyle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의 전례 없는 NHS재원 배분기준

의 부가적 개혁 수단들이 도입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병원 지불보

상체계로 “결과에 따른 보상(payment by results: PbR)”의 도입; 민간

의료 이용의 확대; 선택 진료를 위한 병원의 환자 선택의 도입; 파

운데이션 트러스트(foundation trusts: FTs) 설립을 통한 NHS병원의 

자율 경영 도입; 새로운 일반의(GP), 전문의 및 치과 서비스 계약; 

국립임상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설립; 공급자 규제 및 서비스의 품질 모니터를 위

한 의료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CQC)설립 등이다. 이러

한 개혁을 통하여 영국정부는 2013년까지 NHS에 대한 근본적인 변

화를 통한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제공방식에 더욱 광범위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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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National Audit Office 2011).

3. 중앙정부조직

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잉글랜드, 스코틀

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각각 다소 상이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부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그림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1] 보건부의 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National Audit Office, 2011 

공공재원에 의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책무는 영국의회에 대한 책

임을 지고 있는 보건부장관에 있다. 중앙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책

무는 보건부가 일차적으로 가지며, 보건부는 중앙정부의 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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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 공중보건, 성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

한 정책수립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재무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규모 설정과정의 영향을 통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National Audit 

Office 2011).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보건부가 의료의 표준을 모니터링하고, 일

련의 정부나 독립적인 기구에 의하여 의료체계를 규제하고 있다. 이

들 중 가장 중요한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진료질위원회(The Care 

Quality Commission: CQC), Monitor (the Independent Regulator of 

NHS Foundation Trusts), Health Protection Agency (HPA),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3. 지방조직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해당 권역내의 하부 지역의 서비스와 질을 

보장하기 위해 10개의 전략적 보건당국(Strategic Health Authorities: 

SHA)이 있다. 부가적으로 보건부와 해당 권역의 행정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공급자

와의 계약 및 구매를 위한 151개의 일차의료조직(primary care or-

ganizations: PCTs)82)이 있다. 1개 조직 당 약 34만명의 인구를 관할

하고 있으며, 제반 활동과 성과는 SHA에 의하여 모니터링 되며, 보

건부장관에 그 책임이 있다(Department of Health 2010). 

82) 영국의 의료서비스 개혁은 점차적으로 건강증진 보건 의료전달에서 일차 의료의 중

심적 위치를 옹호하고 있다. 이 과정은 공중보건기능과 인프라가 보건 당국으로부

터 PCT로 이전되는 '힘의 균형의 이전(Shifting the Balance of Power)에 의해 도입되

어 2002년 조직개편에 시행됨. PCT는 일차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계획 및 구매에 대

한 책임이 있음.



341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보건부는 NHS예산의 80%를 일차의료조직인 PCT에 배정하고 있

으며, 그 기준은 인구 수, 연령 분포, 의료수요관련 다양한 지표, 상

호 상이한 지역간 비용에서의 회피할 수 없는 차이 등이다. 지역 공

공재원 의료서비스의 계획 수립과 공급자와의 계약 및 구매는 PCT

에 의하여 수행된다. 2005년부터 GP들이 진료중심의 구매(practice- 

based commissioning : PBC)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Depart- 

ment of Health 2011). 

4. 의료전달체계

잉글랜드지역에서 1948년에 시작된 NHS제도를 통하여 이 지역 

주민에게 예방의료, 일차의료, 병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잉글랜

드지역의 약 13%에 해당하는 주민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민간의료의 급성선택의료를 이용되고 있다(Laing & 

Buisson 2009). 영국의 일차의료서비스는 대부분 NHS제도하에 공

공재원에 의한 자영의료기관에서의 GP들에 의하여 제공된다. 이들

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에서 평균 4~6명의 의사들

과 같이 일하고 있다(Roland et al. 2012).83) 지역사회의 일부 GP들

은 민간부문, NHS 트러스트, PCT 등과 같은 대체제공자들에 의하

여 직접적으로 고용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계약(general 

medical services contract 또는 personal medical services contract)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지역보건의료서

83) GP들의 수입구성은 75%는 인두제, 20%는 성과급(pay-for-performance: P4P), 5%는 

마약관련 서비스와 같은 특별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에 의한 수입이다. 이들의 수

입은 NHS 전문의(consultant)들의 수입보다 약간 상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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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기구(지역 간호, 물리치료),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제공 기구

(NHS Direct), NHS walk-in centres, 치과의사, 안경사, 약사들도 

NHS의 일차의료서비스제공의 일부이다. 

공공재원의 이차의료서비스는 트러스트(Trust)라고 알려진 정부 

소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봉급제의 전문의사(Consultant)와 간

호사, 물리치료사나 방사선과 같은 의료전문가들에 의하여 제공된

다. NHS제공체계와 병행하여 일부 민간부문이 이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의료조직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민간 보험, 환자

의 직접 지불, 또는 PCT 및 보건부에 의한 공공 재원이 포함된다. 

민간부문은 주로 급성의 응급을 요하지 않는 진료를 제공한다(Boyle 

2011). 

이들에 대한 규제는 중앙정부의 기구인 진료질위원회(CQC)에 의해 

수행된다. 이때의 기준은 2000년에 만든 케어표준법(Care Standards 

Act), 후속 개정 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적 테두리 내에

서 의료기관들은 등록, 감독, 불만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관리된다

(Care Quality Commission 2010). 

5. 의료인력 현황

2009년의 NHS인력은 총 143만 명으로 모든 스텝들은 영국에 등

록되어 있다. 이들은 민간부문의 의료기관인 병원 및 의원이나, 지

역사회의 너싱홈에서도 일할 수 있다. 그동안 추세를 보면 NHS의 

인력이 점차적으로 양적 확대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6년

과 2009년 사이를 비교해보면 NHS의 인력이 375,000명 이상이 증

가되어 매년 2.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의 영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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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정책방향도 NHS인력의 확대이다. 의사수도 매우 많이 증가되

었고, 특히 수련의사의 수적 증가가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행

정인력의 수는 약 2배로 증가되었고, 간호 인력의 경우 전 NHS인력

의 2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3-1-4>. 각 인력별 세부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Boyle 2011).   

가. 의사 

잉글랜드의 NH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140,897명으로 1996

년의 54,313명에 비하여 매년 3.8%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들 의사 중 40,269명은 GP로 46%가 여성의사이다. 이러한 의사수는 

2009년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EU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2007

년 EU 평균은 3.4명임). 인구 1,000명당 GP의 수에 있어서도 2009

년 0.8명으로 EU평균인 1.2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표 3-1-4> 잉글랜드의 NHS보건의료인력(1996~2009)

단위: 명, %

1996 2001 2008 2009 연 평균 변화(%)

의 사 86,584 100,319 133,662 140,897 3.8

전문의사(Consultants) 20,402 25,782 34,910 36,950 4.7

수련의사(Registrars) 11,385 13,220 35,042 37,108 9.5

기타의 훈련 중의 의사 17,483 19,572 14,136 14,394 –.1.5

타 의사 및 치과의사 8,198 9,910 11,854 12,176 3.1

일반의(GP) 29,116 31,835 37,720 40,269 2.5

간호사 319,151 350,381 408,160 417,164 2.1

의료기사 등 43 906 57 001 71 301 73 953 4.1

자료: Information Centr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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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호사와 조산사 

2009년 현재 NHS에서 근무하고 간호사, 조산사, GP의료기관 근

무 간호사 수는 417,164명이다. 1996년부터 98,000명이 증가하였고, 

년 증가율은 2.1%였다. 영국의 간호사 인력수가 2009년 인구 1,000

명당 8.1명으로 EU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는 바와 같이 잉글랜드로 

마찬가지이다(2007년 EU 평균은 9.0명임). 

다. 치과의사 

2009년 현재 NHS병원과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

사수는 4,342명이다. 1997년에는 그 수가 3,567명으로 2009년까지 

22%의 증가를 보였다. 영국의 치과의사수가 2009년 인구 1,000명당 

0.43명으로 EU국가 하위에 속하고 있다(2007년 EU 평균은 0.65명임). 

라. 약사 

2009년 현재 잉글랜드의 약사수는 인구 1,000명당 0.6명으로 EU 

평균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2007년의 독일의 의사수와 유사하며, 

프랑스의 1.2명, 스웨덴의 0.7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08년의 영

국 전체 약사수는 43,244명이고, 잉글랜드는 37,303명이다. 이중 

NHS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약사는 15,369명이다. 잉글랜드지

역에서 2009년 3월 PCT와 계약한 지역 약사수는 10,475명이다. 

마. 기타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외에 다양한 관련 인력이 있다. 이들은 다

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들로 방사선기사, 음성 및 언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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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사, 직업 치료사, 운영 부서 실무자, 물리 요법사 및 족부 요법사 

등이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3~4년제 대학수준의 교육을 받아야한

다.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들이 실제 관련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직 협회(Health Professions Council)에 등록

해야 한다. 

❘제3절❘ 의료제도 관리 체계

1. 의료의 질 보장

의료의 질 향상은 NHS의 주요 관심사이다. 영국의 2007년 보건

부의 정책 목적은 보건 및 사회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의료의 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범

주가 강조되었다. 

가. 규제기구

민간과 공공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기구가 있다. 이 기구는 모든 제공자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규제기구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개별

적 제공자들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고 최상의 진료를 권고하기 위하

여 서비스 제공에 주요부분을 관심을 갖도록 한다. 일차적으로 잉글

랜드지역은 3개의 기구(Healthcare Commission, the 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and the Mental Health Act Commission)가 책

임을 가지고 있으며 2008년에 하나의 조직(Quality Car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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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합되었다(Quality Care Commission, 2012).

나. 목표설정

정부에 의해 달성해야할 질적 수준의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의료

전달체계를 통한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에 대

한 설정이 되어있다. 이러한 목표들은 SDNL에 언급한 규제기구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또 다른 것은 보건부나 권역의 10개의 

전략적 보건당국에 의해 주기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다. National Service Frameworks(NSFs)

보건부가 1998년부터 국가 서비스 체계(NSF)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관상동맥, 암, 정신보건, 당료와 같은 특정의료부분의 개선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서비스나 질병

군을 위한 핵심적 중재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서

비스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일련의 수단 중 하나이며 서비

스에 있어 변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수단이 강구된다고 볼 수 

있다(Department of Health 2002).

라. 질과 성과 프레임워크(NHS Employers 2012)

GP들에 의해 전달되는 의료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

가 있다. 이는 2004년 일반의 계약시 새로운 부분으로서 소개되었

다. 이는 질을 개선하였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고 2005년부

터 실제로 시행되었다. 일반의 진료는 본인들이 제공하는 진료내용

이 잘 구성되었는지를 그들의 진료환경(의원)에서의 환자들의 경험

에 어떠했는지 와 관련하여 보상점수를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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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모성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천식이나 당뇨

와 같은 흔한 만성질환이 얼마나 잘 관리되었는가에 따라 추가적으

로 보상해준다.

2. 효율성 개선

효율성은 NHS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다. NHS는 다음의 다양한 

방법으로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가. 우선 높은 수준의 효율성 목표 설정

정부는 2008년 3월 게르슨 효율 프로그램(Gershon Efficiency 

Programme)으로 알려진 일련의 정책을 통하여 효율성 증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산 중 약 65억파운드를 효율성향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창구

에 있는 조직이나 인력의 생산성, 비용효과적인 구매를 위한 중앙 

집중방식의 구매과정, NHS제공자와 중앙행정부의 비용감소 운영에 

있어서 비용감소, 사회서비스제공의 효율성 증가 등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주요 대상이다(House of Commons Treasury Committee 2009). 

나. 벤치마킹

NHS의 조직들은 몇몇 활동지표에 대하여 그들의 동료의 성과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지표로는 데이케어비율, 흔

한 수술에 대한 병원 재원기간, 재입원율, NHS 기준 비용(HRG로 

알려진 표준시술에 대한 비용 비교)이다. 또한 의료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84)는 매년 헬스체크(Annual NHS Health Ch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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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85)라는 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잉글랜드의 모든 NHS트러스트의 

성과를 평가한다. 

3. 혁신 및 개선 연구소

보건부는 혁신 및 개선 연구소(NHS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Improvement)와 같은 준 독립적인 기구를 활용함으로써 NHS의 변

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의료서비스제공에 있어 보다 효율

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소는 새로

운 의료기술 도입과 최상의 업무처리방법을 개발하여, 이러한 방법

을 전 NHS 조직에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86) 

4. 비용 통제

영국 정부는 3년간의 주기로 NHS예산을 설정한다. 의료이용과 

비용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는 PCT를 위한 총액예산(a capped over-

all budget)을 설정한다. NHS트러스트와 PCT는 매년 재정적인 균형

을 달성하도록 요청된다. 중앙의 단일화된 행정체계는 일반행정비

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다른 기전으로는 NICE를 

통해 신기술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조정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의료

비의 가치를 고양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기전도 있다.87) 

84) 이 기구는 2009년 4월 1일부터 운영되며, 이전의 Healthcare Commission, the 

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the Mental Health Act Commission의 기능을 

합한 기구임.

85) Care Quality Commission.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0/11.

86) http://www.institute.nhs.uk/

87) http://www.nice.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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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건부자료에 따르면 2010~2011년 2011~2012 회계년도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계획을 공표하였으면 2010~2011년 회계년도

에는 PCT와 SHA에서 최소 2억 2,200만 파운드를 절감할 것을 요구

하고 있으며 2011~2012년 말에는 3억 5천만 파운드 절감을 요구하

고 있다. 이러한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해당 SHA의 지역간 일

인당 인구 관리비용에 있어 변이를 유의하게 감소시킴으로서 달성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2011~2012년 회계년도에서 보건부에서 

PCT조직 수준에서 이러한 변이를 축소시키려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SHA/PCT관리비용 감소를 위하여 

NHS운영체계(NHS Operating Framework for 2011/12)를 설정 관련 

재원의 하부조직으로 배정되는 방침을 설정하고, 또한 PCT 제도 폐

지후 그 역할을 대행할 GP Commissioning Consortia에 대해 운영보

조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SHA/PCT의 운영비를 설정하고 있다

(Department of Health
a
 2011; Department of Health

b 
2011). 

❘제4절❘ 일차보건의료조직의 발전과정

영국의 특징적인 의료제도의 하나는 병원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지

기(Gate keeper)로 알려진 GP제도이다. 1970년대부터 노령인구의 증

가, 정신질환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보건의료 부문의 건강

증진, 질병예방 프로그램의 도입과 영국정부에 의하여 새롭게 개발

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으로 인하여 일차보건의료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과 조직의 업무량에 많은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NHS제도 시행이후 내부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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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일차보건의료부문에 있어서는 1960~70년대에 이어 1980

년대에 이러한 문제가 절정에 달하였다. 이 당시 보수당 정부는 일

차보건의료부문의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병원부문의 

운영상의 비 효율성과 대기자명단(waiting list), 겨울철의 병상부족과 

재원 부족과 같은 병원부문에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일차보건의료부

문에서 대체 병원서비스 제공으로 병원서비스 수요 감소나 NHS 재

정적인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NHS제도 하에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의료비의 급

격한 증가 없이 모든 국민에게 필요에 따른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 왔다. 즉 영국의 의료 정책에 있어서는 개

개인의 지불 능력에 보다는 의료 수요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분배라

는 이용에 대한 사회계층간의 형평성 추구가 주요한 핵심으로 추구

되어 왔다.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영국 의료부문에서 도입시기부터 의

료서비스 공급 측면의 비 효율성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그 한 예로 1990년대에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수술 환

자 대기자 명단(waiting list)은 국민에게는 불만과 고통을 주고 있으

며, 영국 정치권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내부시장제동의 도입을 기점으로 일차의료조직의 변

화를 통한 의료제도개혁을 추구하고 있어 이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내부 시장(Internal Market)제도의 도입 

1990년대의 영국 보건의료부문의 문제로 NHS제도 자체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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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만 증대와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의료비

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1990대 초 영국의 보수

당 정부는 보건의료 내부 예산에 있어 부문 간의 벽을 허물고,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격려하거나, NHS 운영방법에 있어 ‘내부 시장(Internal Market)’ 제

도의 도입 등을 시도 하였다(Department of Health 1997). 

내부시장(Internal Market)의 도입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운영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과 그 재원은 기존 방식인 조세에 주로 의존하

지만, 의료서비스제공체계에서 구매자와 공급자의 구분을 통한 공

급자들 간의 경쟁이 그 요체이다. 이 제도 시작 초기에는 구매자로

는 지역보건 당국(health authority)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서

비스를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계약을 하였다. 공급자로는 새롭게 도

입된 병원 트러스트와 지역사회 서비스 트러스트(community health 

service trust)인데, 이는 기존의 NHS산하의 병원들과 지역사회 서비

스 공급자를 묶어 일정 규모의 자영조직(트러스트)를 설립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 제도 도입이전에는 보건당국이 이들을 직접 

운영하였으나, 이후에는 새로운 조직에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과 

책무를 부여하였다(Glennerster et al. 2994; H, Goodwin et al. 1998). 

2. 예산 보유 일반의 (GP fundholding)의 출현

이후 내부 시장의 공급자간의 경쟁은 일차의료 부문에서의 또 다

른 새로운 제도를 통한 조직의 도입으로 촉진되었다. 즉 예산보유 

일반의(GP fundholding) 제도의 도입이 그것으로, 이 제도 도입 전에

는 기존의 일반의(GP)들은 주로 해당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health 



35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

center)에서 NHS의 근간을 유지하는 일차의료 제공자로 NHS와 계약

에 의해 진료하는 의사였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문의(consultant) 

치료에 대한 gate-keeper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는 

GP fundholding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초기에는 비교적 단순형

에서 복잡한 형태에 이르기 까지 여러 형태의 GP fundholding 제도

를 제안하여 많은 일반의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Dixon & Glennerster 

1995). 

이 제도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다. 한 지역의 보건당국(health au-

thority) 은 해당 지역의 일반의들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반

의(들)에게 해당 등록된 주민들을 위하여 비 응급수술을 포함한 일

정한 병원 서비스 및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

을 지급하였고, 남는 예산에 대하여 자신들의 서비스 개선 등에 사

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은 의료조직간의 

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예산보유 일반의들이 근무하

고 있는 일차의료기관들(health center)과 병원들 사이의 관계 변

화88)를 보이기도 하였다. 

88) 이러한 제도 이전에는 일반의가 자신의 환자를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당국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어, 즉 의뢰 병원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

기 때문에, 자신에게 등록된 환자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를 의뢰한 병원의 

전문의사(consultant)들에게 선처를 구해야 했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이후로는 자신

의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제도 전후의 의료계의 한 에피소드가 그 당시 널리 알려 졌는데, 이

는 이 제도 도입 전후의 의료계 분위기의 변화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즉, 이 제도 

시행 전에는 일반의가 연말 인사로 병원의 전문의사(consultant) 에게 크리스마스 카

드를 보냈으나 이 제도의 시행 후에는 병원의 전문의사가 예산보유 일반의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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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P Fundholding 제도의 폐지

1990년도 보수당 정부에 의해 시작된 ‘일차의료가 주도하는 NHS’ 

(primary care led NHS)가 발전하면서 일차 예산 보유 일반의들은 

그 규모가 커졌고, 의료 서비스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즐겼다. 더군

다나 이 일차의료 조직은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과 계획

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Robinson & Steiner 1998).

그러나 새로 도입된 의료정책의 취지는 서비스 구매자로서의 일

차의료의 역할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차보건의료조직은 서

비스제공자로써의 그들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한 예로 많은 연구결

과가 보고한 바와 같이, 이 제도를 통하여 예산 보유 일반의들은 그

들에게 등록된 환자에서 더 나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통합된 

연계 서비스 제공의 일부분으로 일차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켰다

(Wilkin et al. 2001).

이 제도 도입의 초기에 상반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 

정부에서는 예산을 갖는 일반의(GP fundholding)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에 고무되어 확산을 기했으나, 1997년 이후 노동당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

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일차의료기관 중 구매자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잉글랜드 지역만 관련된 약 4000개의 조직(보건당국, GP 

fundholding, locality commissioning group)이 남게 되었다(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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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적 의료 서비스(Personal medical services)사업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차 의료 조직들은 서비스 구매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이 1997의 NHS(Primary Care) 

Act 이후 ‘개별적 의료 서비스 시범사업’(personal medical services 

pilots)에서 강조되었다. 이 제도는 실제적으로 82개의 첫 번째 개별적 

의료서비스 시범사업형태로 1998년 4월부터 3년 예정으로 시행되었

으며, 이 당시 400명의 GP들이 약 6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을 관리하

였다. 2002년 잉글랜드 지역의 GP중 22%가 1700여개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후 2,500여 개의 시범사업에 9,300명의 GP가 가

담하고 있다(Walsh et al. 1999).

이렇게 도입된 제도는 잉글랜드 지역의 일반의들이 진료하고 있

는 일차의료기관과 병원 트러스트가 새로운 방법으로 일차의료서비

스를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더 중요한 점은 보건

당국과 일차의료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새로운 방식의 계약 관계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보건당국이 일반의, 지역 및 전문의사 서비스의 

통합에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Campbell et al. 

2004).

이 제도 전에는 일반의사(GP)들이 NHS와 전통적인 계약, 즉 독

립적인 계약에 의해서 NHS내에서 자신에 등록된 환자에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일차의료 조직에서 봉

급제로 일반의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제도 시

행 초기에 NHS내의 조직과 보건의료의 전문적 영역에 많은 변화가 

유발되었다. 즉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의사들도 고용되어 간

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같이 봉직의 신분으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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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제공 조직에 근무하게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일반의들

의 더 많은 참여를 볼 수 있었다. 이 제도의 도입의 또 다른 이유로

는 일차의료에서의 인력수급에 있어서 기존 계약관계의 비유연성 

감소가 그것이다Campbell et al. 2005). 

이 시범사업의 기본적인 실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즉, 사업의 우

선 순위 선정에 있어, 해당 지역에 의한 결정과 이 사업 운영에 있

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병원 이외에서 제공되어지는 제반 의료서

비스의 범주를 넓히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이 시범사업은 일반의사 

(GP)들이 NHS와의 계약 관계를 벗어나고, 보건당국이 어떠한 형태

의 NHS 공급자로부터 일차의료나 관련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 예를 들어 일반의사를 통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구할 수 

없는 의료 취약지에서 봉급제 의사를 고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계

약형태의 변화를 통하여 지역의 보건당국이 일반의, 지역 및 전문의 

서비스를 한데 묶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개별적 의료서비

스 시범사업을 통하여 영국 의료제도의 구성의 일부분 및 일반의 

서비스의 일부를 기능적으로 분리(한 예로, 일반의 경우 계약제이기 

때문에 지역당국이 이들에 대해서는 이 제도 도입이전에는 통제할 

수 없었으나 일부 봉직의 신분으로 바뀌면서 병원의 의사들 처럼 

이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개입이 용이 해졌다)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를 통하여 그 동안 단일한 관리 의료체계로 통합을 하게 하였다

(Riley et al. 2003; Leese & Petchey 2003).

5. 일차보건의료 그룹 및 일차보건의료 트러스트 제도의 도입

일반적으로 영국의 일차보건의료란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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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최초로 NHS제도와 만나는 접점으로 가정

의,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안경사를 포함한 넓은 범주의 전문가들

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일차보건의료가 지향하는 바는 일상적인 

신체적인 손상과 질병을 치료하는 뿐만 아니라 금연을 지원하는 예

방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일차보건의료는 대부분 환자들의 일반

적인 보건의료수요에 관련된 것으로, 이는 환자들에 근접한 위치의 

일차의료부문에서 전문치료와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가능해지고 있

다(Pollock 2001). 

이러한 일차의료는 가정의나 NHS 워크 인 센터(NHS Walk-in 

Centres) 또는 NHS Direct에 의한 전화서비스로 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일차의료의 일부이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최근 해당 

지역의 일차의료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PCT)에 의하여 제공

되고 있다. 이 조직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보건당국이나 다른 기구들과 같이 활동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고 있다. 현재 이 조직은 

NHS의 중심에 있으며, NHS 예산의 80%를 운용한다. 이 조직들은 

지역주민들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보건의료 수

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직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에를 들어 해당 PCT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과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병원, 치과의사, 안경사, 정신보건서비스, NHS 워크 

인 센터, NHS Direct 및 환자 이동, 검진, 약국을 포함한 모든 서비

스가 제공되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보

건의료와 사회복지조직들이 협조적으로 잘 일할 수 있게 하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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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89) 

이 제도는 영국의 Health Act 1999를 통하여 일차보건의료 그룹 

(primary care group: PCG)과 일차보건의료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도입되었다. 특히 ‘일차보건의료그룹’은 현 노동당 정부 계획

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좀 더 상호 협조적이고 통합적인 의료제

도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를 통하여 internal market 도

입 후 영국보건의료 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인 구매자와 의료 제공자

의 분리를 유지하고 있다(Glendenning 1999).

이 ‘일차보건의료그룹’은 예산보유 일반의(GP fundholding) 제도

의 폐지에 따른 후속 조직으로 영국 의료정책의 주류인 일차의료 

중심의 NHS로의 개편을 위한 재정비를 하고 있다.

PCG제도 도입 목적은 지역에서의 서비스 제공의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교섭하는 과정에 일차의료 전문가들의 참여 유도하여, 

NHS내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축적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이 PCG들

은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 이전의 모델(GP fundholding)에서 유발된 

문제들(분절성, 불 형평성 및 높은 거래비용)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

로 설계되었다. 일반적으로 PCG들은 평균 10만 명의 등록된 인구를 

갖는 일반의, 지역 간호사들의 집단을 일컫는다. PCG의 설립은 

1990년 초반 시장 메커니즘 도입 즉 기금보유 일반의(GP fundhold-

ing)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기구간의 경쟁을 권장하였으나, 이후 시

행된 감사위원회의 결과에 의하며 일부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고비용이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과 비

교할 때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Dixon & Glennerster 

1995). 

89) http://www.nhs.uk/nhsengland/thenhs/about/pages/authoritiesandtrusts.aspx#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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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환경 변화에 대한 

기민한 변화와 서비스 개발을 증진시키게 하고 있다. NHS측면에서 

보면 PCG/PCT와 같은 일차의료조직의 중요성으로 지역건강수준의 

증진을 위한 이들 조직의 잠재력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으

로의 변화에 수반되는 조직간의 합병으로 인한 관리상의 어려움, 불

가피하게 수반되는 혼란의 수습 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증

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개선, 파트너십 구축, 건강 증진과 같은 

실제적인 업무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Butter & Roland 1998). 이러

한 일차의료조직은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발전되었다(Audit 

Commission 2000; Place & Newbronner 1999; Walshe et al. 2004). 

첫번째 단계로 일반의사들과 지역 간호사들이 지역보건당국에 조언 

역할: 즉 해당지역의 보건당국에 병원 및 지역보건의료서비스구매

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있는 일반의가 주도하는 위원회(GP-domi-

nated committee) 성격의 그룹이다. 2003년도에는 PCG의 약 반이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일반의사들과 지역 간호사

들이 그 해당 그룹에게 등록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90%를 구매

할 수 있다. 이 그룹은 보건당국의 하부 위원회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한 예산까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형태이다. 세 번째 단

계에서는 일반의사들과 지역 간호사들이 포함된 그들에게 등록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계획과 구매 및 보건당국에 의해 위임된 

제반 업무에 대해 설명의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PCG들은 PCT 형

태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 PCT가 보건당국의 대부분의 자원과 기능

을 갖게 되었다. 네번째 단계에서는 세번째 단계의 PCT의 기능이외

에 지역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임이 있다. PCT는 대부분의 병

원 및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구매를 담당하게 되고, 이후 NHS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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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건의료서비스는 PCT들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고, NHS에서 가

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까지 잉글랜드 지역에 434개의 PCG들과 40개의 PCT들이 

있고, 2001년 4월에는 124개의 PCG들은 PCT로 되었다. 결국 이 제

도의 도입으로 이전의 4,000여개의 서비스구매 관련 조직은 481개

의 PCG들로 대체되었다. 이전의 조직은 자발적인 참여 조직이었으

나 이 일차의료 그룹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점이 서로 간에 

다르다. Health and Social Care Bill 또한 PCT들이 지방 행정당국으

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아 social care 예산도 보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일차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보건의료(health serv-

ices)와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를 통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PCG의 임무는 건강증진, 이차의료의 구매, 일차의료 

개발이었다. GP들의 경우 여전히 독립적인 계약제로 일을 하고 있

지만 일반의들은 PCG의 임상의사 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의료관리자 

역할도 하고 있다. 이 당시 영국 노동당 정부에 의한 일차의료부문

의 개혁의 핵심은 1999년 4월 잉글랜드지역에서 481개의 일차의료

그룹(primary care group: PCG)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Elston 

& Holloway 2001). 

이후 영국 정부는 2004년까지 모든 PCG는 PCT로 모두 전환시키

려는 계획을 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많은 PCG들은 개발단계

에 있었으나, 이를 통하여 그 규모가 커지고 조직간의 통합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는 영국의 NHS 도입이후 처음으로 일차의료 서비스

와 지역사회 서비스가 단일 조직에 의하여 통합되었고, 이는 향후 

일차의료서비스 개발의 주요한 결정인자가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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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PCG/PCT들은 지역의 보건 당국 뿐 만 아니라 행정당국과의 

새로운 ‘Partnership’이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최근 영국 정부는 일차의료접근목표

(Primary Care Access Target)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

든 PCT조직들에게 일차의료접근기금(Primary Care Access Fund)를 

배정하였으며, 이를 사용하여 주민들이 일차의료를 24/48시간내에 

이용할 수 있게 일차의료에 있어 능력 증대나 제공할 수 있는 서비

스의 확대 일차 및 이차의료에서의 의료수요를 관리하게 하게하였

다(McGrail & Humphreys 2009). 

이와 같은 일차의료부문의 변화를 통하여 영국정부는 다음과 같

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일차보건의료에의 투

자 증가 및 역할 증대, 문지기역할에의 강조, 둘째, 직접적인 예산 

관리를 통한 이차의료부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형태의 변화를 

가할 수 있다. 셋째, 이차 및 일차의료부문에서의 제공자에게 적용

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규칙을 통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관심을 갖

게 하고, 부적절하고, 비효과적 의료를 감소시키며, 양질의 의료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관리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백서에서도 제시되고 있다(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1997).

❘제5절❘ 향후 의료제도 전개 방향

2011년 초부터 영국 정부는 또 다른 의료제도에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2011). 영국정부는 의사, 환자대표,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NHS 미래 포럼(NHS Future Forum)을 조직하였



361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고, 이를 통하여 보건부에 NHS를 위한 현대화 계획(modernization 

plans for the NHS)이 보고되었다. 향후 보건부의 서비스 전달체계

의 변화는 [그림 3-1-2]와 같다. 

[그림 3-1-2] 향후 보건부의 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National Audit Office, 2011 

2013년 4월부터 PCT는 해체되며, 그 역할은 지역 임상커미션닝

그룹(local clinical commissioning group)에 이관된다. 이 그룹은 지

역의 GP, 의사, 간호사,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다.

NHS 커미션닝 국(NHS Commissioning Board)이 2012년 4월에 설

립되며, 전체적인 신 커미션닝 체계를 위한 리더십을 제공하며, 일

차의료서비스, 일부 전문서비스, 죄수를 위한 서비스, NHS에 의해 

도달할 성과에 책임을 가지게 된다. 10개의 전략적 보건 당국(SHA)

은 2013년 4월에 폐지되며, 2011년 후반부터 이 조직은 작은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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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로 구성되며, NHS 커미션닝 국으로 전환되는 시기까지 지

원하게 된다. 

지방당국(Local authorities)은 NHS, 사회서비스, 공중보건과 타 지

방서비스간의 통합과 파트너십의 증진을 위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기존의 모든 NHS 트러스트는 2014년 4월에 파운데이션트러스트

(Foundation Trusts)로 변환하게 된다. 모니터(Monitor)조직의 역할은 

환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NHS서비스제공에 있어 비용의 가치와 

질을 증진한다. 

❘제6절❘ 결론: 영국 의료제도 발전의 함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영국은 20세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보건의

료부문의 현안으로 보건의료수요의 증대와 이에 부응하는 공급체계

의 정비 및 이를 유지하기 위한 보건의료부문에의 재원 부족에 대

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타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차보건의료제도의 개선

과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 또한 주요 선진국들이 직면하고 있

는 중요한 의료계의 현안인 보건의료제도의 적절성, 효율적 및 형평

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의 방향이도 하다. 

이와 같은 영국의 의료제도의 변화에 따른 일차보건의료부문에의 

가장 두드러진 영향으로 보건의료부문의 비용 증가에 대한 억제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큰 압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결과 가장 우

선되는 변화로는 영국에서의 보건의료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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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공공이든 보건의료재원이다. 또한 병원부문의 변화도 의료기

관간의 경쟁을 통한 제도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 의료제공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의료서

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환자 중심의 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의료제도의 변화와 발전과정의 경험을 살펴보

면, 영국은 1948년 NHS제도 도입이후 65년간의 제도의 변화들을 

통하여 영국정부는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와 의료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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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료보장

영국의 의료보장제도의 전개과정을 보면 1911년 국가보건의료보

험제도 실시 이후 현재의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제도로 변화되었다. 특히 1946년 잉글랜드지역에서 NHS제도 

실시의 설립이념으로 “보건의료제공의 형평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설립이념은 지역의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등을 

통한 국민들에 대한 포괄적인 일차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모든 국

민들의 필요한 의료 이용 권리,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상관없

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현재까지 추구되

고 있다(Mulley 1999; Appleby & Thomas 2000). 이러한 제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1절❘ 국가보건의료제도의 특징과 구조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재원의 보건의료시스템인 국가보건

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을 운영하고 있다. NHS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 아일랜드를 위한 대부분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은 독립적인 구조의 관리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다((Boyle 2011). 

중앙정부는 조세를 통해 NHS의 총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국민들에 대해서 1인당 약 2,950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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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의료비 지출은 GDP의 9.4%로 일반조세로부터 82%를 나머지

는 민간보험이나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수가로 구성된다. 보건부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며 이는 영국전역의 10개의 전략 보건의

료 자문기구(Strategic Health Advisories)로 구성되어 있다(Ham 

2004; Boyle 2011).

모든 국민들은 NHS제도 하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 NHS제도를 통해 보장하는 서비스는 예방보

건의료서비스, 병원 입원 및 외래 서비스 또한 병원의 전문의료도 

포함되고 일반의(GP)들의 지역의료서비스, 입원 및 외래환자의 약, 

치과치료, 정신과 진료, 학습장애와 재활서비스와 같은 서비스가 보

장되고 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공

재원으로 제공된다(Ham 2004).

❘제2절❘ NHS의 재원조달

영국은 2009년 약 10%의 GDP가 보건의료서비스에 지출되었고, 

이 중 84%는 공공지출로 주로 NHS에 사용되었다(OECD 2011). 

NHS예산의 75%는 일반조세로부터, 20%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부

과되는 근로소득세형태의 국가 의료보험(national insurance)으로부

터, 사용자 부담이나 약 3%는 다른 수입으로 통하여 조달된다. 또

한 NHS는 처방료와 치과진료비를 받으며, 특히 민간재원환자들

의 NHS이용시의 비용을 받는다. 민간부문 지출은 주로 일반의약

품 구매, 치과 및 병원의료이용시 발생한다. 영국민들의 직접비용

지출은 총 의료비의 10%에 해당된다(OEC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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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GDP대비 의료비 지

출이 증가되고 있으며, 총 보건의료비에 대한 공공지출도 2000년의 

79.3%에서 2008년에는 82.6%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직접의료비 부담은 2000년의 13.4%에서 2008년 

11.1%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민간보험에 의한 의료

비 부담률도 동기간동안 1.6%에서 1.2%로 감소되고 있다.  

<표 3-2-1> 영국의 보건의료비 지출

단위: %, 파운드

1980 1990 2000 2005 2008

총 보건의료비 지출액

(% GDP)
5.6 5.9 7.0 8.3 8.7

인구일인당 총 

의료비(파운드)
231 586 11168 1719 1852

의료비에 대한 공공지출

(% 총 보건의료비)
89.4 83.6 79.3 81.3 82.6

의료비에 대한 민간지출

(% 총 보건의료비)
10.6 16.4 20.7 18.1 17.4

환자부담율

(% 총 의료비 지출)
8.6 10.6 13.4 11.8 11.1

민간보험

(% 총 의료비 지출)
1.3 3.3 1.6 1.4 1.2

자료: OECD(2011).

영국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보장하고 있으며, NHS의 예산은 타 부

와 마찬가지로 자원예산(resource budget: resource DEL)과 자본예산

(capital budget: Capital DEL)로 구분되며,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기간에 매년 0.4%의 인상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1.3%의 

자원예산 증가와 17%의 자본예산 축소를 포함한다. 행정비용은 

33%까지 줄여, NHS 서비스 제공 지원에 투입할 것으로 계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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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표 3-2-2>. 

<표 3-2-2> 보건부의 NHS 예산(2010~2015)90)

단위: 십억 파운드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자원예산

(resource budget: 

resource DEL 

98.7 101.5 104.0 106.9  109.8

자본예산

(capital budget: Capital 

DEL)

5.1 4.4 4.4 4.4 4.6

총 예산(Total DEL) 103.8 105.9 108.4 111.4 114.4

`자료: Department of Health - Spending Review 2010

[그림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2011 회계년도에 총 예산

은 1004억 파운드이다. 이중 899억 파운드가 PCT에 배정되었고, 

SHA에 58억 파운드가 배정되어 있다. 이중 3억 8,000만 파운드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 이는 140만명의 NHS 인력에 대한 지출 비

용에 해당한다(Department of Health 2011). 2011~2012 회계년도는 

전 년도에 비하여 26억 파운드가 증액된 3%의 증가율을 보였다. 

90) 영국은 3년 예산기획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각 부처들은 지출계획에 있어 안정성 보

장받고 있음. 이를 통하여 정부지출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검토가 가능함. 각 부처

는 DEL(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DEL)이라고 불리는 3개년간의 지출한도를 

미리 통보받으며, 이 상한선 내에서 예산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함. DEL 내

에서 자본지출과 경상지출은 엄격하게 구분됨. DEL은 Spending Review Process통해 

3년에 걸쳐 유효하며, 매 2년마다 재검토됨. 3개년간의 지출 상한선에 포함될 수 없

는 지출은 Annually Managed Expenditure(AME, 주로 사회보장지출로 구성)로 분류되

며, DEL과 AME를 합쳐 Total Managed Expenditure를 구성하여, AEM은 1년에 두 차

례 심사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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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보건부의 예산(2010~2011)

단위: 파운드

보건부

(1,400억 파운드)

사회적돌봄

(15억 파운드)

연구개발

(9억 파운드)

보건의료정보

(12억 파운드)

기타

(24억 파운드)

일차의료트러스트

(899억 파운드)

전략보건강국

(58억억 파운드)

산하기관

(7억 파운드)

중앙관리예산

(60억 파운드)

자료: Department of Health,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0~11, September 2011 

환자들에 의한 직접적인 의료비용부담은 영국 정부가 보건의료서

비스를 주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적다. 지역의 일반의에 의한 처방료나 일반의약품(over-the-count 

drugs) 구매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부터 의사에 의

한 처방료는 7.65파운드이다91). 그러나 88%는 이러한 비용부담에서 

면제되고 있다. 치과서비스도 연 약 200파운드의 대상이 되기도 하

며 일부지역에서는 NHS치과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도 있지

만 직접 지불은 2005년도에 총 의료비지출의 11.9%에 해당된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이 제도 운영에 있어 대부분의 비용은 공적인 자금으로부터 충당

되며 어떤 환자집단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한 영향을 주는 비용상의 

문제도 있다. 처방약에 대한 비용부담으로부터 다음의 것은 제외되

고 있다. 16세 이하의 어린이, 16, 17, 18세의 풀타임학생, 60세 이상

91) http://www.nhs.uk/NHSEngland/Healthcosts/Pages/Prescriptioncosts.aspx(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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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령자들 낮은 수입의 대상자들 그리고 임신부들과 최소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가진 여성과 의학적인 조건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무료이다. 처방약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지불확인

서를 통해 할인해주고 있다. 의료제공자들이 있는 곳을 가기 위한 

교통비용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고 있다. 이를 위한 NHS

의 운영비는 총의료비 지줄의 86%에 해당하며 조세에 의하여 76%

가 마련되며 또한 의료보험(19%) 사용자 지불(5%)로 조달되고 있다

(Department of Health 2006). 그러한 수입외에도 NHS는 처방약이나 

치과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비용을 받고 있으며 NHS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는 민간 환자들에 대해 비용이나 일정한 수가를 부가함으로

서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제3절❘ 의료보장제도 발전과정92) 

1. 1900년 초~사회보험 도입시기 

19세기의 영국은 당시의 많은 국가들이 직면한 감염성질환으로부

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도입하였으며, 특

히 1848년의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

하여 물과 쓰레기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한 공적재원을 투입하기 시

작하였다(Ham 2004).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당시 영국노동자들의 

질병과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대와 개별 가정측면에서도 실

업과 만성질병으로 수입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한 빈

92) http://www.nhshistory.net/conten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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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계층의 증가 때문이었다. 이러한 빈곤 계층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영국정부의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영국구민법제도가 도입되기도 하

였다. 구체적으로 영국 정부는 1834년의 개혁을 통하여 환자들을 위

한 병원관련 서비스제공 외에 정신병원과 공중보건관련 프로그램에 

정부의 예산을 확대하였다. 민간부문의 경우 한 예로 우애조합

(friendly societies)은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사들과의 계약을 맺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었

다. 1908년 노인들을 위한 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의 사회

적 지원이 시행되었다. 당시 영국은 1900년부터 1914년까지의 보건

의료에 대한 영국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그 이유는 그 

당시 여러 수단이나 정책이 미흡하다는 인식과 20세기 초 유럽전역

에 빈곤방지를 위한 새로운 사회정책적인 해소방안이 출현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1906년 당시 자유당이 선거에서 재선되면서 1911

년 국민보험법 이전까지의 사회정책의 개혁을 통한 사회복지적인 

제도 개선이 계속되었다(Ham 1999). 

1906년부터 1908년까지는 빈곤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정부의 움

직임이 둔화되었으나 소득세 제도 도입의 토대가 되는 초기 형태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1909년 조지 로이드(1908년 재무장관)는 환자, 

장애인, 미망인들을 위한 강제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시기에 윈스턴 처칠도 초기 독일모형에 가까운 국가적인 복지제

도로의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당시 인기 있던 정치가였던 윌리엄 베

버리지도 복지국가에 대한 정책을 옹호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움직

임은 1900년부터 1914년까지 영국에 국민보험법을 포함한 복지국

가 법안들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당시 변화된 정치적 이



374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

념을 가진 주요 정치인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결국 자유당 정부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1910년 국민보험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의 통과로 영국에서 처음으로 국민질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Klein 1995). 

이러한 질병보험제도는 노동자들의 소득 비례 보험료를 받아 유

지되었으며, 1915년까지 노동자의 75%, 전 국민의 35%가 급여대상

이었다. 이 당시 이미 우애조합이나 무역조합, 보험회사들은 직원을 

위한 민간 보험을 시행하였다. 1911년의 국민보험법은 이러한 조직

들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보건부의 지시하에서 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와 고

용주는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내어야 했고, 이는 정부에 보험금임금

상환이나 의료급여 형태로 지원되었다(Timmins 1995). 

NHI체제에서 영국의 의료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의

(GPs)93)들은 보험을 갖고 있는 육체노동자들의 건강관리와 진료를 

담당하고(육체노동자의 약 50%),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소는 질병예

방과 위생, 면역사업을 담당하며, 대형종합병원은 육체노동자가 아닌 

중상층계급에게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반개업의들이 하지 

못하는 진료와 시술을 담당했다(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1973).

2. 1948년부터 1957년까지

1946년 NHS 법(NHS Act)의 제정으로 영국 NHS는 1948년 7월 5

93) 일반개업의들은 의료보험 계약을 통해 육체노동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진료실적

에 따라 급여를 받는 인두불제(capitation payment)를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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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도입되었고, 그 계획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 2차 세계

대전 동안 수립되었다. 이 당시 주요 정당이 각각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노동당과 베번(Aneurin Bevan)의 안이 채택되었다. 

에 제도 도입 당시 NHS의 조직은 14개의 광역병원당국으로 구성되

어 있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병원관리위원회의 재정 지원과 감독

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교육병원의 경우는 보건부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있었다. NHS제도가 시행되는 초창기에 병원 및 GP 들과 같은 

보건의료자원의 지역적인 분포의 불균형에 문제가 있었으며, 1946

년 New Towns Act의 제정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 주민과 요구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주요 보

건의료관련 센터가 일부 건립되었다. 그러나 주요병원은 대도시 지

역에만 위치하였고, 이에 농촌지역은 서비스가 열악하여 병원에 주

로 근무하는 전문의사(consultant)에 의한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94). 

이 당시 NHS의 조직은 병원서비스, 가정의 서비스, 지역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을 단일화 하였고 관련 서비스는 3개 종류

부문으로 나누었다. 우선 재정문제의 경우 NHS시행 초기에는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과 대중들의 기대치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

담 때문이었다(병원 분만, hip replacements, 심장수술-류마치스 심장

질환 등). 이로 인하여 최초 3년에 있어 예상된 NHS 운영비용을 초

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1952년 처방료(1실링: 5파운드)가 도입되었

으며, 일반 치과치료시에도 1파운드를 부과하였다(Roberts 1949; Abel- 

Smith & Titmuss 1956). 

94) http://www.nhshistory.net/Chapter%201.htm#Local_authority_health_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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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재원은 거의 100%가 중앙의 세금에 의하여 충당되었

고, 재원충당에 있어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일시적으로 

거주자나 단기 방문자들도 이용할 수 있었으며, 영국 내에 있어 어

느 병원에도 주치의사에 의하여 치료나 수술을 위해 의뢰될 수 있

었다. 일부 약 처방료나 치과진료비가 도입되었으나 그 외의 서비스

는 이용시 무료였다(Lord Taylor of Harlow 1981). 

3. 1958년부터 1967년까지

NHS제도 시행 10년이 된 1958년 이후 약 10년간 NHS조직의 관

리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1967년 Cogwheel 보고서95)에서 

NHS 산하 조직의 관리운영에 있어 보다 많은 임상의사들의 참여를 

제안하였다. 특히 병원 업무 분석을 통하여 임상의사와 관리자들에

서 환자관련 정보제공과 임상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

여 전문의학분야별 스텝들을 그룹화하기 위하여 병원내의 하부조직

(과/부)을 구성하였다96). 또한 1967년 Salmon 보고서에서도 경험 있

는 중견 간호사그룹의 형성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NHS병원

의 전문적 관리운영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이 시기

에는 NHS관리 운영체계가 점차적으로 복잡해지는 양상 보이고 있

95) 이 리포트는 의료조직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면 몇 가지의 행정적 개혁조치가 필요함

을 지적하였다. 특히,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을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평가시스템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과, 의사들 자신의 경영능력 향상이 요구된다는 점

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다.

96) 이는 동료 의사들과의 집단적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병원 경영 문제를 판단할 것

과 동시에 병원간, 병원내 분과 영역간 조율 및 숙의를 증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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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미래 보건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변화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97) 포리트(Porritt) 보고서98)에서도 병원-일반의 서비스-지역

보건당국으로 구분되어 있는 NHS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비판하였

으며, 이러한 조직의 통합적 운영체계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기의 병원계획 수립을 위한 병원부문의 현황을 볼 때 도출된 문

제점으로는 국가적으로 주요 전문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치료/

상담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술은 

오래된 것이었고, 전쟁으로 파손된 병원건물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962년에 출간된 Enoch Powell의 병

원 계획에서 약 125,000명의 인구 당 해당지역에 지역 종합병원들

의 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건립하게 하여 미래의 의료수

요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NHS를 위해 개발된 10년간의 프

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소요될 비용과 시간이 과소 추정되었다고 평

가되고 있었으나, 미래의 NHS를 위한 의료인력 훈련기관이 설립되

었다(Powell 1966). 

4. 1968년부터 1977년까지

1968년의 NHS에 대한 평가는 내부적으로 임상진료부문과 그 조

97) 이 시기에도 이전과 같이 많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과 도입(예: 새로운 약재, 의

료기기 등)으로 NHS산하 조직인 의료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나 치료율이 

매우 향상되었다. 그러나 소아마비 백신, 만성 신장질환투석과 특정 암 화학 요법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해당 의료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

하였다. 또 다른 측면의 비용으로 의사들에 대한 급여로 이시기에 왕립 위원회에서 

정부와 일반의(GP) 대표와의 협상으로 ‘일반의 헌장(GP Charter)’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일반의들의 해당 health center에서의 진료, 예방업무 등과 같은 이들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새

로운 계약행태를 보였다. 

98) Porritt Report on NHS [leading article]. BMJ 1962; 2: 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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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운영에 있어 매우 낙관적이었다. 1974년의 오일 쇼크 이후 재정

적인 압박과 당시 7일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NHS의 성장률이 둔화

되었다. 이후 1977년까지 NHS제도를 둘러싼 환경 측면에서의 다양

한 원인으로 인하여 NHS도입 이후 3번째로 맞이한 10년 동안의 기

간에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었다.9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그휠 리포트는 의사들의 역할을 포함하

여 의사들과 여타 의료종사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개선시키고자 하

는 것으로 이는 1974년에 시행된 NHS의 포괄적 개혁의 근간이 되

었다. 1974년의 NHS개혁100)은 NHS가 도입된 이래 가장 포괄적이

고 체계적인 개혁조치로 평가되며, 각 지역별, 병원별 보건의료관리

위원회에 경영팀을 조직하고 NHS의 행정단위를 대폭 수정하는 것

을 골자로 하였다.101)

이 시기에도 계속된 의학적 발전으로 인하여 내시경검사와 CAT 

(Computerized Axial Tomography)등과 같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NHS

에 도입되어 이용되었다. 또한 장기 이식술은 성공적으로 증가하였

고 유전공학이 의학에 서서히 영향을 주는 기간이었다. 중환자실은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약물이 출현하여 이용되었다

(예: 비스테로이드성 항염 치료제). 신장 투석은 더 많이 활용되었으

며, 관상동맥질환의 치료에 수술도 이 시기에 성공적이었다. 이 시

기에 라사열(lassa fever)의 출현과 같은 새로운 감염은 감소 추세였

 99) http://nhshistory.net/chapter%203.htm

100)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지역수준으로 편재된 NHS의 행

정단위를 일원화되된 통제체제로 재편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둘

째, 각 지역별 위원회와 병원에 의사, 행정사무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경영팀을 

신설, 운영한다는 것이다. 셋째, 전문의사들에게 부여된 특권과 특혜를 줄이는 조

치이다.

101) The quiet revolution [leading article]. BMJ 1972; 4: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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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낙태법의 변화가 부인과서비스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었

다(Tudor Hart et al. 1991). 

이 시기의 일반의 헌장(GP's charter)은 GP들에 의한 일차 보건의

료팀을 구성, 그룹 진료, 그리고 일차의료기관의 수적 증가를 장려

하고 있다(Irvine & Jeffreys 1971). 또한 병원의 경우 정부의 병원 

계획 수행의 결과로 새로운 병원의 설립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

은 지역에서 더 좋은 서비스제공을 가능하게 되었다. 병원간호서비

스 조직은 Salmon 보고서에 의해 변화되었으며, 그리고 정보 기술

의 출현이 보건의료서비스 전산화와 임상 예산 수립시에 첫 번째로 

이용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Scottish Home and Health 

Department 1966). 이 기간 동안 NHS가 어떻게 잘 조직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은 계속되었으며, 주요 이슈로는 지방

정부의 재 조직화와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협조체계

의 증진이었다. 또한 지역 행정당국과 보건간의 협력체계구축에도 

관심이 증대되는 시기였다. 

5. 1978년부터 1987년까지

이 시기는 NHS운영에 있어 명확한 재정적인 한계를 직시한 시기

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많은 치료기술의 이용과 

치료의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많은 환

자들이 보다 더 복잡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

한 환자들의 기대와 의료수요를 가진 노인들의 의료기관에의 방문

횟수가 크게 증대되었으며 결국 재정위기를 초래하였다(Kennedy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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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초, 석유파동은 이러한 재정적 부족을 심화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NHS운영에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결정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를 시도하였다. 노동당은 보건의료자원의 지역적인 

균등 분배를 시도하였다(Resource Allocation Working Party: RAW

P)102). 이러한 노력은 1979년 보수당 정권에서도 계속되었다. 1982

년에 NHS조직은 보다 더 단순한 조직으로 변화하였다. 14개의 광

역 보건당국, 192개의 지방 보건당국, 7개의 특수 보건당국, 90개의 

Family Practitioner Committees 등을 재 조직화 하였다(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1980).  

1983년부터 1985년 사이에는 Griffiths 보고서 이후 NHS운영상의 

큰 변화를 보였다: 즉, 이전의 합의에 의한 운영에서 좀 더 일반론

적인 운영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의사들이 의사임금의 예

산 결정에 보다 더 큰 참여를 권장하였다. 의료수요의 증대와 제한

된 의료자원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진료예산제의 시도와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성과지표를 이용

하게 되었으며, 병원서비스의 지역적인 수준은 해당지역의 보건기

획연합회에 의하여 검토되었으며, 제한된 예산은 총 재원에서 일정 

부문이 사용된 후 나머지로만 의료수요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Day & Klein 1983). 이 시기에 병원에서 지역으로의 의

료서비스 이동을 볼 수 있다. 또한 1987년 전국의 보건당국은 부채

를 지게 되었고, waiting list의 증가와 병실을 닫는 사태까지 일어났

다(Rivett 1986). 

102) 노동부장관이었던 리챠드 크로스만(R. Crossman)은 1976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기획위원회인 RAWP(Resource Allocation Working Party)를 설치 운영

하였으며, 1991년에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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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989년 백서(Working for Patients)103)에서 내부 시장104)에 대한 

개요가 소개되었으며, 1990년 NHS and Community Care 법안의 통

과로 내부시장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NHS관리 운

영상의 문제(1980년대) 해소를 시도하였으며,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Ham 1994).

1990년의 NHS & Community Care Act의 시행을 통하여 1991년

부터 NHS 개혁을 시작하였다. 보건당국은 병원을 직접적으로 운영

하지 않게 되었으며, 지역의 병원, 다른 보건의료조직으로부터 주민

들을 위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GP들에게 

자금을 직접 보유(GP fundholding)105)하게 하여 자신들에게 등록된 

환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 1990년 초반 

이전의 NHS제도 내에서는 지역보건 당국(health authority)이 중앙정

부에서 할당된 보건의료 예산으로 해당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운영

을 직접 관장하며,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NHS에 의해서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기본

103) Parliament. Working for patients. Cm 555. London: HMSO, 1989.

104) NHS에 ‘내부 시장(Internal Market)’제도의 도입을 시도 하였다. 이 ‘내부 시장’ 도입

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그 재원에 있어 조세에 의존하지만 구매자와 공급자

의 구분을 통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이 그 요체이다. 이 제도 시작 초기에는 구매자

로는 지역보건 당국(health authority)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계약을 하였다. 공급자로는 새롭게 도입된 병원 트러스트와 지역

사회 서비스 트러스트인데, 이는 기존의 NHS 병원들과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자를 

묶어 일정 규모의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이 신 제도 도입 이전에는 보건당국이 이

들을 직접 운영하였으나 이후에는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과 책무가 부여되고 있다.

105) 이 제도 하에서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았다. 한 지역의 보건당국(health authority)은 

해당 지역의 일반의들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반의(들)에게 해당 등록된 주

민들을 위하여 비 응급수술을 포함한 일정한 병원 서비스 및 지역사회 의료 서비

스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급하였고, 남는 예산에 대하여 자신들의 서비스 개

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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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병원,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및 가정의 서비스(일반의, 치과의, 

약사 및 안경사)를 포함한다. 이후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내부

시장” 도입은 모든 보건의료제공자들을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NHS

트러스트로 전환하였으나, 이러한 조직간늬 경쟁은 지역적인 불평

등을 초래하였다고 평가되었다(Dawe 1996). 

이후 1997년 노동당의 재집권으로 “내부시장”이 NHS의 비용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으나 서비스제공자간의 경쟁으로 상호간에 불

필요한 서비스 중복을 초래하였다. “내부시장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였다. 보건부 백서인 "The New NHS”106)를 통하

여 서비스 운영에 있어 제 3의 길을 모색하였으며, 파트너십과 성과 

중심의 운영을 강조하였으며, 다시 한 번 NHS 조직 변화를 통한 성

과증대를 시도하였다. 

7. 1998년부터 현재까지

1998년 이후 새로운 시도로 재정적․조직적 변화와 정책의 변화

를 시도하고 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뒤늦은 과제로

는 NHS의 재정부족을 들 수 있다. 완래스 보고서(Wanless Report) 

(Wanless 2002)를 통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재검토되었으며, 실질적

으로 새로운 재원이 NHS의 서비스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에 새로운 중앙기구와 규제 조직(NICE, 보건 위원회)이 설립107)되

106) 1997년의 신 NHS: 현대적이고 신뢰할 만한 계획(The New NHS: Modern, 

Dependable)을 발표하여 보수당 정부에 의한 기존 정책의 수정에 나섰다. 개혁의 

중요 주 내용은 구매자/공급자 분리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지역별, 단위별로 조직

된 의료위원회로 하여금 GP와 consultant들과의 협의를 장려했으며, 기금보유GP제

도를 폐지하고 이들로 하여금 일차 진료집단(PCG)을 결성하도록 권고했다. 

107) 두 개의 국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의료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중앙정부의 입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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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였다. 

일차보건의료조직의 변화는 1999년의 보건의료법(Health Act 1999)

을 통해 일차의료 그룹(primary care group: PCG)108)과 일차의료 트

러스트(primary care trust) 도입하였다109). 이후 2000년의 “NHS 계

획(NHS plan)”의 주요 내용(NHS 2000)으로는 2004년까지 의사, 간

호사 의과대학생 수의 증가, 2010년까지 7,000개 이상의 병상 및 새

로운 병원 계획, 모든 환자들이 2004년까지 48시간내에 GP를 만날 

수 있게, waiting lists를 대체할 환자 예약시스템 도입 등이 주요 내

용으로 NHS에 대한 자원 투입 및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의 시도를 

통한 NHS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2002~2008년을 위한 계획에 있어서는, 2005년 발간된 “Creating 

a Patient-led NHS Delivering: the NHS Improvement Plan(NHS 2005)”

에서 영국 정부는 NHS에 2008년까지 추가 재원의 배정을 약속하였

으며, 이는 그 동안 년 2~4%정도의 인상율을 적용하였으나, 이 시

기에는 년 평균 7.5%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이에 NHS는 2008년부

터는 조직의 재정 안정과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5년 

화시켰다. 진료능력향상을 위한 국가위원회(NICE, National Institute of Clinical 

Excellence)와 건강증진위원회(CHI, Commission for Health Improvement)가 그것이

다. 전자는 의료정책의 총체적 가이드라인 작성과 배포, 그리고 정책시행을 담당하며, 

후자는 진료행위에 대한 감사와 진료서비스의 질 향상문제를 집중적으로 담당함.

108) PCG제도 도입의 목적은 지역에서의 서비스 제공의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교섭

하는 과정에 일차의료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NHS내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축적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이 PCG들은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 이전의 모델(GP 

fundholding)에서 유발된 문제들(분절성, 불형평성 및 높은 거래비용)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설계되었다. 

109) 특히 ‘일차의료그룹’은 현 노동당 정부 계획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좀 더 상호 

협조적이고 통합적인 의료제도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를 통하여 

internal market 도입 후 영국의료 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인 구매자와 의료 제공자의 

분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일차의료그룹’은 예산보유 일반의(GP fundholding) 제도

의 폐지에 따른 후속 조직으로 영국 의료정책의 주류인 일차의료 중심의 NHS로의 

개편을 위한 재정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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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에 보건부는 2006~2010년을 위한 재정지원 전략을 제시하였

으며, 이는 지역에서의 자원이용에 있어 보다 더 융통성 있게, 이용

의 범주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전략을 수립하

고 있다. 

신정부의 정책으로 영국은 그동안 잉글랜드 NHS에 의하여 제

공되는 의료의 질, 비용효과,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연합정권의 탄생이후 발간된 정책문서인 “형

평과 탁월: NHS를 자유롭게(Equity and Excellence: Liberating the 

NHS)”에서 의료개혁이 제의되었다(Department of Health 2010). 이 

정책은 환자와 국민들의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를 향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형 보상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이

러한 개혁들은 NHS 구조에 대한 책무와 기본에 대한 새로운 조정

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에 대한 책임도 일정수의 의사그룹으

로 전환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Black 2010). 이러한 배경에

는 시장유형의 개혁(Market-style reforms)을 추구하기 때문이며 이

러한 시장형의 개혁은 NHS의 핵심적 관리방법의 대체적 접근으

로 1991년에 보수당의 마가렛대처 정부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

되었다. 이전에는 NHS병원들이 정액교부금(block grant) 제도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였으나 이후에는 비즈니스를 위한 경쟁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일차의료의사(general practitioners)의하여 

운영되는 기금보유(fundholding)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규모의 독

자적인 사업을 운영하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신명부에 기재되

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May 

2000). 관심이 있는 일차의료의사(general practitioners)들은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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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선택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정부의 시범사업인 “total pur-

chasing”을 지원하여 인두제하의 총액예산하의 의료서비스의 계획

과 구매를 실시하게 하였다(Goodwin 1998). 

이러한 변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Kay 2002; Lewis et al. 2009)  

를 살펴보면 환자들의 전문의사 진료를 위한 진료예약제하의 기다

리는 시간은 단축되었으나 그 이외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러한 제도에 참여한 GP가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두가지의 계층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환자들의 장기대기시간(long waiting list)과 의료질에 대한 관심 증

가로 노동당 정부는 NHS의 중앙통제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하게 되었고, 이에 국가 성과지표와 목표110)를 도입하였다. 감시

와 규제를 강화하였고, 병원들은 추가적으로 운영의 자율성을 갖는 

Foundation trusts111)를 조직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에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다양한 NHS제도 변화를 통

한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2011년의 보건의료와 사회케어법

안(The Health and Social Care Bill)은 최근 NHS의 제도변화의 새로

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Ham 2012). 

환자관리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잉글랜드 NHS를 개선과 시장중심의 모형 즉, 지역 

중심의 계약과 중앙정부로부터의 통제를 벋어난 보건의료서비스 제

110) 기다리는 시간의 단축(short waiting times), 환자 만족(satisfied patients), 좋은 성과

(good outcomes)

111) 이 트러스트는 이전의 NH병원 트러스트에 비하여 이 트러스트는 관리 및 재정적 

자유를 상당히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국민 건강 서비스의 역사와 병원 

서비스 관리 및 제공하는 방식에 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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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지방정부, 환자, 지역주진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과정으로 이

러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에서의 두 가지 중요한 구조적 변

화를 제시하고 있다. 현행의 지역 조직들(PCT, SHA)을 폐지하고, 

NHS계약기관(NHS Commissioning Board)과 GP consortia를 설립하

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보다 임상 중심의 기획 및 계약을 수행하

기 위한 기관이다. 정부는 또한 병원 Trust를 Foundation Trust로 

2012~2013년까지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계혁안은 2014~15

년 회기연도 말까지 200억 파운드를 절감을 통한 NHS 효율화 활동

의 일환이다. 이러한 과정은 관련 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을 감

소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부문은 같은 기간동안에 33% 

정도의 이상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보건예산의 측

면에서 이러한 절감은 NHS 재투자 될 것이며 이는 수요증가에 의

해 증가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함이다(Pollock et al. 2012). 

❘제4절❘ 의료보장제도의 특징 

1. 적용 대상 

영국의 국가보건의료 서비스(NHS) 제도하에서 영국의 모든 법적

인 거주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럽 경제 지역(EEA)의 주민도 

상호 국가간 협약에 따라 의료에 대한 이용에 있어 자격이 인정되

고 있다.112) 영국인구의 11.5%가 부가적인 민간의료보험(Laing 및 

Buisson 2001)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40%는 소득 상위그룹에 속하

112) http://www.doh.gov.uk/overseasvisitors/patientguid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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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5%이하가 낮은 소득군에 속하고 있다(Emmerson et al. 2000). 이

러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특성은 45~64세, 전문가나 관리직,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지역 거주자가 타 특성군에 비해 높은 가입율

을 보이고 있다(Laing and Buisson 2001).

2. 급여(benefits) 

NHS의 대상자들에 대한 급여는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1977년의 국가보건의료서비스 법에 따르면 “모든 합리적 요

구나 수요에 대한 충족 정도”는 보건부 장관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급여내용은 특별 보건 당국의 하나인 국립 임상 평가 연구소 

(NICE)에 의하여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이 기구는 NHS가 어떠한 

서비스를 누구(전 국민, 일부 환자에게)를 대상으로 제공할 것인지를 

보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있다. 그러한 결정은 평가위원회(Appraisal 

Committee)113)에 의하여 특정 기술의 비용과 편익 분석을 기반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건당국이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

어지고 있다. 지역에서의 급여에 대한 결정은 일차보건의료조직인 

PCT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국은 영국내에서 판매 허가된 모든 약물의 리스트(British 

National Formulary lists)가 설정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NHS처방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없는 약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약물은 낮은 치료 효과나 과도한 비용 때문에 NHS급여에서 

113) http://www.nice.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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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다. 일부 약물은 특정 상황을 위한 경우에만 NHS 처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의 NHS 트러스트(병원 및 PCT)는 해당 조직별 

처방 가능한 약물 목록을 정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약물목

록은 없다. 

3. 세금 부담 

가. 세금

영국에서의 직접 세금은 다음과 같은 세율로 부과된다: 10%(과세 

소득의 첫 1,880 파운드), 22%(1,881~29,400 파운드), 40%(29,400 파

운드이상).114) 표준 부가가치세(VAT)는 17.5%이며, 특정 상품 및 

서비스는 0%나 낮은 비율(5 %)이다. 지방 과세율(지방 세금)은 지

방 자치 단체 사이에 다양하고 자치 단체 내의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일부 세금 공제는 거주자(예: 학생, 홀로 거주하는 자, 별장)의 상

태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러한 수입은 보건의료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정 간호 및 노인을 위한 주거 돌봄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 

기금으로 사용된다. 

보건의료에 사용되는 세금을 누진적(progressive tax), 간접세금은 

역진적(regressive tax), 전체 세금은 누진적(progressive tax) 특성을 

보이고 있다(Wagstaff et al. 1999). 소득 그룹 간의 조세 부담의 분

포의 경우 직접세는 하단 오분위(quintile)군의 12%에 비해 최고 오

분위군의 총소득의 24%를 세금 부담을 하고 있다. 간접 세금은 최

114) http://www.inlandrevenue. gov.uk/rates/i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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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분위 군 12%, 하단 오분위군 28%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전체 

하단 소득 그룹은 상위 소득 집단 36%로 비교 과세 소득의 40%를 

부담하고 있어, 전반적인 과세가 역진적임을 보이고 있다

(Commission on Taxation and Citizenship 2000). 

나. 사회 건강 보험료

영국의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에 상응하는 것이 국민 보험

(National insurance)이다. 피고용자 보험금은 일주일에 87~575파운

드로 소득의 10%이고, 고용자 보험금은 87파운드 이상 수입의 11.9%

로 상위 한도가 없다115). 자영업자의 경우 주 2파운드의 낮은 비율

이 적용되고, 주당 이익의 비율을 더한 보험금이 적용된다. 이러한 

수입은 국민 보험 기금(National Insurance Fund : 재무부에 의해 관

리됨)으로 간다. 실업율이 높을 때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보험금 부

족액은 일반 세금으로부터 이전된다.

그러나 일부의 흑자가 기금에 축적된다. 보험요율은 그 예산에 따

라 정부가 매년 설정한다. 실업자와 취약 계층과 같은 일부 그룹은  

혜택 자격의 목적을 위해 보험금이 적립된다. 기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인 보험금을 기부할 수 있다. 국민 보험금은 Kakwani 

지수(0.19)(Wagstaff et al. 1999)에 따라 직접 세금을 보다 누진적이

지 않다.

다. 개인 의료보험료

민간 의료 보험료(private medical insurance: PMI)는 단체 및 개인 

115) http://www.inlandrevenue.gov.uk/rates/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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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에 따라 부과되며, 보험료에 대한 규제는 없다. 1991년 60

세 이상을 위한 소득세 완화 장책은 도입했지만 이후 1997년에 폐

지되었다. 고용주가 세전 소득 외에 PMI를 계약해주고 있다. 그러

나 고용주는 PMI 급여의 비에 대한 국민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며, 

현물 급여의 가치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최근 보험 

회사는 보험금의 5%에 해당하는 보험료 세금을 지불해야한다. 

라. 이용자 부담

이용자 부담은 처방약, 안과 서비스 및 치과 서비스에 부과된다. 

국민들에 의한 직접 지불은 NHS시설에서의 민간의료이용, OTC 의

약품, 안과 서비스와 사회적 케어; NHS처방료 및 NHS치과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포함된다. 료를 다룹니다.처방 요금은 정액제이고

(2002년의 경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각각 6, 6.2파운드)이다. 그러

나 다음 그룹에 대한 면제가 있다(OECD 2010): 16세 이하의 어린

이, 19세 이하의 학생(잉글랜드), 또는 25세 이하, 60세 이상(웨일

즈); 소득 지원 등 특정 사회 보장 혜택에 대상자; 세액 공제 대상자; 

그들의 전쟁에 관련된 장애에 대한 처방; 전쟁 연금자; 임산부와 지

난해 아이가 있었던 여성 등. 

처방의 약 85%정도는 처방료가 면제된다. 또한 자주 처방전을 필

요로 하는 사람들은 4개월에 31.90파운드, 1년에 87.60파운드의 선

불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안과 검사시 사용자에 부가되는 요금

은 연금자, 16세 미만 아동, 정규 교육 받는 19세 이하 젊은이들이, 

저 소득 성인 및 특정 안과 질환이 있는 성인은 제외된다. 안과 검

사 비용은 약 10~20파운드이며, 안경의 비용은 NHS 바우쳐가 특정 

그룹에 주어지지만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NHS제도에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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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환자들은 최대 354파운드까지의 치과 치료의 비용의 80 %를 지

불하여야 한다. 치과 검진은 4.76파운드를 지불하여야한다. 처방료

와 같은 대상과 같이 면제되는 그룹이 있다. 민간치과보험에 대한 

시장이 성장되고 있으며, 1998년에 900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일반의(GP) 상담이나 입원에 대한 요금 부가는 없다. 환자들은 

NHS 병원의 민간보험이나 개인병실 사용시는 지불하여야 한다. 이

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는 없다. NHS에서 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에서 어떻게 충당하는 지에 대한 민간보험의 약관이 없다. 

❘제5절❘ 영국의료보장제도의 함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영국은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

양한 시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

하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질 수 있다. 

보건부는 새로운 NHS모형에 이러한 효율화를 위한 계획을 통합

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계획된 

비용절감을 유발하는데 있어 위험요소는 계획된 개혁의 견지에서 

증가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재조

직화의 부조화는 NHS에 대한 부가적인 과제를 제공할 것이다

(Dixon et al. 2011). 이러한 비용절감과 NHS의 재조직화의 문제는 

결국은 200억 파운드의 절감의 일환으로 수행될 것을 선언하고 있

다. 여러 증거로부터 다음 상황은 매우 명확하다. 그러나 예상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다는 것은 여러 정황을 

볼 때 명확하다.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부는 아직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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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있어 시스템의 실패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인 프레임워크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공급자 측면

이나 기획 및 계약하는 측면에 던져 주고 있다(Ham 2011). 

NHS운영과 조직 등에 관련된 정보를 흐름을 개선함으로, 그 지

원을 받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과 질의 보장과 

책무의 명확한 기준은 공적인 자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영국의 보건의료부문의 제도 도입과 수행에 

있어 보건부나 NHS가 의회에 대한 책무에 있어 관련 제도의 변화

로 인하여 서비스제공과 구매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세금에 의한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을 따

르고 의회의 책무를 만족시키는 측면에서 설정되어져야한다고 강조

되고 있다. 

또한 전술한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수요를 중심으로 한 기획과 이

를 충족하기 위한 구매에 있어 GP consortia의 성과와 이 조직이 지

출하는 비용에 대한 궁극적인 책무는 새로운 NHS 계약국(NHS 

Commissioning Board)과 그 위원장에 있다. 이로 인하여 GP con-

sortia 그 자체는 내부적 운영체계 개발에 있어 상당한 여지를 남기

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위원회의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이 조직은 또한 배정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구매

시에 이 기관과 사전에 의견을 받아야할 의무를 가지며 이는 서비

스를 기획하고 구매할 때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GP con-

sortia의 일차적 성과에 대해 NHS Commissioning Board가 주 책임 

기관이다(Lansley 2012). 

또한 2014년까지 모든 병원조직은 Foundation trusts로 전환할 것

을 요구받고 있으며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도록 압박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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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epartment of Health 2009). 향후 이들은 NHS 조직에 속하지 않

는 병원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게 되며, 이러한 정책 전환은 의료제

공자보다 서비스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경쟁력을 가

지지 못한 NHS의 병원이나 관련 조직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특

히 민간 자본 투자 계약을 한 경우에 더욱 더 그러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부가 이러한 기획과 서비스 구매의 실패를 

다루기 위한 명확하고 투명한 정책을 가져야 함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제공자들이 환자들이 보호받고 있고 공적인 재원의 가치를 보

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이 서비스

에 대한 시간과 예산에 변화된 프로그램들이 적용될 때와 의도된 

혜택이 야기 될 것인지를 인지함에 있어 양질의 위험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NHS조직과 운영 체계에서의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

그램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아주 명확히 설정이 필요하다. 보건부는 

이에 대한 초기 개혁비용을 총 14억 파운드로 추산하였으며 주로 

2014~15 회계년도에 행정적인 지출에 33%의 감소를 기대한다. 이 

단계에서는 비용과 절감의 예측치가 변화될 것을 예상하며, 예를 들

어 GP consortia가 기존의 NHS 구매 기구로부터 스텝 고용에 소극

적인 경우에 비용 추계가 달라진다. 향후 변화의 규모와 보건부분에

서의 지출에서 영국의 의료보장 개혁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의 새로운 모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관리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최근 포괄수가 제도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이들의 제도 수립과 도입과정과 그 평가방식의 세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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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신 제도 도입으로 미래에 우리가 기

대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평가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가 무엇인

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변화의 결과가 예측될 수 있게 의료보장제도

의 개혁시에 이러한 점들이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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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1절❘ 서론

영국의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에 기반을 두거나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의 서

비스로 발달해왔다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최

근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중심이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보험 제도로 성립이 되는 한편 지방정부는 여전히 지역

내 복지관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에 관여하고,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또한 재정과 운영에 있어 지방과 중앙이 분담을 하

고 있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뒤섞여 있다. 하

지만 영국의 경우는 현대적 사회서비스의 성립부터 지금까지 지방

정부 중심의 특징은 변하지 않고 있다.

처음 영국에서 현대적인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무상의료서비스인 NHS가 성립되었을 당

시 장기간 병상을 점유하게 되는 노인과 장기질환자 문제가 있었다

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비용이 폭증하자 점차 지방정부가 대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

여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영국의 사회서비스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

료제도와 분리되어 지방정부가 고령이나 질환, 장애로 인하여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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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도로 발달해온 것이다.

기실 이 영역의 제도를 정의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그 나라의 

제도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

만 이 장에서는 편의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사

회서비스로서 정의하도록 하겠다. 대인 사회서비스란 현금이나 다

른 물질적은 급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지원서비스를 말한다. 사실 영국에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는 시대

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60~7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는 의료, 교육, 주거 등 모든 공공서비스를 포괄적으

로 지칭하는 용어였으며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는 복지서비

스(welfare service)라고 구분하여 지칭하였다. 하지만 시봄보고서 이

후 이에 대한 용어는 개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로 통일

되었다가 그 이후로는 다른 서비스는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로 

불리면서 그냥 사회서비스라고 하거나 최근에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기에서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용어를 사회서비스로 통일하도록 하겠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제도를 살펴보는데 있어 유념해야 하는 또 하

나의 문제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각 지방정부마다 서

비스를 운영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같은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길 하나를 두고 

관할 지방정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비스 수급여부가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욕구를 실사하고 제공하는 방식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 전역에 사회서비스 공급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152개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다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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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최근의 중앙정부를 중심

으로 한 개혁과 내용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실제 사회서비

스에 대해서는 런던 버로우(London Borough) 의회 중 하나인 사우

스워크(Southwark) 의회와 지방 대도시에 해당하는 리즈 시의회

(Leeds City Council)의 사회서비스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

록 하겠다.116)

❘제2절❘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변화

1. 영국 사회서비스의 형성과 발전

현대 영국 사회서비스 제도는 시봄 보고서에 기초하여 1970년 지

방정부 사회서비스법(1970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에 의

해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 department)이 설치되면

서 확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초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부터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영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크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70년대까지의 

초기 국가주도 사회서비스 확립 시기, 80~90년대에 걸쳐 사회서비

스 시장화 시기, 그리고 1997년 신노동당 집권 이후의 시기로 구분

해 볼 수 있다(강혜규, 김형용, 박세경, 최현수, 김은지, 최은영, 황덕

순, 김보영, 박수지 2007).

초기 국가주도 사회서비스 확립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

116) 이 사례연구는 강혜규․김보영․안혜영․엄태영․이기연․김은정․박경희․이정

은 (2011)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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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성립시기부터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국이 설치되고, 확대되었

던 1970년대 까지, 사회서비스 시장화 시기는 대처의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고 지역사회보호 개혁이 

이루어졌던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

고 1997년 신노동당 집권 이후에는 이용자의 통제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개인화 시키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김보영 2009a).

그러면 우선 초기 국가주도 사회서비스 확립 시기와 시장화 시기

를 살펴본 다음에 최근의 사회서비스 정책 개혁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초기 국가주도 사회서비스 확립시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버리지 보고서로 상징되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노동당 집권과 함께 성립된 영국의 복지국가체계에서 사회서

비스는 처음에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40년대 중반부터 60년대까지 

일련의 입법과정을 통해 조금씩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수립

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까지 지속된 이 입법과정은 노인, 아동, 

장애인 퇴원환자, 임산부 등 대상 집단별로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표 3-3-1>.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는 그 기능이 지방정부 내에서 분산

되어 있어 혼란이 많았다. 서로 유사한 서비스가 아동부, 복지부, 보

건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분절된 사

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해 체

계적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큰 장벽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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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국가주도 사회서비스 성립기의 주요 법안 및 주요내용

주요 법안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내용

1946년 국가건강서비스법

(1946 National Health Service Act)

지방정부에게 퇴원 이후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보건 문제

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임산부와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의무화

1948년 국가부조법

(1948 National Assistance Act)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갈 곳 없는 노인에 대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지방정부에 부여

1948년 아동법(1948 Children Act)

지방정부에게 자체 선임담당관과 직원들을 갖춘 아동부

(Children’s department)을 설립하게 하고 아동방치 드의 사

례를 조사할 의무와 필요할 경우 공식 절차를 밟아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부여

1959년 정신보건법

(1959 Mental Health Act)

정신장애인도 신체장애인과 가능한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규정하여 정신보건서비스의 기초적인 기반을 제공

1962년 국가부조(개정)법

(1962 National Assistance(Amendment) Act)

선행법에서는 자선단체에서만 가능했던 음식배달(meals on 

wheels)을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1963년 아동및청소년법

(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 Act)

1948년 아동법에 의해 설립된 아동부가 아동의 복지를 증

진시키고 가족해체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보다 광법위한 권한을 부여

1968년 건강서비스및공공보건법

(1968 Health Service and Public Health Act)

노인에게 가사지원(Home help), 방문서비스, 사회사업서비

스 등 보다 광법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

정부에 부여

1969년 아동및청소년법

(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청소년법원에서 지방정부로 보내진 청소년을 시설에 보낼

지, 위탁가정에 보낼지, 집으로 돌려보낼지에 대한 결정의무

가 지방정부에 부여

1970년 만성질환및장애인법(1970 

Chronically Sick and Disabled Person Act)

지방정부에 지역내 장애인을 파악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고

지할 의무를 부여

1970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

각 지방정부마다 통합된 사회서비스 담당기관인 사회서비

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를 설립

1973년 국가건강서비스재조직법

(1973 National Health Service 

Re-organisation Act)

병원내 사회복지사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 산하에 두고 

보건당국과 지역주민의 보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여

자료: 강혜규 외, 2007: 187~188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봄 위원회에 검토

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발표된 보고서의 권고를 기초로 하여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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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이 제

정이 되었다. 이 법의 핵심은 각 지방정부마다 통합된 사회서비스 

담당기관인 사회서비스국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 것이 

지금까지도 통합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지점은 영국의 현대적 사회서비스 제도 성립

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되는 사회서비스국 설립이 당시에는 정작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나 기능의 확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이다. 즉, 이 때 이루어진 개혁이란 사회서비스국 설립 이전까지 이

루어진 사회서비스 기능과 책임을 하나의 전달체계로 단순히 통합

시킨 것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 전달체계의 성립으로 접

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실제로는 사회서비스의 급격한 확장기

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새롭게 입법화되어 부여되었던 새로

운 사회서비스의 책임과 권한이 맞물려 더욱 큰 상승효과를 가져왔

다. 지방정부에 아동, 장애인, 보건서비스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에 대한 새로운 권한과 의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사회서비스는 심각한 영국의 경제위기 가운

데에서도 1970년과 74년 사이에 예산이 매년 12%를 증액(Sullivan 

1996)하는 등 급격한 확장기를 거치면서 복지체계에 있어 주요 서

비스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전후부

터 1970년대 중반까지 30여 년에 걸쳐 강력한 국가주도의 사회서비

스 전달체계가 확립한 것이기도 하였다.

나. 사회서비스 시장화 시기

1970년대까지 사회서비스는 제도적으로 꽃을 피웠지만 영국의 사

정은 그 반대로 치달았다. 1960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경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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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70년대 위기상황에 이르고 있었다. 성장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

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실업 증가 등 복지욕구 증가가 겹

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심화되었다. 특히 사회서비

스 분야는 급격하게 확장되어온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그에 이은 

사회서비스국 설립과 더불어 이어진 서비스 확대로 인해 그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 70년대까지는 그래도 노동당 집권기로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가중심의 사회서비스는 정치적 

지지를 받았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보수당 대처 정부가 들어선 80년

대에는 사회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주도의 성격은 약화되고 

민간으로 그 역할이 이전되었다.

하지만 실제 사회서비스에 있어 민간부문 역할의 급격한 확장은 

오히려 정부의 계획적 정책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데 집착한 보수당 정부가 지방정부의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을 제한하자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 부족이 심각해져서 

민간단체나 영리단체의 시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사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생기자 당시 보건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에서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부조 제도인 소득보조(Income 

Support) 수급자가 사회보장제도내에서 민간 요양시설 이용료를 지

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던 것이다. 이는 사회서비스 재원이 중앙정

부의 지원규모에 의해 제한되는 지방정부 예산 아니라 제한이 없는 

중앙정부 사회보장예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이 조

치는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 예산의 폭증시켰고 이렇게 돈이 풀리

게 되자 민간요양시설의 폭증을 또한 불러왔다. 보수당이 집권한 

1979년 이후 86년까지 해당 예산이 연간 45배가 넘게 폭증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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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Wanless 2006).

상황이 심각해지자 보수당 정부는 1986년 로이 그리피스 경(Sir 

Roy Griffith)에게 사회서비스 공급과 공공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2년 후에 출판된 그의 보고서에서는 요양시설

에 대한 공공재원은 사회보장예산에서 지방정부로 돌려야 하며, 지

방정부는 자역사회 욕구 사정, 지역사회 보호 계획 수립, 재정 운영, 

정보제공, 개별 욕구 사정과 보호 계획 수립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고 권고하였다. 그와 동시에 지방정부는 더 이상 사회서비스의 독점

적 공급자가 아니라 가능자(enabler)가 되어야 하며 사정된 개별적 

욕구가 공공으로 부터든 민간으로 부터든 충족되게 하는 책임을 져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욕구조사, 계

획, 재정, 정보 등의 중심이어야 하지만 공급에 있어서는 더 이상 독

점적 위치가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참여를 촉진시켜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은 1990년 국가건강서비스및지역사회보호법

(1990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으로 제도화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은 지역사회보호에 있어 

중심적인 전략적 기관이되 다양한 공공, 민간자원을 조율하는 기관

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국의 설립과 더불어 확립되었던 국가중심 서비스 공급 구조는 다양

한 민간, 영리, 비공식 부분이 참여하는 분담구조로 변화한 겻이다. 

이 변화에서의 핵심은 ‘공급자-구매자 분리(purchaser-provider split)’

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공급자가 경쟁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급 계

약을 따는 형태로 변형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에는 

단순히 국가영역을 축소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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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시킴으로써 국가독점구조보다 공급자의 이

해가 개입되는 것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이해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이

용자의 선택을 증진시키고, 비용 효과성을 증대시키며, 서비스의 개

선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김보영 

2011).

이와 더불어 보수당 정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정

책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지방정부에 서비스 공

급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당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경쟁적 입찰에 다

시 붙이게 하는 의무경쟁입찰제(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보수당의 개혁과 정책 추진으로 사회서

비스에 있어 민간 부분의 참여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보수당 집권 

당시였던 1979/80년에는 서비스 공급시간 비중을 기준으로 14%정

도에 불과 했던 민간 영역이 집권 직후인 1998/99년에는 40%까지 

증가한 것이다(IPPR 2001). 

2. 최근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

‘국가 축소(rolling back state)’를 주요 정책 전략으로 최장기간 집

권한 보수당 정부 끝에 악화된 공공 서비스와 여전히 부침에서 벗

어나지 않는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신노동당

(New Labour)은 ‘제 3의길(The Third Way)’로 표방된 새로운 비전을 

주장하며 1997년 선거에서 압승했다.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

서비스 개혁에 있어서 ‘시장’과 ‘경쟁’의 기조를 ‘협력(corporation)’

과 ‘동반자 관계(partnership)’로 대체할 것을 표방하였다. 또한 신노



40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

동당 정부는 이전 보수당 정부의 신자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시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보다 강

조하는 사회자유주의를 기반으로 국가와 시민간의 상호 책임과 권

리가 균형 잡힌 새로운 계약을 표방하였다(김보영 2009b).

사회서비스 정책에 있어서 신노동당 정부는 소극적인 서비스 공

급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자기 삶에 대한 통제

권을 회복함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것을 지향하였다

(김보영 2009a). 이를 위해 현금을 받아 직접 이용자가 보조인을 고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를 적극적으로 확

대하였으며 그 이후 사회복지사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이용자가 원

하는 대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예산제(Individual 

Budget)를 도입하였다. 

또한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하면서 특히 오랫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지방정부와 보건의료기관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법적 책

임을 부여하고, 노인 서비스에 있어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간 통합

적인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젝트

(Partnerships for Older People Projects)를 시행하는 한편 규제감시기

구인 사회보호조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CSCI)를 보건의료위원회(Helathcare Commission)과 통합하여 돌봄

의 질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를 설치하는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에서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

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 

위험 집단에 대한 집중된 개입, 개인화된 돌봄과 지원이 그것이다

(DH 2010). 우선 영국 정부는 현재 사회 서비스가 가장 높은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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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제한된 대상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가지고 서비스

가 낮은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까지 포괄하는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

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낮은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방치했

을 경우에는 결국 점차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정부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높은 비용이 드는 시설 보호로 이어 질 수밖에 없으며 개인

의 입장에서도 자립된 삶을 잃어버리고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낮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도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개인의 복리 차원에서 라도 그에 적

합한 서비스를 공급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실제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돌봄 관리 체계에 의

한 지방정부 주도의 사회 서비스로서 제공하기 보다는 주로 지역사

회 자원조직(voluntary organization)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은 주로 점심 클럽, 친구 만들기, 건강 상담, 고용 

상담 및 지원, 레크레이션과 레저, 지역사회 안전, 교통 보조, 낮은 

수준의 주택 개조 등이며 이러한 서비스들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지역 기관들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데에는 엄격한 수급기준이 없으며 지방 

조직들의 자체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거나 지방정부에 의뢰가 들어

온 사례 중에서 욕구가 낮은 대상자의 경우 이러한 민간 서비스로 

의뢰가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실제 정부에서는 지방정부들이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어 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를 위해 자원봉사조직

이나 지역사회 조직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두 번째, 위험집단에 대한 집중된 개입은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여 건강이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위험에 직면한 집

단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집중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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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 위험에 당장 직면한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낮은 수준의 욕구를 가진 대상자라도 예측적인 도구

(predictive tool)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예방적인 접근

을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가령 병원에서 막 퇴원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장기적인 사회 서비스에 대한 의존보다는 

보다는 보다 독립적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주택 개조나 보조용품들이 필요할 수 있다. 또는 보다 큰 위험으로 

부터의 방지를 위해 원격 돌봄(telecare)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완전

히 독립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경우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주하

지만 각자 독립된 주거를 가지고 보조인이나 요양 보호사가 같은 구

역에 상주하는 보조 주거(supported housing)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최근 많은 지방정부에서 도입하고 있고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재기(reablement)서비스이다. 이 서

비스는 공식적인 서비스가 들어가기 전 대체로 일정 기간 동안 무

상으로 일상생활 능력을 회복하는데 목적으로 주고 집중적으로 제

공되는 서비스이다. 기존 전통적인 서비스들이 일상생활 회복을 위

해 보조인 등을 통해 보조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비하여 이 

재기 서비스는 스스로 변화된(신체) 조건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

위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회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서비스의 실제 모습은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통하여 오히려 기존 전통적이고 장기적인 서비스 수급자 수를 감축

시켰다는 성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돌봄과 지원에 있어서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돌봄 관리 체계 내에서 공식적인 서비스 수

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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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제권과 선택권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정

부 입장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서비스 영역이며 정책에 해

당되는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중앙정부가 

설정한 서비스 수급기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서 선정되며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가 구성되어 제공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다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가 보장되며 이를 

위해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

는 개인 예산제가 도입이 되었다. 개인 예산제를 통해서는 개인이 

직접 서비스를 마련할 지, 지방정부가 연결해 줄지, 아니면 두 가지

를 병행할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또는 이를 지방정부

와 독립적인 이용자 조직에서 도움을 주거나 대행해줄 수 있다. 이

러한 정책 방향과 서비스들을 구분해 보면 <표 3-3-2>와 같다.

<표 3-3-2> 사회 서비스 정책방향과 서비스(2010)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 위험 집단에 대한 집중된 개입 개인화된 돌봄과 지원

▪정보와 조언

▪지역사회 능력 배양

▪전인적 점검(holistic check)

▪일자리, 사회참여, 사회 교육

▪일상 생활을 위한 보조 장비와 

설비

▪퇴원 보호(intermediate care)와 

재기(reablement)

▪원격돌봄(telecare)

▪예측 도구(predictive tools)

▪보조 주거(supported housing)

▪낙상 클리닉(Falls clinics)

▪선택과 통제권

▪자기 주도 실사(self-directed 

assessment)

▪개인 예산제(personal budget)

▪대변과 지원(advocacy and 

support)

▪중계(brokage)

자료: DH, 2010, p. 17에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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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서비스 제도의 현재

1. 사회서비스 신청 및 수급기준

사회서비스의 욕구가 있을 때 대상자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

이나 그에 준하는 부서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보건 및 사회보호 실

사(health and social care assessment)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28

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여부가 결정된다. 서비스 제공여부와 내용은 

실사과정에서 파악된 욕구와 욕구의 우선순위에 기반하며 기상, 목

욕, 식사와 같은 개인 수발을 비롯, 청소, 장보기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 보조장비 설치, 주택개조와 같은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다. 이

와 같은 내용으로 지원 계획(support)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서비스

가 제공되는데 재가 서비스의 경우 보통 개인수발과 일상생활 지원

을 위해 개인 보조인(personal assistant)이 주당 몇 시간 정기적 방문

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자세한 내용은 지방정부

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우스워크 의회와 리즈시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래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급기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수급 기준(eligibility criteria)은 

예전에는 지방정부마다 제각기였으나 이에 따른 혼란이나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

력을 하고 있다. 여전히 지방정부가 그 수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

는 여지를 남기지만 일관된 욕구 수준 판단의 틀로서 ‘공평한 돌봄 

서비스 접근(Fair Access to Care Services, FACS)’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준은 공식적인 지방정부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



413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을 수 있는 욕구 수준을 치명적 욕구(critical needs), 상당한 욕구

(substantial needs), 중간 욕구(moderate needs), 낮은 욕구(low needs)

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욕구 범주 밖에 있

다고 해서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를 수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는 법적으로 신체, 감각, 학습, 인지적 장애

에 따른 욕구 또는 정신 보건 욕구를 가진 성인에 대해 돌봄을 제공

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한 이 들을 수발하는 수발자(carer)와 장애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

부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급기준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지역사

회의 기대와 욕구와 함께 재정을 비롯한 자원, 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기준은 분명하고 투명해야 하며 이용자와 관련 기

관,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병원에서 퇴

원하는 사람들 중 지역사회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의 욕

구를 실사할 책임을 또한 지고 있다. 병원의 치료 이후 장기적인 돌

봄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응을 돕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다. 또한 신

청자가 표현한 욕구와 관련된 환경에 대한 정보는 기록되어야 한다.

4개의 범주로 구분된 서비스 수급 기준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자립과 복리 또는 관련된 결과로 인하여 에 끼칠 수 있

는 위험의 심각성 정도를 묘사한 것이며 명시된 사항은 <표 3-3-3>

과 같다. 이 4개의 범주 중 어느 범주부터 서비스 수급자격을 부여

할 것인가는 지방정부의 판단이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한 욕구 이상

의 수준에서 지방정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당한 욕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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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욕구

▪생명이 현재 또는 향후 위협받을 상황이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전해 왔거나 발전하고 있거나

▪핵심적인 주변환경에 대응하고 선택하는데 거의 선택이나 통제가 불가능 하거나

▪심각한 학대나 방치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상황이거나

▪일상적이고 주요한 개인 돌봄이나 집안일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없게 될 상황이거나

▪핵심적인 직장, 교육, 학습 등이 유지되고 있지 못하거나 못할 상황이거나

▪핵심적인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못하거나 못할 상황이거나

▪핵심적인 가족이나 다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수행되지 못하거나 못할 상황이거나 한 경우

상당한 욕구

▪주변 환경에 대한 선택과 대응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학대나 방치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것이거나

▪대부분의 일상적인 개인 돌봄이나 집안일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없게 될 상황이거나

▪직장, 교육, 학습 등의 많은 부분이 유지되고 있지 못하거나 못할 상황이거나

▪대부분의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들이 유지되지 못하거나 못할 상황이거나

▪대부분의 가족이나 다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수행되고 있지 못하거나 못할 상황이거나 한 경우

중간 욕구

▪일부 일상적인 개인 돌봄이나 집안일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없게 될 상황이거나

▪직장, 교육, 학습 등의 일부 부분이 유지되고 있지 못하거나 못할 상황이거나

▪일부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못하거나 못할 상황이거나

▪일부 가족과 다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수행되고 있지 못하거나 못할 상황이거나 한 경우

낮은 욕구

▪한두 가지의 일상적인 개인 돌봄이나 집안일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없게 될 상황이거나

▪직장, 교육, 학습 등의 한두 부분이 유지되고 있지 못하거나 못할 상황이거나

▪한두 사회적 지지체계나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못하거나 못할 상황이거나

▪한두 가족과 다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수행되고 있지 못하거나 못할 상황이거나 한 경우

<표 3-3-3> 사회서비스 수급 기준

자료: DH, 2010, p. 21

상이란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씻고, 밥 먹고, 옷 갈아입는 등의 개인 

돌봄(personal care)와 청소, 빨래, 장보기 등 일상적인 집안일의 대

부분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거나, 스스로의 장애 등이나 장애를 가

진 가족 등에 대한 책임으로 직장, 교육 등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

거나, 가족으로서의 역할이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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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상당한 수준 이상의 욕구는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

거나 더 이상 생활에 있어 다른 선택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며 치명적인 욕구에는 생명이 위협받거나 건강상의 심각

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하는 경우까지 해당 된다.

이 기준은 물론 서비스 수급여부를 판단하는데 뚜렷한 기준을 제

시하기 위한 것이지만 또한 영국의 사회 서비스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욕구의 형태와 수준은 결국 사회 서비스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outcome)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가장 기

본적으로는 대상자로 하여금 일상적인 개인 돌봄과 집안일, 더 나아

가 직장과 교육 등 필수적인 사회생활에서의 참여, 가족과 사회관계

의 유지와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서비스로 성

취하고자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며, 또한 치명적인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학대나 방치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하고

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욕구 실사는 대상자의 재정능력과 관

계없이 욕구만 가지고 실사를 하는 것이다. 이 욕구 실사 과정 중에 

별도의 과정으로서 재정 실사(financial assessment)를 실시하여 얼마

만큼의 비용을 이용자가 스스로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서비스 의뢰를 접수하고 서비스 패키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부담

능력이 원칙적으로 고려되지는 않는 것이다. 재정 부담 능력은 재정

실사 결과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 비용의 어느 정도

를 이용자에게 부과시킬까를 결정할 때 고려가 된다. 하지만 이 실

사에 있어서 가지게 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드는 일상 

생활비용을 산정에서 제하고, 또한 직장생활을 유지할 경우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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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시키기 위해 오히려 요금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2. 사회서비스 제도운영 사례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로 서비스가 의뢰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지

방정부는 일관된 접수창구를 두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의뢰

(referral)가 접수가 된다. 사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병원 등에서 퇴원을 앞둔 환자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역시 지방정부로 의

뢰를 한다. 리즈시 의회의 경우에는 원스탑센터(One Stop Centre) 17

개 소를 시내 전역에 걸쳐 배치하여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원스탑센터는 주로 사람들이 자주 방문

하는 지역 의원(GP)나 출생, 사망, 결혼 등을 등록하는 등록 사무소 

등에 배치하고, 또 지역 라디오나 버스 등을 통해 홍보하여 잘 알려

져 있으며 각종 지방행정관련 문의를 모두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

에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나 의뢰가 들어오면 사회 서비스로 

연결이 되도록 하고 있다.

실사 과정에 들어가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배정되어 실사를 진행

하거나(사우스워크) 해당 분야의 팀에서 실사과정을 진행한다(리즈). 

현재 실사과정은 개인화 개혁으로 인하여 자가 주도 실사(self diected 

assessment)가 이루어지며 이용자가 먼저 자신의 욕구를 규정하는 

자기 주도 실사 양식(self-directed assessment form)을 작성한 후 이

에 대한 서비스 임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준 후 

그 다음 서비스 전달 방식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한다. 이 예산을 편

성하는데 있어서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자원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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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Resource Allocation System, RAS)이라고 불리는 도구인데 

개인 돌봄(personal care), 주거 안전(safety in the home) 등 6가지 영

역에서 욕구의 각 항목을 체크하면 필요한 비용 수준을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장애 정도에 따른 욕구 수준의 차이, 사회적

인 요인에 따른 조건의 차이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크게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래서 사우스워크와 리즈 의회에서 모두 별도의 재정 

패널(funding panel)을 가지고 있어 개별 케이스별로 필요한 재정수

준을 판단한다. 주로 중간급 이상의 관리자(manager)와 재정담당자

가 참석하는 이 패널은 매주 1회 이상 열려 사회복지사들이 실사한 

결과와 자원 할당 시스템 등을 통해 산출한 임시 예산을 제시하면 

그 것이 적합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최종적인 수준을 조정한다.

임시 예산이 할당이 되면 구체적으로 지원 계획(support plan)을 

세우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구체

적인 서비스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가령 

어떤 대상자가 식사준비와 장보기, 청소, 빨래 등에 대한 보조인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총 주당 10시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한

다면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민간 기관과의 서비스 구매계약을 통하

여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며 대상자가 직접 보조인을 모집하거나 

친구나 이웃, 가족 등을 보조인으로 쓸 수도 있으며 아니면 5시간은 

지방정부가 계약한 서비스로 받고 나머지 5시간은 스스로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등 원하는 데로 서비스 구성이 가

능하다. 

이렇게 서비스가 구성되어서 지원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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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예산이 편성된다. 대체적으로 서비스 비용은 지방정부와 지역 

내 민간 공급기관과의 일괄 계약에 의해 표준적인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사우스워크 의회의 경우에는 지역 내 두 개의 민

간 서비스 기관과 일괄 계약을 맺어서 재가 서비스를 시간당 11.70 

파운드(약 21,500원)에 제공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주당 10시간의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의 주간 예산은 117파운드(약 215,000

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보조인과 문제를 일으킨다든

지 하여 별도로 다른 민간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시간당 비

용이 약 13파운드(약 24,000원)로 증가한다. 

리즈시 의회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직접 계약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와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의 비용에 차이

를 두고 있다. 지방정부가 계약을 통해 제공할 경우 시간당 비용이 

13.50파운드(약 25,000원)인데 비하여 직접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최대 비용을 시간당 11.12파운드(약 20,500원)로 책정하고 있다. 기

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이 보조인을 구할 경우 기관의 관리비

용(overhead) 등이 별도로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설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데 사우스워크의 경

우 보통 주당 570파운드(약 1백만원)에 이른다.

이렇게 지원 계획과 비용이 산정되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방정

부가 서비스 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던가, 이용자

가 직접 보조인을 구하여 서비스 공급이 시작된다. 서비스 공급이 

시작되면 리즈 시의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서비스가 계획한 데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 연간 

점검(review) 단계로 들어간다. 이는 곧 케이스가 더 이상 진행 중

(active)이지 않은 것이고, 남은 일은 계획된 데로 서비스가 공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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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므로 별도의 점검팀으로 역할이 넘어간다. 이 점검팀은 연 1

회 이상 계획된 데로 서비스가 이상 없이 잘 공급이 되고 있는지, 

이용자가 별도의 불만은 없는지, 욕구나 상황에 변동된 사항이 없는

지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실사 과정으로 의뢰

를 한다.

[그림 3-3-1] 영국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의뢰

(referral)

심사

(screening)

욕구 실사

(assessment)

지원계획 수립

(support plan)

예산 산정

(referral)

임시예산 편성

(indicative budget)

실예산 편성

(actual budget)

서비스 개시

(service provision)

연간 점검

(annual review)

불만이 

있거나 

욕구가 

변한 

경우

이러한 돌봄 관리 과정을 정리해 보면 [그림 3-3-1]과 같다. 이 과

정에 있어서도 지방정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리즈 시

의회의 경우 단기적이고 비교적 단순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

기 대응팀(initial response team)이 담당하며 비교적 장기적이고 복

합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 돌봄관리팀(long-term care 

management team)이 담당한다. 이렇게 이원화를 시킴으로써 초기 

대응팀은 비교적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개입은 돌봄관리

팀이 별도로 담당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직접 나가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초기대응팀이 담당하지만 보다 복합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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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정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개입이 요청된다고 할 때에는 돌봄관리

팀으로 넘긴다. 이 두 팀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돌봄관리 과정을 가

지고 있으며 각 팀에서 종결된 케이스는 연간 점검팀으로 넘어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제도화 된 것이 바로 개인 예산제

(Individual Budget)이다. 보수당 말기 도입되었던 사회서비스 현금 

급여 제도인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는 신노동당 정부의 개인

화 개혁과 더불어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으로 이어 졌고 최근 직접 

지불제까지 개인 예산제로 통합되어서 제도적으로 사회서비스 제도

에 통합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가주도 실사나 자원 할당 시

스템 모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 욕구를 

실사하고 서비스를 구성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고안되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이용자는 일단 욕구 실사 결과에 따라 예산이 산

정이 되면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다

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이전 직접 지불제에서는 지방정부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공급 

받던지 아니면 현금을 받아 직접 보조인이나 보호사를 고용해야 하

는 양자 선택밖에 없었으나 개인 예산제에서는 앞서 언급한 데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지방정부의 서비스와 직접 고용을 원하는 데로 

배합할 수 있다. 또한 제도 초기와 달리 개인 예산제 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주거나 보조인의 직접 고용에 따른 세금문제 

등을 해결해 주는 독립적인 이용자 단체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가령 사우스워크 지역의 경우 신체 장애인을 위한 사우스워크 장애 

협회(Southwark Disability Association)이 있으며 여기에 있는 두 명

의 사회복지사가 700여 명 정도의 장애인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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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예산제는 시행에 있어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오용의 문제이다. 개인이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보조인

을 구할 경우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방정부가 지불하는데 이럴 경

우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 돈이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

다. 이에 대한 대응은 지방정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우

스워크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보조인을 고용

하기를 원할 경우 측정 가능한 결과(measured outcome)를 명시하도

록 한다. 어떠한 활동을 보조 받을 것인지 등을 명시하여 스스로 그

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이 되

어 다른 개인 지출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직접 보조인에게 급

여를 지불할 경우 고용된 사람은 세금이나 사회보험(national isurance) 

기여금 등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복잡하므로 어떤 

기관에서는 이를 맡아 고용인에 대한 급여를 대신 처리해 주거나 

아예 별도 개설된 계좌를 직접 관리해 주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몇

몇 이용자들끼리 같이 지불받은 현금을 하나로 모아 통합관리를 하

여 더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다. 

사우스워크 의회는 만약 직접 현금을 관리할 정도로 신뢰가 있지 

못한 이용자가 개인 예산제에서 스스로 서비스를 구성하기를 바랄 

경우 관리 계좌 과정(Managed Account Process, MAP)를 이용한다. 

이럴 경우 지정된 민간 기관에서 아예 계좌 자체를 위탁 받아 이용

자를 위해서 계좌를 관리해 줄 뿐 아니라 보조인을 모집하고 서비

스를 공급하는 모든 과정을 보조해 준다. 따라서 이용자가 현금을 

받아 직접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용자가 직접 현금

에 손을 댈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리즈 시의회의 경우 이러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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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없지만 연간 감사를 하여 지정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산서(invoice), 영수증(receipt) 등을 점검한다. 그 결

과 제대로 돈이 쓰이지 않았을 경우 그 만큼의 돈을 지방정부에서 

다시 환수하며 실제로 적지 않은 규모의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때로는 이 문제가 이용자의 오용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가족이 서비

스 급여를 갈취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 예산제에서 또 다른 문제 중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것은 가

족이 돌보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지방정부에서 비용을 지불할 것이

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별도로 없으며 지방정

부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리즈 시의회의 

경우 가족이 기존의 직장을 포기하고 돌봄을 제공할 경우 그렇지 

않으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회 서비스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가족이 돌볼 때 보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개인에 맞는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

은 경우 판단이 어려움 경우가 많다고 진술 하고 있다. 

또 하나 최근에 지방정부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재기 서비스

(reablement service)이다. 재기 서비스는 지방정부마다 구체적인 형

태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서 일정 기간(보

통 6주)의 재기 기간(reablement period)을 가지고 이 기간 중에는 모

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지만 장기적인 서비스를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최대한 이용자의 기능(functionality)를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

을 맞춘다. 가령 리즈 시의회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와 작업 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로 구성된 전문팀을 파견하여 재기 치료

(reablement therapy)를 제공하는데 이 치료를 통해 예를 들어 장애

를 입은 이용자가 다시 스스로 씻고,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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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훈련시키며 이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구나 설비를 제공하거나 집을 개조한다든가 하여서 되도록 스스

로 일상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6주간의 

재기 치료를 제공한 이후 실사를 거쳐 집 개조 등으로 독립적인 삶

이 가능한 경우 초기 대응팀이 담당하게 되며 만약 여전히 장기적

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돌봄관리팀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 재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인 서비스 수요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단 서비스가 공급

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더라도 서비스를 고집하는 경

우가 많은데 초기에 재기 과정을 거침으로서 영속적으로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를 줄이게 되는 것이다. 사우스워크 의회의 경우

에는 재기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의 약 절반 정도가 더 이상 서비스

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로 인하여 결

과적으로 서비스 수급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리즈 

시의회는 더 나아가 시설 보호에 있어서도 재기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일단 입소를 하면 개인 돌봄에서 음식, 청소, 빨래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시설 보호와 달리 시설에서 임시로 거주하되 

스스로 음식, 청소, 빨래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퇴원 후에 

만성 질환이나 장애가 남았을 경우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 그 중간 단계로서 바로 이런 시설에 기반을 

둔 재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시설 보호를 받으면서도 일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

해 영속적으로 시설보호에 의존하여 일상기능을 오히려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적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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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론: 쟁점과 함의

이상으로 영국의 사회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역사적 발전과정과 

최근의 쟁점을 살펴본 다음 런던 사우스워크 의회와 리즈시 의회의 

사례를 통해 실제 제도운영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하지만 

현재 영국의 사회 서비스는 상당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신노동당 

정부에서 고령화나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

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서비스의 확대보다는 질을 증진

시키는 정책이 중심이다 보니 제한된 자원 속에서 서비스는 점점 

더 가장 심각한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07년부터 ‘돌봄의 위기(Care Crisis)’로 회자되고 있다. 그에 더하

여 2010년에 들어선 보수당-자유당 연정 정부는 급격한 예산 삭감 

정책을 시행하여 2013년까지 대부분 분야의 예산 30% 삭감을 추진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

지만 사회 서비스 역시 그 영향권 아래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돌봄의 위기에 대응하려는 논의도 활발하여 장기적으로 

어떻게 정책이 전개될지는 미지수 이다. 어쨌든 현재의 영국 사회서

비스에 대한 지역 사례조사에서 보여주는 시사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복지 서비스에 있어 드러나는 명확한 정책적 목표이자 공

적 책임 범위이다. 서비스 수급기준에서 드러나듯이 사회 서비스가 

대응하는 욕구는 경제적 욕구가 아닌 일상생활의 ‘기능’ 상실의 문

제이며 인권이나 안전보호와 같은 현금급여로만은 해결이 되지 않

는 ‘서비스’ 욕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게 법

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대부분의 지방정

부가 상당한 욕구 이상의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수급자격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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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 돌봄 등 일상적인 생활을 독립적으

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를 통해 그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을 명확한 공적 책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적 책임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는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공적 재원으

로 ‘구매’하여 그 비용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제

공에 있어 소득수준으로 수급자격을 선별하기 보다는 비용부과를 

위한 근거로만 사용함으로써 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공적 책임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중간 욕구나 낮은 욕

구의 경우는 그 역할을 민간과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연

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민간 비영리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이러한 욕구에 어느 정도 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지역복지 체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을 받는 다

양한 비영리 복지기관들의 활동이 이와 유사할 것이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욕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통해 책임을 지고, 다소 낮은 욕구와 예방적 사업을 보조금 사업을 

통해 민간과 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은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

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사업에 의한 간접적인 서비스들도 

각 서비스 대상집단별 수급 현황이 의무적인 보고를 통하여 전국적

으로 파악되고 있다(NHS 2011).

또한 영국의 사례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관성화되지 않도록 혁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가 결국 지방정부의 편의대

로 서비스를 구성하고 제공하여 이용자 욕구가 무시되지 않도록 개

인 예산제 도입을 통하여 이용자의 선택권과 통제권이 존중되도록 

하는 정책도 그 예이고 이용자가 관성적으로 서비스에 의존하게 하

기 보다는 일상생활 기능을 회복하도록 함과 동시에 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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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을 줄여 비용 감축의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재기 서비스도 많

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물론 개인 예산제의 경우 많은 현실적인 쟁

점들과 어려움들이 발견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 질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재기 서비스의 경

우도 고령화와 더불어 점차 서비스 욕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삶의 질과 비용 억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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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1절❘ 서론 

아동 및 보육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는 주로 학령기전 0~6세 아동의 발달, 보호, 교육을 목표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아동 및 보육서비스는 양

육과 교육의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어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개념은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제공하

는 직접적인 보육서비스를 의미하며 형태로는 가족보육, 시설보육, 

유치원 조기교육 등이 있다. 광의의 개념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자 부모 양육기능 강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가족친

화정책, 영유아건강서비스, 아동빈곤 감축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Bennett 2008: 1~2).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공은 빈곤을 감소시켜 아동의 건강, 복지, 

교육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이론적 및 경

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얻어지는 효과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적 및 노동시장의 

반사이득이고 둘째는 교육적 반사이득이다. 아동 및 보육서비스는 

사회정책, 성평등, 생산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개개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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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동 및 보육서비스는 아동에 대한 장기적 미래투자로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 및 보육서비스가 요구되는 당위성 즉 시대

적 사회적 배경은 크게 세 가지이다. 즉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변

화, 인구구조의 변화와 다양화, 교육평등과 조기교육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교육사조이다. 첫째, 아동 및 보육서비스 확대가 요구되는 

근거 가운데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변화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급증하였다. G7 국가의 

여성 노동참여율은 2006년 66.1%에 달했으며 이는 1996년에 비해 

2.7% 증가한 것이다(OECD 2006).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성의 

학력 상승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

으로 예측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서비스 

지원정책이 없을 경우 아동 양육 및 교육과 크게 충돌할 수밖에 없

다. 아동 양육과 교육을 가정에서 가족을 통한 비공식적 방식으로는 

보육의 질, 안정성, 지속성 등의 문제로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육아부담 외에 가사분담 문제를 야기한

다. 성공평(gender equality)이란 사회에서 여성의 평등한 처우를 의

미한다. 즉 취업, 고용, 임금, 승진 등 직업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평

등한 처우를 말한다. 반면 성평등(gender equity)은 가정에서 아동양

육과 가사분담의 평등까지도 포함한다(Bennett 2008: 26). 그러나 경

제활동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은 여전히 남편들에 비해 육아와 가

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OECD 2006). 이

는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가능치 못하게 하여 여성이 노동

을 중단함으로써 경력이 단절되거나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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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 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된다. 

둘째, 아동 및 보육서비스 확대의 근거를 인구구조의 변화와 다양

화에서 찾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

니라 영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저출산이 내포

하는 심각성 가운데 하나가 출산력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져 

노동력 공급의 차질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아동양육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의 증가이나, 여성노동과 관

련된 기회비용과 같은 간접적 비용의 증가도 출산을 막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학력 취득기간의 연장과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실

업 및 임시직․시간제 고용도 미혼 남녀의 혼인기피, 만혼현상과 더

불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증가는 인구구조 및 특

성의 변화 원인이 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증가는 인구구성의 

다양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와 교육 영역에 

새로운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 일반화할 수 없으나 대체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일반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교적응이 어

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아동들이 학령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거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및 성장 후 청소년 문제 및 사회 부적응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될 소지가 있다. 이들 아동들의 장기적 사회통

합을 위하여 아동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이다. 

셋째, 아동 사회서비스 투자의 당위성 가운데 하나가 미래의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한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교육평등의 실현이다. 취학

전 질 좋은 조기교육을 경험한 아동들은 이후 학령기를 거쳐 청소

년기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입증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건강과 보건상태, 사회적 기능, 정신적 및 행동적 소양을 갖추는 것



43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

도 영유아기에서 가능하며 한 번 고착되면 이후 수정하기가 어렵다

는 것이다. 따라서 조기교육은 아동의 건전하고 건강한 전인적 발달

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아동빈곤은 아동의 사회적 및 교육적 영역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Brooks-Gunn & Duncan 1997).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회수율이 가장 높은 기간이 아동기 특히 영

유아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연구에서 헤드스타트와 같

이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취학전 교육프로그램이 아동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는 효과성이 밝혀지고 있다(Brooks-Gunn & 

Duncan 1997). 이 때문에 취학전 프로그램과 같은 아동 및 보육서비

스는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역할 변화와 함께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

가에서도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제도적인 기반을 갖

추고 있으며 복지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아동분야 사회서비스에 투

자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영국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정책적 발

전과 제도현황을 살펴본 후 한국사회에 미치는 함의를 찾고자 한다. 

❘제2절❘ 정책의 발전과 변화 

1. 제도적 발전117) 

영국은 아동보육서비스 제공을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해 오다가 

117) 제도적 발전 부분은 영국 국가보고서(Smith et al. 2010) 20쪽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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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후반부터 공공의 역할을 확대한 국가이다. 영국은 1998년 

‘국가아동보육정책(National Childcare Strategy)’을 발표함으로써 아

동 및 보육서비스의 양과 질을 진흥시키기 위한 국가적 개입을 천

명하였다. 특히 “0~14세 아동을 위한 양질의 아동보육서비스를 구

득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2004년 ‘아동보육 10개년 전략(10 Years Strategy for Childcare)’을 

발표하여 아동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개입을 더욱 공교히 하였다. 

10개년 전략의 두 개 목표는 아동에게 양질의 조기교육시설을 제공

함으로써 아동관련 성과를 거두자는 것과 부모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아동빈곤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6년 ‘아동보육법(Childcare Act 2006)’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확대, 취업부모를 위한 충분한 아동보육서비스의 확보, 지역의 아동

보육서비스 시장에 대한 지원과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2004년의 

10개년 전략이 내놓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2. 성과와 변화

가. 서비스 확대 

2009년 영국정부가 발간한 전략보고서(HM Government 2009)는 

2004년 10개년 전략 수립 이후 진척되었던 아동관련 성과를 보여주

고 있다. 한편 2004년 10개년 전략이 설정해 놓았던 정책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주도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는 3~4세 보육아동에 대한 무료

보육서비스(매주 12.5시간, 매회 2.5시간 5회)를 법적으로 도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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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더 나아가 취업중인 부모를 위하여 12.5시간 보다 15시간으로 

보육시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도 있으며, 지역에 따라 2세 장애아동

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중이다. 

또 다른 정책은 학교에 아동보육확대서비스센터(Children's Centers 

and Extended Services)를 설립하고 정보, 보건, 부모지원, 아동보육, 

기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센터는 2004년 아

동보육법을 근거로 진행된 의제 ‘모든 아동이 중요하다: 아동을 위

한 변화(Every Child Matters: Change for Children)’의 핵심이며 초기

의 ‘이웃돌봄서비스 및 슈어스타트지역사업(Neighborhood Nurseries 

and Sure Start Local Programmes)’과 같은 초기 주도적 프로그램과 

협력을 구축하기도 한다. 10개년 개혁은 2010년까지 아동센터를 전

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달성한 상태이다. 지난 

5년간 교내 확대서비스도 계속 발전시켜 2010년 9월까지 모든 초등

학교와 중학교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Smith et al. 2010). 

나. 보육교사 질 관리 

아동관련 성과를 낳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는 영역이 질 

좋은 아동보육서비스 제공이다. 특히 보육교사의 자질이 아동보육 

및 조기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보육

인력의 자격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늘 있어왔다. 그 결과 2006년 

‘보육교사자격기준(Early Years Professional Status)’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교사자격기준(Qualified Teacher Status)’과 동일한 것이다. 영

국은 2006~2008년 사이의 ‘변혁기금(Transformation Fund)’과 2008

년 이후 ‘석사지도자기금(Graduate Leader Fund)’을 마련하여 석사

학위를 가진 보육교사가 2010년까지 모든 아동센터에서, 2015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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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든 전일제 보육시설에서 지휘권을 맡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있

다(Smith et al. 2010).

다. 장애아동 특수보육 

최근 모든 연령의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식

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구매가능한 양질의 특수보육서비스 제공은 

장애아동과 부모의 사회통합과 삶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M Treasury/DfES 2007). ‘아동․청소년․모성을 위

한 국가서비스의 틀(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Children, Young 

People and Maternity Services, DfES/DH 2004)’, ‘장애인 삶의 기회 

개선(Improving the Life Chances of Disabled People, PMSU 2005)’, 

‘장애아동을 위한 대망(Aiming High for Disabled Children, HM 

Treasury/DfES 2007)’ 모두가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적절한 특수

보육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아동의 특수욕구에 부

합하는 추가적 서비스가 필요함을 인식함과 동시에 모든 아동을 위

한 보편적 보육서비스 규정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장애아동 대망’의 일환으로 ‘장애아동의 

특수보육시범서비스 접근성(Disabled Children’s Access to Childcare 

Pilots)’이 도입된 바 있다. 

라. 취업 촉진 

아동보육전략이 추구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가 모의 취업을 촉진

하는 것임을 앞서 밝힌 바 있다. 아동관련 성과 가운데 보육아동을 

둔 모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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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가 도입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얻어진 성과이다. 세액공

제는 매주 16시간 이상 일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부모에게 허락

된다. 이 밖에 고용주로 하여금 보육바우처나 직장보육시설 마련과 

같이 실제적인 아동보육지원을 할 경우 고용주에게 세금혜택을 주

기도 한다. 

2007년의 경우 출산휴가가 연장되었으며 부모가 근로시간의 분할

과 같이 근로의 융통성도 허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식적 보육서

비스 이용이 늘어나 3~4세 아동의 무료보육서비스에 대한 법 규정

이 상당히 성공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침교실이나 방과후교

실(교내외)의 수도 증가하여 2001~2004년 동안 두 배가 되었다

(Smith et al. 2010).

그러나 아동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여전히 비용이나 수급에 

장벽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취약층 가족에게 이 문제가 더 

심각하며 이는 곧 모성의 취업을 저해하는 이유가 된다. 더욱이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경제적 침체는 실업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영

국의 아동보육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쳐 가족의 아동보육 부담을 증

가시킨 원인이 되고 있다(김송이 2007). 

마. 비공식적 아동보육 

공식적 아동보육서비스를 다양하게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

족들은 비공식적 보육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비공식적 보육은 주로 

조부모들이 아동을 돌보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부모의 선택을 반영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급 정도와 접근성과 같은 보육서비스의 문

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까지 영국은 비공식적 보육을 정

부 정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9년 영국 정부는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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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아동을 매주 20시간 돌보는 조부모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해

주고자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2011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Smith et al. 2010). 이러한 제도적 도입은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가 

근로의 단절이나 근로시간의 축소를 보전해 주기위한 것이다. 

❘제3절❘ 아동 및 보육서비스 

1. 육아휴직제도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공의 근간이 되는 영국의 육아휴직 제도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영국의 경우 아동이 만5세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개인권리로 주어진다. 육아휴직은 1년 

이상 보장하고 있으나 추가적 보육휴가는 없는 상태이다. 영국은 미

국과 더불어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수준이 가

장 낮은 국가에 해당된다. 법적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소득의 보전

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육아

휴직 이용을 꺼려할 것이므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미숙 외 2011). 영국은 임금소득의 대체가 100% 이루어지는 풀

타임 유급 육아휴직으로 13주를 허용하고 있다. 시간제 육아휴직은 

가능치 못하나 분할 이용은 가능하다. 

<표 3-4-1> 영국 육아휴직 제도(2008)

권리기초 급여 보전 아동 연령
추가 

보육휴가 
시간제 분할제

다자녀 

휴가연장 

개인 무급 만5세 없음 없음 있음 쌍둥이 출산

자료: OECD. 2010. Famil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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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및 보육서비스 

가. 보육재정 

공적 보육비는 공식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게 지원되는 

현금, 현물, 세제지원을 모두 포함한 재정지원 지출을 의미한다. 영

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노르딕 국가들에 비해 공적 보육비 지출 

수준이 높지 않다. 영국은 아동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출을 

늘리고자 노력을 투입한 결과 1998년 GDP대비 공적 보육비 지출 

수준이 0.2%에서 2003년 0.4%로 증가하여 2006년 현재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OECD 2010; Plantenga et al. 2009). 

[그림 3-4-1] GDP 대비 아동보육 관련 공적 지출수준(2006)

단위: %

자료: OECD. 2010. Family database

나. 보육비용 

영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보육재정의 규모가 상대적으

로 작은 국가이다. 이 때문에 개개 가정이 부담하는 보육비 지출 부

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영국을 포함한 OECD 국가에서 부모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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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이 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수준인 가구의 경우 평균 보육

비용은 평균 임금의 18%, 가구순소득의 12%에 달한다(OECD 

2010). 남녀 모두 평균임금의 100%를 버는 가구의 경우 보육비용은 

가족순소득의 네덜란드 10%, 프랑스 10%에 비해 영국은 2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 평균임금의 100%를 벌고 여성이 50%

를 버는 가구의 경우 보육비용은 가족순소득의 네덜란드 9%, 프랑

스 9%에 비해 영국은 28%이다(OECD 2010; Plantenga et al. 2009). 

이로서 영국의 보육비용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재정이 적은 영국은 저소득층과 일부 정부지원시설에만 지원

을 함으로써 전체 아동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다. 약 24%의 

가정이 보육비 부담을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10). 영국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과 시간제로 운영되는 

3~4세 아동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에만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

서 영국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은 보육지원을 받으나 평균임금수

준의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보육비 지출 비중이 높다(김송이 2007). 

영국 정부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수요자 재정지원방식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수

요자 재정지원방식의 형태로는 세액공제제도가 있으며 중간소득층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용시설 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식을 취

하기도 한다. 71%의 가정이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를 

받았으며 그 가운데 25%는 추가적으로 근로소득공제(Working Tax 

Credit, WTC)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0; Plantenga et al. 

2009). 이러한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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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직 가정의 경우 가구소득 대비 보육비 지출비율이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서비스 유형 

영국도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아동 및 보육서

비스 유형이 있다. 공적 보육서비스 가운데 시설보육의 유형을 살펴

보면 보육학교(Nursery school) 혹은 보육교실(Nursery class), 주간보

육시설(Day nurseries), 방과후서비스(After-school services), 조식클

럽(Breakfast clubs) 등이 있다. 이러한 시설보육은 3~4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며 학령기 교육과정 아동도 포함한다. 이 때문에 3~5세

의 아동은 보육서비스의 대상이자 교육대상자로 포괄하게 된다

(Brind et al. 2011). 

아동돌보미(Childminder)는 개별 가정보육교사가 아동의 가정 또

는 본인의 집에서 주로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놀이방(play services)도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한 

형태이다. 놀이방의 프로그램은 방과후활동(afterschool clubs)이나 

주말 놀이교실, 각종 여가시설이나 장소 및 지역사회 놀이터 등에서 

아동의 놀이 파트너가 되어 주면서 아동의 발달을 직․간접적으로 

도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rind et al. 2011).

이 밖에 부모 또는 주양육자의 안정적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상

황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형서비스도 아동 및 보육서비스 영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발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

스 제공자의 자택에서 위탁양육의 형식으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박세경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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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육아동 및 가정 

2009년 현재 영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던 아동 및 보육서비스를 받

는 0~14세 아동의 수는 547만 7천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가족수는 

374만 3천 가정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370만 명의 아동은 

공식적 보육 및 조기교육 서비스를, 288만 명 아동은 가족을 비롯한 

비공식적 아동보육을 받는 것으로 추계되었다(Smith et al. 2010). 아

동 및 보육서비스 유형에 따른 연도별 이용현황은 <표 3-4-2>와 같

다. 공식적 보육 및 조기교육 서비스 유형 가운데 교내외 조식클럽

이나 방과후활동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공식적 아동

보육은 조부모로부터 받는 보육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표 3-4-2> 아동 및 보육서비스 이용현황 추계(2009)
단위: 천명

아동 및 보육서비스 유형 가족수 아동수 

전체 3,743 5,477

공식적 보육․조기교육서비스 2,811 3,704

 - 보육학교(유치원) 198 200

 - 초등학교 부설 보육교실 248 261

 - 주간보육시설 411 448

 - 놀이방 혹은 조기교육실 312 311

 - 조식클럽/방과후(교내) 1,376 1,627

 - 조식클럽/방과후활동(교외) 301 397

 - 아동돌보미 264 352

비공식적 아동보육 2,084 2,880

 - 동거인 347 459

 - 조부모 1,325 1,842

 - 형제자매 267 292

 - 친척 301 373

 - 친구 혹은 이웃 337 396

자료: Smith et al. 2010. Childcare and early years survey of parents 2009.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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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서비스 이용실태 

1) 이용률 추이 

영국에서 지난 10년간 특히 1999~2004년 사이 공식적 아동 및 보

육서비스의 이용 비율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영국이 

무료 보육 및 조기교육에 집중 투자해 온 노력의 결과이다. 그 결과 

1999년 3~4세 아동의 77% 정도가 보육 서비스 혜택을 받는데 그쳤

으나 2004년 서비스 이용률은 94%에 이르기까지 상승하였다. 더불

어 조식클럽이나 방과후활동(교내외)은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공식적 보육서비

스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90% 이하 수준

에서 멈춘 상태이다(Brind et al. 2011). 

3~4세 아동을 위하여 영국이 무료 보육서비스를 투입한 결과 그 

이전까지 이용률은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나 2009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09년 현재 3~4세 아동의 92%는 어떠한 형태로던 보육 및 

조기교육 서비스를 받았으며 87%는 일정 시간 보육 및 조기교육 서

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및 조기교육 서비스 또한 비근

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혜택을 덜 받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세 아동이 4세 아동에 비해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rind et al. 2011). 

2) 연령대별 이용률 

아동 및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 

유형과 아동연령을 포함하였을 때 63% 수준이다. 서비스 실태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식적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비공식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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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률을 상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공식적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43%로 비공식적 아동보육 이용률 3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즉 

공식적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보육서비스의 보편성을 평가할 수 있

는 지표로 이용률이 높을수록 보육의 공공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Brind et al. 2011). 

<표 3-4-3> 아동연령별 및 서비스 유형별 이용률(2010)

단위: %

 아동연령

서비스 유형 0~2 3~4 5~7 8~11 12~14 전체 

서비스 이용률 58 89 66 64 47 63

공식적 보육․조기교육 서비스 35 86 44 41 22 43

 - 보육학교 3 13 - 0 0 2

 - 초등학교 부설 보육교실 1 20 - 0 0 3

 - 입학교실(Reception class) 0 21 10 0 0 5

 - 주간보육시설 17 16 - 0 0 5

 - 놀이방 혹은 조기교육실 7 17 - 0 0 4

 - 조식클럽/방과후활동(교내) - 4 26 34 18 19

 - 조식클럽/방과후활동(교외) 0 2 6 7 5 5

 - 아동돌보미 6 7 6 3 1 4

 - 유모 혹은 아이돌보미 1 2 1 1 - 1

비공식적 아동보육 37 34 35 35 27 33

 - 동거인 5 3 5 6 6 5

 - 조부모 30 26 23 21 11 21

 - 형제자매 1 1 1 4 8 3

 - 친척 6 5 5 4 2 4

 - 친구 혹은 이웃 1 3 6 7 3 5

자료: Brind et al. 2011.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0.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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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동 및 보육서비스 이용률에서 연령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발견된다.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3~4세 아동의 이용

률이 가장 높으며 89%에 다다르고 있다. 또한 공식적 보육서비스 

이용률도 다른 연령대 아동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보육서비스를 집중 지원하

는 영국의 보육정책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비공식적 

아동보육은 공식적 보육서비스 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로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3) 서비스 유형별 이용률 

영국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동 연령대별 보육서비스 이용률

에도 편차가 있지만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에도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무료 보육서비스 혜택을 입는 3~4세 아동이 보육서비스 이용

률이 가장 높지만 12~14세 아동은 보육서비스 혜택에서 가장 멀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일반 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공식적 아동 

및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또 하나 근로 고소득층 가족이 비근로 저소득층 가

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식적 보육서비스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비공식적 아동보육의 이용률에서도 유사한 점이 드

러나고 있다.

0~4세 보육기 아동들을 위해 부모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보육

형태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보육교실과 같은 공식적 보육 서

비스만 이용하는 아동(26%), 조부모와 같이 비공식적 보육만을 받

는 아동(14%), 그리고 공식적 보육서비스와 비공식적 보육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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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하는 아동(18%)으로 나눌 수 있다. 나머지 28%는 아무런 보

육서비스나 아동보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4세 아동들

은 0~2세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을 더 이용하는 편이

며 반면 0~2세 아동은 비공식적 아동보육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영국이 3~4세 아동을 위해 무료 보육서비스 제공에 집중 

투자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Brind et al. 2011). 

4세 아동의 대부분은 입학교실(Reception class, 초등학교진입과

정)이나 보육교실(Nursery class)에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

며 3세 아동은 다양한 시설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학령기 아동의 1/3은 교내 조식클럽이나 방과후학교를 이

용하는 반면 7%는 교외 조식클럽이나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은 스포

츠가 가장 많고(60%), 다음으로 놀이 혹은 오락활동이며(31%), 다른 

창의적 활동도 활용하고 있다(28%)(Brind et al. 2011).

공식적 보육서비스와 비공식적 아동보육을 동시에 활용하는 아동

들이 보육 및 조기교육 서비스 욕구와 이용이 가장 크며, 또한 다양

한 서비스 형태를 이용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아동들이 한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면 전체 29%의 아동

들은 3~4가지 서비스 유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동

들의 대부분이 맞벌이부부 가정에서 자라고 있으며 보육 및 조기교

육 서비스 이용의 이유도 경제적 이유가 많아 맞벌이부부의 일하는 

시간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Brind et al. 

2011). 

0~4세 보육기 아동의 58%는 부모의 근로나 취업과 같은 경제적 

이유를, 64%는 아동발달 및 아동교육을 목적으로, 33%는 부모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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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이나 사회활동 등을 이유로 보육 및 조기교육 서비스를 이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2세 아동은 부모

의 경제적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63%로 3~4세 아동의 

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3~4세 아동은 아동

발달이나 사회화와 같은 교육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

이 79%로 0~2세 아동의 4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연령

에 걸쳐 아동발달과 교육적 목적은 공식적 보육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반면 부모의 시간상 이유는 비공식적 아동보육과 더 밀접

한 관련이 있었다(Brind et al. 2011). 

4) 국가별 이용률 비교 

먼저 0~2세 아동의 공식적 보육시설 등록률을 살펴보면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각각 63%, 53.9%로 가장 높은데 반해 영국은 40% 수준

에 그치고 있다. 3~5세 아동의 공식적 보육시설 등록률은 프랑스가 

100%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고 영국도 90% 이상에 다다르고 있다. 

이는 0~2세 아동을 위한 보육과 달리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

에서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OECD 2010; Plantenga et al. 2009). 

한편 비공식적 아동보육 이용률을 살펴보면 0~2세 아동의 이용률

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노르딕 국가들은 앞서 공식

적 보육 및 조기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반면 비공식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영국은 미국과 더불어 33.1%로 매우 높게 나타

나고 있다(OECD 2010; Plantenga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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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OECD 국가의 연령대별 공식적 보육시설 등록률(2006)

단위: %

자료: OECD. 2010. Family database. 

[그림 3-4-3] OECD 국가의 연령대별 비공식 아동보육 이용률(2006)

단위: %

자료: OECD. 2010. Famil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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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유형별 및 연령대별 이용시간 

영국은 보육 및 조기교육 서비스가 대부분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

다. 맞벌이부부의 대부분이 자신들의 노동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보

육시설을 원하지만 보육교실, 놀이방 등이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으

며, 보육학교 등 전일제로 운영되는 보육시설 또한 이용시간을 유동

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정규시간 외에 노동

시간 동안 아동을 양육해 줄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원하지만, 정규

시간 외에 이용가능한 공식적 보육서비스가 거의 없어 아동보육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때문에 보육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공식적 보육 이용률이 저연령 아동에게서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송이 2007). 

영국에서 전체 0~4세 보육아동은 매일 평균적으로 5.9시간, 매주 

20.1시간 공식적 보육 및 조기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13.1시간 비공식적 아동보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공식적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비공식적 아동보육 이용시

간에 비해 높았다(Smith et al. 2010). 

<표 3-4-4> 연령대별 매주 보육 및 조기교육 평균 이용시간 

단위: 시간

 아동연령

서비스 유형 0~2 3~4 보육기 5~7 8~11 12~14 학령기 전체 

공식 + 비공식 20.0 25.1 22.8 15.0 11.9 13.3 13.2 16.7

공식적 서비스 18.3 21.1 20.1 11.6 5.2 4.4 7.3 12.7

비공식적 보육 14.1 12.0 13.2 12.3 13.5 13.4 13.1 13.1

자료: Smith et al., 2010. Childcare and early years parents survey 2009.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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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4세 아동이 0~2세 아동에 비해 공식적 보

육 및 조기교육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반면, 0~2세 아동은 비공식적 아동보육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

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및 비공식적 보육서비스 이

용을 합쳤을 때 0~4세 아동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주 평균 22.8시

간이며, 3~4세 아동이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mith et al. 2010). 

2) 국가별 이용시간 

먼저 0~2세 아동의 주당 평균 공식적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비교

하여 보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이 노르딕 국가들의 보육

시설 이용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영국은 짧은 편이

다. 이에 반해 비공식 아동보육의 주당 이용시간은 미국을 제외하고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0; Plantenga 

et al. 2009). 

[그림 3-4-4] OECD 국가의 공식적 보육 이용시간(0~2세, 2008년)

단위: 시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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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OECD 국가의 비공식 아동보육 이용시간(2008)

단위: 시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사. 보육시설 현황 

영국은 역사적으로 시설 아동보육에 가장 앞장 선 국가이다. 영국

에서는 모든 아동들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보육시설이 운

영되고 있다. 2005년 공식적으로 등록된 영국의 보육시설 수는 약 

136만 개소이다. 이 가운데 전일제 보육시설 511,000개소, 시간제 

보육시설 265,400개소, 방과후 보육시설 309,870개소이며, 가정보육

사 275,900명이다. 그러나 실제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아동의 연령대

별 서비스 유형별 편차가 있으며, 특히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Brind et al. 2011). 더구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0%정도가 자신들의 거주지역에 보육시설이 

충분치 못하다고 응답하였다는 사실은 영국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Smith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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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론: 쟁점과 시사점 

영국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도 현황에서 얻어지는 시사점을 바탕

으로 한국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도 확충을 정책적 및 실천적 제

언을 몇 가지 거론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 특성을 몇 가지 짚어보면, 가정

내 보육을 위한 육아휴직제도는 1년의 법정휴직기간이 보장되지만, 

유급 육아휴직기간은 3개월로 짧은 편이다. 아동보육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0.2%로 OECD 국가 평균 0.6%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평균임금에서 보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로 높은 편이다. 0~2

세 공식적 보육서비스 이용률도 37.7%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의 낮은 아동 및 보육서비스 이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적 

확충이 필요하다(박세경 2007; 보건복지부 2011). 

첫째, 보육시설의 확충이 가장 먼저 강조된다. 영국도 보육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가족에게 충분하게 아동 및 보육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보육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비용이 저렴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은 국

공립 보육시설의 수요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설의 확충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으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맞벌이부

부의 경우 보육아동을 일하는 장소에서 같이 돌볼 수 있는 것을 가

장 많이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 이상의 여성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는 보육시설을 설립하거나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을 법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아동 및 보육서비스 유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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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 유형에는 전일제, 반일제, 시간제가 가능

하며, 조식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등 이용 가능한 시간대가 다양하

다.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시간대 활용은 맞벌이부부의 노동

시간을 감당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

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저출산율 저하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영국이 실행한 가장 주도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가 3~4세 보

육아동에 대한 무료 보육서비스(매주 12.5시간, 매회 2.5시간 5회)를 

법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더 나아가 맞벌이부부를 위하여 12.5시간 

보다 15시간으로 보육시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도 있다. 한국도 2012

년을 시작으로 3~4세 아동을 위하여 무료 보육서비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는 맞벌이부부의 보육부담을 상당히 더는 

것으로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양질의 풍부한 아동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관건은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 혹은 보육사의 공급에 있다. 

영국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

점 가운데 하나는 영국이 보육교사의 훈련제도와 질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투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

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획과 발맞추어 장․단기적 보육인력의 수

급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 수치를 

책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보육교사를 

포함하여 보육인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직종에 대

한 낮은 사회적 인식,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근무환경 등 보육교사

의 열악한 처우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방식을 궁구해 보

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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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

❘제1절❘ 영국의 주택․주거 현황

1. 개 요 

복지국가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에 호응하고자 정부

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의 주

거권 보장을 강구하여야 하는 시점에 있다. 저소득계층과 노인 및 

장애,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만 및 준주택 거주

자와 쉼터,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권 보장에 대한 요

구가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하다. 주택․주거지원정책은 국민의 자

산권 행사와 민감한 주택시장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방식을 모색하기 앞서 주요국 경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은 정부 주도형 주택보장과 주거지원제도를 반세기 이

상 실시하면서 전형적인 국영임대주택의 물량공급정책에서 현재는 

수혜자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물가변동과 주택시장 변동을 반영

하되 중앙정부의 계획조정체계로 민간주택 소유를 지원하는 계획정

책으로 발전되었다. 영국의 제도발전과정에서 초래된 경험을 검토

하고 그 시사점을 유출하여 한국의 주택․주거복지 발전을 위한 정

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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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주택․주거 실태

영국은 2007년 주택조사 기준으로, 전국에 2,471만 8천 가구와 가

구당 평균 2.35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118)

총 주택의 보유형태 중 자가소유자는 71%이며, 그 중 31%는 순

수 개인재원으로 소유하고 40%는 주택모기지제도를 이용한 소유방

식이다<표 3-5-1>. 자가소유율은 1971년 49%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

가하였으며, 특히 모기지 이용의 변화가 시대적 제도변화에 민감하

게 호응함을 보였다. 주택임대는 제도발전을 거듭하더라도 2007년 

기준, 총주택의 29%에 해당되며 특히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주택협회 

등 공익임대로 전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국의 주택정책은 소유 권장형 정책이고, 2007년 Green Paper 

‘Homes for the future : more affordable, more sustainable' 개념에 입

각하여 양질 주거환경을 갖춘 저렴한 주택을 매입지원하는 것을 목

표로 하여 총주택의 71% 소유율을 달성하게 되었고 향후에도 주택

소유율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가주택 소유자(총 주택의 92%) 중에는 단독주택(30%)과 연립

주택(34%)을 선호하였고, 그 중에도 소유주가 직접 자기자본으로 

구입하면 단독주택(37%)이 병렬형 연립주택(34%)이나 테라스 주택

(21%)보다 높은 보유율을 보였다. 

임대주택 거주자(총주택의 18%) 중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선호

하되 연립 혹은 테라스 방식의 임대주택을 선호하였고(공공임대주택

의 45%), 목적형 플랫, 메이송(공공임대주택의 43%)을 선호하여, 자가

소유자 혹은 임대거주자 모두 개인주택 거주를 선호하였다<표 3-2-1>.

118) http://www.ons.gov.uk/ons/rel/ghs/general-household-survey/2007-repo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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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영국 주택의 연도별 주거소유주별 보유형태(1971∼2007) 

단위: %
1)

　보유형태 1971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

2006
2

2007
3

자가 소유

(Owner occupied, owned 

outright)
22 26 27 27 29 29 30 30 30 31

자가-모기지 소유

(Owner occupied, with 

mortgage)
27 42 41 41 40 40 39 38 40 40

공공주택 임대

(Rented from council
3) 31 17 16 15 14 13 13 12 12 11

공익주택 임대

(Rented from housing 

association
4)

1 5 6 6 7 7 7 7 8 8

산업주택 임대

(Rented with job or 

business)
5 ** ** ** ** ** ** ** ** **

민간주택 임대(가구 제외)

(Rented privately, 

unfurnished
5
)

12 7 7 7 8 8 8 8 8 7

민간주택 임대(가구 포함)

(Rented privately, 

furnished)
3 3 3 3 3 3 3 3 3 2

가중 백분율

(Weighted 

base(000's)=100%
6
)

11,940 24,436 24,838 24,592 24,508 24,418 24,677 24,826 24,815 24,718

11,940 비가중치 표본

     Unweighted sample
6,7 8,220 8,990 8,610 10,280 8,700 12,800 9,730 9,090 

1. 조사년도와 회계연도 기준차이로  2005년 자료는 2004년도 4/4분기 및 2005년도 자료를 포함.

2. 2006,2007년도 2년차 연속자료 포함

3. 지방정부(Council) 자료는 지역주택기구(local authorities) 자료 포함.

4. 1996년도 이후 주택협회는 등록된 사회주택주(Registered Social Landlords:RSLs)로 표기.

5. 가구 제외(Unfurnished) 임대주택은 가구 부분포함(’partly furnished’)으로 산정됨

6. 가중치 산정효과를 표하고자 1998년도 자료는 가중치 및 비가중치 양면표기. 가중치 자료(1998 & 2000~2007), 

가중치 기준(000's)은 백분율에 근거함. 비가중치 자료(~1998)는 비가중치 표본에 근거함.

7. 비가중치는 10에서 버림

**: 1996~년 이후 산업사택 및 목장사옥은 “민간임대”로 산정됨 

자료: http://www.ons.gov.uk/ons/rel/ghs/general-household-survey/2007-repo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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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임대자는 목적형 플랫, 메이송을 주로 선택하였고(53%), 

민간임대주택 혹은 민간임대자(18%)는 전환형 플랫,메이송으로 약

정기간 경과 시 매입으로 전환하여 민간주택 소유를 위한 도입과정

으로 활용하였다<표 3-5-2>. 

<표 3-5-2> 영국주택의 연도별 주거형태별 보유형태(1971∼2007) 

단위: %
1)

보유권 (Tenure)

주거형태 (Type of accommodation
2
) 가중치 

기준

(000's)  

=100%

<계>

단독
주택

Detach
ed 

house

연립
주택

Semi-
detache
d house

테라스 
주택

Terrac
ed 

house

주택 
총계 
All  

houses

목적형 
플랫, 

메이송
Purpose-
built flat or  
maisonette

전환형 플랫, 
메이송

Converted 
flat or 

maisonette/  
rooms

플랫/방
All flats
/rooms

자가소유
(Owner occupied, owned outright)

50 34 23 35 15 14 14 31

자가-모기지 공유
(Owner occupied, with mortgage)

44 45 45 45 20 26 21 41

소유자 계 
(All owners)

94 79 68 80 35 39 36 72

공공주택 임대
(Rented from council

3
)

1 9 12 7 32 7 27 11

공익주택 임대
(ented from housing association

4
)

1 6 10 6 22 12 20 8

사회주택 임대
(Social sector tenants)

1 14 21 13 53 19 47 19

민간주택 임대(가구제외)
(Rentedprivately,unfurnished

5
)

4 5 8 6 8 26 11 7

민간주택임대(가구포함)
(Rented privately, furnished)

0 1 3 1 4 15 6 2

민간임대 
(Private renters

6
)

5 6 11 7 12 41 17 9

Weighted base (000's) =100% 5,684 7,618 6,926 20,228 3,621 809 4,422 24,650

(Unweighted sample
7)

2,380 2,900 2,460 7,730 1,090 230 1,330 9,060 

1. 조사년도와 회계연도 기준차이로 2005년 자료는 2004년도 4/4분기 및 2005년도 자료를 포함.

2. 2006,2007년도 2년차 연속자료 포함

3. 지방정부(Council) 자료는 지역주택기구(local authorities) 자료 포함.

4. 1996년도 이후 주택협회는 등록된 사회주택주(Registered Social Landlords:RSLs)로 표기.

5. 가구 제외(Unfurnished) 임대주택은 가구 부분포함(’partly furnished’)으로 산정됨

6. 가중치 산정효과를 표하고자 1998년도 자료는 가중치 및 비가중치 양면표기. 가중치 자료(1998 & 2000~2007), 

가중치 기준(000's)은 백분율에 근거함. 비가중치 자료(~1998)는 비가중치 표본에 근거함.

7. 비가중치는 10에서 버림

자료: http://www.ons.gov.uk/ons/rel/ghs/general-household-survey/2007-repo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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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택․주거지원정책의 발전과 변화

영국의 주택․주거지원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복지국가 건

설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의거, 정부가 공공주택공급을 주도

하면서 제도화되었다. 각 시대별 집권당의 복지국가 개념 및 지역발

전 재량권 부여방식에 따라 지역별 임대주택시장 정세가 반영되고 

수혜자 요구를 반영하여 오늘날의 맟춤형 주거지원으로 진화되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래 도시산업화와 더불어 노동자의 도심 집중

현상이 과다하여 도심의 인구 과밀도, 주택부족, 슬럼화 및 불량주

택 노화 등 심각한 주거환경문제가 악화되고 있었다. 반면에 남동부 

교외지역은 고가주택과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형성하여, 남

북현상과 중산계층의 도시이탈을 초래하였다.

전후, 국가재건 및 복지국가에 대한 베버리지 보고(William Beveridge 

1942년119))와 더불어 주택, 고용, 의료, 교육 등 전반적 국가개혁이 

진행되었고, 도심의 인구 과밀도 및 주거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도

농계획법(The City and Country Planning Law 1947년)을 제정하였

다. 도심 노동인구의 남동부지역 유입은 방지하되, 경계지역 즉, 남

동부 외곽지역의 주택, 상가 등을 공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여 도시재건계획을 진행하였다.

전후의 대폭적 공공주택 물량공급정책은 또다시 지역개발제한문

제를 초래하여서, 지방정부에 지역실정에 입각한 주택공급 자율권

을 허용하고 각 지역별 주민요구, 주택시장 시세, 세입자 선호도 등

을 반영하도록 민간주택 임대 및 개인주택 매입전환으로 전향하였

119) William Beveridge(1942)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Public Record Office, 

London, Premier 4/89/2(http://news.bbc.co.uk/2/shared/bsp/hi/pdfs/19_07_05_beveridg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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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공급은 인구, 고용, 교통, 교육, 보건 등의 지역산업 발전과 

더불어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되었다.

각 시대별 주요 주택․주거지원정책은 집권당책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되었다.

1. 국가재건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주택정책(1947∼1960년)

노동당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민생활 안정과 사회환경 개

선을 위하여 더 나은 사회건설을 목표로 도심종합개발계획을 수립

하고, 신도시법(New Towns Act 1946), 국가건강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아동법(Children Act 1948) 및 국가부조법

(National Assistance Act 1948) 등을 제정하여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

향을 미치는 주택, 보건, 장애인, 아동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서

비스 지원을 제도화하고, 심각한 도시환경 개선과 공공주택공급을 

포함하였다.

전쟁 중에도 New Town정책 추진을 위한 유관위원회 등이 구성

되어 각 위원회별 중심사안을 구분하여 준비하였고, 그 결과들이 전

후 복지 및 신도시법 등으로 제정되어 1947∼1948년에 걸쳐 사업별

로 착수되었다. 바로우위원회(The Barlow commission 1940)에서는 

산업노동자 분산정책에 치중하여 런던 집중현상을 분산시키기 위하

여 북부 및 중부지역에 산업도시 건설과 지역복지 및 불균형 해소 

등을 추진하였다. 스콧위원회(Scott Committee 1941)는 농촌지역 대

지 사용에 대하여, 유탓위원회(Uthwatt Committee 1942)는 보상과 

개선에 대하여 진행하였고, 각 위원회별 활동결과는 신도시에 대한 

레이보고서(Reith Report 1947)로 전달되었다. 런던지역 첫 번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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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Hertfordshire의 Stevenage(1946)에서부터 60년대에 9개 신도

시가 개발되었다. 그 중 유명한 것은 Milton Keynes로서 런던과 버

밍햄 중간에 위치하여 중앙공원과 쇼핑센터, 상업건물 등을 유치하

였고, Ashford, Basingtoke, Swindon의 신도시는 확장도시 개념으로 

타운센터와 타워블럭 등 각 신도시별 특성을 보였다(Wikipedia 

2012.5).

노동당 정부는 1962년 잉글랜드와 웨일스 도시종합개발계획에 이

어 60년대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토지이용, 공공주택(social housing) 

공급, 빈민가 철거, 도심 종합재개발 등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사회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 직후의 저소득계층

과 직업조합별 입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근린, 교육

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 급속스러운 인구재배치를 

강행하면서 “신도시 우울증(wikipedia 2012.5)”이 보였고 이를 만회

하기 위하여 교통, 지역사회시설, 복지 및 노동상담소 등을 배치하

게 되었다.

도시환경은 물리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토지보상과 도시화사업

(Urban Programme), 개발공사의 공사기금 대출문제, 입주자 불만 그

리고 중앙정부의 추진의지에 비하여 지방정부 및 지방유세가들의  

갈등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노동당 말기에는 자금문제와 집행력 부

족, 남북경제 격차 등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2. 지방도시 사회개혁(Municipal Socialism, 1970∼1979년)

노동당의 사회주의 개혁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상대적으로 각 지방도시 사회화가 확산되면서 점차 국가적 추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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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실되고 지방정부와의 조정,협의가 곤란하게 되었다. 지방정부

는 자원을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개혁과 지방사회주의로 

인한 지역별 신흥세력화, 그리고 지역별 산업발전프로젝트와 도시

개혁사업이 병합되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지방자

치적 유세를 형성하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당초의 도심의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정책적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오히려 도

시 도심부 불만팽배와 지역별 격차문제 발생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무력화는 재정압박으로 가중화되었는데,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60년대 지정하였던 토지는 60년대 해당지역 농지시세가로 

건설사가 매입하고, 건설사는 다시 영국정부기금(UK Treasury)을 빌

려서 건축공사비용을 충당하였는데, 70년대에 들어서 인플레이션으

로 인한 물가상승추세를 이율에 반영하여 건설사의 대출이율압박이 

가하여졌다. 설상가상으로 70년대 지방도시에서 신도시 지정 시에

는 70년대 인플레 시세로 토지보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회주택 또

한 각 지역별 경제기구 규모와 집중에 따라 격차를 보이게 되었고 

중앙정부의 도시개혁은 조정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3.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및 규제완화(1979∼1997년) 

1979 대처수상과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신도시사업이 사회

주의 표상이며 고질적인 정부기능 감퇴 원인이므로 중단하기로 하

고, 신도시 위원회(Commission for the New Towns)를 해체하고 개발 

중이던 자산과 사업을 영국산업자산공사(English Industrial Estates 

Corporation, 추후 English Partnerships)로 이양하였다.

중앙정부는 예산을 감축하고, 도시개발정책은 지방정부로 권한이



463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양하고, 민간주택 보급을 확대하였다. 주택수요를 해결하고자 각 지

역별 특성을 허용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되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와의 연계공급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리버풀(Liverpool) 외 유

휴지 재생 정원축제(Garden Festivals) 등과 같이 정책핵심이 부족하

거나, 일자리 창출에 비한 내부투자 손실정도, 도시개발공사(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의 유휴지 황폐화 방지 및 활용을 위한 

자원개발 등을 시도하였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부진하였다. .

주택 민영화정책은 사회주택과 공공건물을 민간인에게 매입전환

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대처정부는 적극 추진하였으나 매입한 민간

인은 다시 영세민에게 임대를 주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민간임대주

택 세입자는 사회주택에 비하여 임대조건이 불리하므로 사회주택으

로 다시 옮겨가기도 하였다. 특히 런던도시개발공사(LDDC)는 일자

리와 병합하여 주택을 제공하였으나 성과는 부진하였다. 공공주택

단지는 우범화 문제로 인하여 범죄감축 환경개선사업(Designing-Out 

Crime)으로 지하도 철거, 경찰 접근성 보장 등 환경개선하였다. 

4. 중앙집권형 지역주의와 계획체계(1997∼2010년) 

1997년 블레어 수상과 신노동당은 보수당 정부의 지방분권화 및 

권력이양을 계승하되, 노동계층의 요구해결은 우선순위로 하고, 

관․민 및 도시사회 파트너십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되 자유민

주주적 방식으로 통합하여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을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통제기능을 체계화 하였다. 

즉, 중앙집권형 지역주의(Centralized Localism)로서 중앙정부는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자발적으로 판단하여 각 계획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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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서 실현하고 싶은 계획에 대하여 동참과 지원을 요청하

고, 각 지역단위에는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GOR)가 설치되어 관할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의 자발적 의사결정과 자분배정을 허용하였다.

사회적 소외자를 위한 지원시설 설치(1997), 건강,교육,고용 특별

지역120)(1998) 등을 설치하고,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등에 각 지역별 소외방지 사무소를 설치하고, 빈곤, 약물, 범

죄, 실업, 사회낙오 등의 취약민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물리

적 개선에 치우치고 사회적응곤란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였다

(Janie Percy-Smith ed. 2000).

가. 도시위원회(Urban Task Force:UTF) 구성

도심인구 감소해결과 도심 귀환을 위하여 도시위원회(UTF)를 구

성하고, 도시 디자인으로 친도시적 현대화, 사회복지, 녹색환경, 교통․

편의 증진, 소비․레져 증진 등으로 400만가구를 추가유입하도록 

고층주거 및 공적공간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Rechard Rogers 2005).

나. 도시-지역(City-Region) 권한 이양 

중앙정부의 조정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도시계획과 재정배정을 중점으

로 하고, 지방정부는 집행력 자주성을 보장하였다. 

중앙정부가 도시계획을 발표하면, 그에 준하여 각 지방정부에서 

실천계획과 재정청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정부는 그 신청서를 

조정하여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 그 범위 내에서 

120) Social exclusion unit establishment(1997), Action zones for health, education and 

employment(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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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배정을 승인하여 지방정부를 계획체계화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

다. 자금을 배정받은 지방정부는 계획승인된 사업을 지역주택시장

정세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실행권한을 

전면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능동적 동참을 권장하였다.

신노동당은 저가주택 다량공급으로 수혜확대를 계획하여, Green 

Paper(“Homes for the Future : more affordable, more sustainable”, 

2007.7.23), 2020년까지 3백 만 신규저가주택공급계획(“저가 친환경

주택을 더 많은 가구에게 더 많은 사회주택으로 신속히 공급 : 

“more homes, more social housing, building homes more quickly, 

more affordable homes, greener homes”)을 발표하였다.121)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주택공급을 위한 수십파운드 정책

(Bilion Pound Packages for Housing), 2008.9.2”을 보완하고, 가정․

지역사회관(Homes and Communities Agency: HCA, 2008.11.1) 설립, 

주택재생법(Housing and Regeneration Act, 2009.7.22) 수정 등으로 

입주자의 선택과 매입전환을 허용하였다. 

사회주택의 매입전환이나 매입보조금 등을 지원하더라도 사회주

택에 대한 감독과 규제기능이 필요하다는 Martin Cave 보고(2007)에 

의거, 임차인 서비스 기구(Tenant Services Authority: TSA) 설치와 

주택 및 재생법(Housing and Regulation Act 2008)을 제정하여 임차

인 보호를 위한 공공주택 규제와 주택서비스 기준을 관리하게 되었

다. 이 기구는 2010년 10월 주택조합의 가정․지역사회 기구(Homes 

and Communities Agency: HCA)와 병합되고 주택기준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121) http:///www.communities. gov.uk/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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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방정부의 “Big-society” 지방주의(2010년∼현재)

2010년 5월 카메론 수상과 보수․자유민주당(Conservative-Liberal 

Democrat) 연합체계를 구성하면서, 정부는 “big-society”를 구축하고, 

지역개발권한을 지방정부에서 행사하되 주민의견을 계획에 반영하

도록 하여 자원단체와 시민참여 부문이 증대되었다.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되, 계획혁신(planning reform)으로 지역개발계획을 지역단위

에서(communities,gov.uk. 2012.5) 주민동참으로 직접하도록 하였다.

신노동당의 잉글랜드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를 폐지하고, 신지역발전기금(New Regional Growth Fund: RGF)을 

설치하고 24개 지역기업파트너(Local Enterprise Partners: LEP)가 자

금배분을 담당하고, RGF와 LEP가 공동으로 해당지역의 과제분석과 

경제위기해결 목표 및 자금사용을 계획하였으며, 사회주택 및 공공

부문의 업무도 RGF와 LEP가 공동개발과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민파트너제도로 인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과 비용절감 

위기염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122) 

❘제3절❘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주거지원정책

노동당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공급정책은 도심지역의 

빈민 우범 및 주거환경 불량문제를 초래하였고, 그 해결책으로 80년

대 보수당은 주택 사유화와 민간부문 주택건설을 강조하였으나 민

122) N.A.Phelps(2011), A History of British Urban Policy since 1947, 영국도시정책자료집, 

국토연구원,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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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정책은 공공부문 신규주택건설 감축으로 이어졌다. 21세기 신

노동당은 과거 공공주택 물량공급보다는 관․민․도시 파트너십으

로 커뮤니티 개념에 입각한 계획시스템으로 권한이양과 커뮤니티 

자율성 인정, 양질의 주택요구 등을 추구하였지만, 2008년 금융위기

로 인하여 정부 기능과 공적 개입의 중요성이 재론되었고, 2010년 

보수․자유민주당 연합정부는 “big-society”를 선언하여 주민동참과 

지역의 자율적 지역발전계획 동참기회를 개방하였다. 2011년 임대

주택 지원금 상한액을 설정하고, 지원의 정도와 주택의 질적 요건을 

강화하며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의 임대가격 변동을 반영하되 관리의 

규제를 가하는 주거공급보다는 소비자보호와 요구지원정책으로 전

환하였다.

주택․주거지원정책은 주택공급정책과 주거급여로 구분되며, 각

각의 지원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공공주택 공급정책

가. 생애 첫주택 구매지원사업(HomeBuy Direct) 

무주택 서민 중 첫주택 구매지원사업으로, 첫주택 구매 시 시장가

치의 30%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와 주택사업자가 절반씩 대출

금을 부담하고, 수혜자는 구매 이후 6년째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도

록 하여 기간을 유보하는 제도이다.

나. 저당위기 구제사업(Mortgage Rescue)

기존 주택소유자 중, 금융위기 이후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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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잡혔던 주택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겨진 주택을 본 구제사업

기금을 보조받아서 재소유하도록 지원한다.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며, 기존 소유자의 대출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공동지분하거나 혹은 구매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원소유한 주택에

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저가주택 구매지원사업(Low-cost Home Ownership) 

연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노동당시절부터 지속되었지만 

보수당의 개혁과 자유화 체제에서도 저가주택 수요는 계속증가하였

고, 그 해결책으로 80년대 후반 계획체계 하에 저가주택을 포함하도

록 하여 정부의 공급정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주택

소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서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

하였고, 경제위기 이후 주택소유자들은 임대 전향을 택하여, 정부는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저가공급하기위하여 대량자금확보 및 건설계

획정책을 개입조정하게 되었다.

라. 도시재생사업(Urban Renaissance Plan)

도시 경쟁력과 주택시장 재생(market renewal)을 위하여 커뮤니티

의 경제력을 회복한다는 목표 하에 City Center에 신규주택을 공급

하되 저소득계층 주택을 분리시키지 않고 일반계층과 가족주거 등 

다양한 거주자들이 혼합거주하게 함으로서 근린, 의료, 교육시설 등

을 유치하는 정책이다.

특히 도심의 슬럼가 및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의 커뮤니티를 재생

시킴으로서 해당지역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고용기



469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회 증대와 환경개선, 도시의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

하여 긍정적으로 추진되었다.

마. 공동주택 질적 개선사업(Decent Homes)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저가주택 공급정책이 

슬럼가 우범지역 형성 및 주거환경 불량문제를 초래하였기에, 지역

사회 쇠퇴방지 및 세입자 거주환경 보장을 위하여 임대주택은 최저

주거기준(decent home standard) 이상을 충족시키도록 임대주택 규

제를 실시하였다.

잉글랜드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 중 1997년 기준 2.1백만호의 공

공주택이 질적 기준미달이어서 2010년까지는 95% 이상 기준충족을 

목표로 설정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관리기관(Arm's 

length management organization :ALMO) 설립, 민간투자 유치를 위

한 주택민간금융(Housing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활용, 등록

된 사회주택주(Registered Social Landlord:RSL)과의 소유권 전환 등

으로 불량주택을 관리한다.

2. 주거보조금 지원정책

저소득계층 공공주택 임대자는 주거급여(Housing Benefit: HB)를 

지원받고,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주거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 LHA)을 지원받는다.

HB는 중앙정부의 주거지원정책으로서 중앙정부는 재원을 확보하

여 지역기관(Local Authorities : LA)에 배정하고, 기금지원, 사업평

가 등으로 자금지원계획으로 관리하는 계획시스템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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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LA는 HB 기금을 배정받아서 운영관리하며, 해당지역의 

민간주택 임대희망자에게는 그 지역 지방정부의 LHA를 적용하고, 

HB 및 LHA의 수혜기준 및 규제, 지급 등은 지역기관에서 직접 관

리한다. 

가. 중앙정부의 주거급여(Housing Benefit : HB)123) 

수혜대상은 임대가구 중 ‘가구 소득,저축,투자 대비 임대료 비율’

로 산정하되, 가구별 가구원 구성특성 즉 연령 및 가구원 수 등을 

반영하고, 실업유무와 무관하게 지원기준금액 이하이어야 신청가능

하고, 다음과 같이 제외요건이 없어야 한다.

￭ 16,000파운드 이상 저축금액 보유자 : 노인(pension credit), 특

정 지급보장자(guarantee credit)는 예외 허용

￭ 근친의 집을 임대하는 경우

￭ 전임학생: 장애 혹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예외로 인정

￭ 망명자 및 배우자

￭ 기타 제한요건 

  � HB 수혜자와 동거하는 경우: 동거자 중 한명만 지급

  � 25세 이하 독신자: 공동주거시설 원룸, 스튜디오 허용

신청요건을 갖추어 지역기관(Local Authority)에 HB를 신청하면, 

신청자의 임대요구(needs)와 신청주택의 ‘임대수혜기준(eligible rent)’ 

124)을 비교하여 HB지급금액을 결정하고, HB 입금은 수혜자에게 직

123) http://www.direct.gov.uk/en/MoneyTaxAndBenefits/BenefitsTaxCreditsAndOtherSupport/ 

On_a_low_income/DG_10018926

124) 주택의 임대료에 더하여 세탁기 및 놀이시설 사용료,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lift)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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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지급된다. 신청주택의 임대가격이 임대수혜기준(eligible rent)이

하이면 전액을 받고, 기준 초과 시에는 각 초과금액별 차감금액을 

적용하여 산정지급한다. 차감금액 산정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설정하

되, 거주지 LHA 기준을 반영한다. 가족구성원 중 아동수당(Child 

Benefit), 노인(Pension Credit), 장애인 무능력급여 및 소득지원

(Incapacity Benefit, Income Support) 등 동거가족구성원에 따른 특정

기금도 반영된다. 임대 중 수입, 고용, 가족구성원, 임대주택 등 변

화 발생 시에는 HB 금액을 재산정한다.

영국의 임대주택 일부는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직장에

서 HB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직장에서 이동이나 휴․사직, 재취

업 등의 변동상황이 HB로 직접 적용된다.

나. 지방정부의 지역주거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 LHA)125)

지방정부에게 해당지역 민간주택 임대을 활성화하고, 운영 자율

권과 지역의 임대시세 반영, 중앙의 HB지원계획 수정 권한 등을 이

양한 제도이다.126)

기존 HB에서는 실제 임대료 지급액을 원액 그대로 적용하여 지

급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지방정부에게 임대시세를 반영하고 지급금

액 조정권한을 이양함으로서 지방정부는 매달 임대료 실태조사

(Broad Market Rental Area)하여 해당지역의 임대료 범위의 중간값

을 선정하여 LHA의 지역임대료 범위로 책정하고, 그 임대료의 50%

를 지급한다. 최종 산정된 HB 및 LHA 지원금액은 해당 지역에서는 

등 시설이용료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단, 상수, 난방, 음식, 연료비 등 소모비용은 제외. 

125) http://www.direct.gov.uk/en/MoneyTaxAndBenefits/BenefitsTaxCreditsAndOtherSupport/ 

On_a_low_income/DG_10018928

126) UK (2006.1), A New Deal for Welfare : Empowering People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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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준과 동일요건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2008년 재정위기가 있

었고, 임대료 중간치 적용을 하더라도, 지역별 임대업자들이 담합인

상을 하거나 지역임대료 자체가 동등상승, 대형주택 임대 등으로 지

방정부의 재정압박을 초래하기 때문에 2011년 4월 1일부터는 최고

가를 책정하여서 지급금액을 감축조정하였다.

주택요건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저가 임대주택만을 선택하여 

입주자의 주거환경 최저요건(decent home) 이하로 전락하는 것을 방

지하고 동시에 지나치게 대형주택을 선정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실질적 임대요구(needs)를 반영한 것이다.

LA에서 HB와 LHA를 관리하면서, 지역 임대료 범위를 책정하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지급범위 내외의 임대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지역임대료 인상책으로 지역

별 경제 및 근린시설, 고용, 교육, 의료기관 등을 유치하고 지역활성

화에 필요한 조정을 허용하여, 지역의 균등발전을 위한 기전을 마련

한 것이다. 

3. 홈리스(Homelessness) 주거지원정책127) 

노숙자, 홈리스(homelessness), 임시생활시설, 쉼터 등 주거가 불

안한 자 및 비주택 거주자에게 주거정착을 지원하고 홈리스 예방

책128)을 발표하면서, 당시 10만이 넘는 홈리스 가구를 2010년까지 

절반 감축, 즉 50,500 가구 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127) http://www.direct.gov.uk/en/HomeAndCommunity/Councilandhousingassociationhomes/ 

Findingsomewhere/DG_4001401

128) 2005년 3월 ‘Sustainable Communities : Settled Homes; Changing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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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 홈리스는 수용시설 확보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함을 경

험하고, 2006년 11월 청소년 홈리스 예방정책으로 수정하고 그동안 

지급되던 ‘숙박 및 조찬’을 폐지하고 ‘회유 및 가족상담’으로 전향

하였다. 

홈리스 감소전략으로는 ‘홈리스 예방강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홈리스 발생원인 및 증상 탐지 및 민감해결’, ‘노숙 탈출’, ‘쉼터 제

공’ 등이 포함된다.

홈리스는 지역정부에서 관리되며, 거처할 주택이 없거나 주택상

실 위기에 처하였거나 혹은 거주자격이 없으면 관할지역정부에서 

법적 홈리스를 신청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잉글란드, 스코

틀란드 등 지방정부별 지원제도의 홈리스 결정기준에 차이가 있으

며, 영국시민권 소유 유무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정된다.

단, 홈리스 수혜자에게 지원되는 지급금액 및 시설배정은 상담 후

에 지역기준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가. 법적 무주택자(Legally Homeless) 인정기준 

① 세계 어느 곳에도 주택이나 주거시설에 입주할 법적 자격이 

없는 자

② 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 건물주가 입주자를 내몰고 주택

출입을 봉쇄)

③ 집에 거주할 수 없는 자(예: 폭력을 당했거나 폭력위협요인 상재)

④ 가족 혹은 동거자로부터 강제퇴출당하여 멀리 떨어져 살게 된 

자(주거시설이 극히 불량하거나 전염병 등 입주요건 상 계속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정부 혹은 관리기구에서 주택을 

철거하거나 입주폐지를 조치하고 대안적 거주공간을 배정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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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경우 포함)

⑤ 주거요건이 지극히 불량하여 건강에 위협이 될 정도의 심각한 

불량주택 거주자

나. 우선순위 무주택자 보호기준 

법적 무주택자 인정을 신청한 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

추면 되면, 관할 지역정부는 응급주거시설이나 쉼터로 즉각 입주시

키고,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는 동안 우선순위 요인이 해결되거나 그 

요인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상응하는 생활보호시설이나 영구임

대주택 등으로 이전하여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

예를 들어, 임산부 혹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의료서

비스 시설로 이전시켜서 서비스 수혜기간에 따른 조치를 하고, 노인 

및 장애인 등은 각각 해당되는 요양시설로 이전하여 장기입주를 주

선한다.

우선순위 법적 무주택자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으며, 신청자 중 

‘불인정’자는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① 대상자 혹은 동거자 중 임산부가 있는 경우

② 아동(16세 이하), 학생(19세 이하 전임학생)의 보호자

③ 노화, 장애, 질병 등 홈리스로 방치 시, 독립적으로 위기해결이 

곤란한 취약자

④ 홍수,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가옥을 상실한 피난자

⑤ 기타 지역별 차등기준 : 예, 간병 실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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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홈리스 예방요청 

개인적 과오나 범죄와 무관하게 홈리스가 될 위험에 처한 경우에

는 관할지역정부에 홈리스 예방요청을 하여 구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재 및 해결 요청 : 예를 들어 가족, 배우자, 동거자와 별거 위

험에 직면한 경우, 별거사유에 대한 진단과 상담, 조정으로 문

제해결하여 동거하도록 도움

￭ 임대상담 및 임대료 지원요청 : 임대료 연체로 집을 상실하게 

될 경우

￭ 임대 보조금 수혜요건을 인정받기 위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임대주택 소유권자와 상담조정이 필요하거나, 대안적 거

주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폭력 피해로 응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라. 청소년 홈리스

관할지역정부에서 청소년 가출요인을 사전파악하여 상담과 회유 

등을 예방책에 우선을 두며, 부득이 동거곤란 시에는 청소년이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을 배정 하여 지역정부의 책임으로 청소년의 

노숙을 방지한다.

노숙 위험에 처한 청소년은 신청서 작성이나 복잡한 행정절차 없

이 전화요청만으로도 즉각 보호된다. 관할지역기관(local jobcenter 

plus office)에서는 전화접수 후 당일(16∼17세는 4시간 이내, 18세 

이상 24시간 이내)에 상담하여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한다129). 

129) http://www.direct.gov.uk/en/YoungPeople/Money/FinancialHelpForYoungPeople/DG_ 

1002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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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보호신청자가 18세 미만이면 소득지원(Income Support),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등으로 지원되고, 18세 이상이

면 HB의 임대주택 수혜자가 된다.

❘제4절❘ 주택․주거 신청자의 사례관리

주택․주거지원 신청자는 우선적으로 “요구(needs)”를 인정받아

야 하며, 경제적 기준과 보호요구를 함께 반영하여 사회보호서비스

를 총괄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게 된다.

영국의 주택․주거지원정책은 고용, 교육,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등 다각적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발전되어오면서, ‘주택공급’에서 탈

피하여 ‘수혜자 요구해결’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신청자의 수혜요건 

상담과 조정을 중시한다. 

주택․주거지원 사례관리 항목으로서, 대상자가 소득지원 수혜자

이면 주택보장이 가능하고, 월동 혹은 한냉위기를 위한 일시적 주거

보조금, 실업급여, 질병, 장애 등에게 케어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케어홈 등 개인별 요구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주택․주거지원을 맞

춤형으로 제공한다. 

1. 소득지원(Income Support) 수혜자를 위한 주거보조금

주거급여(Housing Benefit), 지방정부의 주거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주택융자(Mortgage) 이자 보조금, 에너지 절약기금

(Energy Efficiency Grants)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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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냉 보조금(Cold Weather Payment)

겨울(11월1일∼3월31일),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혹은 장애인에

게 지급되는 냉한기 난방보조금이다. 기상대에서 기온이 섭씨 0°C 

이하로 예보된 날 해당지역 우편번호 거주 노인들에게 자동적으로 

난방보조금을 한냉 7일에 £25씩 입금한다.

3. 월동 난방 보조금(Winter Fuel Payment)130)

60세 이상 노인 누구에게나 실업 유무와 무관하게 겨울철 난방보

조금을 한번 지원하고, 금액은 경제력에 따라 차등지원하되, 날씨의 

변동과 무관하다.

4. 지역사회 케어기금(Community Care Grants) 131)

5. 케어 홈 (Care Homes)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에게 케어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며, 입소 

시에는 케어 매니저의 요구사정과 승인이 있어야 한다.

6. 입소시설과 독립주거 선택

케어요구사정과 케어플랜으로 서비스를 계획하고, 생활보호시설 

130) http://www.direct.gov.uk/en/Pensionsandretirementplanning/Benefits/BenefitsInRetirement/ 

DG_10018657

131) http://www.direct.gov.uk/en/MoneyTaxAndBenefits/BenefitsTaxCreditsAndOtherSupport/ 

Caringforsomeone/DG_10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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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에게도 요구사정을 반복수행하여 지역사회 케어홈으로 이송한

다. 노인은 가급적 요양원보다는 은퇴자 주택(Sheltered Accomodation, 

Retirement Housing)132)을 권장한다.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영국이 반세기 이상 진보 및 보수 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여 발

전시켜 온 주택․주거지원정책 경험을 보면, 현재의 중앙-지방정부

는 협업 파트너로서 중앙정부는 재정계획체계로 지방정부의 주택공

급 및 지역개발계획을 조정하고, 지방정부에게 지역실정에 입각하

여 자주적으로 지역개발권한을 이양하는 체계로 귀결된다. 집행권

한을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행사하더라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와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통하여 주택조건과 임

대시세 등 입주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능은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

정부가 자주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계

획수정 및 의견수렴 기회를 제공하였는 지를 확인하여, 중앙정부는 

재정계획체계 내에 조정, 통제, 및 수혜자 보호기능 등을 행사하는 

체계이다.

노동당의 사회주택공급정책 폐단을 개선하고자 보수당에서 민영

화 및 매입전환을 추진하였으나, 민영화 폐단은 임대주택 환경적 요

건이나 임대료,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입주자들에게 민간

임대주택 입주를 기피하는 등 사업성과가 부진하였다. 다시 신노동

당은 보수당의 지방정부 집행권한 이양정책은 인정하고 유지하되, 

132) http://www.nhs.uk/CarersDirect/guide/practicalsupport/Pages/sheltered-accommodat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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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임대주택을 도시특성에 맞추어 도시 디자인과 그린환경, 교육, 

의료, 교통 및 근린, 사회서비스시설 등 입주자 요구를 주택공급과 

병합하여 해결하여야 했다. 결국, 주민의 생활요구를 주택단지 내에

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가 공공임대주택의 성공요인이라

고 귀결되어 보수․자유민주당에서는 big-society로 주민동참을 적

극적으로 개방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관․민 파트너십과 주택

가격 및 주거환경요건 등 주택공급자에 대한 조정과 규제기능은 유

지되어야 하고, “조화로운 소비자 요구해결”이 우선순위 주요 정책 

포인트임을 보였다.

영국의 주택․주거지원정책에서 파악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분권화

영국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압박과 지방정부의 과

다한 권한조정 곤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 신도시위원회

(Commission for the New Towns)를 해체하였고, 민영화 및 민간의 

매입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1997년 신노동당은 

도심인구 귀환을 도모하고자 저가공공주택공급을 추진하면서 한편 

지방정부에는 중앙집권형 지역주의(Centralized Localism)로 조정기

능을 보완하였다. 즉, 지역별 도시계획집행권한을 인정하되, 도시계

획은 중앙정부의 계획체계(planning system)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

고, 관할 지역의 주민요구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2010년 보수․자유

민주당 연합정부에서는 주민요구 반영을 제도화하여, 지방정부의 

도시계획권한 자체를 해당지역 주민동참을 제도화하여 상대적으로 

지방정부는 주민에 의한 통제와 조정을 받도록 하였다. 2008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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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위기로 인하여 중앙정부는 주거급여 지급체계에 한계치를 설정하

였고(2011년 4월) 각 지방정부는 그 한계범위 이내에서는 지역발전

계획과 임대료 설정, 지급, 집행, 관리 등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조정

운영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최저주택 기준 등 운영지침을 준수한

다. 그리고 각 지역별 집행결과는 중앙정부에서 평가하여 지역발전

정책으로 재반영되어, 일련의 계획체계(planning system)을 통하여 

중앙-지방정부가 협업의 관계를 유지한다.

중앙정부는 광역단위에 중앙정부 지역사무소(GOR)와 기초단위에

는 전략적 파트너십(LSP)을 조직화하고, 지역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확보하도록 운영한다. 각 지방정부

에는 LAA(Local Area Agreements) 지방 내 공공 및 민간, 자원조직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각 사업주체자들의 투

자자원을 통합적으로 single pot 관리하여 중복배제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한다. 

지방정부에서는 SLMCs(Single Local Management Centers)를 운

영하며, 중앙정부의 지방사업을 수행하고,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

(GOR)와 LAA를 효율적으로 연계관리하여 LAA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즉, 중앙-지방정부가 일련의 계획체계를 이루며 각 역할을 행하

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

하도록 지역전달체계를 종합정비하여 파트너십을 체계화한 것이며, 

중앙정부는 지역단위 예산운영시스템, 중앙-지방 간 협정체결, 지역

단위 업무평가방식 등으로 각 지방정부가 분권업무를 실행하더라도 

전국적 지역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적 통제와 관리기능을 실현한다.

영국의 중앙-지방정부의 협업관계가 정책의 계획체계(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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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대하여 한국정부에서도 주목하여야 

할 대목이다. 한국의 주택공급정책은 중앙정부의 주택공사와 각 

시․도별 도시공사에서 각기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지방정부 간에 

공동의 목표를 각기 지역별 역할을 행하여 협업한다기 보다는 각 

분리된 주택공급사업을 각 시․도 예산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 대규모적이거나 혹은 여러개의 시․도에 걸쳐 진행되

는 지역발전계획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이해관계

가 충돌되거나 갈등양상을 초래하는 것도 각 지방정부의 역할이 구

분되어 있지 못하고 중앙정부와 유사기능을 행하고자 하는 관계충

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한국의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지방정부로 이

양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내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규모

와 밀도에 따라 업무수행에 지역별 차이가 현저하게 가시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한국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주택공급 즉 물

량지원정책을 실행하였고, 특정지역에 대단위 단지로 임대주택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각 지역별 취약계층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지역

별 격차가 증폭되리라고 예상된다. 이에 영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한국의 중앙-지방정부 간에도 상호 실용적 파트너십을 체계화하고, 

각기 역할을 독립적으로 구분하되, 지방정부가 지역수요를 효율적

으로 해결하고 수요에 호응하는 중앙정부의 자원공급을 체계화하여

야 한다.

2. 수혜자 중심의 주택․주거지원정책 전환

영국 노동당은 전후 회복과 복지국가 건설을 슬로건으로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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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및 전쟁 상이군인, 환자, 장애인, 비숙련노동자 등을 위한 사회

주택공급을 주도하였지만 오히려 도심낙후문제와 불량한 주거환경

으로 비난을 받게 되었다. 대처의 보수당은 저소득계층을 분산하여 

도시슬럼을 개선하고자 민간자원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나 실업률이 

최고에 이르게 되어서 지역재개발계획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도심

과 외곽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재개발계획과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정책의 핵심이 “주택공급”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요구

해결”이 도시계획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영국정부는 정책적 

진화를 거듭하면서 터득하게 된 것이다.

저소득계층에게도 안전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는

데, 정부가 저가 주택을 대량공급하니 그 지역이 슬럼가로 변질되었

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다시 주택의 질적 수준을 최저치 이상으

로 통제하는 등 정책보완을 거듭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주택공급”

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요구해결”을 향한 정책이어야 

근본적으로 수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

다는 경험적 학습을 얻게 되었다. 즉, 주택공급정책도 수혜자 요구

가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보호요구를 반영하여야 하고, 가족의 

규모와 지역별 주택임대시세도 반영하여야 하는 등 정책의 내용이 

수혜자 요구에 근거를 두고 그 요구해결을 위한 서비스 공급과 더

불어 주택․주거지원이 계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은 이러한 시사점을 정책반영하고자,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사

업을 추진하면서 일괄적 주거환경사업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수혜자

의 요구, 즉 고용, 교통, 교육, 의료 등 복지자원과 시설을 유치함으

로서 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그 경쟁력이 만들어져야 주민 스스로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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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목표로 하여 낙후지역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예를 들

면, 지역개발뉴딜사업(New Deal for Communities : NDC, 1998~ 2011), 

이웃 재조직화 기금(Neighbourhood Renewal Fund : NRF, 2001~현

재) 등이 추진되고 있다. 

즉, 영국의 주택․주거지원정책이 기존의 난개발된 임대주택과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그 정책의 수

혜자,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의 요구를 사회환경적 보호체계를 제

공한다는 개념으로 주거지역에 유관 서비스 시설을 적극 유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주거단지 내 의료, 교육, 근린시설과의 정주

권을 중요시 여기는 주거환경정책으로 성장하였지만, 보수당 이후 

민간주택 소유권장정책을 추진하면서 수혜자들이 특정임대주택단

지에 집중적으로 밀집하여 거주하기 보다는 지역으로 분산되어 각

자 개별적으로 요구를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 의료, 근린시

설에 인근거주함을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신노동당 이후의 

주거지원정책은 우선적으로 수혜자 요구산정을 먼저 체계화하고, 

“요구”별 “수혜요건”과 “수혜임대주택 배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도록 하였다.

즉, 영국의 주택․주거지원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물량적 주택공

급’이 아니라 ‘수혜자 요구해결을 위한 주거지원’으로 수요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수혜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공 혹은 민간주택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받으며, 정부는 그 비용을 지원하되 지

원금액은 수요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수혜자는 주택․주거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질병이나 노화, 장애 등 서비스 요구도 맞춤상담과 

사례관리로 통합지원 받을 수 있다. 전통적 주택공급정책과 비교하

면, 주택 또한 수혜자의 요구해결의 수단으로 지원되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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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수혜자 중심의 주택․주거지원정책은 한국에서도 이미 제도 도입

의 단계에 있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영국의 초기 노동

당 정부의 물량지원정책에 해당되겠으나, 최근 국토해양부의 주거

복지사업은 취약계층 수요에 근거한 주거지원사업에 해당된다. 임

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수혜자는 임대료 지원금이나 할인혜택

을 받아서 수혜자 요구해결을 위하여 효율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

다. 특히 2011년 7월 이후 지방자치단체 해당과로 주거복지사업이 

이양되면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대상자 특성별로 서비스 

요구를 사례관리하고 그 일환으로 주거복지를 포함하도록 체계화하

였다.

그러나 영국의 “주거지원 요구”를 계층화하고, 선택범주를 체계

화하여야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연계가 체계적으로 배정될 수 있는

데, 한국의 통합적 사례관리체계로는 아직 요구 구분이나 계층화가 

되어 있지 못하여, 영국의 주거지원체계에서 보인 “요구”와 “수혜 

임대”를 계층화된 연계체계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여야 

한다.

3. 주택․주거지원과 병합된 맞춤형 사례관리

영국의 주택․주거지원을 신청하면, 지역정부의 담당기관에서는 

수혜자 요구사정단계에서 이미 주택이외의 서비스 요구를 먼저 파

악하고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 요구해결을 위한 사례관리를 병합하

여 진행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의 케어서비스 요구는 

주택지원요구보다 더 우선순위로 적용받기 때문에 노인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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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어린이 보호시설 등으로 주거배정되어야 할 지 혹

은 독립주택을 허용하되 맞춤형 케어서비스를 배정하여야 하는 지

를 각 수혜자별로 개별적 사례관리하여 결정한다.

한국의 실정으로는 아직 주택․주거지원 신청자가 맞춤형 사례관

리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2012년 4월 이후 통합사례관리를 실행하

면서 사회서비스 혹은 노인․장애인 재가서비스 등은 주거복지 지

원과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아파

트)에 대한 대단위 주거단지별 관리가 우세적이며, 주택․주거 상담

시에는 복지․재가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는 행하여지지 않고 유관

인력의 훈련기회, 기술습득의 한계성 등이 선제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사회서비스와 주거지원의 체

계를 연계한 통합적 사례관리를 체계화하고, 국토해양부 및 보건복

지부의 양측 중앙정부 사례관리체계 또한 호환적으로 운영될 수 있

어야 한다.

영국의 청소년 노숙방지책은 우리도 도입하여야 할 정책이다. 고

용지원센터에서 주택․주거지원을 상담하고 통합사례관리 제도를 

통하여, 신청자는 다각적 경로로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경로에서 모

두 상호 호환적 사례 관리하여서 수혜자는 동등한 상담결과와 안내

를 받게 된다. 또한 임대주택 거주자에게도 민간주택 매입지원을 상

담, 안내하여 궁극적으로는 자활과 주택소유자가 되도록 사례관리

한다. 영국의 총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이 29%이고(<표 3-5-1>), 그 

중에서도 전환형 임대주택 거주자가 34%라는 실태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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