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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역사적 전개과정

❘제1절❘ 들어가는 말

이 장의 목적은 미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 

복지국가가 다른 선진국 복지체제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예외주의(exceptionalism)는 미국을 보는 전

통적 시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복지국가도 마찬가지로 예외주의

적 관점에서 분석된다. 나는 이 전통을 따라 미국 사회정책의 특수

성을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무엇이 미국복지국

가를 예외적인 것으로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미국사회정

책의 특수성은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구체적 사례이다. 일차적으

로 미국사회정책의 특수성은 미국의 왜소한 사회복지 지출의 수준

에서 드러난다. 미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잘사는 국가 군에

서 속하면서 사회지출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회정책연

구에 대한 비교적 시야를 처음 제시하여 개척자적 역할을 했던 영

국의 티트머스(R. Titmus)는 복지국가를 유럽대륙을 일반적으로 사

민주의 및 대륙형 복지국가로 유형화하는 한편 미국은 그와는 대조

적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잔여형(residual) 사회정책으로 분류함으

로써 이미 미국의 취약한 복지체제를 강조한 바 있다.1) 

미국복지국가는 나중에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이 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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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분류에 따르면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전형이다. 두 번째, 나는 

미국복지국가의 예외성을 지적하는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형성되

었는지를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왜 예외적 복

지국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제시하고 그것이 이후에 어

떤 경로를 통해 오늘날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

요하다. 미국복지국가는 1935년을 기점으로 전통적 잔여형 제도에 

사회보장제도를 더하여 본격적으로 구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췄

다. 1935년 이후 사회보장의 골격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노

인연금, 실업보험, 장애연금, 산재보험, 그리고 메디케어 등으로 확

장되었다. 한편 자산조사를 기초로 하는 공적 부조는 AFDC/TANF, 영

양보충지원제도(SNAP), 소득보완지원제도(SSI), 메디케이드, 근로장

려세제, 그리고 주거, 직업훈련 및 아동보호 지원제도 등을 포괄한

다.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는 급여 자격에 따른 분류라면 공적 

복지와 사적 복지는 급여를 제공하는 원천에 따른 분류이다. 복지체

제는 국가 외에 가족, 공동체, 그리고 시장의 역할과 참여도 포함한

다. 공적 복지가 국가를 통한 복지라면 사적 복지는 국가 이외의 통

로를 거친다. 미국은 다른 선진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복지국가의 사

적 비중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사적 복지의 역사적 도입과 이

후의 발전과 변화를 논의하지 않고는 미국복지국가를 분석하기 힘

들다. 여기서는 사적 복지와 공적 복지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 부분은 문제제기의 

1) 1990년에 시작된 에스핑-앤더슨은 복지국가를 영미의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럽대륙

의 비스마르크식 복지국가, 그리고 북구의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대중화시켰는데 그 최초의 시도는 티트머스의 복지체제 분류에서 등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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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서 미국복지국가의 왜소성에 대해 정밀한 논의를 제공한

다. 논의는 정량적 및 정성적 관점에서 왜소성의 규모와 성격을 집

중 논의한다. 미국의 특수성은 미국만을 보아서는 드러나기 어렵고 

따라서 비교적 관점을 통해 다른 선진민주주의 국가와의 비교분석

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미국 복지국가가 역사적으로 어

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관찰할 것이다. 미국국가는 다른 모든 역사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단선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발전했

다. 복지국가의 구축 및 발전 단계는 거대한 변화를 계기로 이루어

졌다. 최초의 구축은 경제적 위기의 극치를 대표하는 대공황에 대한 

반응이었다. 복지국가의 건설은 뉴딜 개혁체제의 중요한 일부를 구

성했다. 제2의 획기적 전환은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 빅뱅이 아니라 

정치적 빅뱅에 따라 발생했다. 1960년대 민권운동의 폭발적 발발을 

위시한 전반적 진보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다. 존슨 민주당 대통령

이 주도했던 ʻ위대한 사회ʼ 프로그램은 뉴딜복지국가에서 미완된 부

분을 보강했다. 세 번째는 오늘날 미국복지국가를 특징짓는 사적복

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미국복지국가는 사

적복지를 고려하면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그리 작지 않으며 다

만 ʻ은폐된 복지국가(hidden welfare state)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런 점에서 ʻ은폐된 복지ʼ를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복지국가

의 특수성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비교연적 시각에서 주목하면서 

각각의 시점에서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복지국

가의 대표적 은폐영역에 속하는 근로장려세제는 1975년 도입된 이

후 대중적 지지가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네 번째는 요약 

및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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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의 복지국가는 왜소한가?

미국복지국가는 왜소한가? 이는 미국 복지국가를 논의하면서 언

제나 가장 흔히 등장하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질문에 대

한 답은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이다. 객관적 지표에서 보면 미국은 

유럽에 비해 엄연히 사회적 지출을 덜하고 있다. 선진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미국은 복지국가의 발전이 늦었고 그 폭도 넓지 못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림 1-1-1]은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공

공부문의 규모를 비교해서 보여준다. 복지국가는 개념적으로 에스

핑-앤더슨이 강조한 것처럼 탈상품화를 말하며 탈상품화는 국가개

입의 정도를 의미하는 점에서 경험적으로는 공공부문의 규모로 알 

수 있다. 공공부문의 규모는 사회지출과 공공부문의 고용규모로서 

더욱 구체화된다. [그림 1-1-1]은 이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해 복지국

가의 규모를 측정한 것이며 미국은 한국, 일본 및 멕시코 등을 제외

하면 복지국가의 규모가 가장 왜소하다. 미국의 공공고용은 총고용 

대비 15.7%로서 가장 높은 핀란드(29.7%)의 반 정도에 불과하다. 한

편 사회지출의 규모에서는 16%로서 가장 높은 지출을 기록한 프랑

스(28%)에 비해 12% 떨어진다. 이처럼 선진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

민총생산 대비 사회지출의 규모를 비교하면 외견상 일본을 제외하

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러나 단순히 작다고 할 수는 없고 다

양한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규모 문제는 정부의 개입을 

보다 넓게 파악하면 상당히 줄어든다. 정부는 공적 지출을 통해서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제와 조세지출, 그리고 

간접세 등을 동원해서도 사회정책의 질과 방향에 중대한 변화를 

준다.



14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

[그림 1-1-1] OECD 국가들의 정부의 크기 

자료: OECD Historical Statistics,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2009

한편 미국의 사회비 지출은 낮은 수준이지만 교육비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의 하나이다. 교육이 개인의 복지에 중요한 영항을 

미치는 이유는 소득수준이 교육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2). 교육

은 인적 자원의 질을 결정한다. 교육은 고용의 기회를 높여주는 점

에서 모든 국가는 교육을 핵심적 과제로 삼는다.3) 이런 점에서 교

육지출은 사회지출의 핵심적 일부이다.4) 오늘날처럼 기술변화의 속

도가 빠른 상황에서 교육이 만들어낸 숙련노동의 보유여부는 소득

의 다과를 결정한다(Machin 2008). 기술변화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

우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은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업무를 생산적으

로 처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에 비해 보상이 

작을 수밖에 없다. 교육은 중대한 투자이며 가정배경은 교육투자에 

2)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명세(2011) 참고.

3) OECD는 교육을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EU와 미국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서는 Allmendinger, Ebner, and 

Nikolai(2010). 

4) Garfinkel, Rainwater, and Smeeding(2010)은 미국이 복지후진국이라는 종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 공중보건과 교육에 대한 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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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영향을 준다(Atkinson and Bourguignon 2000: 10). 교육은 사

회보장 및 사회부조와 더불어 미국복지국가의 3대 근간을 형성한

다.5) 사회지출은 좁은 의미로는 의료, 연금, 실업보험에 대한 지출

을 의미하며 교육비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지출의 일부이다(Lindert 

1996: 1). 그렇다면 미국의 사회지출은 교육비를 합하면 크게 늘어

나는가? <표 1-1-1>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교육비는 국민총생산 

<표 1-1-1> OECD 19개국의 국민총생산 대비 총사회지출 비교

단위: %

국가 사회비 교육비 총사회비

미국 16.50 7.24 23.75

호주 16.50 5.42 21.92

오스트리아 27.26 5.34 32.60

벨기에 26.34 6.84 33.18

캐나다 16.86 5.93 22.78

체코 26.35 4.41 30.75

덴마크 24.83 9.67 34.51

핀란드 28.75 5.84 34.58

프랑스 26.24 6.27 32.51

독일 21.33 5.04 26.37

아일랜드 16.31 5.60 21.91

이탈리아 26.41 5.31 31.72

일본 19.26 5.87 25.12

한국 8.15 7.55 15.71

멕시코 7.20 5.98 13.18

네델란드 20.71 5.86 26.56

뉴질랜드 18.39 6.59 24.98

노르웨이 22.02 5.25 27.28

포르투갈 22.885 5.29 28.18

스페인 27.70 5.11 32.81

스웨덴 25.71 6.30 32.01

스위스 25.708 5.73 31.44

영국 21.32 5.70 27.02

자료: OECD 2009 Social Expenditure

5) 교육지출은 특히 지방정부가 담당했다. 교육 이외의 사회지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가 75% 맡았다면 교육지출의 95%를 지방정부가 떠안았다. 이에 대해서는 Gilens 

199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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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7.2%로서 선진민주주의 가운데 최고 수준에 있다. 그러나 교

육비를 포함시켜 좁은 의미의 사회지출을 확대 해석하더라도 미국

의 왜소한 복지국가는 커지지 않는다. 

그러나 총사회비만을 보면 올바른 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복

지국가는 사회가 인간생활에 내재하며 개개인 누구나 직면하는 는 

리스크 즉 실업, 질병, 빈곤, 및 노령에 대비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사회적 리스크의 위험의 처한 시민에게 식품: 

주거, 의료, 아동보호와 노인보호와 같은 기초적 필요를 보장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일률적으로 진화하지 않고 각각이 처한 역사적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복합적 구조를 구축해왔다. 자본주의경제가 순

순히 시장으로만 작동하지 않고 혼합경제 형태로 진화한 것과 마찬

가지로 복지국가 역시 혼합적 성격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복

지국가의 특성은 혼합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

면 에스핑-앤더슨이 정교히 제시한 복지국가의 분류는 바로 혼합비

율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연방주의이다. 연

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복지국가는 연방국가와 주 정

부가 공동 관리된다(Katz 2002). 

연방주의 외에도 미국의 역사적 특성 가운데 복지국가의 형성에 

두드러진 영향을 행사한 변수는 몇 가지 차원에서 확인된다. 미국의 

한 연구는 왜소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설이 네 가지의 잘못된 가

정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이를 조목조목 비판하는데 이는 미국 복지

국가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경청할 만하다.6) 네 가지 가

6) Christopher Howard(2007). Howard는 Pierson, Hacker, 등과 더불어 비교적 관점에서 역

사적 안목으로 미국복지국가의 성격을 분석하려 한다는 점에서 미국복지국가를 이해

하려는 사람에서 폭 넓은 이해를 제공한다. 단순히 정책적 관심을 넘어서서 역사적 

시야에서 변화를 본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에 대해 다양한 의미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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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미국복지국가의 연구 문제점과 현황을 이해하는데 함의가 깊

은 세 가지 오류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오해는 유럽 국가를 준거점으로 삼는 점에서 비롯된다. 유럽의 복지

국가는 주로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유

럽을 준거틀로 하면 당연히 미국은 후진적 복지국가일 수밖에 없다. 

준거를 바꾸면 미국복지국가의 위상 역시 달라진다. 미국의 사회정

책 방향은 사회보장보다 조세지출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고

려하지 않으면 미국복지국가의 발전을 이해하는 걸림돌이 된다. 복

지국가의 정책에서 사회보장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유일한 길은 아

니다.

둘째, 기존의 연구경향은 흔히 미국복지국가의 양대 산맥으로 일

컬어지는 사회보장과 공적 부조에 한정되어 그 외에 다양한 복지국

가의 도구는 논의에서 제외된다7). 사회보장과 사회부조는 미국복지

국가의 이층구조(two-tiered model)로서 각각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다. 흔히 사회보장은 미국복지의 장점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

리고 사회부조는 온갖 단점의 덩어리라고 평가되곤 했다. 미국복지

국가를 총체적으로 보다 충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과 사

회부조 외에 다양한 통로의 사회정책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오류는 미국복지국가에 대한 연구가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

하거나 단편적 정책에 한정한다는 점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사회

7) 공적 부조는 흔히 웰훼어라고 일컬어지는 빈민정책과 동일시되며 그렇기 때문에 중

산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언제나 페기될 위험에 처한다. 1996년 복지개혁에서 

AFDC가 TANF로 전환되면서 수급자격 자체가 약화되는 등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

국가의 성격을 허무는데 기여했다. 이에 대해서는 방대한 연구가 있다. 다음은 그중 

대표적 일부 문헌이다: Collins and May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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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급속한 속도를 감안하면 현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만

든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거대한 변화의 와중에 있으며 복지국가

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1970년

대까지 주목해왔다는 점에서 급박하게 변화하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는 최근 동향을 분석할 때도 단일한 정책에 집

중함으로써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 같은 오류를 

극복하자면 장기적 전망을 갖는 동시에 폭넓은 시야 속에서 미국복

지국가의 발전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국가는 공적, 사적 및 조세제도의 세 가지 방식을 혼

합하여 사용한다. 혼합의 비율에 따라 복지국가의 성격이 결정된다. 

국가는 연금이나 실업수당과 같은 직접적 현금지급 뿐 아니라 조세

정책과 규제정책을 통해 간접적 복지를 제공한다. 정부가 복지급여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면 부과하지 않을때 보다 복지비용은 감

소한다. 다시 말해서 순급여는 줄어든다. 특히 간접세의 정도는 복

지 수혜층의 소비패턴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전체 복지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사용자가 고용 인력의 복지비용

을 직접 지불하도록 입법으로 강제한다면 총 사회비용은 변함이 없

으나 정부가 사용자로부터 받아서 급여를 제공할때 보다 공식 공적 

비용은 감소한다. 정부는 또한 최저임금제를 제정함으로써 직접 지

출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미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은 직접적 지출보다 간접적 지출의 비중이 크고 규제나 조세

정책을 통해 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특성은 <표 1-1-2>에서 잘 나타난다. 조세지출을 감

안하면 순 공적 사회비(두 번째 칸)와 순 사적 사회비(셋째 칸)는 증

가하여 직접지출만을 포함한 총사회비(첫째 칸)보다 크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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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 사회정책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조건과 힘들의 관계 속에

서 형성되었다. 

<표 1-1-2> OECD 23개국의 GDP대비 사회비지출(2009)

단위: %

국가 총 사회비 순 공적 사회비 순 사적 사회비 순 사회비

미국 15.7 16.9 9.0 24.5

호주 20.4 19.4 4.8 24.0

오스트리아 29.6 23.5 1.3 24.8

벨기에 28.0 24.1 2.3 26.3

캐나다 20.4 19.8 4.0 23.3

체코 22.2 20.7 0.0 20.5

덴마크 34.2 25.6 0.8 26.4

핀란드 28.0 21.7 0.8 22.6

프랑스 33.0 29.2 2.1 31.2

독일 30.6 28.4 3.0 30.8

아일랜드 15.3 13.6 0.5 13.9

이탈리아 28.3 24.1 1.3 20.3

일본 18.5 18.6 3.5 22.1

한국 7.1 7.1 4.5 11.7

멕시코 5.7 6.9 0.2  6.9

네델란드 24.3 20.4 5.1 25.0

뉴질랜드 21.1 17.7 0.6 18.2

노르웨이 27.0 22.2 1.4 23.6

슬로바키아 19.8 18.1 0.4 18.4

스페인 21.7 18.6 0.3 18.9

스웨덴 35.1 28.0 2.6 30.6

영국 25.4 23.1 4.2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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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국복지체제의 전개

미국복지국가의 이층구조를 형성하는 사회보장과 사회부조는 역

사적으로 다른 조건에서 태어났고 그 대상도 각각 다르다. 각각의 

기둥은 다시 세분화된 소기둥으로 짜여진다. 우선 공적 복지국가는 

첫 번째 큰 기둥이다. 공적 복지국가는 다시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 

및 조세의 하위 범주로 구성된다. 공적 부조는 빈민을 구제하는 역

할을 해온 가장 오래된 제도로서 자산조사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오

늘날 미국에서 특정한 의미를 암시하는데 쓰이는 소위 냉소적으로 

쓰이는 ʻ웰훼어(welfare)ʼ라고 하는 것은 빈민에게 제공하는 공적부

조를 뜻한다. 사회부조는 식민지 시대부터 존재했던 가장 오랜 역사

를 가진 전통적 빈민정책이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Katz 

2001: 10). 사회부조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사회적 부조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 의해 관리되었고 재정 역시 지방 수

준에서 조달되었다. 19세기 와서 점진적으로 주 정부의 영역으로 편

입되었다. 둘째, 사회부조는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

에 지속 가능했다. 3대 주요 연방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AFDC, 식

권, 그리고 보충보장소득을 합해도 연방정부 예산의 4%에 불과했

다. <표 1-1-3>은 2007년 현재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부조정책의 골

격을 보여준다. 자산조사의 공적 부조에서 가장 큰 지출은 3천억 달

러 이상을 쓰는 메디케이드가 차지한다. 한편 사회보장의 지출은 대

부분 노인연금(OASI)와 노인의료보험이 합하여 9천억 달러에 이르

는 등 압도적이다. 

공적 부조의 기원은 17세기 영국에서 비롯되는데 영국의 이민자

들이 미국에 함께 가져왔다. 공적 부조는 20세기 초 주 정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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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소액의 현금급여로 제한된 수에게 부여하는 

모성연금이 시작되었다. 이후 대공황 당시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주 

정부와 공동으로 두 종류의 공적 부조를 도입했다. 즉 노인부조(Old 

Age Assistance)와 아동지원(Aid to Dependent Children)이다. 노인부

조는 이후 사회보장으로 흡수될 때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부조였다. 아동지원은 당시까지 주 정부의 관할이었던 모성연

금을 연방정부가 맡은 것이었으며 이는 다시 부양아동가족지원(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으로 전환되었다. AFDC는 미국

의 전형적 ʻ웰훼어ʼ로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논

<표 1-1-3> 공적 부조와 사회보장의 지출과 수급(2007)

단위: 백만 달러, 건

구 분
이전 

종류
지원 대상

지출

(백만 달러)
수급건

공적

부조

메디케이드 현물 부앙자녀, 장애, 노인 327,875 56,821

SSI 현금 노인, 맹인 및 장애 개인 가족 41,205 7,360

AFDC/TANF 현금 대부분 한부모가족 11.624 4,138

근로장려세 현금 소득개인 48,540 24,584

식권(SNAP) 현물 개인 가족 30,373 26,316

주거보조 현물 개인 가족 39,496 5,087

학교급식 현물 취학아동 10,916 40,720

WIC 현물 모성, 유아 및 영양부실 아동 5,409 8,285

취악전지원 현물 모든 아동 6,889 908

사회

보장

OASI 현금 62세 이상 노인 485,881 40,945

메디케어 현물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연금수급자
432,169 44,010

실업보험 현금 노동경험 실업자 32,454 7,642

WC 현금 노동경험장애인 55,217 NA

장애연금 현금 노동경험장애인 99,086 8,920

자료: Ben-Shalom, Moffitt, and Sholz 2011, 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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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의 대상이 되었다.8) 1974년 미국 의회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부조를 일원화하여 보충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제정했다. 보충보장소득은 노동능력이 없는 노령층, 시각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대표적 공적 부조인 

AFDC는 거대한 사회적 논란 끝에 1996년 클린턴 정부 하에서 개혁

되어 TANF로 전환되었다. 1996년 사회복지개혁은 1930년대와 1960

년대에 활발했던 사회복지법 확대 이후 최대의 변화로 평가된다. 

1996년의 복지개혁은 ʻ개인책임과 근로의 조화(PROWA)ʼ법으로 구

체화된 후 현재까지 미국의 공적 부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편 사회보장은 남성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경력을 기초로 하여 

생겨났다. 사회부조는 자산조사에 의해 실시되며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급여수준이 낮고 잔여적이라면 사회보장은 보편적으로 

일정 수준에 달하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며 급여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 미국의 공적 사회보장은 20세기 초 산재에 대한 보상정책으로 

시작했다. 모든 면에서 사회보장이 사회부조에 비해 우월하다. 1930

년대까지 미국에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부재했고 당시 몇몇 주

에서 시범적으로 실업과 노령연금을 실시했었다. 1935년 사회보장

법의 통과와 함께 연방정부는 실업보험과 노인연금보험을 실시했

다. 1956년 미국의회는 장애인보험을 그리고 1965년에는 노인의료

보험을 도입했다. 사회보장은 사회부조와는 달리 막대한 비용이 소

요된다. 2007년 노인연금에는 1조 3천억 달러 이상이 들었다. 이는 

공적부조지출에 쓰인 900억 달러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큰 비용이

8) 미국의 양극화 복지국가는 언술에서 드러난다. 자산조사를 기초로 하는 사회부조를 

웰훼어ʼ라고 지칭하여 반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Katz(1989, 1996); 

Skocpol(1988: 216,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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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인연금과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정책으로 주 별로 차

이가 없이 동일하다. 사회보험은 미리 적립된 기금으로부터 운용되

기보다 사회보장세로부터 충당되는 보험성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

중적 인기가 높아 축소하기 곤란하다. 1935년의 사회보장제도는 미

국사회를 관통하는 인종과 젠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사회

보장정책은 초기에는 농민과 가사 노동자를 배제했다가 1950년에야 

이 집단을 흡수했다. 공적 부조 역시 인종주의와 젠더에 차별적 대

우를 했다. 처음(ADC)에는 흑인과 여성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했었

다. 실업보험은 가장 오래 흑인과 여성에 대해 차별적이었다.

미국복지국가는 이 두 가지 제도가 날실과 씨실처럼 엉키면서 

형성되었다. 시간에 따라 복지국가가 진화하면서 사회보장과 사회

부조는 별개의 경로를 걷는 것이기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부조 내부에서 변화가 생겨 일부는 사

회보장만큼 강고하게 자란 반면 사회보장의 일부는 반대로 그 발

전이 지체되기도 했다. 스카치폴은 미국에서 사회보장 특히 노인 

및 유족연금이 늦게 도입된 까닭은 미국에는 이미 그것이 존재했

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Skocpol 1992). 1862년 미국의회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소득이전법안을 확정했다. 남북전쟁에 참여했던 

병사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불을 결정한 것이다. 군인연금은 

내전에서 부상한 북부 군인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소득과 관

계없이 급여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에 기반했다. 이 

제도는 1890년 부상여부와 관계없이 참전용사 모두와 전쟁 중 사

망과 무관하게 유족에게로 확대되었다. 1900년 북부 남성의 약 절

반이 군인연금의 수혜자였다(Orloff 1993). 미국복지국가는 아래에

서 설명하는 것처럼 직선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몇 개의 변곡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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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면서 급성장했다. 특히 1930년대 중반과 1960년대 중반 동안 

복지국가의 ʻ빅뱅ʼ이 발생했다. 사회보장, 웰훼어, 실업보험, 노인의

료보험, 빈곤층의료지원, 등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많은 사회정책

이 이 시기에 도입되었다.9) 다음은 주요시기별로 미국사회정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1. 뉴딜시대

처음 두 번의 변화는 대규모 빅뱅이었다(Howard 1997; Weir, Orloff 

and Skocpol 1988).10)첫 번째 빅뱅은 뉴딜시대에 발생했다. 1929년

의 대공황은 미국사회의 대전환을 알리는 결정적 전환점(critical 

junctures) 역할을 했다. 결정적 국면은 시간과 더불어 중대한 영향

을 낳는 시기를 뜻한다. 결정적 전환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치적 변

동이다11). 대단위 경제위기와 전쟁과 같은 외적 충격은 기존 정치

를 완전히 붕괴시켜 새로운 국면의 조성이 가능하게 하는 촉진제이

다. 대규모 위기가 오면 사회의 정치세력은 재편하여 대응하는데 이

를 계기로 비토세력을 제압할 만큼 강력하게 되어 사회정책의 혁명

적 변화를 주도한다. 뉴딜연합은 대공황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

을 것이다. 노동자와 농민은 대공황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

다. 이들이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을 비토하자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

다. 민주당은 실업자, 노동계급과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을 

 9) 미국복지국가의 특수성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강명세(2006) 참고. 

10) Leman(1977)은 미국과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하면서 미국은 빅뱅의 시기를 

통해 그리고 캐나다는 꾸준한 발전으로 변화했다고 말한다. 

11)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경로의존과 함께 결정적 국면의 개념은 역사적 변화를 설

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Hacker 2002: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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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거 도입했다. 이들이 뉴딜연합의 기초가 되면서 진보적 사회정책

이 추진되었다. 대공황은 기업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기업 내부에도 

개혁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낳았다. 일부 대기업은 노사협약을 수용

할 의지를 보이고 복지국가를 도입하는데 동참했다.12) 당시의 선동

적 정치를 주도했던 롱(Huey Long) 상원의원은 ʻʻ모든 사람이 왕ʼʼ

이라고 외치며 ʻ복지정책을 공유하자ʼ고 제안하여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노인연금, 실업보험, 그리고 빈곤

층에 대한 사회부조13)를 제공하게 되었다. 사회보장법은 본래 의료

보험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기업가와 보수 세력의 강력한 반대로 인

해 후퇴함으로써 의료보험은 실현되지 못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료보험을 고집하는 경우 전체 법안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 공화

당과 타협한 것이다. 아무튼 뉴딜은 대공황 시대에 탄생한 복지국가

의 틀을 담고 있다. 뉴딜 복지국가의 핵심은 케인지적 경제정책과 

아울러 대량실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사회보장법

의 제정이다. 뉴딜정책 대공황 이전까지의 개인주의적 가치로부터 

벗어나 처음으로 유럽식 사민주의적 국가개입을 부분적으로 인정하

게 되었다(Hofstadter 1972). 1937년에는 사회부조가 확대되어 저소

득층의 주거지원을 목표로 하는 공공주택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뉴딜복지정책은 남부의 민주당 보수파를 무마하기 위해 노인연금과 

실업보험의 혜택으로부터 농업노동자와 가내노동자를 배제하였는

데 그 대부분은 흑인과 여성이었다(Noble 1997: 70-72).14)

12)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업가 자문위원회에는 스탠다드 오일의 W. C. Teagle, 제네랄 

일레트릭의 Gerard Swope, 코닥의 Marion Folsom, 리즈와 노드럽의 M. Leeds, 그리

고 마이애미 광산의 S. Lewishohn 등의 거물급 기업인이 참여했다. 

13) 노인, 맹인, 그리고 부양아동 등 3개 집단에 대한 사회부조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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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뉴딜 복지국가는 계획처럼 완성되지 못한 채 미완의 형태

로 마감했다. 의료보험의 실패와 사회보장과 사회부조의 이원화는 

미국 복지국가를 유럽의 그것과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 1960년대 들

어 미국에는 복지국가가 급팽창되었다. 뉴딜시대에 불발했던 의료

보험은 부분적으로 노인층 및 빈곤층에 대한 무료의료의 도입으로 

보완되었고, 공공부조의 관대화, 사회보장의 확장 등 복지국가의 두 

번째 빅뱅이 일어났다. 케네디-존슨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는 빈

곤퇴치를 정치적 구호로 내걸고 자유주의복지국가의 출발을 예고했

다. 특히 존슨 대통령은 ʻ위대한 사회(Great Society)ʼ 프로그램과 ʻ가

난과의 전쟁(War On Poverty)ʼ 정책을 공포함으로써 에스핑-엔더슨

이 말했던 미국복지국가의 황금기(Esping-Anderson 1999)를 구가했

다.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지속되면서 복지는 사회적 권리로 받아들

여졌으며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보수주의의 반대는 비인간적 혹은 

비인도주의적으로 간주되어 주변화 되었다. 

2. 위대한 사회 

1960년대 중반에 오자 복지문제는 전국적 쟁점이 되었다. 사회적 

소수에 대한 복지가 이처럼 전국적 쟁점으로 정치화된 것은 전후에 

지속된 인구이동을 배경으로 한다. 대대적 인구이동은 복지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창출한 반면 공급은 아주 미미하여 사회정책의 수급

불균형이 일어났다. 전후 미국자본주의가 황금기를 맞이하면서 흑

인은 오랫동안 거주하던 남부를 벗어나 대량으로 북부로 그리고 도

14) 남부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아동지원법(ADC)을 개정하여 주 정부의 재량권을 늘

려 흑인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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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이동했다. 20세기 이후 미국에는 두 차례의 대대적 흑인 이주

가 발생했다(Piven and Cloward 1993: 253-255). 첫 번째 인구이동은 

제1차 대전 직후 시작되었다. 빈곤한 남부의 흑인에게 북부의 도시

는 ʻ희망의 땅ʼ이었다. 제1차 대전 이후 1920년까지 70만 명에서 100

만 명의 흑인이 북부로 이주했으며 1920년대에는 또 다른 80만 명

의 흑인이 북부로 이동했다. 전쟁이 산업인력을 필요로 함에 따라 

남부 농업에 종사하던 흑인이 북부의 산업화 지역으로 이주했다. 산

업화 지역은 주로 도시인만큼 흑인은 도시 거주지로 진출했다. 

그러나 제1의 이동은 1940~1970년 동안 이루어진 제2의 대이동

에 비하면 작은 규모였다.15) 제2의 이동에서는 남부의 흑인 5백만 

명이 남부를 떠났다. 목적지는 대체로 북부 도시였다. 제2차 이동은 

도시의 인구를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1940~1970년 사이에 샌

프란시스코의 흑인 인구는 4,846명에서 96,078명으로 늘었으며 시

카고 흑인은 277,731명에서 1,102,620명으로 급증했다. 1980년 시카

코 거주자 4명 중 1명은 흑인이었다. 백인은 흑인이 도심으로 이주

하면서 교외로 빠져 나갔다. 1950~1970년 사이 7백만 백인이 도심

으로부터 벗어났다. 도시인구의 증가로 주택난 심화, 교외주택의 합

리적 가격, 저리의 정부주택금융, 그리고 고속도로확충 등의 요인이 

결합하여 교외로 인구를 끌어들였다. 사회서비스 부문, 교회목자, 

변호사, 시민단체, 복지전문가, 민간재단, 학생활동가, 빈민자신 등 

다양한 집단이 늘어나는 도시빈민의 구호활동에 참여했다(Piven and 

15) 남부 흑인의 북부로 간 이유는 몇 가지이다. 첫째 1933년의 농업조정법으로 소작농

은 경작지를 떠나야 했다. 그리고 1940년 이후 가능해진 면화수확의 기계화는 대량

의 유휴노동력을 낳았다. 흑인은 이제 북부에서 경제적 기회가 더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흑인은 공공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많고 인권탄압이 적은 북부로 이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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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ward 1993: 248). 이들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주장했다. 흑인은 

뉴딜복지연합에서도 배제되어 남부에서는 참정권조차 거부된 상태

에 있었다. 킹목사가 주도한 민권운동은 전국적 공감을 얻었고 이는 

사회보장과 사회부조의 확대로 발전했다. 

이처럼, 도심황폐화와 교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구조가 변

화하였다. 여성의 혼인연령이 늦어지거나 결혼하지 않는 독거 여성

이 증가했다. 한편 소수인종 특히 흑인여성은 미혼모로 혼자 육아를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1960년 아동가정에서 미혼모 가

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였으나 1990년 25%로 두 배 이상 증가

했다. 인구학자들은 1990년 이후 태어나는 미국 아동 중 절반은 모

성가장의 가정에서 자랄 것으로 예측했다. 미혼모와 모성가장가구

의 증대는 공적 부조에 의존하는 집단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나중에 

복지의존층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1960년대 사회적 요구가 폭발한 것은 제도적 및 정치적 요인가 

결합한 산물이다. 1930년대에 시작된 자유주의적 조류는 1960년대

에 와서 만개했다. 전후 지속된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평화는 사회

적 요구의 밑거름이 되었다. 소득향상은 중간계급을 늘리고 중간계

급은 보수주의보다 자유주의적 정책을 선호했다. 1964년 총선에서 

미국투표자는 역대 가장 진보적인 의회를 선출했다(Noble 1997: 90). 

민권운동의 발전, 흑인의 도시이주, 그리고 흑인인구의 정치적 중

요성 등은 미국정당으로 하여금 사회문제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정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뉴딜 개혁에 누락된 집

단 즉 흑인이 복지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도

시의 흑인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전국정당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도시반란과 같은 정치적 동원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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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었다. 흑인 투표자 다수는 1936년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을 지

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흑인 거주하는 남부에서 흑인의 투표권은 

여전히 거부되었다. 흑인의 위치는 농업근대화와 더불어 뒤바뀌었

다. 남부는 더 이상 흑인 노동력을 필수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었

고 흑인은 기회를 찾아 북부의 도시로 이주했다. 따라서 북부 도시

에서 흑인 표는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행사하게 

되었다.16) 흑인은 수와 전략적 위치로 인해 극도로 중요하게 되었

고 결국에 민주당은 남북 지역으로 분열되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도

시에서는 흑백으로 분열되었다. 

ʻ위대한 사회ʼ 프로그램은 뉴딜에서 미완성되거나 누락된 복지국

가를 보완하여 완성하는 계획이었다(Patterson 1986; Noble 1997; 

Weir 1992). 빈민정책은 전통적으로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의 

관할영역이었다. 따라서 빈곤정책은 주 정부가 반대하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영역을 직접 침범하기보다 수혜층을 동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방

정부에 압력을 행사토록 했다(Piven and Cloward 1999: 250). 1964

년 이후 민생항거가 일어나기 까지 연방 국가는 세 가지 방향에서 

주 정부의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첫째, 연방정부는 새로

운 민간 혹은 공적 기구를 만들어 빈민층에게 수혜자격이 있음을 

알려주고 수혜에 대한 전문가 도움을 제공했다. 둘째, 복지수혜를 

억제하는 여러 종류의 지방법과 정책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16) 1960년 흑인의 90%는 선거인단 규모가 가장 큰 10개 주, 즉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

베니아, 오하이오, 뉴저지, 미시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인디아나, 그리고 미조리

에 거주했다. 물론 흑인은 젊은 층이 많아 백인에 비해 덜 등록하고 투표를 불신하

여 참여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기대 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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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셋째 기제는 빈민의 새로운 조직을 지원하여 공적 복지에 

대한 자격을 알려주고 관리가 수급신청을 승인하도록 돕는 것이었

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복지에 대한 대대적 신청이 지방정

부에 쇄도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존슨 정부의 사회정책 캠페인은 서비스경

제로의 지속적 전환과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와 같은 미국경제의 구

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적 차원이었다. 존슨 대통령의 사회정책 성과

는 의료보험의 대상을 확충하는데 기여한 1965년 노인의료보험

(Medicare)와 빈곤층의료보험(Medicaid)의 제정이다(Myles 1988). 

1960년대 복지국가 빅뱅의 발발에 기여한 것은 민권운동의 확산과 

미국자본주의의 활성화였다. 경제력 향상은 복지제도의 확충에 여

유를 주었고 기업 역시 과거에 비해 우호적 정책을 배제하지 않았

다. 미국자본주의는 1960년대 황금기를 구가했다. 1947년부터 1967

년 중반 동안 시간당 평균임금은 58% 상승했고 중위가구소득은 

75% 올라 소득불평등은 크게 줄었다. 또한 기업의 이윤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가구소득의 증가와 건강한 기업경제가 아니었으

면 빈곤에 대한 배려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기업의 태도는 복지정책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1960년대 미국기업은 일반적으로 복지가 갖는 경제적 효과를 긍정

적으로 보았다. 뉴딜시대 이후 수요중심의 경제정책에 익숙한 미국

기업은 복지가 노동자의 협력에 기여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반대

하지 않았다. 미국기업은 전후 들어 복지와 국방지출이 경제 활성화

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민주당 정부

에서 기업의 접근통로는 크지 못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그러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위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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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보수 세력이 우려하여 반대하고 우려하여 반대했던 것과는 

달리 복지국가의 팽창으로 가지 않고 당시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민

운동의 여파에 휩쓸리게 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하지 

못했다. 그 결과 모든 근로빈곤층에게 연방차원에서 기본적 복지혜

택을 제공하려 했던 가족지원계획(Family Assistance Plan)은 실현되

지 못한다. 

❘제4절❘ 조세제도를 통한 복지국가:

EITC의 출생

1. 역사적 배경

미국복지국가가 경험한 세 번째 빅뱅은 이전과는 반대로 복지

국가의 팽창이 아니라 위축이었다. 복지위축의 배경은 1970년대 

석유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황이다. 정치적 배경은 짧은 진

보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긴 보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이다

(Garfinkel, Rainwater, and Smeeding 2010). 1930년대와 1960년대 빅

뱅으로 복지국가가 크게 팽창되었다면 1980년대는 위축의 시대를 

알리는 원년이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보수주

의가 득세했다. 1980년대 미국정치의 보수화는 레이건 대통령의 등

장으로 시작된다. 미국기업은 1980년 선거에서 레이건 승리를 위해 

ʻ올인ʼ했다. 레이건이 기업의 지지를 받으면서 친기업 환경을 조성한

다는 근거에서 감세정책, 군비증강, 그리고 탈규제 정책을 공약했다. 

1981년의 감세로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1980년의 50%에서 2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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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했다. 이 뿐 아니라 레이건의 군비증강은 군수산업에게 특혜를 

주었고 이는 재정적자를 유발하고 재정적자는 다시 복지지출에 대

한 반대논리로 등장했다.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진보의 쇠퇴와 보수의 상승은 1960년

대 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민권운동과 복지국가의 확대에 대한 반

작용이다(Noble 1997). 민권운동과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흑인이라

는 점에서 이는 인종갈등과 중복된다. 경제 불안이 지속되면서 백인

과 흑인은 정치를 전혀 상반된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존슨 행정부

의 위대한 사회 정책은 보통의 일반 노동계층 가족이 아니라 빈곤

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양대 계층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하였고 

이는 결국 복지에 대한 일반 근로자의 반발을 불렀다. 자신들의 세

금으로 정부가 일하지 않고 게으른 빈곤층을 먹여 살린다고 보았던 

것이다. 나아가 빈곤층의 상당수는 흑인이어서 복지는 인종문제와 

중첩되었다. 백인은 민권운동으로 인종적 평등이 수립되었다고 믿

고 그 이후의 흑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적 문제라고 보았다. 

반면 흑인은 인종차별은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남부 백인을 포함한 

다수 백인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은 복지제도가 흑인에게 집중되며 

흑인의 경제문제는 스스로의 개혁 없이는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축소와 삭감을 요구했다(Lipset 1996). 공화당의 집권은 이러한 

분위기와 합세하여 복지축소를 지향했다. 레이건의 ʻ보수혁명ʼ은 복

지와 관련 두 가지의 혁명적 변화를 낳았다. 첫째, 레이건의 1981- 

1982년 예산조정총괄(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s)법은 빈곤

퇴치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급여수준을 낮추었다. 한부모 가정, WIC, 공공주택, 빈곤의료보험에 

대한 예산이 처음으로 삭감되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동시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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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복지(AFDC) 수혜자에게 공동체 관련의 근로를 전제로 하였다. 

둘째, 레이건 행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정책(AFDC, 식권제도)의 

담당자를 주정부에게 이양함으로써 주정부의 재량권이 강화되는데 

기여했다. 분권화는 몇 가지 기능을 했다. 주 정부 간의 경쟁으로 주 

차원에서 재분배정책이 실시되기 어렵다. 또한 사회정책을 옹호하

는 단체는 수도에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를 벗어나면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셋째, 레이건은 복지축소를 위해 감세정책에 의존했다.17) 

개인소득 및 법인세 감세는 의회가 마련할 수 있는 예산 규모 자체

를 축소시켰다. 넷째, 인종정책은 인종평등과 관련된 정책을 위축시

켰다. 특히 자산조사에 기반한 빈곤정책에 대한 관심이 약해졌다.18) 

그러나 레이건 시대는 1982년을 기점으로 보수주의는 더 이상 상승

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전환점이 되었다. 

연금개혁 즉 사회보장제도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레이건 정부의 노

력은 실패하면서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클린턴 행정부에 와서 미국의 보수주의는 정점에 도달하여 결국

에는 빈민지원에 대해 대수술을 시작했다. 대수술은 1996년 개인책

임과 일자리의 조화법(PRWORA) 제정으로 나타났다.19)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과거 60년 동안 미국의 대표적 빈곤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었던 AFDC가 가정한시지원제도(TANF)로 대체되어 시민권

17) 1981년에서 1985년 동안 재정적자는 800억불에서 2000억불로 대량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대대적 재정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균형문제가 부상하면서 공적 복지의 

증가는 물론이고 현상유지도 힘들게 되었다. 

18) 레이건이 취한 AFDC의 변화로 인해 50만 명이 수혜자격을 상실했으며 40만 명이 

식량우표급여에서 제외되었다. 학교급식 예산은 3분 1이 축소되었고 공공주책보조

예산도 3분의 1 삭감되었다. 포괄적 고용 및 훈련법(CETA)은 폐지되고 훈련 파트너

쉽 제도로 대체되었다. 

19) 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복지정책 개혁의 상세한 경과와 관련 행위자, 제도 간의 복합

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Weaver(20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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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복지는 사라졌다(Skocpol 2000). 이후 사회정책의 기조는 일

과 복지의 연계에 두어졌다(Moffitt 2002; Weaver 2000). 이러한 과

감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클리턴의 신민주당 노선도 영향이 있으

나 더 중요한 요인은 1994년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1996년 복지개혁 이후 급여 대상자는 12%나 감소했다. 

PRWOPA의 개혁은 세 가지 핵심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는 후에 

복지국가의 축소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Gilens 1999: 182-4).20)

첫째, 급여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급여 가능한 최대 기간을 법으

로 정해 놓았다. 두 번째, 급여 수준의 상한을 설정했다. 셋째는 관

리주제를 연방정부에서 주 정부로 이양한 점이다. 이로써 주 정부의 

자의적 권한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2. 새로운 복지정치의 시작: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미국 국가의 사회정책은 유럽의 복지선진국가와는 다르게 발전했

다. 미국 연방정부는 사회보험이나 보조금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통

해 복지를 제공해왔다(Howard 1997: 2005). 그 대표적인 것은 조세

지출(tax expenditure)이다.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을 의미하는 복지국

가는 뉴딜을 그 기원으로 보고 있으나 조세지출을 다른 수단을 통

한 복지제공이라고 본다면 미국 복지국가의 기원은 훨씬 이전에 시

작되었다. 미국의 국가는 뉴딜 이전에 이미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는 

조세지출에 의존했다.21) 1913년 처음으로 조세지출이 시작되었다. 

20) 1996년 복지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Moffitt(2002), Ben-Shalom, Moffitt, and 

Sholz 2011) 참고. 

21) 연금제도 역시 뉴딜시대 1935년 사회보장법에서 처음으로 보편화되었으나 남북전

쟁이 끝난 후 퇴역군인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착안하면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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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의 상설과 함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이자 및 재산세에 

대해 조세지출의 혜택을 부여했다. 1921년과 1926년 세입법이 제정

되었는데 이는 고용주가 피고용자에 제공하는 연금지출에 대해 조

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민간연금에 대한 

공적 지원이 1935년의 사회보장법이 제정되기 앞서 먼저 시작되었

다. 조세지출의 사회복지적 성격을 인정하게 되면 ʻ뉴딜은 자신에게 

부여되었던 미국 복지국가의 탄생이라는 절대적 칭호를 상실한다.ʼ

(Howard 2005: 63) 이처럼 미국복지국가 원년은 1935년이 아니라 

1913년이며 유럽에 비해 복지후진국이라는 전통적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1980년대 이후 사회정책은 ʻ위대한 사회ʼ 정책이 낳은 후유증에 대

한 일대 반작용이다. 두 차례의 빅뱅으로 골격이 만들어진 미국 복지

국가는 그러나 1973년과 1979년 일어났던 두 차례 석유위기로 인해 

세계적 불황이 엄습하면서 팽창이 중단된다. 과도한 복지에 대한 반

성과 복지의 축소문제가 제기되었다(Betram 2007; Howard 2002; 

Noble 1997). 닉슨 당선과 더불어 본격화된 정치적 보수화는 복지축

소를 강조했다. 이 같은 복지국가의 축소가 대중적인 분위기에서 공

화당은 중간계급 사이에 대중적 인기가 사회정책을 지키기 위해 조세

지출이라는 새로운 통로에 의존했다. 국가는 직접성 예산지출과는 다

른 도구를 통해 복지국가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변화

를 가리켜 한 연구는 ʻ능력부여국가(enabling state)ʼ라고 표현한다

(Gilbert 1989: 2004). 최근 복지의 ʻ새로운 정치ʼ를 강조하는 이론은 

레이건 시대 동안 강력히 추진된 복지후퇴(retrenchment)가 뉴딜시대 

이후 지켜진 복지의 골간을 흔들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Pierson 

은 훨씬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점은 Skocpol(1992)이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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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996).

1970년대 후반 레이건 혁명 이후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여론이 불

리하고 시장지향적 접근이 보수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들은 개

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참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복지국

가에 내재한 사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체

제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Howard 2007; 

Hacker 2002). 공화당의 사회정책은 뉴딜시대에 조성된 사회보장제

도를 약화시키려 했으나 ʻ새로운 정치ʼ가 말하는 것처럼 사회보장제

도는 정치적으로 이미 강력하게 지지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고 

따라서 다른 수단을 찾아야 했다.22) 대안으로서 다른 비전통적 정

책을 제시함으로써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통적 사회정책을 약화시키

는 전략이다. 전통적 복지정책이 주로 공적 복지의 도구에 의존한다

면 공화당은 그 대안으로 사적 복지의 도구를 추구해 왔다(Howard 

2007: 89). 1980년대 이후 사회보장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를 저지하

기 위해 사회보장의 삭감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연금을 장려하

는 정책을 폈다.23)

근로장려세제도는 정치적 변화와 더불어 크게 성장했다. 1975년 

제정된 이후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일인당 400달러를 제공하는 

근로장려세제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24) 1986년 급여수준과 급여대

상 모두 크게 증가했다. 의회는 다시 1990년 근로장려세제를 확대를 

위해 예산을 늘렸다. 근로장려세제는 1990년대 중반 공화당의 비판

22) 한 연구에 의하면 복지예산은 공화당 정부에서 더 높았다. 케네디나 카터 행정부에서 보다 닉

슨과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사회지출을 더 많이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Browning(1986)

23) 공화당은 처음에는 사회보장의 삭감을 주장했으나 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강력한 반

대로 정치적 손실을 입은 뒤 전략을 수정했다. 

24) EITC의 배경과 성장에 대해서는 Howard(19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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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격에 직면했었으나 클린턴 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부함으로써 

무사히 넘겼다. 공화당의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도 근로

장려세제를 지지했다. 근로장려세제는 비록 공적 부조의 하나였음

<표 1-1-4> GDP 대비 사회지출과 조세지출(2005)

단위: %

순위별 총사회비 순위별 순사회비

스웨덴 35.1 프랑스 31.2

덴마크 34.2 독일 30.8

프랑스 33.0 스웨덴 30.6

독일 30.6 영국 27.1

오스트리아 29.6 덴마크 26.4

이탈리아 28.3 벨기에 26.3

벨기에 28.0 네델란드 25.0

핀란드 28.0 오스트리아 24.8

노르웨이 27.0 미국 24.5

영국 25.4 호주 24.0

네델란드 24.3 노르웨이 23.6

체코 22.2 캐나다 23.3

스페인 21.7 핀란드 22.6

뉴질랜드 21.1 일본 22.1

호주 20.4 체코 20.5

캐나다 20.4 이탈리아 20.3

슬로바키아 19.8 스페인 18.9

일본 18.5 슬로바키아 18.4

미국 15.7 뉴질랜드 18.2

아일랜드 15.3 아일랜드 13.9

한국  7.1 한국 11.7

멕시코  5.7 멕시코  6.9

평균 23.3 평균 22.5

자료: Willem Adema, Net Social Expenditure, 2nded.(Paris, OECD 2005), tab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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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요인이다. 미

국의 청교도적 전통은 ʻ복지ʼ와 근로를 엄격히 구분하여 일하는 사

람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Gilens 1999). 근로빈민

은 구제받을 만하지만 일하지 않는 빈곤층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EITC는 바로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인들이 그것을 지지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으며 나아가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을 늘렸던 것이다. 양당제의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양당은 EITC 확대를 통해 저소득가정과 빈민노동층

에 호소했다. 그 결과 근로장려세는 사회지출 면에서는 작은 미국복

지국가가 조세지출을 포함시킨 순사회비 지출에서는 큰 손임을 보

여준다(<표 1-1-4>).

❘제5절❘ 미국복지국가는 다른 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전통적으로 많은 연구가 한결같이 미국복지국가의 작은 규모를 지

적했다. 그러나 미국복지국가의 왜소성에 대한 전통적 지적에 대한 

반성이 시작되었다. 최근 연구동향은 작은 규모 자체에 대한 논의도 

새롭게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왜 다른가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하

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복지국가의 지체성에 대한 논의는 역으

로 미국에서 사회보장이 먼저 출범했다는 시각이 제기되어 큰 반향

을 일으켰다. 스카치폴은 미국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제시

하면서 내전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조성된 군인연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흔히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복지국가건설에서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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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미국이 앞서는 것임을 강조했다(Skocpol 1992). 그러나 미국에

는 아직도 보편적 의료보장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의료보장제도를 갖추지 않아 인구의 

30%가 의료혜택에서 제외된다.25)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복지제도

의 이중구조이다. 사회보장법을 위주로 한 사회보험과 아울러 다른 

한편에는 빈곤자년지원 및 의료부조 같은 공적 부조가 자리 잡고 있

다. 1935년 사회보장법에서는 공적 부조와 연금을 통합하였으나 

1972년 노인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은 보충안전소득(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SSI)으로 분리되었다.

1. 미국복지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요인들

미국에는 왜 유럽과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가 생겨나지 않았는가

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어왔다. 문화주의 이론은 

가장 역사가 긴 그리고 자주 논의되었다.26) 문화론은 역사적으로 

미국인의 의식에 내재한다고 믿어지는 개인주의와 반국가주의

(anstatism)가 미국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개입을 

전제로 하는 복지국가주장과 본질적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문

화적 접근법은 미국에서 발전하지 못한 제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유럽과는 달리 미국에서 의료보험은 사회

보장으로서 도입되지 않았다. 1935년 사회보장법 논의 당시 루즈벨

25) 미국의료제도의 복합적 발전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고: Hacker(2002); Marmor 

(1970); Quadagno(2005); Teles(1996). 

26) 좀바르트(Sombart 에 의해 처음 문제 제기된 미국의 예외주의 문헌은 미국적 특수성

으로서 미국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서는 방대한 연구가 있으

며 그 대표적 문헌은 다음과 같다: Lipset(1996); Lipset and Marks(1999); Lubove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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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대통령은 의회의 공화당 반대를 의식하여 의료보험을 포함하지 

않는 절충을 선택했다. 

문화주의에 따르면 미국에서 공적의료보험이 실패하게 된 것은 

반국가주의와 철저한 개인주의 때문이다. 미국인에게 사유재산은 

신성불가침한 것이고 개인의 권리는 양도불가능한 절대적인 것이

다. 국가라 해도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실제

로 문화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난 20세기 동안 보편주의적 

복지를 향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즉 미국정부는 구성원이 정부

의 제한적 기능과 역할을 희망하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는 대로 미

국복지국가는 한정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King 1973). 문화주의적 

설명은 정치적 차이는 부분적 승리임을 의미하는데 설득력이 있다. 

역사적으로 진보주의 시대 동안일지라도 루즈벨트 입장에서 나타나

듯 개혁주의는 의료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을 통해 보편적 의료제도

를 도입하려 했으나 대중의 반국가주의적 태도로 인해 성공하지 못

했다. 또한 1990년대 클린턴의 의료개혁에 대해 반대세력은 연방국

가의 개입을 비판하고 반국가주의를 근거로 반대함으로써 개혁을 

좌절시켰다. 

그러나 문화주의의 복지국가에 대한 가설은 왜 미국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험적으로 보면 동일한 

문화가 지배하지만 정부와 집권당의 정책성격에 따라 복지국가의 

폭과 방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개인주의와 반국가주의는 폭발

적으로 등장한 뉴딜시대의 복지정책과 1960년대 ʻ위대한 사회ʼ를 설

명하지 못한다. 개인주의적 가치에도 불구하고는 뉴딜정부는 사회

보장제도를 만들어 미국복지국가의 기초를 닦았고 ʻ위대한 사회ʼ 시

기의 존슨 정부는 뉴딜시대에 불발했던 노인의료보험(Medicar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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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료보험(Medicaid)를 도입하는데 성공했다.27)

이처럼 문화주의의 예측과는 반대로 미국에서도 강력한 복지개혁

이 성공했었다. 역사적 현실은 문화주의의 결정론적 주장과는 달리 

역사적 국면에서 발생하는 우연적 요소의 형향을 받는다. 우연은 단

순한 우연이기보다 사회적 세력, 이념, 그리고 제도의 복합적 상호

작용에서 빚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이다. 정밀한 여론조사의 기

법 역시 문화적 결정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다. 미국인의 복지

에 대한 태도는 문화주의가 믿는 것과는 달리 정반대임을 입증하려

고 시도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은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미국의 대

중은 ʻ정부가 교육, 건강, 아동, 노인, 홈리스 그리고 빈곤층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노력(충분한 예산)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ʼ고 

한다(Gilens 1999: 12; Skocpol 1995). 

미국복지국가의 왜소성을 지적하는 전통적 요인은 노동운동의 취

약성이다.28) 미국 노동은 다른 나라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확장하고 지키기 위해 노동시장(사업장)과 정치시장 두 곳에

서 투쟁해 왔다. 미국노동자는 임금을 높이고 노동조건의 악화를 막

기 위해 작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노동공급을 통제하고자 했다. 다른 한편 노동은 노동시장에서만 머

무르지 않고 정치시장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유리한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현실적으로 

국가정책이 노동시장의 작동에 중대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노동시

27) 문화론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은 비판적 논의가 존재한다: Quadagno(2005); Quadagno 

and Street(2005); Skocpol(1992); Steinmo(1994); Steinmo and Watts(1995). 

28) 노동의 취약성이 미국 복지국가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오랜 전통을 

가지며 가장 최근의 연구는 Noble(1997)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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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안에서 노조가 벌이는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향상 노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노동운동은 구대륙 유럽의 노동운동과는 다른 

조건에서 다른 목표를 추구했다. 정치적으로 자유를 구가했던 미국

노동자는 국가를 다른 시각에서 인식했다. 구대륙의 노동이 투쟁을 

통해 참정권을 획득했다면, 미국노동자는 흑인노동자를 별도로 하

면 처음부터 투표권을 보유했었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는 노동에게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동조직화를 억압하는 

도구도 인식되었다. 미국노동운동은 이처럼 국가를 불신했기 때문

에 국가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실현을 요구하기보다 노동

시장에서 해결하려 했다. 즉 정치투쟁이 아니라 단체협약을 통해 노

동에게 필요한 복지제도를 요구하고 만들려 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노동운동은 국가로부터 노조의 자율성을 지키

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행태의 공적 복지국가가 아니라 사적복지

국가를 선호했던 것이다(Gottschalk 2000). 예를 들어 1904년 미국 

조직노동의 80%를 조직했던 최대노조 미국노동연합(AFL)은 주정부

가 관리하는 건강보험정책을 반대했다. 또한 노조는 국가의 정책형

성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 정부가 집권했

던 뉴딜체제에서 사회보장법 입법에 자문하지 않았다. 노조는 정치

적 투쟁과 협상을 통해 만들어지는 보편적 사회입법보험을 멀리하

고 그 대신 노동시장을 장악하는데 주력한다는 원칙에서 노사협상

을 통해 임금상승과 노동조건의 향상 같은 경제주의 노선에 주력했

다(Derickson 1994). 1930년대 전까지 미국의 노조는 의료보험 등을 

포함하여 보편적 사회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29) AFL 의장 곰퍼스

29)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해 노동운동 지도부는 상반된 주장을 가졌다. AFL을 이끄는 

곰퍼스(Samuel Gompers)는 강제적 의료가입을 반대했다. 기금모금을 포함하여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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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Gompers)는 미국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보편적 의료보험이 

아니라 더 좋은 임금(better wages)이라고 주장했다(Derickson 2005: 

8). 이 같은 미국노동의 경제주의 노선은 또한 미국기업의 전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연금 등 사회보험은 미국기업의 일방적 주

도 하에 이루어졌던 단체협상에서 결정되었다. 따라서 단체협상이 

중앙에서 결정될수록 복지제도는 사적 방향으로 진행했다(Derickson 

1994: 1336). 

미국복지국가가 다른 세 번째 요인은 인종문제와 결부된 지역주

의 정치이다(Derickson 2005; Quadagno and Street 2005; Skocpol 

1995).30) 지역주의 정치는 남부의 백인 보수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였던 1970년대 특히 위력을 발휘했으며 그 후 공화당이 집권한 

이후에도 남부에서는 보수주의가 지배적이었다. 남부의 보수적 민

주당은 남부에서 자신의 인종적 특권을 지키기 위해 흑인을 포괄하

는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을 반대했다. 남부는 노예해방 이후에도 한

동안 여전히 농업이 주요 산업이어서 북부와는 달리 산업화는 지연

되었고 노동운동은 성장할 수 없었다.31) 남부에서는 노동운동이 취

약했기 때문에 전국적 조직화는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전반적으로 

강력한 노동운동은 발생할 수 없었다. 나아가 정치적으로 남부는 백

인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했었다. 1960년대 남

부에서 민권운동이 폭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흑인에게는 정치적 

권리를 허용되지 않았었다. 

스스로의 자구책을 통해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다른 한편 많

은 노동운동가들은 공적 보험을 지지했다. 

30) 남부의 보수주의와 이것이 사회정책을 보수화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라: Quadagno(1995); Lieberman(1998).

31) 산업화 지역의 고용주는 남부로 이전하겠다고 함으로써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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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복지국가가 발달하지 못한 것은 남부의 취약한 노동운동

과 결합된 노동의 전반적 취약성에 있다. 남부는 남북전행 이후 북

부군의 점령을 받으면서 재건 시기를 보낸 후 곧 민주당의 아성이 

되었다. 1866년 의회의 남부구성을 보면 백인 공화당의원이 10분의 

9를 차지했으나 1874년에는 5분의 4가 백인 민주당 의원이었다

(Black and Black 2002: 11-12). 이후 미국정치에서 민주당 백인층은 

ʻ강고한 남부(Solid South)ʼ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지형은 

대공황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았다(강명세 2009). 대공황이 

발발하자 공화당 정부는 실정 탓이라고 비판받은 이후 남부에서 공

화당의 세력은 더욱 약화되었고 ʻ강고한 남부ʼ는 민주당이 장악했다. 

남부가 민주당의 핵심세력을 차지하면서 뉴딜의 사회정책을 제한

적일 수밖에 없었다. 뉴딜의 사회정책이 의회를 통과되려면 남부의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남부의 민주

당은 많은 흑인노동을 고려하여 흑인이 사회보장에 포함시키는 것

에 강력 반대했다. 따라서 루즈벨트 정부는 흑인에 대해서는 사회보

장이 아니라 자산조사를 통한 공적 부조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타

협했다(Quadagno 1999: 3). 당시 남부 흑인의 5분의 3은 농업노동이

나 가사노동에 종사했는데 이들은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Quadagno and Street 2005: 60). 이처럼, 남부 민주당의 보수

화는 비록 지역적 차원이지만 남부 의원들이 의회에서 주요한 지위

를 독차지했기 때문에 전국적 수준에서 복지국가의 입법화를 저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남부 문제(Southern Question)는 미국정치

의 일부로서 지역문제와 인종문제가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미국복지

국가의 저발전을 이해하는데 필수적 요인이다(Quadagno 1988). 1865

년 남북전쟁이 끝난 후 노예제는 사라졌지만 노예제를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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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했던 주의 권리는 여전히 건재하여 백인들의 특권을 보호했다. 

남부정치는 1960년 민권운동을 경과하면서 크게 변화했는데 이는 

미국정치의 변화의 산물이다. 당시 민주당은 민권과 사회문제를 통

해 다수를 형성함으로써 집권하였다. 연방정부의 역할강화에 대해 

권력분립의 또 하나의 축인 사법부도 동조했다(Lieberman 1999). 다

만 남부의 백인 민주당은 전혀 다른 이해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인종정치는 1970년대 오면서 반전했으며 이후 그대로 남

아 있다. 인종문제는 복지문제와 결합하면서 전국적 관심사가 되었

다.32) 흑인은 빈곤층 다수를 형성하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주로 흑

인층이 수혜계층인 빈민정책은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인종

과 복지의 이와 같은 연계는 일반적 미국인에게 복지국가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심어주었다. 이처럼 역사적 연계를 통해 형성된 

부정적 시각은 이후 다시 확대 재생산되어 흑인의 복지를 더욱 취

약하고 만드는 데 기여했다. 빈민정책에 대한 보수주의의 비판은 관

대한 복지제도로 인해 도심에 밀집한 흑인에게 복지 의존병을 키워 

나아가 노동의욕을 상실시키고 결과적으로 도시빈곤문제를 심화시

켰다고 본다.33) 

넷째, 미국복지국가의 특수성으로서는 정당체제와 정당정치가 

주목된다. 복지국가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변수

는 집권정당의 정책정향이다. 미국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서로 독립적인 정치제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을 차지하는 것

은 결정적 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은 의회와 대통령을 모두 

32) 소수인종보호법안(affirmative action)은 비판의 포화를 맞았고 법원은 흑인선출에 유

리하게 만든 선거구 조정을 뒤엎었다. 

33) 대표적 주장은 Murray(198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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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할 때 비로서 자신의 정책선호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표 1-1-5>는 사회정책입법을 기반으로 하여 20세기 동안 도입된 

사회정책의 종류와 집권정부를 결합한 표이다. 전통적 사회정책은 

사회보험과 교부정책을 뜻하며 비전통적 정책은 조세지출, 신용 

및 신용보증, 보험, 그리고 사회적 규제를 말한다.

여기서 잘 나타나는 바처럼 사회정책은 대통령과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했을 때와 반대의 경우 즉 공화당이 집권했을 경우에 정반대로 

나타난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1930년대 뉴딜처럼 민주당이 장악했

을 때 총 28개의 사회정책법안이 처리되었다. 반면 공화당이 대통령

과 의회를 장악했던 24년 동안 단 3개의 사회입법이 만들어졌다. 한

편 분점정부가 복지국가에 주는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공화당이 대

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점한 28년 동안에 13개의 사회입

법이 실현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의 12년 

동안에는 5개의 사회입법이 있었다. 그러나 분점정부 하의 사회정책 

제정은 통일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통적으로 정부분점은 정책

적 차이를 유발한다고 가정되었으나 최근의 연구는 차이가 그리 유

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Mayhew 2005). 

정부형태의 성격은 사회정책의 정향을 알려주는데 더 중요한 역

할을 한다(Howard 2007). <표 1-1-5>에서 보는 것처럼 분점정부는 

단일정부에 비해 조세지출과 사회적 규제와 같은 비전통적 사회정

책을 선호한다. 최근 OECD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복지지출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서 압도적으로 크며 둘째 미국은 규제 및 조세정책을 통해 공적복

지가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공한다(Adema 1996, 1999, 2005). 

이와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한 복지를 포함하면 전체 지출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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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20세기 정당과 새로운 사회정책의 추진

정  당 전통적 사회정책 비전통적 사회정책 합  계

민주당 대통령 의회 15 13 28

민주당 대통령 분점  1  4  5

공화당 대통령 분점  5  8 13

공화당 대통령 의회  0  3  3

합계 21 49 49

자료: Howard(2007), 표 3.2(p.67)

않을 때 보다 크게 높아진다. 민주당이 대통령과 의회 모두를 장악

할 경우 전통적 사회정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의회의 견제

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전통적 복지와 같은 우회적 방법을 취할 필

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0년 동안 전통적 사회정책이 21개 새로이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 15개가 민주당의 단일정부에서 이루어졌다. 요약하면, 위의 

네 가지 요인은 서로 배제적이 아니라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복지국가의 역사적 형성에 기여해왔다. 시기나 그 시기의 국면

적 상황에 따라 특정 요인의 영향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종과 노동계급의 

위상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적 복지국가의 발전을 방해했

다. 미국의 다인종 사회에서 노동운동은 인종을 따라 분절되었고 

AFL같은 대표적 노동운동조직은 경제주의를 지향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향상이나 기업복지의 증진 등 사적 복지을 확대하려는 전

략에 주력했다. 그러나 미국노동운동의 이러한 경제주의는 노동시장

에 편입되지 못한 흑인 등 빈민층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공적복지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저해했다. 미국노동운동은 

1960년대 민주당정부가 ʻ위대한 사회ʼ 프로그램을 통해 공적 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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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려 하자 존슨정부로 하여금 복지정책을 빈민정책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공적복지 개혁이 노동운동의 핵심기반인 공

공서비스 고용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했던 것이다.

2. 미국복지체제는 다른 선진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앞에서 미국복지국가를 특수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와의 차이를 관통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적 복지와 사적 복지의 상호작용이다. 

미국복지국가의 특수성은 단순히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

는 것이기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역사적 국면에서 상호 역동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역동적 결과는 구체적으로 공적 복지와 사적 복지

의 상호작용적 분화를 의미한다. 공적복지와 사적복지는 미국복지

국가의 발전과 변화를 엮는 기본 축의 역할을 한다. 이 점은 [그림 

1-1-2]에서 잘 나타난다. [그림 1-1-2]은 미국 복지국가의 모습을 한 

눈에 요약해 보여준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을 

보면 공적 복지와 사적 복지의 비대칭성이 뚜렷하다. 미국의 공적 

복지수준은 낮지만(X 축) 조세지출 및 사적복지를 포함하여 본 Y 

축의 위치를 비교하면 평균을 넘는다. 최근 미국정치학자들 중심으

로 미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미국 사회

정책의 특수성에 대한 강력한 반성이 일고 있다. 스카치폴의 연구

(1992)는 군인연금이 최초의 공적복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복지국가의 기원을 훨씬 당기려고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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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순사회비 지출 

자료: Willem Adelma, Net Social Expendture, 5th ed. OECD 2005

스카치폴의 개척적 도발 이후 미국사회정책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은 역사적 접근을 강

조한다. 그 중에서도 시선을 끄는 것은 복지국가의 새로운 도구로서 

조세지출을 주목한 것이다. 조세지출의 역사는 뉴딜시대 이전으로 

올라간다(Rein 1996; Wennnemo 1998). 역사적 접근은 그 동안 꾸준

히 제기되었던 ʻ미국 복지국가가 왜소하다 그렇지 않다ʼ 식의 관점

을 비판하면서 나름대로의 역사적 맥락에서 진화하고 발전해온 모

습을 제시하려 한다.34) 미국복지국가가 예외적이라면 그것은 잘 알

려지지 않은 면에서 예외적이라고 본다. 예외적은 것은 예를 들어 

미국노동운동이 임금 외 수당과 같은 사적 복지를 추구했다는 점이

다(Stevens 1990). 

34) 이러한 관점의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Gilens(1999), Hacker(2002, 2006), Howard 

(1997), Marmor, Mashaw, and Harvey(1990), OʼConnor(2001), Skocpol(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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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주의적 관점에서 쟁점은 왜 미국복지국가가 왜소한가 하는 

문제 자체보다는 왜 그렇게 되었냐를 밝히는 것이다.35) 하워드

(Howard 2005)는 공적 복지의 논의에서 중단하지 않고 조세지출 등

을 포함한 사적 복지의 관점에서 미국복지체제의 문제를 밝히려 했

다. 그는 미국복지국가의 진화를 전통적 복지와 비전통적 복지정책

으로 양분한 뒤 다시 시기별로 세분했다. 조세지출의 복지를 포함하

면 복지국가의 기원이 뉴딜시대 이전으로 소급하며 소득세와 법인

세의 신설과정은 바로 조세지출이다. 미국 국가는 뉴딜 이전 1910- 

1920년대에 조세정책을 통해 사회복지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Howard 1997). 미국에서는 이미 1909년과 1913년 민주당과 공화당 

진보파가 연합하여 기업 소비세와 개인에 대한 소득세법 도입을 통

과시켰다. 그 이전까지 소득세와 소비세는 관세법의 일부에 속했었

으나 면세 대상과 범위 면에서 사회정책과 마찬가지 효과를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요한 사회정책적 기능한 한 것이다. 조세지출

이 직접적 지출이 아니라 간접적 지출이지면 효과 면에서 복지국가

의 역할과 동일하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기원은 1909년으로 거슬러 

가는 것이다.36)

이처럼, 20세기 초 조세지출 등의 기능을 고려할 때 미국복지국가

의 시작은 간단하지 않다. 전통적 설명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복지

국가의 기원은 뉴딜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위

의 법안들은 또한 아직 공적 복지와 사적 복지가 분화되지 않았음

35) 다음과 연구는 미국복지국가에서 사적복지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Brown 

(1997-98); Hacker(1999); Howard(1993); Jacoby(191); Rein(1996); Rein and Rainwater 

(1986); Rein and Turner(1999, 2004); Stevens(1988).

36) 후에 주택구입자금의 금리에 대한 면세조항이 추가되었다. 당시 소득세는 일종의 

부유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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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20세기 초 미국의 공적 복지국가는 주정부의 관장 하

에 있던 모성연금과 산재를 포함했으며 몇 개 주에서는 연금제도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도

입되었다는 점은 아직까지 공적 복지가 전국적인 힘을 얻지는 못했

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의 피고용자 연금보험에 대한 지출을 조세

로 우대해준 점은 사적 복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ʻ복지자본주의

(welfare capitalism)ʼ가 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 미

국의 대기업은 노동조합의 전투성을 순치함으로써 노동평화와 생산

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금 외 수당으로서 연금을 

제공했던 것이다. 국가는 기업이 노사정책으로 지출한 연금보험에 

대해 면세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세지출을 통해 사적 복지를 도

왔다. 

사적복지는 의료제도에도 적용된다. 미국의료제도가 보편주의 원

칙에서 벗어난 것은 미국에서 사적 복지가 발전한 결과이다. 미국복

지체제를 후진적으로 말하는 데 가장 결정적 근거는 보편주의적 의료

보험의 도입이 부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오직 미국에서만 공적 의료보험이 확립되지 못했다. 의료보

험은 연금과 함께 가장 비중이 크고 시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점에서 ʻ미국은 다르다ʼ의 핵심 증인 역할을 한다(Quadagno 2005; 

Starr 1982). 미국의 의료보험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자동적으

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에 따라 질이나 양이 각각 다른 서

비스가 제공된다. 사적 보험으로 끝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의료보험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미국 노동운동이 공적 보험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미국노동은 경제주의 전략을 고집한 결과 전체 노동

시장이나 정치시장에서 적절히 대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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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화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Starr 

1982). 

미국노동운동의 취약성에 더하여 미국 대기업은 ʻ복지자본주의ʼ 

이론이 강조하는 것처럼 사적 보험의 도입을 주도했다. 미국노동운

동을 주도했던 AFL은 1930년대 뉴딜이 시작되기 전까지 공적복지

를 반대하고 상조회 기능을 통해 자체적인 사적복지를 제공하려 했

다. 자체적 조달이 조합가입 등 조합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믿었

다.(Orloff and Skocpol 1984; Quadagno 1988)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

해 사용자가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확대하고 심화하는데 기여했다

(Howard 2000; Stevens 1990).37) 1946년 양대 노조(AFL, CIO)는 사

용자에게서 사적 복지를 획득하는데 주력할 것을 천명했다. 미국의 

주요 노조는 1946~1950년 기간에 기업으로부터 연금과 의료보험혜

택을 확보했다. 이 기간 중 의료보험 급여대상은 3,200만 명에서 두 

배로 늘었고 연금수혜자는 640만 명에서 920만 명으로 증가했다. 

194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이 같은 사적 복지의 급격한 증가는 

1940년대 발생했던 세 가지 요인의 결합으로 가능했었다. 첫째는 종

전과 아울러 뉴딜정책이 마감하면서 노조에 대한 비우호적 환경이 

부활했다. 전시경제에서 평화경제로 이행하면서 물가상승을 포함한 

경제침체가 발생하여 실업이 증가했는데 일반 여론은 경제 불황이 

노조의 과대한 임금인상이라고 믿고 노조를 비난했다. 둘째, 1943년 

남부 보수 의원들이 주도한 노사분규법(일명 스미스-코놀리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노동운동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 법은 노조가 정당 및 

37) 이전까지 노조는 유럽의 노동운동과는 달리 복지문제에 대해 노조적 관점 상조회를 

활성화함으로써 풀어야 한다고 믿었다. 국가나 기업의 도움은 노조의 자율성을 침

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조기금이 부적합하게 되면서 노조는 국가나 

기업의 개입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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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 대해 직접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노조 

차원의 정치적 로비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셋째, 정치의 보수화이

다. 1946년 보수화된 미국의회에서 보수적 공화의원은 뉴딜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노동과 복지에 적대적 환경 속에서 노조는 임금

인상을 통한 복지향상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차선책으로 단체협상

을 통해 사적 복지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몇 차례

에 걸쳐 공적 의료보험의 도입을 주장했지만 보수화된 의회는 일체 

화답하지 않자 노조는 의료보험 역시 단체협상을 통해 민간보험을 

획득하는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민간의료보험은 사실상 

임금 외 수당이며 공적 보험에 대한 임시변통에 지나지 않았다. 그

러나 임시변통은 보편주의적 의료보험으로 변신하지 못한 채 종국

적으로는 공적 의료가 들어설 자리를 없애는 데 기여한 셈이다. 

사적 복지는 공적 복지와는 달리 조세를 통해 확립된 권리가 아

니다. 따라서 경제위기나 정치적 보수화 등 외적 조건의 변화에 민

감하게 반응한다. 수혜가 감소하는 복지후퇴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시장의 주변부이다. 사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여부 및 경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빈민 등 소수층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주지 않는다. 사적복지의 품질

과 규모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

업은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복지급여를 삭감할 수 있다. 기업이 

사적복지를 제공하는 동기는 종업원에 대한 선의, 인적자본의 형성, 

자산축적, 노조억압 및 다양하게 존재한다(Hacker 2002; Howard 

1997). 해커는 사적복지의 삭감을 복지국가의 ʻ숨겨진 후퇴(hidden 

retrenchment)ʼ라고 주장한다(Hacker 2004). 은밀한 은퇴는 처음 후퇴

할 당시에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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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하는 점에서 숨겨진 후퇴이다. 또 다른 대표적 예는 근로자

소득보장법(ERISA)이 남긴 영향이다. 1974년 도입된 근로자 소득보

장법은 기업의 사내연금제도를 주정부의 규제와 사법부 소송대상으

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생기게 된 보다 깊은 동기는 대기업의 의료보

험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다. 이 제도 전까지 기업은 전문보험회

사에서 보험을 구매해야 했으나 근로자소득보장법 제정 후 보험사

로부터 구입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기업은 자기 기업의 근로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새

로운 제도는 위험대상을 사내로 한정하는 자기보험(self-insurance)이 

허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용 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은 리스

크 풀이 작기 때문에 자기보험을 설립하기 곤란하다. 이 법이 생긴 

후 중소기업 고용주가 비용부담을 핑계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축

소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위험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가입자를 

축출하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대기업과 보험회사는 이 법을 지키

기 위해 보수적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ERISA의 개정을 봉쇄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노령연금 역시 사적 및 공적 제도의 혼합이다. 노령연금에

는 공적 복지부분과 아울러 사용자가 제공하는 혜택 그리고 조세감

면의 대상이 되는 개인저축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경우 

먼저 사적보험이 실시된 후 나중에 공적 보험(Medicare, Medicaid)

이 추가되었다면 연금의 경우에는 반대로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만

들어진 다음에 사적 복지가 추가되었다. 즉 사적 연금은 사회보장을 

보완하는 역할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1970~80년대를 거치면

서 두 가지 변화가 발생했다. 첫째, 사회보장은 지속적으로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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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을 받게 되었다 또한 임금상승의 둔화와 노동자 대비 은퇴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

구는 1977년, 1983년의 개정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사용자들은 개

인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보수주의의 세력에 동조하여 초기의 확정

급여 방식에서 확정기여방식(401k)으로 전환하였다. 확정기여방식

에서 급여는 사회보장과의 연계를 벗어나 시장상황에 따르며 그 결

과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적 책임이다. 연금기여에 대한 면세제도는 

기업이 다른 제도를 선호하도록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이는 리스크

의 사유화를 유발했다. 이처럼, 미국복지제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연금과 의료보험제도는 사적 복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

고 있다. 사적 영역이 열려 있을 때 복지를 축소시키려는 정치세력

은 공적 복지를 정면으로 직접 공격하기보다 사적 수단을 이용하려 

한다(Hacker 2004). 공적 복지는 오랜 역사를 갖는 만큼 이미 상당

한 지지세력(예를 들면, 은퇴연합 AARP)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수주

의자들의 공격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으며 때로는 레이건 행정부 때

처럼 역풍을 맞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하려 않는다. 

❘제6절❘ 결론

복지체제는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복지는 국가만

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및 시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졌다. 이러한 각

도에서 보면 미국의 복지는 시장기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성격을 

띤다. 오랜 동안 미국복지국가 연구는 그 왜소한 규모 자체에 너무 

함몰하여 진화하는 모습을 간과했다. 각도를 달리해 관찰하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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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지제도는 전통적 설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 왜소하지 않다. 

최근 연구는 사적 복지의 확장에 주목한다. 미국복지국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복지국가의 규모 자체를 설명하려 노력하기

보다 시선을 돌려야 한다. 즉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

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변화를 정밀하게 관찰하면 

미국복지국가의 특수성은 사적복지의 역할이 공적 부분을 압도한다

는 데 있다. 공적복지와 사적복지의 이러한 불균형은 미국사회가 처

했던 역사적 조건에서 형성되었다. 미국의 공적복지가 발달하지 못

했던 것은 미국정치의 제도적 특성(삼권분립, 연방제), 노동의 취약

(사회당의 부재와 노조 조직률의 미약함), 역사적으로 내재한 남부

와 흑인문제, 그리고 정당정치(분점 또는 단일정부) 등이다. 이러한 

네 가지 변수는 역사적 국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배합 배치되

어 미국의 복지국가 형성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역사적 관점

에서 보면 미국복지국가는 사적 복지의 비중이 아주 높다는 점이다. 

사적복지에 대한 의존이 높을 뿐 아니라 그것은 경로의존의 관성으

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진다. 미국역사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위의 네 가지 변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사적 복지와 공적 

복지의 새로운 균형은 오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것

은 불가능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50년 전 영국복

지연구를 개척했던 티트머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복지국가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통로가 존재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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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보장 관리체계

❘제1절❘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1. 사회보장 개혁에 관한 정치권의 상반된 견해

2012년 11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주요 정

치 지도자 및 민주, 공화 양당은 사회보장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있어 큰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화당의 대

선주자 중 한 명인 릭 샌토럼(Rick Santorum)은 2012년 현재 미국

인구의 15%(4천 6백만 명)를 차지하고 있는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교육의 중요성, 

특히 대학교육의 가치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ABC News 2012). 

그의 발언이 있기 직전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은 침체된 경제여

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실용

학문 중심인 전문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한 것과 크

게 대조된다. 공화당 주자인 샌토럼의 발언은 결국 정부가 교육에 

지나치게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교육문제는 개인이 스스

로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샌토럼과 선두를 다투는 또 다

른 공화당의 대선 주자 밋 람니(Mitt Romney)는 감세를 추진하고 

정부지출과 그 기능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되풀이 하고 있다. 밋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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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주장은 공화당의 강령인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 뉴페드

럴리즘(New Federalism)) 혹은 신자유주의정책에 다름 아니다. 람

니는 상속재산이 60억 원(미화 5백만 달러) 이 넘는 부유층에게 부

과되는 죽음의 세금(death tax, 상속세)의 완전폐지도 공약으로 내세

워 양측에 논쟁거리를 하나 더 추가했다(Gleckman 2012). 서구의 여

러 나라에서 모델로 사용한 영국 처칠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정부

가 책임진다는 완벽한 복지국가와는 정반대의 모델인 것이다.

2. 사회보장 개혁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회보장 개혁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공화당은 무보험자 문제

를 해결할 유일한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는 오바마 의료개혁법의 폐

지를 공언하고 있으며 경제난으로 대폭 늘어난 실업자들이 받는 실

업수당까지도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보장연금을 

폰지사기(피라미드 사기방식)와 비교하면서 당장 폐기해야한다는 

후보도 있었다. 연방정부가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수인 의료와 복지

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극치이다. 이처럼 공화

당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측에서는 의료, 복지, 교육, 

연금 등 정부주도의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나 폐지를 도모하고 꼭 해

야 한다면 민간에 이들의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지 부

시 대통령은 2000년 당선되자마자 시행된지 70여 년이 지나 그 뿌

리가 깊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축소를 골자로 한 개혁

을 시도했다. 그 핵심은 사회보장 연금을 개개인의 시민이 관리하는 

개인퇴직예금구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로 완전히 전환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사회보장체제의 도미노식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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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를 우려한 미국노인협회(AARP)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IRA라는 하나의 선택종목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한편 작은 정부정책과 대립각을 형성해 온 페드럴리즘(연방정부

의 권한확대정책, Federalism)을 주장하는 쪽은, 오바마의 의료개혁

법안을 2010년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 실업자 실업수당지급 기한 

연장을 추진했고, 각종 서민용 복지혜택 확장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의료개혁법 조항 가운데 하나인 피임약 무료제공을 시작해야 한다

는 정부령을 발표해 카톨릭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

측은 사회보장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고 믿는다. 국민생활에 직결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

연히 세금을, 특히 부유층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법안을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여러 차례 상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정말로 필요한 때가 바로 경제난으로 빈곤층이 급

격히 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기라고 믿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의료를 개혁하는 등 사회보장에 관한 정부역

할을 확대해 왔다. 

사회보장체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2008년 이후의 경기침체로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불경기는 세수감소로 이어져 정부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지방자치단체는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 있고, 개

인의 삶의 질도 현저히 악화됐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정

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과 방

만한 운영으로 인한 재정악화가 경기침체를 불러온 이유 중의 하나

라고 정부를 몰아세워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정

부에 세금을 차곡차곡 납부하느니, 세금을 줄이고, 정부사업은 민간

이나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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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2010에 치러진 미국선거에서 티파티(Tea Party)의 지원

을 받은 공화당계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미 하원이 하루아침에 보

수색깔로 변한 것이 그 증거이다. 

이처럼 미국은 사회보장에 관한 두 갈래의 이념적 흐름이 75년 

동안 갈등관계를 유지하거나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등 미국 사회보

장관리체계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본 장에서는 미국사회

보장체계의 근간이 돼 온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35)의 입

법 및 개정의 역사와 그 운영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사회보장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구

조와 기능에 대해 기술한다. 아울러 사회보장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회보장체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재정과 그 집행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시스템의 개혁 시도의 배경과 개혁이 어디까

지 왔는지 다룬다.

❘제2절❘ 사회보장법 입법 및 개정의 역사와

그 운영38)

1. 사회보장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로 촉발돼 1930년대 미국을 휩쓴 경제대

공황(great depression)은 미국사회에 최소한의 사회보장시스템이 필

38) 미국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웹페이지 www.ssa.gov/history의 내용

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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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은퇴자들이 퇴직을 대비해 저축한 예

금은 은행들의 파산으로 증발해 버렸다. 당시 노년층의 50%가 빈

곤층으로 떨어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계를 꾸릴 수 없었고, 

17%는 자선기관의 도움으로 연명하는 처지가 됐다. 따라서 은퇴자

들이 퇴직 후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게 하고 사회복지(welfare) 프로

그램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로써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탄생했는데, 새로운 변혁을 통해 경제대공황에서 벗어나겠

다는 의지의 표현인 뉴딜정책(New Deal)의 일환이다. 시민이 근로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매달 사회복지세금으로 2012년 기

준 10.4%(고용인 4.2%, 고용주 6.2%)를 적립하게 되며 이렇게 조성

된 기금을 가지고, 근로자가 최소 62세 이상이 되어 은퇴를 하면, 

매달 월급형식으로 연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이 십만 불인 고용인은 연간 본인이 4천 2백 달러 그리고 고용주는 

6천 2백 달러, 도합 1만 4백 달러를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납부하게 된다. 

2. 사회보장법의 운영성과

2010년 사회보장청은 5천 4백만 은퇴자에게 한국 돈으로 65조원

이라는 은퇴연금을 지불했다. 이 금액은 연방정부 지출의 약 37%, 

국내총생산의 7%에 달하는 금액이다. 같은 해에, 1억 5천 7백만 명

의 근로자가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해 인구의 약 17%인 은퇴자를 지

원한 셈이다. 이 혜택자 중, 4천 4백만 명은 은퇴연금으로 1천만 명

은 장애인 연금으로 수령했다. 이 사회보장연금은 그동안 은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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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은퇴

자 빈곤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959년에는 65세 이상 은퇴자의 

35%가 빈곤층이었다. 이것은 2010년에 9.2%로 떨어졌는데 이는 미

국전인구의 빈곤율인 15%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더 놀라운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본격화 된 2009년에 

미국일반 인구의 빈곤율은 크게 상승했는데, 은퇴자 빈곤율은 0.8%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4년간의 금융시장(월스트리트)의 붕괴

로 많은 은퇴자들이 일생동안 모아둔 401K와 같은 저축성 은퇴자

금의 대부분을 날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따라서 만일 사회보장연금

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은퇴자 빈곤율이 일반 빈곤율보다 훨씬 높

았을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사회보장법에 의한 은퇴자 연금은 

은퇴자의 노후를 어느 정도 책임져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지닌 맹점 중의 하나는 사회보장

제도가 ʻ세대 간 복지시스템(intergenerational welfare system)ʼ 이라는 

것이다. 즉, 현재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금

의 은퇴자들을 지원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현재의 

근로자들이 장차 은퇴할 경우 그 시대의 직장인들이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로 인해 인구의 분포가 불건전한 역 피라미드 형태로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갈수록 근로자의 수보다 은퇴자 수의 증가율이 

높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적은 수의 근로자가 많은 수의 은퇴자들

을 떠맡아서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1950년도에는 16명의 근로자가 1명의 은퇴자를 지원하던 것이 1970

년에는 5대1, 2012년 현재는 3대1, 2030년이 되면 2대1로 근로자의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기금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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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고

조되고 있다. 미 의회 회계감사국(General Accounting Office)에 따르

면 이 기금은 지출이 수입을 갈수록 앞질러 2036년에는 완전히 고

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자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의 기금

은 이보다 빠른 2024년에 그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기관의 보고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기금 고갈이 예상

되는 해가 5년에서 7년 정도 빨리 올 것으로 관측하기도 해 이에 대

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사회보장법의 개정

1935년 처음으로 입법이 이뤄진 후 보장법은 50여차례 개정됐다. 

대부분의 개정이 연금 집행에 관한 절차변경과 수혜자격요건의 수

정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몇 몇 개정은 미국의 의료복지체계에 지

각변동을 가져왔는데, 그 중 가장 주목할 개정으로는 1965년 정부 

제공 은퇴자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극빈자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의 등장이다. 두번 째는 그동안의 극빈자에 대한 정부보조관행을 완

전히 바꾼 것으로 평가되는 1996년의 사회복지개혁(Welfare Reform)

이다. 또한 영세민 가정의 어린이 의료보험인 ʻʻ주 어린이를 위한 의

료보험(State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ʼʼ이 1997년 

추가됐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번호(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를 

각주정부가 관리하는 주운전면허증에 반드시 표시하거나, 주민 데

이터베이스상의 두 번호를 연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2005년에 

추가됐다. 다음은 이들 중요개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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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신설

1960년대의 사회상은 위대한 사회건설(Great Society)이라는 슬로

건을 내건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잔뜩 고조돼 있었다. 이때 과학 기

술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고, 사회 다방면에 걸

쳐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유독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분야

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제공 의료보험분야였다. 개혁이 더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 의사협회와 같은 단체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보험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했기 떄문이다. 그러나 케

네디 암살로 대통령이 된 존슨은 의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이들과 담판을 벌여 연장자와 극빈을 위한 정부운영 

의료보험을 탄생시켰다. 이미 이러한 정부 보험제도를 19세기에 정

착시킨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늦은 감이 있었지만, 의료개혁이 그 

때 이미 시작된 것이다. 

나. 사회복지체계 대개편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한차례 불경기를 겪어 연방적자

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대일본 채무의존도가 점점 심화되던 90년

대 중반 미국은 적자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골몰했다. 재정적자의 

근본원인 중 하나가 방만한 복지정책에 기인한다고 판단한 의회는 

공화민주 양당의 공조로 복지개혁법안을 통과하는데, 이것이 그동

안의 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개인근로 장려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PRWORA 혹은 간단히 Welfare Reform Act(복지개혁법))이다. 

이 법의 골자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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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지원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각 주정부제공 영세민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수혜자격을 결정

하는 중요한 자격요건중의 하나가 복지개혁이전에는 AFDC였다. 즉 

자녀가 있는 빈곤층 가정은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지원을 받는 가정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부작

용을 가져왔다. 수혜자가 직장을 가져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면 AFDC 

자격을 상실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에 복귀하

지 않으려는 기생형 빈곤층(Welfare Queen)이 확산됐다. 재정적자가 

이런 가정에 기약 없이 쏟아 붙는 지원 때문에 늘고 있다고 판단한 

의회는 양당의 공조로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일자리로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골자로 한 복지개혁법을 만든 것이

다. 다음은 이 개혁법의 골자인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빈곤가족한시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2) TANF

위에서 언급한 복지시스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일거리를 찾은 영세가정에 과거와는 

다르게 메디케이드를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복지혜택을 특히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 실직자로 남아있어야 했던 모순에서 탈피

해 수혜자를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메디케어 수혜를 위한 

필수조항이던 AFDC를 충족하지 않아도 주정부가 설정한 자격요건

만 충족하면 메디케이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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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어린이 보험제도 신설

(State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s, SCHIP)

기존의 복지 시스템에는 어린이를 독립적인 수혜대상으로 한 프

로그램이 없었다. 어린이에 대한 투자는 그것이 건강이든 교육이든 

투자에 대한 수익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

라서 양당의 공조에 의해서 1965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신설이 후 

가장 큰 규모의 공공의료보장시스템인 SCHIP가 1997년 설치됐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메디케이드의 혜택자격을 충족할 수 없는 가

족이라도 어린이에 한해서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

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Poverty Level)의 두 배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사추세츠주는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시행으로 그 주가 2006년 전 주민 의료보험

제도(Massachusetts Health Care Insurance Reform Law)를 시작하기

도 전에 이미 어린이 보험 미가입률이 10퍼센트까지 떨어지는 큰 

성공을 거두는 등 미 전역에서 크게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메사츄세츠는 2006년 전 주민 의료보험제도 도입 후 100% 어린이 

보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비교적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설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던 많은 

어린이들이 무료보험인 SCHIP으로 이동해 사설보험업계 재정에 악

영향을 미치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 오기도 했다. 

어린이에 대한 투자의 당위성을 공감한 미 공화 ․ 민주 양당은 흔

치 않은 양당공조를 통해 SCHIP를 설치했다. 그러나 클린턴에 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조지 부시는 그의 재임 기간동안 이 프로그램의 

연장과 재정지원을 두 차례 거부해 성공적으로 운영되던 이 프로그

램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가 재임한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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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각 주정부는 임시예산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러나 오

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한 첫 해, 이 프로그램은 정식으로 연장됐고 

예산도 대폭 증액돼 2009년 한 해에만 4백만 명의 어린이가 추가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4) 각주의 운전면허증에 사회보장번호 명시

미국의 운전면허증 발행과 관리는 각 주의 소관으로 주마다 서로 

다른 운전면허발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2001년 9.11에 일어난 테러

공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기존의 시스템

으로는 테러리스트들이 입국한 후 여러 주에 분산돼 거주하면서 그 

주의 면허증을 발급받을 경우,이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사회보장주민번호(Social Security Number)와 운

전면허번호를 연계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미 의회는 사회보장주

민 번호를 운전면허증 발급 시 면허증에 기입하거나 기입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호번호와 사회보장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연계시켜 보

관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제3절❘ 사회보장 혜택

1. 수혜의 자격 및 연금규모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Wage)의 목적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항구적인 수입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맹인 등 

장애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더 나아가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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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경우 부양자녀와 배우자 등 유족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 기능

의 하나이다. 이러한 혜택의 자격요건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사회

보장세금의 납부여부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최소한 

10년을 직장에 근무하면서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사

회보장법의 혜택을 받는 은퇴자는 미국전체근로자의 96%로 추산된

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4%는 독립적인 공무원연금혜택을 

받는 연방철도 공무원(연방철도공무원은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

되기 훨씬 전부터 그들만의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일리노이 

주와 같이 주연금과 연방사회보장연금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

게 주법으로 정해 놓은 주의 공무원이다. 은퇴 나이는 보통 65세이

며 1960년 이후 출생자인 경우 67세, 만약 62세에 수혜 신청을 할 경

우에는 인하된 금액으로 사회보장연금이 지급된다. 은퇴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맹인 등 선천적 장애인은 우

선적으로 수혜자격을 갖게 되고 사고나 병으로 인해 신체장애가 발

생할 경우에도 수혜자격을 갖게 된다. 이들에게는 사회보장청(SSA)

으로부터 매달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연금수표가 배달된다. 유가족에

는 배우자와 18세 이하의 자녀가 포함되는데, 자녀가 22살이 되기 

전에 신체장애가 발생할경우도 혜택을 받게 된다. 부부가 수혜자와 

배우자로 연금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두 사람이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수혜금액이 결정된다. 

이러한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 은퇴연금, ② 사망보험, ③ 장애보험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회보장혜택을 영어 약자로 OASDI라고 하는데 이

는 ⓛ Old-Age, ② Survivors, ③ Disability insurance를 나타내는 말이

다. 사회보장청에서는 각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매년 집계함으로써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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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받을 사람의 평균 연 소득(average annual earnings)을 구한다. 그런 

다음 평균 월간소득액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IME)을 

계산한 후 모든 혜택의 기본이 되는 Primary Insurance Amount(PIA)

를 산정한다.

가. 은퇴연금(Retirement Benefit) 혜택

은퇴연금은 평균 월간 소득액(1951년부터 수혜받기 2년 이전까지

의 월간 평균소득액)과 사회보장세 불입기간에 의거하여 월간 수혜

금으로 계산된다.

나. 가족 혜택

앞에서 언급한대로 은퇴자의 가족도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은퇴자의 배우자 : 은퇴자의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은퇴연금의 

절반을 사회보장 혜택으로 받게 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근로

소득이 있는 가정에서 부부가 다 같이 65세 이상이 되면 은퇴 

연금이 1.5배를 그 가정에서 받게 된다.

2) 부모로서의 혜택 : 은퇴자의 배우자가 62세 이하이면서 16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은퇴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

족혜택을 받는다.

3) 자녀의 혜택 : 은퇴자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있으면 은퇴

연금의 반액을 미혼자녀가 받는다. 한편 은퇴자가 18세 이상의 

미혼, 장애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장애상태가 22세 이전에 

시작하고 영구적 인 것이면 은퇴연금의 절반을 장애자녀가 사

회보장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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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가족(Survivor) 혜택

근로자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게 되면 그 유가족이 

사회보장혜택을 받는다.

1)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16세 이하의 자녀나 장애자녀를 가

지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65세에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의 

75%를 유가족 혜택으로 받는다.

2)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60

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로자가 65세에 받을 수 있는 은

퇴연금의 71.5%를 유가족혜택으로 받는다.

3) 유가족이 된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의 자녀가 22

세 이전에 장애가 되어 영구 장애일 경우는 근로자가 65세에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의 75%를 유자녀 혜택으로 받는다.

라. 장애 보험(Disability & SSI)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가 최소 5개월

간 계속되고, 앞으로도 최소 1년 이상 장애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판

명되거나 장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견되면 65세의 

은퇴연금에 해당되는 액수를 장애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2. 연금계산법

연금산출공식은 근로자가 연금세를 낸 지난 35년 동안의 월 소득

의 평균에서 시작한다. 다음은, 소득이 근로연수에 따라 인상된다는 

것을 감안해 조정된다. 최종 연금수령액은 누진제가 적용되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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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저소득자는 퇴직 전 소득의 50%를 보장받는 반면, 고소득

자는 소득의 30%만을 받게 된다. 이는 저소득자들로 하여금 기본생

활이 가능한 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4절❘ 관리체계 현황

1. 사회보장 관련 정부부처 및 현황 

가. 정부간 관계39)

사회보장 부문을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험, 그리고 공공부조 

등의 세 개 영역으로 구분할 경우, 이들 정책 영역에 대한 미국의 

연방정부의 관리 · 운영체계는 이원화되어 있다. 즉, 대인 사회서비

스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빈곤가족한시지원제도(Temporary Assis- 

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메디케이드(Medicaid), 일반부조

(General Assistance) 등의 공공부조 관련 제도는 연방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에서 관할한다. 

한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보충적 소득부조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관련 업무는 1995년 보건복지부

(DHHS)로부터 독립한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담당하고 있다(박세경 2007).

미국의 사회보장분야 관리체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재

39) 박세경의 ʻʻ미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특성과 최근 동향: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을 중

심으로ʼʼ(보건복지포럼 2007)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ʻʻ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방안.ʼʼ(정책보고서 2008)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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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운영지침을 제공하지만, 집행과 서비스 제공은 주정부와 지방

정부에 상당부분 이전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체계 및 프

로그램 제공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

며, 주정부 및 지역단위에서 상당부분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TANF와 관련된 연방, 주,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을 

살펴보면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TANF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운영지침과 가이드라인 제시 및 관리감독의 역할을 하며,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기본적인 운영지침 하에서 상당부분 재량권을 가지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기획과 구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TANF 집행 현황 및 수준은 각 주정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

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각 주마다 다른데 대체로 주정부의 재정상

태와 경제수준이 고려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따라 연

방정부가 최소한 50~80%의 재원을 지방정부에 지원한다. 또한 각 

주는 TANF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TANF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을 지원받는다. 

한편, 주정부는 TANF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급권자 특성이나 서

비스 유형 및 이용도 등 주요 자료를 매년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하

는 식이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그러나, 실제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분담

은 사회보장, 보건, 복지에 있어서 연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

는지에 대한 두개의 이념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즉 작은 정

부가 강령인 공화당이 행정부를 장악했을 땐, 그 권한이 대거 주정

부로 이양되는 경향을 보였고, 연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추구하는 민

주당이 행정부를 장악했을 땐, 연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론적으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독립된 정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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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에 따라 업무의 중복 없이 배타적으로 사회 보장복지 및 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나, 많은 사회보장복지 예산이 연방정부에 

의해 지방으로 배분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가 완전히 독립적

이고 배타적으로 메디케이드, 어린이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나. 보건복지부 현황

사회보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중앙정부 부처는 연방 보건복지부

(DHHS)로 그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방 보건복지부(DHHS)는 

8개의 공중보건서비스 관련 부처와 3개의 사회서비스 관련기관을 

포함한 총 11개 운영부처(operating divisions)로 구성되어 있으며, 

3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다양한 범위의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대표 사업영역으로 저소득층 대상의 보건 · 복지서비

스 제공 및 재정지원, 영유아 보육서비스(Head Start) 제공, 종교단

체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약물중독 예

방 및 치료 지원, 노인서비스 제공, 질병예방 및 면역서비스 제공, 

식품 및 약물안전 관리, 의료보호(Medicare)와 의료부조(Medicaid)제

도의 관리 · 운영, 보건의료 및 사회 정책 관련 연구 추진, 의료정보 

관리 등이 포함 된다(박세경 2007). 2012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DHHS)의 총 고용규모는 약 7만 6천여 명 수준이고 예산규모는 약 

8,858억 달러로 전체 연방정부 지출의 25% 내외를 차지한다.40)

보건복지부(DHHS) 내 아동가족처(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에서는 TANF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족지

40)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www.hhs.gov/about/FY2012budget/cmsfy12cj_revi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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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실(Office of Family Assistance: OFA)은 TANF와 아동보호를 중심 

업무로 하는 부서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하는 정보관리 및 운

영 등 지원부서를 두고 있다. 아동가족처(AFC)은 지역사무소(Office 

of Regional Operations: ORO)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마다 연방정부의 지

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지역사무소를 통해 해당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정부를 관리, 감독한다. 

다. 사회보장청의 조직체계 및 현황

사회보장청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의 운영을 관장하는 하고 있

으며, 연금보험과 연계하여 제한된 의료보험 가입자의 등록, 수급자

격, 보험료의 고지와 징수 및 전산 업무를 관리한다. 2012 회계연도 

현재 연간 예산은 689억 달러이며 69,6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

다.41) 보다 구체적인 사회보장청의 조직 및 행정 관리체계는 다음

과 같다.

사회보장청은 현재 연방정부산하의 독립기관이다. 1935년 사회보

장법이 제정되면서 생성된 기관으로 주요업무는 사회보험프로그램

인 연금관리 장애 지원금 집행 및 관리, 수혜자 사망 시 유족에 대

한 지원 및 관리 등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과거 작은 정부를 지

향하는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보장국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인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로 옮겨지기도 했다. 클린턴대통령은 1994년 사회보

장청을 연방정부산하의 독립기관의 하나로 정착시켰다.

41) Social Security Budget. http://www.ssa.gov/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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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청의 본청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

와 인접한 매릴랜드 우드론에 소재한다. 미국 전지역을 10개의 지역

으로 나눠 각 지역에 지역관할 본부(Regional Office)를 두고 있다. 8

개의 신청서처리센터(Processing Center)가 있는데, 여기서 한국의 주

민등록증과 비슷한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 및 연장자 의

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신청서를 처리한다. 그다음으로 1천 3백 

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민들은 사회보장카드와 메디케

어 카드를 신청한다. 이밖에도 37개의 원격서비스(Teleservice)사무소

를 운영하고 있다. 

라. 지역본부의 역할

사회보장청은 본청의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미국을 10

개로 나눠 지역본부를 둬 각 본부장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업무

를 처리하고 있다.

1) 사회보장카드 발급

▪ 카드 이름변경

▪ 카드 재발급

▪ 비시민자에 대한 카드발급

▪ 신생아 카드 발급

2) 은퇴관련업무

▪ 은퇴신청

▪ 은퇴연금 자격확인 연금 계산

▪ 유가족 혜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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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관련 정보제공

▪ 은퇴 연금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자격확인

3) 장애자 혜택

▪ 장애혜택 신청처리

▪ 장애 자격여부 판단

▪ 장애자 혜택을 받는 동안 일하는 것에 대한 처리

▪ 장애혜택 정보 제공

4) 연장자 의료보험(메디케어)

▪ 연장자 의료보험 신청처리

▪ 본인부담금 계산 및 부과

▪ 처방조제약 혜택프로그램

▪ 메디케어 정보 제공

5) 사회보장 추가소득(Social Security Supplemental Income, SSI) 

처리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성인 

지원프로그램을 단일화시키기 위해 1974년 사회보장법의 법개정으

로 추가됐다. 이 법으로 기존의 성인지원프로그램은 폐지됐다. 사회

보장청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시민에게 SSI를 제공한다.

▪ 장애자

▪ 65세 이상 은퇴자

▪ 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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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외 운영사항

▪ 통장입금

▪ 과지급

▪ 생활비 고려해 연금조절

▪ 연금수령액 증명

▪ 각종 증명서 발급

마. 사회보험 관리운영 체계

미국은 사회보험 중 연금보험(Social Security)과 노인인구 의료보

장인 메디케어(Medicare)는 주로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저소득층 의

료보장인 메디케이드(Medicaid),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은 주정부가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 연금보험(Social Security)은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 

ministration)이 관리한다. 사회보장청 산하에는 2012년 현재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10개의 지역본부(regional offices)와 6

개의 지방서비스센터(processing centers)가 있으며, 1,260개에 달하

는 지방사무소(field offices)가 있다.42) 6개의 지방서비스센터는 연

금수급자의 개개인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수급자의 인적사

항 변동에 관한 처리기능을 수행하고, 재무부 산하의 여러 급여지급

센터에 대한 급여지급 내용의 확인, 부채 환수, 사회보장 번호의 부

여 등 수급자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수행한다. 일선기관인 지방사무

소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사회보장번호의 부여를 신청받고 개개인의 

소득기록을 확인해 주며 연금, 의료보험, 보충적 보장소득(SSI)의 신

42) Organization of Social Security: http://www.ssa.go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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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받는다. 사회보장청이 피보험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는 매년 2월말 지난해의 각 근로자에 대한 봉급, 보험료 납부 

기록을 사회보장청에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회보장청은 보험

료 징수기관인 국세청과 이 정보를 공유한다. 

노인인구 의료보장(Medicare)의 경우 전반적인 운영과 정책 결정

은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에서 담당하고 있다. CMS

는 볼티모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0개의 지역 사무소

를 운영하고 있다. 2012 회계연도 현재 연간 예산은 5,067억 달러이

다.43) CMS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며, 

특히 의료보험 수가를 결정하여, 미국 의료공급체계 전반에 큰 영향

력을 발휘한다. 또한 최근 들어 각종 의료서비스의 질 지표를 일반

인에게 공개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 선택시 

참고하게 하고 있으며, 의료공급자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사고 등을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 상승을 억제시킬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보험 관리 운영의 특징은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국

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 

stration)이 업무를 분담하면서 연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재무부

는 기금의 관리 및 현금급여의 집행을, 국세청은 보험료의 징수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관리를, 사회보장청은 피보험근로자의 관리 및 

급여의 심사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정보의 교환을 통해 분

장업무간의 연계를 이루고 있다. 사회보험의 적용 · 징수에 있어서 

43)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www.hhs.gov/about/FY2012budget/cmsfy12cj_revi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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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의 통합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조세체계

와 사회보험 시스템 간에 공통되는 업무를 통합하고 서로 고유한 

업무는 연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방하남 등 1999). 

실업보험(unemployment compensation)의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federal-state joint programs)으로 1932년 위스콘신 주

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연방정부

가 각 주정부에서 실업보험을 도입하도록 유도하였다. 실업보험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규정은 연방 노동부의 고용훈련청이 제정하며, 

대부분의 주정부가 연방의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도를 설계하

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실업보험의 운

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주정부라고 할 수 있다. 실

업보험의 경우, 미국 의회는 연방실업세법(Federal Unemployment 

Tax Act)를 제정하여, 미국 국세청으로 하여금 실업보험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방정부는 주정부

의 기금이 부족할 경우, 실업보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여

해 주는데, 이 경우는 주로 실업률이 높을 때에 해당된다.44) 

미국의 산재보험 관리는 연방정부 보다 주로 주정부의 노동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산재보험은 1911년 처음 도입되어, 1949년에 미

국의 50개 주에서 실시하게 되었으며, 연방정부의 공무원은 별도의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다. 산재보험법과 제도운영은 미국내 각 주

별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정부가 직접 기금을 마련하여 

보험사(state fund)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는 반면, 민간보험회사

에 산재보험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또, 민간기업의 경우 주

44)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 Unemployment 

Insurance Tax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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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 자가보험(self insurance)을 운영하기도 한

다(김장기 2009).

산재보험을 가장 먼저 도입한 캘리포니아 주는 1913년부터 모든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

니아 주정부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은 보험회사를 관리 감

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재보상은 산업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산하의 산재보험과(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텍사스 주를 제외

한 모든 주에서 산재보험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 주는 종업원을 별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의무조항

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근로자의 숫자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주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비영리 단체 및 종교단체, 농업 등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김장

기 2009).

이렇듯 미국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는 연방과 주정부의 역할분

담을 통해 제도별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의 기

여금인 연방사회보험료의 징수에 있어서 사회보장청과 재무부, 국

세청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바. 보험료 징수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Social Security)과 노인인

구 의료보장인 메디케어(Medicare)에 대한 보험료는 연방사회보험

료 형태로 징수된다. 징수된 연방사회보험료는 부과된 비율에 따라 

각각 연금기금인 노령 · 유족연금기금과 장애연금기금, 그리고 강제

의료보험기금인 입원보험기금으로 예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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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징수에 있어서도 연방과 주정부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

지만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기금운영은 연방에서 관리하

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징세체계와 사회보험체계를 연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와 피보험자에게 세금과 

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재무부는 보험별 기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보장청은 급여자격을 심사하여 급여의 지급을 승

인하고 급여액을 산정하고 국세청과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고, 수급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식이다.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의 제정에서 보듯 유럽

의 복지국가 모델을 본 떠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미래의 수요와 지출을 계산해,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 인

구의 급증과 평균수명의 급격한 증가,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의 노령

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장미빛 청사진을 그려놓고 각종 공식을 만든 

것이 문제였다. 그 때문에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체계 내의 여러 프로

그램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은 2036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은퇴자 의료보험제

도는 그 재원이 202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

의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재원의 고갈 시점이 훨씬 앞당겨 질 수

도 잇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주도로 운

영돼 온, 사회보장프로그램을 민간이 운영하는 대안책이 90년대 중

반 미국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BBA) of 1997)을 통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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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제시되었다. 이 법으로 두 개의 정부운영 의료보험(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이 민간 보험에 의해 위탁 경영될 수 있는 법적인 준비가 

완료됐다. 그 후 공화당 정부를 중심으로 메디케어의 폐지 방안과 사

회보장법에 속한 연금운영의 사설화 방안 등 여러 가지 시장주도의 

정부프로그램운영 방안이 제시되고 시도됐다. 1997년 이후 현재 민

영 의료보험인 매니지드 케어(Managed Care)가 주 마다 차이가 있지

만 약 30~40% 정도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위탁해 보험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경영으로 두 프로그램의 재정

상태가 향상되지 않았다는데 미국 사회보장시스템의 딜레마가 있다. 

민간회사가 엄격한 매니지드 케어(Managed Care) 전략에 따라 정부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을 해 왔는데도 정부 프로그램의 재정사태는 

악화일로인 것이다. 그 이유는 매니지드 케어회사가 설령 절약을 했

다 해도, 그 절약분은 민간보험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의 주머니에 들

어갔을 지언정,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에 재투자되지 않았다는 점

도 문제일 수 있다. 정부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문

제점으로 제시된 적도 있다. 이유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BBA of 1997

이 희망했던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그 결과, 메디케이드는 4개주

를 제외한 모든 주가 그 혜택을 20~30% 줄였다. 앞으로는 이들 프로

그램이 과거와 달리 수혜자에게 공동부담을 장제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대통령이 추진한 메디케어의 해체 및 민영화, 사회보장연금

의 민영화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의 하나인 미국노인협

회(AARP)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연금제도, 

교육지원, 영세민 복지프로그램 등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이 이제 그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파탄상태에 와 있다. 결국 수혜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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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간업계 모두 한발씩 양보해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사회

보장제도는 몇 년 후면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사회보장시스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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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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합계출산율(이하에서는 ʻ출산율ʼ로 표기)은 1960년 3.65명

에서 1976년 1.74명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출산율이 빠

르게 감소한 이유는 피임약이 보급되고, 여성들이 교육과 직장을 위

해 자녀 출산을 지연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출산율은 회복하여 2006

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까지 상승하였다. 출산율 상승의 원인

으로 10대 출산율이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었으나, 20대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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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임여성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20~24세 

여성들의 출산율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인종 ․ 민족

별로는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흑인 2.1, 아시아계 1.9, 백인계 1.86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

율 상승이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로만 설명할 수는 없

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국의 백인계 출산율(1.86)이 높은 것도 

전체 출산율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The Washington 

Post 2007.12.21일자). 

출산율은 더욱 높아져 2007년에는 2.12명로 나타났으며, 그 후에

는 다소 감소하였다. 즉, 2009년 출산율은 2.01명 그리고 2010년에

는 인구대체수준 이하인 1.93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생아수 역시 2007년 4,316,223명으로 가장 많이 태어났으며, 이 

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4,130,665명이 그리고 2010년에

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4,000,279명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Hemilton et al. 2011). 2011년에 출생아수는 2010년 대비 약 2% 

감소한 3,978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Hamilton and Sutton 2012).

2010년을 기준으로 인종, 연령, 출산순위별 출산율의 변화를 분석

해보도록 한다(Hemilton et al. 2011). 우선, 인종별 출산율을 살펴보

면, 최근의 출산율 감소는 모든 인종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히

스패닉계 여성의 경우 전년 대비 5%, 아메리카 인디언계와 알래스

카 원주민의 경우 전년 대비 4%, 비히스패닉계 흑인 여성의 경우 

전년 대비 3%, 아시아 ․ 태평양 주민과 비히스패닉계 백인 여성의 경

우 전년 대비 2%가 각각 감소하였다(Hemilton et al. 2011).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진 반

면, 40세 이상에서의 출산율이 높아졌다. 10대 출산율은 15~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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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미국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1960~2010)

단위: 명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12.03월 검색

여성 1,000명당 34.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

치이다. 20~24세의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90.0명으로 역시 역사

상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1,000명당 

108.3명으로 2009년(111.5명)에 비해 3% 감소하여 199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1,000명당 96.6명으로 

2009년(98.5명)에 비해 1% 감소하였는데, 출생아수는 다소 증가하

였다.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1,000명당 45.9명으로 2009년(46.1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 40~44세 여성의 출산율은 1967

년(10.6명) 이래로 가장 높은 1,000명당 10.2명으로 나타났다

(Hemilton et al. 2011). 

출산순위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15~44세 여성 1,000명당 첫째아 

출산율은 25.9명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30세 이하 여성에게서 첫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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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감소(15~19세 9%, 20~24세 5%, 25~29세 1%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35~39세와 45~49세 여성의 출산율은 전년 대비 동

일하게 그리고 30~34세와 40~44세 여성의 첫째아 출산율은 전년 대

비 증가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둘째아 이상 출산율 역시 모두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둘째아 출산율은 194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Hemilton et al. 2011).

혼외출산율은 15~44세 여성 1,000명당 47.7명으로 2009년(49.9명)

에 비해 4% 감소하였다. 30세 이하 여성의 혼외출산율은 감소하였

으나 30세 이상 여성의 혼외출산율은 1~3% 정도 증가하였다. 총 출

생아 중 혼외출생아 비율은 2010년 40.8%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9

년(41.0%)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1970년 전체 혼외출생아 중 

50%가 10대에서 출생하였는데, 2010년에는 그 비율이 20%로 역사

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Hemilton et al. 2011). 

나. 사망 

미국의 평균수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평균수명은 

1900~1902년 평균 49.2세에서 2003년 77.5세, 2007년 77.9세, 2009

년 78.2세로 증가하였다. 남성의 평균수명은 1900~1902년 평균 47.9

세에서 2003년 74.8세 2007년 75.4세, 2009년 75.7세로, 여성의 평균

수명은 동 기간 동안 50.7세, 80.1세, 80.4세, 80.6세로 증가하였다. 

연령별 사망수준과 사망원인 변화는 기대여명에 주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인데, 심장질환, 암, 인플루엔자, 폐렴 등으로 인한 사망률

이 감소하여 기대여명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Arias 2011). 

미국의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속

한다. 미국의 평균수명은 세계 42위이며, 이는 20년 전에 비해 1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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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주된 이유로는 미국 성인의 높은 비

만율, 인종적 편차, 부실한 의료보험체계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

선, 미국 성인의 비만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립보건

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20세 이상 미국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병

적인 비만이고, 3명 가운데 2명은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적 편차의 경우, 평균 수명이 짧은 흑인들로 인해 전체 평균수명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로 흑인들의 평

균수명은 73.3세로 백인들에 비해 5년이나 짧다. 높은 영아사망률도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6.8명으로 다른 선

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흑인들의 경우에는 

1,000명당 13.7명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미국의 현 의료보험 체계 

하에서는 많은 사람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미국의 소리 2007.09.20 일자). 

[그림 1-3-2] 성별 ․ 인종별 기대여명(1970~2007)

단위: 년도

자료: National Vital Statistic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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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에 대한 성차를 살펴보면, 1900년에서 1975년 성별 평균

수명 차이는 2세에서 7.8세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협심

증, 폐암, 흡연 등으로 인한 남성의 사망률 증가에 기인한다. 1979년

에서 2007년 평균수명에 대한 성차는 7.8세에서 5.0세로 줄어들었는

데, 이는 여성의 폐암 사망률이 높아지고 남성의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Shrestha 2006).

다음으로 인종별 기대여명을 살펴본다. 20세기 이후 백인의 기대

여명은 흑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910년 백인여성

의 평균수명은 51.5세로 흑인여성(35.0세)에 비해 16세 높았으며, 백

인남성의 경우 48.2세로 흑인남성(32.5세)에 비해 15.7세 높게 나타

났다. 백인과 흑인의 평균수명 차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감소하였는

데, 여성의 경우 1904년 17.9세에서 2003년에 4.4세, 2007년에 4.0세

로 감소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도 1904년 17.8세에서 2003년에 6.3세, 

2007년에 5.9세로 줄어들었다(Shrestha 2006). 

다. 국제이동 

19세기 미국으로의 이민은 일부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배제

(1882년 중국인 이민 금지법)를 제외하고는 개방적이었다. 20세기 

초반 이민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1900년 1,030만 명, 1910

년 1,350만 명, 1920년 1,390만 명, 1930년 1,420만 명 등으로 증가

하였으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여 

1950~1970년대에는 백만 명에도 못 미치는 이민자가 유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이민자 유입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

섰는데,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폭의 유입을 보이기 시작하

였고(장효욱 2006), 이후에도 1990년 1,980만 명, 2000년 3,0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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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520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2010년에 이민자 수는 

1990년 대비 2배인 4,000만 명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규모였다. 총

인구 중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00년 13.6%에서 1970년 4.7%

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1990년 7.9%, 2000년 10.0%, 2005년 

12.1%, 2010년 12.9%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45) 

이민자의 출신지역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에는 유럽 출신의 이

민자들이 전체의 7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그 비율

은 점차 감소하여 2010년 현재 12.1%에 불과하다. 반면, 라틴아메리

카계 이민자의 경우 1960년 9.3%에 불과하였으나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51.7%, 2010년 53.1% 등 전체 이민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아시아계 이민자들도 1960년 5.0%에서 2010년에 6배 정도 

증가한 2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3-3] 미국 내 이민자규모 및 총인구대비 비율(1850~2010)

단위: 명, %

자료: 2010년은 US Census Bureau's American Community Survey

45)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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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이민자들의 출신지역 분포(1960~2010)

단위: %

자료: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

[그림 1-3-5] 이민자들의 연령 분포(1870~2010)

단위: %

자료: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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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총인

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1870년 87.6%에서 1970년 61.7%로 감소하

였으나, 이후 2000년 82.0%, 2010년 82.6%로 증가하였다. 전체 이민

자들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70년 4%에서 

1960년 32.6%, 1970년 32.0%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그 비중

은 다소 감소하였는데, 최근 10년간 11.0~1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인구성장 

미국 인구는 1950년 이래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1950년 

1억 5,200만 명에서 2009년에는 1억 5,600만 명이 증가하였다. 미국 

통계청 추계결과에 의하면, 미국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

년경 4억 4,4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성장률은 

2050년까지 양적(+)으로 유지될 것이나, 다만 증가분은 감소할 전망

이다. 인구증가율은 1950년 1,000명당 16.5명에서 감소하여 2000년

에 들어 10명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2010년 9.7명에서 2020년 9.4명, 

2030년 8.6명, 2040년 8.0명, 2050년 7.9명으로 전망된다(Shrestha 

and Heisler 2011).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순이민율은 증가할 전망이다. 출산율은 

1950년 1,000명당 24.1명에서 2010년 13.8명까지 감소하고, 2030년 

13.0명, 2040년 13.0명, 2050년 12.9명으로 전망된다. 순이민율은 

1950년 1,000명당 2.0명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4.1명까지 증가하고, 

이후 2010년 4.3명, 2020년 4.3명, 2030년 4.5명, 2040년 4.6명, 2050년 

4.7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Shrestha and Heisl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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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인구성장(1950~2010)

단위 : 인구 1,000명당

자료: Shrestha, L. B. and Heisler, E. J.(2011). The Changing Demographic Profile of 

the United States. 

3. 인구구조

20세기 초반 미국의 인구는 젊은 구조를 유지하였다. 이는 높은 

출산율, 영아와 아동사망률 감소, 젊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

된 이민자들의 높은 순이민율에 기인하였다. 1950년 이래로 미국은 

엄청난 인구변화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바로 인구고령화의 문

제이다. 1950년 총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불

과하였다. 이들의 비중은 2009년 12.8%까지 증가하였으며, 인구추

계결과에 의하면 2050년 20.2%까지 증가할 전망이다(Shrestha and 

Heisler 2011). 이러한 연령구조의 변화는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진입

과 이민자 추이에 기인한다. 2010년을 기준으로 베이비부머세대는 

46~64세에 해당하며, 베이비붐세대 후손(echo of the baby boom)은 

20세 전후에 해당된다. 2030년에 모든 베이비부머세대가 노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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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여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20~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0%에서 2030년 55%로 감소할 전망이다. 

고령인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1년 베이비부머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65~74세 비율이 증가할 전망이다. 베이비

부머세대 모두가 70세 이상이 되는 2034년경에는 고령인구의 대부

분은 상대적으로 젊은 65~74세로 구성될 전망이며, 베이비부머세대

가 초고령층으로 이동하면서 고령인구의 연령구조도 변화할 것이

다. 2010년 고령인구의 14% 정도가 85세 이상 인구였는데, 2050년

에는 21%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의 고령화는 주목할 

만한 일인데, 초고령층은 추가적인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Vincent and Velkoff 2010). 이민자는 향후 40년간 미국의 연령구

조를 변화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부머

의 고령층 진입은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키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된 이민자들의 유입이 인구고령화를 완화시킬 것으

로 예상된다(Vincent and Velkoff 2010).

<표 1-3-1> 연령별 인구 전망(1950~2050)

단위: 천 명, %

1950 1975 2000 2025 2050

전 체
152,272

(100.0)

215,972

(100.0)

282,171

(100.0)

357,452

(100.0)

439,010

(100.0)

 0~19
51,673

(33.9)

75,646

(35.0)

80,576

(28.6)

94,254

(26.4)

112,940

(25.7)

20~64
88,202

(57.9)

117,630

(54.5)

166,522

(59.0)

199,290

(55.8)

237,523

(54.1)

65세 이상
12,397

(8.1)

22,696

(10.5)

35,074

(12.4)

63,907

(17.9)

88,547

(20.2)

자료: U.S. Census Bureau.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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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 노인인구의 연령구조 전망(2010~2050)

단위: 세, 년도

주: 선은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가장 많을 때의 시점임. 

자료: U.S. Census Bureau. 2008. 

1950년 인구는 152백만 명으로 상대적으로 젊고 인구피라미드는 

크리스마스 트리형이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5세 

이하 아동으로서 전체의 10.8%를 차지하였다. 2000년 인구피라미드

는 전형적으로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다. 출산율 저하로 피

라미드의 아랫부분이 줄어들고 평균수명 연장으로 윗부분이 증가하

[그림 1-3-8] 인구 구조 변화(1950, 2000, 2050)

자료: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 Base(IDB), 

http://www.census./ipc/www/idb/countr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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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결과적으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5세 이하 아동은 

총인구 중 6.8%에 불과하다. 2050년 인구 피라미드는 크리스마스 트

리형이라기보다 점차 직사각형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80세 이

상의 초고령 인구는 총인구 중 7.4%를 차지할 것이며, 베이비붐세대

로 인하여 인구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Shrestha and 

Heisler 2011).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의 잠재적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데,46) 총부양비는 2010년 67에서 2050년 85로 증가하며, 노년부양

비는 2010년 22에서 2030년 35로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2030

년 이후 노년부양비는 2050년 37까지 증가할 것이며, 유소년부양비

는 2010년~2030년 45에서 48로 약간 증가한 후, 2050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1-3-9] 부양비 전망(2010~2050)

단위: %

자료: U.S. Census Bureau. 2008. 

46) 총부양비 = (20세이하 인구 + 65세이상 인구) ÷ 20~64세인구) * 100 

 노년부양비 = (65세이상 인구 ÷ 20~64세 인구) * 100

 유소년부양비 = (20세이하 인구 ÷ 20~64세 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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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구문제

미국 인구조사국(PRB)에 의하면, 미국은 안정적인 출산율 덕분에 

세계적인 경쟁 심화에도 꾸준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하

고 있다. 즉, 미국은 출산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보기 드문 나라

중 하나로 높은 출산율에 힘입어 향후에도 노동력 부족 없이 안정

적으로 고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인구대체수준에 근접한 

고출산율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파트타임 노동의 보급, 

재취업의 용이성 등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기인한다. 

물론 일부 정책도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실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대표적

인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된 정치구조

의 이중성에 기인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연방정부의 전임사항은 

외교와 군사에 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주의 권한

이 존중된다. 따라서 결혼, 가족, 출산, 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은 주

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처리할 사항이다. 따라서 주정부의 성향

에 따라 정책이 다양하게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레이건 정권이 들

어선 1980년 이후 미국사회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하는 방향으

로 움직이고 있어,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적인 정책영역에 조세를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근거와 의의가 약화된 것도 인구정책으로 연

계되는 가족정책이 미흡한 이유가 된다. 그러다가 클링턴 정부가 수

립된 이후에 미국은 1993년에 ｢가족 ․ 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을 시행되면서 최초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족정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동 법은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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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금지한 1978년의 ｢임신차별관련법(Pregnancy Discrimination Act)｣

를 발전시킨 것으로,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의 

고용거부 및 해고, 또는 승진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

러 유아와 취업 부모(특히 모친)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출산 ․육아, 가족간호 등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양친에게 보장하고, 이 권리행사에 대한 간섭, 억압, 거부, 불

이익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휴업 후 부모가 불이익을 원직

에 복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박세경 2006). 가족 ․ 의료휴가법이 

미국의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Averett 

and Whittington 2001).

국민의 대다수가 미국 사회를 ʻ자녀양육의 비용은 낮고 생활하기 

쉬운 사회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출산율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삼식 외 2005). 무엇보다도 미국의 높은 출산율 수준 유지는 이민

자인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높은 출산율에 기인한다(Sleebos 2003). 

한편, 2007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 전

문가들은 경제적 요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0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 불황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비와 양육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민자 감소도 출산율 하

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직난이 이민 감소의 원

인이라고 지적하고 출산율 감소는 경제 불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중앙일보 2011.06.17일자).

미국에서 이민자들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높은 출산율을 통하여 

인구 규모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간 각종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인구문제로서 다루어져온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

련 미국의 이민에 관한 사회적 이슈와 정책의 변천을 살펴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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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초기 이민자의 대부분은 북유럽 또는 서유럽 출신이었으나 19세

기 말~20세기 초에는 남유럽과 동유럽으로부터 이민이 급속히 증가

하였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력의 유입과 인구폭발을 우려한 미국 

국민의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1921년에 최초의 이민법(Immigration Act)

이 발표되었다. 1924년 이민법을 개정하여 남유럽이나 동유럽으로

부터의 이민을 거의 정지하면서 이민자 규모는 격감하였다(박세경 

2006).

1952년 이민 ․귀화법에서 이민자 규모와 출신국별 할당비율 기준

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계 이민자가 다소 증가하기는 하

였지만 전체 이민자 규모나 출신지역별 비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

다. 동 법의 조항 중에 불법체류자에게 피난장소를 제공한 자를 벌

금이나 투옥에서 면제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멕시코 등의 지역으로

부터 불법이민이 대량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5년 이민 ․귀화

법을 개정하여 이민 출신국별 할당과 아시아로부터 이민 차별을 철

폐하면서 아시아 국가 및 라틴아메리카로부터의 이민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다. 또한 이민 허용의 최우선순위도 고도기술자로부터 미

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으로 이동하여, 후자가 수용 이민자 

규모의 75% 정도를 차지하였다(박세경 2006).

1970년대 이후 미국 이민정책은 시장경제의 강화에 따라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이민 및 난민에 대한 이민 제한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예를 들어, 1986년에 이민개혁 ․ 조정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멕시코 등 남미부터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

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미 

미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대다수에게 합법적인 체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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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하였다. 불법이민에 대한 우려의 한편에서는 미국 경제가 국

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이민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바탕

으로 1990년에 이민법을 개정하여 이민 우선대상을 1965년 이민법

과 같이 고도 기술자로 다시 변경하였다(박세경 2006).

1993년 뉴욕시 세계무역센터 폭파사건을 계기로 국제적 테러리즘

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이민자로 인한 사회복지제도의 혼란을 종

료하며 불법이민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6년에 반테러

리즘및실효사형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자

기책임 ․ 취업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불법이민개혁및이민책임법(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등 이민 관련법이 공포되었다. 반

테러리즘및실효사형법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보석허

가 없이 구속하는 것,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형기 종료한 후 본국

에 강제 송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자기책임 ․ 취업기회조정법

에서는 1996년 8월 23일 이후 미국에(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

운데, 난민으로 입국을 허가받은 자, 미국군의 일원으로 징역에 참

가하고 있는 자, 미국에서 10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

었다.47) 불법이민개혁및이민책임법에서는 국경경비대원을 매년 

1,000명씩 5년간 증원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가 수

급자 심사 시 신청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고, 새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자는 그의 법적 지위를 확인도록 하였다. 이민자

47) 1997년과 1998년에 이루어진 개정을 통해서 연방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 

소득보장정책(Supplementary Security Income)과 푸드스템프제도(Food Stamps) 등에 

대해 1996년 8월 22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합법적 이민자의 경우 수혜 자격이 

유지될 수 있었다(박세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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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제도에 의존하여 생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인 보

증인의 소득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이민자에게 경제적 필요가 생긴 

경우 부양을 서약하는 법적문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박세경 

2006).

2005년 11월에 부시대통령이 발표한 포괄적 이민개혁 정책에 따

라 국경수비,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등이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부각

되었다. 아울러, 일시적 노동자 프로그램(고용주-외국인근로자 간 

구직구인 일치)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국민적 반발을 불러왔다. 일시

적 노동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 지위로 주민등록이 가능하나 

기간 만료 후 귀국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성장, 성실한 근로

자에게 가족부양 기회 제공, 국경수비 부담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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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제와 정부재정

❘제1절❘ 경제현황

1. 개괄

미국경제는 자본주의적 혼합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방대한 사회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국

경제는 지난 100년간 전체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고, 높은 고용수

준을 유지해 왔으며, 연구개발 및 고정자산 투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은 단일 국가로서 세계 최대의 국민경제 규모를 

갖춰, 2011년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5조 달러에 달한다. 1

인당 국내총생산(GDP)는 48,147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며, 성장률

은 1.7%이다. 물가상승률은 2011년 말 기준으로 3.0%대를 기록했으

며, 실업률은 2012년 초 8.3%로 집계되었다(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2).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국가로 2010년 기준 

3대 교역국은 캐나다, 중국, 멕시코이다. 

미국은 1990년 중후반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정보기술(IT) 산업의 

활황과 더불어, 지속적인 달러화의 약세정책, 제3국에 대한 시장개

방 압력 등을 통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평균 3% 내외의 높

은 성장률을 달성했었다. 그러나, 정보기술 산업 버블이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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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카니스탄 및 이라크와의 전쟁에 소요된 막대한 비용 부담과 더

불어, 2008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및 대형 기업들의 파

산사태를 계기로 1903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기를 겪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7년 12월부터 미국이 공식적으로 경기후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지속기간이나 그 규모면에 있

어서 1930년대의 대공황 이래 최장기이며 그 원인도 이전의 닷컴버

블이나 오일 가격의 변동성이 아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금융위

기로부터 야기되었다. 

현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에 관건이 되는 것은 주택시장의 

회복이며, 주택가격의 회복은 주택관련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가져

오며 동시에 일반소비의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

상된다. 2010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산업생산은 회복세로 전환되었

다. 전체 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08년의 –3.7%, 2009년의 –11.2%

에 비해 2010년 5.3%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전체 산업부분의 설비

가동률 또한 2010년 1월 72.3%를 기록한 이래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1년 1월과 2월에는 76%를 기록하였고, 제조업의 설비 가동률 또

한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과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증

가하고 있는데, 이는 오바마 정부의 수출확대 정책과 함께 중국의 

위안화 절상, 글로벌 경제의 회복, 미국기업에 대한 수출장려 감세

정책 등이 본격화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소비자와 투

자자의 심리도 개선되어 왔다. 또,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경기부양 조

치 등에 힘입어 소매판매가 증가하고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신용

도 또한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 및 주택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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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던 주택 시장은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수백

만 채에 이르는 압류주택 수가 줄지 않고 있어 당분간은 주택시장

의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 경제48)

가. 경제성장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미국 경제는 2010

년과 2011년 사이에 회복과 침체를 반복해서 겪었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2010년 하반기에 3%대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1년 상반

기 들어서는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업들의 재고량이 예상보다 감소하고, 민간소비가 크게 감

소했기 때문이며, 이 외에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지출이 크게 

감소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경제의 회복이 소폭에 

그치고 있는 이유로는 국제유가 급등, 일본 지진피해 영향 등 일시

적인 요인도 있지만, 여전히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높은 실업률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 소비

2010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 오던 개인소비지출은 2011년 

48) 이정선의 ʻʻ재정위기 여파 속, 미국 경제 현황 점검.ʼʼ(Kotra Executive Brief 11-016, 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1)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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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다시 부진한 상황을 보였다. 2010년 4분기에 3.6%에 달했던 

개인소비지출(PCE) 증가율이 2011년 1분기에 2.1%까지 하락하였으

며 2분기에는 0.1%에 그쳤다. 주요 소비지표 중 하나인 소매매출액

도 2010년 6월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6월에도 전

월대비 0.1% 증가에 그치는 등 판매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민간소비가 계속해서 부진한 이유는 가솔린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여력 축소와 높은 실업률의 지속, 주택시장의 부진 

지속 등으로 소비심리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쉽게 회복되지 않

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 고용(실업률)

미국의 자연실업률은 경제위기 전에는 약 5% 전후였으나, 경제위

기 후에는 7-8%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 2011년 6월 중 조사에서 실

업자들의 평균 실직 기간은 전월(39.7주) 대비 0.2주 증가한 39.9주

를 기록, 사상 최장기록을 갱신하였다. 실업의 장기화로 구직을 포

[그림 1-4-1] 미국의 실업률(1990~2012)

단위: %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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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6월 중 노동참여 인구 비율이 

64.1%까지 하락, 1984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

의 질적 개선도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 행정부는 실업률 증가의 원

인으로 일본의 지진과 유럽의 재정위기, 고유가 등 외부요인을 지목

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들어 고용증가를 견인해 오던 서비스업의 고용 증

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실업률은 2011년 6월에 9.2%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4-1]).

라. 물가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는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2011년 6월 중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동월대비 3.6% 증가

하였으며 생산자물가(PPI)는 전년 동월대비 7.0% 오르는 등 물가 상

승세가 지속되었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가 각

각 0.2%, 0.4% 하락하였는데, 이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제품

의 가격 급등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국제유가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세로 2011년 6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대비 4.4% 감소하는 등 물가상승의 주범이었던 

에너지 가격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6월 중 기대인플레이

션도 3.0%대로 유지되어, 향후 물가상승세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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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업생산

미국 전체 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08년의 –3.7%, 2009년의 –

11.2%에서, 2010년 5.3%로 개선되었으며, 전체 산업부분의 설비가

동률 또한 2010년 1월 72.3%를 기록한 이래 한동안 상승세가 이어

졌다. 하지만 2011년 2분기 들어 이러한 회복세는 크게 둔화되었다. 

2011년 2분기 산업생산의 둔화는 일본 지진피해에 따른 글로벌 공

급차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 지진피해의 영향이 본

격화된 4월 이후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은 전월대비 감소세가 지속되

었다. 2011년 4월 자동차 및 부품 생산증가율은 전월대비 3.9% 감

소, 5월에는 0.4% 감소, 6월에는 0.6%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일본 지진피해에 따른 글로벌 공급차질이 점차 정상화되

는 2011년 3분기 이후에는 산업생산이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소비둔화 가능성에 따른 재고조정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도 

산업생산 둔화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꼽히고 있는 만큼, 향후 수요 

부분의 변화가 산업생산 증가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바. 설비투자

미국 기업들의 2011년 설비투자는 꾸준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

다.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수

익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신흥시장 경기회복 가속화에 따라 해외수

요가 급증하고 있어 설비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인데, 원가

절감과 신흥시장 수요에 힘입어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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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록하고 있어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

된다. 2010년 미국기업들의 수익(profit)은 GDP의 12.5%를 기록, 통

계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또한, 금융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은행들의 기업대출에 대한 조건

이 완화되고 있고, 금리도 당분간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설비투자 관련 금융비용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 주택시장

주택가격지수의 상승 회복세는 2011년 이후 다시 하락세로 반전

되었고, 기존주택판매 및 신규주택판매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지난 3/4분기 이후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주택가격 

변동성은 신용시장채널과 대차대조표채널을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

을 미친다. 주택가격의 하락은 주택수요의 위축 및 주택금융시장의 

자산가치 악화를 초래하고 주택공급 감소와 금융전반에 걸친 신용

경색으로 대출제한을 가져왔다. 

주택가격이 언제쯤 회복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책 마련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국책 금융기관이 대출 규제를 완화해, 투

자자들이 넘쳐나는 압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고, 

이른바 ‘깡통주택(underwater house)’, 즉 주택가치보다 대출금이 많

은 주택,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 대출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고

려 중임으로,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따라 주택시장의 회복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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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외 교역

전통적으로 미국은 무역활동을 활발히 해 왔는데, 1980년대 이후

로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는 그 격차가 

더욱 커져서 현재까지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적자

는 2006년에 사상최고를 기록했고, 2009년에는 다소 회복되었으나, 

2011년 들어 다시 적자폭이 증가되었다([그림 1-4-2]). 

[그림 1-4-2] 수출 및 수입 추이(1960~2010)

단위: 10억 달러/조 달러

자료: U.S. Census Bureau

2011년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순이며, 한국은 7위에 해당한다. 미국의 가장 큰 수입대상국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순이며, 한국은 8위에 해당된다. 중국과

의 교역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수입액 뿐만 아니

라 무역 적자규모 역시 2011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품교역액(Trade in Goods) 기준으로 2011년 중, 산업용 원부자

재, 소비재, 식음료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상품 수입은 산업용 원부

자재, 자본재, 자동차 및 부품이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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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 2011년 5월 상품수지 적자

는 64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1년 말 상품과 서비스를 합한 무역

수지 적자는 558억 달러로,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 1-4-3]). 

[그림 1-4-3]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지(1960~2011)

단위: 조 달러

자료: U.S. Census Bureau

3. 경제회복을 위한 전략49)

가. 신용공급 및 금융개혁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불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신용공급 정책과 크게 관련이 있다. 미국 연

방지불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는 2000년대 초 IT 

버블이 붕괴되고,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하자 경기침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저금리정책을 쓰게 되었고, 주택 모기지 신용대출 등을 통

49) 곽수종의 ʻʻ미국경제의 회복세 전환과 출구전략.ʼʼ(SERI 경제포커스. 제333호. 삼성경

제연구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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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계신용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에도 자

금이 비교적 쉽게 대출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과도한 대출을 통한 

주택 모기지 투기가 용인되면서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

으며, 미국 경제의 유동성 공급 또한 FRB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과 통화팽창 정책으로 계속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2008년 극심한 경기침체와 대형 금융기관 등의 파산으

로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확산되었고, 수많은 주택 보유자들이 모기

지를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0년 7월, 미국 의회

는 금융개혁법안(이른바, 도드-프랭크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경

제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온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

격화 하였다. 이러한 금융개혁법안의 주된 내용은 위험관리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의 투명

한 거래와 대형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주

택구입 수요자에 대한 대출 심사도 대폭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레버리지 투자 위축 등으로 미국 금융산업의 성장속도

가 둔화되어 과거와 같은 금융산업의 고성장세는 어려울 전망이며, 

실제로 미국 GDP에서 금융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2009

년 동안 연평균 1% 포인트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년 41.8%로 

2.1%포인트 하락했다(곽수종 2011). 

나. 미국정부의 거시경제변수 전망

향후 미국의 경제가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은 최근 미국 예산관리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의 정부재정추계에서 고려한 거시변수에 대한 추정을 통해 어느 정

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예산관리처에서 재정추계에 반영한 거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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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은 경상GDP성장률, 실업률, 이자율, 각종 의무적 지출급여의 

인상률 등이며, 이들 변수에 대한 2021년까지의 구체적인 전망은 다

음과 같다. 

먼저, 미 예산관리처는 경상GDP 성장률이 2014년에 6.1% 까지 

성장하고 2015년부터 다소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4%중반으로 수

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1.7%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7년 이후 부터는 2.1%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

다. 경제위기 이후 높아진 실업률은 2010년 9.8%로 최고치를 기록

하다가 2015년 6.1%, 2018년 5.3%로 감소한 후, 이 수준을 계속 유

지할 것으로 내다 봤다.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자

율은 10년 만기 미국채(Treasury Bill, T-Bill) 이자율을 적용하였는

데, 2010년 3.4%수준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7년 5.3%가 된 이후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의무적 지

출에 해당하는 주요 급여의 인상수준은 급여종류별로 다른 전망을 

하고 있다. 미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social security, 제대군인연

금(veterans retirement), 공무원연금은 2010년과 2011년에는 급여가 

동결되고 2012년부터 0.9%인상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16년부터는 

매년 2.1%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 재정건전성 제고 필요성

미국 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수와 지출의 균형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2011년부터 세수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실업률 보험제도와 같은 특정소득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축소함으

로써 재정지출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1년 미국 정부

의 세수는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징수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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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에 힘입어 2009년 세수보다 1,23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었다. 또한,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재정

건전성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2011년 3월 현재 46개 주정부 

예산안 가운데 85%에 달하는 39개 주 정부가 2012년까지 전년대비 

8.1%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최근 미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2012년 

말, 미국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

망했다. 또, 2012 회계연도 말에, 총 연방재정적자 규모가 16조4천억

원에 달할 것이며,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과 거의 동일한 액수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50) 이와 더불어, 일반 시민들이 

구입한 각종 정부채를 제외한 공공부채 규모만도 2012년도 말에는 국

내총생산(GDP)의 6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

전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을 반증하고 있다. 

❘제2절❘ 미국 정부재정 현황

1. 시기별 미국 정부재정51)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현황 추이와 그 주된 원인을 찾아보

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1960년에서 1974년까지는 베

트남전, 의료보험 도입 등으로 정부지출이 증가되었으나, 세입도 함

께 증가되었던 시기로,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지만, 그 규모는 작았던 

50) http://www.cbo.gov/publication/22061

51) 기획재정부의 2012년도 보도참고자료, ʻʻ미국 재정적자 동향 및 시사점ʼʼ을 요약, 정

리하여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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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전 수행 등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액

은 전체 정부지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여, 1960년에 481억 달러로 

52% 수준이었고, 1972년에는 817억 달러로 약 42%에 달했다. 또한 

이 시기에 존슨 대통령의 ʻ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ʼ 건설 방침

에 따라 Medicare(고령자 대상)와 Medicaid(저소득층 대상) 등 의료

보험이 도입되었으나, 당시 지출수준은 크지 않았다. 1974년 기준으

로 Medicare(96.4억 달러)와 Medicaid(58.2억 달러)에 대한 지출은 

전체 정부지출(2,694억 달러)의 5% 수준을 차지했다.

장기간 지속된 베트남전, 1965년의 의료보험(Medicare와 Medicaid) 

도입 등으로 세출이 점차 증가되었으나, 전후 호황기로 인해 세입도 

함께 증가하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는 평균 0.9%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재정수입은 전후 호황기를 배경으로 세입이 안정적으

로 증가하여, ʼ70년 GDP 대비 수입은 19.7%를 기록했다. 다만, 1차 

오일쇼크로 ʼ70년대초 GDP 대비 수입이 다소 감소하였다. 

이 시기 재정적자는 수입과 지출이 함께 증가하면서 재정적자는 

GDP 대비 평균 0.9%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베트남전 및 1차 오일

쇼크로 인해 3개 년도에는 2%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1968년에는 252억 달러(2.9%), 1971년 230억 달러(2.1%), 1972년 234억 

달러(2.0%)이었으며, 1974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는 33.6% 수

준이었다.

1975년부터 1993년까지는 미국이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한 시

기였다. 이 기간에는 경기악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조치로 수입

이 감소하고, 국방비 ․ 사회보장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급

증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는 평균 3.7%로 상승하였으며, 1993년에

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66.1%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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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의 수입측면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레이건 행정부의 대

규모 감세조치로 GDP 대비 수입이 17%대로 하락하였다. 레이건 행

정부는 제2차 오일쇼크 및 연준(P. Volker의장)의 강력한 긴축정책 

실시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조치를 

실시했다. 반면에 지출측면에서는 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이 급증한 

가운데, 미소간 냉전, 걸프전 등으로 국방비도 함께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1975~1993년간 Medicare(고령자)와 Medicaid(저소득

층)에 대한 지출은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Medicare에 대한 지출은 

1975년 129억 달러에서 1993년 1.3조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Medicaid에 대한 지출 역시 동기간 동안 68억 달러에서 758억 달러

로 급증하였다.

베트남전 종전 이후에도 미국과 구소련간의 냉전 지속, 걸프전 등

으로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큰 폭

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로 상승하였으며, 1982

년 재정적자가 1,280억 달러를 돌파한 후,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적자가 1천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미국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자, 이후 클린턴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1994년부터 2001

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클린턴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개혁정책과 

IT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호황을 배경으로 GDP 대비 0.1% 수준의 

재정적자로 균형재정을 달성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

개혁정책과 경기호황으로 인해 수입이 지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

던 시기이다. 그 결과 2001년 GDP 대비 국가부채는 56.4%로 감소

하였다. 

이 시기에 재정수입은 IT 분야 등의 경기회복과 클린턴 행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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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조치로 2000년 GDP 대비 수입이 20.6%까지 상승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취임 첫해인 1994년 재정적자가 2,032억 달러에 달하자 증

세를 포함한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부지출측면에서는 

PAYGO(pay-as-you-go) 원칙을 실시하였는데, PAYGO는 의무적 지

출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감세를 실시하는 경우, 세출 증가(혹은 세입 

감소)에 상응하는 증세(혹은 세출 삭감)가 동일연도 내에 이루어지도

록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94~2001년간 정부지출은 

27.4% 증가에 그치게 되었다. 그러나, 동기간 중 Medicare와 Medicaid 

등 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은 52.9% 증가하였으며, 국방비는 8.2% 상

승하였다. 

이 시기에는 결과적으로 재정지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정부 수입

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재정수지가 개선되었다. 특히, 1998~2001년

(4년간)에는 전후 최초로 4년 연속 재정흑자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재정흑자의 규모는 1998년 693억 달러, 1999년 1,256억 달러, 2000

년 2,362억 달러, 2001년 1,282억 달러에 달했다. 

클린턴 정부시절 기록했던 정부재정의 흑자는 끝이 나고, 그 후 

다시 급속한 재정악화 시기를 맞이하였다. 2002년 이후 IT버블 붕괴

와 글로벌 경제위기,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조치,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는 

평균 4.0%로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93.2%로 상

승하였다.

정부수입은 IT 버블붕괴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Bush tax cuts)으로 인해 감소되었다. 감세정책은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율, 배당소득세율, 상속세 등의 인하, 부부합

산과세 경감,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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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경제위기로 GDP 대비 수입이 14%대로 감소했다. 글로벌 경제위

기로 부시 행정부의 감세조치가 2년간 연장(2012년 종료)되면서 

2011년 수입은 GDP 대비 14.4%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지출측면에서는 9.11 테러와 이라크 ․ 아프간 전쟁으로 인해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침체로 의료보험 지출도 함께 증가해 

왔다. 2002~2010년간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 아프간 전쟁으로 국방

비 지출이 약 두 배로 증가했다. 국방비 지출은 2002년 3,485억 달

러에서 2011년 6,936억 달러로 증가했고, 경기침체로 의료보험, 소

득보조 등 분야의 지출도 급증했다. 

Medicare에 대한 지출은 2002년 2.3조 달러에서 2010년 4.5조 달

러로 늘어났고, Medicaid 지출 역시 2002년 1.5조 달러에서 2010년 

2.7조 달러로 늘어났다. 소득보조 역시 2002년 3.1조 달러 수준에서 

2010년 6.2조 달러로 늘어났다.

즉, 2002년 이후부터 약 10년간 미국정부의 재정은 경제위기로 

수입이 급감하고,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

가 평균 4.0%로 악화되었고, 특히, 2009~2011년(3년)동안 재정적자

가 4조 달러로 전체 국가부채의 약 1/4을 차지할 만큼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2.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 현황

가.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와 순운영비

최근 5년간 미국의 재정적자는 2007년 1,630억 달러에서 2011년 

1조 2,99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의 순운영비(net operating 

cost)역시 2007년 2760억 달러에서 2010년 2조 800억 달러,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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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미국정부의 재정적자와 순운영비

단위: 10억 달러

자료: 2011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1조 3120억 달러로 급증하였다([그림 1-4-4]).

백악관은 2011 회계연도(2010.10~2011.9)에도 세수는 2.2조 달러, 

지출은 3.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가채무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역수지 역시 

적자가 지속되어 미국은 이른바 ʻ쌍둥이 적자ʼ를 기록하고 있는 상

황이다. 미국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해소 및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8년 2천억 달러에서 2008년 5천억 달러로 증가하던 재정적자가 

금융위기를 겪고 난 직후, 2009년에는 1조 4천억 달러로 크게 증가

하여, 연간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나. 재정수입규모 및 세입전망

최근 5년간 미국 정부의 재정수입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7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재정수입에 가장 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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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개인소득세 수입이 감소함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수입 역시 

감소되었다. 

미국정부의 세입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관련보험료(사

회보장세), 소비세, 상속 및 증여세, 관세,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향후 개인소득세가 현재보다 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고, 법인세 또한 현재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사회보장관련 보험료(사회보장세)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또, 전체 세입은 향후 10년 동안 123% 증가하고, 개인소득세는 

167%, 법인세 160% 그리고 사회보장관련 보험료(사회보장세)는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1-4-5] 연도별 정부 재정수입의 수입원별 비중(2007~2011)

단위: 10억 달러

자료: 2011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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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의 장기재정 전망52)

OMB는 정부재정에 대한 장기전망을 발표하고 있으며, 총 13개의 

각기 다른 시나리오별로 추계하고 있다. 먼저, 2080년을 기준으로 

정부 부채규모를 가장 크게 만드는 시나리오는 무엇보다 보건의료

지출이 과거추세와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 1로 

GDP 대비 국가부채가 2030년 92.8%, 2050년 179.2%, 2080년 494.6%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높게 국가 부채

규모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생산성 증가율을 낮

게 책정하는 경우로, GDP 대비 국가부채가 2030년에 106.2%, 2050년 

198.6%, 2080년 384.8%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보험 지출 증가로 인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국가채무는 2021년 GDP의 127.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적자는 GDP의 6%로 2007년 재정적자 비율

의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연금 및 의료보험 지출은 GDP의 10%(2011년) 수준에서 16%(2035

년)로 증가하고, 은퇴연금(social security)은 2015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림 1-4-6]은 미국 재무성이 1980년 이후 미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관계 및 부문별 지출비중에 대한 실적과 2080년까지의 예

상치를 추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0년 최고치에 달했던 재정

적자는 2020년경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추정되나, 그 이후로는 다

시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52) 원종욱 등의 ʻʻ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ʼ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의 내

용을 요약�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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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 정부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존 자료와 향후 전망

단위: % of GDP

자료: U.S. Department of Treasury. 2011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라. 주요급여 대상자 추계

OMB는 또한 주요 13개 급여의 급여대상자를 추계하였는데 대상

자수로는 메디케어가 가장 많아 연인원 1억 7,039만 명이고, 그 다음

으로 메디케이드로 5,934만 명, social security(OASDI)가 5,293만 명

으로 세 번째로 대상자수가 많다. 2021년까지 수급자증가율이 가장 

높은 제도는 메디케이드/주정부저소득아동건강보험 제도로 향후 10

년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제도는 social security(OASDI)로 향후 10년간 3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Supplement Nutrition Assistance Program(과거 

Food Stamp)은 수급자가 -2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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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국의 재정정책 개혁과 재정건전화 

방안53)

1. 미국의 재정개혁 정책

미국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대규모 재

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다. 특히, 대규모 

재정적자 시기에 미국정부를 운영하던 부시(George H.W. Bush) 행

정부는 예산통제법(Budget Enforcement Act of 1990)을 통해 지출상

한제, PAYGO 원칙 등을 도입했다. 지출상한제는 재량지출에 입각

하여, 분야별로 5년간의 지출상한을 정하고, 초과시 해당 분야 지출

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제도이다.

PAYGO 원칙은 의무적 지출 항목에 대한 지출증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출증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조세수입의 증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

를 거두었다. 그러나, PAYGO 원칙은 2003년 들어 부시(George W. 

Bush) 정부가 감세조치를 시행하면서,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미국 

정부의 재정은 다시 대규모 적자를 겪게 되었고, 결국 야당인 민주

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된 후, 2007년 말 의회 규칙 등으로 재도입 

되었다.54)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균형재정을 이루었던 클린턴 행정부는 포

53) 본 절의 내용은 이윤숙의 ʻʻ미국 新재정정책의 영향과 전망.ʼʼ(해외경제정보 제 2010- 

51호 2010년)과 이동원의 ʻʻ미국의 위상을 위협하는 재정적자: 원인과 해소 전망.ʼʼ

(SERI 경제포커스. 제340호. 삼성경제연구소 2011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재구

성한 것임.

54) Kogan, R.(2007-01-12). "The New Pay-As-You-Go Rule In The House Of Repre- 

sentatives By Richard Kogan". Cbpp.org. http://www.cbpp.org/1-12-07bud. htm. Retrieved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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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OBRA 

1993)과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 of 1997; BBA of 1997)을 

통해 지출삭감과 균형재정 달성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연방정

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까지도 균형재정 달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포

괄예산조정법을 통해 증세와 지출삭감을, 균형예산법을 통해 감세

와 대규모 지출삭감을 통한 균형재정 달성을 추진하였다.

2. 쌍둥이 적자의 원인과 해소방안

미국은 오랫동안 정부의 재정수지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도 적자

를 기록해 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데, 미국

경제의 쌍둥이 적자 현상은 미국과 주요 교역상대국간 경기변동의 

차이와 저축-투자간 격차 및 재정정책의 변화로 야기된 대내외적 불

균형이 심화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된다. 쌍둥이 적자는 미국경

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그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경기회복, 

국방비 절감, 재정 개선방식에 대한 개혁 등이 논의되어 왔다. 

먼저, 1980년대 미국의 재정 악화는 경기불황, 국방비 증액, 대규

모 감세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으며, 이를 해소하는데 10

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앞서 언급된 PAYGO 원칙과 클린턴 

행정부의 균형재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달러화 평가절하를 통

한 경상수지 적자 해소,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국방비 삭감 등의 노력

이 쌍둥이 적자를 완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의 쌍둥이 적자는 1980년대의 쌍둥이 

적자와 원인은 유사하지만 해소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한다. 먼저, 

중국의 군비증강을 견제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을 계속하기 위



133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해서는 국방비를 절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경제 회

복을 통한 세입 증가도 당분간 실현이 어려울 전망인데, 그 이유는 

1990년대 미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IT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재정적자 누적의 가

장 큰 원인인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지출 삭감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동원 2011). 

3. 신 재정정책

오바마 정부에서 발표된 신 재정정책은 부시 감세법의 시한을 연

장하고, 사회보장세율을 인하하며, 장기 실업수당의 지급시한을 연

장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가속감사상각을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고 있다. 총 8,578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신 재정정책은 

2011년 중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연방 지불준비이

사회의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신 재정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로 재정건전화가 지연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이윤숙 2010).

현 오바마 정부는 신 재정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 재정정책의 효과가 2009년에 시행된 미국경기부양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ARRA에 의해 2010년 중 

GDP가 4.1% 상승하고, 실업률은 1.8% 하락하였으며, 330만 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최고치 기준)했는데, 이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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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이 새로운 재정지출이 아닌 기존의 감세 조치를 연장한 데

다 승수효과가 낮은 세율인하 항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

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신 재정정책은 2011~2020년까지 재정적자를 총 8,578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중 7,214억 달러

는 세수감소로 인해, 나머지 1,364억 달러는 재정지출의 확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연도별로는 2011~2013년(9,169억 달러)에 집중되

었다. 또, 신 재정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로 재정건전화가 

지연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재정악화 시기에 정권을 이어받은 오바마 행정부

는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고자 2011년 8월에 예산통제법을 통해 재

정적자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년 11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합동위원회(일명 super committee)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2012

년 대통령 선거에서 고용문제와 함께 재정적자 감축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4. 시사점 및 결론

그동안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및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

치적 합의와 집권당의 리더쉽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크게 

발생했던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철학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합의하여 재정개혁을 이루었다.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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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를 감축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임기간 동안 일관되

게 유지하여 재정흑자를 실현했다. 특히,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인상, 사회보장세 징수대상 소득 확대 등 증세를 실시하였다

(기획재정부 2012). 

그러나, 현재 미국은 재정지출 삭감과 국가 채무의 법적 한도 인

상 등에 관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

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개혁 등을 위해 소요될 재정지출에 

대해서도 찬반의견이 엇갈려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단

기간에 결실을 맺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이동원 2011).

두 번째로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정부수입

을 늘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

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수입의 감소로 인해 재정적자가 확대된 경

우가 많았다.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가 급증한 시기는 오일쇼크, 또

는 IT 버블 붕괴 등으로 경기침체를 겪은 시기와 일치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대규모 재정적자를 겪은 시

기인 1975년~1993년 동안은 오일쇼크 등으로 경기가 불황이었으며, 

급속한 재정악화 시기(2002~현재) 역시 IT 버블 붕괴 후 경제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다. 또, 고용

부진 등 경제상황의 불확실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 등의 재정지원은 재정건전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박현수 2010). 

미국의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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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에 힘쓰는 한편, 장기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수입은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지출을 관리하는데도 주력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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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소득분배와 사회보장재정

❘제1절❘ 소득분배 현황

1. 소득분배 수준

일반적으로 미국은 소득 불평등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상무부와, 미의회예산국(CBO), 국세청(IRS)의 자료에 따

르면 1970년대 후반부터 가구간 소득 불평등이 크게 증가해 왔다고 

한다. 근로자의 성별 불평등은 1953년부터 크게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11년 CBO의 보고서에 따르면 1979

년에서 2007년 사이에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은 약 275% 

증가했다고 한다. 반면 하위 80%의 가구는 현재 미국 전체 소득의 

절반 이하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Federal Reserve Board 2011;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1).

2007년 현재 미국은 지니 계수가 37.8로 산업화된 국가들 중 소

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중의 하나로 OECD 회원국가 34개국 

중 31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중요성 인식에 

대해 학자들과 관계자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보수진영에서는 교육

수준과 숙련된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 불평등 심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수의 사회과학자들은 보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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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들과 공공정책이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소득불평

등은 경제적인 기회 불충분이나 계층간 이동의 부적절 및 기회 자

체 감소의 원인으로 받아 들여진다(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1). 

2. 빈곤인구 현황

2010년 현재 미국인 6명 중 1명은 빈곤상태라는 보고서가 발표되

었다. 특히 미국의 빈곤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빈곤 인구도 급

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인구통계국이 발표한 바

에 따르면 2010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을 벌어들인 ʻ빈곤층ʼ 

가구의 비율이 15.1%로 전년(14.3%)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이

는 지난 1993년(15.1%)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림 

1-5-1]).

[그림 1-5-1] 빈곤층 인구수와 빈곤율(1959~2010)

단위: 백만 명, %

자료: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1960 to 2011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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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Persons in family/household)

빈곤선

(Poverty guidelines)

1 11,170 

2 15,130

3 19,090

4 23,050

5 27,010

6 30,970

7 34,930

8 38,890

가구원 수가 8명 초과시 1인당 3,960달러가 추가됨.

인구 숫자로 따졌을 때 2010년 빈곤층은 4,620만 명으로, 2009년

(4,360만 명)보다 260만 명 늘었다. 수적으로는 지난 1959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52년 만에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미국의 전체인구는 3

억 8,790만 명으로, 거의 6명 중 1명꼴로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셈이

다. 2012년 현재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빈곤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기준은 세전 현금소득으로 4인 가구는 2만 3,050

달러, 2인 가구는 1만 5,130달러, 1인 가구는 1만 1,170달러 등이다

(<표 1-5-1>). 

<표 1-5-1> 보건복지부 빈곤선 기준(2012)

단위: 명, 달러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주: 하와이와 알래스카주 제외

이처럼, 미국에서 빈곤율은 높아가는 한편, 가구당 평균수입은 감

소하고 있다. 이번 미국 인구통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미

국 가구의 평균소득은 4만 9,445달러로 이는 2009년에 비해 2.3% 

감소한 것으로, 1997년 이후 미국인 가구 평균소득이 5만 달러 아래

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며, 의료보험이 없는 국민도 약 4,9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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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영토가 넓기 때문에 지역별로 빈곤층의 비율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각 주별로 살펴보면, 미시시피주가 빈곤율이 22.7%로 

가장 높고, 루이지애나, 워싱턴 DC, 조지아, 뉴멕시코, 애리조나주 등

이 뒤를 잇고 있다. 빈곤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6.6%인 뉴햄프셔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간의 소득격차 또한 계속되고 있어서, 흑인의 빈곤

율이 27.4%, 히스패닉은 26.6%에 달했다(U.S. Census Bureau 2011).

3. 소득 불평등의 심화

최근 미국 의회의 공동 경제 위원회(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2010)은 소득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주

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미국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러

한 현상이 경제위기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0년의 3년 동안 빈곤율은 1980

년대 초반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실업률 또한 2년 연속 

9%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빈곤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단적으

로 보여준다. 

또한, 고소득 계층으로의 부의 편중 현상 역시 심화되었다. 상위 

10%의 부유층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1980년 43.5%

에서 2008년 48.2%로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특히 상위 1%의 부유층

이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1980년과 2008년 사이에, 상위 1%가 차지한 부는 10%에서 21.0%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 중 하나임을 반증한다(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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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미국경제가 큰 불황을 겪는 동안,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줄어들면서 2007년과 2008년 사이에는 소득 불평등이 다소 

줄어들기도 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의 감소는 일

시적 현상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득 불평등은 앞으로도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2001년 경기

불황 시기에, 상위 10% 부유층이 미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총 소득

의 비중은 2000년 47.6%에서 2002년 43.8%로 3.8% 포인트 감소했

었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은 다시 증가하

였고, 2008년 경제위기 직전에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 즉, 

경제 불황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은 단기간에 그치며, 장기

적인 추세를 되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의 편중이 점점 더 심해지는 동안, 중산층의 상대적 소득수준은 

더욱 하락하였다. 1967~2008년 사이에, 상위 20%의 소득은 70,600 

[그림 1-5-2] 계층별 평균 가구소득(1967~2008)

단위: 달러

자료: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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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증가한 반면, 중산층의 소득은 10,200달러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림 1-5-2]). 

Bush 대통령 시기는 특히 중산층에게 힘든 시기였다. Clinton 대통

령 정부 때랑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1990년대의 경제 회복기 동

안, 중산층의 소득은 정상적인 페이스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2000년

대 Bush 정권 하에서, 경기회복기에도 고용이 증가하지 않아 중산층

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결코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

복되지 못하고 있다. 

3. 소득 불평등과 거시경제

소득불평등은 미국이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두 시기, 즉 

1930년대의 대공황기와 2007년 이후 경제위기, 직전에 최고에 달했

었다(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2010). 주식시장의 버

블이 터지던 1928년에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은 미국전체의 49.3%

를 차지했었고, 그로부터 80년 후인 2007년 미국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은 미국 전체의 49.7%에 달했다([그림 1-5-3]).

극심한 소득불평등은 경제를 악화시켜 경제를 침체에 빠지게 하

였다. 2007년 이후 경제위기의 경우, 소득불평등은 두 가지 방법으

로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첫째는, 정체된 중산층의 소득이 

신용대출 수요를 증가시켰고, 이는 결국 오래 유지될 수 없는 버블

현상을 부채질했다. 둘째는, 최상위 부유층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모았다. 은행 규제완화는 외

국 금융 기구가 성장하게 하였고, 중산층 가구의 몰락은 경기 후퇴

를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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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 소득불평등과 경제위기 시기

단위: %

자료: 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침체된 중산층의 소득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용

대출 수요를 창출했는데, IMF의 수석 경제학자였던 Raghuram 

Rajan은 미국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을 비난하는 

대신 정책 입안자들이 저소득층의 지출 특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거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로, 소득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에, 가계 부채도 크게 

증가하였다. 

중산층 가구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대출은 크게 늘

어나면서 총 부채상환비율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다. 중하위 계층 가구에 대한 신용 확대는 소비증가를 가져와 2000

년대 초반의 경제 성장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나, 이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아울러, 부담능력이 없는 중하위 계층에 대한 과

도한 신용공급은 결국 미국 주택시장의 붕괴를 가져온 한편, 쉬운 

대출 기준과 함께 각종 금융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최상위층 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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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새로운 투자상품의 개발과 국제적인 금융 산업의 성장을 

가져왔다. 또한, 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는 이러한 사행행위를 부추기

게 되었고, 결국 미국 경제 붕괴를 촉발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2010).

❘제2절❘ 소득분배 관련 정책

1. 공공부조제도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보충적 소득보

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빈곤가정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푸드 스템프(Food Stamps), 

메디케이드(Medicaid),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GA) 등이 있다. 

미국의 공공부조는 노인, 장애인, 아동과 그 가족 등을 주 대상으

로 하는 범주적 공공부조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

은 최근에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주거급여제도 또한 공공부

조의 영역 안에 포함되나, 기존의 프로그램들과는 다른 행정체계와 

전달체계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저소득층 대상 공공부조제도는 근로능력이 있

는 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엄격히 구분하며, 그에 따라 보장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소득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뉜다. 하나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혹은 근로능력상실자에 해당하는 고령자와 장애

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소득보장(SSI) 프로그램이며, 다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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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가정과 그에 속한 

아동을 지원하는 빈곤가정일시부조(TANF) 프로그램이다. 이 두 프

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

고 그 인과성에서 차이가 나고, 그러한 차별성으로 인해 지원 프로

그램의 내용과 수준뿐 아니라 급여의 한시성과 자격조건도 달라지

게 된다(이현주 외 2003).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아동부양

세대 보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는 공공

부조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형태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중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현금부조를 지급하는 제

도였는데, 그 재정의 상당부분은(약 5.5%) 중앙정부에서 지출되었

다. 그에 따라 중앙정부는 AFDC를 운영하는 각 주정부에 대해 수

급자격과 급여액의 결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를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AFDC는 근로의욕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평가

가 있었고, 1990년대 초반 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공

공부조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

성이 증대되었다. 그 결과, 종래에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각 주에

서 실시되었던 AFDC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재정과 행정적 권한이 

새로운 현금지원프로그램인 TANF 하에서는 대폭 주정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게 되었다(이석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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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세제 활용55)

가. 미국의 EITC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

득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

장 제도이다. 미국에서 EITC를 도입한 목적은 저소득 근로계층이 부

담하고 있는 사회보장세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였다. 소득의 일정수준

까지 면세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하에서는 저소득층이 소득

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반면, 사회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세

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에도 일괄적으로 부과되었기 때문

에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세 부담은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에 카터

정부는 사회보장세제에 면세점을 설정하는 대신, 이미 부담한 사회보

장세를 조세감면법을 통해 환급해 주는 형태로 1975년에 EITC를 도

입하였으며, 이후 제도적 보완을 거듭하여 왔다(박능후 2005). 

EITC에서 말하는 근로소득(earned income)은 피용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금(wages), 급여

(salaries), 팁(tips), 자영소득(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저임금근로자와 저소득자영업자가 주된 대상

이 된다. 

나. 급여구조와 급여수준 변화

초기에 EITC는 부양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해 4,000달러 이하의 

55) 박능후의 ʻʻ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ʼʼ(국제노동브리프 

2005)와 송헌재, 전영준의 ʻʻ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ʼʼ(한국조세연구원 2011)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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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환급액을 지급하고, 4,000달

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만큼 공제액을 감액하여 지급

하였으며, 소득이 8,000달러에 이르게 되면 환급액은 0이 되었다. 

따라서 초기 EITC에는 점증구간(phase-in)과 점감구간(phase-out)만

이 존재하였다(박능후 2005).

이러한 EITC는 수급자들의 소득보전과 근로동기 제고에 효과적

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때마침 기존에 시범실시 되었던 부의소득

세제(negative income tax)의 단점들이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방법으로 부의소득세제 대신 

EITC 제도를 채택하였다. 또, 1978년 법개정으로 점증구간과 점감

구간 사이에 평탄구간(plateau)을 만들었다. 평탄구간은 소득의 증가

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환급액이 증가하지 않고 점증구간의 끝점에

서 받는 최고의 급여액이 지속되는 소득구간이다. 1978년 이후 점증

구간 ․평탄구간 ․ 점감구간으로 구성되는 기본구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각 구간의 임계치와 점증구간에서의 급여증가율, 점감구간

에서의 급여감소율은 계속 변화되어 왔다.

1991년부터 EITC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보다 유리한 소득보전을 

행하기 위해서 자녀수에 따라 각 구간의 임계치와 급여증가율 및 

급여감소율을 달리 적용하게 되었다. 1994년부터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EITC를 적용하게 되었으나, 자녀를 가진 가구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환급률을 적용함으로써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

고 있다. 이는 아동수당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이 이에 갈음하

여 EITC를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소득보전을 행하고자 하는 의도

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것은 EITC가 단순히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보전 외에 제도 설계여하에 따라서는 아동수당의 대체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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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결혼여부 및 부양아동수에 따른 EITC(2011년)

단위: 달러

자료: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현재 EITC는 아동이 없는 가구에

도 지급되며, 최대 3명의 아동에 대해 아동수를 고려하여 급여수준

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부별도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에 비해 부부합산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좀 더 많은 혜택을 부

여하고 있다. 최대급여액은 부양아동이 없는 경우 연간 464달러, 1

명의 부양아동이 있는 경우 연간 3,094달러, 2명의 부양아동이 있는 

경우 5,112달러, 3명의 부양아동이 있는 경우 5,751달러로 부양아동

의 유무에 따라 최대급여액이 현격히 차이난다. 이렇듯, EITC는 아

동 수에 따라 점증구간의 증가율과 점감구간의 감소율이 달라지며, 

구간을 가르는 소득지점도 달라진다. 다만,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 

수에 관계없이 평탄구간의 끝점은 연간소득 16,690달러이다. 아동 

수별 각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 급여증가율과 급여감소율을 정리한 

것이 위의 그림이다([그림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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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보장 재정

1. 미국 세입구조와 재정현황

미국은 연방국가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각 단계의 지방자치단

체도 세금을 징수,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의 세목으로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유산 및 증여세, 연방

정부 소비세 및 관세, 실업세, 사회보장세가 있으며, 주정부는 소득

세, 법인세, 일반판매세, 개별판매세, 유류세, 담배세, 주세 등을 부

과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 담배세, 주세와 등록세, 호텔숙박, 경마, 

공공서비스, 보험에 대한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한다. 9개 주를 제

외한 총 41개의 주에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며, 5개주를 제외하고

는 연방소득세의 과세표준소득을 과표로 활용한다. 일반 소비세는 

지방정부의 주된 세목이지만, 주류, 담배, 유류, 환경오염을 유발하

는 물질 등에 대한 소비세는 연방정부의 세목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의 일반소비세는 주정부 마다 소비세율이 다르다. 연방소비세는 휘

발유, 경유등 유류와 타이어등에 부과되는 제조업자세와 승용차, 보

트, 비행기, 모피등 사치세와 특수연료, 트럭등에 부과되는 소매세, 

전화 항공시설등에 대한 시설 및 서비스세, 총기류에 대한 세금, 도

박관련세, 보험상품세, 트럭 및 버스도로세, 보험상품세, 주세 및 담

배세, 환경세등이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도로, 공항, 운하 및 유해

물질과 석탄 및 석유누출 등에 목적세를 부과하여 기금에 포함하고 

있다. 법인세는 46개주에서 부과되는데, 13개주를 제외한 주에서 단

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최성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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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5] 2011년 미국 정부의 부처별 재정지출 비율

단위: %

자료: 2011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10년 현재, 미국 전체의 세입은 미국 중앙정부의 세입은 전체 

세입의 60%를 차지하며, 주정부 세입은 23%, 자치단체의 세입은 전

체 세입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 2011 회계연도 기준으

로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복

지와 사회보장 부문이다. 보건복지와 사회보장에 각각 24%와 21%

를 지출함으로써 총 45%의 재정이 이 두 부문에 지출되고 있다([그

림 1-5-5]). 

2. 연방보조금56)

가. 재정연방주의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미국은 기본적으로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에 근거하여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연방, 주, 지방정부가 일

56) 이재원 등의 ʻʻ사회복지분야 재정분담 적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편방향.ʼʼ(한

국지방재정학회 2007)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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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준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각종 재원이 공유되어 다양한 행정서

비스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재정의 수직적, 수

평적 형평성과 공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ʻ주 및 지방 재정지원법(The State and Local Fiscal 

Assistance Act)ʼ의 도입으로 1972년 시작되어 1987년까지 시행된 일

반재원 공유제도(General Revenue Sharing)하에서 연방정부는 주정

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정부 간 재정균등화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일반재원 공유제도에 의한 연방보조금은 주

정부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을 포함한 각종 정책들을 추

진하는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었다.

일반재정 공유제도와는 달리 특정보조금(Categorical Grants)은 보

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재정을 보조하는 것으로 특정공식보조금(Formula 

Grants)과 특정사업보조금(Project Grants)으로 구분된다. 특정공식보

조금(Formula Grants)은 미국 의회가 정해 놓은 구체적인 공식을 바

탕으로 인구, 면적, 1인당 소득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지급되며, 

도시개발, 사회보장 등 9개 영역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

반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특정사업보조금(Project Grants)

은 연방정부가 지정한 특정사업에 대하여 주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재원 2007).

나. 연방보조금의 지원방식

연방보조금은 연방의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며 연방정부는 자

원방식의 결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만 제공한다. 일반보조금은 

인구에 기초하여 배분되나, 특정보조금은 인구, 조세노력(tax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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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소득에 의해 배분하는 Three Factor Formula와 각 주별 도시

인구 규모 및 소득세 수입규모 등을 추가한 Five Factor Formula에 

의해 배분되며, 두 가지 공식 중 지원받는 정부에 유리한 공식을 적

용하여 배분한다. 주정부는 Five Factor Formula의 적용을 받고, 지

방정부의 경우 Three Factor Formula의 적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덧붙여 상원공식(Senate Formula)과 하원공식(House Formula) 역

시 적용된다. 상원공식에서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조세노력이 클

수록 1인당 교부금액이 증가하나 지역별 재정수요의 크기는 고려하

지 않는다. 반면에, 하원공식에 의하면 보조금의 17%는 조세노력에 

의해 결정되고, 추가적인 17%는 주 소득세입에 의해 결정되고 기타 

66%는 지역별 재정수요(Expenditure Demand)의 크기에 영향을 받

는다.

다. 주 정부 보조금

1) 주 정부 보조금(State Aid)과 용도

주정부 역시 해당 주 내의 지방정부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주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별구에 지원되는 Grant-In Aid

와 일반목적에 사용되는 일반지원금(General Assistance)으로 나뉜

다. 실제, 지방정부의 수입 중 주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 넘는 등 주 정부 보조금은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 100개 이상의 재정지원 프로그램 중 

10%가 일반 지원(General Purpose Assistance)이고 나머지 90%가 특

정보조금(Categorical Aid)으로 구성되는데, 보조금 용도를 살펴보면 

교육이 50%를 넘고 사회복지비가 15%내외, 고속도로 및 교통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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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내외이며 기타 보건, 치안, 환경, 주택 및 지역개발, 자원보호 환

경 등에 사용되고 있다.

2) 주 정부 보조금의 배분방식

특정보조금(Categorical Aid)은 주로 사업에 할당되며 지방정부의 

사업 의지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매칭(matching)이 적용된다.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배분방

식이 있기 때문에 카운티와 여타 지방정부간에 협력 및 갈등관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조금의 배분방식은 연방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주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일반보조금은 인구에 기초한 배분방식(Per Capita Aid)이 주로 활

용되어 배분된다. 전체 보조금 중 절반은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하

고, 나머지는 재정균등화 효과를 가미한 변수(Equalization Factor)에 

의해 배분된다. 재정균등화 변수에는 소득이외에 재산평가액이 고

려되며, 재정수요의 크기와 소득에 따라 보조금의 총액이 달라지게 

된다.

라. 소득보장과 관련된 재정분담

미국에서 소득분배 프로그램의 하나로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인 

TANF 프로그램의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해 조달되며 연방

정부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방식으로 지원한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TANF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재원비율은 각 주마다 다르다. 

TANF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연방정부가 지원한 재원은 

연방정부의 규정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각 지

역의 사업평가에 따라 TANF의 예산지원은 달라진다. 주정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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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원은 주로 주 자체 프

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연방정부는 기본적인 포괄보조금 이외에 ① 빈곤율 및 인구증가

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주, ② 일정기한 내에 사생아의 수를 감소시

키거나, ③ 성공적으로 TANF 프로그램을 운영한 주, 그리고 ④ 가

장 최근 분기동안 실업률이 6.5% 이상이거나 실업률이 이전 2년 동

안의 동일 분기 실업률보다 10%가 높은 주에 대해서 추가보조금

(supplemental grants)을 지원한다. 그 반면에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재원을 감액할 수 

있다. 

또 다른 소득분배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빈곤한 65세 이상 노인

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인 보충적 소득보장(SSI)는, 연방

정부의 규정에 따라 모든 주에서 동일한 자격기준과 급여기준이 적

용되며 그 재원은 연방정부의 일반재정에 의해 조달된다. 연방정부

의 SSI 급여와는 별도로 주정부마다 SSI 급여를 보충하기 위한 급

여 또한 제공하고 있다.

3. 사회보장관련 정부기능별 지출전망

미국의 사회보장관련 정부 기능별 지출에는 보건(Health), 메디케어

(Medicare), 소득보장(Income Security), 국민연금(Social Security), 제

대군인 급여 및 서비스(Veterans Benefits and Services) 등이 포함된다.

2010년 사회보장 관련 총지출은 2조 2,580억 달러로, 이중에서 

Social Security 31.3%, 소득보장관련지출이 27.5%, 메디케어 20%, 보

건이 16.3%, 그리고 제대군인 급여 및 서비스가 4.9%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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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관련부처로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와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이 두 부처의 총세출

예산은 1조 6,083억 달러이며 보건복지부(DHHS)가 8,541억 달러, 

그리고 사회보장청(SSA)이 7,542억 달러이다. 이 금액은 미국의 총

세출예산 3조 4,562억 달러의 46.5%를 차지한다. 2021년에 이르면 

이 비중은 49.3%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관련지출은 2021년까지 63.83%(연평균5.8%) 증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에는 보건이 16.3%에서 22.3%로 

증가하고, 메디케어는 20%에서 21.6%,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은 

27.5%에서 16%로 감소하고 Social Security는 31.3%에서 34.6%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대군인 급여 및 서비스는 

4.9%에서 5.4%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 기준

으로 사회보장과 관련 급여비 지출은 GDP의 15.5%를 차지하며 

2021년에는 1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사회보장관련 보조금57)

가.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ocial Services Block Grant, SSBG)은 주

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사회서비스정책을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그 

재원은 주정부 관할구역 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된다. 이 포괄

57) 박세경의 ʻʻ미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특성과 최근 동향: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을 중

심으로.ʼʼ(보건복지포럼 2007)와 김재경 등의 ʻʻ자활기금 사용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

안.ʼʼ(한국조세연구원 2011)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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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DHHS) 산하 아동가족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과 지역사회서비스

실(Office of Community Services, OCS)이다.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은 1970년대 중반의 사회보장법 개정을 통

해서 도입되었다. 그 이전에 주정부들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지방

비 부담을 전제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1975년도의 

법 개정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대상 범위를 보다 넓혀 주정부의 재

량을 확대하였다. 그 후, 1981년도에 미국 의회에서는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프로그램을 다시 개정하여 주정부의 재량권을 보다 확

대하였다. 그로 인해 주정부들은 이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제공 시설의 입지, 그리고 서비스

를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제공할지 아니면 민간기관에 위탁할 것

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을 도입한 목적은 첫째, 사회 의존

성을 예방, 감소시켜 경제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둘째, 취약 아동이

나 성인들이 방치, 학대, 혹은 착취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셋째, 과도한 기관(시설)위주의 요양을 줄이고, 지역사회 혹은 가족

기반 부양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이재원 등 2007).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을 관리하는 아동가족청(ACF)의 주요 업무

는 개인과 가족의 자립자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개발을 통

한 아동발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아울러 사회서비스 대상자와 일선 

서비스 공급자,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와 의

회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동가족청(ACF)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전 계획의 수립과 서

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및 통합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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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2> 연방 아동가족청(ACF)의 주요 사업 및 예산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주요사업내용 FY 2010 FY 2011 FY 2012

임의
재량
사업

▶저소득층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4,510 4,500 3,472

▶아동보육및발달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2,117 2,223 2,278

▶난민지원프로그램(Refugee and Entrant Assistance) 731 729 768

▶아동·가족서비스프로그램(Children and Family Services 
Programs)

9,313 9,519 9,908

헤드스타트(Head Start) 7,234 7,560 7,969

가출·홈리스청소년지원프로그램(Runaway & Homeless 
Youth Program)

98 98 97

지역사회금욕교육(Community-based Abstinence Education) - - -

재소자아동보호(Mentoring Children of Prisoners) 49 - -

아동학대예방(Child Abuse and Neglect Prevention) 97 94 94

아동복지서비스(Child Welfare Services and Promoting Safe 
and Stable Families)

347 359 357

독립생활교육 · 훈련바우처(Independent Living 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s)

45 45 45

입양장려금(Adoption Incentives) 40 39 39

아동건강프로그램(Childrenʼs Health Act Programs) 13 - -

발달장애지원프로그램(Developmental Disabilities) 169 169 163

원주민보호및취업프로그램(Native American 
Programs/Native Employment Works)

49 49 49

사회서비스사업(Social Services Research and 
Demonstration)

20 - -

종교단체기반지역사회위원회지원(Center for Faith-based 
Community Initiatives)

210 209 205

지역사회서비스프로그램(Community Services Programs) 773 727 732

폭력예방프로그램(Violent Crime Reduction Programs) 133 133 133

임의재량사업총예산(Sub Total) 17,333 17,235 16,489

전체
프로
그램
예산

▶아동양육비강제사업(Child Support Enforcement) 5,003 4,641 4,317

▶위탁가정및입양지원사업(Forster Care and Adoption Assistance) 7,335 6,990 7,006

▶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사업(Social Services Block Grant) 1,785 1,785 1,785

▶안정가정지원프로그램(Promoting Safe and Stable 
Families Programs)

380 380 360

▶빈곤가족한시지원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17,059 17,285 17,351

▶아동연구및기술지원서비스(Childrenʼs Research & 
Technical Assistance)

58 58 58

▶보육료지원사업(Child Care Entitlement) 2,917 2,917 2,917

필수(의무)사업총예산(Sub Total) 34,324 33,699 33,650

총사업예산 51,657 50,934 50,139

자료: http://transition.acf.hhs.gov/sites/default/files/assets/fy2012a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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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자 하는데, 주요 서비스 목록은 <표 1-5-2>와 같다.

아동가족청(ACF)은 미국의 대표적 보육프로그램인 Head Start 사

업을 주관하고, 빈곤가족 한시지원프로그램(TANF)을 연방정부 차

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가정생활 지원서비스와 결혼

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난민, 원주민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주요 사업 내

용에 담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박세경 2007).

<표 1-5-3> 연방 지역사회서비스실(OCS)의 주요 사업 및 예산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사업 영역 주요 사업 내용
예산

FY 2010 FY 2011 FY 2012

가족 서비스

(Family 

Services)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Social Services Block Grant)
1,700 1,700 1,700

자산형성(Asset Building) 24 24 20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Low-Income Families Energy Assistance)
4,510 4,501 3,472

지역사회 

서비스

(Community

Services)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Community Services Block Grant)
700 679 677

역량강화 지역사회 시범지역(Empowerment Zone 

& Enterprise Community)

농촌 지역사회 자원 기능보강 사업(Rural 

Community Facilities Development Program)
10 5 5

지역개발

(Community

Development)

지역경제발전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36 18 30

고용지원

(Employment)

저소득층 고용지원(Job Opportunities for 

Low-income Individuals Programs)
2.6 1.6

종교관련

(Faith Based)

Compassion Capital Fund 및 종교기반 지역사회 

활동 위원회 지원
208 208 204

지역사회서비스실 주요 사업 예산 7,191 7,137 6,108

자료: http://www.acf.hhs.gov/programs/oc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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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청(ACF)과 함께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 사업을 

직접적으로 관리 · 운영하고 있는 연방 지역사회서비스실(Office of 

Community Services)은 주로 가족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

개발, 고용지원 및 종교 관련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영역

별 주요 서비스 내용 및 예산 규모는 <표 1-5-3>와 같다. 예산 규모

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서비스실(OCS)의 최대사업은 저소득층에 대

한 에너지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냉방 또는 난방비 부족으로 건

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나.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재정지출계획서

주정부는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재원을 교부 받기 위해 매년 연

방정부에 재정지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원지출의 용도를 

관리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지출대상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의 지출대상으로는 입양, 독립 및 임시생

활, 사례관리, 정보관리, 급식, 법률서비스자문서비스, 성인주간보호, 

아동주간보호, 임신지원, 예방 및 간섭, 교육 및 직업훈련, 성인 및 

아동보호서비스, 고용서비스 가족계획서비스, 여가서비스, 성인 및 

아동 양육서비스 주거지원, 장애자서비스, 위험에 처한 청소년서비

스, 보건서비스, 가정서비스, 약물남용방지, 교통지원, 음식배달, 주

거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주정부는 위 항목 외에도 다섯 가

지의 포괄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ʻʻ기타ʼʼ 항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어

서, 주정부의 사업계획에 관한 재량은 넓은 편이다(이재원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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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사회서비스(Community Service) 포괄보조금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은 1981년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금법과 1998년 지역사회 기회, 책임성, 훈련과 교육서비스법(Community 

Opportunities, Accountability, and Training and Educational Services 

Act) 개정에 근거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이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은 민간 비영리기관인 지역사회행

동기관(Community Action Agencies)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기타 

탈 빈곤 프로그램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배분하고 주정부는 다시 지역사회행동기관에 할당한다. 연방정부는 

이 보조금을 빈곤율을 바탕으로 각 주별로 할당하며, 지역사회행동

기관은 지역 내 저소득 주민, 실업자, 공공부조수급자, 탈소자, 이민

자, 노숙자, 노인 등의 자활을 목적으로 취업, 공공근로, 교육, 소득

관리, 주거, 영양, 긴급서비스,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재경 외 2011). 

라.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포괄보조금

미국 주택 및 도시개발부(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관리 운영하는 포괄보조금으로 1974년 포드대통령 

시절 입법화되어 197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재정적 지원이다. 이 

보조금은 빈곤율, 인구규모 및 인구밀집도, 주택노후도, 인구성장 정

체율 등을 바탕으로 하는 계산식에 근거하여 매년 1,209개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할당된다.

연방정부가 정한 지역사회개발 포괄보조금의 용도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시민에게 편익이 되고 주거의 슬럼화 또는 퇴락의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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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그리고 기타 건강 및 안전의 위협 요소 제거와 관련된 활동이

다. 보다 구체적으로 할당되는 기준은 세부적으로 그 영역을 나누게 

되는데, 그 영역은 대도시 지역의 주택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주정

부가 운영하는) 소도시 지역사회 개발, 융자보증, 대통령 지정 재난 

회복, 슬럼화된 동네 재건, 민관합동 투자유치 프로그램, 공휴지경

제개발발의 등으로 구분된다.

이 보조금을 제공받은 주정부, 지방정부 및 기관은 반드시 보조금

이 사용될 지역의 주민에게 사업 및 성과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

고 각종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사업기간(1~3년)중 

70% 이상을 반드시 저소득층 및 중산층 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다(김재경 외 2011).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은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큰 나라이며, 특히 최근 들어 

빈곤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빈곤율이 증가된 주된 이

유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중산층의 소득은 감소

하는 대신 최상위층으로의 부의 편중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 분배의 불형평성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정부차원에서 도입해 온 각종 소득분배 정책 중 공공부조 

정책은 노인, 장애인, 아동과 그 가족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범주적 

공공부조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그러한 현상이 더 강

화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 등을 이용하여 근로빈곤층의 소

득보전과 근로동기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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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재정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복지

와 사회보장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재정이 이 두 분야에 지출되

고 있다.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에 소요되는 재정수입 및 지출관리에 

있어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책임과 권한의 공유와 아

울러, 사회보장 관련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특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부의 재분배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 특히 각종 세제제도 개편

을 통해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관계를 

확립하고, 보조금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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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 보수화 개혁의 시도와 양극화 -

❘제1절❘ 들어가는 말

이 글의 목표는 미국복지국가에서 발생한 비교적 최근 변화를 적

시하고 이를 미국복지국가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 놓고 논

의하는 것이다. 미국복지의 중대한 변화는 1990년대 일어났으며 

2000년 이후에는 획기적 변화가 별로 없다. 복지정책을 분류하는데

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미국적 특성을 관찰하면 두 종류가 있다. 이

는 <표 1-6-1>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자연금이나 주택구입 금융지원

과 같이 포괄적 복지가 있는 한편 근로장려세처럼 자산조세에 기반

하는 공적복지가 있다. 내가 지금 취급하고자 하는 1990년대 이후 

미국복지국가의 변화에서 중요한 사건은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변화이다. 현금급여 빈민정책은 1990년대 중대한 변화

를 겪었다(Blank 2002). 빈곤정책의 변화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이

루어졌다. 첫째는 아동부양가족에 대한 제도를 개혁하여 급여조건

과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는 공적 복지국가의 획기적 변

화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부모의 아동 보호권은 더 이상 시민의 

사회적 권리가 아니라 노동하지 않으면 획득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른 하나는 사적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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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세제의 확대이다. 근로장력세제는 동일하게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지만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

다. 2007년 미국복지국가는 사적복지의 비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미국의 사적 비중은 10.1%로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으며 두 번째 국가인 6.2%의 네덜란드와도 큰 차를 보인다. 한 마

디로 사적복지의 큰 비중은 미국복지국가의 핵심적 특징이다. 

<표 1-6-1> 미국사회정책의 분류

 현금이전 현물급여

 포괄적 사용자연금 주택모기지금리

 자산조사 근로장려세 권장직업세

자료: Howard 1997: table 1.1, 13.

미국은 1996년 8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 하에 중대한 빈

민정책개혁을 통과시켰다. 1996년의 빈민정책 개혁을 상징하는 

PROWRA 입법 이후 미국의 저소득 지원정책은 오늘날까지 큰 변

화없이 그 보수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까지 

의료개혁 등 자신이 공약한 복지개혁에 중대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 있다. 보수적 기조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소득불평등의 

악화에서 잘 나타난다.58) 1996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미국을 이해하는 것과 같으며 후자를 위해서는 1996년의 변화가 어

떻게 가능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두번째 주요 변화는 1990년대 일어난 사적 복지국가의 강화이다. 

사회보장이나 사회부조가 공적복지의 근간을 형성한다면 근로장려

58) PROWA 입법이 소득분포의 변화에 준 상세한 효과에 대해서는 Bitler and Hoynes 

(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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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는 의료보험과 아울러 대표적 사적 복지국가를 구성한다. 근로

장려세제의 대폭확충이다. 1996년 클린턴 정부와 의회는 근로장려

세제를 수혜대상인원과 소요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

다. 근로장려세제는 가장 논란의 대상이었던 아동을 부양하는 가족

을 지원하는 제도인 AFDC/TANF보다 많은 수의 가정에 혜택을 주

고 따라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빈곤정책이다. 이후 미국의 근

로장려세제는 근로빈민을 빈곤선에서 탈출시키는 일차적 도구로서 

부상했다. 

빈민지원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사회복지정책 영역에 머무르지 않

고 미국복지국가 나아가서는 미국의 가치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

되면서 미국정치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미국복지국가는 1990년대 

이후 거대한 변화를 경험했다. 1980년대 레이건의 보수혁명 이후 미

국복지국가는 전반적으로 뉴딜시대 만들어진 자유주의적 기초로부

터 벗어나 보수화의 길을 시작했다. 레이건 이후 G. W. H. 부시 정부

가 시도한 복지국가의 축소는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 속에서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1990년대 이후의 가장 획기적 변화가 

두 차례 있었다. 그 첫째는 ʻ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ʼ이

다. 미국과의 계약은 보수화의 원칙을 표명함으로써 향후 복지국가의 

향배를 예고했다. 1994년 공화당이 양원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하원

의장 뉴트 깅리치가 주도한 소위 ʻ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ʼ는 뉴딜복지의 철폐를 노렸다. 두 번째 변화는 1996년 8월에 

하원을 통과한 ʻ개인책임과 근로의 조화법(PRWORA)ʼ 이다. 

미국복지국가의 최근 행보는 정치적 풍향과 밀접히 관련된다. 최

근 미국정치의 기조는 진보경향이 주류이다. 2006년과 2008년 선거

결과가 말해주듯 민주당 대통령과 양원 또는 적어도 상원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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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지해왔다. 사회정책은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집권정부의 정치적 색깔은 복지국가의 성격을 결

정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1930년대 미국복지국가가 처음으

로 만들어진 것도 민주당 정부에서였으며 1960년대에 일어난 ʻ위대

한 사회ʼ의 건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미국복지국가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1990년대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

한 1990년대 변화는 10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역사적 평가가 가

능한 시점에 있다. 반면 최근 변화는 1996년의 개혁과 같은 역사적 

중요성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 학술적인 차원의 객관적 평가

를 하기에는 정책의 운용경험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2절❘ 빈민정책의 개혁: PROWRA

1. 개혁의 역사적 배경: 빈곤정책에 대한 불만누적

AFDC는 1996년 클린턴의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에서 TANF

로 개정되었다. AFDC 개혁은 단순히 복지정책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

은 미국사회의 핵심적 가치에 대한 오랜 논란의 종지부였다. 1980년대 

내내 빈민정책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였으며 보수적 대안은 대중적 호

응을 얻고 있었다. 클린턴과 민주당도 복지개혁에 대한 대중적 호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AFDC 개혁이 

가능했던 배경이었다.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

면서 클린턴의 개혁은 물 건너갔다. 선거 직후 클린턴의 핵심 참모로서 

복지개혁을 이끌던 엘우드(David Ellwood)는 더 이상 이제 개혁에 필요

한 정치적 환경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행정부를 떠났다. 깅그리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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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회는 ʻ미국과의 계약ʼ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종식

을 선언했다. 깅그리치의 논리에서 출생한 PROWA는 1980년대 반자유

주의적 언술을 제기한 길더(George Gilder 1981)와 머레이(Charles 

Murray 1984)에 의해 제공되었다.

AFDC에 대한 불만은 이전부터 누적되었고 몇 차례의 개혁이 시

도되었었다(<표 1-6-2>). 특히 대다수 주 정부는 노동에 대한 의무

가 없이 급여를 준다는 것을 반대했었다(Moffitt 2002). 주 정부는 

1996년 이전부터 연방정부의 AFDC 규정으로부터 유예를 허락받아 

주 정부 차원에서 노동조건을 부과해오고 있었다. 주 정부의 유예는 

레이건 정부에서 시작되어 확산되었다. 1996년 당시 27개 주에서 

유예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1996년 개혁은 기존의 불

만을 해소하고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주 정부는 클린턴 정부 하에서 

레이건 시절보다 더 많은 재량권을 확보한 셈이었다(Blank 2002: 5). 

한부모 가정이나 무고용 가정에 대한 지원은 2004년 각각 501, 544 

<표 1-6-2> AFDC/TANF 변화과정

년도 주요 입법 내용변화

1935 사회보장법 결손가정에 지원제도 도입

1961 사회보장법 개정 양부모 가정에서 주 소득자의실업시 아동지원

1967 사회보장법 개정
급여감소율 2/3으로 하향

WIN 프로그램 도입

1981 예산조정법

급여삭감율 1로 상승

총소득제한 도입

양부모소득계산

유예인정

1988 가족지원법
교육, 기술훈련, 구직활동등을지원하는 JOBS 프로그램 도입

한시적 아동보호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도입

1996 PROWRA
AFDC 폐지 

TANF 대체

자료: Moffitt 2002,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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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예전부터 불만의 대상이었던 빈민정책은 결국 1996년 PROWRA 

입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다. 부양아동가정지원제도(AFDC)는 

진보와 보수 양측으로부터 신임을 잃었다. 진보 및 자유주의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빈민정책으로 충분하지 않았으며 보수파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수혜층은 급여수준이 낮고 자신을 낙

인찍는 정책이라고 싫어했다. 개혁의 배경에는 빈민정책에 소요되

는 비용의 과장과 그에 따른 위기조장이 있다. 헤리티지 재단의 연

구진은 1965~1994년 동안 빈민정책에 지출된 예산이 1993년 달러

가치로 5조 8천억이었다고 주장했다.59) 저소득 가정과 그 아동을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은 AFDC와 식권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식권정책이었다. AFDC가 90억 달러의 지출로 2

백만 가정을 지원한 반면 식권정책은 2009년 약 1천 5백만 가정이 

수급했으며 500억 달러를 사용했다(<표 1-6-2>).

또한 이들은 복지지출은 비효과적이었으며 더 큰 문제는 복지의

존증과 혼외 임신과 사생아의 양산을 낳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96

년 공화당은 의회에서 위의 헤리티지 보고서를 근거로 대대적 공격

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비판은 과장된 통계와 사실에 있다. 보수

주의의 주장과는 역으로 빈민지원책 AFCD는 비싸지 않았다. 1993

년 AFDC는 1천4백만 명에게 도움을 제공했으며 그 중 반이 넘는 9

백만 명은 아동이었다. AFDC 지출비용은 연방예산의 1%에 불과했

다. 사회보장의 지출비용의 1/10에도 못 미쳤다. 실제로 빈민지원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저렴한 비용 때문이었다. 

59) 이 보고서는 Robert Rector and William F. Lauber가 집필한 Americaʼs Failed 5.4 

Trillion War on Pover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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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태 1984 1993 2004

한부모가정 624 623 501

양부모가정 199 224 322

아동없는가정 143 164 153

고용가정 130 156 210

무고용가정 693 718 544

<표 1-6-3> 가정 당 월 평균지출의 변화

단위: 달러/월

자료: Ben-Shalom, Moffitt, and Scholz 2011, table 2.

그러나 정작 문제는 비용이 아니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빈민

지원이 미혼모 문제와 복지의존증을 유발하느냐에 촉각을 세웠다. 

미혼모와 복지의존도가 이처럼 정치 쟁점화되면서 가족의 가치와 

같은 도덕적 쟁점으로 크게 불거졌다. 이는 아직도 미국사회를 관통

하는 도덕적 쟁점의 하나로 남아 있다. 1995년 흑인아동의 56%는 

한부모와 살고 있었는데 이는 백인 아동의 22%와 히스패닉계의 

33%에 비하면 놀랄만한 사실이다. 또한 1994년 흑인아동의 70%는 

혼외임신에서 태어났다. 이 같은 충격적 통계는 빈곤문제는 비용의 

다과가 아니라 의존증을 낳는다는 의식을 심었다. 미국사회의 주된 

관심은 이전까지는 빈민지원의 적절성, 노동공급의 반응, 세율, 그

리고 기회의 제공여부에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복지의존증으로 쏠렸

다. 공화당과 보수주의 여론은 복지의존증 문제을 집중적으로 제기

했다. 보수주의와 여론은 비용의 편중을 비판했다. <표 1-6-3>에서 

보듯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월 평균금액은 1984년 624달러이

며 이는 일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지원액 693달러와 비슷한 수준이

었다. 반면 양부모 가정이나 아동 없는 가정에 대한 월평균 급여는 

불과 199, 143달러로서 한부모 가정의 1/3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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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와 무고용 가정에 대한 이와 같은 편중 지원은 여론의 반

감을 샀다. 여론의 동향은 워싱톤을 FDC에 대해 훨씬 예민하게 만

들었다. 정치인은 피어슨이 말한 것처럼 비난을 받으려 하기보다 여

론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이다(Pierson 2001). 정치 엘

리트는 여론동향을 보면서 복지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투표자의 신

임을 얻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클린턴이 민주당 대선 후보

로 등장할 1992년 시점은 대중의 적대감이 극에 도달했을 시점이다. 

여론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클린턴 후보는 공화당의 AFDC 비판에 

합류했다. 여론은 빈민지원이 의존증을 유발하고 이는 최악의 경우 

가족구조의 해체, 불법사생아 증가로 이어지는 등 더 큰 사회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걱정했다. 가족의 붕괴와 해체는 미국의 미래를 암울

하게 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 원인은 AFDC였다. 사실 빈민정책을 

비판하면서 공화당이 재구성하고 강조한 가족의 가치는 레이건 대

통령에 의해 강력히 제기되었었다. 1986년 레이건은 의회연설에 국

정과정의 일차적 순위로서 빈민정책의 재고를 강조했다. 레이건은 

가장 원천적 지원시스템인 가족이 붕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AFDC의 개혁을 요구했다.60) 주 정부도 개혁에 재정적 이유에서 동

의했다. 행정부의 개혁요구에 따라 빈민정책에 대한 연방지원이 감

소함에 따라 행정적으로 빈민정책을 관리하는 주 정부는 재정압박

을 받고 있었다. 

보수주의는 그 해결책으로 복지정책을 재구성하여 도덕을 강화하

고 결혼을 장려하며 여성을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당시 

필라델피아 상원의원이던 릭 샌터럼은 AFDC가 넘버원 사회문제라

60) 레이건은 1976년 AFDC를 비판하면서 ʻ복지 여왕ʼ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연방정부의 

복지급여를 타면서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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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믿었고 가족을 붕괴시키는 주요인이라고 보고 빈민정책의 철폐

를 주장했다.61) AFDC에 대한 여론은 극도로 불리했다. 1996년 여

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2%가 개혁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1984년 정부가 빈민지원에 너무 돈을 많이 쓴다는 여론은 

40%였다가 1994년에는 60%로 늘어났다. 1995년 조사에 의하면 

72%가 공적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1985년에는 

55%가 이렇게 응답했었다.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개혁은 의회에

서 통과되고 1996년 8월 22일 클린턴 대통령은 재가했다. 

1992년 대선은 위와 같은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하듯 빈민지원과 

같은 사회적 쟁점이 핵심적 화두로 등장했다. 클린턴은 1992년 대선 

후보에서부터 복지개혁을 구호로 내걸었다. 클린턴은 ʻ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를 종식하자(end welfare as we know it)ʼ 공약을 제시하여 

케네디 이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했던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정

책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62)클린턴은 제3의 길을 제창함으로써 61

년 이어온 연방정부의 빈민지원정책과 고별했다(Katz 2001: 324).

<표 1-6-4> 현금급여 수급자와 지출(2009)

단위: 천 명, 달러, 백만 명(2005년)

 수급자 수 총 급여지출 월 평균급여 빈곤탈출 아동(추정)

AFDC/TANF 1,796 9,324 397 0.8

식권 15,232 50,360 276 2.2

근로장려세 24,757 50,669 171 2.6

보충안정지원 6,407 39,578 517 1

자료: Bitler and Hoynes 2010, table 3. P.47. 

61) Rick Santorum은 현재 유력한 공화당 대선후보의 한 명이다. 

62) 클린턴은 주 자시시절부터 복지에 대한 엄격한 정책을 주장했었다. 1980년대 후반 

주 지자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 통과를 적극 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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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의 복지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조적으로

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의 성격이 있다(Reese 2005: 172). 

1980년대 이후 미국경제의 구조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남성위주의 제

조업 일자리가 쇠퇴하는 반면 저임의 서비스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주요 요식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부문의 저임 일자리는 

여성의 몫이었다. 남성 실업자가 늘면서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상황

에서 여성은 AFDC 수혜자일 경우 일할 동인이 없었다. 여성의 급

여자격을 박탈하여 노동시장으로 유도하면 서비스 경제의 요구는 

충족될 수 있었다. PROWA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다. 복지개

혁은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과 밀접히 관련되었다. 1992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클린턴은 백악관을 차지하는데는 남부의 지지가 중요하다

고 판단했다. 클린턴은 그 계기를 복지개혁에서 찾았고 ʻʻ우리가 알

고 있는 복지를 종식ʼʼ하자는 구호로 대선에 임했다. 이 구호는 전통

적 남부백인의 표를 모으는데 성공했다. 

2. 개혁의 진행과 내용

AFDC를 TANF로 바꾸는 복지개혁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

을 넘어서 지나친 내용을 담았다. 공화당의 의회가 주도한 입법은 

노동조건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였고 노동지원에 대해서는 그에 필

요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Katz 2001; Piven 2002: 23). 첫째 무엇보

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급여가 더 이상 사회적 시민권으로서의 권

리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언명에서 잘 드러

나듯 정부의 책임을 줄이고 개인의 노력으로 하려는 시도이다. 둘

째, 연방정부가 복지역할을 주 정부에로 이관한 점이다. 연방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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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는 사실 1982년 레이건 정부가 도입하려 했으나 실패했었다. 레

이건은 식권과 AFDC 관리를 연방정부로부터 주 정부로 이첩하려

는 계획을 세웠으나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Reese 2005: 175). 

명분은 주 정부가 지방의 사정에 익숙하여 복지행정에 유리하는 것

이다. 주정부 이관은 연방국가 미국에서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 

주 정부는 여론의 감시로부터 상대적으로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빈

곤정책을 강력히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 민권운동의 경험에서 보듯 

연방정부는 민권을 실현하지 않으려는 남부의 주 정부에 반대하여 

국가적 표준을 설치하는 점에서 복지국가에서도 주 정부에 비해 강

력한 역할을 한다. 주 정부는 다른 주와의 경쟁을 이유로 기업이 원

하지 않는 환경을 강제할 명분이 약하다. 기업의 로비는 주 정부차

원에서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복지가 현실화

되기 어렵다. 셋째, 급여는 시민권적 차원이 아니며 최대 5년까지만 

허용된다. 생애주기 동안 5년 이상의 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따라

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PROWA 

실시 이후 미국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또한 본래 취지인 노

동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했다(Bitler, 

Hoynes, Jencks, and Meyer 2010: 92).

첫째, 현금급여에 대한 비난은 개인노력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는

데 이는 이미 197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정치적으로 그것은 1970

년대 이후 잠복해있던 보수주의적 반동이 최대의 힘을 분출한 것이

다. 공화당과 보수파는 빈민정책의 대명사격인 AFDC를 맹비난했

다. 보수파 논객 머레이(Murray)는 위대한 사회에 낳은 사회적 급여

는 무책임한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을 양산했고 혼외임

신, 그리고 의존증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보수주의적인 중



177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산층으로부터 사회적 공감을 얻었다. 머레이 같은 이들의 주장은 사

회과학적 검증을 받지 못했으나 선동적 영향력은 대단했다. 렉터는 

1990년대 빈민정책에 대해 비슷한 선동역할을 했다. 복지국가는 나

태를 칭찬하고 미혼을 장려하고 노동윤리를 붕괴시키고 불법을 조

장하여 나름의 지지기반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AFDC에 대한 불만

은 계층별로 인종별로 그리고 정치성향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가장 

비판적인 집단은 소득 면에서는 중상층이고 인종적으로는 보수적 

백인이며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지지자였다(Reese 2005: 179). 인종주

의는 AFDC 개혁에 기여한 가장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인종과 

빈민의 연상은 은 일반적 현상으로 백인의 63%는 흑인 게으르다고 

생각한 반면 흑인은 단 35%만이 그렇게 응답했다. 백인은 흑인빈민

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백인의 53%는 

빈민지원의 축소를 희망하는 반면 흑인은 33%가 축소에 찬성했다. 

엄격한 복지를 강조에 대해 가장 지지를 보낸 집단은 백인으로 이

들은 소수인종과 빈민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둘째, 노동계급과 중산계급은 자신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믿

고 개인노력의 중요성에 공명했다. 공화당과 보수언론이 주도한 

AFDC에 대한 맹공격은 노동계급과 중산계급의 호응을 얻었고 유

발하기도 했다. 경제는 침체하고 임금은 하락하는데 세금은 줄지 않

는 상황에서 쉽게 비판에 공감할 수 있었다. 대다수 미국인은 아동

의 복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지원을 반대하지 않지만 이동을 구실로 

유색인종의 한부모를 위해 낭비된다고 믿어지는 AFDC를 반대했던 

것이다(Reese 2005: 178). 중산층의 반대는 1960년대 이후 높아가는 

여성의 노동참여에서도 발생했다. 1960~1980년 동안 아동을 가진 

여성의 노동참여는 19%에서 45%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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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꾸준히 늘었다. 1996년 6세 이하 이동이 있는 가정의 여성 중 

63%가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 맞벌이가 공통적 현상

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중산층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했다. 이들

의 입장, 특히 백인 여성에서 흑인 혹은 히스패닉 여성이 정부지원

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지낸다는 것을 용인하기 힘들었다. 맞

벌이가 보편화되고 그 수요에 따라 근로복지 연계 프로그램이 확산

되면서 AFDC에 대한 비판은 더욱 강렬해졌다. 비판은 다각도에서 

쏟아졌다. 보수적 비판은 수혜자 여성이 노동을 기피한다고 했고 노

동계급의 엄마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점 즉 수혜자 여성이 집을 지킬 

수 있음을 참을 수 없었다. 한편 자유주의 시각은 수혜자 여성이 직

업훈련과 노동경험을 할 수 없는 점을 우려했다. 

AFDC에 대한 비판은 노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하지 않고 복

지를 얻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TANF 수급이 가능하려면 

주당 최소 20기간의 노동을 전제로 했다(Moffitt 2006: 4). 그 결과 

개혁 이후 2000년 수급자의 3분의 1은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복

지개혁은 복지혜택은 노동을 전제로 해야 하며 노동한 후에도 소득

이 부족하면 그 때 정부가 지원을 할 것을 요구했다. 빈곤의 게으름

의 결과라는 인식의 반영이다. 노동조건 역시 인종에 대판 편견과 

무관치 않다. 백인은 흑인과 히스패닉이 백인에 비해 나태하다고 믿

는다. 급여기간을 60개월로 한정한 것은 노동조건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시적 지원은 노동하지 않고 있고 급여에 의존하는 수혜자

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려는 목적이다. 개혁론은 ʻ근로 먼저(work 

first)ʼ 구호를 통해 개혁의 정당성을 주창했다. 노동의 강조는 지속

적으로 늘어나는 AFDC 수급자 대열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했다. 

1988년 1,090만 명이었던 수급자 수는 1994년 1,400만 명으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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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이상이나 늘어났다. 증가하는 수급자 수는 백인에게 큰 경각

심을 불러일으켰다. 폭증하는 복지수급자를 접하던 정치엘리트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규정의 위반은 급여삭감 또는 

거부라는 제제로 이어졌기 때문에 수혜자는 이제 노동시장으로 가

지 않을 수 없다. 수급자는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장애 또는 건강상

태에 문제에 있을 때 혹은 가족가운데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있거나 일하러 가는데 필요한 차량이 없을 경우 노동규정이 면제되

었다. 

셋째, PROWA는 미혼모의 불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미혼모는 불

법이며 미정부가 이를 위해 세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

했다. 정부대신에 교화와 공동체의 복지역할을 강조했다. PRWORA

는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했으나 사실상은 공화당 의회가 만든 작품

이었다. 공화당은 1994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여 의회를 차지했고 

하원의장 깅그리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정면으로 공격하는데 앞

장을 섰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산아제한(family 

caps) 내용을 강제했다. 빈곤모의 확대재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

자가 급여기간에 임신하는 것을 규제했다. 개혁법은 수급자가 임신

할 경우 급여는 중단되도록 규정했다. 가족 수를 제한하기 위해 수

급자는 피임약을 복용해야 하며 10대 미혼모는 부모와 동거할 것을 

수급조건으로 규정했다. 미혼모 수급자에 대한 이 같은 규제는 여론

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넷째, 빈민정책의 개혁은 식권(food stamps) 지원제도에 대한 변

화를 유발했다(Blank 2002). 식권제도는 헌물급여정책으로 빈민정책

의 중요한 일부이다. 식권제도는 다른 빈민제도와는 달리 일정한 경

제적 조건에 달하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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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식권제도는 1996년 개혁 이전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왔었

다. PRWORA 입법은 식권 급여을 다음과 같이 제한했다. 합법 이민

자는 식권급여에서 제외되며 18세부터 50세 사이의 성인은 생애 3

년 동안 3개월 동안만 식권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주 정부는 수급

자 15%에 한해서 규정을 면제가능하며 주의 실업률이 10%를 초과

하면 이 규정을 유예가능하다. 합법이민자에 대한 급여는 2002년 농

장법으로 부활되었다. 또한 2009년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은 최

대 급여를 잠정적으로 인상하여 월 25달러로 그리고 총지출은 60억 

증가했다. 다섯째, 복지개혁은 부모의 책임과 권한에 명시적으로 규

정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기본적 관계를 명확히 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슨 권리를 가지며 또한 책임으로서 동거하지 않을 때도 

자녀지원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의무화했다. 

이처럼, 복지개혁은 노동 요구에서 보듯 정부의 가부장적 역할을 

[그림 1-6-1] 사적복지국가(2007)

단위: GDP %

자료: OEC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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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했다.63) 개혁은 빈민지원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노동을 강조함으

로써 자활과 자립의 가치를 을 강조했다. 자유주자의 복지국가에 대

한 비난의 화살은 일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빈민정책의 대명사격

인 AFDC에 집중되었다. 개혁입법의 성공은 여론의지지 없이는 가능

하지 않다. 이 같은 자립으로의 전환은 현금급여로부터 식량, 주거, 

및 의료보호 등 현물급여로 이행하는 장기적 추세의 일환이다

(Moffitt 2006: 5). 미국여론은 개인의 자활과 자립으로 말해지는 사

회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투표자/납세자는 명시적으로 빈

민수급자에게 특정 상품의 소비를 지정하고 암묵적으로는 빈민의 선

택을 무시했던 것에서 자유주의 복지체제에 제동을 건 셈이다. 자유

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미국여론의 일부는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렸

다. 반대여론을 주도한 네오콘은 자신들은 복지국가 자체에 반대하

지 않으며 다만 연방정부의 가부장주의와 관료주의적 개입을 비판했

다. 글레이저는 저서 ʻ사회정책의 한계ʼ에서 자유주의는 미국민에게 

국가의 사회정책의 해결능력을 과장함으로써 국민 사이에 과잉기대

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자유주의자는 자신들이 미국의 사회적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생 하에 사회적 위기를 초래했다

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자유주의 사회정책은 교화, 이민 집단, 및 가

족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형성하는 유기적 공동체를 붕괴시

켰다고 비판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인해 전통적 고리가 약화되

면서 사람들은 정부에 의존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이다. 복지의존

병은 다시 공동체적 치유방법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63) 1996년 복지개혁이 강제하는 노동조건이 어떻게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부합하며 이

것이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의 가부장적 의미와 어떤 관련을 갖는 가에 대해서는 

Moffitt(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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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민지원개혁과 도입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1996년 개혁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1930년대 이후 시작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대한 보수주

의의 대반격이다. 보수주의의 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수 

시민의 호응은 불가결하지만 보수연합은 후자를 엮어내기 위해 다

양한 노력을 경주했다. 네오콘은 자유주의와의 전쟁에서 핵심적 공

격수 역할을 수행했다(강명세 2010). 네오콘은 본래 자유주의 지식

인으로 출발했으나 ʻ위대한 사회ʼ의 자유주의가 지나치게 일방적으

로 발전했다고 판단하여 자유주의에 실망한 뒤 역으로 자유주의를 

공격하는데 선봉에 섰다.64) 네오콘은 자유주의가 건설한 복지국가

가 시장사회와 미국적 가치와 정면 위배한다는 언술을 전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들은 미국 우파의 이데올로그가 되면서 인종

주의, 빈곤, 정부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개인주의적 입장을 보였

다.65) 인종, 빈곤 및 정부역할은 복지국가의 핵심적 구성요소임을 

고려하면 우파의 비판은 바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과 동일했다. 보

수주주의의 비판을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구축과정에서 내재해 있다. 

클린턴에 대한 평가는 양극을 달린다. 선의적 평가는 클린턴은 당

시의 첨예했던 진보/보수의 대립 속에서 중도를 표방한 것이라고 본

다. 클린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노

선의 수정이라는 것이다. 반면 악의적 평가는 클린턴은 미국민주당

이 구축했던 복지국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맹비난한다. 네오콘

의 주장은 1970~80년대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했던 민

64) 네오콘의 생성과 발전 및 변화에 대해서는 

65) 대표적 논객은 다음과 같다: Glazer(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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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더쉽위원회(Democratic Leadership Council)와 그 궤도를 같이하

며 이러한 언술과 사고는 1990년대 와서 클린턴 대통령의 신자유주

의정책으로 이어진다. 클린턴 대통령과 신민주당 세력(DLC)의 실용

주의가 자유주의 복지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클린턴 정부의 복지개혁입법 이후 그것이 빈민정책에 미칠 효과

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편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다.66) 다른 한편 입법에 찬

성하는 편에서는 복지의존층의 수를 감소시키고 복지의존층을 노동

시장으로 이동시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희망

했다. 신청건수와 수급자 수는 양적으로 감소했다. [그림 1-6-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급자 수는 복지개혁 이후 크게 감소했다.

[그림 1-6-2] 빈곤급여 신청자수(1994~2008)

단위: 천 명

자료: www.acf.hhs.gov

66) 비판적 목소리는 뉴딜시대 수립된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붕괴를 우려하고 소득양극

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다음을 참조: Collins and 

Mayer(2010); Howard(2007); Katz(Piven(2002), Reese(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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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적 감소가 빈곤정책의 내용을 모두 말해주는 것은 아니

다. 사용자는 고용측면에서 저임의 노동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면 반대로 노동자는 저임의 힘든 일에서 벗어나기 어

려운 형편에 몰렸다. 그 결과 ʻ승자독식의 사회ʼ가 생겨났다(Hacker 

and Pierson 2010: 3). 2001년부터 2006년 동안 소득의 53%는 1%의 

부유층에게 돌아갔다. 더 놀라운 점은 0.1%의 초부유층 즉 1,000가

구 가운데 1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9~2005년 기간 동

안 평균 20%를 상회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하위 60% 가구가 차

지한 소득은 불과 13.5% 뿐이었다. 

<표 1-6-5>은 1979~2009년의 30년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경기변

동을 감안한 사회안전망의 변화를 보여준다. 복지수요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을 감안하지 않으면 정책적 효과를 명확

히 파악하기 힘들다. 실업률은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이

다. 1979~2009년 기간을 대상으로 하면 경기 확장기는 1982~1989년, 

<표 1-6-5> 경기변동, 실업, 사회안전망, 빈곤률(1979~2009)

단위: %

 
1979-

1982

1982-

1989

1989-

1992

1992-

2000

2000-

2003

2003-

2007

2007-

2009

실업률 3.9 -4.4 2.2 -3.5 2 -1.4 4.7

AFDC/TANF n/a n/a. n/a -17 -3 -13 8

식권 11 -10 48 -48 36 19 68

실업보험   132 -61 132 -47 277

EITC -37 171 68 84 9 7  

전체빈곤 3.3 -2.2 2 -3.5 1.2 0 1.8

아동빈곤 5.5 -2.3 2.7 -6.1 1.4 0.4 2.7

아동극빈  -1.7 2.1 -6.1 1.2 -0.1 1.5

자료: Bitler and Hoynes 2010,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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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000년, 그리고 2003~2007년 기간이다. 한편 축소 시기는 

1979~1982년, 1989~1992년, 2000~2003년, 그리고 2007~2009년 기간

으로 음영이다. 현금급여 사회부조(AFDC/TANF)는 경기변동에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현물급여 공적부조인 식권은 민감하다. 

AFDC/ TANF 신청은 1992~2000년과 2003~2007년 동안 각각 17% 

및 13% 감소했다가 2007년 불황이후 8% 증가했다. 이처럼 1996년 

입법은 노동시장으로 유도하는 효과 면에서 성공을 거둔 면이 있으나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다시 8% 늘었다. 그러나 수혜자의 신청자 

감소와는 별도로 빈곤화는 2000년 이후 증가하여 줄지 않았다. 1992~

<표 1-6-6> 소득불평등과 총사회지출(2007)

단위: %

국가명 지니계수 총사회지출(%)

호주 35.2 18.0

오스트리아 29.1 26.0

벨기에 33.0 27.2

캐나다 32.6 17.8

핀란드 26.9 24.8

프랑스 32.7 28.5

독일 28.3 27.4

이탈리아 36.0 24.4

일본 24.9 16.9

한국 31.6 6.1

멕시코 49.5 11.8

네덜란드 30.9 21.8

뉴질랜드 36.2 18.5

노르웨이 25.8 23.9

포르투갈 38.5 21.1

스페인 34.7 19.6

스웨덴 25.0 28.9

스위스 33.7 26.4

영국 36.0 21.8

미국 40.8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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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기간은 경기확장기와 겹쳐 빈곤률은 6.1% 감소했다. 2007년 

미국의 지니계수는 40.8로 OECD 20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다

시 말해서 소득불평등이 부유한 나라에서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표 1-6-6>). 

양극화의 발단은 1996년 이루어진 빈민정책의 개혁과 관계를 갖

는다. 복지개혁이 노동을 전제함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의 여

성이 노동시장으로 흘러 들어왔다. 이전까지 복지급여에 의존하던 

여성노동력은 숙련기술이 없으며 노동시장의 가장 아래 쪽에서 저

임으로 일해야 했다. 저임노동의 대량유입으로 노동시장은 유연해

져 사용자에게는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미국경제가 지식과 서비스 

경제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특히 요식

업 등이 필요로 하는 저임 노동이 대량 공급된 것이다. 여성노동력

의 초과공급은 임금경쟁을 통해 임금을 하향시켰고 이는 사라져 가

는 남성 제조업 일자리와 결합하면서 가구의 임금소득을 축소시켰다. 

❘제3절❘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

1. 팽창의 역사적 배경

미국의 빈민정책은 처음부터 빈민에 관대하지 않았다. 1935년 사

회보장법의 설계에서 보듯 한부모가 아동을 부양하면서 근로활동으

로 소득을 창출하면 즉각 복지급여는 사라지도록 되었다. 부모의 입

장에서 보면 정부의 급여 한도에서 육아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합

리적이었다. 그러나 급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가정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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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어려웠다. 이처럼 엄격한 자산조사 방식의 사회복지는 1960년

대 흑인민권운동 등 미국 내 민주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비판

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는 또한 여성이 대대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

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근로동기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근

로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1975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

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된다.67) 근로장력세제는 복지국

가의 발전이 취약한 영미권 국가에서 미약한 사회보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도입되었다(Lindert 2004: 248). 근로장려세제

의 취지와 목적은 노동공급의 증대에 있다. 노동공급의 확대에 대한 

기여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이는 근로장려세 제도에 방영되었

다. 하나는 노동공급을 늘리기 위해 복지에 노동을 부과하는 것이

다. 다른 하나는 근로에 대한 세율을 낮춤으로써 즉 소득에 음의 조

세를 부과함으로써 빈민층으로 하여금 노동을 하여 정부가 보장한 

급여 외에 소득을 올리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구호 대상은 근로가정

을 대상으로 한정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출발했으나 해가 갈

수록 성장했다. 1978년과 1985년에 급여가 늘었고 자격은 완화되어 

수급자는 증가했다. 한편 인플레는 실질 급여의 가치를 높이지 못했

다. 최초의 의미있는 확대는 1986년에 있었다. 1986년 개혁은 자격

조건을 확대하고, 급여를 늘리고 새로이 물가연동규정을 포함하여 

실질급여를 보장했다(Howard 2007: 99). 의회가 근로장려세를 1990

67) 근로장려세는 마이너스 소득세의 범주에 속한다. 마이너스 소득세는 일반적 소득세

와는 반대로 한 가정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빈곤

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원래는 1962년 밀톤 프리드먼이 그 유명한 저서 

자본주의와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처음 제안함으로써 학계와 정책입안통

에 널리 보급되었다. 이후 많은 논의를 거쳤으며 정치적으로는 닉슨 대통령이 1969

년 가족지원법(Family Assistance Plan)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했다. 마이너스 소득세

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Moffitt(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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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다시 확대하면서 지출은 3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프리드먼은 

마이너스 근로세가 노동의욕의 고취 외에 다섯 가지 장점을 제시했

다(Moffitt 2003: 6-7). 첫째, 빈민가정의 지원을 순순히 소득을 기준

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노령이나 직업 등 다른 근거에 의하지 않

고 소득의 유무 및 다과 만을 기준으로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다. 둘

째,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급여라는 점에서 가장 원하는 지원

형태이다. 셋째, 마이너스 소득세는 다중적 복지프로그램의 필요성

을 차단한다. 미국복지제도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이 

혼합되어 있어 비능률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넷째, 현행제도를 

운용하는 데 드는 막대한 행정관리 비용을 줄이고 빈민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섯째, 마이너스 소득세는 최저임금, 

관세, 그리고 기업지원금 등이 야기하는 시장가격의 왜곡을 방지한

다. 이러한 여러 가지 쟁점은 이후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많

은 논란을 낳았다. 

근로장려세제는 아동부양의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 가장 규모가 

큰 정책으로 성장했다. 2008년 약 2,500만 가정을 지원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500억 달러 이상이었다. 지출 면에서는 식권지원정

책과 비슷하지만 수급자 수는 훨씬 많은 재둥적 정책이다. 1990년대 

이후의 미국복지국가에서 일어난 최대 변화의 하나는 공적 부조의 

하나인 근로장려세제도의 확충이다. 1975년 시작된 이 제도는 비록 

실질적으로는 공적 부조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외형을 달리하면서 수

요자에게 인기가 높고 공급자 역시 축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

적으로 팽창되었다. 근로장려세제가 대폭 강화된 것은 클린턴 정부 

하에서 이다. 클린턴은 당선 후 빈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나

름의 관심을 갖고 있었다. 클린턴은 공화당이 1994년 선거에서 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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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빈민정책의 확대는 정치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예측했다. 

1994년의 ʻ미국과의 계약ʼ을 주도한 공화당 의회는 공적 부조 일반

을 반대했다. 존슨의 민주당 정부가 만들었던 대다수 복지는 대폭 

삭감되었다. 일하지 않고 받는 복지가 주 공격 대상이었다. 이에 클

린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의회의 반대가 심각하지 않는 근로빈민

의 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 시도는 근로장력세제의 확대로 

나타났다. 1996년 당시 3인 가족 기준 최저임금으로 버는 소득은 빈

곤선의 70%, 그리고 4인 가족의 경우는 더 낮은 50% 불과할 정도 

빈곤문제가 심각했다. 1978~1994년 동안 가장이 취업하며 부양아동

이 있는 가구의 빈곤이 42% 상승했다. 빈곤아동 가운데 3/5는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상태였다. 즉 근로빈곤현상이 심각하게 발전한 

것이다. 근로장려세제의 본래 비로 이 같은 근로빈곤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고안된 제도였다. 1975년 도입된 이후 근로장려세제는 연방

정부의 빈곤정책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정책이며 아동

빈곤을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혔다. 

조세제도는 사회보장과 공적 부조와 더불어 미국복지국가의 핵심

적 장치이다. 국가가 직접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이나 공적 복지

와는 달리 국가가 조세인센티브를 시장이나 기업 및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실상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에 긍정적 효과를 내

는 방식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그 중에서도 개인 납세자의 노동실적

에 비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장치이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면 납세

를 환급해줌으로써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조세제도는 행위자

의 동기에 영향을 주어 행위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간접적이지만, 

조세신용과 감면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준다. 조세제

도의 복지국가적 도구성을 가리켜 하워드는 ʻ은폐된 복지국가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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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했다(Howard 1997). 미국정부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복지

국가의 효과를 달성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

과 연금보험의 비용을 과세에서 면제해주어 공적 복지가 아니라 사

적 복지에 의존하여 비슷한 목적을 달성한다. 마찬가지로 주택구입

의 비용이나 개발업자의 주택건축비용에 대해 조세특혜를 부여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조세제도에 의한 복지국가 효과를 달성하는 대표

적 사례이다. 근로장려세제의 특징은 복지혜택을 직접 전달한다는 

데 있다. 근로장려세제에 해당되는 개인은 연방정부로부터 해당 금

액을 수표로 직접 전달받는다. 이 같은 성격의 근로장려세제는 1996

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대폭 확대되었다. 1996년 당시 미국정부는 

1,800만 명이 근로장려세의 수혜대상이며 소요예산을 약 251억 달

러로 전망했다. 이처럼 근로장려세제는 가장 논란의 대상이었던 가

족지원법인 AFDC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빈

곤정책이었다. 이후 미국의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민을 빈곤선으로

부터 끌어올리는 일차적 도구로서 인식되었다. 근로장려세의 높은 

인기를 고려하면 1992년 대선에서 클린턴이 근로장려세를 확대하겠

<표 1-6-7> 소득별 및 가족 형태별 가족당 평균 월지출

단위: 달러/월

소득수준
빈곤선 50% 빈곤서 50%-100% 빈곤선 100%-150%

1984 2004 1984 2004 1984 2004

한부모 1,231 766 448 832 192 563

양부모 1,118 814 509 872 197 539

무아동가족 및 개인 346 300 260 291 189 197

고용가족 516 426 360 493 175 338

비고용가족 833 495 497 1,052 470 678

자료: Ben-Shalom, Moffitt, and Scholz 2011,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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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공약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극빈층이 아니라 근로계층에

게 집중되었다.68) 근로계층에게 유리한 재분배는 근로장려세의 효

과이다. TANF개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극빈층에 대한 보호가 감

소하는 대신 소득이 높은 근로집단의 세후 소득이 증가했다. 세전 

소득분포의 1984년과 2004년 자료를 비교해보면 빈곤선의 50%에 

해당하는 고용가족은 소득이 더욱 빈곤한 50~100% 집단과 빈곤선

의 100~150% 집단에 비해 급여를 많이 받았다. 이는 1984년과 정반

대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복지개혁 이전에는 극빈층(50%)에 대한 

급여가 가장 많았다. 극빈층 한부모는 1984년 1,231달러를 수령한 

반면 50~100% 집단의 한부모는 같은 해 448달러를 받았다. 2004년 

50~100%의 한부모는 832달러를 반면 50% 집단의 한부모는 766달

러를 받아 마찬가지로 소득재분배가 극빈층에 유리하지 않고 바로 

그 위 집단에게 더 많은 급여를 제공했다.  

2. 왜 근로장려세제는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었는가? 

클린턴 정부의 복지개혁 가운데 가장 논란거리였던 AFDC/TANF

에 비해 근로장려세제는 수혜대상과 예산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

하고 여론의 특별한 관심을 받지 않은 채 확장되었다. 클린턴 정부

는 어떻게 이처럼 대대적 확충정책을 실시했는가? 클린턴 정부가 

68) 미국 빈민정책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평가는 Ben-Shalom, Moffitt, and Scholz(2011) 

참고.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빈민에 대한 재분배는 이중의 흐름을 보인다. 하나는 

집단내의 재분배로서 극빈층으로부터 그 위 빈민층으로의 이동이다. 다른 하나는 

집단 사이의 재분배이며 비노인층과 비장애인층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 집단으로 

이동했다. 식권제도도 마찬가지로 극빈층으로부터 상위 계층으로의 재분배가 이루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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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제 확충을 시도한 기본적 의도는 근로빈민을 보다 효과적

으로 구호하려는 것이었다. 미국복지정책의 범주는 각각 그 대상을 

특화하는데 근로장려세는 근로자를 타겟으로 하는 점에서 누구도 

쉽게 반대하기 어려운 제도였다. 근로효과로 인해 일정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빈곤선을 초과하는 집단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

세 제도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가능했다. 첫째, 근로

장려제는 그간 시행의 결과 정책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1998년 근

로장려세제는 430만 명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했다. 이 중 절반은 아

동이었다(Katz 2000: 206). 2004년 세전 소득에서 빈곤선 이하의 가

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였으나 근로장려세로 인해 세후소득을 기

준으로 하면 빈곤선 이하의 가정은 28%로 1% 하락했다(Ben-Shalom, 

Moffitti and Scholz 2011: table 5).69)

이처럼 근로장려세제는 아동빈곤에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

가받았다. 구제효과는 1993년과 비교하면 분명하다. 1993년 여성

이 최저임금으로 근로를 함으로써 근로장려세 환급을 받으면 

10,569달러의 소득을 얻었었다. 한편 1998년 확대된 근로장려제세

에 적용하면 그 여성의 소득은 1993년 대비 27% 오른 13,268달러이

다. 1996년 개혁으로 빈민가정의 행위는 크게 변화했다. 저소득 가

정은 이제 일하지 않으면 급여가 사라진다는 점을 깨닫고 노동시장

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장려세의 수혜를 받으려 했다. 이 점은 TANF

와 비교하면 명확히 드러난다. TANF에 대한 총 지출은 과거와는 

대조적으로 늘지 않고 고정적인 반면 근로장려세 지출은 크게 증가

69) 가장 큰 빈곤퇴치 효과는 메디케어이다. 메디케어 수혜는 빈곤선 이하의 인구를 

29%에서 19.9%로 감축했다. 그 다음으로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노인 및 장애인 연

금(OAS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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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수혜가정의 인센티브가 바뀐 것이다. 인센티브의 변화는 무조

건적 수혜로부터 근로노동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이 변화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둘째, 근로장려세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연계하여 지원한다는 점

에서 전통적 가치와 부합했다. 클린턴 정부의 노력이 실패하지 않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 미국사회에 중산층이 부양아동을 위한 빈민정

책에 대해 품고 있는 뿌리 깊은 반감 때문이었다. 특히 근로빈민은 

자신의 바로 밑에 있는 빈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자유주의자의 

허영의식으로 보았다. 일하지 않는 유색인 모성의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를 비토한 것이다(Skocpol 2000: 109-111). 

이 반감에는 물론 인종적 감정이 혼합되었다. 부양아동지원을 받는 

대부분은 흑인여성이었고 이들 다수는 또한 미혼모이다. 클린턴 정

부에서 동일한 빈민정책이 하나는 실패했다면 다른 하나는 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일반인이 근로빈민에 대한 

동정과 AFDC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교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반 미국인의 아동에 대한 감정도 크게 변화했다. 

1950년대까지 미국조세제도는 아동을 육아하는 가정을 우대하고 

시장경제 외부에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용인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변했다. 1975년 도입된 근로장려세나 육아세제 등이 생기기 

전까지 연방조세는 시장투자와 개인적 시장 활동을 장려하고 아동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을 삭감했다. 육아는 ʻ사적 기호ʼ의 영역이다. 

아이를 갖는 결정을 내린 부모는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육아능력과 자신이 없으면 아이를 갖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없는 

자가 아이를 가졌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 조세를 담당할 

이유가 없다. 교육도 육아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논리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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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 육아에 대한 이 같은 정서는 빈민정책을 인기 없는 것으

로 만들었다. 반면 노동은 누구나 자신을 영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기 때문에 성실히 노동했으나 여전히 빈민

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빈민을 지원하는 빈민퇴치정책 지

지한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민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반발을 부르지 않았으며 공화당 보수파도 이점을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증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미국

의 복지국가는 근로연령의 부모와 자녀 다수를 지원하는 데는 인색

하다. 근로장려세는 유일한 예외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빈민 및 그에 

준하는 가정을 빈곤으로부터 구하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중산층 노

동자의 환영을 받는다. 

근로장력세제는 현금급여와 같은 공적 부조 범주에 속하면서도 

아동부양지원정책에 비하면 정치적 반대세력이 없으며 심각한 비난

을 받지 않았다. 1996년 당시 모든 사회복지가 삭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세제는 대폭 상승했다. 1996년 당시 공화당이 압

도하던 정국에서 근로장려세제가 확대 개편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제도가 폭넓은 정치적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클린턴은 아

동부양가족정책이 공화당의 반대로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지

어지는 것을 보면서 근로장려세제처럼 근로와 연계되지 않으면 보

수화의 반대를 물리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아동에 대해 적대적인 반면 노인층에 대

해서는 관대하다. 젊은 납세자는 이중 부담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 노인층 연금을 위해 임금고용을 통해 심각한 조세부담을 

져야 하며 동시에 자신들이 지출한 육아비용에 대해서는 은퇴수당

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장려세는 아동과 가족의 복지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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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의 부모경력과 결부시킨다. 노동시장 외부에 머무는 부모에

게는 혜택이 거부된다. 또한 근로장려세제는 유급가족휴가, 사용자 

연금,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공적 또는 사적 의료보험이 없다. 

둘째, 근로장려세제가 보수파의 공격을 견뎌낸 것은 근로빈민층

이 원하는 것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은 근로빈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마지막까지 경쟁했다. 근로빈민은 

전체 투표자의 20% 가량을 점하고 있어 양당의 우세를 결정하는 결

정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 클린턴은 이 집단의 표를 의식하여 

ʻʻ주 40시간 노동하면서 아동과 집에 거주하면서 빈곤층이 되지 않

을 것ʼʼ이라고 약속했다. 클린턴 정부에게 근로장려세제 확충을 도입

하면 네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즉 근로보상, 전일노동자의 빈곤구

제, 필요한 자에게만 혜택제공, 신청의 용이 등이다(Katz 2001: 205). 

그러나 근로장려세가 민주당의 표밭에 유리한 제도인 만큼 공화

당은 이를 반대하려 했다.70)근로장려세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수

급가족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본 공화당은 1990년대 삭감을 시도하

기 시작했다. 1995년 상원의 공화당은 향후 7년간 430억 달러 삭감

을 제시했다. 그러나 클린턴의 비토로 공화당 상원의 삭감시도는 무

위로 끝났다. 공화당은 1997년에는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

장려세 부문을 삭감하려 했다. 이때도 클린턴 대통령이 반대했고 이

에 공화당은 법안에서 근로장려세제 부분을 뺀 세법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 예산삭감의 시도에서 공화당이 제기한 비판은 근로장려

세제가 또 다른 형태의 빈민정책일 뿐이며 극빈층에 한정해야 하며 

근로가족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장려세제는 기껏해야 

사회보장세 감면일 분이고 소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보

70) 상세한 입법과정에 따른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에 대해서는 Howard(19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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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파는 근로장려세제가 부부가족에게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결혼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근로장려세제가 장기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이 제도가 노동비용을 

부분적이지만 사회함으로써 미국이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노동의 덕

목과 하락하는 임금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복

지개혁의 최종목표는 노동이다. 노동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상상

할 수 없다.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인간에 독립심, 자긍심, 개인책임

감, 그리고 시민권을 얻는다. 노동을 하면 지원받을 가치가 있는 빈

곤과 그렇지 못한 빈곤 사이의 벽은 사라진다. 빈민지원을 두고 발

생하는 당파적 대립은 노동이 포함되면서 사라졌다. 근로장려세제

의 확충은 사회적 급여와 고용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듦으로써 미국

의 복지국가를 재정의 했다. 1940년대 이후 사회보험의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급여 즉 실업수당, 산재수당, 사회보장 등은 어떻든 노동

에 의존했다. 극빈층만이 의료보험을 2등 시민으로서 제공받았다. 

그러나 근로장려제제의 도입 이후 현금지원 역시 노동에 부착시켰

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시장의 형편에 따라 성패가 엇갈린다. 근로

장려제제는 노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로하지 않는 빈민에

게는 현금지원을 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이 북적거려 고용이 높을 경

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황이 찾아오면 고용과 

급여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일자리가 없어 일할 수 없

다면 근로장려세도 사라진다. 다시 빈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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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론

1. ʻ무노동 무복지ʼ 원리와 가부장적 미국 투표자

1930년대와 1960년대 큰 골격이 형성된 미국복지국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부분적 변화를 경험해왔다. 1970~80년대에서 발생했

던 부분적 변화는 계기를 만나지 못한 채 변화를 위한 잠재적 배경

을 형성했다. 특히 1979년 레이건 당선을 기점으로 정치적으로 보수

화 기류가 주조를 이루면서 빈민정책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가해졌

다. 인종과 계급의 혼합하여 교차하는 미국의 균열구조에서 주로 흑

인 한부모에 집중된 빈민지원정책은 대폭 삭감의 운명을 맞았다. 다

른 한편 여론은 노동에 연계하는 서민정책에 대해서는 소위 ʻ근로복

지ʼ라는 이름 하에 더욱 확대되었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소득을 올

리는 저소득층을 겨냥하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

라 역으로 장려되었다. 최근 미국복지국가에 대한 압력은 두 가지 

배경적 변화에서 잉태되었다. 경제적으로 서비스 부문이 급속하고 

지속적으로 팽창하면서 저임의 여성노동력을 대량으로 필요로 했

다. 노동시장의 밑 바닥이 저임의 질 좋지 않은 일자리로 채워졌다. 

다수 여성은 숙련노동이 필요없는 요식업, 세탁업, 육아센터, 그리

고 패스트푸드 식당 등으로 진출했다. 복지급여에 필요한 노동조건

의 부과는 저임의 일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한 셈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변화이다. 자유시장을 신성시하는 정치이념이 부상하면서 

이전에 구축되었던 사회적 보호를 철거하는 데 이용되었다

미국복지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정치를 이해해야 한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의회와 백악관이 미국 시민과 투표자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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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제도의 개

혁은 다수 특히 중위 투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의회와 

백악관은 다수의 선호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이 선호를 크게 벗

어나기 불가능하다. 미국 투표자는 빈민과 저소득층 지원을 이들 자

신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납세자는 

저소득층과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에 대해 가부장적으로 

변해갔다. 미국 투표자는 자신의 선호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향배를 결정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1990년대 이후의 복지제도의 개

혁은 미국의 다수가 요구하는 바대로 노동에 강력한 가치를 부과했

다. 저소득지원정책은 ʻ무노동 무복지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지

원정책이 현금급여로부터 벗어나 현물급여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현금급여가 실수요자인 저소득층의 자의적 소비로 흐르는 것을 방

지하려는 취지이다. 미국시민은 현물급여가 진짜 복지의 혜택을 필

요로 하는 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복지혜택이 절실하지 

않는 집단에게 현금급여가 제공되면 정책이 본래 목표로 하는 것과

는 다른 용도로 낭비된다는 입장이다. 

2. 선진국의 산업구조 변화

197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무형의 지식자산과 혁신능력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의 가

치 및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소위 경제의 지식집약화 혹은 지식기

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의 이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의 직접적 동인(dynamism)으로는 우선 앞에

서 살펴본 기술혁신의 가속화이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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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융합화로 혁신의 기술적 애로요인이 해소되는 한편, 각종설비의 

개선과 새로운 기계의 발명으로 연구개발의 범주가 급속히 확대되

고 생산성도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의 생산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둘째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혁명을 들 수 있다. 정보통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출현뿐만 아니라, 

생산방법의 변화와 새로운 생산공정의 도입이 가능하고, 이들 상품

과 기술을 바탕으로 수많은 정보의 전달이 싸고 빠르게 광범위적으

로 전파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구조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셋

째는 경제활동의 세계화이다. 경제활동의 세계화에 의한 세계경제

의 통합화 추세는 국제경쟁의 심화, 지식 및 정보의 빠른 전파, 혁신

의 가속화 및 노동의 국제간 분업 등을 통하여 세계경제를 지식기

반경제로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다. 넷째로는 수요의 고급화 및 다양

화 현상이다. 범세계적 시장통합과 전반적인 소득상승으로 인한 기

호의 변화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제품의 

질과 디자인을 중시하게 하며, 이러한 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는 생

산자들로 하여금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과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 가

격과 비용인하, 혁신의 동인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가격인하와 제품

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 수요를 한층 더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상대적으로 빠른 선진국에서는 

산업구조가 연구개발의 활동이 활발하거나,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

른 고기술제품의 투입비중이 높거나 고숙련 인력의 투입비중이 높

은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왔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는 

중 ․ 고위기술산업군으로 분류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생산 ․ 고용 비

중이 증가하는 반면,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전체의 생산 ․ 고용비

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지식 ․ 기술집약적 산업의 팽창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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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교육, 정보, 통신 등의 서비스산업이 확대되면서 경제전체에

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생산 ․ 고용 비중이 증대하는 ʻ경제의 서

비스화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산업생산구조를 경상 부가가치 비중으로 볼 때 전 산업

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1970년에 평균 28% 수준에서 1990

년에 22%, 2008년에는 16% 수준으로 계속 축소되는 추세인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1970년에 56% 수준에서 1990년에 66%, 2008년

에는 74%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조

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70년에 19% 수준에서 1985년에 27%로 확

대된 이후 28%내외에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

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1970년에 44% 수준에서 1990년에 51%로 

그리고 2008년에는 60%로 확대되었으나, 아직 선진국 평균에 비해

서는 14%p가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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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제1절❘ 미국의 고용정책

고용정책은 고용보험제도 및 관련 사업들을 통해 구체화된다. 따

라서 고용정책은 고용보험제도 및 관련 사업들의 분류에 기초하여, 

실업자들에 대한 사후적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노동시

장 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과 실업자들에 대한 취업지원

과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적극적 노

동시장 정책은 다시 취업알선 및 직업진로지도와 같은 공공고용서

비스, 실업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고

용안정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은 국가마

다 축적된 사회적 경험과 제도들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그 국가

의 시기별 법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는 미국의 고용정책을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실업급여)과 적극적 노

동시장 정책(공공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사업)으로 분

류한 뒤에 각각의 정책들을 시기별 법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보

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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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용정책은 시기별 법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통해서 다음

과 같이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고용정책이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된 시기는 1930년 

대공황을 계기로 관련법들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 시기는 노동

조합의 활동이 활발하고, 민주당이 1933년부터 20년간 집권하던 시

기이기도 하다.71) 대공황에 따른 대량실업문제의 해소를 위해 제정

된 1933년 와그너-페이서 법(Wagner Peysr Act, WPA)에 따라 전국

적인 고용서비스망이 구축됨으로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가운데 

하나인 공공고용서비스(PES)가 본격화되었다. 1935년 전국노동관계

법(National Labor Relation Act, 일명 와그너법)의 제정으로 단결권

과 단체교섭권이 확대되었다. 1935년에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SSA)의 제정과 함께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소극적 노

동시장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의 제정과 함께 그동안 위헌 판결을 받아

왔던 연방최저임금제도가 출범하게 된다. 

이후 1960년대에는 고용상의 차별이 규제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1964년에는 인권법 7편(고용기회균등법)의 제정과 함께 고용상 차

별이 금지되었으며, 1965년에는 고용차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고용기회균등위원회가 설립된다. 또한 1967년에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연령에 따른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게 된다.

1962년에는 인력개발훈련법(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

이 제정됨으로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가운데 직업능력개발 사업

71) 미국의 노동부는 1913년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1차대전으로 인한 전시노동정책이

나 이민문제를 다루었다. 미국 노동부의 역사에 대해서는 http://www.dol.gov/oasam/ 

programs/history/main.ht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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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프로그램

고용정책의 4가지 부문

취업알선 및 중개 노동시장 정보제공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와그너-페이서법, 

1933

공공민간부문취업

알선 공식 출범

사회보장법, 1935

실업보험 도입, 수

급자격 및 지급의 

결정

2차대전 이후 변화

퇴직군인, 실직노

동자, 청년, 노령, 장

애인들에 대한 취

업알선 우선

지역재발전법, 1961
노동시장정보수집 

역할 확대

침체된 지역에 훈

련프로그램 제공

인력개발 및 훈련프

로그램, 1962

취약계층에 대한 

재강조

직업훈련 및 인적

자원개발 사업 역

할 확대

종합 고용 및 훈련법, 

1973; 직업훈련파트

너십법, 1982

주정부에 사업 양

도 시작

노동자프로파일링

과 재고용서비스제

도 수립, 1994

인력투자법, 1998

핵심재고용서비스

에 대한 총체적 접

근

노동시장 정보제공 

기능 강화

재고용프로그램과 

훈련프로그램 통합

이 본격화 되기 시작한다. 이후 인력개발훈련법은 1973년에 종합고

용훈련법(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으로 개편된

다. 다시 1982년에 직업훈련협력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으

로 개편되고, 1998년에는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이 

제정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기본틀이 마련된다.

<표 2-1-1> 미국 고용정책의 4가지 부문과 법제도 변화과정

주: 와그너-페이서법: Wagner-Peyser Act,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Title Ⅲ, 

지역재발전법: Area Redevelopment Act, 인력개발및훈련프로그램: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Program, 종합고용및훈련법: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직업훈련파트너십법: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

자료: Eberts and Holzer(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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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제위기가 고용위기로 전화됨으로써 그동안 누적되어 왔

던 미국의 고용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일

자리 창출을 위해 2009년에 약 8,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회복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이 제정되었으며, 

녹색일자리사업(Green Jobs)들이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다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에 38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일자리법(New Jobs 

Bill, NJB)이 제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인력개발사업의 혁신을 위

해서 인력혁신기금(Workforce Innovation Fund), 청년혁신기금(Youth 

Innovation Fund)이 추진되기에 이른다.

이상의 시기별 법제도 변화를 고용정책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2-1-1>과 같다72). 이러한 분류에 따라 다음 2절에서는 소극적 노동

시장 정책인 실업급여에 대해 살펴보고, 3절에서는 적극적 노동시

장 정책인 공공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그리고 고용안정사업을 

법제도 변화와 함께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고용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72) <표 2-1-1>에는 고용안정사업이 빠져있고, 공공고용서비스사업이 취업알선 및 중개

와 노동시장 정보제공으로 나뉘어 있다. 본문에서는 고용안정사업들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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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정책은 실업자들에 대한 사후적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과 실업자들에 

대한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적

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실업보험제

도를 2절에서 소개하고, 3절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PES), 직업능력

개발, 고용안정 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소개한다.

1. 실업보험제도 주요내용

실업급여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

호하는 역할을 한다. 재직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들의 임의적 해고를 

어렵게 하는 고용보호법규와는 달리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이

후 실업상태에 있는 동안에 노동자들에게 대체소득을 제공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미국에서 실업보험제도73)는 대공황에 따른 대량실업과 빈곤 문제

를 해소하고자 제정된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으로

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은 연방정

부에 의해 운영되는데 반해 실업보험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호 

역할 분담 하에 실시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실업보험제도에 있어서 역할분담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사회보장과 실업보험이 초기에 다른 모델로 출발하게 

73) http://www.workforcesecurity.doleta.gov/unem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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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유는 메사추세츠, 오하이오, 위스콘신 등과 같은 몇몇 주에서 

1935년의 사회보장법(SSA)을 통해 연방차원의 실업보험제도를 마

련하기 이전에 이미 제한된 형태의 실업보험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당시 미 의회는 좀 더 많은 주에서 실업보험이 실시되기를 원했

으며, 그 결과 1935년 사회보장법(SSA)의 제정과 더불어 단일한 연

방차원의 사회보장프로그램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각 주들이 자신

만의 실업보험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독려하였다(Baicker, Goldin 

and Katz 1997). 연방정부의 경우 실업보험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 

사항들을 담당하며, 주정부의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 등 실업보험제

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주정부마다 실업급여 징수액과 

지급액에는 차이가 난다.

실업보험의 납부대상은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사용자이다. 다만 

뉴저지, 알래스카, 펜실베니아 3개 주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공동 납

부한다. 실업보험 적용사업장은 초기에 8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1970년 이후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20주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 그리고 지난 1년간 한 분

기에 1,500달러 이상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가 납부 대상이다. 현재 

자영업자는 실업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퇴직군인과 공무

원은 연방실업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실업보험료는 연방정부(국세청 징수)와 주정부(고용업무 담당기

관 징수)가 공동 징수한다. 연방실업세법(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에 의해 보험료율은 임금의 6.2%이다. 이때 사용자가 보험

료를 주정부에 납부할 경우 5.4%를 감면해주고 있어 임금의 0.8%가 

실제 보험료가 된다.



210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

실업급여 수준은 산정기간의 소득액에 따라 주별로 다르며 최저

적용률과 최고적용률이 있다. 보험료 적용상의 기준임금은 연방정

부의 경우 7,000달러이며, 주정부별로는 7,000달러(아리조나주 등)

에서 34,000달러(하와이주 등)까지 매우 상이하다. 또한 보험료율 

역시 최소보험료율이 주마다 0.07%(캔사스주 등)에서 1.69%(로드아

일랜드주 등)까지 다양하며, 최대보험료율 역시 5.40%(아리조나주 

등)에서부터 10.96%(매사추세츠 등)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주에서 

최대 26주까지 지급한다(Kletzer and Rosen 2006).

미국 실업보험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경험료율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는 점이다. 경험료율제도는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의 지출을 

많이 발생시킬수록 높은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경험료율

(experience rate)은 기본적으로 실업에 따른 비용부담을 각 사업장

의 실업발생경력에 비례하여 분담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 역시 주

마다 다른 요율산정기준을 가지고 있다.

실직자들이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미국에서 일반실업급여(Regular 

Benefits, UB), 연장실업급여(Extended Benefits, EB), 비상실업급여

(Emergency Unemploymet Compensation, EUC)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실업급여(UB)의 지급은 주정부가 담당하며, 지급범위, 

수급자격, 급여수준은 주마다 상이하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

근 소득수준, 근속기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새로운 일자리를 구

하려는 의지와 능력 등 금전적 기준과 비금전적 기준에 의해 결정

되는데 주마다 다양한 적용기준을 가지고 있다.

소득산정 기간은 주마다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직전 15개

월 가운데 최근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월이다. 예를 들면 2011

년 7월에 실직했을 경우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가 소득산



211제2부 소득보장제도

주이름

1주당

지급가능

최대액수

최소세율,

최대세율
주이름

1주당

지급가능

최대액수

최소세율,

최대세율

앨라배마 230 0.44, 6.04 네브래스카 288 0.39, 6.76

알래스카 248-320 1.21, 5.40 네바다 362 0.25, 5.40

애리조나 240 0.02, 5.04 뉴햄프셔 372 0.01, 6.50

아칸소 395 0.10, 10.0 뉴저지 521 0.18, 5.50

캘리포냐 450 1.30, 5.40 뉴멕시코 312-360 0.03, 5.40

콜로라도 435 0.30, 5.40 뉴욕 405 0.90, 8.90

코네티컷 465-540 0.50, 5.40 노스캐롤라이나 457 0.00, 5.70

델라웨어 330 0.30, 8.20 노스다코타 351 0.40, 9.44

플로리다 359 1.30, 6.60 오하이오 343-462 0.50, 10.0

조지아 275 0.32, 5.40 오클라마 317 0.20, 7.40

하와이 320 0.03, 6.21 오리건 445 1.20, 5.40

아이다호 459 0.00, 5.40 펜실베니아 497-505 0.30, 9.20

일리노이 322 0.48, 5.40 로드아일 492-615 1.40, 5.40

인디애나 350-475 0.30, 8.10 사우스캐롤라 303 1.24, 6.10

아이오와 390 1.10, 5.60 사우스다코타 274 0.00, 7.00

캔사스 386 0.00, 8.00 테네시 275 0.15, 10.0

켄터키 401 0.07, 7.40 텍사스 350 0.40, 7.64

루지애나 258 0.10, 6.20 유타 383 0.40, 9.40

메인 320-480 0.53, 5.40 버몬트 394 0.80, 6.50

메릴랜드 340 0.60, 9.00 버지니아 347 0.10, 6.20

매사추셋 551-826 1.12, 10.96 워싱턴 496 0.47, 6.12

미시간 362 0.06, 10.3 웨스트버지니아 391 1.50, 7.50

미네소타 350-515 - 위스콘신 341 0.00, 8.90

미주리 210 0.40, 5.40 와이오밍 349 0.54, 9.04

몬태나 270 0.00, 6.00

<표 2-1-2> 미국 실업급여제도 주별 현황       

단위: 달러, %

자료: Kletzer and Rose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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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간이 된다.

미국에는 일반실업급여 외에 연장실업급여가 있다. 미국에서 지

난 반세기 동안 진행된 실업기간의 장기화는 일반실업급여 프로그

램으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의회는 1958년 실

업급여의 연장지급을 일시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970년 연장급여 

프로그램(EB)을 제정하게 된다.

연장실업급여 프로그램에 따르면 보험가입노동자들의 실업률이 

지난 13주 동안에 5%를 상회하거나 지난 13주 동안의 실업률이 지

난 2년 동안의 실업률보다 20%를 넘을 경우에 추가로 13주 동안 지

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정부는 연장실업급여 재정의 절반을 부

담하도록 요구된다. 일반실업급여와 연장실업급여 외에 비상실업급

여(EUC)가 있는데 비상실업급여는 연방정부가 담당한다.

2. 주요 OECD 국가들과의 비교

전반적으로 미국의 실업보험제도는 1935년 도입 이후 진행된 노

동시장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

에 따라서 수급자격이 너무 엄격해서 수혜율이 낮고, 급여수준도 낮

은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주마다 실업급여 수준이 달라서 실업보

험의 하향경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실업보험료를 사

용자측이 납부하기 때문에 실업보험료를 높일수록 기업들의 반발이 

있어 기업유치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실업급여 수준

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2-1-1]은 OECD 

주요국가들의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2010년 현재 47%로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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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년 3년 4년 5년 5년평균

덴마크 72.6 73.4 73.4 73.4 9.7 60.5

스웨덴 60.9 59.7 56.5 19.4 7.7 40.9

프랑스 67.3 67.3 30.0 30.0 30.0 44.9

독일 64.9 49.4 43.3 37.1 37.1 46.4

이탈리아 46.7 1.6 1.6 1.6 1.6 10.6

스페인 67.7 63.7 23.5 23.5 12.6 38.2

영국 33.0 32.6 32.6 32.6 32.6 32.7

미국 44.9 16.5 0.0 0.0 0.0 12.3

OECD(중위값) 58.6 40.4 15.5 12.9 9.3 29.9

[그림 2-1-1] 미국의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단위: %

주: 자녀2인, 부부 중 한사람만 소득, 평균수준의 임금을 받았던 실업자의 

실업급여순소득 대체율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2011

<표 2-1-3> 실업기간별 실업급여 수준(순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단위: %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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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 초기에 비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체로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지급

되는 실업급여가 작아지도록 하여 실직노동자는 자신의 인적자원가치

가 낮아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낮아지는 정도는 국가마다 편차가 있다. 미국의 시간 경

과에 따른 소득대체율 감소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는 특징을 

가진다. <표 2-1-3>를 보면 5년 동안의 평균 순소득대체율을 보면 미국

이 12.3%로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제3절❘ 미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LMPs)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이동을 원활히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기능을 개

선시키는데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첫째는 직업능력개발사업(Training), 

둘째는 고용안정사업(Subsidized Employment), 마지막으로 공공고용

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s, PES)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자들,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있는 노동

자들 그리고 재직 노동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안정사업은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유지에 대

한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사업의 주요 내용

으로 한다. 공공고용서비스는 직업진로지도, 일자리 상담, 실업급여

의 지급 및 관리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한다.

미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1933년 와그너 페이서법(Wa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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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yser Act) 제정 이후 본격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

시장정책 가운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은 다른 OECD 국가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주로 공공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위주로 입안되고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 WIA) 제정 이후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

며 점차 고용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절에

서는 미국의 공공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최근의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 사업들의 주요 내용과 변화과정을 소개한다.

1. 공공고용서비스

미국에서 공공고용서비스제도는 대공황 극복을 위해 1933년에 제

정된 와그너 페이서 법(Wagner Peyser Act)에 의해 본격화된다. 처

음 공공고용서비스는 뉴딜정책 하에 수립된 광범위한 공공근로 프

로그램들에 실업자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공공고용서비

스제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에 의해 수행되나 연방정부가 보

다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이후 미국이 처한 경제 및 노동시장 환경

에 따라 진전되어 왔다.

현재 매년 1천 900만 명 정도가 구직을 위해 등록하며, 20만 정도

의 사용자가 700만 이상의 빈일자리를 내놓고 있다. 실업자의 19%가 

공공고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두 배에 달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30%가 공공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1990년대 이후 노동부의 고용훈련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 주도하에 인터넷 기반의 고용서비

스를 확대하여 왔다(OʼLeary and Ebert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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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은 인력투자

지역(Workforce Investment area)마다 최소 1개 이상의 종합원스톱센

터를 설립해야 하며, 한 공간에 12개의 사업이 제공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3천 여 개의 원스톱서비스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공공고용서비스 예산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합원스

톱센터와 지부원스톱센터의 수가 감소하여 왔는데 2002년 이래 종

합원스톱센터의 수는 10%, 지부원스톱센터의 수는 25%가 감소하였

다. 2012년 현재 미국의 원스톱센터는 총 2,822개이며, 종합원스톱

센터 1,790개, 지부원스톱센터가 1,032개이다74). 종합원스톱센터에

서 하는 12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성인, 실직노동자, 청년, 원주민, 계절적 농업노동자, 퇴직군인

을 위한 인력투자법(WIA) 사업

② 와그너-페이서 법(Wagner-Peyser Act)의 고용서비스 사업

③ 성인교육 및 국어교육

④ 재활법(Rehabilitation Act)(TitleⅠ의 A, B)

⑤ 복지에서고용(Welfare-to-work) 사업

⑥ 고령자 고용촉진사업

⑦ 청소년 직업교육

⑧ 무역피해 노동자 지원사업

⑨ 퇴직군인과 퇴직장애군인 지원사업

⑩ 지역보조금고용및훈련사업(Community Services Block Grant)

⑪ 주택및도시개발(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고용및훈련 사업

⑫ 주정부 실업보상법에 의한 사업

74) http://www.servicelocat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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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아래 5개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

⑬ 빈곤가정일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 사업

⑭ 1977년 식품보조법(Food Stamp Act)에 의한 고용및훈련 사업

⑮ 1977년 식품보조법(Food Stamp Act)에 의한 일자리 사업

⑯ 1990년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사업

⑰ 기타 적절한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의 사업들

2. 직업능력개발사업

미국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시작은 1935-42년 동안 진행된 루

즈벨트정부의 일자리확대사업(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WPA)

에서 찾아볼 수 있다. WPA는 대공황 당시의 대량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한 프로그램으로서 고용 및 훈련 기

회 제공을 목적으로 했다.

미국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962년의 인력개발 및 훈련법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 MDTA)이 제정됨으로써 

본격화 된다. MDTA는 기술변화에 따라 실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재훈련과 취약계층노동자들에 대한 훈련을 초점으로 했다. 이후 

반빈곤 프로그램(anti-poverty program)에 초점을 맞추었던 1973년 

종합 고용 및 훈련법(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CETA), 탈산업화에 따른 제조업에서의 대량감원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1978년의 직업훈련파트너십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PTA), 그리고 현재 미국의 직업능력개발 사업들의 기본틀이 되고 

있는 1998년의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 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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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법제도 변화와 함께 미국의 직업능력개

발사업들이 점차 진전되어 왔다.

현재의 미국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주로 1998년 제정된 인력투자법

(WIA)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동 법을 기준으로 공급자 위주

의 훈련사업에서 수요자 위주의 훈련사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훈련

사업은 주로 연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연방정부는 가이드라

인을 제공하고 주정부는 사업의 집행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한다.

인력투자법(WIA)을 통해 수행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에는 실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3단계 서비스75)를 제공하는 실직노동자 고용 

및 훈련 사업(Dislocated workers employment and training), 저소득층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성인 고용 및 훈련 사업(Adult 

employment and training) 등이 있다.

비록 미국의 고용정책이 실업자, 빈곤층에 보다 집중해 옴으로써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주로 주정부에 의해 이

루어지고는 있으며 그조차도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

대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적용대상을 설정하여 범위를 확대되기도 하였으며(황준욱 

2003) 인력투자법(WIA)이 과거에서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계층

을 대상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접근을 강조함으로써 전

통적인 정책기조에서 다소간의 변화(AFL-CIO Working for America 

Institute 2012)76)가 있었던 것처럼 재직노동자에 대한 사업도 확대되

75) 실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지원 및 상당 등을 제공하는 1단계 Core service, 

1단계를 통해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

공하는 2단계 Intensive service, 2단계를 통해서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

으로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3단계 Training service로 구분되어 있음.

76) http://www.workingforamerica.org/documents/workforc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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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최근에는 2003년부터 실시해 온 고성장직종의 훈련(HIgh 

Growth Job Training Initiatives)과 2005년부터 시작한 community col-

lege 훈련보조금사업(Community Based Job Training Grants), 2006년

부터 추진 중인 WIRED 사업(Workforce Innovation Regional Econo- 

mic Development) 등을 통해서 기업의 재직자들에 대한 지원 역시 강

화하고 있다(이재흥 2010).

3. 고용안정사업

미국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고용안정사업의 비중

이 크지 않으나 최근 다소간의 증가세에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고

용안정사업에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로기

회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와 복지에서고용

세액공제(Welfare to Work Tax Credit, WWTC) 프로그램 그리고 근

빈곤층(working poor)에게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등이 있다.

근로기회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프로그램

은 법에서 정해 놓은 9개의 취약계층 집단을 새로이 고용했을 경우에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고용보조금 제도이다. 1996년에 시

작되어 그 해 126,113건의 세액공제가 있었으며, 2000년에는 370,835

건, 2010년에는 849,868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77).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최대 6,000달러의 임금 한도 내에서 새로이 

고용된 노동자에 한해서 첫 해에 12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미만 

일했을 경우에는 첫 해 임금의 25%를 보조해 주고, 400시간 이상 

77) http://www.doleta.gov/business/incentives/opp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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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을 경우에는 임금의 40%를 보조해 준다. 예를 들면 최대치인 

6,000달러의 임금을 받고 40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에 2,400달러를 

보조해 준다. 다만 신입 직원이 퇴직장애군인일 경우 최대 임금한도

가 12,000달러로 증가하는 등 일부 대상은 지급조건에 차이가 있으

며, 적용대상 노동자수에는 제한이 없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급

여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일을 통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역할뿐만 아니라 취업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연계복지(Workfare) 정책

에 충실한 사업이다78).

1975년 입법(Tax Reduction Act)을 통해 시작된 이후 1990년대 클

린턴 정부 들어서 적용대상과 지급수준이 크게 확대되었다. 처음 도

입된 1975년에 6백 20만 여 명이 신청하고 125억 달러의 세금이 감

면되었으며, 1999년에는 1천 900만 여 명, 310억 달러, 2004년에는 

44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79). 세액공제 수준은 기본적으로 부양 아

동의 수와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에 더해 공제액의 산출방

식이 대상소득구간 중 하위소득 구간에서는 감면액의 크기가 소득

증가에 따라 커지다가 중간소득 구간에서는 정체되며 상위소득 구

간에서는 감면액이 감소되는 특성을 갖는다.

근로장려세제(EITC)가 근로빈곤층의 소득지원을 목표로 빈곤층 

노동자가구를 지원하는 반면, 근로기회세액공제(WOTC)는 취업취

약계층의 고용촉진을 목표로 사용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두 정책은 

78) http://www.irs.gov/eitc

79)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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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 밖에 미국의 고용안정사업으로 창업지원제도(Self Employment 

Assistance, SEA)나 뉴딜 이후 전통적으로 진행되어 온 직접적 일자

리 창출 사업 등이 있다.

4. 주요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미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은 OECD국가들에 비해 매

우 낮은 편이다. [그림 2-1-2]는 미국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지출 비율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인데 2009년 

현재 전체 GDP 가운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은 0.16%로서 

가장 낮다. 특히 덴마크의 1.62%에 비해 1/10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것은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미국의 작은 정부라는 

정책기조와 맞물려 나타난 결과이다. 

[그림 2-1-2] 미국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단위: %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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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미국의 최저임금제도

미국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연방차원의 관련법 제정 이전에 1912년 

메사추세츠주에서 여성 및 어린이에 대해 최소한의 임금지급을 권

고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20년까지 10여 개 주에서 최저임

금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에서 최저임금법은 임금에 

대한 자유로운 계약의 권리를 제약한다하여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1933년 최저임금을 규정한 국가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역시 독점자본의 반대에 의해 같은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미국의 최저임금제도는 1938년 제정된 공정노동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s Act)의 제정, 그리고 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합헌 결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공정노동기준법(FLSA) 제

정 당시 적용제외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였지만, 이후 진행된 최저임

금제도의 개정들을 통해서 적용대상의 확대와 최저임금수준의 증가

를 꾀하게 된다. 미국에서 연방최저임금(Federal minimum wage)의 

결정은 연방의회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국가들과 달리 

최저임금액 결정기준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연방최저임금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은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

(FLSA)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공정근로기준법

(FLSA) 제정 당시 소매업, 농업, 정부부문 노동자들이 제외되었으나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현재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연간 매출 50만 달러 이상 기업의 노동자들

이다. 그리고 연간 매출이 50만 달러 미만의 경우에도 우편, 통신 

등 주간 상거래(Interstate commerce)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물품

을 생산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이 외에도 병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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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설, 학교 그리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종사하는 노동

자들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일주일에 8

시간 이상 일하며, 1년 동안 1,700달러(2010년의 경우) 이상의 임금

의 받는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시에 몇 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풀

타임을 근무하는 학생의 경우 연방최저임금의 85% 이상의 시급으

로 고용이 가능하며, 직업훈련을 받는 16세 이상 학생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의 75%로 고용이 가능한 경우 등이 그러하다.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에는 외국선박에서 일하는 노

동자, 소규모 농장 노동자, 신문 배달원 등 공정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최저임금에는 기본적으로 

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이 산입되지 않는다80).

연방최저임금(Federal minimum wage)은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

(FLSA)이 제정된 첫 해의 0.25달러에서부터 2012년 현재 7.25달러

까지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이처럼 명목최저임금은 꾸준히 증

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실질최저임금은 반

드시 그렇지는 못하다. <표 2-1-4>는 연방최저임금의 장기추이를 의

회에서 결정되는 명목값과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값을 비교

한 것이다. 실질최저임금의 추이를 보면 1938년 연방최저임금이 처

음 결정된 이래 6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70년대 이후 

정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90년대 이후에는 실질최저임금이 하락함으로써 빈곤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오른쪽 항

목들은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시간당 실질평균임금과 이것과

80) http://www.dol.gov/dol/topic/wages/minimumwag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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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연방 최저임금(시급)의 장기 추이   

단위: 달러, % 

명목

최저임금

실질최저임금

(A)

제조업생산직

실질임금

(B)

비율

(A/B)

1938 0.25 3.30 - -

1939 0.30 3.96  6.60 60.0

1945 0.40 4.09  8.69 47.1

1950 0.75 5.89  9.97 59.1

1956 1.00 6.89 12.47 55.3

1961 1.15 7.08 13.55 52.3

1963 1.25 7.52 14.15 53.1

1967 1.40 7.87 15.00 52.5

1968 1.60 8.68 15.29 56.8

1974 2.00 7.62 16.16 47.2

1975 2.10 7.45 16.19 46.0

1976 2.30 7.64 16.34 46.8

1978 2.65 7.85 17.33 45.3

1979 2.90 7.85 17.27 45.5

1980 3.10 7.36 16.25 45.3

1981 3.35 7.12 16.18 44.0

1990 3.80 5.55 15.60 35.6

1991 4.25 5.93 15.42 38.5

1996 4.75 5.68 15.32 37.1

1997 5.15 6.05 15.51 39.0

2004 5.15 5.15 16.47 31.3

자료: Cashell(2005)에서 필자가 재구성.

비교한 시간당 실질최저임금의 비율이다. 이 추이를 보면 지난 60여 

년 동안 비율이 정체 또는 하락(특히, 90년대 이후)해 왔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007년에는 민주당 주도로 5.15달러에서 2009년까

지 3단계에 걸쳐 7.25달러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유지되

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맞물려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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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시급

노동자수

A

연방최저

임금미만

노동자수

B

연방최저

임금수준

노동자수

C

연방최저

임금이하 

노동자수

B+C

전체시급

노동자수 

대비비율

(B+C)/A

전체

16세 이상 전체 72,902 2,541 1,820 4,360 6.0

16-24세 14,061 1,180 955 2,135 15.2

25세 이상 58,842 1,360 865 2,225 3.8

남성

16세 이상 전체 35,498 943 669 1,612 4.5

16-24세 6,913 438 413 850 12.3

25세 이상 28,585 505 257 762 2.7

여성

16세 이상 전체 37,404 1,598 1,151 2,748 7.3

16-24세 7,148 743 543 1,285 18.0

25세 이상 30,256 855 608 1,463 4.8

래 [그림 2-1-3]은 미국의 지니계수가 0.38로서 주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으며, 상대적 빈곤률 역시 17.3%로 가장 높음을 보여

준다.

[그림 2-1-3] 미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단위: %

주: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임금의 50% 이하 비율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표 2-1-5> 연방최저임금 이하 임금노동자 수(2010)

단위: 천 명, %

자료: 미국 BLS, ftp://ftp.bls.gov/pub/special.requests/lf/aat44.txt(2012년 2월)



226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

<표 2-1-5>는 연방최저임금의 적용범위(coverage)를 정리한 것으

로서 청년층과 여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임을 보여준다. 2010

년 연방최저임금이 7.25달러였을 때 전체시급노동자 가운데 6.0%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를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16~24세의 청년층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15.2%로서 25세 이상의 3.8%에 비해 매우 높다. 성별로 보

면 남성이 4.5%인데 반해 여성이 7.3%로서 최저임금 이하의 여성노

동자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최저임금제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과 주 차원의 최저임금이 이원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정근로기준

법(KLSA)을 통해서 연방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몇몇 주

들에서 주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1990년대 들

어 클린턴 정부 이후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

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높은 쪽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은 주마다 다양하다. 연방 최저임금이 주 최

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연방 최저임금을 자동으로 새로운 주 최저임

금으로 규정하는 곳이 있기도 하며, 최소 적용 종업원규모나 매출액 

규모에 주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며, 최저임금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연동시켜 조정하는 주들(애리조나, 콜

로라도 등)도 있다.

이에 따라서 연방최저임금이 7.25달러였던 2011년에 5.15달러의 

와이오밍주에서부터 8.67달러의 워싱톤주에 이르기까지 주별로 최

저임금은 매우 다양하다.81) 미국의 50개 주 대부분에서 주 최저임

81) 2012년 1월 샌프란시스코주의 최저임금이 10.24달러로 결정됨으로서 처음으로 10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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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 2월 현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최저

임금이 같은 곳은 26개 지역, 연방정부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곳은 

17개 지역, 낮은 곳은 5개 지역 그리고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곳은 5개 지역이다.82)

이렇듯 각 주정부들의 상황에 따라 연방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주

최저임금이 일반화되고 있어 연방최저임금의 영향이 적어지는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연방최저임금은 주마다 주최저임금을 결정하

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실질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가운데 미국의 소득불평등 역시 

심화되어 온 점을 염두에 두면, 미국의 소득불평등 완화에 미칠 수 

있는 연방최저임금의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러를 넘어섰다.

82) http://www.dol.gov/whd/minwage/americ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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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1> 미국의 노동시장정책 지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노동시장정책 지출규모
노동시장정책 지출비중

(GDP 대비 비중)

연도 전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전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2000 45,767 17,579 28,188 0.45 0.17 0.28

2001 69,382 18,397 50,985 0.66 0.17 0.48

2002 73,102 18,083 55,019 0.67 0.16 0.50

2003 60,569 17,372 43,197 0.52 0.15 0.37

2004 49,993 16,967 33,026 0.40 0.14 0.27

2005 48,828 17,104 31,724 0.37 0.13 0.24

2006 51,221 17,902 33,319 0.37 0.13 0.24

2007 61,792 18,228 43,564 0.43 0.13 0.30

2008 139,671 24,741 114,930 0.99 0.18 0.82

2009 169,498 23,739 145,759 1.17 0.16 1.00

자료: OECD, 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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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금제도

❘제1절❘ 서론

미국의 공적 연금은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기초한 노인 · 유족 · 장애인연금보험제도(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와 일부의 공무원과 철도직원이 가

입하는 특별한 제도이다. OASDI는 단순히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제도라고도 불린다. OASDI는 미국 대다수 종업원과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중심적 공적 연금제도이다. 미국의 이런 공적 연금제도는 실

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내지 고용보험과 함께 1935년 루

즈벨트(FDR) 대통령하에서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의 두 핵심 축이기도 하다(Daguerre 2011: 390). 이 공적 연금과 실

업보험은 미국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제도의 근간을 구성한다.

엄격히 말하면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노인 · 유족

· 장애인 연금보험제도(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는 분리된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하나는 퇴직자 및 그 

가족, 그리고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노인

· 유족연금보험(OASI:Old Age, Survivor Insurance)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연금급여가 지급되는 장애인연금보험(DI: 

Disability Insurance)이다. 이 신탁기금은 일종의 회계 장치(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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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vance)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미국 사회보장제도인 OASDI의 기본현황과 성격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장에서 가장 중요

하게 그리고 자세히 다룰 부분은 OASDI의 급여구조와 OASDI의 재

정구조, 그리고 OASDIS의 단기 · 장기 재정전망과 함께 OASDI재정

구조가 미국 전체 재정구조 및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보장제도인 공적 연금의 고갈과 소진에 대비

하여 몇 십년 동안 계속되어 온 미국의 공적 연금개혁이 어떤 방식

으로 논의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2절❘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의 개요

1.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기본 성격 

1935년 루즈벨트(FDR) 대통령 시절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되어 처음으로 사회보장제도(공적 연금)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상공업부문 종업원(피용자)에만 가입자격이 부여되었다. 하

지만 그 이후 가입대상이 점차 확대되었다. 1939년부터 가입자 가족

도 급여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족연금이 도입됨으로써 OAI

가 OASI로 확대되었다. 또한 1951년에는 비농업자영업자들이 가입

자격을 얻게 되어 사회보장 적용대상자가 대폭 늘어났다. 1954년에

는 농업자영업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OASI는 명실상부한 

전국민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83). 끝으로 1956년에는 장

83) SECA(Self-employment Contribution Act)에 의거하여 자영업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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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연금의 도입 등으로 적용대상이 더 확대되어 OASI가 OASDI로 

확대 개편되었다.

연방정부공무원, 주 · 지방정부공무원, 철도직원의 경우, OASDI의 

적용여부는 다소 복잡한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OASDI보다 더 빠른 1920년에 CSRS(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84)라는 연방공무원퇴직제도가 발족했다. 

대부분의 연방공무원이 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 하지만 1983

년 레이건 정부 시절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연방

공무원 퇴직연금제도개편에 따라 1984년 이후 채용된 연방정부공무

원들은 예외 없이 전부 OASDI에 가입하도록 했다. 즉 1983년까지 

채용된 연방정부공무원들은 CSRS에 그대로 남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후 채용된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더 이상 CSRS에 가

입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1984년 이후 채용된 연방공무원들은 

OASDI의 적용을 받게 됨과 동시에 거기에 추가하여 연방정부공무

원만을 대상으로 특수직역연금인 연방공무원퇴직제도85)(FERS: Federal 

Employee Retirement System)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 외에도 연방

공무원은 TSP(Thrift Savings Plan)라는 임의적립저축플랜(확정기여

형: DC)에 가입하기도 한다86).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피용자와 사용자들의 사회보험료 부과를 강제한 

법인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에 종종 대비된다.

84) 직원은 급여의 7%를 내야 하며 근속연수가 30년 이상이면 55세부터 감액없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일례로 38년 근속의 경우, 임금이 가장 높은 연속하는 3년간 평균

급여의 72.25%의 연금이 지급된다. 연금액수는 물가슬라이드로 조정된다.

85) 직원은 급여의 0.8%를 연금보험료로 낸다. OASDI에 내는 사회보험료 6.2%와 합치

면 총 7.0% 연금보험료를 내는 셈이다. 이는 위의 CSRS의 사회보험요율=사회보장

세율(7.0%)과 동일하다.

86) 직원의 기여금 납부는 가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지만 급여의 10% 정도

를 납입하는 직원이 많다고 한다. 연방정부는 직원의 기여율에 따라 급여의 1-5%를 

기여금으로 낸다. 기여금은 직원이 선택한 투자펀드에서 운용, 퇴직시 적립금을 일

시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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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철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으로 철도퇴직연금

제도(RR: Railroad Retirement)가 1937년에 발족함으로써 철도노동

자는 RR에 가입했다. 한 동안 OASDI와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어 왔

던 철도퇴직연금제도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취업자수의 감소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51년

에 철도퇴직연금제도(RR)의 적용자들에게 OASDI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만큼의 재정조정을 양 제도간에 하게 되었다. 

철도퇴직연금(RR) 쪽의 고령화율이 더 높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지불하는 현역세대보다는 연급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져 철도퇴직연금의 재정부담이 점차 커졌다. 이에 OASDI가 이 

부족분을 메워줌으로써 실질적으로 OASDI로부터 RR로 재정자금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끝으로 주 · 지방정부 공무원은 각 주 · 지방정부마다 설립되어 있

는 퇴직제도에 가입하지만, 해당 주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청(SSA)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단체 단위로 OASDI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그 경우 OASDI에 추가하여 해당 주 · 지방정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역연금제도가 설립된다. 현재 50개 주 모두가 이 협정을 체결

하고 있다고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주 정부 공무원연금제도가 반

드시 OASDI에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이다. 일례로 캘리포

니아 주 공무원연금제도에는 일반공무원직원을 대상으로 한 캘리포

니아 공무원 연금기금(CalPERS)와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캘리포

니아교직원연금기금(CalSTRS)이 구분되어 있는데 전자의 경우 OASDI

에 가입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CalPERS라는 직역연금이 추가되는데 

비해87), 후자인 CalSTRS의 경우 OASDI에 가입하지 않고 직역연금

87) 일반직원은 OASDI 분으로 급여의 6.2%, CalPERS의 확정급여형연금분으로서 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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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CalSTRS만 제공된다88). 따라서 주 지방공무원 연금제도가 OASDI

와 어떤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려면 각 주 지방공무원의 계

약상태를 연금별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현황

OASDI에는 2010년 12월 기준 약 1억 5,670만 명이 가입되어 있으

며, 미국 취업자의 약 94%가 포괄된다(Annual Statistical Supplement 

2011, 2012: 10). 이는 2009년 12월에 비해 1,509,149명, 비율로는 

2.9%가 증가한 수준이다. 2010년 12월 시점에서 노인연금, 유족연

금, 장애연금을 포함한 전수급자수는 5,400만 명, 그 중 노인연금 수

급자가 3,750만 명, 유족연금 수령자가 640만 명, 장애인연금수령자

가 1,020만 명에 이른다(Annual Statistical Supplement 2011: 1). 미국 

전체 인구로 보았을 때, 6명 중 1명은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셈이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 중 91% 정도가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상황이다.

OASDI는 2010년 12월 현재, 원칙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취업자,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도 적용된다. 

하지만 1983년 이전 고용된 연방공무원, 주정부 지방정부의 퇴직

연금에 가입한 주정부 · 지방정부 공무원, 철도퇴직연금제도(Railroad 

Retirement)가 적용되는 철도직원, 연수입 400달러 이하 자영업자,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농업노동자 가사노동자 등은 

OASDI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낸다. 주정부는 OASDI분으로 급여의 6.2%를 내고  확정급여연금분으로서는 급여에 

필요한 부담 중 직원 기여액을 제외한 잔여분만 부담한다.

88) 이에 비해 캘리포니아주 교원연금(CalSTRS)의 경우 OASDI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

문에 OASDI분으로 내는 기여금이 없고  확정급여형 직역연금(CalSTRS)분으로 직원

은 급여의 8%, 주정부는 급여의 8.25%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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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금의 평균월 수급액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1,176달러, 

유족연금은 1,134달러, 장애인연금은 1,068달러(Annual Statistical 

Supplement 2011: 1). 장애인평균연금급여는 낮은 수준이며 혼자 사

는 개인의 빈곤선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장애

인연금급여는 이들에게 아주 소중하다. 장애인연금수급자의 46%가 

그들의 총개인소득의 90% 이상을 이 장애인연급급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Reno & Ekman 2012: 6). 문제는 최근 장애인연금수

급자가 크게 증가하여 DI 신탁기금 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가 나빠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지면 실제 장애인들이 겪

는 실업에 대한 압박은 두 배 이상으로 증폭된다. 두 번째 장애인연

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00~2010년 사이에 18~64세 사람들 중에서 비보험자가 

16%에서 22%로 증가했다(Reno & Ekman, 2012:3). 건강보험이 없

을 경우, 노동자들은 근로불능을 야기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

대한 막아 주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재해나 장

애 위험이 더 커진다. 이외에도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작업 여건이나 작업장 분위

기 조성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장애위험을 강화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 사회보장세: OASDI의 재원

OASDI의 재원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로 충당되며 종업

원이든 자영업자든 관계없이 세율은 12.4%이다. 다만 차이는 이 세

를 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부담하는가이다. 자영업자는 12.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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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사회보장세율의 구조

단위: %

OASI DI HI OASDI
OASDI와 

HI 총계

종업원 및 사용자 각각의 pay roll 세  5.30 0.90 1.45  6.20  7.65

자영업자에 대한 pay roll 세 10.60 1.80 2.90 12.40 15.30

자료: Annual Statistical Supplement 2011, 2012: 2.A, 2.5표 

모두 본인이 부담하지만 종업원의 경우 사용자와 균등하게 6.2%씩 

부담한다. 이 사회보장세를 세분하면 노인유족연금분은 10.6%이고 

장애인연금분은 1.8%이다. 여기에 65세 노인들을 위한 전국민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세 2.9%를 합친 OASDHI의 세율은 

15.3%이다. 이 경우에 종업원과 사용자의 부담세율은 각각 7.65%로 

역시 동일하다.

사회보장세의 부담은 사용자와 종업원 각각 절반씩(6.2%) 부담하

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액(12.4%) 자기부담이다. 사회보장세 중 종업

원(피용자)의 부담분을 ‘pay roll세’라고 부른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

득세의 신고납부에 맞춰 내국세입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에 납부한다89).

사회보장세의 과세대상 소득에는 상한이 있다. 상한액은 매년 개

정되어 2011년 상한액은 연소득 106,800달러이다(The 2011 Annual 

Report,2011:139)90). 2012년에는 상한액이 110,000달러로 약간 상향

89) 최근 법개정에 따라 사회보장세 납부 관련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우선 공법

(111-147)에 따르면, 대부분 사용자들이 2010년 3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월 3일 이후 채용된 일정유자격 개인들에게  지불된 임금에 대한 OASDI payroll 

tax의 사용자 몫을 지불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되었다. 또한 공법 111-312에 따르면, 

OASDI payroll tax가 2011년 동안 종업원과 자영업자에 대해 2% pt 인하되었다. 이

로 인한 부족분은 재무부 일반계정에서 OASI 및 DI로의 이전으로 충당된다.

90) 2005년에는 상한소득이 연 90,000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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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될 예정이다. 사회보장세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임대소득, 자본이득세 등은 제외되고 오직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점에서 사회보장세는 누진성이 강한 소득세와 정반대로 아

주 역진적인 세이다(Lyer & Jimenez & Reckers 2012). HI의 경우 

1993년 전까지는 과세소득의 상한(135,000달러)이 있었지만, 현재는 

완전 철폐되었다.

다.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성격

OASDI의 기본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는 수령하게 될 연금급

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지불해야 할 연금급여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재정방식을 채택하는가라는 문제다. 전자의 기준으로는 사전

에 일정한 룰과 원칙에 따라 수령하게 될 연금급여가 확정되어 있

는 연금급여를 확정급여형 연금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수령연금급여

가 적립금의 자본시장에서의 운용성과에 의해 시시때때로 변동하는 

확정기여형 연금이 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OASDI)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확정급여형

(DB:Defined Benefit) 사회보험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Kilgour 2010: 

460) 즉 받게 될 연금은 일정한 룰에 기초하여 사전에 확정된다. 

OASDI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부과방식(Pay-As-you-Go) 시스템

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규모의 적립금을 보유하는 수정부과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Aubuchon Craig P, Conesa, J & 

Garriga 2011:24-6). 부과(賦課)방식이란 원칙적으로 연금급여에 필

요한 비용을 그 때 그 때의 현역노동자로부터 사회보장세를 부과하

여 충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비해 수정 부과방식이란 현재급여

에 필요한 금액보다 높게 사회보장세를 설정하여, 상당정도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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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초기 부과방식에서 수정부과 방식(부분 적립형)으로 변경

하게 된 배경으로는 1970년대에는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신

탁기금 적립금이 감소하여, 고령화에 의한 연금재정의 장기적 악화

가 우려되기 시작하자, 미국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77년과 

1983년에 대대적인 사회보장개혁을 단행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

했다. 현역세대가 납부한 사회보장세로 퇴직세대의 연금급여를 지

급하는데 2010년 12월 기준 적립금 총액은 한해 지급할 총연금급여

의 3.6배 정도에 이른다. 베이비 붐 세대들이 대거 은퇴하기 시작함

에 따라 기금적립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제3절❘ 사회보장제도(OASDI)의 

연급급여구조

1. 노인연금과 가족급여

가. 노인연금 수령 조건

일정 기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퇴직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노인연금이 지급되고, 그 가족에게는 가족급여가 지급된다. 즉 노인

연금 수령자 중 배우자, 이혼한 원배우자 및 자식이 있는 경우, 이들

에게 가족급여가 지급된다. 이 노인연금은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중

핵을 이룬다.

이 노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

어야 한다. 첫째,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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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를 납부했을 경우 부여되는 기간 단위, 즉 가입사분기(Quarters 

of Coverage: QC)가 일정 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QC를 취득하는 

데에는 1120달러(2011년) 이상의 소득이 요구된다.(The 2011 Annal 

Report 2011: 115). 물론 1 QC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소득액은 매년 

평균임금수준의 증가에 비례하여 조정된다91). 1년에 획득할 수 있

는 QC는 최대 4이다. 최근에는 1년 4,480달러의 소득이 있으면 1년

에 4 QC가 부여된다.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40 QC(40 cred-

its)을 획득해야 하며 62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노인연금급여

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40 QC가 필요한데 이는 10년 꼬박 사회

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노인연금 급여액의 결정요소: 기본연금액

(PIA: Primary Insurance Amount)

노인연금의 급여액을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가입기간 

소득의 평균치가 반영되어 있는 기본연금액(PIA: Primary Insurance 

Amount)이다. 다시 말해 기본연금액(PIA)은 연금수급자가 전액퇴직

급여수령연령(FRA: Full Retirement Age:65세)에서 받을 수 있는 월 

퇴직급여액이다. 노인연금의 수급자 본인에 대한 급여액은 원칙적

으로 기본연금액(PIA)의 100%이다. 생애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본

연금액(PIA)이 높아지고 소득이 없거나 낮은 기간이 많을수록 기본

연금액(PIA)이 낮아진다.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소득재분배기능이 

작동하도록 기본연금액(PIA)이 설계되어 있어 저소득층에 유리하도

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기본연금액(PIA)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91) 달리 말하면, 이 소득기준액은 전국평균임금지수(National Average Wage Index)에 기

초하여 자동적으로 임금슬라이드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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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연금액(PIA)와 조정후 평균월소득액

(AIME: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기본연금액(PIA)의 산정에 이용되는 가입기간 중의 월소득액으로

는 임금슬라이드에 의한 조정후 월소득액이 사용된다92). 보다 구체

적으로는 기준년(60세가 되는 해)의 전국평균임금을 조정대상이 되

는 해의 전국평균임금으로 나눈 뒤, 이 비율을 조정대상이 되는 연

도의 소득에 곱해서 산출한다. 이 기본연금액(PIA)는 다음에 설명할 

조정후 평균월소득액(AIME: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그렇다면 조정후 평균월소득액(AIME: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이란 무엇인가? 이것(AIME)은 22세부터 연금수급개시적격

기(노인연금의 경우 62세)까지 중 소득이 낮은 5개년을 제외한 평균

월소득액을 말한다. 통상 22세부터 62세까지의 40년중 소득이 높은 

35년(420개월)간의 임금슬라이드 조정후의 평균월소득액을 산출한

다. 만약 소득을 번 기간이 35년이 안 될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을 

420개월로 나눠 조정후 평균월소득액(AIME)을 구한다.

이제 기본연금액(PIA)와 조정후 월평균소득액(AIME)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조정

후 월평균소득(AIME)을 3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에 일정비율을 곱한 

액수를 다 합친 것이 바로 PIA이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유리한 비

율이 설정되기 때문에, 저소득자일수록 종전소득에 대한 소득대체

율이 높아진다. 3단계의 분기점(bend point) 소득액은 임금슬라이드

로 조정된다93).

92) 1978년 이전에는 가입기간 중 소득이 임금슬라이드조정 전의 실제 기록된 월 소득

이 PIA 산정에 사용되었다.



24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

 2011년에 62세가 되거나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사망한 노동자의 

경우, PIA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최초의 749달러까지의 AIME에 

대해서는 90%가 곱해지고, 그 다음으로 최초의 749달러-4517달러까

지의 AIME에 대해서는 32%, 마지막으로 4517달러 이상의 AIME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된다(Anuual Statistical Supplement 2111, 2012: 

13). 이 세 부분의 합이 바로 기본연금액(PIA)이 된다. 

평균적인 수급자의 기본연금액(PIA)은 종전소득의 40% 정도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급여액은 지급개시연령이나 가

족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2010년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평

균소득대체율이 56%, 평균소득층의 경우, 평균소득대체율이 34%, 

35년 동안 최대과세소득을 번 사람들에게는 28%가 적용된다.

2010년 12월 말 기준, 노인연금급여액은 수급자 본인의 평균이 

월 1,176달러, 가족급여를 받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부부세대의 평

균급여액이 1,755달러이다(Annual Statistical Supplement 2011, 2012: 

5.2). 기본연금액(PIA)결정이후 매년 급여액은 자동적으로 물가슬라

이드로 개정된다. 단 사회보장신탁기금적립금이 연간급여액의 20%

이하가 될 경우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중 낮은 쪽에 맞추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라. 노인연금의 지급개시연령

노인연금은 62세부터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전액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전액지급개시연령(FRA:Full Retirement Age)은 현재 66세이다. 

1983년 이전까지는 전액지급연령이 65세였지만 1983년 사회보장 

93) 연도별로 이 분기점 소득(bend point)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Annual Statistical 

Supplement, 2011(2012:2.2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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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공적연금개정으로 2027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질 

예정이다.

연금의 조기수급의 경우, 수급액은 전액연금에서 일정 액이 깎여 

정해진다. 전액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36개월 일찍 받으려고 할 경

우, 1개월 앞당길 때마다 5/9%(2년 20%)가 깎인다. 36개월을 초과

할 경우 1개월 당 5/12(1년 5%)가 깎인다. 앞으로 전액지급개시연령

이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짐에 따라, 조기수급에 따른 감액폭도 그만

큼 커진다. 1960년 이후에 출생한 자들은 전액지급개시연령이 67

세94)로 늦춰졌는데 이때 62세부터 앞당겨 연금을 수급할 경우 수급

액은 기본연금액(PIA)의 70%가 된다95).

마. 노인연금의 가족급여

노인 연금 수령자에게 배우자 및 이혼한 원배우자 및 아들이 있을 

경우, 이들에게 가족급여가 지급된다. 2010년 12월 현재 배우자 급여

액 평균은 580달러, 자식의 급여액 평균은 576.70달러에 이른다.

원칙적으로 노인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로 전액지급개시연령에 달

한 배우자에게는 전액배우자급여가 지급된다. 그 금액수준은 노인

연금 본인수급자의 PIA의 50% 수준이다. 둘째, 이혼기간이 10년 이

상으로 이혼한 원배우자도 재혼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노인연금 수급자에 자식이 있을 경우, 그 자

94) 1937년 이전 출생한 사람은 전액지급개시연령이 65세였다. 법 개정으로 1943-54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 전액지급개시연령이 66세로 늦춰진다. 54년부터 60년 

사이에는 출생연도가 1년씩 늦어짐에 따라 전액지급개시연령이 2개월씩 더 늦어진

다. 그리하여 1960년 이후 출생자들은 모두 전액연금개시연령이 67세로 통일된다. 

95) 조기수급 중에  연금 이외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도 급여액이 삭감된다. 반대로 이

연수급의 경우, 수급액이  늘어난다. 2009년부터 1개월마다 2/3%(1년 8%)만큼 수급

액이 늘어난다. 단 이연수급에 따른 증액조치는 70세가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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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18세 미만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들 자식에게 가족

급여가 지급된다. 그 급여액 규모는 수급자 본인의 PIA의 50%이다. 

2. 유족연금

OASDI에 가입한 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식 등의 유족에 유

족연금이 지급된다. 2010년 12월 현재 급여액은 배우자의 평균이 

1133.90달러(Annual Statitical Supplement 2011: 5.A1.6), 자식(surviving 

children)의 평균이 751.80달러에 이른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 수의 QC가 필요하다. 사망 시의 연령에 따라 QC 수

가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40 QC가 필요하다. 유족이 자식이거나 혹

은 자식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수급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가입자의 

사망 전 3년간 6 QC가 필요하다.

유족연금의 급여규모는 배우자가 전액지급개시연령(FRA)에서 수

급할 경우 사망한 가입자 수급액의 100%가 지급된다. 한편 사망한 

가입자에 18세미만의 자식 혹은 장애를 가진 자식이 있을 경우 그 

자식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유족급여액수는 사망한 가입자 

수급액의 75%이다. 

3. 장애인연금

OASDI에 가입한 자가 일정한 장애를 갖게 되거나 일을 할 수 없

어 소득을 벌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2010년 12월 

수급자 본인의 수급액은 평균 1067.80달러(Annual Statistical Supplement 

2011, 2012: Table 5.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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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최소 40 QC(10년 가입)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장애 발생 직전 10년간에 20 QC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연금수령에 필요한 최소QC가 장애발생시의 연령에 따

라 다르지만, 대체로 그 연령이 낮을수록 위의 요건이 다소 완화된

다. 즉 24세 미만의 청년층의 경우, 장애발생 직전 3년간에 6QC만 

있으면 되고, 24~31세 미만인 사람들의 경우, 21세부터 장애발생시

까지 기간의 반정도에 해당되는 QC가 필요하다. 끝으로 31~61세의 

경우 연령에 따라 20QC에서 38QC가 필요하다.

장애인연금에서 특징적인 것은 매월 일정 액l수(1,000~1,640달러)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이다. 장애인연금의 기본 취지가 장애로 인해 상실한 근로소득의 보

충이기 때문에, 장애연금은 특히 취업촉진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

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근로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수

령과 동시에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9개월의 시행취업기간이 설정

된다. 이 9개월 동안에는 취업소득의 제한 없이 전액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동기간이 종료된 이후 36개월에 대해선 취업소득이 

1,000달러에 못 미치는 달에만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여기서도 미

국 복지제도 전반이 얼마나 뿌리 깊게 취업내지 근로와 연계되어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장애종류는 신체부위마다 리스트화되어 있고 이 리스트에 기재되

어 있지 않은 경우, 리스트에 기재된 장애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장

애인지를 판단한다.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면 정기적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장애인연금수급액은 기본연금액(PIA)의 100%로 OASDI의 적용

기간 중의 평균소득에 해당된다. 장애 연금 수급자에 배우자와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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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경우, 가족급여가 지급되어 그 액수는 각각 PIA의 50%이

다. 하지만 가족급여 총액에는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제4절❘ 사회보장제도(OASDI)의 운영과 

재정구조

1. OASDI의 구성과 운영체계

현역세대들의 사회보장세는 퇴직세대의 연금급여의 지급에 사용

되고, 남는 부분은 장래의 늘어날 퇴직세대의 연금급여 지급 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장신탁기금(Social Security Trust Fund)

에 적립된다. 이 사회보장신탁기금은 1935년 사회보장법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설립된 것은 아니었다. 사회보장신

탁기금은 설립시기가 서로 다르고 성격이 달라 서로 분리된 두 기

금, 즉 노인유족연금신탁기금(OASI Trust Fund) 장애인연금 신탁기

금(DI Trust Fund)으로 구성된다. 최초의 사회보장신탁기금(OASI)은 

적립금을 연방의 일반재원으로부터 분리 ·관리하기 위해 1939년에 

도입되어 1940년부터 실시되기(1940년 1월) 시작해 지금에 이른다. 

장애인연금 신탁기금(DI Trust Fund)은 이보다 훨씬 뒤(1956년 8월 

1일)에 설립되었다. 

사회보장(OASDI)신탁기금은 서로 분리된 두 신탁기금인 노인유

족연금신탁기금(OASI Trust Fund)과 장애연금신탁기금(DI Trust 

Fund)로 구성된다. 즉 노인유족연금은 OASI 신탁기금으로부터 지급

되며 장애연금은 DI신탁기금으로부터 지급된다. 현 제도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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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금이 서로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금을 상호 전용

할 수가 없다.

신탁기금은 재무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OASI신탁기금과 DI 

신탁기금의 재무업무를 감시 · 감독하는 기구로 수탁자이사회(Board 

of Trustee)가 설립되었는데 이 역시 사회보장법에 의거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수탁자이사회는 사회보장신탁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수탁자이사회의 이사는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네 명은 관련 장관

(재무부, 노동부, 복지부, 사회보장청)으로 구성되고, 다른 두 명은 국

민의 대표로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하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 

네 정부 부처 장관 중 재무부장관이 집행 수탁자(Managing Trustee)로 

되어 있고 사회보장청부장관(Deputy Commissioner of SSA)이 수탁자

이사회 Secretary로 지정된다.

OASDI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본부를 둔 사회보장청에 의

해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장청은 가입자의 등록, 사회보장세 납부기

록, 연금급여액의 책정, 연금수급의 신청절차의 처리 등을 수행한다. 

사회보장청은 미전역을 10개 지역으로 나눠, 약 1,300개의 지방사무

소를 설치하고 있다. 한편 사회보장세의 징수는 내국세입청(IRS)이 

담당한다. 끝으로 연금 지급사무는 재무부가 수행하고 있다.

2. 사회보장제도(OASDI)의 재정현황과 구조

가. OASDI의 재정현황 

OASDI의 수입구조(사회보장세, 연금에 대한 과세수입, 적립금 운

용수익)과 OASDI의 지출구조(급여비, 운영비)를 보면 사회보장신탁

기금 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다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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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SI  DI OASDI

세 입 677,111 104,107 781,128

사 회 보 장 세 544,773 92,521 637,283

연 금 과 세 22,090 1,852 23,942

운 용 수 익 108,206 9,292 117,418

기     타 2,042 363 2,405

지 출 584,866 127,660 712,526

급   여 577,448 124,216 701,609

운 영 비 3,543 2,982 6,525

철 도 퇴 직 이 전 3,930 462 4,392

수  지 92,245 -23,643 68,602

2010년초 적립금 2,336,798 203,550 2,540,348

적립금(2010년 말) 2,429,043 179,907 2,608,950

신탁기금적립률(%) 399 159 356

<표 2-2-2> 미국 OASDI의 재정현황(201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100만 달러

주: 신탁기금적립률이란 연간지출에 대한 그해 초 사회보장신탁기금이 보유하는 

적립금의 비율.

자료: The 2011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 2012: p.24, 27, 29

2010년 12월 말 현재기준으로 OASDI의 재정현황을 보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현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OASI, 

DI, 그리고 이를 통합한 OASDI의 재정수입 측면을 보면 가입자로

부터 거두어들인 사회보장세가 81.6%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적립금의 운용수익이 15.0%를 차지하며 끝으로 가입자

가 받는 연금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3.1%를 차지한다.

한편 OASDI의 지출구조를 보면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노인

연금, 장애연금 등 각종 연급급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그 다음으로 OASDI를 운영하는데 드는 행정관리비용, 그



249제2부 소득보장제도

리고 철도퇴직연금으로의 재정이전자금 등이 주요 지출항목을 구성

한다. 철도퇴직연금으로의 재정이전의 배경과 계기를 보면, 이것이 

왜 OASDI의 지출항목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철도퇴직연금제도(RR: Railroad Retirement)가 OASDI와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와 철도산업

의 급격한 쇠퇴에 따라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대폭 감소하

자, 철도퇴직연금제도가 재정난에 빠졌다. 다시 말해 철도퇴직연금

제도의 고령화율이 OASDI의 그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철도퇴직

연금제도의 연금급여지급액이 연금기여금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

아 연금재정난이 가중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51년 철도퇴직연금

제도의 적용자에게 OASDI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연금제도간에 재정조정이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노

령화율이 낮은 OASDI 쪽이 철도퇴직연금제도쪽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형국이 되었다. 결국 OASDI에서 철도퇴직연금제도로 재정이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OASDI의 수입과 지출구조로부터 한 해 발생한 수지의 규모가 어

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이 플로우의 수지와 연초 적립금 스

톡을 합치면 연말 최종 적립금 규모가 도출된다. 2010년 말 OASDI

의 총 적립금은 2조 6,089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적립금 규모를 가

지고서는 약 3.56년치의 연금급여를 지출할 수 있을 정도이다. 

OASDI 신탁기금 적립률이 3.56이라는 것은 사회보장신탁기금의 적

립금이 연간 지출규모의 3.56배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지출

규모가 매년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 적립금으로는 3.56년 동안의 연

금지출을 카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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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ASDI 적립금 운용방식

미국의 사회보장신탁기금의 적립금은 다른 어떤 나라의 사례에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게 운용된다. 이 적립금은 국채 혹은 연

방정부가 그 원금과 이자를 보증하는 증권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이 특별증권의 발행주체는 재무부이다. 이 적립금은 사회보장신탁

기금만이 구입할 수 있는 비시장성 특별채권에 모두 투자하도록 되

어 있다. 특별채권의 구입대금인 사회보장세는 재무성의 일반회계

에 편입되어, 연방정부의 지출과 정부채권상환에 사용된다.

사회보장신탁기금의 특별채권보유는 캐쉬(cash)보유와 마찬가지

로 간주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적립금 증가가 단순한 차용서 더미

를 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회

보장신탁기금의 적립금의 유일한 투자대상인 특별채권이란 무엇인

가? 말 그대로 이 특별채권은 시장유통성도 없고 민간시장에서 매

매하여 환금할 수도 없는 정말로 특별한 채권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이나 캐나다의 CPP의 적립금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금융

자산에 투자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양상이다. 

사회보장신탁기금이 적립금을 이처럼 특이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거대규모의 신탁기금 적립금을 자본시장에 운

용할 때 생기는 각종 폐해와 부작용문제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대자금에 의한 막대한 시장임팩트(market impact)

이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런 충격이 건전한 자본시장 작동에 심각

한 교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런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거대 자금이 미국내 주식보유로 이어질 때, 정부가 

주주가 되어(대주주) 민간기업 경영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 거대한 적립금을 비시장성 특별증권에만 모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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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 이면에는 아마도 민간기업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성 특별 채권에는 단기채무증권(short term certificates of in-

debtness)과 장기채무증권(long-term bond)이 있다. 단기채무증권은 

지출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 매일 발행된다. 이 증권이 발행된 

이후 최초의 6월 30일에 만기가 도래하면, 장기채권으로 교체된다. 

이에 비해 장기증권은 만기가 1~15년에 걸쳐 있으며 각 기한의 채

권이 균등하게 편입되어 설정되어 있다. 이 특별증권에 운용하여 생

긴 운용수익은 다시 사회보장신탁기금에 적립 축적된다. 만기 특별

채권은 연금지출에 필요하지 않는 한 특별채권에 재투자된다.

다. OASDI의 단기 재정전망

OASDI 신탁기금의 단기 재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OASDI 

신탁기금의 재정상태는 OASI 신탁기금의 재정상태와 DI 신탁기금 

재정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 중에서도 OASI 신탁기금의 재정상

태가 DI 신탁기금 재정상태보다는 압도적으로 양호하다. 우선 OASI 

적립금 규모는 사회보장세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2005년 1조 6,630

억 달러에서 2020년 3조 6,247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이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적립금 증가에 운용수익의 기여도 

적지 않다. OASI 신탁기금의 수입에서 운용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안팎에 이른다.

이에 비해 DI의 재정상태는 아주 열악하다. 2009년 이미 DI의 수

지는 85억 달러 적자(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그 이후 적자규모가 계

속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에는 무려 234억 달러 적자로 

예상된다. 2014년 DI 신탁기금 적립률은 100%에 못 미치는 9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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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SI

수입 지출 수지 적립금 적립률

2005 6,043 4,419 1,624 16,630 340

2006 6,322 4,556 1,766 17,922 355

2007 6,634 4,886 1,748 19,670 367

2008 6,929 5,099 1,830 21,501 386

2009 6,973 5,515 1,458 22,958 390

2010 6,824 5,799 1,025 23,984 396

2011 6,888 6,003 885 24,869 400

2012 7,429 6,259 1,170 26,039 397

2013 7,841 6,604 1,237 27,276 394

2014 8,315 7,011 1,304 28,580 389

2015 8,780 7,456 1,324 29,004 383

2016 9,335 7,932 1,403 31,307 377

2017 9,803 8,448 1,355 32,662 371

2018 10,339 9,007 1,332 33,993 363

2019 10,879 9,644 1,235 35,228 352

2020 11,363 10,345 1,018 36,247 341

추정된다. 이는 적립금이 그 해 지출액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하여 DI의 적립금이 2018년에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ASDI의 재정상태는 OASI와 DI의 재정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전체적인 재정상태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지만 DI의 적자를 반영하

여 해가 갈수록 수지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적립률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2010년 이후 기금적립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2010년 356%에 달했던 기금적립

률이 2020년에 이르면 286%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3> 2020년까지 사회보장신탁기금의 재정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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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수입 지출 수지 적립금 적립률

2005 974 880 94 1,956 212

2006 1,016 929 86 2,019 208

2007 1,084 968 116 2,136 209

2008 1,098 1,072 27 2,162 199

2009 1,097 1,181 -85 2,078 183

2010 1,055 1,263 -208 1,869 164

2011 1,056 1,313 -257 1,613 142

2012 1,133 1,375 -242 1,370 117

2013 1,179 1,428 -249 1,122 96

2014 1,231 1,476 -245 877 76

2015 1,283 1,526 -243 634 57

2016 1,352 1,579 -227 407 40

2017 1,402 1,636 -234 173 25

2018 d 1,700 d d 10

2019 d 1,775 d d d

2020 d 1,858 d d d

  OASDI

수입 지출 수지 적립금 적립률

2005 7,018 5,299 1,718 18,587 318

2006 7,337 5,485 1,852 19,942 330

2007 7,718 5,853 1,865 21,806 341

2008 8,027 6,170 1,857 23,663 353

2009 8,070 6,697 1,373 25,036 353

2010 7,880 7,063 817 25,853 354

2011 7,944 7,316 629 26,482 353

2012 8,562 7,635 928 27,409 347

2013 9,020 8,032 988 28,397 341

2014 9,546 8,487 1,060 29,457 335

2015 10,063 8,982 1,081 30,538 328

2016 10,686 9,510 1,176 31,714 321

2017 11,205 10,084 1,121 32,835 314

2018 11,802 10,707 1,094 33,929 307

2019 12,401 11,419 982 34,911 297

2020 12,931 12,202 729 35,640 286

자료: The 2011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 p.161, p.160,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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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OASDI의 장기재정전망과 미국의 연방재정수지

사회보장신탁기금의 장기재정상태를 보여주는 통계지표로 신탁

기금의 수입률과 지출률, 그리고 비율의 차이인 수지차 등의 개념이 

있다. 우선 신탁기금의 연간수입률(income rate)이란 그 해 사회보장

<표 2-2-4> OASI, DI, OASDI의 수입률･지출률 추이

단위: %

OASI DI OASDI

수입률 지출률 수지차 수입률 지출률 수지차 수입률 지출률 수지차

1990 11.47 9.66 1.82 1.18 1.09 0.10 12.66 10.74 1.91

1995 10.64 10.22 0.42 1.87 1.44 0.43 12.51 11.67 0.85

2000 10.84 8.97 1.87 1.78 1.42 0.36 12.62 10.40 2.23

2005 10.96 9.31 1.65 1.84 1.85 -0.02 12.97 11.16 1.63

2009 11.24 10.74 0.50 1.88 2.31 -0.43 13.12 13.06 0.06

2010 10.70 11.00 -0.30 1.78 2.40 -0.62 12.48 13.40 -0.92

2011 10.73 10.95 -0.22 1.79 2.40 -0.61 12.52 13.35 -0.82

2012 11.03 10.85 0.18 1.84 2.38 -0.54 12.87 13.23 -0.36

2013 11.03 10.85 0.18 1.84 2.33 -0.49 12.87 13.18 -0.31

2014 11.08 10.90 0.17 1.84 2.28 -0.44 12.92 13.18 -0.27

2015 11.10 11.01 0.09 1.84 2.24 -0.39 12.94 13.24 -0.30

2016 11.13 11.13 0 1.84 2.20 -0.36 12.97 13.33 -0.36

2017 11.16 11.29 -0.13 1.85 2.17 -0.33 13.00 13.46 -0.46

2018 11.18 11.47 -0.29 1.85 2.15 -0.30 13.03 13.62 -0.59

2020 11.21 12.05 -0.83 1.85 2.15 -0.30 13.06 14.20 -1.14

2030 11.36 14.44 -3.08 1.85 2.21 -0.36 13.21 16.66 -3.44

2040 11.40 14.86 -3.46 1.85 2.09 -0.24 13.25 16.95 -3.71

2050 11.39 14.52 -3.13 1.85 2.16 -0.31 13.24 16.69 -3.44

2060 11.40 14.64 -3.24 1.86 2.16 -0.31 13.26 16.80 -3.55

2070 11.42 14.80 -3.38 1.86 2.20 -0.34 13.27 17.00 -3.73

2080 11.44 15.14 -3.70 1.86 2.23 -0.37 13.30 17.36 -4.06

자료: The 2011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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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적용되는 소득총액(taxable payroll)에 대한 세수입(사회보장세, 

연금과세, 운용수익)의 비율이다. 마찬가지로 연간 지출률 내지 비

용률(cost rate)이란 사회보장세가 적용되는 소득총액에 대한 총지출

(연급급여, 운용관리비, 철도퇴직연금으로의 재정이전)의 비율이다.

우선 OASI신탁기금 수지차(balance)비율를 보면 2016년까지는 수

입률이 2010년, 2011년 두 해를 제외한면 지출률보다 커 수지차 비

율이 양이지만 2017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그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직으로 수지차 비율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

으로 추정된다. 2030년 수지차 비율이 무려 -3.08%로 추정되는데 

<표 2-2-5> 신탁기금 적립률의 추이

단위: %

  OASI  DI  OASDI

2011 410 136 353

2012 399 111 347

2013 395 90 341

2014 389 70 334

2015 384 52 328

2016 377 35 321

2017 370 19 314

2018 362 5 306

2020 339  a 284

2025 267 a 214

2030 176 a 127

2035 71 a 25

2040 a a a

기금소진 추정연도 2038 2018 2036

주: a: 신탁기금은 이해 초에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 

자료: The 2011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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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OASI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려면 사회보장세를 3.08% 인상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DI 신탁기금의 수지차비율을 보면 2005년에 이미 마이너스

가 되어 있고 그 이후 수입률이 지출률에 못 미쳐 수지차는 계속 마

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 이후에도 수지차비율이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해 좀처럼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OASDI 전체로 보면 수지차가 2010년 마이너스로 바뀌고 해가 갈

수록 수지차 비율은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지차 비율은 

2030년 이후 급속히 나빠져 2080년에는 -4.06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된다. 결국 이 수지차는 사회보장세율이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보여

주는 지표로 해석되기도 한다. 일례로 2016년 수지차가 -0.37이고 

2080년 수지차가 -4.06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사회보장세가 0.37%, 

4.06%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OASDI 수입-지출 밸란스

를 균형으로 가져가려면 사회보장세를 각각 0.37% 4.06% 올려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정된 신탁기금 적립률을 보면, OASI의 경우 2011년 410%로 최

고 수준에 달했다가 그 이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DI의 경우 재정사정이 아주 열악해 2013년 이후 적립률이 100%에

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2018년에는 고갈내지 소진될 것

으로 예상된다. OASDI 전체의 적립률을 보면, OASI의 적립률을 상

당 정도 반영하지만 이것도 예외없이 적립률 저하를 겪을 수밖에 

없고 2038년 완전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 OASDI는 완

전 부과방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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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연방재정적자(통합수지, On Budget, Off-Budget)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총  계 On Budget Off-Budget

수입 지출 흑/적자 수입 지출 흑/적자 수입 지출 흑/적자

2000 2,025,191 1,788,950 236,241 1,544,607 1,458,185 86,422 480,584 330,765 149,819

2001 1,991,082 1,862,846 128,236 1,483,563 1,516,008 -32,445 507,519 346,838 160,681

2002 1,853,136 2,010,894 -157,758 1,337,815 1,655,232 -317,417 515,321 355,662 159,659

2003 1,782,314 2,159,899 -377,585 1,258,472 1,796,890 -538,418 523,842 363,009 160,833

2004 1,880,114 2,292,841 -412,727 1,345,369 1,913,330 -567,961 534,745 379,511 155,234

2005 2,153,611 2,471,957 -318,346 1,576,135 2,069,746 -493,611 577,476 402,211 175,265

2006 2,406,869 2,655,050 -248,181 1,798,487 2,232,981 -434,494 608,382 422,069 186,313

2007 2,567,985 2,728,686 -160,701 1,932,896 2,275,049 -342,153 635,089 453,637 181,452

2008 2,523,991 2,982,544 -458,553 1,865,945 2,507,793 -641,848 658,046 474,751 183,295

2009 2,104,989 3,517,677 -1,412,688 1,450,980 3,000,661 -1,549,681 654,009 517,016 136,993

2010 2,162,724 3,456,213 -1,293,489 1,531,037 2,901,531 -1,370,494 631,687 554,682 77,005

2011 2,303,466 3,603,061 -1,299,595 1,737,678 3,104,455 -1,366,777 565,788 498,606 67,182

2012* 2,468,599 3,795,547 -1,326,948 1,896,459 3,290,381 -1,393,922 572,140 505,166 66,974

2013* 2,901,956 3,803,364 -901,408 2,224,545 3,169,287 -944,742 677,411 634,077 43,334

2014* 3,215,293 3,883,095 -667,802 2,472,854 3,167,901 -695,047 742,439 715,194 27,245

2015* 3,450,153 4,059,866 -609,713 2,669,297 3,298,248 -628,951 780,856 761,618 19,238

2016* 3,680,085 4,328,840 -648,755 2,847,273 3,519,901 -672,628 832,812 808,939 23,873

2017* 3,919,275 4,531,723 -612,448 3,038,128 3,672,539 -634,411 881,147 859,184 21,963

주: * 는 추정치

자료: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Historicals, Table 1.1, Summary of 

Receipts, Outlays and Surpluses or Deficits

위 <표 2-2-6>는 사회보장신탁기금의 수입 · 지출계정을 주로 담

은 Off-Budget96), 그리고 일반 재정회계를 담은 On-Budget, 그리고  

96) Off-Budget의 압도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보장신탁기금의 수입 · 지출계정인

데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의 수입 · 지출계정도 Off-Budget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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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계정을 통합한 종합재정회계를 표시한 것이다. 미국정부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연속 통합재정회계에서 흑자를 기록했

지만 그 이후 적자로 반전되어 연방정부의 누적 적자규모가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 구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사회

보장신탁기금계정(off-budget)의 흑자가 얼마나 일반재정회계(on 

budget)의 적자를 많이 카바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일반

재정회계(on budget)에서는 2001년 이미 약 324억 달러 적자를 기록

했지만, 사회보장신탁기금계정의 흑자(off-budget의 흑자)로 통합재

정수지는 1,282억 달러 흑자였다. 사실 2001년 통합재정수지의 흑자

는 사회보장신탁기금계정(Off-Budget)의 흑자에 결정적으로 기댄 결

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회보장신탁기금계정의 흑자도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해

를 거듭할수록 급속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째,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될 연금급여가 크

게 증가하는데 비해 가입자들이 내는 사회보장세는 상대적으로 오

래 동안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OASI의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는 사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에서 강조했던 바 대로, DI

계정의 적자가 구조화되어 DI 신탁기금 자체가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이후 Off budget 흑자규모가 급속히 줄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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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사회보장제도(공적 연금제도)의 

개혁논의

1. 사회보장제도개혁의 기본 배경과 레이건 정부하의 

사회보장제도개혁 

전세계 공적 연금, 특히 미국의 사회보장체제의 개혁이 자주 논의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도도입 초기의 저부담- 고급여구조가 그 이

후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계기로 

해당 국가의 재정 및 금융시스템에 어떤 형태로는 부담을 주기 때

문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경우에도 1970년대의 경제위기-스

태그플레이션 등에 직면하여 거두어들인 사회보장세 내지 사회보험

료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급여가 더 커지면서 재정에 적잖은 타

격을 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자극받아 1983년 레이건정부 시절 단행된 사회보장제도의 대

수술이 향후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향방과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

했다. 흔히 그린스펀 위원회(Greenspan Commission)로도 불린 사회보

장개혁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Social Security Reform)가 

핵심 개혁안을 권고했다(Kilgour 2010: 460). 동개혁안에 따르면, 사

회보장체제의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급여를 줄이고 부담을 늘리는 쪽

으로 연금개혁방안을 추구했다. 사회보장세는 늘리고 전액연금수령

연령(FRA)을 단계적으로 늦추었을 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시(62세) 받

는 연급급여도 종전 전액연금급여수령시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의 

80%에서 70%로 삭감되었다. 이외에도 1984년 이후 채용된 연방공무

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CSRS이 아니라 OASDI에 가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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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린턴 정부하의 사회보장제도개혁 논의

클린턴 정부시절에는 1994년 사회보장자문위원회가 소집되어, 연

금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담긴 내

용은 크게 세 가지 안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방안은 기존의 사

회보장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세를 현행 12.4%에서 14%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한 지금까지 특별채권에만 투자 · 운용되어 왔

던 OASDI신탁기금의 40%가 민간시장에서 운용되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결국 적립금의 민간자본시장으로의 유입을 촉

진하여 미국의 금융인프라를 더욱 더 공고히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

가 강하게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혁의 두 번째 방안으로, 이 개혁안은 사회보장세율을 1.6% 인

상하고 이 인상분으로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을 설정하는 안이었다. 

또한 이 개혁안은 현행제도의 급여를 서서히 줄이면서 그 축소분을 

신설 개인계정으로 보완하려고 했다. 

세 번째 방안은 기존의 연금체제를 재구축하여 1층 부분을 정액급

여, 2층 부분을 적립형연금으로 하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계정

을 도입하여 종업원 기여분 6.2% 중 5%를 신설 개인계정에 투입한다.

1999년 초 클린턴 대통령은 일반 교서 연설에서도 사회보장신탁

기금 적립금의 일부를 민간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

안했지만 민간 시장쪽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왜냐하면 시장쪽에서

는 이를 시장과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개입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내에서도 견해가 갈려 클린턴 정부는 이렇다 할 

개혁안을 제안 ·관철시키지도 못했다. 결국 사회보장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어떤 개혁안도 채택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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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시정권에서의 개혁

사실 클린턴 정부보다 부시정부에서 사회보장제도개혁에 관한 관

심과 의지가 훨씬 더 강했다. 그것도 단순한 사회보장제도개혁이 아

니라 소유자사회(ownership society)의 구현이라는 큰 모토하에 주택

금융과 사회보장제도개혁을 자리매김했다(Béland 2007: 99-103). 다

시 말해 미국식 소유개인주의에 더 걸맞게 주택에서의 자가보유

(homeownership),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연금에 대한 개인적 

소유권을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부시정부의 연금개혁의 핵심내용은 2001년 12월 부시 대통령이 

설치한 사회보장강화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잘 담겨 있다. 첫 번째 

안은 사회보장세 중 2%까지를 개인계정으로 돌리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제도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사회보장세의 4%까지

를 개인계정으로 돌리고 최저급여액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임

금 슬라이드제에서 물가슬라이드제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

겨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5년 2월 일반교서연설에서 대체로 2안에 가까

운 방안을 제시했는데 핵심내용은 개인계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여기

에 사회보장세 중 4%를 적립함으로써 개인에 의한 이 적립금의 시장

운용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개인계정의 선택은 임의

로 언제든지 선택가능하도록 하고 특정 인덱스 펀드중에서 운용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본래의 급여액으로부터 일정

수익률을 전제로 삭감된 급여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퇴직시

에 개인계정에서 정부종신연금을 구입하거나, 개인계정에 잔고가 있

을 경우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中川秀空 2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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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적 연금인 사회보장제도개혁 논의를 보면 크게 두 가

지 입장으로 양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민영화에 관한 보수

파의 시각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공적 연금제도는 현역세대로부터 

고령자로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한다. 또한 그

것은 민간시장에서의 운용 기회를 박탈한다. 이 이외에도 기여액이 

의회에 의해 변경되는 정치적 리스크도 존재한다. 따라서 개개의 가

입자들에게 개인계정을 부여하고, 그 운용에 대해 가입자에게 결정

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기본 사고가 존재한다. 현 제도는 개인계

정 창설 없이 약간의 개혁으로 지속 가능하다. 부시 대통령의 제안

은 이행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연금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

다 더 큰 경제재정리스크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태로서 근

로기간이 짧고 소득이 낮은 여성에게는 개인계정이 아주 어려운 제

도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4. 오바마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

기본적으로 오바마정부는 공적 연금 개혁(퇴직연령인상이나 급여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대신 오바마정부는 사회보장세 과세상

한을 철폐함으로써 사회보장신탁기금의 장래 결손이 일부 메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중산층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

해 연수입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층에 대해 2~4% 사회보장세를 인

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회 보장세에 1%를 추가한 부분과 사회

보장세중 2.5%까지를 개인계정으로 돌려 최저급여액을 도입함과 동

시에, 퇴직연령에 의한 감액률의 변경 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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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하지만 2012년 4월 현재, 오바마 정부가 아직까지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발표한 적은 없다. 다만 2011년 9월 오

바마대통령이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급여세(pay roll tax)의 삭감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에 의해 급여세가 1년 간 6.2%에서 2% 포인트 

하락하여 4.2%로 인하되었다. 올해 들어오바마 정부는 이 급여세 

감세 조치를 201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1억 

5,500만 명이 1세대당 1,000달러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3

월부터 시행된 소득세감세는 세대당 평균 508달러의 절감을 초래한

데 비해 이번 급여세 감세는 928달러의 절감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

되었다. 급여세 감세의 소비확대효과는 소득세 감소보다 더 크다.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은 일반재정에서 충당하기로 되어 있어 재

정적자삭감이 더 부담스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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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해보험

❘제1절❘ 미국 산재보험 개요

일반적으로 산재보상의 발전 역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이 없던 시기 즉 과실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민

법에 의한 손해배상 시기(사업주 책임보험의 임의가입 시기),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 무과실 책임 원칙을 도입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시

기를(이와 병행하여 사업주의 보험가입 강제, 즉 책임보험을 도입한 

시기) 거쳐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법이 입법되었다. 한국의 경우

도 민법에 의한 배상 시기, 1953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한 사용자의 보상 책임 시기를 거쳐 1964년 책임보험

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험법인 산재보험법이 도입되었다.

미국의 산재보상은 민법(보통법)에 근거한 보상시기 이후 임의가

입시기를 거쳐 강제가입의 형태를 갖춘 산재보상법이 입법되어 있

다는 점에서 유사한 경로를 거쳤지만 가장 큰 차이는 첫째, 연방정

부가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아 주 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산재보상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둘째, 사회

보험이 아닌 사용자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한 보험가입 강제(예외 허

용)에 의한 재해 보상이 대다수의 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는 산재보험, 즉 보험가입 강제와 함께 공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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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영하는 보험체계를 갖춘 경우는 소수의 주에서만 나타나고 있

다. 미국 산재보상 보험의 경우 사용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

에 대한 보상은 하되 사용자의 태만이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제한

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기 때문에, 즉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상

해, 질병, 사망 등의 손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책임과 무관하게 근

로자에게 보상은 하되, 대신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ʻ사용자 책

임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는 통증이나 고통 등 

비경제적 손실이나 징벌적 부담금에 대한 소송을 피하게 된 것이다

(Szymendera 2011: 2).97)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미국 산재보험의 특징과 역사적 발전에 

대해 살펴보자.

1. 미국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 특징

미국의 민간 일반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재해보상제도는 각 주의 

의회에 의해 입법된 주법에 따라 주정부의 기관에 의해 관장되고 

있다. 각 프로그램은 산재나 직업병을 당한 근로자에게 손실 임금,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주에서 근로자 재해보상에 

대한 법규를 도입하기는 하였지만 누가 보험전달자가 되는가, 보상

대상이 되는 산재나 직업병은 무엇인가 그리고 급여수준 등에서 차

이가 있다(Sengupta 2011: 5).

97) 사용자의 책임은 묻지 않지만 사용자의 고의나 제3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책임에 대한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소송이 

적다는 의미도 아니다.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특히 부분 장해와 관련하

여) 보상금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가 납득하지 못할 경우 판단 주체가 되는 행

정기관이나 위원회를 넘어 소송으로 가기도 하며, 보통 일시금으로 분쟁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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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무과실 책임과 함께 

보험 가입강제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주와 달리 텍사스 주에서는 예

외적으로 산재보상 보험 가입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98) 둘째, 사업

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즉 산재보상을 위한 재원을 스

스로 마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

입하지 않고 ʻ자가 보험자(self-insurer)ʼ가 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주

들이 대다수이며 노스다코타와 와이오밍만 자가 보험이 금지되어 

있다(Sengupta 2011: 5&59). 

보험 주체의 관점에서 미국의 산재보상 보험제도는 크게 세 가지

의(순수 공공, 공공과 민간 혼합, 순수 민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산재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입법한 주로서 주에서 기금 또는 

보험 관리자를 지정 또는 설립하고 민간 보험을 배제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현재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워싱턴, 와이오밍 

등 네 개의 주에 해당하며, 민간보험을 배제하고 주정부에서 운영하

는 산재보상 프로그램과 주 독점 기금을 가지고 있다. 다만 민간 보

험이 불가능한 이 네 개 주중 오하이오와 워싱턴에서는 자가 보험

이 가능하다. 

산재 보상을 민간 보험회사가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산재보

상 체계를 갖춘 주들이 47개 주(워싱턴 D.C. 포함)로 대다수를 차지

98) 1913년 텍사스주의 산재보상 법은 사업주에게 산재보상 보험 가입강제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 조항은 아직 유효하다. 1995년 현재 텍사스 사업주의 44%가 보험 미가

입 사업주였으며, 2001년에는 약 35%였다(http://en.wikipedia.org/wiki/Workers% 27_ 

compensation#United_States). 비가입 사업주들은 스스로 산재보상 프로그램(텍사스 

비가입 사업주 연합)을 만들어 재해 예방이나 재해 보상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체계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보상 프로그램 자체는 산재보상의 대체가 

아닌 대안 중 하나라 주장된다(http://www.txans.org/question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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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 체계는 다시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째 유형

으로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 기금을 마련하는 경우와 셋째 유

형으로서 공공의 보험자가 없이 순수 민간체제로 유지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둘째 유형에서는 사업주가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

무화하되(자가 보험은 가입한 것으로 봄) 민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

거나 높은 위험률로 인해 민간 보험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사업장, 

즉 ʻ고위험(assigned risks) 사업장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

해 공공 기금(보험자)을 운영한다.99) 이 경우에도 주 기금은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만을 가입시키거나 최후 보험자 역

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2. 미국 재해보상의 역사

먼저 산재보험의 전사에 해당하는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을 간략

하게 살펴보자. 1855년 조지아주와 알라바마주에서 사용자 책임법

이 입법되었으며 1907년까지 26개의 주에서 이러한 법을 입법하였

는데, 이 법은 단순히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하여 과실이나 무위를 입증하여 보상받는 것을 허용한 것이

다. 문제는 이러한 법에 의해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 받은 비율

이 17%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기여 부주의(근로자의 부

주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용자가 면책된다는 원칙), 동료 근로자 

99) 2009년 현재 주 기금이 설치된 주는 주 독점 4개 주, 주 기금이 존재하다가 민영화

된 웨스트 버지니아(아직 주 기금에서 급여 지급) 그리고 공존 기금 21개 주를 합하

여 26개 주이다(Sengupta 2011: 59; SSA 2011: 67). SSA(2010: 187)은 주 독점 6개, 공

존 14개로 서술하지만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주 산재보상 기금은 산재보상과 관련

된 보험계약만을 취급한다. 이에 반해 민간 보험사는 다른 책임보험이나 자연재해 

관련 보험을 취급하여 주 기금보다 가입자 유치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http://en.wikipedia.org/wiki/Workers%27compensation#United_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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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동료근로자가 책임이 있다면 사용자가 면책된다는 원칙) 그리

고 위험 가정의 원칙(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손실 보상이 제한된다는 원칙) 등을 내세워 소송에서 근로자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사망 재해의 경우 

사망 근로자의 가족들 중 절반 정도만 평균 1년치의 소득을 보상받

았다(Elgie 1998; Clayton 2004: 8 재인용).

이러한 과실책임주의를 없애고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도록 하는 법이 미국에서 최초로 입법

된 것은 1902년 매릴랜드주였고, 1906년 철도근로자에 대한 산재 

보상을 위해 연방 사용자 책임법(FELA)이 통과되었다(Clayton 2004: 8). 

미국에서 강제가입 방식의 산재보상 관련 법이 입법된 것은 1911

년 위스콘신 주였다(박찬임 2003: 25; 이현주 외 2003: 88).100)

이처럼 미국에서 산업화에 비해 강제가입 방식의 산재보상 관련 

법이 늦게 입법된 배경은 강제 방식이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ʻ적절

한 절차ʼ 규정의 위반, 즉 사용자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101) 이 인식은 1917년 미국 최고법원에서 산재보상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이래 해소되어, 

대다수의 주에서 강제 가입 방식의 근로자 보상법이 입법되었으며

(http://en.wikipedia.org/wiki/Workers%27_compensation#United_ 

100) 1882년 재해보상법이나 1908년 연방 근로자 보상법이 입법되었으나 대상자가 적고 

의료서비스가 없는 등 급여가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었고, 1910년 뉴욕주에서 

근로자 산재보상법이 입법되었으나 주 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판정되었다. 때문에 

1911년 위스컨신주에서 입법된 근로자 산재보상법이 미국 최초의 강제가입식 산재

보상 입법으로 인정된다(Szymendera 2011: 2; Sengupta 2011: 4). 1916년 연방 근로

자 보상보험법에 의해 현대적인 급여체계와 포괄적인 대상자(일반 공무원)들을 포

함하는 산재보상법이 연방차원에서 입법되었다(Szymendera 2011: 5). 

101) 이러한 인식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1906년의 연방 책임보험법도 위헌으

로 판정되어 1908년 연방 근로자 보상법으로 다시 입법되었다(http://en.wikipedia. 

org/wiki/Workers_compensation#cite_note-12). 



27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

States), 1921년 현재 산재보상에 대한 법을 입법하지 않은 주는 6개

주에 불과하였다. 1949년에는 모든 주에서 일정한 형태의 근로자 산

재보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Clayton 2004: 8). 

재해 보상보험의 도입 당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누가(근로자 

또는 사용자) 이러한 보험의 도입으로 혜택을 볼 것인가 그리고 누

가(민간 또는 공공) 보험 행정을 담당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즉 

사용자는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장의 강제 폐쇄

와 과도한 보험료로 인한 기업운영의 부담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일

부 주는 이 문제를 주정부의 재해보상보험 기금을 설치하여 민간 

보험사에서 회피하는 사업장을 가입시키고자 하였다(Clayton 2004: 9). 

산재보상에 대한 법이 각 주에 입법됨으로써 대부분의 사용자는 

산재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었고, 업무상 재해(이후에 직업병)를 입은 대부

분의 근로자는 어떤 형태의 산재에 대해서도 의료 서비스 및 일시

적 또는 영구적 장해 시 현금 급여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산재보상에 대해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

적 발전과정에서 산재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기에 연방정부에서 

대응하기 전 주 정부에서 먼저 산재보상법 등으로 대응하였기 때문

이다(Clayton 2004: 9). 즉 1910년대 당시 산재보험에 대한 연방정부

의 개입이 위헌으로 판정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연방정부의 개입능

력(행정체계)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박찬임 2003: 24). 

1930년대 이후 연방정부는 더 이상 산재보험을 연방 프로그램화 하

려고 시도하지 않는데, 이미 주정부의 관할체계가 제도화되어 주정

부기관, 민간보험사,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등 관련 행위자의 반대 

우려가 그 이유로 거론된다(Howar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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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재보상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

연방에서 직접 운영하는 네 개의 산재보상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주 정부에서 관할권을 갖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은 극히 제한적이다. 연금보험이나 일부 인구에 대

한 의료보험의 경우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데 비해, 실업보험이

나 산재보상 보험은 주정부에서 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다만 실업보

험의 경우 연방의 실업보험법에 의해 기준이 제시되고 주 정부에서 

이를 시행할 경우 연방의 세금이 주정부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이런 

개입이 없는 산재보상 제도와 차이가 있다.

먼저 주 정부가 관할하는 산재보상제도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

을 살펴보자. 

연방정부가 산재보상제도에 대해 표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은 1972년 연방 하원에 의해 설치된 ʻ주 재해보상법

에 대한 국가 위원회ʼ의 권고이다. 이 위원회는 그 최종보고서에서 

산재보험의 연방 프로그램화를 반대하고 적용, 현금급여, 의료서비

스 등이 포함된 60여 개의 권고를 마련하였고 이 중 19개를 필수 권

고로 제시하면서, 주정부가 이 권고를 수용하도록 연방정부의 감독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02) 이로 인해 주 정부차원에서 다수의 

102) 필수 권고의 내용을 살펴보자(http://www.workerscompresources.com/National_Commission_  

Report/National_Commission/1-2004/Jan2004_nat_com.htm): 권고 2.1 산재보상법의 적

용은 강제적이어야 하며 면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권고 2.2 근로자 수에 의해 

사업주에 대해 산재보상(법) 적용이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 권고 2.4 농업근로자의 

적용은 두 단계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다. 첫째 1973년 7월 1일부터 년 급여가 총 

1,000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상(법) 적용을 받아야 한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975년 7월 1일부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농업노동자도 

적용받는다. 권고 2.5 1975년 7월 1일부터 가사 노동자와 비정규 근로자 중 사회보장

(노령연금) 적용을 받는 사람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권고 2.6 산재보상 

범위는 모든 정부 근로자에게 강제로 적용되어야 한다. 권고 2.7 어떤 계층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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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보상 관련 법이 수정되었으나 모든 주에서 수용한 것은 아니

었고, 연방의 감독을 시행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도 

아니다(Clayton 2004: 9).103) 

이처럼 연방정부의 산재보상에 대한 개입은 주정부에서 관장하

는 산재보험에 대해(연방 의회에서 개입하는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예를 들어 프로 운동선수나 자선 조직의 근로자도 적용 면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권고 2.11 근로자나 그 유족은 산재보상 신청을 할 때 상해나 사망이 발생한 주, 주된 

근로가 이루어진 주 또는 고용이 된 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권고 2.13 

모든 주는 직업병에 대하여 완전히 보상하여야 한다. 권고 3.7 주의 주당 최고 급여의 

적용을 받더라도 일시 전체 장해에 대한 급여는 최소한 근로자의 주당 총 임금의 

66과 2/3이 되어야 한다. 권고 3.8 1973년 7월 1일부터 일시적 전체 장해에 대한 주당 

최고 급여는 최소한 해당 주의 주당 평균 임금의 66과 2/3은 되어야 하고 1975년 

7월 1일 이후에는 주당 평균 임금의 100%가 되어야 한다. 권고 3.11 대부분의 주에서 

사용되는 영구적 전체 장해의 개념은 유지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소득 능력을 갖

는 근로자에게 영구적 전체 장해 급여의 지급을 허용하는 소수의 주에서는 대다수의 

주에서처럼 영구적 전체 장해의 검증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영구적 전체 장해를 지급

하여야 한다. 권고 3.12 주의 주당 최고 급여의 적용을 받더라도 영구적 전체 장해에 

대한 급여는 최소한 근로자의 주당 총 임금의 66과 2/3이 되어야 한다. 권고 3.15 

1973년 7월 1일부터 영구적 전체 장해에 대한 주당 최고 급여는 최소한 해당 주의 

주당 평균 임금의 66과 2/3은 되어야 하고 1975년 7월 1일 이후에는 주당 평균 임금의 

100%가 되어야 한다. 권고 3.17 전체 장해 급여는 근로자의 장해가 지속되는 한 또는 

평생 동안 금액이나 시간제한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권고 3.21 주의 주당 최고 급여

의 적용을 받더라도 사망 시 급여는 최소한 근로자의 주당 총 임금의 66과 2/3이 

되어야 한다. 권고 3.23 1973년 7월 1일부터 사망에 대한 주당 최고 급여는 최소한 

해당 주의 주당 평균 임금의 66과 2/3은 되어야 하고 1975년 7월 1일 이후에는 주당 

평균 임금의 100%가 되어야 한다. 권고 3.25 a) 사망 시 급여는 유족인 처나 남편에게 

평생 또는 재혼 시까지 b) 재혼 시에는 2년 치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c) 

피부양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이 18세에 도달하거나 실제 부양이 필요할 경우 18세를 

넘어서도 지급하고 d) 공인된 교육 기관에 전업 학생으로 등록했을 경우 최소 25세까

지 지급하여야 한다. 권고 4.2 근로 관련 손상에 대해서는 의료 보장이나 물리적 재활

에 대하여 시간이나 금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권고 4.4 의료 및 

물리적 재활 급여에 대한 권리는 시간이 경과함으로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필수권

고가 아닌 권고에 대한 사항은 박찬임(2002: 26)을 참조하라. 

103) 2004년 연방 노동부는 필수 권고가 주에 의해 어느 정도 수용되었는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52개 주 또는 관할구의 평균은 67.5%였다. 즉 적용, 현금 

급여, 의료에 대해 권고안에서 제시한 수치를 모든 주나 관할구에서 달성한 경우 

총점 988점(19개 필수권고 x 52개 주 또는 관할구)이 되며 100%로 계산되는데, 모든 

항목에 대해 52개 주의 실제 평균은 667.25로 나타났다(http://www.workerscompresources. 

com/National_Commission_Report/National_Commission/1-2004/Jan2004_Tbl1.htm). 권고안 

발표 당시 낮았지만 이후 급속히 개선된 수치와 비교할 때 1980년 이후 수치는 정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Howard 2007: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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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왔으며, 주 산재보상제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국한

되고 있다. 연방정부(노동부)에서는 1949년부터 1998년까지 주정부

의 통계를 취합하여 직접 산재보험 통계를 직접 발간하였으나 이후 

비영리 민간단체인 전국사회보험학회(NASI; National Academy of 

Social Insurance)에서 발간하고 있다.104) 

연방정부의 산재보상에 대한 또 다른 개입은 연방정부 피용자나 

주요 산업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 체계를 관장 또는 운영하는 것

이다. 연방노동부 근로기준청(ESA: Employment Standards Admini- 

stration)의 근로자 산재보상실(OWCP: Office of Worker's Compensation 

Programs)은 네 개의 연방 프로그램을 관리 또는 집행하고 있는데, 

에너지 근로자 직업병 보상 프로그램(EEOIC; 연방 자원부의 원자력 

관련 근로자나 도급계약자 등의 직업병에 대한 보상, 2001년부터 시

행), 연방근로자 산재보상 프로그램(FEC; 연방 근로자 산재보상법, 

1916년 입법),105) 해안 항만 근로자 산재보상 프로그램(LHWC; 해

104) 연방 노동부의 홈페이지에서는 각 주정부의 담당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http://www.dol.gov/owcp/dfec/regs/compliance/wc.htm#OR). 각 주정부의 산재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위해 소기업청(SBA)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105) 연방 근로자(공무원) 산재보상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급여는 하원에서 

승인한 예산에서 충당되는 연방 산재보상 기금에서 지출되며, 재해를 당한 근로자

가 근무하는 해당기관에서 일부 부담한다. 운영비는 연방 예산에서 노동부로 지급

된다. 적용대상은 연방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근무하는 모든 민간(비군인) 근로자

이며 자원봉사자나 배심원도 포함된다. 연방과 같이 대규모인 주나 지방자치단체

의 법 집행 공무원도 포함되며, 평화봉사단, 예비군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

학생 등도 대상이 된다. 급여는 3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으며 임금계속지불의 형태

로 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장해 후 45일이 넘는 경우 부분 또는 전체 장해로 분

류된다. 부분장해의 경우에도 독신이면 장해이전 급여와 장해 후 급여 차액의 2/3

인 금액이,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차액의 75%가 지급된다. 최고금액은 GS-15호

봉의 기본급이며,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매년 자동 조정된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으면 직업 요인과 물리적 손상을 결합하여 산정한 소득능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

된다. 이외에 영구적 부분 장해가 있다면 법정 장해목록(scheduled)에 따라 손상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받게 된다. 전체 장해의 경우 독신이면 장해 전 월 임금의 2/3,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75%를 받게 된다. 전체 장해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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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항만 근로자 산재보상법, 1927년 입법),106) 탄광근로자 보상 또

는 진폐 급여 프로그램(CMWC; 1969년 연방 광산근로자 보건안전

법 및 1973년 진폐 보상급여법) 등이 해당한다. 해안 항만 근로자 

산재보상 프로그램이나 진폐 급여 프로그램의 경우 주정부에서 관

장하는 산재보상 체계와 유사하게 사업주는 민간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가 보험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http://www.dol.gov/owcp/). 

되며 최고급여액 등은 부분 장해 시와 같다. 사망 시 급여는 아동이 없는 배우자는 

월 급여의 50%, 아동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45% 아동 1인당 15%를 지급하며 최고 

75%까지 지급된다. 배우자가 55세 이전에 재혼할 경우 24개월분의 일시금을 받게 

되며, 그 이후의 재혼 시에는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 아동은 18 또는 재학 시 23세

까지 지급된다. 최고금액은 장해급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외에 200달러의 정부

와의 사무처리비, 800달러의 장제비 및 실비의 이송비가 지급되며, 군과 관련된 업

무에서 사망한 경우 100,000달러까지의 보상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다. 의료 장비, 

치료, 의약품 등 모든 의료비는 연방 정부에 의해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본인이 선

택한 의료공급자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 월 최고 1,500달

러의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수급자에게 직업재활에 참여할 것

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연방정부에서 부담한다. 참여시에 수급자는 월 200

달러까지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불참 시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아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능력 만큼의 급여가 감소된다(Szymendera 2011: 2). 신청기한

은 3년이다. 연방 정부 근로자 산재보상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http://www.dol. 

gov/owcp/dfec/regs/compliance/DFECfolio/CA-810.pdf를 참조하라.   

106) 해안 항만 근로자 산재보상법은 미국 영해 및 연안에서 하역, 선박 건조 및 수리 

시에 발생한 상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현금급여와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이 법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선원, 연방정부나 

주 또는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나 근로자 그리고 주 산재보상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이다. 이 법은 다른 법에 의한 특정 형태의 근로자(예를 들어 도급계약에 의해 해

외 기지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도 대상이 되고 있다. 장해 시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임금의 66과 2/3를 보상받으며, 최고 및 최저급여의 적용을 받는다. 

특정 영구 장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있다. 근로자 사망 시 유족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주당 평균임금의 50%가, 아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16과 2/3%가 지

급된다. 근로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모든 관련 의료비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직업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급여와 의료비 지급을 보장

하기 위해 노동부가 승인한 해안 항만 근로자 산재보상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영리 

보험자에게 보험을 가입하든지 노동부로부터 자가 보험자로 승인받아야 한다. 노

동부에 의해 관리되는 특별 기금으로 급여가 지출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된 보험자나 자가 보험자가 급여비를 부담한다(http://www.dol.gov/ow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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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정부의 프로그램 

미국의 일반 근로자 대상 산재보상 체계를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

해서는 개별 주의 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107) 모든 주에서 재해 보

상보험을 통해 손실임금 지급과 의료 서비스 그리고 직업재활 서비

스 등이 제공되지만 주정부에 따라 적용과 보상에 대한 규정이 다

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산재보상 제도의 주요 공통사항

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하면서 주별 차이를 언급하고자 한다.108) 

1. 적용대상과 보상대상

많은 주에서 특정 사용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면제되는데, 주에 따

라 소규모 사업장(3인에서 5인 미만), 농업노동자, 가사 노동자, 종

교 단체의 근로자 등이다.109) 주나 지방정부 공무원을 위해 별개의 

107) 각 주나 시/군의 공무원에 대한 산재보상제도는 연방 공무원 재해보상과 같이 각 

주나 지방자치단체에 별개로 또는 주 기금으로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108) 지면 관계로 인하여 각 주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는데, 국내 

선행연구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미국의 산재보상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상

이 되는 주가 다르거나 초점이 되는 분야가 상이하다. 참조할 수 있는 참고도서들

을 정리해 보면, 미국 제도 일반에 대한 사항이나 연방프로그램에 대하여 서술한 

박찬임(2002 특히 부록)은 총론적 입문서로 적절하다. 다만 10년 전의 연구로 제도 

변화가 다소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재해보상에 대해 통계를 이용한 접근은 

김장기(2009)를 참조할 수 있다. 미국 재해보상 보험의 적용 및 징수에 대해서는 

박찬임(2003), 재해 신고 및 급여 승인에 대해서는 이현주외(2004), 급여체계에 대

해서는 이현주외(2003), 직업재활에 대해서는 윤조덕외(2005), 최근 동향에 대해서

는 최영훈(2009)을 참조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주별로 구분할 경우 박찬임(2003)과 

이현주외(2003; 2004)는 워싱턴 주의 사례를, 김장기(2009)는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Sengupta et al(2011)의 부록에서 주 산재

보상급여 제도 비교표를 참조할 수 있다. 

109) 3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주는 아칸서스, 조지아, 미시간, 뉴멕시코, 노스 캐롤

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컨신 등이며, 4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주는 플로리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주는 알라바마, 

미시시피, 미주리, 테네시 등이며 나머지 37개 주(워싱턴 DC 포함)는 소기업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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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주도 있다. 2009년 현재 실업보험의 적용

을 받는 근로자의 97% 정도가 산재보상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추정

된다(Sengupta et al 2011: 55).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요건은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 질

병, 사망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해나 질병, 사망이 발생했을 때 근

로수행 중이었거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되는 상황에 의해 재해, 질

병, 사망이 발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업무 시간 외에나 통근재해, 

사업장내에서라도 개인 업무 처리와 관련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산

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Szymendera 2011: 3).110)  

2. 급여

산재보상에 대한 각 주의 법률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급여 종류는 

유사한데, 치료나 통증 경감을 위한 의료나 재활 서비스, 장해시 손

실 임금에 대한 보상, 사망시 장제비나 피부양자에 대한 급여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법에서는 영구적 물리적 장애가 있을 경우 

직업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정부에 따라 

급여의 수준이나 기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 현금급여

1) 일시적 장해 급여(휴업급여)

산재나 직업병에 의해 근로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경

용한다(Sengupta 2011: 5). 39개 프로그램은 농업 노동자의 일부를 적용하며, 25개 

프로그램은 가사 노동자의 일부를 적용하고 있다(SSA 2010: 186). 

110) 산재 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급여제한에 대해서는 워싱턴 주의 사례를 연구

한 이현주외(2004: 56 이하)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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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상실 임금에 대한 보상으로 일시적 장해 급여(휴업급여)가 지급

된다. 미국에서는 일시적 부분 장해에 대한 급여(부분 휴업급여)가 

가능하도록 한 주가 대부분이다.

대기기간은 3, 4, 5 또는 7일이며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근로를 

하던지 병가를 사용한다. 또한 급여는 소급 지급되기도 하는데, 주

에 따라 없는 주도 있으며, 6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SSA 2010: 

186; Sengupta 2011: 86 이하).111) 

주 재해보상법에 대한 국가 위원회의 권고에서 일시적 장해의 급

여 수준은 전체 장해시 총임금의 2/3(순임금의 80%)인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는 산재전 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66 2/3%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다(SSA 2010: 186). 모든 주에서는 최고급여를 정하며 

때로 최저급여도 정하고 있는데, 최고 급여는 2009년 현재 주당 

1,413달러(아이오와, 주 평균 임금의 200%)에서 422달러(미시시피, 

주 평균임금의 2/3)에 걸쳐 있고 일반적으로 주 평균임금의 100%이

다(SSA 2011: 67; Sengupta 2011: 86). 약 20%의 주에서는 피부양자

에 대한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일부의 경우 일시금으로도 지급한

다(SSA 2010: 186).

일시적 부분 장해에 대해 살펴보자. 육체적 제약(예를 들어 10파

운드 이상 사물을 반복적으로 들지 못할 경우)이 있지만 근로할 수 

있는 근로자는 회복 중 ʻ합리적인 장비ʼ를 가지고 복귀하던가 물리

적 능력에 맡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이전과 다른 

직무를 찾게 되는데, 만약 근로자가 합리적 장비로 인하여 또는 의

사 지시에 의하여 근로시간 감소로 인하여 임금이 낮아지면, 지속적

111) 여기서 소급지급기간은 보험신청을 하기 전 상해나 직업병에 의한 증상이 있을 경

우 보상해 주는 기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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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임금손실이 있다고 판정되어 일시적 부분 장해 급여를 받게 

된다. 즉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하되 의사가 진단한 물리적 제약이 

있고 임금손실이 발생함을 전제로 한다(Clayton 2004: 11). 일시 장

해 급여도 영구 부분 장해와 같이 주에 따라 근로 능력, 임금 손실, 

장해 등에 의해 차등화 되는 일시 장해급여를 받게 된다. 

일시적 전체 장해와 일시적 부분 장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진

료중에 있고 상해로부터 회복하는 기간에 지급되며 다음에 해당하

는 기간까지 지속된다(Clayton 2004: 11).

▪ 어떤 물리적 제약도 없이 근로복귀가 지시되는 경우 

▪ 상해 당시와 동일한 임금을 받을 경우

▪ 근로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의 급여를 모두 받았을 경우 

▪ ʻ장해 판단권한을 가진 주체(사실 판단자)ʼ가 근로자가 더 이상 

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한도와 관련하여 2009년 현재 일부 주에서는 일시 장해 급여를 

104주로 제한하고(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노스 다코타, 펜실베니아, 

텍사스,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어떤 주에서는 700주로 제

한하기도 하며(뉴 멕시코), 상당수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Sengupta 

2011: 86). 근로자가 근로로 복귀하거나 근로자 산재보상법규에 따

른 일시적 급여를 최대로 소진한 경우 영구 장해의 다른 급여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다.

2) 영구 장해 급여

대부분의 주에서 추가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더 이상의 물리적 회

복이 가능하지 않다고 의사가 진단한(의료적 회복의 최고점 또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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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 종료) 후에는 물리적 기능의 영구 손상과 미래 소득의 영구적 

손실을 추정하여 새로이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제를 갖추고 있다. 

일시적 장해와 같이 영구적 장해에 대해서도 영구적 부분 장해와 

영구적 전체 장해에 대한 급여가 존재한다.

영구적 전체 장해는 심각한 상해나 물리적 제약이 심각한 상태인 

경우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주 법규는 특정 상태, 예를 들어 양 다리, 

양 팔, 양 눈 등의 손상 등을 열거하여(법정 목록에 의거한; sched-

uled) 전체 장해로 인정하고 있다. 법규에 정해지지 않은(unscheduled) 

장해에 대해서는 의사가 장해율을 인정하여 대상이 된다.112) 다수

의 주에서 영구 전체 장해에 대한 급여율은 일시 전체 장해에 대한 

급여와 동일하지만 상이한 주도 있으며, 최대 급여가 정해져 있다

(Sengupta 2011: 86). 영구적 전체 장해는 현금급여가 지급되는 사례

의 1%를 차지한다(Sengupta 2011: 12).

112) 일반적으로 개별 주들은(특정 장해는 법규에 정리되어 있지만) 법규에 정해지지 

않은 영구적 부분장해에 대한 급여를 다음의 네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처리하

는데, 물리적 손상(생리적 및 심리적 손상), 장해(경제적 및 사회적 결과) 또는 양

자를 기초로 한다(Clayton 2004: 12; Sengupta 2011: 13). 

     - 손상 기초 방식(19개 주에서 사용):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물리적 및 심리적 실

제 손상만을 기준으로 한다. 손상 비율은 미국 의사 협회의 영구 손상 평가에 대

한 가이드북을 참조하여 의사가 결정한다. 

     - 소득능력 손실 방식(13개 주에서 사용): 근로자의 미래 임금손실을 근로자의 연

령, 교육, 훈련, 기술 및 손상의 정도, 현재의 노동시장 조건 등과 같은 요인을 사

용하여 평가한다.

     - 임금 손실 방식(10개 주에서 사용): 근로자의 실질적 주당 임금 손실을 계산한다. 

이는 근로자가 영구적 장애로 인해 벌 수 있는 금액과 상해 당시 벌 수 있었던 

금액과의 차액으로 산출된다.

     - 혼합 방식(10개 주 또는 관할구): 근로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근로자가 근로에 

복귀했는가에 따라 손상기초 방식과 소득능력 상실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근로에 복귀하여 상해 당시의 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경우 근

로자는 손상에 기초한 보상을 받으며,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소득능력 상

실에 기초한 급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구분외에 비경제적 손상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주도 있는데, 매사츄세츠, 

몬태나, 로드 아일랜드, 오리건 등에서 산재를 입은 근로자는 영구적 부분 장해에 

대해 소득능력 상실에 대한 급여 외에 비경제적 손상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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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의 주에서는 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가 자동적으로 증가하

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SSA 2010: 186).113) 

급여기간은 장해가 존재하는 한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지만, 일부 주에서는 정해진 금액까지(예를 들어 2009년 현재 

캔사스 125,000달러), 정해진 기간까지(예를 들어 인디애나 500주) 

또는 정해진 연령(예를 들어 몬태나 정년시 또는 플로리다 75세)까

지만 지급된다(Sengupta 2011: 86 이하). 영구적 전체 장해로 인한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는 기능 손상과 추정 손실 임금에 따라 정해

지기 때문에 많은 주에서는 수급자의 고용 상황에 대해 심사하며, 

대부분의 보험사들도 매년 1~2회 근로자가 근로를 하거나 근로를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고 있다(Clayton 2004: 12). 일부 주에서는 피

부양자 추가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SSA 2010: 186).

특히 영구적 부분 장해 급여는 주 별로 그 설계나 적용에서 복잡

하고 다양하며 주별로 수급자격이나 장해정도 급여액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서는 의료적 회복의 최고점이 지

난 다음 지급되기도 하고, 어떤 주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에 복귀할 

때까지 일시적 장해 급여의 연장으로 지급하기도 한다(Sengupta 

2011: 12). 또한 각 주에서 미래의 손실임금에 대해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가 다르게 결정되는데, 영구적 부분 장해 급여 수준을 합리적

으로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구적 부분 급

여에 대한 수급자격이나 급여는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보통 합의에 의해 일시금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떤 기

준에 의해 그 금액이 산출되는가는 불명확하다(Clayton 2004: 12). 

113) 다른 주에서는 입법에 의해 상승시키기도 한다(Clayton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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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족 급여

산재나 직업병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에게는 유족 급여가 

지급된다. 급여수준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2009년 현재 통상 재해전 

임금(순임금)의 약 35%에서 70%이며, 아동이 있을 경우 60~80%가 

된다. 일부 주에서는 피부양자범위를 피부양 부모나 형제자매를 포

함하기도 한다(SSA 2010: 186). 유족급여에도 최고급여액이 정해져 

있으며, 보통 전체 장해급여와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다. 유

족급여의 지급기간이나 총액도 정해진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아동

은 만 18세(상시 학생의 경우 연령이 상승)에 달할 경우 그리고 배

우자의 재혼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수급자격이 종료된다. 상당수의 

주에서 재혼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 급여는 지속되지만 총액으로 제

한되기도 한다(Sengupta 2011: 86 이하). 

장제비는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주별로 차이가 있다(SSA 

2010: 187).

나. 의료서비스와 간병급여

의료서비스의 경우 응급조치, 진료나 검사, 처치 및 수술, 입원, 

간호, 처방 의약품 및 의료적 보장구도 대상이 되며, 일부 주에서는 

이송비도 지급된다. 거의 모든 주에서 근로자는 의료서비스 비용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Szymendera 2011: 3), 일부 주

에서는 병원이나 진료비에 명목적인(근로자) 본인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SSA 2011: 67). 다수의 주에서 피재 근로자가 이용가능한 병원

은 보통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들이며, 이는 주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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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의 경우 산재 보상대상이 되는 범위가 주정부에 따라 다른

데, 예를 들어 대부분의 주에서는 수근관 증후군(손목 통증)을 직업 

관련 질병으로 인정하는데 반해 버지니아의 경우 ʻ생활상의 정상적 

질병ʼ으로 규정해 보상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질

병이 근로가 아닌 활동에 의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행정기

관이나 법원(테네시나 알라바마 주)에서 근로 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의료서비스만 받은 근로

자, 즉 대기기간 중 산재보상이 종결되는 비율이 77%이다(Sengupta 

2011: 9). 2009년 현재 의료서비스 지출액은 산재급여 총 지출액의 

49.6%이며, 사상 최고치였던 2008년의 50.4%에서 감소한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근로자가 일상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타인의 지

속적 간병을 필요로 할 경우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간병 급여

가 있는 대다수의 주에서 간병 급여는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일부 주에서는 104주에서 500주까지를 한도로 지급하기

도 한다(SSA 2010: 186). 

다. 직업재활 서비스

대다수의 주에서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는 주 프로그램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연방 노동부의 연방 근로자 

산재보상 프로그램의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114) 의사 선택권도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오하이오주의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 가능

하지만,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사용자에 의해 승인된 의사를 선택하여야 하며(Howard 

2007: 155), 캘리포니아의 경우 사용자(보험자)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주치의에게 진료

를 받을 수 있다(김장기 2009: 42). 장애 판정이나 추가진료에 대한 사항도 주별로 

누구의 소견에 따르는가가 주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근로자 

본인(변호사)과 보험사가 합의하는 의사의 소견을 따른다(김장기 200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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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연방정부는 산재 발생후 1년까지 피재 근로자가 전체적

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근로능력이 회복된 후 이전의 업무나 유사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경우(직무 변경) 근로유지권을 보장한다. 이

를 위해 직업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근로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작업치료, 파트타임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전 사업주(소

속 기관)에게 복귀 가능한 경우 복귀시키고,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적절한 일자리에 알선하며, 적절한 일자리에 알선하지 못할 경

우 의료 재활, 훈련, 알선 서비스를 계속하게 된다(http://www.dol.gov/ 

owcp/dfec/regs/compliance/DFECfolio/FECA-PT2/#208132).115) 

이러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표준으로 각 주별로 상이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원직장에 복

귀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훈련 바우쳐를 지급한다

(김장기 2009: 45). 직업 재활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

나,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복귀시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급여의 삭감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

해 비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김장기 

2009: 45). 재활 서비스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 또한 급여가 

중지되거나 삭감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현주외 2003).

산재장해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대다수의 주에는 후속 상해 기

금(second-injury fund)이 설치되어 있다.116) 이는 사용자/민간보험자 

또는 자가보험자가(또는 주정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되는 기금으

로 이전의 산재로 인하여 영구적 부분 장해를 가진 근로자가 고용

115) 미국 연방정부의 직업재활에 대한 서술은 윤조덕외(2005: 232 이하)를 참조하고, 

워싱턴 주의 직업재활에 대해서는 이현주외(2003: 111이하)를 참조하라.

116) 보다 자세하게는 박찬임외(2003: 35), 이현주외(2003: 96 이하)와 이현주외(2004: 69)

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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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다시 산재를 당할 경우(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당 근로자

에 대한 보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나 보험자에게 지급한

다(http://www.laworks.net/Downloads/OWC/sibbrochure.pdf).

3. 전달체계

가. 민간보험사와 행정기관

주정부에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이는 주정부의 부서에서 관리

하거나 독립적인 비영리기관 또는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117) 

이를 통해 산재보상 관련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주 기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영리 보험사나 허가된 

비영리 보험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 특별한 요건에 의해 자가보험이 

허가된 경우 개별 회사나 단체 단위로 자가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데, 자가보험의 경우 재해 보상을 위하여 정해진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주에서 산재보상법은 주 노동부의 산재보험국 또는 노동 관

련 위원회(예를 들면 산업위원회)에서 법규의 개정, 사업주의 보고 

및 심판이나 협의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http://www.dol.gov/owcp/ 

dfec/regs/compliance/wc.htm#FL). 

민간보험사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

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의 운영으로 인해 보험자가 파산할 경

117) SSA(2010: 187)에 의하면 주 기금이 설치된 경우 산재보상 기관(비영리 또는 독립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50%이며, 주 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37.5%, 

법원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3개주이다. 대부분의 주 기금은 민간보험사와 같이 잉

여금이나 유보금에 대한 규제요건을 따라야 하며, 독립 회계사들이 재정 상황을 

확인한다(http://www.aascif.org/index.php?page=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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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대비하여 보증기금이 설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정이 부실한 

민간보험사가 지급하지 못한 보험청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

험보증 기금이, 자가보험자가 지급하지 못한 청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가보험 보증기금이 설치되어 있다. 둘째, 민간보험자는 보

상 공제금액(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제공할 

수 있는데, 사업주는 공제금액을 둠으로써 보험료를 낮출 수 있지

만, 산재 발생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Sengupta 2011: 59).118) 

나. 분쟁과 해결

대다수의 주에서는 재해 보상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법률에 의해 

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우선적으로 특별 행정기관(위원회 형태)이 처

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 분쟁은 비공식적으로 행정법 판사

들에 의해 처리되기도 한다(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는 김장기 2009: 

31 참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상급 위원회나 주의 법원체계에서 

담당한다(Clayton 2004: 10). 소수의 주에서만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

대로 전심절차 없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http://en.wikipedia.org/wiki/Workers%27_compensation#United_ 

States).119) 

다수의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첫째, 적절한 

보상 금액을 정하는 문제이다. 특히 영구적 일시 장해를 가진 개인

에 대해 상당수의 주에서는 개인의 미래 소득능력을 파악하여 미래 

118) 공제금액을 두는 방식은 산재 당, 총액 당, 또는 양자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각 주에서 규정한 최대 공제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Sengupta 2011: 13). 

119)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스컨신의 이의 제기 과정을 서술한 최영훈(2009: 5)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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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손실을 계산하고자 하는데, 보상 금액의 비과학성으로 인해 소

송이 빈발하고 합의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 둘째, 재해보상체계에서 

모든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해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

한 법규에 정해지지 않은 장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되며, 이 

경우도 보통 합의에 의해 일시금 지급으로 해결된다(Clayton 2004: 

7).120)

합의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행정법 판사, 청문 공무원, 산재

보상 담당기관장 또는 심사기관에 의해 승인을 받거나 산재보상 담

당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Clayton 2004: 13).  

4. 재정부담과 지출

소수의 주에서 근로자가 명목적인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

으나, 거의 모든 주에서 산재보상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충당된

다(SSA 2010: 196). 주 정부는 산재보상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다.121)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들은 보통 산업(업종)과 근로자의 직업 그

120) 소수의 예외(예를 들어 텍사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재해보상에 대한 합

의(settlements)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는 타협과 면제 합의(compromise-and- 

release agreements), 보상(commutations) 또는 면책(washouts) 등으로 불린다. 대부분

의 경우 보험사는 의료비를 포함하여 모든 미래 급여에 대해 합의를 하고자 한다. 

12개 주를 대상으로 한 2004년의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Telles/Wang/Tanabe 2004; 

Clayton 2004: 13 재인용) 3년간의 청구권 만기시를 기준으로 7일 이상의 상해에 대

한 청구권 중 평균 25%가 일시금 지급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이 비율은 일리노이

의 경우 52%, 텍사스의 경우 11%였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산재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상에 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데, 많은 주에서는 보상금의 

일정 비율로 자문 비용을 제한하고 있고, ʻ조건부 수수료ʼ는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에 지불된다. 수수료는 주별로 11%에서 40%에 달하고 있다(http://en.wikipedia.org/ 

wiki/Workers%27_compensation#United_States).

121) 물론 주정부 기금에 주정부 근로자가 포함될 경우(사우스 캐롤라이나) 이들에 대

한 보험료는 주정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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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임금에 기준하여 책정되는 보험료를 납부한다. 많은 사업주들

은 경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는 산재발생빈도와 보

험급여지급액으로 산정된다(Sengupta 2011: 5). 대다수의 주에서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통제하는데, 일부 주(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는 산재보험료율을 자율화하여 보험회사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허

용하기도 한다(김장기 2009: 31; 최영철 2009: 3). 2009년 현재 전체 사

업주의 총임금 대비 산재보상 관련 비용의 비율은 1.58%이다(SSA 

2010: 186).122)

2009년 현재(연방정부의 기금을 포함한) 총 급여지출액은 583억 

32.7백만 달러이며, 보험주체별 급여지출액 비중은 민간 보험회사가 

52.2%, 주 기금이 17.3%, 자가 보험이 24.4%이다(연방기금의 비중

은 6.1%)(Sengupta 2011: 14). 이외에 앞서 언급한 대로 사용자 부담

의 공제비용이 있는데, 이는 민간보험회사와 주 기금의 급여 지출액 

합계의 약 13.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engupta 2011: 18).

2009년 현재 전체 지출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약 49.5%이

며, 이를 제외한 현금급여 지출액 중 66%는 영구 부분 장해에 대한 

지출이며, 17%는 영구 전체 장해 및 유족 급여에 대한 지출이고 나

머지 17%는 일시 장해에 대한 지출이다. 지급 건수로는 일시 장해

가 62%, 영구 부분 장해가 37%이며, 영구 전체 장해와 유족 급여가 

1%이다(Sengupta 2011: 12).  

122) 이와 달리 Sengupta(2011: 31)는 2009년 산재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을 임금 100달러에 대해 1.30달러로 추정하였다. 이는 연방노동부의 노동통계실

(BLS)에서 추정하는 연방 소속이 아닌 근로자의 1.92달러에 비해 낮은 것이다. 

Sengupta (2011: 34)에 의하면 사용자 부담 1.30달러 중에서 1.03달러만 급여로 지

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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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최근 동향과 시사점

1. 최근 동향

가. 산재와 보상지출 동향 

미국에서 산재 발생건수나 재해율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일 근로자 환산 100명당 재해율은 2009년 

현재 3.6이다. 재해율을 조금 상세히 살펴보면 근로자가 단순히 근

로를 할 수 없는 상태인 비율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산재나 직업병으로 일자리를 바꾸거나 장해를 갖게 되는 비율

은 90년대 후반까지 증가하다가 정체된 후 2000년대 중반 이후 감

소하는 추세에 있다(Sengupta 2011: 39). 사망 재해의 경우 1990년대 

초반 감소하다가 2000년대 중반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후 다

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Sengupta 2011: 37).123)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재보상 지출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중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현금급여의 비중은 감소

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공제금액에 의한 지출이나 자가보험에 의한 

지출 모두 90년대 초 급속히 그 비중이 증가하였고 2000년대 후반

에는 정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Sengupta 2011: 19). 

123) 연구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각 주의 산재보상 통계는 실제 재해 발생 건수의 약 

60% 정도만을 반영하고 있다. 연방의 노동통계는 이보다 더 축소보고 된다고 주장

된다.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도 보상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 절

차가 까다로워서, 사용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신청하기 위

해서 등으로 보고되었다(Sengupta 201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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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제도상의 변화

1) 재활서비스의 강화

최근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 즉 장애는 인간 경험의 자연적 및 

정상적 과정의 일부로 파악되면서 장애인의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을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하는데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여러 현금급여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근로로 복귀시키는가에 대한 관심까지 걸쳐 있다(Clayton 2004: 

8).124) 재활 서비스 강화에 대한 다른 배경으로는 장해급여가 소득

능력 상실에 의해 정해지는 주의 경우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통해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들 수 있다(최영훈 2009: 4 참조).

2) 지출증대에 따른 대응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재해보상 비용 증가로 인한 대책들이 

나타났는데, 의료비용을 제한하거나 산재급여 대상(상당한 요인에

서 주된 요인)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보험요율제도의 개편, 

보험사기에 대한 근절 노력 등을 통해 사용자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자 하였다(Clayton 2004: 9; 최영훈 2009: 3). 또한 일부 사용자들은 

자가 보험으로 부터 벗어나 산재보상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공제

금액을 높게 함으로써 산재 관련 비용을 축소하고자 하였다(http:// 

www.maine.gov/wcb/departments/mae/Highdeductiblepolicies.htm). 

주 정부 차원의 다른 정책적 노력으로는 민영화를 들 수 있다. 

124) 연금보험의 장해급여와의 병급 조정 방식을 보면 2004년 현재 어떤 주에서는 산재

보험의 급여로 인해 연금보험의 장해 급여를 삭감하며, 다른 주에서는 장해 급여

로 인해 산재보험의 급여를 삭감하고 있다(Clayton 2004: 8; Sengupta 201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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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을 전후하여 웨스트 버지니아 주와 네바다 주에서는 상호부

조 회사를 통하여 근로자 보상프로그램을 민영화시켰는데, 이는 채

무에 비해 기금이 부족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

다(http://en.wikipedia.org/wiki/Workers%27_compensation# 

United_States).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미국 제도의 단점

1) 주정부간 과도한 급여 차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의 개입이 없이 주 법률에 따라 산재

보험이 운영됨으로 인하여 급여수준이나 기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

며, 산재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의 형평성이나 적절성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Howard 2007: 176).125)

2) 소송과 합의 그리고 과도한 관리운영비

미국에서는 보험급여 산정에 대한 이견이 많으며, 이로 인해 분쟁

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주정부에서 급여에 대한 사항을 정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이나 급여 수준 등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이에 

따라 소송과 상호 합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합의는 근로자의 입

장에서는 일시금을 받음으로서 당장의 경제적 압박을 면하자는 취

지에서, 사업주와 보험회사는 일시금을 통해 치료비를 포함한 급여

125) Howard(2007: 157)는 연방정부가 산재보험을 직접 관장 못하였기 때문에 장해연금

과 산업안전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정부 관장의 산재보상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하

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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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소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데,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나 소득 상실이 생활상의 

궁핍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근로자 몫의 

급여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송과 합의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 이외에 높은 관

리운영비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Sengupta(2011: 60)

의 통계에 의하면 민간보험회사 직접 부담 비용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은 주의 산재보상 관련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 2005년 18.7%, 

2006년 최고치인 19.9%였으며, 2009년 16.1%였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나. 시사점

1) 사용자 책임의 면책

한국의 경우 산재보험과 별도로 근로자 재해보험(근재보험)이 필

요한 이유는 사업주의 책임 부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실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산재보

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재보험에 대

한 가입과 같은 별다른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126) 사업주의 과

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가는 산재보험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영국과 같이 사업주의 책임을 별도로 물

을 수 있게 하여 산재보험 체계에 대한 사업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사용자 과실에 대한 책임을 산재보험으

126) 미국에서도 사업주가 산재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달리 ʻ사용주 책임ʼ에 근거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Sengupta 2011: 5). 그러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위

해 근재보험에 가입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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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합하고, 현재 지출되는 과실 책임에 대한 비용은 급여지출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2) 직업재활에 대한 강조

미국에서는 장해 후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영구 부분장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지출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험사는 직업

재활에 관심이 많고, 사업주는 보험사가 제안한 장해 근로자 고용이

나 근로에 대한 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자는 보험사가 제안한 직업 재활서비스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급여 삭감이나 지급 중지 등의 벌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직업

재활 서비스가 한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이해 당사

자들이 직업재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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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ʻ아동수당ʼ

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ʻ가족수당ʼ이라고 말하는 국

가들(대표적으로 프랑스)도 많다. 아동수당과 가족수당의 차이는 다

음과 같다. 아동수당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아동의 생활비를 충족시

키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되는 현금을 가리키는 것이다. 가족수당은 

그 대상을 요부양가족으로 확대하고 또한 현금급여 이외의 현물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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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ʻ소득보장권고'에서 언급되었던 가족

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299제2부 소득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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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빈곤세대의 빈곤예방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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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ʻ가족수당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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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제2부 소득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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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보장제도 내의 사회수당으로서 가족수당의 위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ʻ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

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의 합이 사회보장ʼ으로 인시되어져 오고 있

다. 일본에서 사회보장의 소득보장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가족수당

(아동수당)의 세 가지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가 

국제수준에 도달한 것은 1971년 아동수당이 입법되고 난 이후로 본다.

가족수당은 ʻ국고 또는 사용주 부담에 의해 공급되고, 일부 국가에

서 소득제한은 있어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산조사 없이 무갹출에 

의한 정형적인 소득보장급여ʼ이다. 일부 학자들은 공정부조와 사회보

험의 결함을 보충하는 중간 형태로서 ʻ제3의 형ʼ의 사회보장을 광의

로 해석하여 ʻ사회수당ʼ이라고 하고, 사회수당의 대포적인 것으로서 

가족수당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수당의 핵심적인 가족수당은 보

충성의 인식과 필요적응의 원칙 등이 없고 정형화된 급여하는 점에

서 사회보험과 유사하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보험원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는 다르고, 그 비용이 조세(사회보험형

은 사업주)에 의해서 부담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부조와 유사하다.

그런데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가족수당제도의 위치는 고용

의 중단, 노동 불능을 그 수급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

보험과 다르며, 소득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자산조사를 행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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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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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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ʻ제3의 형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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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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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요약하면 아동양육은 사회보장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아동양

육비의 일부를 보충하는 가족수당은 빈곤을 사전 예방하는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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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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족수당제도의 유형

가. 도입 시기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가족수당제도를 채택한 국가가 증가해 

2006년에는 92개국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19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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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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제국이나 남미제국, 그리고 아프리카의 

신흥독립국으로 보급 ․ 전개되어 갔다. 1949년 이전까지 불과 11개국

이었던 가족수당제도를 1949년까지 유럽대륙 국가에서만 15개 국가

가 도입하였고, 특히 1940년부터 1949년까지 불과 10년 사이에 아

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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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ʻ서비스형ʼ 또

는 모든 아동에게 무차별 평등이라는 점에서 ʻ국민형ʼ이라고도 한다. 

이 체제의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북구제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

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다. 이에 반해 고용관련 시스템은 정해

진 소수의 아동이 있는 임금생활자, 어떤 경우에는 자영업자에게 수

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보험 수급자로서 

피부양아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

체는 대개 피용자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임금의 보충급여 

행태로서 사용자 부담에 의해서 지급되므로 ʻ수당형ʼ 또는 ʻ피용자형ʼ

이라고도 한다. 이 체제를 채용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콜럼비아, 

멕시코 등 23개 국으로 현재 94개국 중 1/4의 국가가 이 체계의 유

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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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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용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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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아동 수에 따라 가족수당액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녀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로 

지급하는가, 즉 정책급여방식인가 누진급여방식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첫째 자녀부터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국가가 대부분이

며, 프랑스는 가족수당제도 도입 당시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던 제도

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키프로스는 넷째 자녀부터 지급하고 있다.

한편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액의 지급방식과 국가별 유형은 다

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적용대상에게 일률적으로 정액급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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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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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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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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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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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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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제2부 소득보장제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생활보장을 구체화시키는 현금급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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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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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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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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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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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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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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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산비

로서 성립하는 ʻ생활임금의 원칙ʼ과 수요 측면에서 파악할 경우 노동

의 대가로서 성립하는 ʻ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ʼ의 두 가지가 성립

한다. ʻ생활임금의 원칙ʼ에서 임금은 노동력 가격이며 수급관계에 의

한 단기적인 변동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의 재생산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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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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은 국민경

제 전체 혹은 동일산업에서 평균적으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 

노동자의 개별적인 임금결정의 원칙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볼 때, 아동수당은 노동력 재생산비의 구성요소인 자녀의 재생산비로

서 노동자가 임금의 일부로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해 ʻ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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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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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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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보급되자 출생률은 급속하게 감소해 갔다. 그리고 한편으로

는 사망률도 저하해 감으로써 인구구조가 ʻ다산다사형ʼ에서 ʻ소산소

사형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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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으로 향상시키는 관점에 기초해서 이것을 경제적으로 보장한다는 관

점이다. 원래 아동의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지만, 아동의 노동금지 

등 사회와 경제의 복잡화에 따라 부모의 부양의무를 각종 수단으로 

원조하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아동수당은 아동복지

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아동의 생계비를 보조하고 보호육성을 사회

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위치 지워져 부모의 부양의무와 조정을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의 관점에서는 모든 

아동을 평등하게 취급한다는 평등주의의 원칙이 당연히 요청되고, 아

울러 아동의 권리나 이익은 직접 그 아동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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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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ʻ사회보험 및 연관 서비스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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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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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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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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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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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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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가족수당제도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가족수당(family al-

lowance)나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

기서는 미국의 피부양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빈곤가정에 대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1996)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가정에 한정된 기간 

동안의 지원을 통하여 복지에 대한 의존상태를 종식하고 자활이 가

능하도록 하며 혼외 임신 및 출산을 감소시키고 양부모 가족을 유

지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TANF에 의거하여, 미취업상태

의 근로가능한 성인은 급여 개시 2개월 후부터 지역사회 공공근로

에 참여해야 하며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고, 수급기간

이 일생에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모든 주

(State)는 2002년까지 복지수혜자의 50%를 일하게 하거나 복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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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탈피할 수 있도록 요구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 

정부들은 2005년까지 해당 주의 복지수혜자 수를 어느 수준까지 감

소시킬 것인지를 정하고 이를 수치화된 연간 목표량으로 제시해야 

하였다. 

TANF의 수급자격 요건은 AFDC(Aid to Family with Dependent 

Children)의 조건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

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실업 등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법정공제액을 제외한 소득

이 주에서 정한 표준 생계비(need standard)의 185% 이하여야 하며, 

재산액이 1,5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수혜자들은 주당 20~35시간을 

노동해야 하는데, 한부모의 경우 첫해 동안은 주당 20시간을 그리고 

2000년까지는 30시간을 노동해야 하며, 부부의 경우는 주당 35시간

을 노동해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피부양아동이 있으면서 적절한 

아동양육서비스를 찾지 못하거나, 1세 미만의 피부양 아동을 가진 

한부모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미혼모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

와 함께 거주하거나 또는 성인의 감독이 가능한 주거환경에서 생활

하는 경우에 한하여 TANF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도록 규정

하고 있다(오정수 외 2007).

2. Food Stamp

Food Stamp는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식

품교환권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으로 하여금 생활에 필요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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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omen, Infants, and Children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WIC)

여성, 유아 및 아동 식품보조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임산부, 출산 

직후의 여성, 영유아 및 5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식품, 영양, 

상담 및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다. 

4. School Breakfast and Lunch Program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TANF 수급가정의 아동, 식품교환권의 혜택

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교에서 저렴한 비

용 혹은 무료로 아침과 점심 급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다.

5. Public Housing Program

공공주택 프로그램은 저소득층(노인, 장애인 및 인디언을 포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보급하는 프로

그램이다.

6. Section 8 Program

섹션 8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극빈층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증서

(rental voucher) 또는 주택임대 권리증(certificate)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가구, 노인 및 장애인의 주택임대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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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ow-Income Household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저소득가구 광열비 부조 프로그램은 1970년대의 연료비 급등 이

후에 연방정부가 저소득가구의 냉난방 비용 및 에너지 절약을 목적

으로 주택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이다.

8. Medicaid

의료부조는 저소득층에게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9. General Assistance

일반부조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운영되는 공공부조 프로그

램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또는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그것

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여 별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개인 혹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 정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10.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근로소득 보전세제는 단순히 소득세 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

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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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빈곤층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저소득 가구가 내야 할 세금보다 공제돼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단순히 세금을 면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1. Day Care Program

빈곤한 가정의 아동들은 그들의 부모에게만 양육을 맡기면 학교에

서 성공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특성들을 얻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보상적 프로

그램이 가정 밖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보육 프로그램(Day care or child care program)과 Head 

Start Program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가 빈곤층의 아동

양육에 도움을 줌으로써 빈곤층 여성들의 취업이 용이하도록 지원하

고 있는 것이다. 빈곤가정의 아동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은 정부의 지

원에 의하여 빈곤가정의 부모들에게서는 적절히 받을 수 없는 교육, 

사회화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양육방법 들을 제공하고 있다.

12. Head Start Program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빈곤층 자녀들의 인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정규 학교교육을 받을 시점에서 일

반 아동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게 학교 준비(school readiness)를 시

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는 이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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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부모를 이 프로그램의 보조교사로 참여시켜 

취업을 시키고, 부모로 하여금 아동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한 아동 양육방법에 관한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13. 시사점

미국의 피부양아동을 가지고 있는 빈곤가정에 대한 소득지원 프

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프로그램인 가족수당이

나 아동수당이 없다. 아무런 낙인 없이 제공하는 보편적 프로그램은 

아동수당이 빈곤층의 복지의존을 강화시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선진 산업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보편적인 가족수

당이나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둘째, 아동양육과 관련된 조세관련 프로그램인 근로소득 보조세

제(EITC)가 발달하였다. EITC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 시장논리를 

복지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미국 복지정책의 이념적 지향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노동의욕 고취와 깊은 관계가 있다.

셋째, 현물지원이 많다. 이는 미국의 산업 구조적 특징과 빈곤층

에 대한 불신이 결합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현물을 지급하여 과잉 

생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빈곤층이 현금을 생활비 이외

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다. 이

러한 특징은 피부양 아동을 가지고 있는 빈곤여성가구주에 대한 소

득지원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넷째, 빈곤 여성가구주들에 대한 정책은 모성보호가 약화된 기회

보장형 빈곤정책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피부양 아동이 있는 여성

가구주에 대한 정책은 남성 빈곤자와 동일하게 교육과 훈련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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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형태였다. 이는 공공부조를 받는 여성가구

주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과정에서 

진행된 정책일 뿐이고, 양성 평등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빈곤 여성의 

모성을 거의 무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빈곤 여성가구주

들에게 남은 것은 노동능력이 있는 남성 빈곤층과 동일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의무적인 노동이었다. 아울러 1996년 이후에 모성보호

와 관련된 소득지원이 더욱 악화되면서, 기회보장형 빈곤정책에 노

동유인이 더욱 강화된 형태로 미국의 피부양아동을 가지고 있는 빈

곤가정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가족수당제도나 아

동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가족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로 보아야지 엄밀한 

의미의 보편적인 프로그램인 가족수당제도나 아동수당제도라고 보

기 어렵다. 물론 미국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를 통하여 빈곤가정의 아동과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

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EITC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의 양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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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공부조

❘제1절❘ 미국 공공부조제도

1.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개요

1935년 이전까지 미국에서 빈곤구제는 대개 민간자선의 영역에 

맡겨져 있었다. 그나마 있던 공공구제는 시(city)나 카운티(county), 

또는 기타의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졌고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관

여하지 않았다(Holden 1973: 7). 1935년 이후가 되어서야 아동, 맹

인,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범주적 부조는 미국의 주된 사회부조

제도가 되었다.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미국 정부는 근로가능 빈민에 

대한 지원도 모색하여야만 했지만 지방정부나 민간에게 근로빈곤층

의 구제 책임을 지운 역사는 그 뒤로도 오래 동안 지속되었다.

미국 사회의 분위기에서 ʻʻ구제할만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빈곤(the 

undeserving poor)ʼʼ과 같이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만한 빈곤

층-근로가 가능한 빈곤층-에 대한 구제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

래하여왔다. 그래서 상위 의사결정자들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여

야 하는 정치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이와 관련된 

권위를 지방으로 넘겨왔던 것이다. 결과 부양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의 전신인 ACD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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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걸인근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보다는 지방정부의 책

임으로 간주되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고 주정부는 주정부 행정 

기구를 별도로 만들지도 않았고 지방행정을 오래 동안 이용하였다. 

공식법제화도 피하고 슈펴비전이나 기술적 지원만으로 비공식적 개

입을 유지한 것이다. AFDC에서 조차 주요 정치적 문제들은 지역수

준에서 결정되어 왔다(Handler & Hollingsworth 1971: 16-27).

근로가능빈민에 대한 정책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피

하기 어려웠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가 안정

적인 시기조차 이들의 빈곤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회문제들

과 연관 심화되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NIT와 2000년대의 NITC모

두 일하는 이들을 겨냥한 프로그램들이다. 아동의 보호가 주 목적이

기는 하지만 한시적요보호가족지원제도(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TANF)로 변모해 온 AFDC도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

하는 근로가능 성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연구자들 사이에 근로빈민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동의가 형성되었지

만(Garfinkel 1979: 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가능빈민에 대한 지원

이 민감한 논쟁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1939년부터 위스콘신 주에서는 주정부의 공공복지 관련 부처가 

설치되었고 이 부처가 당시의 범주적 보조 프로그램들을 감독하였

다(Handler & Hollingsworth 1971: 32-33). 1939년 이후 주정부는 직

원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서 지방정부를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가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는 주정

부의 권고가 가능해졌던 것이다. 1962년 비용의 75%를 연방정부가 

지불하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주정부가 실시하도록 주정부에 권

한을 주었다. 사회부조에서 주 정부의 관여가 복잡해지고 주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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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나 표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1969년 미국 대법원의 수석재판관 워랜 버거(Warren Burger)가 

복지수급권을 인정하는 일종의 행정 절차를 규정하도록 한 뒤 복지

에 대한 권리인정은 더 견고해졌다. 1970년대부터 복지수급이 하나

의 법적 권리로 인정되면서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절차규정의 

적용 등이 강화된다. 1970년대 중반 연방정부는 복지프로그램, 특히 

가족복지 비용의 50~60%를, 다른 프로그램들의 전체 비용을 제공

하였다(Sauber, et. al. 1983: 206). 주정부 AFDC 집행에 대한 품질관

리도 이러한 연방정부의 태도 변화 중 하나였다. 복지가 법적 권리

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면서, 그리고 연방정부가 질관리(Quality con-

trol)체계를 통하여 주정부로 하여금 현금 지원절차를 표준화하도록 

권고하면서 선정이나 급여의 결정에서 일선 인력이, 또는 지방정부

가 갖는 자유재량도 작아졌다(Lurie 2006: 13). 1980~90년대 이전까

지 미국 빈곤구제의 책임은 민간에서 지방정부로, 주정부로 그리고 

연방정부로 옮겨져 왔고 연방정부의 책임 수용이 매우 높아졌다. 

사우버(Sauber)와 그의 동료들은 1980년대 초 사회부조와 관련하

여 제 원칙들을 정리하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언

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선정과 급여수준에 대한 기본적 결정은 

연방정부법에 따라 마련된 대략적인 기준안에서 각 주정부가 마련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정부의 책임 중 하나로 주정

부는 제공되어야 하는 보호의 수준과 관련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Sauber, et. al. 1983: 206-7). 소개된 이 원칙들은 이 시

점까지 사회부조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책임 수준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회부조에서 효율성 가치가 강조되기 시작하는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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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상위정부의 빈곤구제에 대한 책임은 서서히 모호해진다. 연방

정부는 주정부로 그 책임소재를 옮기는데 적극적이었다. 사실 1981

년 이미, 레이건 행정부는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으로 주정부의 권력을 강화시킨 바 있다. 주정부

들은 이 법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7가지의 보조금을 통

합해서 받고 그 활용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법

으로 각 주들은 과도한 주정부간 경쟁과 예산부담으로 어려움을 겪

게 되었기도 하다(Sauber, et. al. 1983: 208). 

1996년 개혁을 통하여 이전의 공공부조 정책을 새롭게 해야 할 

이유도 근로빈곤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강

세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각종 지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것이다. 

1996년 개혁 이전에 이미, 근로 촉진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누적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추가적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1971년 이미 WIN프로

그램으로의 의뢰율을 높이려는 법 개정이 있었고 JOBS law로 근로 

면제가 가능한 아동의 연령을 낮추기도 하였다. 더구나 고용이나 훈

련 참여를 제공할 능력이 부족한 환경도 근로에 대한 요구를 강조

하는데 한 몫을 하였다. JOBS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조 사

례수가 계속 증가하자 각 주들은 자체적인 대책을 위하여 연방정부

에 의무 면제(waiver)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과 1996년 사이 

43개 주가 연방정부로부터 의무면제를 받았다. 이러한 연속적인 의

무면제들이 TANF로의 변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Lurie 20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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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6년 복지개혁과 TANF의 개요

가. 복지개혁의 배경

1996년 복지개혁 이전의 빈곤, 공공부조정책의 수급자 규모와 구

성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복지개혁 즈음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유용

하다. 특히 수급자 증가로 인한 예산부담과 AFDC로 인한 복지의존, 

비도덕성 등의 문제가 이슈화된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1990년대 이전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 부조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

법(Social Security Act of 1935)에 기초한 AFDC였다. AFDC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중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할 위험에 있는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였다. AFDC 재

정의 약 55%를 차지하는 상당 부분이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지출되었

으며 이에 따라 수급자격 및 급여 수준 등은 주 정부와 상관없이 연방

정부의 정책과 규정에 의해 결정되었다(Haveman & Wolfe 1998). 

기존 공공부조 제도인 AFDC 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

는 아동의 보호였기 때문에 성인에게도 수급이 개시된 1950년대 이

후 제도 수급자의 대부분은 자녀가 있는 이혼녀나 미혼모, 미망인들

이었다. 그 당시 통념으로 아이가 있는 가정 주부들에게는 취업이 일

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AFDC 제도 또한 취업 촉진과는 거리가 멀

었다(Bloom 1997). 이러한 배경 하에서 AFDC 제도는 100% 암묵적 

한계세율(implicit marginal tax rate)의 적용으로 취업을 하여 임금소

득을 얻게 되면 그만큼 AFDC 수급 급여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운

영되었다. 이로 인해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직업 탐색 

활동이나 근로를 중단하거나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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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man & Wolfe 1998; 이상은 2003). 이와 같이 급여가 도리어 근

로 유인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탈출

할 동기부여가 제공되지 못하며, 급여수준 자체도 빈곤을 탈피하기

에 부족하고 AFDC 급여자격을 확인하거나 급여를 전달하는 과정에

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관행이 팽배하였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AFDC는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나 미혼모에게 수급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생아와 미혼모를 증가시키고 가족구조를 해체시

킨다는 비난도 받았다(김태성 외 2005). AFDC 도입 당시의 주된 대

상은 전쟁으로 인한 미망인과 한부모였으나 이혼녀 또는 미혼모 집

단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출산을 하거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문제가 되었다.  

1935년 사회 보장법의 제정 이후 복지개혁 이전인 1996년까지 수

급자의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특히 1970년을 전후로 

실질 GDP가 증가하였음에도 1960년대 후반과 1970년 초반 존슨대

통령의 가난과의 전쟁(War on Poverty)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하였다

(Barr 1998). 1980년대에 들어 수급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근로소

득의 일정액을 소득 조사에서 제외하거나 고용 훈련 프로그램을 확

충하는 등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

고 실질 GDP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어려움까지 겹쳐 1989년부터 

1994년까지 AFDC 수급자는 다시 한번 급격히 증가하였다(O`neill 

& Hill 2001). 이러한 수급자의 증가는 결국 예산 부담으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AFDC 제도의 근로의욕 저하 문제는 근로가능빈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맞물려 복지개혁을 이끄는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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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미국 공공부조 수급 가구 및 수급자 규모의 변화(1936~2009)

단위: 천 명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이현주 외 2011: 47에서 재인용

[그림 2-5-2] 수급자 분류에 따른 근로참여비율 변화(1992~1998)

단위: %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1999),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Program, Second Annual Report to 

Congress August 1999.재구성. 이현주 외 2011: 4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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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AFDC 수급자중 근로 비율은 19.9%로 수급자의 1/5이 채 되

지 않았다. 이는 각 수급자 유형별 근로 비율에서도 나타나는데, 전

체 AFDC/TANF 수급자의 경우 1992년 약 20%만이 근로 활동을 하

고 있었으며 근로비율이 가장 높았던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미혼

모 여성수급자의 근로 비율 또한 44.1%였다. 

AFDC 정책의 초기 대상은 전쟁이후의 미망인과 제대로 된 보호

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었다. 그러나 다음에 제시된 1969년~1994년 

수급자 혼인상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미혼, 그리고 이혼하거나 

별거한 수급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개혁 직

전인 1994년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이거나 이혼 및 별거로 인한 

한부모 수급자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4년 한부모이

거나 미혼모인 비율이 55.7%,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한 수급 비율이 

26.5%로 전체 수급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미혼이나 이혼, 별거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복

지문제는 중산층의 도덕적 규범과 연결된다. 복지 개혁의 목표는 완

전한 가정의 형성을 촉진하는 한편 미혼모의 증가를 막는 것이었다. 

다음 [그림 2-5-3]을 살펴보면 1994년 55.7%로 정점에 달했던 한부

모 수급자의 비율이 1997년 45.3%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공공부조 수급자의 또 다른 문제는 인종 구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미국 내 인구 구성 중 흑인의 비중이 12% 정도였던 반면, 

AFDC 수급자 중 흑인의 비율은 복지 개혁 직전인 1995년 37.2%에 

달할 정도로 흑인의 수급율이 높았다. 실제로 1995년 미국의 인종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흑인의 빈곤율이 29.3%로 상대적으로 높고 히스

패닉계의 빈곤율 또한 30.3%로 백인(11.2%)이나 전체 인구의 빈곤

율(13.8%)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AF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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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수급자 혼인상태 비중 추이변화(1969~2009)

단위: %

자료: NATIONAL EMERGENCY TANF DATAFILE. 이현주 외 2011: 50에서 재인용

제도의 주된 수급자인 흑인 편모가구에 대해 부정수급 또는 근로의

지가 약하다는 편견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인종차별적 편견은 복

지개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원석조 2008). 

[그림 2-5-4] 미국 공공부조 수급자의 인종구성변화(1985~2008)

단위: %

자료: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NATIONAL TANF DATA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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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지개혁의 내용과 TANF의 특징

1970년대 후반 대두된 복지국가위기론은 복지재정의 압박을 해소

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가져왔고, 이에 대한 해

결책으로 근로를 전제로 한 공공부조의 개념이 복지 개혁의 중추적

인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빈곤계층에게 복지수급권을 부여하는 공공부조제도가 복지의존

을 불러온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개혁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클린턴이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복지종식 공약을 피력했

을 때부터였다(Haveman, et. al. 1998). 클린턴과 민주당이 밝힌 복지

개혁의 내용은 종래의 AFDC에 대한 개혁 뿐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

장 정책을 강조하는 기조에서 취업 유인 강화 및 근로연계복지 프

로그램에서의 훈련과 교육의 강화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클린턴의 

집권 이후 각 주는 사회보장법의 예외조항(Waiver)을 통해 근로 의

무를 강화하는 각종 실험을 시도한 바 있으며 1996년의 개인책임

및노동기회조화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의 입법은 위와 같은 권한 이양이 완

결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황덕순 외 2002).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복지개혁에 관한 논쟁은 

1996년 PRWORA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되었다. PRWORA의 

주된 내용은 1935년 사회보장법의 제정 이후 공공부조의 중심 제도였

던 AFDC와 취업기회증진 및 기술훈련 프로그램(the 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Training: JOBS), 그리고 위기지원(the Emergency 

Assistance: EA)을 대체하는 정책으로 TANF를 도입한 것이다. 

TANF는 ① 욕구를 가진 가구를 지원하여 그 가구 내 아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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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② 대상자들이 직업을 가

질 준비를 하고, 일하고 결혼하도록 하여 의존을 줄이도록 돕는 한

편, ③ 혼외 임신을 예방하고 ④ 양부모(two-parents)가정의 형성과 

유지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었다.

AFDC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연합 프로그램(joint program)으로 

구성 · 유지되며, 개인이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수급권을 제공하였

던 것이었으나 이를 대체하게 된 TANF는 개인에 제공되었던 현금

급여 수급권리(entitlement)를 폐지하고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포괄보

조금(Block Grant)을 제공함으로써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부조 

설계에 대한 재량권과 책임의무를 가지게 하였다. TANF 체제에서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일정한도의 보조금만 지원하게 되고, 정액

보조금이외에 더 이상의 연방정부 지원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복지지출을 절감할 경우, 나머지는 주정부의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정부의 지출증대 욕구를 제한하였다.

복지개혁으로 일생 동안의 공공부조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각 주정부는 일생 중 수급 기간 제한

을 60개월보다 더 짧게 설정할 수 있으며 주정부의 일반 예산 안에

서 5년 이상 현금지원을 할 수도 있고 개개인의 근로 조건 등에 적

합한 활동(직업훈련, 교육, 직업 탐색 등)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

었다. 모든 수급자에게 근로요건이 부과하였고, 만약 근로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대상자가 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조항

을 부과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조항에 따르면 근로의무 불이행시 공공부조 급여액의 

전액 혹은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 만약 전체 수급가구의 50% 이상

이 근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주정부가 있다면 이 경우 첫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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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F 포괄 보조금의 최대 5%가 삭감될 수 있으며 미충족 시 계속

해서 삭감 비율이 2%씩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활동참가율 조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주정부는 1994년 당시 복지급여 지

출의 75%를 복지 급여지원활동에 지출하도록 하는 규정인 MOE 의

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벌칙을 부과하였다.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아동보육 등도 강화되었고 부모의 보호 의

무가 강화되었다. 이 밖에도 혼외 출산 및 낙태를 억제하는 한편 결

혼을 촉진하여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주요 정책 내용으

로 포함되었다. 급여를 받는 가족이 출산 등으로 가족 수가 증가한

다 해도, 현금급여 액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가족상한제(family cap)

도 적용하였다.

3. TANF의 운영 사례: 위스콘신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개혁이후 미국 공공부조 정책은 주정

부를 단위로 주정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주정부로 정책에 대한 권

한 이전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개혁 

이후 미국의 공공부조정책을 보자면 주정부 사례를 보는 것이 도움

이 된다. 엘레이져(Elazar 1984)에 의하면 위스콘신주는 대개 메인

주, 뉴햄프셔주, 버지니아주, 미시간주, 캘리포니아주와 더불어 도덕

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강한 주이다. 전통적으로 이 정부는 공공의 이

익을 확대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간주하여왔다.127) 위스콘신주는 

127) 반면 전통주의적 문화가 강한 주는 버지니아에서 아리조나까지 주로 남부 및 국경

선을 접한 주들이다. 그리고 개인주의적 문화가 강한 주는 메사추세츠, 뉴욕, 펜실

베니아, 일리노이주 등이다. 이 주정부들은 근로윤리 및 개인의 자립정신을 중요시 

한다(Elazar 1984; Hwang 2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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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부터 미국 내에서 공공부조를 비롯한 소득보장제도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지역 중 하나이며 복지개혁과정에서 자주 모델로 

언급되어 복지개혁의 내용 구성에 영향을 주었던 지역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위스콘신은 가장 진보적인 주 중 하나로 꼽혔

지만 복지 대상자의 증가와 중서부 지방의 높은 복지 혜택 수준, 그리

고 반기업적 정서 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 WIN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삭감되자 위스콘신주는 이를 대

체하여 직업탐색 및 고용알선을 강조하는 “위스콘신 고용기회 프로

그램(The Wisconsin Employment Opportunity Program: WEOP)”을 

도입하였다. 1986년에는 교육과 직업훈련을 강조하는 “근로경험과 

직업훈련프로그램(The Work Experience and Job Training Program: 

WEJT)”을 시범 운영(Corbett 1995)하였다. 1993년에는 총 4년 동안 

2년의 급여지급이라는 기간제한의 시범 프로그램인 “근로, 비복지

(Work, Not Welfare)”를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면제(waiver)를 허용받

았다. 

위스콘신주는 오랜 동안 공화당 배경의 주지사가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고용과 복지의 통합, 민영화를 강력

하게 추진하게 된 것이다. 복지개혁이후 고용과 공공부조 집행에서 

일선 조직에 대하여 고용과 복지를 아우르는 전체적 조직통합으로

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TANF는 주마다 그 이름을 달리하기도 한다. 위스콘신주의 TANF

는 그 명칭이 Wisconsin Work(W-2)이다.128) 대상은 연방정부의 빈

곤선(Federal Poverty Level: FPL)의 115%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

모로 이들은 모두 일선 사무소에 있는 재정과 고용기획자(Financial 

128) 위스콘신주 W-2에 대해서는 http://dcf.wi.gov/w2/wisworks.htm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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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mployment Planner: FEP)를 만나야 하는데 사무소의 인력은 

고용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계획을 도와주게 된다. 각 지역마다 W-2 

사무소(agency)가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예약, 접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들은 사회보장번호, 

시민권, ID, 출생기록과 가족관계 증명, 학력증명, 저축, 입출금계좌, 

보험자료, 기타 투자, 부동산, 자동차 등, 임금 증명, 비근로소득 증

명, 아동지원금 기록 등으로 적지 않다. W-2의 급여도 포괄적인데, 

지원을 병행하는 고용기회 제공(Subsidized Employment),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한 직업훈련(Community Service jobs), 고용상의 장애 

경험자에 대한 급여제공(W-2 Transition), 만1세 전후 아동양육자 지

원(Caretaker of an Infant: CMC),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미혼임산부

에 대한 지원(At Risk Pregnancy: ARP), 이 밖에 다양한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아동서비스 네트워크 등의 지원, 

아동급여, 취약아동 지원금, 취업지원 대출(Job Access Loans), 교통

수단 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 등 고용기회제공을 위한 서비스 프

로그램(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이 이에 해당한다. 

1996년 PRWORA가 통과되고 1997년 9월부터 집행되면서 위스콘

신주에서는 AFDC의 자체 버전인 The Wisconsin Works(W-2) 프로

그램에 새로운 규칙과 절차를 도입하였다. 먼저 1997년 의회는 “공

정 청문회 과정(The fair hearing process)”를 통과시켰다. 이는 1970

년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인정받은 시민권에 기반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호 원칙(due process protection)”을 삭제한 것을 의미한다. 법

적 권리로서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호 원칙”대신 주정부는 집행/

제공기관이 직접 주도하는 “사실 확인 과정(fact-finding proces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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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던 것이다. 권리보장과정을 판단 오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전환한 것이다(Mayer 2007).

위스콘신주는 공공부조 집행의 민영화에서도 가장 앞선 시도를 

한 지역으로 꼽힌다. 민간기관이 계약을 통해 TANF의 집행/제공을 

수행하게 되자, 주정부는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단이 필요했는

데, 1997년~1999년 동안 위스콘신주에서는 각 기관별 수급자의 감

소에 따라 산출된 이윤의 크기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기도 하였

다. 결국 각 기관은 수급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키는 

셈이고, 수급자가 아닌 주정부 내 조세납부자에게 책무성을 갖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기관의 정책수행에서 대상자 선별 등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평가기준이 강화되어 그 결과로 민영기관들이 

저조한 평가를 받게 되었고 우선적 계약 지위도 박탈된 36개의 기

관을 포함하여 총 39개의 기관이 2004년~2005년 기간의 재계약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민영화, 평가, 운영상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주지사는 안정적 계

약과 공공성의 준수를 압박하기 위하여 기회산업화센터(Opportu- 

nities Industrialization Center)라는 오랜 역사의 비영리 민간 고용서

비스 제공기관과 계약하고 많은 규모의 수급자 관리를 이 기관에 

할애하기도 하였다(Mayer 2007). TANF의 도입 이후 위스콘신주의 

재무 및 취업 설계사(Financial and Employment Planner, FEP)로 불

리는 사례관리자는 신청자의 취업역량을 진단, 서비스 제공에서 큰 

재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근로장애선별도구(barrier screen-

ing tool)”로 불리는 전산평가도구를 통해서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례관리사는 재량에 따라 급여내용은 물론 급여자격 여부까지 결

정할 수 있게 되었다.



339제2부 소득보장제도

4. 최근 공공부조의 변화 동향129)

가. 복지개혁에 대한 초기 평가와 1차 재승인

복지개혁 후 초기 몇 년간은 호황기였다. 당시 복지개혁에 대한 

평가는 복지급여 수급 규모의 감소와 이에 따른 복지급여 의존 감

소 및 재정지출 축소, 근로활동 참여의 증가와 빈곤율 감소를 초점

으로 하는 것들이었다(김환준 2003). 호황기의 평가로 그 대부분은 

예정된 재승인을 위한 긍정적 평가라 할 수 있다. 

우선 1996년의 PRWORA 입법 등의 공공부조제도의 개혁은 수급

자 규모가 감소하는 효과를 낳았다. 1994년의 수급자는 1,423만 명

에 달하였으나 개혁 후인 1998년 877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경제악화로 감소의 경향은 약해지지만 이후에도 꾸준한 감소세를 

[그림 2-5-5] 미국 실질 GDP 성장률과 공공부조 수급자 수 변화(1971~2009)

단위: 천 명, %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OECD annual Gross domestic product(expenditure approach) 

Growth rate. 이현주외 2011: 48

129) 이 부분은 아래의 원고를 부분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현주(2012). 미국 복지개

혁의 성과평가와 최근 쟁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2. 2: 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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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다 2008년 이후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가구 단위에서도 같은 

변화양상을 보인다. 

전체 AFDC/TANF 수급자의 경우 1992년 약 20%만이 근로 활동

을 하고 있었으며 근로비율이 가장 높았던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미혼모 여성수급자의 근로 비율 또한 44.1%였다. 이러한 비율은 조

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6년 복지개혁 이후 이전보다 크

게 늘어나 복지개혁 직후인 1998년에는 전체 수급자의 33.8%,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미혼모 여성수급자의 56.6%가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5-2] 참조). 전체 수급자의 경우, 이 

수치는 1992년 대비 13%p 이상 상승한 비율이다. 빈곤선 200%의 

소득을 가지며 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여성수급자의 근

로비율 변화가 가장 높아 1992년 24.8%에서 1998년 51.1%로 약 

16%p 이상 상승한 근로 비율을 보였다(이현주 외 2011: 49). 

복지개혁 전후 시기는 실질 GDP가 다시 한번 급격히 상승하는 

등 “신경제(new economy)”론이 등장할 정도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시기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요인이 수급자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복지개혁과 함께 진행된 

EITC와 최저임금 인상 등 취업유인정책도 이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황덕순 외 2002). 이에 대해 Cato Institute의 올리판트(Oliphant 

2000)는 경기 호황보다는 엄격한 수급 기준 및 강도 높은 제재가 수

급자 수를 줄이는데 일조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Heritage 

Foundation의 훼이건(Fagan 2001, 이현주 외 2011: 47에서 재인용)도 

경기의 영향보다는 주별 제도의 차이가 수급자수를 감소시킨 요인

이라고 판단하였다.

복지 개혁 이후, 제도가 목표한 바와 같이 수급자 규모의 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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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소와 편모가구 근로 활동 및 소득의 증가, 빈곤율의 감소 등의 

변화를 이루어냈지만, 이러한 변화를 복지 개혁의 성과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고 있었다. 수급자 규모 감소 및 근로

활동의 증가는 1990년대 후반 지속된 호경기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제도 자체의 효과를 분리해 내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

이다(김환준 2003). 주정부의 자율성 증가와 근로 연계 및 재정적인 

유인제도 등의 효과에 대한 평가 또한 엇갈리고 있다(이석원 2002 

참조). 

PRWORA는 2002년 9월 30일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적 법안이

었다. 2002년 이후에도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복지개혁법의 재승인

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당시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자활지향근로

(Working toward Independence) 제안서를 통해 근로연계복지 이념을 

강화한 재승인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시 상원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에 의해 2002년 9월 말까지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의회는 13차례의 법안 연장을 통해 PRWORA의 효력을 이어나갔다. 

부시의 자활지향근로 제안서는 저소득층이 자활에 성공할 수 있

도록 수급자로 하여금 근로활동 또는 교육 및 직업훈련에 의무적으

로 참여하도록 근로조건을 강화시키고, 둘째,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

한 결혼을 장려하여 가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동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셋째,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관료주의를 축소시키고 서비스의 질

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지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결혼을 

통해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주정부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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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Food Stamps에 

대한 개혁을 통해 제도를 단순화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

한 수단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최현수 2006: 80). 

결국 2006년 2월에서야 정부부채감소법(the Deficit Reduction Act 

of 2005: DRA)에 따라 1차 재승인이 이루어졌다. 결국 TANF는 근로

활동참가율 산정기준의 조정 등 수급자의 근로활동 참여와 이에 대한 

주정부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재승인이 완료된 것이다. 

TANF 포괄보조금의 수준은 2010년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되었

으나 다행스럽게 당시 부가적인 재원이 되었던 Supplemental Grant와 

Contingency Fund는 2008년 회계연도까지 재승인된 상태였다.

나. 경기불황과 평가의 쟁점

2001년 이후 경기하락과 함께 복지개혁에 대한 평가는 그간 도외

시한 경제상황의 영향, 경제 불황에서의 복지개혁, TANF의 기능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요는 TANF의 구조와 예산이 경기 불황에 반

응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복지개혁이후 TANF는 경기불황에서 수

급시한을 넘긴 빈곤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도 남겨두지 

않았다고 비판받았다(Peterson 2002: 436).

2001-2년부터 악화된 경제가 쉽게 호전되지 않았고 2009년 미국 

실업은 9.3%로 대불황 이후 최고치였다(Hoynes 2007: 17). 로워-바

쉬(Lower-Basch)도 TANF 제도 하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10% 이상

이고 동시에 빈곤율이 1997년 이후 최대라고 비판한 바 있다. 빈곤

율이 2009년 14.3%로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1994년 이후 최고치이

고 당분간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Lower-Basch 2012: 1). 

아동빈곤은 상황이 더 나빠서 다섯 명의 아동 중 한 명 이상이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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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96년 TANF를 도입한 후, 2008년까지 현금보조를 받는 

집단의 비율이 62%에서 27%로 급락하였다(Lower-Basch 2012: 2). 

동시에 일과 복지의 연계에도 실패하여 아동이 있는 결혼여성의 

33%가 직업도 없고 현금보조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1995년의 

16%정도였던 수치와 비교해서 2배 이상 악화된 것이다(CRS 2009, 

Lower-Basch 2012: 2). 이 상황은 복지포괄보조금의 재정이 감소되

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간주되었다.

한편 수급자수 감소 또는 제도의 수혜를 억제하고 있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엄격한 정책 수행이다. 이러한 과정은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전에 구직활동이나 직업준비훈련 근로활동경험 등을 요구

하거나 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책임계획(IRP)를 받아들이도

록 하는 것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수급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복지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TANF와 달리 수급권(entitlements)에 의해 수급자격을 갖

는 Medicaid나 Food Stamps의 신청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urie 2006).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과거 AFDC는 각종 지원제도의 

초기 접점(entry point)이었지만 TANF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개혁 이후 공공부조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제도별 신청을 분리하여 접근성을 낮춘 점이 비판의 요지이다

(Lower-Basch 2012: 4)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9월말에 폐기되는 TANF의 재인준과 관

련해서 연방정부의 TANF 관리자들의 연합협의체인 NASTA(2010)

는 다음과 같은 내용변경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① 적자감축법

(Deficit Reduction Act)에 의해 재정지출이 소극적이었던 주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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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고양할 것, ② 실제 구매력과 미래의 자금수요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포괄보조금제를 만들 것, ③ 반드시 구직요건이 일자리와 

가정의 안정성을 도모할 때에만 수혜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할 것, 

④ 직업참여율(Work Participation Rate; WPR)이라는 단일 성과지표

에 부가하여 보다 다양한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할 것 등이다.

경기하락이 이미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였고 기

존의 연구들은 복지수혜자들의 취업선택이 불황국면에서 더 제한될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근로를 조건으로 압박하는 제도로 더 이상 

빈곤층의 생활을 지원한다는 명목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상

황에서 이후의 TANF, 복지개혁의 향방은 큰 쟁점이 아닐 수 없다. 

결국 2010년으로 예정되었던 TANF 포괄보조금의 재승인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다.

다. 2차 재승인을 둘러싼 최근 동향

TANF 포괄보조금은 2010년 재승인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

회는 2011년 말, 아직 재승인 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대신 이 

포괄보조금을 Claims Resolution Act(P.L. 111-291)를 통하여 201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의회는 재승인을 못하고 

2011년 9월 30일 대통령이 서명한 Short-term TANF extension Act 

(H.R. 2943)로 다시 3개월 연장하여 2011년 12월 말까지 연장하였다. 

그리고 다시 2012년 2월 29일까지 2개월 연장된 상태이다. 

Claims Resolution Act는 Fund의 수준을 1996년 당시 보조금의 수

준으로 고정한 것이었으며 이 수준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

으로는 28% 정도 낮아진 것이다. H.R. 2943은 Supplemental Grants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Supplemental Grants는 1996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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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복지개혁과정에서 인구가 급증 등 주정부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

간의 예산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더 불안한 것

은 Claims Resolution Act는 회계연도 2011년의 예산을 모두 확보하

지 못하고 단지 2011년 6월 22일가지의 예산만 보증하고 있었다. 

Claims resolution Act와 함께 이루어진 연장은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로 마련되었던 TANF Emergency Fund도 재승

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Fund는 2010년 9월 30일로 만료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회계 년 2009년과 2010년 동안의 정부지원 일자리들, 

기초지원과 일상적이지 않은 단기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지출 증가

분의 80%를 주정부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Emergency fund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강력한 여러 주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활용하여 온 예산이다. 이 예산 지원의 중단으로 많은 일자리가 위

태로워진 것이다(Schott 2010). 이 예산으로 약 250,000개의 일자리

를 만들었지만 이 일자리들이 연장되지 못하고 소멸될 위험에 처하

였다. 2009년, 2010년 현금급여 예산의 부족은 TANF Emergency 

Fund의 활용으로 벌충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 예산 활용이 불가해

지면서 많은 주들은 이미 감축을 고려중이다(Lower-Basch 2012: 3). 

한편 오바마 정부는 Claims resolution Act로 두 가지 보고 의무를 

주정부에 부과하였다. 하나는 근로조건부과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보고를 강화한 것으로 불참사유 등을 면밀하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다른 하나는 TANF 예산 사용과 MOE 관련 예

산 사용에 대한 보고를 강화한 것이다. 주정부의 의무에 대한 강화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강화된 보고내용은 여전히 TANF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2012년 TANF를 위한 포괄보조금 재승인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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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Integrity and Data Improvement Act H.R. 3659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만 통과하였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의 통과

를 기다리는 상태이다.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아동의 복

지, 주단위 자료의 수집과 보고를 강조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의 통과여부가 관건이라 하겠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적 입

장은 TANF에 대하여 경제 불황에 반응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

어지기를 기대할 것이지만 향후 TANF의 제도적 보강에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미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로 실업급여, SSI, Food Stamps 등의 확대가 결정

됨에 따라 TANF에 활용될 연방정부 예산이 충분치 않음으로 인해 

실제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였다(문세경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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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의료제도

❘제1절❘ 미국 의료제도의 특성

1. 미국 의료제도의 일반적 특성

미국을 연상할 때, 특징으로 ʻ선진국ʼ, ʻ자본주의의 종주국ʼ, ʻ연방국

가ʼ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세계 제일의 경제적 · 군사적 강국이

며, 자본주의 국가의 상징으로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율적 조정이

라는 시장적 가치가 국가와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잔여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

다. 이와 함께 연방국가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여타 국

가와는 확연히 다른 차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의 국가형성과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력형성 이후 지방정

부의 자율성 확대라는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연

방국가로서 미국은 주정부가 그들의 권력 일부를 양도하는 상향적 

방식으로 국가를 수립하였다. 이로 인해 주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강

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제도적 특성은 의료제도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

영되고 있다. 먼저, 선진국으로 미국의 의료부문은 최첨단 의료시설

과 장비 그리고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다. GDP대비 의료비가 차지하

는 비중에 있어서도 타국을 압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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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료체제는 의료서비스 종사자들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의료경

험과 기술을 도입하고자 희망하는 모델이다(김경희 2007: 404). 또

한 미국의 의료제도 역시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 · 성

장하였다. 미국에 있어서 민간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은 의료체계

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공공의료부문 역할은 상대

적으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130) 마지막으로 연방국가적 특

성에 의해 의료체제에 있어서 주정부의 자율성이 크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의료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자격에 대한 

권한이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별

로 면허의 기준과 의료인력의 기능 그리고 진료영역 등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침사(acupuncturist)에 대한 면허에 있어서 

2002년 현재 전체 주(state)에서 41개 주에서만이 면허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또한 의사의 침술자격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다. 31개주에서는 의사가 침을 시술할 수 있는 반면, 11주에서는 별

도의 훈련 혹은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4개 주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반면 2개주에서는 침 시술을 금지하고 있다(김창엽 2006: 57).

그러나 미국 의료체계의 특성은 긍정적 시각의 대상이기 보다는 

부정적 혹은 극복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의 진보적 의사인 

렐만(조홍준 역 2008: 23)은 그의 저서 서문에서 ʻʻ미국 보건의료는 

엄청나게 비싸며 그 비용이 지속 불가능할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의료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130) 김경희(2007)는 미국 의료체제의 특성을 크게 공적 의료체계의 잔여성과 분절성 

그리고 개별기업에 의한 민간보험체계를 들고 있다. 첫째, 공보험이 전 국민을 대

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의료체계가 아닌 특정한 범주의 인구 약 25%만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인 의료체제이다. 둘째, 의료체계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매우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분절화 되어 있다. 민간 및 공공부문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재

원이 조달되며,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민간과 공공부문 내의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

한 방식으로 개입되고 있으며, 의료재정이 다양하게 충당되고 있다. 셋째, 고용 의

존적 기업복지차원에서의 의료보장이 의료체계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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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할 수 없으며, 비효율적이고, 질의 편차 역시 매우 크다ʼʼ라

고 그들의 의료체계가 가진 한계를 고백하고 있다. 2009년 현재 미

국민 중 17.5%에 해당하는 약 4천 6백만 명의 인구가 어떤 의료보

장의 혜택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미국 의료체제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것이다. 

2. 미국 의료서비스의 위상

<표 3-1-1>은 ʻGDP 대비 의료비 비중ʼ을 나타낸 것이다. 2009년 

미국은 전체 GDP 중 17.4%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프랑스, 11.8%, 독일 11.6%, 영국 9.8%와 비교하였을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복지강국이라 할 수 있는 핀란드 등 북

구 유럽국가와도 약 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6.9%인 우리나라와 비

교할 경우에는 2.5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GDP에

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타국과 격차를 더욱 벌리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3-1-1> 주요 OECD 회원국의 GDP대비 전체 의료비 비중(1960~2009)

단위: %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핀란드 3.8 5.5 6.3 7.7 7.9 7.2 8.4 9.2

프랑스 3.8 5.4 7.0 8.4 10.4 10.1 11.1 11.8

독일 6.0 8.4 8.3 10.1 10.3 10.7 11.6

한국 3.7 4.0 3.8 4.5 5.7 6.9

노르웨이 2.9 4.4 7.0 7.6 7.9 8.4 9.1 9.6

스웨덴 　 6.8 8.9 8.2 8.0 8.2 9.1 10.0

영국 3.9 4.5 5.6 5.9 6.8 7.0 8.2 9.8

미국 5.1 7.1 9.0 12.4 13.7 13.7 15.7 17.4

자료: OECD Health Dat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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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주요 OECD 회원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 현황(1960~2009)
단위: 달러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09

핀란드 63 184 569 1,363 1,853 2,589 3,226

프랑스 69 193 666 1,445 2,553 3,306 3,978

독일 268 967 1,764 2,669 3,364 4,218

한국 89 325 771 1,291 1,879

노르웨이 49 143 665 1,366 3,043 4,301 5,352

스웨덴 　 311 942 1,592 2,286 2,963 3,722

영국 84 159 466 960 1,828 2,735 3,487

미국 148 355 1,101 2,850 4,793 6,700 7,960

자료: OECD Health Data 2011

<표 3-1-2> 의 ʻ1인당 의료비 지출ʼ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 현재,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7,960달러로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

였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르웨이 5,352달

러를 제외하고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1.879달러와 비교하였을 때에는 그 격차가 무려 4배 이상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의료비용은 상당수 미국민으로 하여금 의료서비

스 구입을 연기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3-1-3>에서 보듯이 전체 국민 중 약 10%는 질병관리, 의약품, 치아

관리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구입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 특히 연방빈곤선(FPL) 400% 이하의 국민들이 의료서

비스 구입에 부담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기할 

것은 무보험자는 물론이고, 의료보험가입자들도 의료비용을 부담스

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등을 주요대상으

로 하고 있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들 중 상당수가 의료비용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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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의료비용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구입곤란 계층 현황

단위: %

　 질병관리 구입　 의약품 구입　 치아관리 구입　

1997년 2009년 1997년 2009년 1997년 2009년

전체 8.3 11.4 4.8 8.4 8.6 13.3

19세 이하 4.5 5.4 2.1 3.2 6.0 7.0

FPL 100%↓ 19.6 24.8 14.8 20.5 19.4 30.0

FPL 100%~199% 17.9 24.0 11.6 18.8 18.3 27.8

FPL 200%~399% 10.5 16.8 5.5 12.2 10.2 17.9

FPL 400%↑ 4.6 7.2 1.7 4.1 4.5 6.8

보험자 6.8 9.5 3.7 7.0 7.2 10.8

 민간의료보험 6.0 8.6 2.9 5.7 8.9 8.6

 메디케이드 11.9 13.6 11.1 13.5 22.6 22.1

무보험자 27.6 36.5 18.0 26.7 36.3 39.0

자료: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et al., 2011.

이들 상품구입을 주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공공의료보장성

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비용 부담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더

욱 증가하는 것은 미국 의료제도의 한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높은 의료비에도 불구하고 미국민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의료의 질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따르면, 첫째 환자의 절반정도만이 적정한 치료를 받고 있으

며 또한 환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형태가 의료의 질적 측면

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둘째, IOM(Institute of Medicine)의 보고

서에 의하면 약 4~500만 명의 환자들이 매년 의료과실로 피해를 보

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44,000~98,000명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 

셋째, 전자의무기록이 아닌 수기 처방전에 의한 잘못된 약 · 분량 등

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정영호 2008: 25). 낮은 의료서비스의 질

은 ʻ영아사망률ʼ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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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주요 OECD 회원국의 신생아 1천 명당 영아사망률

단위: 명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8

핀란드 21 13.2  7.6  5.6 3.9 3.8 3 2.6

프랑스 27.7 18.2 10  7.3 5 4.5 3.8 3.8

독일 35 22.5 12.4  7 5.3 4.4 3.9 3.5

한국 .. 45 .. .. .. .. 4.7 3.5

노르웨이 16 11.3  8.1  6.9 4 3.8 3.1 2.7

스웨덴 16.6 11  6.9  6 4.1 3.4 2.4 2.5

영국 22.5 18.5 12.1  7.9 6.2 5.6 5.1 4.7

미국 26 20 12.6  9.2 7.6 6.9 6.9 6.5

자료: OECD Health Data 2011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ʻ영아사망률ʼ은 

<표 3-1-4>에서 확인되듯이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쳐지

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8년 미국 ʻ신생아 1천 명당 영아사망

률ʼ은 6.5명으로 프랑스 3.8명, 독일 3.5명 그리고 핀란드 2.6명 등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OECD 34개국 중 멕시코

(15.2명), 터키(14.9명), 칠레(7.9명)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하

위권에 머무르고 있다(OECD 2011).

한편, 미국 의료제도에서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이

고 있다. <표 3-1-5>에서 보듯이 이들 영역의 비중은 그 역할이 크

게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OECD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칠레의 47.9%, 멕시코 48.3%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OECD 2011). 

공공부문의 낮은 의료비 지출비중은 역으로 개인을 포함한 민간

부문이 담당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이 만만치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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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주요 OECD 회원국의 전체 의료비에서 공공부문 지출비중

단위 : %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9

핀란드 54.1 73.8 79.0 80.9 71.7 71.3 75.4 74.7

프랑스 62.4 75.5 80.1 76.6 79.7 79.4 78.8 77.9

독일 72.8 78.7 76.2 81.7 79.8 76.6 76.9

한국 21.6 38.4 38.5 48.6 52.9 58.2

노르웨이 77.8 91.6 85.1 82.8 84.2 82.5 83.5 84.1

스웨덴 　 86.0 92.5 89.9 86.7 84.9 81.2 81.5

영국 85.2 87.0 89.4 83.6 83.9 79.2 81.9 84.1

미국 22.9 36.1 41.0 39.4 45.1 43.0 44.1 47.7

자료: OECD Health Data 2011.

는 미국 의료체제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료부문의 낮은 공공성과 접근성 등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

적되고 있다.131) 

결과적으로 미국의 의료제도는 세계 최고의 의료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향유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은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이때, 공공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131) 이근정(2010)은 미국의 의료보장체제의 문제점으로 취약한 의료접근성, 높은 의료

비용 그리고 낮은 건강성과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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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의 의료제도 현황

1. 의료인력

미국 내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 여부는 주(state)정부의 소관으

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직

종 분화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의료인력 간의 

기능상 중복과 진료 영역의 구분이 모호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김창

엽 2006: 56). 

<표 3-1-6> 의사인력 현황

단위: 명

　 1975 1985 1995 2000 2005 2008

전체 의사　 393,742 552,716 720,325 813,770 902,053 954,224

현업 의사　 340,280 497,140 625,443 692,368 762,438 784,199

　

　

미국 의대 출신 　 392,007 481,137 527,931 571,798 586,421

타국 출신 　 105,133 144,306 164,437 190,640 197,778

자료: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et al., 2011.

<표 3-1-6>에서 보듯이 2008년 현재 전체 약 95.4만 명이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현업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수는 78.4만 명에 이

르고 있다. 자국 내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약 58.6만 명이

며, 19.7만 명은 외국에서 의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확인

되고 있다. 2009년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이다(OECD. 

2011).

<표 3-1-7>은 주요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한 대학 및 년 간 졸업생 

수이다. 특이한 것은 의대의 구성이 우리와 달리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의대가 존재하고, 이외에도 검안의(optomet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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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전문의(podiatrist)라는 전문의를 배출하는 대학이 별도로 존재하

고 있다. 검안의는 최소 3년 이상의 대학 교육 이후에 4년제 전문 

대학원 졸업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안과 영역에서 수술 이외

의 진단과 치료, 안경과 콘택트 렌즈처방 및 수술 전후 치료 등을 

담당한다. ʻ발 전문의ʼ는 주로 발, 발목, 무릎 이하를 주로 진료하는 

의사와 비슷한 자격의 전문직으로서 일반적으로 일반 대학 졸업 이

후에 역시 4년제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1~3년의 수련을 받도록 하

고 있다(김창엽 2006). 

<표 3-1-7> 주요 의료관련 대학수 및 졸업생 현황

단위: 명

　
1980

~1981

1990

~1991

2000

~2001

2007

~2008

의대

치대 60 56 55 56

의대(대중요법) 126 126 125 126

의대(정골요법, D.O)132) 14 15 19 25

검안의대(Optometry) 13 17 17 17

약대 72 74 82 102

발전문의대(Podiatry) 5 7 7 8

보건대 21 25 28 40

졸업생

치대 5,550 3,995 4,367 4,796

의학(대중요법) 15,632 15,427 15,796 16,167

의학(정골요법, D.O) 1,151 1,534 2,510 3,364

검안의(Optometry) 1,092 1,224 1,310 1,317

약학 7,323 7,122 7,000 10,500

발전문의(Podiatry) 597 591 531 444

보건 3,168 3,995 5,747 7,482

자료: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et al., 2011.

132) 공식적으로는 ʻdoctor of osteopathy(D.O)ʼ라고 표현하는 의사들로 일반의(doctor of 

medicine; MD)와 자격이나 훈련, 전문화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거의 없으며 전체 

의사의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김창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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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이외의 주요한 의료관련 인력은 <표 3-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의료실무와 관련한 인력으로 간호사 258만 명, 

실무간호사 73만 명, 약사 27만 명, 그리고 치위생사가 17만 명 등

이 있으며 이외에 의료지원과 관련한 인력으로 간호조무사 144만 

명, 가정간호보조사 96만 명 그리고 의료조무사 50만 명 등이 있다. 

참고적으로 의료관련 인력의 시간당 급여는 약사, 물리치료사, 언어

병리사, 치위생사 그리고 간호사 등의 순으로 책정되고 있다. 

<표 3-1-8> 주요 의료관련 인력 및 시간당 급여 현황

단위: 명, 달러

2003　 2006　 2009　

인원 시급 인원 시급 인원 시급

의료

실무　

치위생사 146,360 28.13 166,380 30.01 173,900 32.63 

응급구조사 181,750 12.95 196,190 14.13 217,920 15.88 

실무간호사
1)

682,590 15.97 720,380 18.05 728,670 19.66 

약사 215,030 37.80 239,920 44.95 267,860 51.27 

물리치료사 134,970 29.02 156,100 32.72 174,490 36.64 

방사선기사 173,030 20.03 190,180 23.71 213,560 26.05 

간호사 2,246,430 24.63 2,417,150 28.71 2,583,770 31.99 

호흡기치료사 87,180 20.07 99,330 23.37 107,270 26.06 

언어병리사 86,640 25.10 98,690 29.25 111,640 32.86 

의료

지원　

치위생조무사 272,030 13.57 277,040 14.83 294,020 16.35 

가정간호보조사 583,880 9.22 751,480 8.66 955,220 10.39 

의료조무사 362,670 11.99 409,570 13.07 495,970 14.16 

간호조무사 1,341,650 10.12 1,376,660 11.04 1,438,010 12.01 

주: 1) Licensed practical and licensed vocational nurses(LPNs/LVNs)

자료: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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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 요양 시설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에 의하면, 병원(Hospital)

은 최소 6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의사와 간호사의 감독, 간

호서비스에 의해 진단과 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기관을 의미한

다. 특기할 것은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에, 

병원은 30일 이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표 3-1-9> 미국 병원현황(1975~2008)

단위: 개

1975 1980 1990 1995 2000 2008

전체 병원 7,156 6,965 6,649 6,291 5,810 5,815

연방 병원 382 359 337 299 245 213

비연방 병원
1)

6,774 6,606 6,312 5,992 5,565 5,602

공동체
2)

5,875 5,830 5,384 5,194 4,915 5,010

비영리 3,339 3,322 3,191 3,092 3,003 2,923

영리  775 730 749 752 749 982

주-지방병원 1,761 1,778 1,444 1,350 1,163 1,105

주: 1) 정신병원, 결핵과 호흡기질환 병원, 장기 및 단기 병원

2) 30일 이하의 단기입원환자 중심의 병원

자료: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et al., 2011.

<표 3-1-9>에서 보듯이 2008년 기준으로 소유형태로 분류하였을 

경우 전체 병원 5,815개이며, 이중 연방정부 병원이 213개, 비연방

정부 병원이 5,602개이다. 비연방정부 병원 중, 5,010개의 공동체 병

원133)은 다시 비영리병원 2,923개와 영리병원 982개 그리고 주-지

방정부 병원 1,105개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미

133) 공동체 병원(community hospital)은 대상으로 비연방정부 소속이면서 일반인을 대상

으로 단기입원(30일 이하)의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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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에서 민간병원이 영리(for-profit)와 비영리(nonprofit)로 분리되

어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비영리 병원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영리병원은 증가추세에 있다. 이들을 구분하는 핵심은 병원 투자주

체의 이윤추구, 다시 말하면 이익배당 등과 같은 행위가 인정되느냐

의 문제가 핵심이다. 

<표 3-1-10>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의 법적 · 경제적 차이

구 분 영리법인병원 비영리법인병원

투자 및 운영 목적 이윤극대화 및 투자자 부 극대화

이윤추구의 목적이 아닌 특정하게 

주어진 다양한 임무수행, 교육 

연구의 수행목적으로 운영

투자분배 가능여부 이윤의 일정부분 투자자 분배가능 이윤배분 불가

조세혜택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지불, 세금혜택 

없음

다양한 조세혜택 있음

병원 해산시 재산처분 자유로움 제약 있음

자료: 정영호·고숙자 2005: 67.

<표 3-1-10>에서 보듯이,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은 그 투자 및 운

영목적, 투자배분, 조세혜택 등과 관련하여 구별되어지고 있다. 영

리병원의 경우, 이윤추구와 이익배분 그리고 법인청산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높은 반면,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에 의해 주어지는 각종 

세제해택은 받을 수 없다, 이에 반해 비영리병원은 연방정부 소득세 

면제와 개인 및 기업 등으로 부터의 면세혜택이 부여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주정부에 따라서는 지방세, 재산세, 소비세 등에 대한 

추가적인 면세혜택도 부여받을 수 있다. 

비영리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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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ʻ자선 목적(charitable purpose)ʼ의 비영리조직으로 자격을 인

정받아야 한다. 이때 비영리병원의 지정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ʻ자선 

목적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국세청은 1969년 이후에 

구체적으로 자선활동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넓은 범위

의 ʻ지역사회 편익ʼ을 비영리 병원의 운영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으

며, 주정부에 따라 명확한 규정을 마련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등이 

존재한다(김창엽 2006: 61-62). 

현재까지 병원의 영리성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에 대해서는 상반

된 연구결과들이 존재하고 있다. 비용 및 효율성, 수익성, 의료의 질

적 측면, 병원자본금 및 투자 등에 있어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성과를 비교한 연구결과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형태가 지배적으로 높은 성과를 제

시하는 것은 아니다(정영호 · 고숙자 2005: 73). 한 가지 간과하여서

는 안 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절대다수의 병원이 비영리병원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주

목할 일이다.134) 

한편 2009년 현재, 미국의 의료관련 종사자는 전체 고용인구 중 

1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3-1-11>에서 보

듯이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의료관련 인구도 

2009년 15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의료인력이 종사

하고 있는 곳은 병원 63만 명, 요양간호 19만 명, 내과 관련 의료기

관 16만 명 등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34) 이와 관련하여 김창엽(2006: 63)은 미국 내의 민간병원들의 출발이 대부분 지역사

회에 기반을 둔 것이고 현재도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크다는 것, 그리고 비영리에 

의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나 기부 등의 무시할 수 없는 조건 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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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의료관련 시설 및 종사자 수 및 비중

단위: %, 천 명

　 2004 2006 2008 2009

의료관련 종사자 비중 9.9 9.9 10.4 11.1

내과(physicians)관련 의료기관 1,727 1,785 1,562 1,555( 10.0)
3)

치과(dentists)관련 기관 780 852 774 801(  5.2)

척추교정(chiropractors)135) 관련기관 156 163 139 136(  0.9)

검안(optometrists) 관련기관 93 98 110 117(  0.8)

기타 건강치료 관련기관
1)

274 292 195 220(  1.4)

외래환자 관련기관 885 919 1,107 1,102(  7.1)

가정간호 관련기관 750 928 881 967(  6.2)

기타 의료보장(health care) 기관
2)

976 1,096 1,647 1,747( 11.2)

병원 5,700 5,712 6,241 6,265( 40.5)

요양보호(nursing care) 1,858 1,807 1,779 1,869( 12.1)

주거보호시설(residential care) 618 700 673 699(  4.5)

전체 13,817 14,352 15,108 15,478(100.0)

주: 1) 심리상담, 영양상담, 언어장애, 조산원 등의 기관 포함

2) 임상실험실, 혈액은행, CT-SCAN, 방사선실험실 등의 센터 기관포함

3) 전체 의료관련 시설 종사자별 비중

자료: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외 2011.

이중 특기할 시설로 요양보호시설(nursing care facilities)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대상자 중 장기요양을 필

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종류는 

크게 요양시설(nursing home)의 형태와 요양기관 인증(certification)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et al 2011: 515). 2009년 현재 전체 요양시설은 15,700개소

이며, 이에 입소자는 140만 명에 이르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35) 카이로프랙터(Chiropractor)는 2~4년의 대학 교육 이후 4년제 전문대학원을 졸업하

여야 하며, 근육과 뼈, 신경 등과 관련한 문제의 진단과 비수술적 치료를 담당하며, 

특히 척수를 많이 다룬다(김창엽 200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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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 형태에 따른 분류

  • 요양보호(nursing care home) : 1명 이상의 간호사 혹은 실무

간호사(LPNs)가 근무하면서 입소자의 절반 이상에게 간호서

비스를 제공

  • 개별보호(personal care home with nursing) : 입소자의 절반 

이하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 시설에는 간호사 혹

은 실무간호사가 1명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혹은 의사의 처

방에 의해 투약 및 치료를 받고, 3가지 이상의 개별 서비스를 

제공받음

  • 준개별보호(personal care home without nursing) : 간호서비스

를 받을 입소자는 없고, 의사의 처방에 의한 투약 및 치료를 

제공받고, 3가지 이상의 개별서비스를 제공받음

  • 가택간호(domiciliary care home) : 1~2명에 대한 보호(supervisory 

care) 및 1가지 이상의 개별서비스를 제공받음

￭ 요양시설 인증형태에 따른 분류

  • 전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

드에서 인정된 기관으로 병원 이외의 시설에서 전문적 요양

보호 서비스 제공. 메디케이드의 전문요양시설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디케어 인증기관이 되어야 함.

  • 중간보호시설(intermediate care facility) : 메디케이드에서 인

증된 기관으로 병원 혹은 전문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

지만 요양시설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서비스 

제공. 이의 인증은 주정부에 의해서 자격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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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인가시설(not certified facility) : 메디케어 혹은 메디케이드

에서 인증되지 못한 비인가 시설에 의한 보호서비스.

이외 미국의 의료시설과 관련하여 주목할 기관으로는 연방정부인

가보건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 FQHC)와 농촌진료소

(Rural Health Clinic)를 들 수 있다. 이들 두 기관은 상대적으로 의

료서비스의 접근이 취약한 지역 혹은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담

당하고 있다. FQHC는 지방정부 혹은 비영리조직 소유로 운영되면

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메디케어와 메디

케이드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이들 기관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다수가 차

지하는 이사회 구조, 연방정부가 인정한 취약지역, 비영리조직, 포

괄적 서비스 제공, 무료 혹은 소득수준에 따른 진료비 부담 등의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핵심적 기능의 하나는 무의료보험, 빈곤

층, 노숙자, 불법체류자 등 의료접근권이 제한된 사람들에 대한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농촌진료소는 연방정부가 인정한 취

약한 농촌지역에 위치하면서 특수집단에 대한 특정서비스만을 제공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김창엽 2006: 75-76).

3. 의료재정

미국의 분절적 의료체계는 의료재정에 있어서도 그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의료재정은 민간 및 공공부문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재

원이 조달되며,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민간과 공공부문 내의 주체들 

간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되고 있다. 의료재정은 크게 사회보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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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김경희 2007: 

405). 

<표 3-1-12>에서 보듯이, 2008년 현재 미국의 전체 GDP는 14조 

4,41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이중 의료비 관련 비용은 2조338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인당 의료비는 7,681달러이다. 이는 전체 GDP

의 16.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1-12>을 분석

하여 보면, 1960년 대비 2008년 GDP는 2,645%배 증가한 반면, 전

체 의료비는 8,404%, 민간부문 5,852%, 공공부문 16,418%, 연방정

부 부문 28,069%, 주-지방정부 7,331%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미

국의 의료비는 경제성장 속도를 앞서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공부

문 특히 연방정부 차원의 의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1-12> 미국 전체 GDP 대비 국가 의료비 및 1인당 의료비 현황

단위: 10억 달러, 달러

1960 1970 1980 1990 2000 2006 2008

GDP 526 1,038 2,788 5,801 9,952 13,399 14,441

전체 의료비 27.5 74.9 253.4 714.2 1,352.9 2,112.5 2,338.7

민간부문 20.7 46.8 147.0 427.4 756.5 1.136.8 1,232.0

공공부문 6.7 28.1 106.4 286.8 596.4 975.7 1,106.7

연방정부 2.9 17.7 71.6 193.9 417.6 709.6 816.9

주정부 3.9 10.4 34.8 92.9 178.8 266.1 289.8

인당 의료비 148 356 1,100 2,814 4,789 7,071 7,681

민간부문 111 222 638 1,684 2,678 3,805 4,046

공공부문 36 134 462 1,130 2,111 3,266 3,635

연방정부 15 84 311 764 1,478 2,375 2,683

주정부 21 49 151 366 633 891 952

자료: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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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의료비의 증가속도는 <표 3-1-13>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1960년대 의료비 비중은 GDP 대비 5.2%에서 2008년 16.2%로 11%

가 확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중 민간부분이 52.7%, 공공부문

이 4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민간부문이 상대적

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중에 있

어서는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 

기간 중 민간부문(75.5%→ 52.7%)과 주-지방정부(14.1%→ 12.4%)

로 상대적으로 낮아진 반면, 공공부문(24.5%→ 47.3%) 특히 연방정

부(10.4→ 34.9%)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13> 미국 전체 GDP 대비 국가 의료비 및 1인당 의료비 비중 현황

단위: %

1960 1970 1980 1990 2000 2006 2008

GDP 대비 의료비 5.2 7.2 9.1 12.3 13.6 15.8 16.2

전체 의료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민간부문 75.5 62.5 58.0 59.8 55.9 53.8 52.7 

공공부문 24.5 37.5 42.0 40.2 44.1 46.2 47.3 

연방정부 10.4 23.7 28.2 27.2 30.9 33.6 34.9 

주정부 14.1 13.8 13.7 13.0 13.2 12.6 12.4 

자료: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외 2011.

이와 같은 의료비 상승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송호근 2003; Giaimo 2002). 첫째, 수요의 폭증을 지적할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수요가 증가하였다. 둘째, 행위별 

수가제가 물가와 연동됨으로써 의료비의 자연 상승분이 발생하였

다. 셋째,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창출

되었다. 넷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확대실시에 따라 공공의료

서비스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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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전체 의료비의 지출형태에 있어서는 2008년 현재 의료서

비스 관련 비용으로 2조 1,813억 달러를 사용하였고, 연구개발 등 

투자에 있어서도 1,575억 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4>). 전체 의료비 지출 중 투자비중은 6.7%에 이르고 있다. 

<표 3-1-14> 국가 전체 의료비 지출 현황

단위: 10억 달러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08

전체 의료비 27.5 74.9 253.4 714.2 1,352.9 1,982.5 2,338.7

의료서비스 및 공급 비용 24.9 67.1 233.5 666.8 1,264.1 1,851.9 2,181.3

전체 개인 의료보장 23.3 62.9 214.8 607.6 1,139.2 1,655.2 1,952.3

정부 및 민간 의료행정 비용 1.2 2.8 12.2 39.3 81.8 140.3 159.6

공중보건활동 0.4 1.4 6.4 20.0 43.0 56.4 69.4

투자 2.6 7.8 19.9 47.3 88.8 130.6 157.5

연구 0.7 2.0 5.4 12.7 25.6 40.7 43.6

구조 및 장비 1.9 5.8 14.5 34.7 63.2 90.0 113.9

자료: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외 2011.

❘제3절❘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 보상방식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의료전달과정은 크게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가벼운 질병환자의 경우, 1차 진료의를 통해 의료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 

1차 진료의의 추천을 받아 해당 전문의를 통해 외래수술센터

(Ambulatory Surgery Center)에서 통원수술을 받는다. 그 후에는 외

래재활시설(Outpatient Rahab Center) 혹은 가정간호(Home Health 

Care(Acute))를 받는다. 다음으로 비교적 무거운 질병으로 입원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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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병원(Acute Hospital)에서 수술을 받고, 아급성치료시

설(Sub Acute Facility)에서 회복기를 거쳐 입원재활시설(Inpatient 

Rehab Center)에서 재활치료를 받는다. 이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

면 요양원(Nursing Home)이나 가정간호(Home Health Care(chronic)) 

등을 이용하며, 말기환자 혹은 치매성질환자는 호스피스(Hospice)를 

이용한다. 이와 같은 의료전달체계에서의 기능분화는 미국 의료제

도의 큰 특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285) 

2008년 현재 1차 진료의(primary care physician)는 약 38만 명이

며, 현업의사 중 약 48%에 이르고 있다. 1차 진료는 2차 대전 이후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전문의들과 공동으로 개업하는 집단개업(group 

practice) 형태로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외래환자에 대

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우리와 달리 1차 진료의와 연계된 개방형(open) 병원에 입원

시켜 환자를 직접 진료한 형태로 운영한다(김창엽 2006: 58).136) 

미국의 의료공급은 민간의료시장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환

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김경희 

2001: 587). 그러나 1970년 이후, 관리의료(managed care)방식인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가 민간의료보험을 중심으로 

대세를 이루면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HMO는 

병원이나 의사와 계약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입자는 이들 

네트워크 내의 의료기관 및 의사들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다. HMO는 가입자에게 주치의를 정해주고, 이들은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정영호 2008: 21).137) 

136) 개방형 병원은 개업의가 병원시설을 활용하여 수술 등을 시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시설 활용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경희 2001: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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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식 역시, 의료보험가입자

의 가입유형 혹은 의료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지불방식은 행위별 보상제, 인

두제 그리고 포괄진료비 보상을 들 수 있다(김창엽 2006; 지역보건

연구회 역 2003).138) 먼저, 행위별 보상제는 의료서비스, 약품, 재료 

등의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시장적 거래관

행에 가장 부합하는 전통적 지불방식이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고급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에 있어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과잉진료와 의

료비용의 증가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 포

괄진료비 보상방식은 항목에 대한 가격책정 아닌 환례(case), 기간, 

방문 등 일정한 서비스 단위를 기초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는 의

료비의 억제방식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메디케어, 메디케이

드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등의 병원입원 환자에 대한 지불체계로 활

용되는 ʻ진단명 기준 질병군(Diagnosis Related Groups, DRG)ʼ 방식

이 대표적이다. 이 방식은 효율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의료비의 

억제 등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가

능성과 특정 환자 기피 등과 같은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인두제는 실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상관없이 의사 혹은 의료기

관에 소속된 사람 수에 따라 진료비 보상이 이루어지며, 주로 일차

의료기관 혹은 장기요양 시설 등에서 활용된다. 이 방식은 의료비 

통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유인이 약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37) 그러나 모든 의료기관 이용자에게 의료기관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

가입자의 보험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38) 진료비 지불방식에서 가장 핵심인 것은 인두제와 포괄 진료비 보상이지만, 의료보

장 플랜, 입원치료, 외래진료 등에 따라 인두제, 일당정액제, 할인된 행위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등 다양하다(김지윤 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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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미국 의료제도의 평가

논어(論語)에서 보면 ʻ三人行必有我師焉ʼ란 구절이 나온다. 한 국

가의 제도적 특성은 역사적 진화의 산물이며, ʻ빛과 그림자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의료제도는 그들의 역사적 산물이

며, 장점과 단점을 포괄하고 있다. 

미국 의료제도의 특징으로 크게 3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의료제도의 다양성이 높다. 의료인력의 양상과 기능분화, 의료기관 

유형 등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를 중심으로 민간의료부문의 자율적 성장으

로 국가적 통일성보다는 개별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의료비용의 지출이 높다. GDP에서 의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은 물론,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여타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다. 셋째,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다. 높은 의료비용으로 인해 상당수 국민들이 

의료이용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의료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OECD 국

가들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등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양성 혹은 자율성을 기반으로한 의료와 의료제도의 발전이 강

점이라 한다면 비용대비 비효율성은 약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면에서 미국 의료제도의 다양성과 비용의 문제는 동전의 앞과 

뒤라 할 것이다. ʻ정보의 비대칭성ʼ이 존재하는 의료적 특성으로 인

하여 높은 민간 자율성 혹은 다양성이 과도한 비용을 유발할 수 있

다. 그러나 다양성이 곧 비용유발의 의미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오

히려 미국 의료기관과 진료수가 등의 다양성은 비용절감이라는 과

제의 해결로서 등장하였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용에 대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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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제 하에서 다양성의 추구는 의료 전반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

기가 될 것이다. 의료인력의 기능분화는 전문성 심화에 의한 의료서

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의료기관의 다양성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미국 의료제도의 다양성 추구와 의료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양립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의료제도의 변화 혹은 발전의 모색에 

있어서 사사하는 점이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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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료보장

❘제1절❘ 미국 의료보장의 전개

미국의 의료보장정책은 일차적으로 민간부문이 책임을 지고 노인

과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정부가 담당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다(김경희 2001: 585). 높은 의료비와 전국민

의료보장의 부재는 미국 의료보장정책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

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2010년 3월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장개

혁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미국

<표 3-2-1> 미국 의료보장정책의 변화

시 기 내 용

1912년 진보당 대통령 후보, ʻ전국민의료보험ʼ 대선 공약

1921년 메트로폴리탄 보험회사, 개인의료보험 판매 시작

1925년 프루덴샬 보험회사, 단체 의료보험 판매시작

1929년 병원중심의 민간의료보험인 ʻ블루 크로스(Blue Cross)' 시작

1965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실시

1973년 닉슨 행정부, 정책 보험료와 포괄적 서비스를 실시 중심의 HMO법 제정

1997년 소아 및 청소년 의료보험 지원제도(CHIP) 신설

2006년 메디케어 파트 D 신설

2010년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개혁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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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의료보장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139) 

<표 3-2-1>은 이제까지 있어왔던 주요한 의료보장정책의 변화과

정이다. 미국 내에서 의료보장의 필요성은 20세기 초 시작되었다. 

그러나 의사협회, 노조 그리고 민간보험회사 등 이익집단들의 반대

로 인하여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이 실패한 이후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민간의료보험이 핵심을 이루며 발달하였다. 공공부문의 의료보

장은 1965년의 메디케어(노인),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그리고 1997

년 칩(어린이) 등을 중심으로 잔여적 차원에서 발달하였다. 결과적

으로 의료보장성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그 속도는 매우 느리

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2>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현황(2008)

단위: %

민간의료보험 공적 의료보장
무보험

고용주지원 개인가입 소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보훈 소계

58.5 8.9 66.7 14.3 14.1 3.8 29.0 15.4

자료: 이근정 2011 재인용, U.S. Census Bureau 2009.

<표 3-2-2>에서 보듯이, 2008년을 기준으로 의료보장형태는 민간

의료보험이 66.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공공부

문은 29.0%에 지나지 않으며, 무보험인구가 15.4%에 이르는 것은 

특기할 사항이다. <표 3-2-3>에서 보듯이, 미국민이 의료보장을 위

해 지출하는 비용은 2008년을 기준으로 1조 9,523억 달러이며 1인

당 의료비 지출은 6,411달러에 이르고 있다.

139) ʻ건강보험 의무가입과 미가입시 벌금부여 조항ʼ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 이후 총 26

개 주에서 연방정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총 4건의 판결 중 합헌 

2, 위헌 2로 해당 주와 연방정부는 각각 항소를 준비 중이다(조도현 외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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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의료보장 형태별 전체 개인 의료비용 및 비중 현황

단위: 달러, 10억 달러, %

1960 1970 1980 1990 2000 2006 2008

1인당 의료비(달러) 12 299 932 2,394 4,032 5,901 6,411

전체의료비용(10억 달러)
1)

23.3 62.9 214.8 607.6 1,139.2 1,762.9 1,952.3

비중

(%)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본인 부담 55.2 39.6 27.1 22.4 16.9 14.5 14.2

민간건강보험 21.4 22.3 28.5 33.7 35.4 36.0 35.4

기타 민간기금 2.0 2.8 4.3 5.0 5.0 4.2 3.9

정부 21.4 35.3 40.1 38.9 42.7 45.3 46.5

메디케어 11.6 16.8 17.5 18.9 21.7 22.8

메디케이드 8.0 11.5 11.5 16.4 16.2 16.2

칩 0.2 0.4 0.5

주: 1) PHCE(Personal Health Care Expenditure)

자료: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et al., 2011.

❘제2절❘ 민간의료보험

1. 민간의료보험의 형성

민간의료보험은 현재 미국 의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3-2-4>에서 확인되듯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인구의 63.3%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들 대부분은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가입되고 있다.

<표 3-2-4> 65세 이하 인구 중 민간의료보험 및 직장기반 가입자 현황 및 비중

단위: 백만 명, %

　 1984 1989 1995 2000 2005 2009

전체 가입자　 157.50 162.70 164.20 174.00 174.70 166.70 

　 비  중
1)

76.80 75.90 71.30 71.50 68.20 63.30 

직장 가입자　 141.80 146.30 150.70 160.80 160.10 150.20 

　 비  중
1)

69.10 68.30 65.40 67.10 63.60 58.00 

주: 1) 전체 인구 중 비중

자료: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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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장이 민간의료보험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김창엽 2006: 92-93). 첫째, 제2차 세계대

전 기간 중 정부의 임금통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의료보장과 같은 

부가급여를 통한 인력확보를 추진하도록 하였고, 전후에도 이와 같

은 현상이 지속되었다. 둘째, 1930년대 ｢노동관계법(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의 제정으로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이 강화되

었고, 이로 인해 고용과 의료보장의 관계가 공고화되었다. 

2.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민간 의료보장의 유형은 조직 형태에 의한 분류와 의료보장 유형

에 의한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The Kaiser Foundation 2008a). 

가. 조직형태에 의한 유형분류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는 크게 주-인가보험조직(State-Licensed Health 

Insuring Organizations)과 자가보험(Self-Funded Employee Health 

Benefit Plan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인가보험조직은 주법(state law)에 의해 조직되고 규제받

는 민간의료보험조직을 말한다. 그 조직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 유

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상업민간의료보험(commercial health in-

surers)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stock company) 혹은 상조보험회사

(mutual insurance company) 형태로, 대표적인 민간의료보험회사로

는 에트나(Aetna)를 들 수 있다. 둘째, 블루 크로스와 블루쉴드(Blue 

Cross and Blue Shield Plans)는 주정부의 특별법에 의해 비영리 조

직으로 운영되고, 주에 따라 특별한 지위와 혜택이 주어지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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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역선택이 적고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보험료 방식의 차이로 인해 영리보험회사 

보다는 고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350). 셋째,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는 보통 의료보험과 의료보장이 엄격히 

연계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보험자(insurer)이면서 의료공급자

(providers)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카이저

(Kaiser Permanente)와 하버드필그림(Harvard Pilgrim)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자가보험은 연방법에 그 운영을 적용받고 있으며, 기업

체가 자사의 종업원에 대한 의료보험을 회사부담으로 급여하는 방

식이다. 

나. 의료보장에 의한 유형분류

의료보장에 따른 유형분류는 크게 HMOs, PPOs(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 POS(Point-of-Service Plans), HDHP/SO(High Deductible 

Health Plans combined with Health Saving Accounts or Health 

Reimbursement Accounts), 전통적 Health plans(Conventional Plans)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HMOs는 보험료와 의료보장서비스가 엄격하게 연계되어 있

으며, 1차 진료자를 통해서 전문의에 의한 2차 진료가 가능한 네트

워크화된 의료제공자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 PPOs

는 가입자에게 할인된 의료비 혹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의사들과 의료공급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말한다. 만

약 계약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을 이용할 경우에는 의료비 할인을 

받을 수 없거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전문의 선택에 있어서 1차 

진료의의 조정이 아닌, 환자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진료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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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세 번째, POS는 1차 진료의를 통해서 전문의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 부담을 통해 환자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HDHP/SOs는 최

근에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보장 상품으로 의료저축계정은 의

료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을 의미한다. 고용주에 의해

서 피고용인을 위해 의료저축계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개인이 은

행, 노동조합,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의료저축계정을 구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onventional Plans는 가장 오래된 의료서비스 방식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사후청구지불 방식으로 청구액을 보험자가 조

정한 후 의료기관이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의 장점으로는 병원이 지

정되지 않음으로써 의료기관 선택이 자유롭지만 다른 것에 비해 보

험료가 높다. 진료에 있어서 의사의 자율성이 높다(국민건강보험공

단 2001: 353).

2007년 고용자 지원 의료보장 형태에 있어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의료서비스 형태는 PPOs 57%이며, 다음으로 HMOs 21%, 

POS 13%, HDHP/SOs 5% 그리고 Conventional Plans 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The Kaiser Foundation 2008a).140) 

3. 민간의료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앞의 <표 3-2-4>에서 보듯이 2009년 현재 

전체 의료보장인구의 63.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사업장을 중심으

140) 기업에 따라 복수의 의료보험유형을 제공하여 선택하도록 하기도 한다. 2011년 현

재 전체 기업 중 한 가지 유형의 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이 84%, 두 가지 유형의 보

험 제공기업이 15% 그리고 1% 기업은 3가지 이상의 보험형태를 제공하고 있다

(The Kaiser Foundation and HRE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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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의료보험 유형에 따른 평균 보험료 현황(2011)

단위: 달러

　
HMO PPO POS HDHP/SO ALL PLANS

개인 가족 개인 가족 개인 가족 개인 가족 개인 가족

피고용인 941 4,148 1,002 4,072 784 5,333 723 3,634 921 4,128

고용인 4,408 11,140 4,582 11,333 5,057 9,927 4,070 10,070 4,508 10,944

합계 5,350 15,288 5,584 15,405 5,841 15,260 4,793 13,704 5,429 15,073

자료: The Kaiser Foundation & HRET, 2011.

로 한 가입자는 전체 민간의료보험가입자의 90%를 상회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상품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표 3- 

2-5>는 2011년 유형에 따른 평균 보험료 현황이다. 이때, 보험료 책

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료 이용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인 책정방식은 집단보험료(community rating)와 개인보험료

(experience rating) 방식을 들 수 있다(김창엽 2006; Bodenheimer 

and Grumbach 2005). 먼저 집단보험료는 한 집단 전체에 동일한 보

험료를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주로 동질적이고 지리적으로 모

여 있는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계약에서 많이 활용된다. 다음

으로 개인 보험료는 개인의 의료이용 경력이나 의료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보험료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기업과의 

계약에서 많이 활용된다. 

4. 민간의료보험의 급여, 본인부담 그리고 진료수가

민간의료보험에서 급여의 범위는 가입한 보험상품, 대상자에 의

해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과 전통적 보험

상품에서는 급여율이 낮다. 새로운 항목에 대한 급여 여부는 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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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보험의 결정사항이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약적 필요에 의

해 이루어진다(김창엽 2006: 114). 

본인부담은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중요한 동기

요인이다. 미국에 있어서 본인부담은 일정 시기 동안 일정 액수에 

대해서는 일정액부담금(deductible)이 부과되며 그 액수는 보험상품

과 의료비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한편 의료수가는 대상, 유형 그리고 지불방식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두제, 진료행위별 

협정요금표를 기초로 한 진료수가제, 할인된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 등의 지불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

우에는 인두제, 일당 정액제, 포괄수가제, 할인된 행위별 수가제, 행

위별 수가제 등의 지불방식이 운영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357).

5.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민간의료보험의 규제는 크게 보험자에 대한 규제와 보험자에 의

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가 보험자에 대한 정부 혹은 민간에 

의한 규제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보험자에 의해 의료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확보

함으로써 의료비용 지출을 억제하는데 있다.

먼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방법으로는 크게 주체에 따라 정

부에 의한 통제와 민간에 의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주정부의 통

제와 관련하여, 1945년 맥캐런-퍼거슨법(the McCarran-Ferguson Act)

은 보험사업과 관련한 1차적 책임을 주정부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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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정부는 보험상품의 허가, 의료보험회사의 재정상태, 투자, 분

쟁기구 등 재정과 관련한 사항, 손해배상, 광고, 판매, 계약해지 등

의 판매관련 사항, 계약관계양식 등 전반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권한

을 가지고 있다. 보험회사의 법률적 구조, 재정, 피보험자에 대한 의

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허가권을 통해 통제한다. 

연방정부는 몇 가지 법률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74년에 제정된 퇴직자소득보장법(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ERISA)과 1996년의 의료보

험책임법(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HIPAA)을 들 수 있다(the Kaiser Foundation 2008).141) ERISA

은 의료보험과 관련한 가입자의 권리와 보험자에 대한 의무 등에 

대한 규정에 초점을 두고, HIPPA는 신규고용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

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민간부문을 통한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는 민간보험에 대한 평가

인증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들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인 

평가 인증조직으로는 NCQA(National Committee for Quality Assurance)와 

JCAHO(Joint Commission on Accredi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을 

들 수 있다. 전자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평가인증을 담당하고 있다면 

후자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부문을 맡고 있다(김창엽 2006: 125). 

한편,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제 방식은 크게 

정보제공과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들 수 있다. 먼저 가입자

에 대한 정보제공은 가입자에게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의료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141) 연방법과 각 주법은 경우에 따라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연방

법이 주법률을 무효화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어, 현재 이와 관련된 논쟁이 지속되

고 있다(The Kaiser Foundation 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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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2) 사례관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복합적인 건강문제를 가진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통합적

인 질병관리를 통해 의료의 질적 그리고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제3절❘ 메디케어(Medicare)

1. 메디케어의 형성

1965년부터 시행된 메디케어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의료보장제

도로서,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일부 장애인 및 말기 신장병질환자 

등을 그 주요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세를 주요한 재원으로 

하여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8년 현재 4,500만 명이 등록되어 있다(<표 3-2-6>). 

<표 3-2-6> 메디케어 등록자 현황

단위: 백만 명

1970 1980 1990 1995 2000 2004 2006 2008

전체 가입자　 20.4 28.4 34.3 37.6 39.7 41.9 43.4 45.2

병원보험(HI)　 20.1 28 33.7 37.2 39.3 41.5 43.1 44.9

보충적 의료보험(SMI)
1)

19.5 27.3 32.6 35.6 37.3 　- -　 -　

　

　

PART B 19.5 27.3 32.6 35.6 37.3 39.1 40.4 41.7

PART D -　 -　 -　 -　 -　  1.2 27 32.1

주: 1) 2004년 분리

자료: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et al., 2011.

142) 보스턴의 테프츠 헬스케어 회사는 미리 비용과 질에 대한 기준으로 병원을 구분하

여 가입자에게 알리고, 가입자가 높은 수준의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을 

200달러 경감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김창엽 2006: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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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는 병원보험(파트 A), 의료보험(파트 B) 그리고 외래처방

의약품(파트 D)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 등으로 그 종

류가 세분화되어 있다. 이외에도 보충적 의료보험인 메디갭(medigap)

이 있다. 이중 파트 A를 제외하고는 임의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2. 메디케어의 유형

메디케어의 유형과 이들 간의 관계는 [그림 3-2-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중 파트 A와 파트 B는 오리지널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라 하여 연방정부에 의해 직접 관리되지만, 파트 C와 파

트 D 그리고 메디갭은 민간 보험회사를 통해 그 운영이 이루어지

고 있다. 

[그림 3-2-1] 메디케어의 유형

 자료: www.medicar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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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메디케어 파트 A(Hospital Insurance)

메디케어 파트 A의 의료보장은 병원, 전문요양시설, 호스피스, 가

정간호서비스 등의 입원치료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종

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초기 일정기간 동안은 대부분 본인

부담이 존재하지 않으나 그 이후에는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존재한다. 

나. 메디케어 파트 B(Medicare Insurance)

메디케어 파트 B의 의료보장은 외래치료, 가정간호서비스, 의료

장비이용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예방서비스와 관련한 사

항도 이에 해당한다. 메디케어 파트 B에서 2012년의 경우 연간 140

달러까지 일정액부담금(deductible)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는 

의료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메디케어에서 승인

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의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예방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인 부담이 없다. 

다. 메디케어 파트 C(Medicare Advantage Plan)

메디케어 파트 C는 파트 A와 파트 B를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의료

보험회사에서 관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메디갭과 같은 보충적 

의료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력(vision), 청력(hearing), 치아

(dental) 그리고 건강관리(wellness program) 등에 대한 추가적 의료보

장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트 D의 외래 처방약에 대한 보

장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통 메디케어에서는 파트 C를 제공하는 회사

에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지만, 가입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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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파트 C의 상품으로는 

HMO, PPO, PFFS(private Fee-for Service)143), SNP(Special Needs 

Plans)144), HMOPOS(HMO Point-of-Service)145), MSA(Medical Saving 

Account) 등이 있다. 

라. 메디케어 파트 D(Prescription Drug Coverage)

메디케어 파트 D는 외래 처방의약품에 대한 의료보장을 위한 의

료보험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와 파트 B), 일부 PFFS 그리

고 일부 MSA, 일부 메디케어 비용 플랜(Medicare Cost Plans)146) 등

의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 메디갭(Medigap)

메디갭은 메디케어의 보충적 의료보장을 담당하고 있다. 메디케어 

유형 중 파트 A와 파트 B에 대한 보충적 의료보장을 담당하며, 파트 

C와 파트 D에 대한 것은 보충하지 않고 있다(www.medigap.com).147) 

메디케어는 전체 의료비 중 약 45% 정도만을 충당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메디케어 초기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등장

하였다. 그러나 메디갭은 상품의 선택과 보장성 그리고 역선택 등의 

143) 진료비지불방식에 있어서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의료보장성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유사하다.

144) 만성적 의료, 요양시설 이용자를 중심으로 특정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보

장서비스가 특화되어있다.

145) HMO 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외부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이용이 허용되어 있

는 형태의 의료보장형이다.

146) 이는 특정 지역에서만 운영되며, 파트 B만 가입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메디케어이다. 

147) 장기요양, 안경과 안과관리, 치아관리, 청력보조, 사설요양, 처방의약품 등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고 있다. 이때 처방의약품 관련 상품은 2006년 1월 이후 판매되지 

않고 있다(www.medigap.com/medigap-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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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존재한다(김흥식 2003). 

현재 상품수는 10가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가입허용

기간을 강제하는 가입개방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외에 병력에 의

한 재계약 거부금지, 가입자의 차별금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험손실률을 일정 수준(60~75%)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의무

화하고 있다.

3. 메디케어의 가입과 보험료

메디케어의 가입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과 철도은퇴자위원회(Railroad re-

tirement Board, RRB)로부터 가입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 사회보장청와 RRB로부터 장애(disability) 판정을 받은 사람

▪ 루게릭(Lou Gehrig's Disease) 혹은 말기 신장질환(End-Stage 

Renal Disease) 환자

▪ 푸에리코 거주자

▪ 메디케어 구입 희망자

이중 앞의 4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파트 A와 파트 B를 보통 자동 

혹은 신청과 함께 획득하게 된다. 자동이 아닌 임의가입을 통해 메디케

어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가입자격일로부터 전후 7개

월 기간 내에 상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상품 개시일이 늦어지

거나 일정기간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등의 불이익(penalty)이 

주어진다. 파트 D와 메디갭 역시 일정한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

우, 보험료 인상 혹은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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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메디케어는 사회보장세를 주요한 재원으로 하고, 대

상자와 유형에 따라 별도의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때 보험료는 

상품과 본인 및 가족의 수입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2012년의 

경우, 파트 A에 대한 보험료는 월 451달러이다. <표 3-2-7>은 파트 

B와 파트 D의 수입과 가족형태에 따른 보험료 현황이다.

<표 3-2-7> 월별 메디케어 파트 B-D 보험료 현황(2012)

단위: 달러

2010년 년간 소득기준

개인 부부 파트 B 보험료 파트 D 보험료

85,000 이하 170,000 이하 99.90 약정보험료

85,000~107,000 170,000~214,000 139.90 11.60+약정보험료

107,000~160,000 214,000~320,000 199.80 29.90+약정보험료

160,000~214,000 320,000~428,000 259.70 48.10+약정보험료

214,000 이상 428,000 이상 319.70 66.40+약정보험료

자료: CMS 2012.

메디케어는 노령자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

의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지원

하기 위해 각 주정부에서는 일정한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

로 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표 3-2-8>). 

148) 예를 들어 파트 D의 경우, 최초 가입자격일로부터 63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국

가기본보험료(2012년 31.08달러)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늦어진 개월 수 만큼 벌

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대상자가 벌금부과대상일로부터 10개월 후에 가입

이 되었을 경우, 0.3108달러*10=3.108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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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주정부의 메디케어 지원프로그램 현황149)

단위: 달러

2009년 연간 소득

프로그램 개인 월 소득
5)

부부 월 소득
5)

지원내용

QMB
1)

923.00 1,235.00
파트 A와 파트 B 보험료, 그리고

(일정액부담금, 기본진료비, 본인정률부담금)

SLMB
2)

1,103.00 1,477.00 파트 B 보험료

QI
3)

1,239.00 1,660.00 파트 B 보험료

QDWI
4)

3,685.00 4,942.00 파트 A 보험료

주: 1) 자격있는 메디케어 수혜자

2) 지정된 저소득층 메디케어 수혜자

3) 자격 있는 개인

4) 자격 있는 장애인 및 근로자

5) 2009년 현재 금융재산이 개인 4천 달러, 부부 6천 달러 이하

자료: www.medicare.gov 검색일 2012.2.11.

2008년 현재 메디케어의 의료비는 4.7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표 3-2-9>). 

<표 3-2-9> 메디케어 의료비 현황

단위: 10억 달러

1970 1980 1990 1995 2000 2004 2006 2008

전체 가입자　 7.5 36.8 111.0 184.2 221.8 308.9 408.3 468.1

병원보험(HI)　 5.3 25.6 67.0 117.6 131.1 170.6 191.9 235.6

보충적 의료보험(SMI) 2.2 11.2 44.0 66.6 90.7 138.3 216.4 232.6

　

　

PART B 2.2 11.2 44.0 66.6 90.7 137.9 169.0 183.3

PART D 　 　 　 　 　 0.4 47.4 49.3

자료: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et al., 2011.

149) 이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동시 수혜자로서 등록되는데, 이를 ‘이중자격

(dually eligible)’라 하여, 전체적으로는 8.3백만 명 정도이다. 이는 전체 메디케이드 

인구의 약 17%이며, 메디케어 기준으로는 21%에 이루고 있다. 이들이 차지하는 

의료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메디케이드 전체 비용의 39%, 메디케어 전체 

비용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393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4. 메디케어의 급여, 본인부담 그리고 진료수가

메디케어에서 급여의 범위는 가입한 메디케어 종류에 따라 달라진

다. 일반적으로 파트 A는 수혈, 호스피스, 가정간호, 입원, 전문요양

시설 등 입원치료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파트 B는 입원이 

아닌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다

음의 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메디케어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 의학적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장기요양(Custodial care)

▪ 침사(Acupuncture)

▪ 틀니(Dentures)

▪ 미용성형(cosmetic surgery)

▪ 일상적 치교치료(Routine dental care)

▪ 보청(Hearing aids)

▪ 보청검사(exams for fitting hearing 

파트 C에서는 파트 A와 B에 시력, 청력, 치아, 건강프로그램, 외

래처방약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파트 

D는 외래처방약에 대한 의료보장을 담당하며, 메디갭은 이들 메디

케어 상품에 대한 보충적 의료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메디케어를 통한 의료서비스에서는 일정액부담금(deductible), 기

본진료비(copayment), 본인정률부담금(coinsurance) 등을 통해 일정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메디케어 유형과 의료서비

스 내용에 따라 그 비용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파트 A의 입원서비

스에서 1,156달러까지는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하고, 1~60일까지

는 본인부담이 없으나, 61~90일까지는 1일 289달러, 90일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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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달러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본인생애의료보장한도

(lifetime reserve days)를 초과하는 입원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가정간호서비스에 있어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이 없으나 의료장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20%의 본인부담이 부과되고 있다. 

이외에도 파트 B의 경우, 연간 120달러까지 일정액부담금이 있다. 

이후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의

료비용의 20%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파트 D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종류(복제약, 오리지널)와 의약품 지출비용에 따

라 구간이 설정되어 각각 다른 본인부담이 적용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일정액부담금(deductible)은 320달러이다. 

메디케어의 진료수가 지급방식은 파트 A의 경우 DRG-PPS이라는 

정액포괄지불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파트 B의 경우에는 진료수가표

(Fee Schedule)에 의한 성과불 지불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국민건강

보험공단 2001: 314).

5. 메디케어의 통제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의료보장이다. 따라

서 전반적인 관리는 연방정부 산하의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서 관장하고 있다. CMS는 전반적인 정책수립과 

기획 그리고 모니터링과 관련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의 질과 관련한 것은 민간 비영리기구인 QIO(Quality Improvement 

Organization)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김창엽 2006: 204).

메디케어의 진료비 심사에 대한 통제는 중간지불기관(Interme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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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r)과 동료심사위원회(Peer Review Organization)를 통해 이루어

진다. 전자는 의료기관으로 부터의 청구서 접수와 심사 그리고 지불

사무를 수행한다. 만약 부당청구가 발견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3회 이상의 경우에는 메디케어 등록기관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 의료부정(fraud)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5월 

미 법무부와 보건부가 합동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의 의료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통합 기구인 HEAT(Health Care Fraud 

Prevention and Enforcement Action Team)를 신설하여, 부정행위 단

속, 모범사례 발굴, 의료비용 절감과 의료의 질 향상 등의 활동을 수

행하고 있다.

보통 지불은 청구일로부터 14~30일 사이에 처리된다. 동료심사는 

중간지불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341).

❘제4절❘ 메디케이드/칩(Medicaid/Chip)

1. 메디케이드/칩의 형성

메디케이드/칩(Medicaid/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은 현재 약 6,000만 명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과 장기요양서비

스(long-term care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150) 약 2,900만 명의 어린

이, 1,500만 명의 성인 그리고 1,500만 명의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

150) 칩의 운영은 주에 따라 메디케이드와 같이 운영하기도 하고, 별도로 운영되기도 

한다. 2011년 현재 칩의 운영은 독립형(separate state) 17개 주, 통합형(medicaid 

expansion) 7개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병합형(combination) 26개 주로 다양하게 운

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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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1965년 메디케어와 같이 시작된 반면, 칩은 1997년 

어린이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151) 메디케이드/칩

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공공부조적 성격으

로 인하여 소득 및 자산조사가 가입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선으로 작용한다.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Thresholds FPL) 

정도에 따라 가입과 급여범위 그리고 보험료 산정 등에 있어서 차

등 적용된다. 둘째,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연

방정부는 대략적인 기준선(guideline)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구체

적인 대상자 선발기준, 급여범위, 진료비지불방식 등에 메디케이드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메디케

이드/칩에서는 주정부에게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특

례조치(waivers)를 두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기금

(matching fund)이 중요한 재원이다. 연방정부의 지원은 주정부의 평

균소득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정부 메디케이드 예산의 

50~75%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연방정부의 칩(CHIP)에 

대한 분담금은 15%가 높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정부에 대

한 메디케이드 분담률이 50%라 하면 칩의 분담률은 65%가 된다. 

<표 3-2-10>은 현재 메디케이드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

다. 2010년의 경우 전체 수혜자는 6천 7백만 명이며, 이중 칩(CHIP) 

대상자는 8백만 명이다. 전체 의료비는 3,835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

151)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어린이에 대한 의료보장을 한층 강화 · 촉진하기 위한 법

률인 CHIPRA(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of Act)을 입법

하였다.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지 못함으로써 의료보장혜택을 받지 못

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확인, 등록, 유지 등과 관련한 주정부의 유연성 강화를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주정부가 어린이에 대한 메디케이드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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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0> 메디케이드 수혜자 및 진료비 현황

단위, 만 명, 백만 달러, %

년도　 인구 수혜자　
전체 

진료비　

연방 분담금 주정부 분담금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0 30,905 6,670 383,495 259,975 67.8 123,520 47.5

2009 30,701 6,452 360,316 238,886 66.3 121,429 50.8

2008 30,437 6,087 334,204 190,606 57.0 143,599 75.3

2007 30,158 5,942 315,955 180,109 57.0 135,846 75.4

자료: http://www.medicaid.gov/Medicaid-CHIP-Program-Information/By-State/By-State. 

html 검색일 2012.2.11.

며, 이중 연방정부의 평균분담금은 67.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152)

2. 메디케이드/칩의 가입과 보험료

메디케이드/칩의 가입대상 선발에 있어서는 연방빈곤선(FPL)이 

중요한 기준선이 되고 있다(<표 3-2-11>). 각 주정부는 FPL의 어느 

선을 그들의 가입대상자로 할 것인가는 달리 적용하고 있다.

<표 3-2-11> 2011년 연간기준 연방빈곤선 가이드라인(FPL)
1)

단위: 달러

가족 100% 120% 133% 135% 150% 175% 185% 200% 250%

1 10,890 13,068 14,484 14,702 16,335 19,058 20,147 21,780 27,225

2 14,710 17,652 19,564 19,859 22,065 25,743 27,214 29,420 36,775

4 22,350 26,820 29,726 30,173 33,525 39,113 41,348 44,700 55,875

주: 1) 알라스카와 하와이 제외한 모든 주와 워싱턴 D.C.

자료: www.medicaid.gov

152) 2012년의 경우, 연방분담금 50% 15개 주, 51-59% 11개 주, 60~66% 13개 주, 

67-74% 12개 주로 차등 지원되고 있다(the Kaiser Founda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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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에서는 메디케이드 가입대상자를 어린이, 임산부, 부양자

녀 보호자 및 특례자, 생계보조자, 기타 의학적 필요자 등으로 제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혜자 기준은 각 주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메디케이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 : 6세 이하 FPL 133%, 6~18세 FPL 100%

▪ 임산부 : FPL 185%(생후 1년까지)

▪ 부양자녀 보호자 및 특례자(non-disabled adults)

▪ 생계보조(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수혜자 등

▪ 기타 의학적 필요자 : 유방 · 자궁암 예방 및 치료, 결핵 등 

▪ 이중자격자(dually eligible)

그러나 이는 메디케이드/칩의 일반적 기준선에 불과하고, 각 주는 

별도의 가입자격조건을 부여하고 있다.153) 예를 들어 어린이를 대

상으로 하는 칩(CHIP)의 경우, 그 가입자격 기준선이 주(state)에 따

라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FPL 200% 미만 4개 주, 

FPL 200-249% 22개 주, FPL 250% 이상 25개 주 등으로 차별화되

어 있다(The Kaiser Foundation 2011). 

<표 3-2-12>의 메디케이드/칩에서 보듯이, 수혜대상자의 50%가까

이가 어린이 이다. 그러나 진료비의 약 65%를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령자들이 차지함으로써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혜택수혜자 간의 괴

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153) 켈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케이드/칩의 대상자로는 만65세 이상의 연령자, 만21세 이

하의 연령자, 미성년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만21세에서 만65세 사이의 연령

인 특정 성인, 맹인 또는 장애자, 임신여성, 요양시설 치료 및 관리를 받고 있는 자, 

특정난민, 망명자, 쿠바/아이티로부터 입국자 등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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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메디케이드 수혜자 및 진료비 유형별 비중(2008)

단위: %, 백만 명, 10억 달러

수혜자

(%)

65세

이상
장애인

어린자녀

 부양자

21세 이하

 어린이
기타

1)

수혜자(백만)  58.2 100.0  7.1 14.8 22.0 47.8 8.4 

진료비(10억 달러) 294.2 100.0 20.7 43.6 12.7 19.3 3.9 

주: 1) 보충적 소득보장프로그램 대상자, 주정부 선정대상자, 실업자 등

자료: Nation Center for Health Statistic et al., 2011.

한편, 메디케이드/칩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험료와 등록비(enrollment fee)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본인부담금의 최대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이때, 칩(CHIP)에 등록

된 어린이와 임산부의 보험료는 FPL 150% 이상인 가족의 경우, 연

간 가족수입의 5%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 가족 수입이 FPL 150% 이상인 임산부와 신생아

▪ FPL 150%이상의 특례자(non-disabled adult)

▪ TWWIIA(the Ticket to 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 of 1999)에 의한 무능력자

▪ FOA(Family Opportunity Act) 하의 장애 어린이

▪ 의학적 필요자

3. 메디케이드의 급여, 본인부담 그리고 진료수가

메디케이드/칩에서 제공하는 급여에는 의무적 급여(Mandatory 

Benefits)와 선택적 급여(Optional Benefits)로 구분되고 있다. 의무적 

급여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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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서비스

▪ 조산원

▪ EPSDT154)

▪ 임산부 금연 상담

▪ 금연

▪ 외래병원서비스

▪ 간호조산원

▪ 내과 서비스

▪ 연방인증건강센터서비스

▪ 요양간호시설서비스

▪ 임상검사 및 X-ray 서비스 

▪ 가정간호서비스

▪ 소아 및 가정간호서비스

▪ 가족계획서비스

▪ 의학적 이송서비스

이외에, 외래처방약, 클리닉서비스, 물리치료 등에 대해서는 선택

적 급여사항을 설정하고 있다. 

한편, 메디케이드는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

하는데, 미국 전체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에는 요양기관(institutional care)과 가정과 공동체기반 

서비스 · 지원(Home & Community Based Long-Term Services & 

Supports, HCBS)을 들 수 있다. 요양기관은 정신지체자를 위한 중간매

154) EPSDT(Early and Periodic Screening, Diagnostic and Treatment) : 21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예방, 치아, 정신건강, 발육 등에 대한 의료보장프로그램을 말한다.



401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개시설(intermediate Care Facilities for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간호시설(Nursing Facility), 조기입소관찰시설(Preadmission Screening 

& Resident Review, PASRR), 21세 이하의 정신질환입원서비스

(Inpatient Psychiatric Services for Individuals Under Age 21), 65세 이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요양시설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들 요양기관

(institutional care)에 의한 서비스는 거주시설이면서 포괄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기준 하에 주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곳으로 한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HCBS는 정신질환, 지적장애, 장애 등과 관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정 혹은 지역공동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메디케이드/칩에서는 본인부담금과 관련한 규정을 대상자와 의료

서비스에 따라 달리 설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 집단 혹은 의료서비

스에 대해서는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응급서비스

▪ 가족계획서비스

▪ 임신관련 서비스

▪ 어린이 예방서비스

▪ 호스피스 보호자

▪ FPL 100% 이하의 말기적 질병환자

▪ 요양시설(institution) 입소자

▪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 유방 및 자궁암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된 여성

그 밖의 메디케이드/칩 서비스와 대상자는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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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주정부의 진료비를 기준으로 최

대한도가 설정되어 있다.155) 2012년의 일정액부담금(deductible) 최

대한도는 2.55달러, 관리의료진료비(Managed care payment)는 3.80

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외래처방약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의약품을 저

렴하게 공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주정부는 처방약목록(preferred 

drug list)을 작성하고 있다. 이때, FPL 150% 이상의 사람들이 이들 

의약품 이외의 비처방약(non-preferred drug)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를 가산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비응급상황(non- emergency)에서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높은 기본진료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수가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와 관리의료(Managed 

care) 등이 주정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70%가 관리의료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며, 의료공급자는 

매달 인두제(capitation)방식에 의해 진료비를 받고 있다. 이들 진료

비는 매년 물가인상율과 같은 메디케어 경제지수 등을 통해 조정된

다(www.cms.gov). 

그러나 메디케이드의 진료비 수준은 메디케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1998년의 경우, 메디케어의 64%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이드와 무보험환자를 많이 진료

하는 소위 ʻ빈곤층환자과다병원(disproportionate share hospital, DSH)ʼ

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예산편성에 의해 연방정부의 별도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다(김창엽 2006: 229). 

155) 2012년도 메디케이드/칩의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최대한도는 ʻ10달러 이하(0.65달

러), 10.1달러~25달러(1.3달러), 25.01달러~50달러(2.55달러),50.01달러 이상(3.8달러)ʼ

로 책정되어 있다(www.medicai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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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디케이드/칩의 통제

메디케이드/칩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CMS가 담당하고 있고, 주정

부에는 각 보건의료담당부서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메디케이드의 

의료서비스 질과 관련한 역할은 메디케어와 마찬가지로 QIO에서 담

당하고 있다. CMS는 주정부가 진료비 청구에 대해 반드시 지불 전 

심사와 지불 후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메디케이드에 있어

서도 부당청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김창엽 2006: 235). 

❘제5절❘ 기타 의료보장 프로그램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외에도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는 의료보

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중요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메디케어 지원 프로그램(Medicare Saving Program)

이는 주정부에 이해 메디케어의 보험료, 파트 A와 B의 일정액부담

금(deductible), 기본진료비(copayment), 정률부담금(coinsurance) 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정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CMS 2012).

▪ 메디케어 파트 A 가입자

▪ 1인 기준 월소득액 1,246달러 이하, 자산 6,680달러 이하

▪ 가족 기준 월소득액 1,675달러 이하, 자산 10,020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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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정부의약품지원프로그램

(State Pharmacy Assistance Programs)

많은 주에서 의약품구입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을 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주의료보장지원프

로그램(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 SHIP)에 통합되어 

운영된다.

3. 노령자 보호프로그램

(Programs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ʻ이중자격(dually eligible)ʼ이 아닌 노령층은 메디케어 이용에 따른 

보험료를 지불한다. PACE는 이들을 메디케어 가입자가 장기요양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PACE에서 허용된 의약품, 의료서

비스, 요양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의 대상자

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55세 이상, 둘째 PACE 조직이 지역에 있을 

것, 셋째 가정간호의 필요성이 주정부에 의해 인정될 것, 넷째 

PACE 서비스에 의해서 지역 내의 삶이 영위할 수 있을 것 등의 조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생계보조(Supplement Security Income)

SSI는 장애인, 맹인, 65세 이상 대상자 중 저소득자에 대해 음식, 

옷, 주거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으로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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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장개혁

1.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장개혁 경과 

2010년 3월 30일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개혁법안에 서명함으

로써 미국 의료보장은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동법의 통과로 

2014년 이후 모든 미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의 의무화가 진행됨으로

써 그 보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9,400억 달러가 투입되어, 3천 2백만 명이 새로이 의료보장의 수혜

를 받게 됨으로써 의료보장인구는 최종적으로 전국민의 95%에 이

를 것이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개혁의 핵심을 비용통제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8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① 정부와 기업이 부담하는 보건의료비용 증가를 장기간에 걸쳐 

줄여야 하며, ② 의료비로 인한 파산이나 부채로부터 가계를 보호

한다. ③ 의료기관 선택과 의료보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④ 

예방과 건강에 투자하며, ⑤ 환자의 안전과 간호의 질을 제고한다. 

⑥ 보험료는 적정 수준에서 지불 가능하되 보험혜택이 큰 의료보

험에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이직이나 실직 상태

에서도 급여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⑧ 과거의 병력을 이유로 보

험가입을 거절당하거나 급여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의료보험 수

혜자가 최대한 많아져 마침내 모든 국민이 치료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김주경 2010).

2009년 2월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 재무위원장의 의료보험 개혁 

추진을 위한 연설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의 의료보험개혁을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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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논의가 시작되었다(이근정 2010). 우리와 달리 상하 양원제를 채

택하고 있어, 미국의 의료개혁입법과정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2010년 3월 30일 최종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개혁입

법은 일단락되었다(<표 3-2-13>).156)

<표 3-2-13>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의 의료보험개혁 경과

날 짜 내 용

2009년 2월
- 오바마 대통령,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의료보험개혁 추진의지 천명

- 상원 재무위원장 바커스 의원의 ʻHealth Planʼ 제안

2009년 7월
-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세입위원회, 교육노동위원회에서 각각 건보개혁법안 통과

-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의료보험개혁 법안 통과

2009년 10월
- 하원, 3개 위원회의 법안에 대한 통합단일 법안 발표

- 상원, 재무위원회 의료보험개혁법안 통과 

2009년 11월
- 하원, 의료보험개혁법안 가결

- 상원, 재무위원회 법안 중심으로 법안 단일화 마련 및 상임위원회 통과

2009년 12월 - 상원개혁법안 통과(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H.R. 3590)

2010년 3월

- 하원, 상원의 의료보험개혁법안 원안통과(21일)

- 하원, 의료보험개혁수정안 통과(21일)(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 H.R.4872)

- 오바마 대통령, 상원 의료보험개혁법안 최종 서명(23일)

- 상원, 하원의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 통과(24일)

- 하원 상원수정안 표결 및 통과(25일)

- 오바마 대통령, 하원 최종통과 수정안에 서명(30일)

자료: 이근정 2010, 33-40, 재정리

156) 오바마 행정부 의료보험개혁법안의 성공요인은 크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이근

정 2010: 29-31). 첫째, 1993년 클린턴 정부의 의료보험개혁 실패 이후 의료비의 과

도한 증가와 무보험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과도한 의료보험료로 인해 고용주

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국민들이 비용통제, 적용범위 확대, 질적 개선 

등 의료보험에 대한 개혁요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넷째, 보험회사의 과도한 관리의

료로 인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공급자의 의료보험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

게 증가하였다. 다섯째,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노동계의 변화요구가 증

가하였다. 여섯째, 이익집단들의 의료보험개혁에 대한 전략이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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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장개혁 내용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장개혁의 내용은 크게 5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범위 확대, 급여적정성 향상, 급여적정성 강화, 공적제도 

보장성 강화, 재원조달 방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근정 2010).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2014년부터 개인의 의료보험 가입의무화와 고용주의 의료보험 제

공 의무를 강화하였다. 먼저 개인의 경우, 2014년 이후 의료보험의 

의무를 위반할 시 일정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2014년 이후 미

가입자에 대해 가구소득의 1.0% 혹은 95달러 중 높은 금액을 벌금

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157) 이와 함께 메디케이드의 수급자격을 

FPL 133%로 상향하여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정규직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료보험 제공

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을 또한 부과하도록 하였다. 벌금은 30

인을 제외하고 1인당 2,000달러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소득이 FPL 

400% 이하이며 보험료가 소득의 8~9.8%에 해당하는 피고용인이 의

료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료 바우처(free choice 

voucher)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피고용인은 의료보험이 자동 가입되며, 고용인은 신규 피고용인

에게 의료보험 급여의 내용과 선택권을 공지하여야 한다. 

157) 벌금은 점진적으로 높아져 2016년 가구소득의 2.5%, 695달러 중 높은 금액을 납부

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매년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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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의 접근성 제고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보험개혁법은 크게 의료보

험 상품의 중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교환소(Exchange)를 연방정부 

지원 하에 주정부가 설립하는 것과 의료보험 의무화에 따른 저소득

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정부는 2014년까지 의

료보험교환소(American Health Benefit Exchange)와 중소기업의료보

험교환소(Small Business Health Option Program Exchange)를158) 설

립하여 한다. 연방정부는 이의 설립을 위한 보조금을 2015년까지 주

정부에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한 각종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

한다. 민간의료보험회사는 이들 교환소에 하나 이상의 보험상품을 

등록하여야 하고, 이중 한 상품은 비영리로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또한 동 개혁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되는 의료보

험조합 설립을 허용 · 지원하기 위한 소비자운영프로그램(Consumer 

Operated and Oriented Program; CO-OP)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병력에 의해 보험가입 거절자와 일시적 무보험

자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시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료보험 가입의무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

기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개인과 가구에 대한 보험료와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보험료 지원과 관련

하여 FPL 133%~400%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

제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험료는 소득의 2%~9.5%까지 소득구간별 

158) 중소기업의료보험교환소는 100인 이하의 사업장이 가입대상이며 만약 100인 이상 

사업장이 이를 이용하려 할 경우에는 2017년 이후 주정부의 허가에 의해 의료보험 

상품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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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둘째, 본인부담 지원과 관련하여, 

FPL 100%~400%에 해당하는 보험자에 대해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 

총액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고용주 지원과 관련하여, 25명 

이하이며, 고용주의 임금이 5만 달러 미만인 사업장의 의료보험 구

매비용에 대한 일정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였다. 

다. 급여의 적정성 강화

급여의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교환소에서 판

매되는 의료보험 상품의 급여적정성을 일정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

도록 하는 것과 민간 의료보험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교환소에서 판매되는 의료보험 상품은 필수급여패키지

의 설정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으로 본인부담을 할 수 없도록 하였

다. 필수급여패키지는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율을 최소 

60%에서 최대 90%까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교환소에서 판

매되는 보험상품은 이들 패키지 중 하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민간 의료보험 시장의 규제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

보하고자 하였다. 보험가입에 있어서 개인의 병력, 일방적 계약 해

지 금지, 급여 갱신 보장, 피부양자 범위 확대, 연간 혹은 생애 한도 

설정 금지, 합리적 보험료 설정에 대한 규정을 통해 보험자의 역선

택을 제한하였다.

라. 공적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공적 보험제도의 핵심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칩에 대한 보장

성을 크게 강화시켰다. 먼저, 메디케어에서 파트 D의 외래 처방의약

품 구입비에 있어서 비급여부문에 대한 폐지와 본인부담 비율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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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부터 메디케어

에서 250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2011년부터는 오리지널 의약

품 구입에 대해 50%의 할인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때 할인되는 

비용은 제약회사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도넛 홀159) 대

상자의 본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1년부터 복제약 의약품은 7%

를 보조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최대 75%까지 연방정부가 지원

하도록 하였고,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서도 2011년 2.5%에서 출발

하여 2020년 25%까지 정부보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2014년 이후 메디케이드의 가입 자격을 FPL 133%까지

로 확대하고, 메디케어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령자와 비임신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신규적용자에 대한 비용에 대

해서는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지원을 2014년 100%를 시작으로 

2020년 이후에는 90%까지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마. 재정운영계획

의료보장개혁과 관련한 비용의 문제는 소요재정과 재원마련이라

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소요재정과 관련하여, 미 의

회 예산국은 의료개혁으로 인한 비용이 향후 10년간 9,380억 달러

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개혁은 향후 의료비용

의 억제효과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1,240억 달러 그리고 그 이후에

는 1조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개혁에 따른 소요재원은 고소득자와 기존 의료보장체계에서 

수혜를 누렸던 공급자 측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통해 마련하도록 

159) 의약품 구입비용이 연간 2,830~4,550달러인 경우를 말하며, 이 구간에 대해서는 과

거 의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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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먼저 개인 20만 달러 이상, 가족 25만 달러 이상 소득계

층에 대해 파트 A에 대한 세율을 현재의 1.45%에서 2.35%로 0.9% 

인상하고 이들의 이자, 배당, 연금 임대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3.5%인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액의 의료보험상품(개인 10,200달

러, 가족 27,500달러)에 대한 4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를 통해 이

들 상품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민간보험사 및 제약업계에 매년 수수료를 일정부분 부과하도록 하

고 있으며, 2012년 이후에는 의료기기 생산자의 과세 대상 장비에 

대한 부가세를 2.3%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바. 기타

이외에도 의료보장개혁을 장애인, 예방, 모성 및 아동, 보건의료 

인력의 교육 및 개발 등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장애인과 관련하여 이들이 비의료서비스 구매, 간병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정부의 다양한 차원의 

HCBS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예방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였다. 

셋째, 모성 및 아동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들의 사망률 감

소를 위한 주정부의 가정방문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자

문위원회(Workforce Advisory Committee)의 설립, 일차의료 인력에 

대한 훈련 및 교육지원, 비선호 의료영역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지

급, 간호인력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 및 훈련프로그램 지원확대와 

학자금대출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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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4>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장개혁법안 주요 내용

주 요 내 용

￭ 의료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 개인, 2014년 이후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및 미가입시 벌금

  • 50인 이상 고용주, 2014년 이후 의료보험 제공 의무화 및 미가입시 벌금

  • 200인 이상 사업장의 피고용인 의료보험 자동가입

￭ 의료의 접근성 제고

  • 의료보험 교환소(Exchange)의 주정부 설립과 연방정부의 지원 및 운영규정 마련

  • 민간보험회사, 교환소에 2가지 상품 제공 및 이중 1개 상품은 반드시 비영리 상품

  • 주민자율의 의료보험조합 설립 허용 및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 부담 완화

  • 25명 이하, 소득 5만 달러 이하의 고용주의 의료보험 세액공제 혜택부여

￭ 급여의 적정성 강화

  • 교환소 상품의 필수급여패키지 설정

  • 민간 의료보험회사의 역선택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 공적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 메디케어 파트 D의 보장성 강화,

  •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 FPL 133%로 확대와 신규가입자예산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 재정운영계획

  • 소요재정, 10년간 9,380억 달러 예상

  • 재원확보, 고득자 및 기존 의료보장체제 수혜자에 대한 증세 

￭ 기타

  • 장애인의 비의료서비스 구매 및 간병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확대

  • 예방활동 강화

  • 모성 및 아동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 및 확충에 대한 지원확대

❘제7절❘ 미국의 의료보장 평가

2011년 3월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개혁법안이 공포됨으로써 미국 

의료보장정책이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서 미국민의 

의료보장성과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의료

보장제도의 특징은 크게 3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의료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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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분산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한다. 민간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

케이드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은 다시 내부적으로 세분화된 의

료보장상품으로 구분되어 있다. 개인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

으나, 의료보장성이 약화될 수 있다. 둘째, 의료보장에 있어서 개인

의 책임과 정부의 잔여적 역할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민간의료보험

중심의 의료보장과 메디케어의 유형분류, 메디케이드에서의 의무적 

급여와 선택적 급여로의 급여유형 분류 등에서 보듯이 의료보장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강조되며, 공공부분의 역할은 상대적으

로 최소한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의료보장비용이 과다하다. 미국

의 의료보장은 어떤 보장상품을 선택하였는냐에 따라 의료서비스 

비용은 달라진다. 그러나 보통, 보험료, 기본진료비, 일정액부담금, 

본인정률부담금 등을 의료이용에 따라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여

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가족기준 하여 연간 평균 1,600만원 

이상을 보험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의 목적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보장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삶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

국의 낮은 접근성과 보장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

에는 ʻ정보의 비대칭성ʼ과 ʻ수요예측의 불가능성ʼ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에 대한 개인의 책임강조는 삶의 불안정성을 키우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국가개입으로 인한 개인선

택의 제한과 이로 인한 비효율성은 또한 경계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결국, 미국 의료보장제도가 주는 교훈은 개인선택의 효율성과 공

공의 개입에 의한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에 귀

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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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1절❘ 서론

미국의 고령자 ․ 장애인 복지서비스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러

므로 그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한된 지면 안에서 모두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지도 않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고령자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미국 고령화국

(Administration on Aging)의 프로그램 중 장기요양 및 노인의 권리 

보호 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가정 ·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토

대를 제공하는 핵심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ʻ가정

· 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ʼ(home and community-based supportive 

services), ʻ영양 서비스ʼ(nutrition services), ʻ가족 수발 지원 서비스ʼ

(family caregiving support services)가 포함된다. 다만 ʻ아메리카 원주

민과 하아이 원주민을 위한 서비스ʼ는 제외하였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경우에는 Disability.gov(U.S. Department of 

Labor, n.d.)에 있는 주제 중 다른 장에서 다루고 있는 ʻ소득보장ʼ

(benefits), ʻ의료ʼ, ʻ주택ʼ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의 정보를 검색하여 각 

주제별로 대표적인 서비스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ʻ시민권ʼ, ʻ

비상 대비ʼ라는 주제가 다시 제외되고, ʻ지역사회 생활ʼ 및 ʻ고용ʼ에서 

ʻ개별지원서비스ʼ(personal assistance services), ʻ교육ʼ 특히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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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ʻ조기 개입 서비스ʼ(early intervention services), ʻ정보 기술ʼ

에서 ʻ연방 중계 서비스ʼ(federal relay service), ʻ교통ʼ에서 ʻ보조 교통

수단 서비스ʼ(complementary paratransit services)가 각각 선택되었다. 

하지만 본 장에서는 이들 서비스 중에서도 개별지원서비스에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결국 본 장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독립

적이고 활동적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절에는 한국의 관련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포함하였다.

❘제2절❘ 고령자 복지서비스 현황

1. 가정 · 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

가. 서비스의 목적

1973년에 만들어진 가정 · 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는 주로 60

세 이상 미국 전체 인구 중의 비율에 기초한 공식을 사용하여 주와 

준주(準州)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 보조금은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래도록 그들의 가정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서비스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나. 서비스의 내용

가정 · 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꼭 이것

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Administration on Aging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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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사례관리, 정보 · 지원 등과 같은 접근 서비스

■ 개인 돌봄, 가사 지원 등과 같은 가정 내 서비스

■ 법률 서비스, 정신보건 서비스, 성인 주간보호 등과 같은 지역

사회 서비스

노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관한 세부사항을 2010 회계

연도 산출 자료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Administration on Aging 

2012a).

■ 교통 서비스：의원, 식료품점, 약국, 노인 센터, 식당 및 기타 

중요한 일상 활동 장소까지 2,700만 번 이상 승차

■ 개인 돌봄, 가정봉사원, 가사 서비스：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활동) (식사, 옷 입기, 또는 목욕과 같은) 또는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도구적 일상생활활

동)(쇼핑 또는 가벼운 집안일과 같은)을 수행할 수 없는 노인

에게 35백만 시간 이상 지원

■ 성인 주간보호 · 주간보건 서비스：하루 24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관리 · 보호하는 집단 환경에서, 의존적인 성인을 천만 시

간 이상 돌봄

■ 사례관리 서비스：노인이나 그 수발자를 위해 욕구를 사정하

고 돌봄 계획을 개발하며 서비스를 주선하는 데 있어서 4백만 

시간 이상 지원

2011 회계연도 동안 이러한 가정 · 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재정 지원은 3.7억 달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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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 서비스

가. 서비스의 목적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s Act) ʻ영양 프로그램ʼ(nutrition pro-

gram)(미국노인법 제330조)의 목적은 굶주림과 식량 불안정을 줄이

고 노인의 사회화를 촉진하며 영양에 대한 접근, 기타의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 · 복지를 증진하고 부정적

인 건강 상태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동법은 제3장 하에서 ʻ집단 영

양 서비스ʼ(Congregate Nutrition Services)(제3장 C1), ʻ가정배달 영양 

서비스ʼ(Home-Delivered Nutrition Services)(제3장 C2), ʻ영양 서비스 

인센티브 프로그램ʼ(Nutrition Services Incentive Program, NSIP) 등 

세 가지 서로 다른 영양 프로그램을 인가하고 있다.

나. 영양의 질 기준

미국노인법 제339조는 위 세 가지 프로그램 모두에 의해 자금을 

제공받는 식사에 있어서 동일한 영양의 질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주에서 집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양의 질 기준

을 위한 이행 요건은 주별로 다양할 수 있다.

다. 집단 영양 서비스

제3장 C1(미국노인법 제331조)은 집단 환경에서의 식사 제공 및 

관련 영양 서비스를 인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좀 더 값비싼 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

이 되고 있다. 2009 회계연도에 전체 식사의 약 38%(92,492,669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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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사)가 집단 영양 서비스로 제공되었고, 이는 미국노인법 영

양 프로그램의 전체 참여자의 약 66%(1,686,093명의 집단 참여자)에 

해당하는 수치이다(Administration on Aging 2012b). 이 서비스는 60

세 이상의 노인 및 연령에 상관없이 노인의 배우자가 이용할 수 있

다. 또한 서비스는 노인과 함께 사는 장애인, 식사 시간 동안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집단 영양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로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라면, 제한적인 수이지만 60세 미만

의 사람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

라. 가정배달 영양 서비스

제3장 C2(미국노인법 제336조)는 집에 있는 노인에 대한 식사 제

공 및 관련 영양 서비스를 인가한다. 가정에 배달되는 식사는 종종 

노인이 받는 최초의 가정 내 서비스이며, 이 프로그램은 다른 가정

·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주된 접촉점이 된다. 가정에 배달되는 식

사는 또한 수발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도록 도움으로

써 많은 수발자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한다. 2009 회계

연도에 전체 식사의 약 62%(149,188,917건의 집으로 배달된 식사)

가 가정배달 서비스로 제공되었고, 이는 미국노인법 영양 프로그램

의 전체 참여자의 약 34%(880,135명의 가정배달 서비스 참여자)에 

해당하는 수치이다(Administration on Aging 2012b). 이 서비스는 60

세 이상의 재가 노인 및 연령에 상관없이 노인의 배우자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는 재가 노인과 함께 사는 60세 미만의 장애인

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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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양 서비스 인센티브 프로그램

NSIP는 미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노인을 위한 

영양 프로그램으로 1974년(물품으로만, 물품 또는 현금으로는 1977

년)에 미국노인법(제311조)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NSIP는 2003년에 

고령화국으로 이전되었다. NSIP는 주, 준주, 유자격 부족 조직에게 

추가적인 기금을 제공하는데, 오로지 식품을 구입하는 데만 사용되

며 다른 영양 관련 서비스 또는 주나 지역의 행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바. 재정 지원

2010 회계연도 동안에, 집단 영양 서비스를 위한 기금은 4.4억 달

러이었고, 가정배달 영양 서비스를 위한 기금은 2.2억 달러이었으며, 

NSIP를 위한 기금은 1.6억 달러이었다. 그래서 2010 회계연도 동안

에 영양 서비스를 위한 제3장의 총 기금은 8.2억 달러이었다.

3.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

가. 서비스의 목적

미국에서는 거의 40%의 수발자들이 2~5년 동안 돌봄을 제공하고 

있고, 약 29%의 가족 수발자는 5~10년 동안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거의 12%의 가족 보호자는 손자나 손녀를 돌보고 있다. 이에 

2000년에 만들어진 ʻ가족 수발자 지원 국가 프로그램ʼ(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은 가족과 비공식적 수발자가 그

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돌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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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에 기금을 대기 위하여 70세 이상 인구의 비

율에 근거하여 주와 준주에게 보조금을 제공한다. 또한 가족 수발자 

지원 국가 프로그램은 가족 수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서비스 자격

미국노인법의 2006년 재인가 이후부터 다음의 특정 집단의 가족 

수발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Administration on Aging 2012c).

▪ 60세 이상의 개인을 돌보는 18세 이상의 성인 가족 구성원이

나 기타 비공식적 수발자

▪ 나이를 불문하고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돌보는 18세 이상의 성인 가족 구성원이나 기타 비공

식적 수발자

▪ 1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55세 이상의 조부모와 기타 친척

(부모 제외)

▪ 18~59세의 장애 성인을 돌보는 55세 이상의 조부모와 기타 친

척(부모 제외)

다. 서비스의 내용

본 프로그램 하에서, 주는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한다(Administration on Aging 2012c).

▪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관하여 수발자에게 정보 제공

▪ 수발자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

▪ 개별 상담, 지원 집단의 구성, 수발자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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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ʻ일시 위탁ʼ(respite care)

▪ 제한적인 추가 서비스

이 중 접근 지원 서비스에서는, 수발자들이 여러 가지 민간 · 자원

봉사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찾아내는 것을 돕기 위하여 수발자를 

1백만 번 이상 접촉한 바 있다. 상담 · 훈련 서비스는 수발자들이 돌

봄의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도록 돕기 위하여 125,000명 이상의 

수발자에게 상담, 동료 지원 집단, 훈련을 제공하였다. 또한 일시 위

탁 서비스는 64,000명 이상의 수발자들에게 그들의 돌봄 책임으로

부터의 6.8백만 시간 동안의 일시적인 휴식(가정, 성인 주간보호, 또

는 시설 환경)을 제공하였다.

노인 클라이언트의 수발자에 대한 노인국의 전국적 설문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이 이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Administration on Aging 2012c).

▪ 프로그램 클라이언트의 수발자의 77%는 서비스가 다른 방법

으로 가능했을 것보다 더 길게 수발자들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 89%의 수발자는 그들이 보다 나은 수발자가 되도록 서비스가 

도왔다고 보고하였다.

▪ 요양원에나 적합할 돌봄 수혜자의 수발자의 거의 반수가 그 

돌봄 수혜자는 지원 서비스 없이는 가정에 머무를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하였다.

2011 회계연도 동안 이러한 가족 수발자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재

정 지원은 1.5억 달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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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황

1. 개별지원서비스

가. 서비스의 배경

ʻ세계 장애 연구소ʼ(World Institute on Disability)의 ʻ개별지원서비

스에 관한 재활 연구 · 훈련 센터ʼ(Rehabilit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on Personal Assistance Service)는 개별지원서비스를 ʻ행복, 외

모, 안락, 안전 그리고 지역사회와 전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유지

하는데 목표를 둔 과업을 수행하도록 장애인을 돕는 것에 개인을 

종사시키는 것ʼ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별지원서비스는 ʻ돌봄ʼ을 받거

나 ʻ간호ʼ를 받는 것으로의 장애인의 이미지에 대항하는 한 방편으

로 ʻ국립 장애 위원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가 발전시킨 용

어이었다. 여기에서 ʻ돌봄ʼ이란 용어는 장애인이 보조인의 원조를 수

동적으로 받든다는 것을 암시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6).

나. 서비스의 내용

개별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성취하고 일을 처

리하며 이동하는 것을 돕도록 타인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러한 서비스는 개인 관리와 위생, 지적(知的) 과제, 가사 관리, 아동 

양육, 학교 · 직장 관련 업무, 지역사회 상호작용 활동에서의 보조를 

포함한다. 개별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는 개인 서비스

(예, 식사, 보행, 의자에 앉고 서는 것, 대 · 소변 보기, 약 복용,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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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성 체위를 정하는 것(sexual positioning)), 준의료 서비스(예, 

호흡 관리), 가사 서비스(예, 음식 준비, 집 청소, 장보기), 의사소통 

서비스(예, 목소리 통역, 수화 통역, 낭독), 교통 보조 서비스(예, 집

·학교 · 직장으로 오고 가는 것), 안전 보장 서비스(예, 대기 서비스), 

지적 · 정서적 지원 서비스(예, 스케줄 · 시간 관리, 대인관계 설명, 상

호작용) 등을 들 수 있다. 장애 종류와 그에 따라 필요한 개별지원

서비스를 보면, 다음 <표 3-3-1>과 같다.

<표 3-3-1> 장애 종류와 필요한 개별지원서비스

장애 서비스

지체

발달

감각

인지

정신

학습

환경

개인, 교통, 준의료, 안전 보장, 가사

지적 · 정서적, 의사소통, 안전 보장

개인, 의사소통, 교통, 안전 보장

지적 · 정서적, 의사소통

지적 · 정서적, 의사소통

지적 · 정서적, 의사소통, 교통

개인, 준의료, 가사

자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6

또한 ʻ직장 개별지원서비스ʼ(Workplace Personal Assistance serv-

ices)가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하에서 

하나의 편의로서 고용주에 의하여 지불될 수도 있다. 감각 손상을 

가진 사람에게 유용한 직장 개별지원서비스 유형에는 유자격 낭독

자, 필경사, 직무보조원, ʻ의사소통 접근 실시간 통역ʼ(Communication 

Access Real-time Translation) 서비스, 유자격 통역사 등이 있고, 인

지 손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유자격 낭독자, 필경사, 직무지도원, 운

전기사 등이 유용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직장에서의 자연스

러운 지원(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사 ·동료로부터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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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유자격 낭독자, 운전기사 등이 유용할 수 있으며, 운동신경 손

상을 가진 사람에게 유용한 직장 개별지원서비스에는 활동보조인, 

여행 동반자, 직무지도원 등이 있다(Job Accommodation Network 

2010).

다. 서비스의 기금원

1) 연방 기금원

▪ Medicare(노인의료보험제도)(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18장)：이론적으로는 Medicare 재택 건강 치료를 받는 사람

에 대해서 개별지원서비스의 단기간 이용에만 기금을 제공한

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개별지원서비스를 위하여 

Medicare에 의존한다.

▪ Medicaid(국민의료보조제도)(사회보장법 제19장)：이 기금의 

대부분은 소득이 낮은 사람의 병원 · 요양원 · 시설 보호에 충당된

다. 그러나 Medicaid 기금은 또한 Medicaid PC-Option (Medicaid 

Personal Care Option, 국민의료보조 개인 돌봄 옵션)과 Medicaid 

Waiver(국민의료보조 예외조항) 기금을 통하여 개별지원서비스

를 제공하는 주에 의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Medicaid PC-Option 프로그램은 권리적인 프로그램이므로 다수

의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과 장애

의 사람에게 도움이 되며, 빈곤 수준에 있거나 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6~34개 주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기준에 

따라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흔히 Medicaid Waiver로 알려져 있는 Medicaid Waiver Program 

― ʻ가정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 예외조항ʼ(Hom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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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Based Service Waiver) ― 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

게 도움이 되며,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 요양원에 대한 대안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 안팎 모두에서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략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가장 후한 서

비스 수당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Medicaid Waiver Program은 대단히 의료적으로 감독되

는 경향이 있으며, 기관 공급자를 사용한다. Waiver 프로그램은 

PC-Option 프로그램보다 소득 자격 한도가 다소 더 높지만, 노동 

유인의 저해를 막을 만큼 높지는 않다. Waiver의 매우 문제가 

있는 측면 중의 하나는 Waiver가 매우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그

래서 주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재신청 과정을 매 삼년마다 

거쳐야 한다. 모든 주는 적어도 한가지의 Medicaid Waiver 

Program을 가지고 있다.

▪ SSBG(Social Services Block Grants, 사회서비스 정액 교부금)

(사회보장법 제20장): 이 프로그램은 매우 대규모인 경향이 있

다. 그러나 SSBG와 관련된 하나의 문제점은 주가 연방 기금

에 더 보충하도록 요구받는다는 것이며, SSBG를 받는 주는 

현재 점점 더 많은 보충을 요구받고 있다. SSBG 기금을 제공

받는 개별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은 주마다 엄청나게 다르기 때

문에, 그것을 분류하기는 어렵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적 모델

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프로그램 중 가장 자립생활 지향적인 

펜실베이니아 주의 ʻ보조인프로그램ʼ(Attendant Care Program)

까지 전범위에 미치고 있다.

▪ 미국노인법(제3장): 미국 곳곳에서 매우 소수의 미국노인법 프

로그램이 실제로 개별지원서비스와 일시 · 단기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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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미국노인법이 연방 타이틀 프로그램 

중 가장 융통성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지만, 프로그램 이면

에는 기금이 많지 않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금의 한계 때

문에 개별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주원천은 아니다. 그러나 제

3장 프로그램은 매우 적은 시간의 서비스만 필요로 하는 사람

에게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Medicaid와 SSBG 프로

그램의 저소득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지만 자비(自費)로 서비

스에 대해 지불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60세가 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 재향군인국 원조와 보조 수당(Veterans' Administration Aid and 

Attendance Allowance): ʻ원조와 보조 수당ʼ은 현역 복무 중 입

은 장애에 대한 매월의 보상금에 더하여 재향군인에게 제공되

는데, 재향군인은 개별지원서비스 소요에 대해 매월 2,000달

러 정도를 받을 수 있다.

▪ 직업 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 몇몇 주에서 직업 재활 기

금이 일부 직업 재활 클라이언트만을 위한 개별지원서비스를 

지불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이 기금은 매우 단기간이고 일

시적인 기간 동안의 개별지원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2) 주(州) 기금원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동안 수많은 주가 오로지 주 기금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개별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988년에

는 27개의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점에서 소비자 통제권을 북돋울 가능

성이 크다. 예를 들면, 이들 프로그램은 개인 공급자를 이용하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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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개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들 프로그램

은 소득 · 자격 요건에서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1995년 현재 35개 

주 기금 프로그램 중 22개는 개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

전히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별지원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가질 수 있

는 재산 총액에 대한 한계가 아예 없다.

주가 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연방 기금 프로그램의 사각지

대에 해당되는 연령 집단과 장애 집단에 종종 목표를 두고 있다. 그

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빈번히 긴 대기자 명단을 가지고 있으며, 비용 

절감이나 재정 위기의 시기 동안에는 주에 의해 삭감되기가 쉽다.

3) 민간 기금원

서비스 패키지의 일부로서 개별지원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소

수의 실험적인 SHMO(Social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사회

적 건강관리 기관)가 존재한다. 하나의 기관이 일차 · 이차 · 장기(長

期) 서비스를 한꺼번에 운영하게 함에 의하여 달성되는 비용 절약

과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몇몇 주가 ʻ건강관리 자금조달

국ʼ(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에서 기금을 대는 SHMO 

시범사업에 참여해 온 것이다. 그러나 장기 서비스에 적용되는 ʻ관

리 의료 시스템ʼ(managed care system)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직까지

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 통계 자료

LaPlante, Harrington, & Kang(2002)이 추산하기로는, 미국에서 

1,320만 명의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성인이 ADL과 IADL에서 주당 

평균 31.4시간의 개별지원을 받고 있는데, 320만 명의 사람들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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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7.6시간의 유급 지원을 받고 있고 1,170만 명이 평균 30.7시간

의 무급 지원을 받고 있다. 개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별로 참여자를 보면, 2006년에 Medicaid PC-Option은 881,762명, 

Medicaid Waiver는 349,500명, 미국노인법 제3장 프로그램은 112,111

명으로, 전부해서 약 130만 명이었다. 2006년 지원 비용은 Medicaid 

PC-Option이 약 85억 달러, Medicaid Waiver가 약 42억 달러, 미국

노인법 제3장 프로그램이 약 2억 달러로, 전부해서 약 129억 달러이

었다(Ng & Harrington 2009).

마. 공급자 방식

미국의 개별지원서비스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보조인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기관 공급자, 정부 공급자, 개인 공급자의 세 가지 범주

로 분류될 수 있다. 각각의 방식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장 · 단

점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들 방식 중 하나만을 사용

한다.

1) 기관 공급자

기관 공급자는 비영리 혹은 영리 기관을 통하여 보조인이 일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공급자 방식인데, 기관 

공급자를 활용함으로써 주(州)는 공급자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소득

세를 징수하는 법적 책임을 기관에게 위임하며 보조인의 과실에 대

한 잠재적 책임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기관 공급자를 활용하는 프로

그램에 있어 흔히 언급되는 문제는 개별지원서비스의 전달에 있어 

의료 전문가에 의한 비싼, 때로는 참견적인 수준의 관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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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공급자

정부 공급자는 지역정부나 주정부를 위하여 일하는 것인데, 가장 

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전달 방식이다. 몇몇 정부 공급자는 공무원

으로 간주되어 다른 정부 직원들과 같은 임금과 급부를 받는다.

3) 개인 공급자

개인 공급자는 개인 계약자, 수급자의 피고용자, 혹은(세금 징수

의 목적에서) 좁은 의미로 주의 피고용자로서 일하는 보조인이다. 

개인 공급자에 있어서 고용의 실제 조건은 주마다 현저하게 다르다. 

개인 공급자는 낮은 임금을 받으며, 급부가 적거나 없는 경향이 있

다. 개인 공급자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아마도 단위당 낮은 비용 

때문에 종종 더 많은 개별지원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곤 한다.

개인 공급자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세금 징수 과정과 

법정 급부(즉,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실업, 노동자 재해 보상 

등)의 제공은 전체 프로그램의 설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이

다. 이러한 걱정은 몬태나 주의 ʻ개별 보호 서비스ʼ(Personal Care 

Services) 프로그램이 주로 급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목적에서 

개인 공급자로에서 기관 공급자로 전환하게 하였고, 시간제 노동자

로 보조인을 규정하여 실업 보험이나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을 제

공하는 요건을 제한할 목적에서 미시간 주의 ʻ재가 원조ʼ(Home 

Help) 프로그램이 개인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을 제

한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큰 개별지원서비스 프로

그램인 캘리포니아 주의 ʻ재가 보조 서비스ʼ(In-Home Supportive 

Services)는 세금을 징수하면서 개인 공급자를 위하여 노동자 재해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43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

바. 서비스 모델

위 공급자 방식이 개별지원서비스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보조인

을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른 유형이라면, 서비스 모델은 그 보조인을 

누가 고용하느냐에 따른 유형이라 할 것이다.

1) 기관 주도 모델

민간 기관이 보조인을 모집 · 심사 · 면접 · 고용 · 훈련 ·감독하고 요

금을 지불할 책임을 진다. 민간 기관은 행정 구조상 직원에 대한 통

합 · 조정의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은 수의 

시간 동안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종종 이용된다. 그러나 개별지

원서비스를 스스로 관리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람에

게는 기관의 기능이 적절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개별지원서비스 관리 

서비스를 스스로 수행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그 독립심을 제

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기관 주도 모델은 누가 고용되는가, 

하루 일과(日課), 수행되는 서비스의 종류, 또는 서비스가 어떻게 수

행되는가에 대한 선택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Medicaid 환급

률의 약 30~40%가 행정 기능과 영리 목적으로 기관에 의하여 사용

되는데, 이것은 많은 옹호자와 개별지원서비스 전문가가 믿기로는 

너무 높은 비율이다.

2) 소비자 주도 모델

개별지원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소비자 주

도 모델은 공급자 · 보조인의 선택, 서비스 및 관련 지원의 선택, 서

비스 계획과 스케줄, 진행 중인 서비스의 관리 등을 포함하여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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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공의 모든 측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선택과 통제를 장

애인에게 허용한다. 미국에서 장애인과 그 옹호자들은 이 소비자 주

도 개별지원서비스의 사용을 증가시키도록 요구해 왔다. 한편, 주의 

Medicaid 프로그램은 전형적으로 소비자 주도 모델로 바뀔 때 비용

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평균적으로 소비자 주도 개별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은 기금을 행정적 목적을 위해서는 덜 사용하

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추가의 개별지원 시간을 제공

하기 위하여 소비자 주도 프로그램에 종종 재투자된다.

사. 급부 방식

1) 현물 급부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주(州) 프로그램은 현물로 서비스를 제공

한다. 이것은 장애인이 몇 시간의 서비스를 프로그램 하에서 받을 

수 있는가를 그 프로그램이 결정하고 장애인은 단지 그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은 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적

으로 지불하지 않으며, 프로그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지불한다. 이

들 프로그램 중 몇몇은 소비자 관리와 통제를 상당히 허용하도록 

구성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소비자 선택권을 수반하지 않는다.

2) 현금 급부

현물 서비스 모델이 현재 지배적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이들 서비

스가 현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서 소수의 프로그램이 실제로 장애인이 기금을 통제하는 것을 허용

한다. 그런 프로그램 중의 가장 두드러진 것은 ʻ재향군인 사무부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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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ʻ원조와 보조 수당ʼ 프로그램인데, 

개별지원에 대한 요구를 평가한 것에 기초하여 퇴역 장애인에게 현금 

급부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자격 퇴역 군인에게만 적용되며, 

서비스가 현물로 제공되는 일반적 규칙에 대한 예외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납세자에게 대한 책임

이 있는 정책입안자의 관점에서 보면, 현금 급부는 납세자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돈이 쓰일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는다. 또한 

수급자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 현물 급부를 통하여 얻게 되는 서비

스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현금 급부가 보장하는 것은 아

니라는 우려가 있고, 둘째, 적절한 서비스를 얻기 위해 필요한 수준

의 이하에서 현금 급부가 설정되는 정치적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3) 현금 상당물로의 급부

몇몇 정책입안자들의 우려를 더 잘 해소할 수 있는, 엄격한 현금 

접근법에 대한 대안은 ʻ현금 상당물ʼ에 기반을 둔 모델이다. 특정 서

비스의 구입으로 제한된 현금 상당물을 제공하는, 바우처, ʻ보건 저

축 구좌ʼ(Health savings account), 또는 세금 공제에 기반을 둔 시스

템은 많은 정책입안자의 책임성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 상당물 접근이 실행 가능한가의 여부는 그것이 

정책입안자 뿐 아니라 수급자의 중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구

성될 수 있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즉 바우처 등이 장기간 동안 필

요한 서비스를 얻는데 충분하며 과도한 사기 ·남용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다소나마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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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동 교육: 조기 개입 서비스

가. 서비스 자격

주의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는 출생부터 2세(세 번째 생일)까지의 

아동이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장애인교육

법)의 Part C 하에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법에 정해진 

두 가지 범주는 적절한 진단 기구 · 절차에 의하여 판정된 ʻ발달지체ʼ

를 가진 아동과 다운증후군이나 뇌성마비와 같은 ʻ진단된 질환ʼ으로 

발달지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이다. 각 주는 발달지체를 정

의해야 하고,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유아 집단을 식별해 내야 

한다.

Part C는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상당한 발달지체의 위험이 있는 3

세 미만의 아동을 위해 기회를 확대하도록 주에게 권장하고 있다. 

조기 개입을 위해 의뢰되어 온 각 아동의 자격에 대한 주기적인 확

인 또한 Part C의 새로운 규정이다.

Rosenberg, Zhang, & Robinson(2008)에 의하면, BSF-R(Bayley 

Short Form-Research Edition) 지적 척도 상에서 평균에서 1 SD 이상 

아래 점수에 해당하는 9개월 아동의 총 비율은 13.4%이었고 BSF-R 

운동 척도 상에서는 16.0%이었다(<표 3-3-2>). 24개월에서는 아동의 

14.3%와 14.7%가 각각 지적 척도와 운동 척도 상에서 평균에서 1 

SD 이상 아래 점수에 해당하였다. 또한 출생 시 체중 1,500g 미만, 

혹은 두 가지 점수가 평균에서 1.0 SD 이상 아래, 혹은 한 가지 점

수가 평균에서 1.5 SD 이상 아래라는 기준에 근거할 때, 아동의 

12.0%와 13.8%가 각각 9개월과 24개월에서 발달지체를 가진 것으

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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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BSF-R 발달 평가와 발달지체 상태

단위: 명, %

변수
9개월 24개월

아동의 추정 수 아동의 % 아동의 추정 수 아동의 %

지적 척도

  지체 아님

  평균에서 1SD 이상 아래

운동 척도

  지체 아님

  평균에서 1SD 이상 아래

발달 상태

  지체 아님

  지체

3,457,168

534,004

3,346,973

638,840

3,515,624

481,545

86.6

13.4

84.0

16.0

88.0

12.0

3,389,926

568,436

3,349,336

580,585

3,419,010

546,671

85.6

14.3

85.2

14.7

86.2

13.8

자료: Rosenberg et al., 2008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나.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가족훈련 · 상담 · 가정방문, 특별 지도, 

언어치료 · 청력학 서비스, 작업치료, 물리치료, 심리 서비스,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서비스 수준으로의 이행을 포함한 서비스 조정 

서비스, 진단 평가 목적만을 위한 의료 서비스, 조기 발견 · 심사 · 사

정 서비스, 영아나 유아가 다른 조기 개입 서비스로부터 도움을 받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 서비스, 사회사업 서비스, 시력 

서비스, 보조공학 기기 · 서비스, 영아나 유아 및 그 가족이 상기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 기관 및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어떤 서비스는 ʻ개별화된 가족서비스계획ʼ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주의 조기 개입 시스템의 최소한은 발달지체에 대한 주의 정의, 

사정, 각 가족을 위한 IFSP, 서비스 · 사정을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 

등, 전술한 조기 개입 요소를 포함한다. 주는 또한 다음을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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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Palmer 2004).

▪ 종합적이고 시기적절한 아동 발견 · 의뢰 체계

▪ 모든 의뢰원(依賴源), 특히 의사와 병원에 대한 정보 및 그들

의 참여의 기록 문서를 포함한, 대중의 인식 제고 프로그램

▪ 서비스 · 재원에 대한 중앙 부서의 지침서, 주 내 연구 프로젝

트 목록

▪ 훈련 인력, 특히 준전문가, 시골 · 도시 지역 공급자, 1차 의뢰

원을 위한 체계

▪ 프로그램의 관리 ·감독 · 모니터링

▪ 지역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계약 절차

▪ 환급 체계

▪ 인력 기준

▪ 주 전체에 걸쳐 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자

료 수집 절차

<표 3-3-3> 24개월 아동의 특성별 서비스 수령 여부

단위: 명, %

변수

서비스 수령 여부

예 아니오

아동의 추정 수 아동의 % 아동의 추정 수 아동의 %

발달 상태

  지체 아님

  지체

보험

  보험 가입

  보험 미가입

54,986

 55,004

 108,740

 1,249

 1.6

10.1

 2.9

 0.7

3,362,913

491,588

3,669,455

183,242

98.4

89.9

97.1

99.3

자료: Rosenberg et al., 2008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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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berg et al.(2008)에 따르면, 아동의 2.8%가 조기 개입 서비

스를 받았다. 24개월에 발달지체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아동 중에는 

10.1%만이 서비스를 받았다(<표 3-3-3>).

2010년에 IDEA의 Part C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아동의 수는 

342,821명이었고, 2011 회계연도에 4.4억 달러가 책정되었다(National 

Early Childhoo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2012).

다. 절차적 안전장치

각 주의 주관 기관은 조기 개입에 관련된 아동 · 부모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적 안전장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은 요구되는 

사항의 간략한 리스트이다(Palmer 2004).

▪ 부모, 지역 기관, 주(州) 사무소, 또는 법원 시스템이 제기한 

불만사항의 적시 해결

▪ 개인식별정보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함. 기관이나 기타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서면 허가를 

얻어야 함.

▪ 부모는 제공되는 다른 개입 서비스가 저해됨 없이 주 법률에 

따라 모든 서비스나 그 어떤 부분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 부모는 IFSP의 사정, 심사, 자격 판정, 실행에 관련된 기록을 

검토할 수 있음.

▪ 서비스의 변화, 아동에게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의 평가, 배

치, 또는 제공 등과 같이 개입과 관련된 어떤 활동에 있어서 

사전에 서면 통지가 부모와 후견인에게 주어져야 함. 통지는 

가능하다면 부모의 모국어로 주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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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불만사항을 제기하였을 때는 서비스가 계속되는 동안 

중재를 통한 신속 · 공평한 분쟁 해결이 보장됨

라. 연방 · 주 정부의 의무

주지사는 조기 개입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주 교육 기관이든 기타 

별개의 기관이든, 각 주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의 기관조정협의회는 조기 개입 서비스를 위한 주관 기관으

로부터 독립적인 의장으로 지명된다. 또한 연방 기관간협의회가 지

명되는데, 이는 연방 · 주 · 지역 기관 전체에 걸쳐서 프로그램과 서

비스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연방 기관에서 조기 개입 프로그램과 유

치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보장하며 기술 원조에 

대비하고 연방의 기관간 조정에 대한 장벽 뿐 아니라 연방 기관 프

로그램 · 서비스에서의 빈틈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마. 서비스의 지불

Part C 조기 개입 서비스는 모든 가족에게 부담 없는 가격이어야 

한다. 몇몇 주는 부모의 지불 능력에 근거하여 차등요금을 부과하기

도 한다. 그러나 설사 Part C 기금이 운영비의 일부만을 충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주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는 없다. Medicaid 기금뿐만 아니라 부모의 허락을 얻어 제3자 손해 

배상 보험이 서비스 제공 수준에서의 추가 자금으로 사용된다. 

Rosenberg et al.(2008)에 의하면, 건강 보험이 있는 아동(2.9%)이 없

는 아동(0.7%)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비율로 서비스를 받았다(<표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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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서비스

가. 연방 중계서비스

연방 중계서비스는 농인이거나 난청인이거나 언어장애인이 연방 

정부와 그리고 연방 정부 내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

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Sprint사가 연방 중계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서비스 공급자이다. 연방 중계서비스 계약은 다음 

여섯 가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2012).

▪ TTY(teletypewriter)/ASCII(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농인이나 난청인은 대화를 타이핑하기 위하여 

TTY나 PC를 사용한다. 이어 중계사가 타이핑된 대화를 건청인

에게 말로 나타내고, 그런 다음 TTY 사용자에 대해 건청인이 

말로 한 대답을 타이핑한다. 서비스는 1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 음성 대 음성(Speech to Speech)：언어장애인이나 음성 합성

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화자에게 직접 말한다. 특별히 훈

련된 중계사가 언어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대화를 듣고 필요하

다면 그 대화를 한 번 더 말함으로써 사용자의 목소리 역할을 

한다. 서비스는 1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 자막 전화기(captioned telephone)：농인이나 난청인이 자막 전

화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건다. 자막 전화기는 

자동적으로 자막 중계서비스 센터에 연결되며, 여기에서는 특

별히 훈련된 중계사가 통화자의 대답을 문자(자막)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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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은 자막 전화기의 디스플레이에 나타난다. 서비스는 1주

일 내내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 IP 중계(IP relay)：이것은 TTY/ASCII 서비스의 웹 기반 형태

이다. 서비스는 1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 중계 회의 자막(Relay Conferencing Captioning)：농인이나 난

청인이 원격회의 통화에 참여할 수 있다. 실시간 문자가 사용

자의 인터넷 접속 컴퓨터에 스트림 처리된다. 서비스는 24시

간 전 예약과 함께, 지방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 비디오 중계서비스(Video Relay Service)：농인이 비디오카메

라를 사용하여 화상 통역사에게 수화를 한다. 화상 통역사는 

그 대화를 일반 전화기 상에서 건청인에게 말로 나타내고, 그

런 다음 화상 통역사는 컴퓨터나 텔레비전 화면상에서 농인에

게 다시 수화를 한다.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05 회계연도에 계약상 총 사용량은 7.2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양이었다(Wardius n.d.).

나. 보조 교통수단 서비스

ADA는 고정노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기관이 장애 때문

에 고정노선 버스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ʻ보조 

교통수단 서비스ʼ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Easter Seals Project 

Action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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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의 특징

일반적으로 ADA 보조 교통수단 서비스는 버스 노선이나 철도역

의 3/4 마일 이내에서, 동일한 시간 · 요일에, 정기 고정노선 요금의 

두 배 이내로 제공되어야 한다. 교통 기관은 기점 · 목적지가 이처럼 

노선/역의 3/4 마일 이내인 이동을 위하여 보조 교통수단을 제공하

도록 요구되긴 하지만, 서비스 지역 밖에 있는 유자격 고객이 스스

로 서비스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전히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서비스 자격

ADA 규칙은 보조 교통수단 자격의 세 가지 범주 ― 버스나 열차

가 접근 가능하다 하더라도 장애 때문에 버스나 열차 여행을 할 수 

없는 사람, 접근 가능한 버스나 열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장애와 관

련된 특정 요구조건이 있는 사람 ― 를 규정하고 있다. 세 범주 모

두는 어떤 여행에서는 고정노선 교통 기관을 탈 수 있지만 다른 여

행에서는 탈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며, 자격은 어떤 여행을 위하

여 고정노선을 탈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에 근거하여 조건부일 수 

있다.

ADA 보조 교통수단의 자격 결정 절차는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교

통 시스템에 의하여 개발된다. 몇몇 교통 시스템은 좀 더 엄격한 절

차를 가지고 있고, 기능적으로 고정노선 서비스를 탈 수 없는 사람

으로만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다른 교통 시스템은 덜 제한적인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음에 기술된, 다른 종류의 수요 

대응 서비스의 자격을 판정하기 위하여 ADA 보조 교통수단 신청 

절차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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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종류의 수요 대응 서비스와의 관계

지역사회는 고정노선 서비스와 ADA 보조 교통수단 서비스에 더

하여 또는 그들 서비스 대신에 다른 종류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한 서비스는 일반 대중에 기초(예를 들어, 장애인, 

노인, 일반 대중 모두에게 개방)해서 제공되거나 특정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이 서비스의 특징

은 지역사회마다 상당히 다르다. 때때로 이들 서비스는 ADA 보조 

교통수단과 합동으로 제공된다. 고객은 어떤 여행을 위하여 ADA 

보조 교통수단을 이용할 자격이 있지만, 다른 여행을 위해서는 다른 

수요 대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예

를 들어, ADA 보조 교통수단은 고정노선 서비스의 3/4 마일 내에서

만 운영되는 데 반하여, 다른 서비스는 카운티 전역에서 이용 가능

할 수도 있다.

4) 비용과 재정 지원

2009년 동안에 보조 교통수단의 운영비용은 49.7억 달러이었고,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 장비를 준비하기 위한 보조 교

통수단 자본비용은 7.6억 달러이었다. 이에 반해, 교통 서비스에 대

한 연방의 운영비용 지원은 2009년 동안에 30.9억 달러이었고, 연방의 

자본비용 지원은 71.0억 달러이었다(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Associa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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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1. 고령자 복지서비스

본 장에서는 미국의 고령자 복지서비스로, 가정 · 지역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 영양 서비스,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하여 소개

하였다. 이들 서비스는 미국 노인들이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가정

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광범위한 서비스들이다.

한국에서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급여신청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

할 수 있으나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요양서

비스 필요) 판정 노인으로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60세 이상 개인이 대상 수급자인 미국의 가정 · 지역사

회 기반 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한국의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은 국

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노인 중심으로만 한

정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에 있어서도 가사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문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

서 접근 서비스, 가정 내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미

국에 비해 단편적 · 일률적인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어, 노인들의 요

구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은 노인돌봄서비스의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내용도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영양 서비스와 관련해서 한국은 ʻ결식노인 무료 급식 지원ʼ 정책

을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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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노인 급

식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미국과 같은 최소한의 질 기준을 개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양의 질 등을 위한 표준 지침의 마련이 시급

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아동, 장애인 등을 돌

보는 주된 책임을 맡은 가족 수발자가 경험하는 긴장이나 부담은 

매우 크며, 이를 잘 극복하지 못하여 돌봄 수혜자와 수발자 양편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가족 수발자 지원 국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의 노인복지법 서

비스는 수발자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가정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가족 수발자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가 시급하다 하겠다.

2. 장애인 복지서비스

본 장에서는 미국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로, 장애인이 거주시설 대

신에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직장에 고용될 수 있

도록 돕는 개별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IDEA 하에서 제공되는 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농인이거나 난청인이거나 언어장애

인이 동등한 의사소통 접근성을 갖도록 하는 연방 중계서비스, 

ADA 하에서 요구되는 보조 교통수단 서비스 등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한국에서는 2007년 5월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본격적으

로 시행되어 왔으나, 기관 공급자 방식과 기관 주도 모델로 제공되

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장애인이 보조인을 고용 · 해고 ·

훈련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개인 공급자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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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또한 소비자 주도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기관 주도 프

로그램의 집단과 비교하여 역량강화와 만족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다양한 요구와 능력을 가진 장애인에

게 소비자 주도 개별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는 한편, 자

립과 소비자 통제를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이 그의 개별지원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이 큰, 개인 공급자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근로지원인 제도도 잘 정착시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확대 · 유지되는 계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기 개입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우, 2007년에 ʻ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ʼ의 제정으로 0~2세의 발달지체 신생아 · 영아

를 위한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앞서 조기 개입 서비스 체계를 수립 ·실행

해 온 미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조기 개입 서비

스는 유자격 영 · 유아와 그 가족의 독특한 욕구에 부응하도록 맞추

어져야 하고,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는 가족의 능력과 아동의 발달 

둘 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족과 협력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 더

불어 서비스는 전문적 실천 기준에 따라 유자격 직원에 의한 공개

적인 감독 하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비장애 아동이 참여하는 자

연스러운 환경 및 가정에서 제공되되, 서비스가 자연스러운 환경에

서 제공될 수 없다면 이러한 제약 조건이 설명되어야 한다.

미국의 연방 중계서비스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2005년 11월부

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전국의 청각 ·언

어장애인을 대상으로 문자 중계서비스, 영상 중계서비스, 언어장애

인용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가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 일부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며, 농인이나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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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다자간 화상회의에 기능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미국의 ʻ중계 회의 자막ʼ과 같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각 ·언어 장애인의 중계서비스 이용 확대와 더불어 서비

스 형태의 확대가 필요하다.

보조 교통수단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2003년부터 국내에서도 ʻ특

별교통수단ʼ이 ʻ장애인 콜택시ʼ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보다 20여 년이 앞선 미국에서는 차량이 택시와 미니버

스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다른 종류의 수요 대응 서비스의 

경우에 이용 대상자도 장애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노인과 임산부도 

탑승할 수 있다. 이에 한국도 특별교통수단보다 좀 더 다양하고 유

연한 대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전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44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

참고문헌
✎✎✎

Administration on Aging. (2012a). Supportive services and senior centers 

program. Retrieved February 22, 2012, from http://www.aoa.gov/ 

AoARoot/AoA_Programs/HCLTC/supportive_services/index.aspx

Administration on Aging. (2012b). Nutrition services(OAA Title ⅢC). 

Retrieved February 22, 2012, from http://www.aoa.gov/AoARoot/ 

AoA_Programs/HCLTC/Nutrition_Services/index.aspx

Administration on Aging. (2012c).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OAA Title ⅢE). Retrieved February 23, 2012, from 

http://www.aoa.gov/AoARoot/AoA_Programs/HCLTC/Caregiver/ind

ex.aspx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6). PAS information for psycholo- 

gists. Retrieved April 2, 2006, from http://www.apa.org/pi/disability/ 

pas.html

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Association. (2011). 2011 Public transpor- 

tation fact book. Washington, DC: Author.

Easter Seals Project Action. (n.d.). What is ADA complementary paratransit? 

Retrieved February 22, 2012, from http://projectaction.easterseals. 

com/site/PageServer?pagename=ESPA_faq_what_is_ADA_paratransit

Job Accommodation Network. (2010). Accommodation and compliance 

series: Personal assistance services(WPAS) in the workplace. 

Morgantown, WV: Author.

LaPlante, M. P., Harrington, C., & Kang, T. (2002). Estimating paid and 

unpaid hours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provided to adults living at home. HSR: Health Services 



449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Research, 37(2), 397-415.

National Early Childhoo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2012). Annual 

appropriations and number of children served under Part C of IDEA. 

Retrieved May 5, 2012, from http://www.nectac.org/partc/partcdata. 

asp

Ng, T., & Harrington, C. (2009, November). Personal c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National trends in programs and polici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Philadelphia, PA.

Palmer, S. (2004). Early intervention services for children birth through age 

2 enacted by P. L. 105-17(IDEA 97). Silver Spring, MD: The Arc.

Rosenberg, S. A., Zhang, D., & Robinson, C. C. (2008). Prevalence of 

developmental delays and participation in early intervention services 

for young children. Pediatrics, 121(6), e1503-e1509.

U.S. Department of Labor,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n.d.). 

Disability.gov. Retrieved January 29, 2012, available from https:// 

www.disability.gov/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2012). Federal Relay Service (Fed 

Relay). Retrieved February 21, 2012, from http://www.gsa.gov/ 

portal/content/104626

Wardius, S. (n.d.). Federal Relay Service(FRS) surcharge change for 

remainder of FY 06. Retrieved May 5, 2012, from https://morris. 

ftsbilling.gsa.gov/documents/federalrelayservice.doc



450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

제4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1절❘ 아동복지서비스

1. 아동복지서비스 발달과정

미국의 아동복지서비스 관련 법률은 광대한 청사진 하에서 체계

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마다 그 시기의 요구와 사회

적 상황에 따라서 논의되고 제정되었다. 미국은 1900년대에 들어오

면서 시설보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아동 중심의 국가개입주의

에서 현재는 가족 중심의 가족보호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런 

경향에 맞추어 법들이 제 · 개정되어 왔다. 또한 미국은 여러 법률에

서 정부가 국민의 개인 생활(privacy)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

칙과 각 주 정부의 자율권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아울

러 미국은 아동복지서비스에서 사적 부문이 주요 기능을 하며, 공적 

부문은 재원 및 정책에 대한 감독만을 담당함으로써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아동복지서비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오랫동안 제도적 구성이나 문제 

접근에 있어서 예방적 노력보다는 문제 발생 후 사후 개입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문제 중심적 접근틀을 가지고 있었고 보완적 ·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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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둘째, 미국의 아동복지서비스는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진 요보호아동 유형에 따라 범주화된 서비스 체계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각 분야의 범주화된 서비스는 전문화의 과정을 밟

아간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사업 운영

을 관리적인 행정체제로 일원화시켜 사례관리의 틀 안에 묶어 통합

적으로 행정체제화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의 프로그램과 여러 기관

이 연계 체계 속에 놓이게 되었다.

셋째, 미국은 추상적인 이념에서 구체적인 지침에 이르기까지 여

러 가지 층위에서 지역 간에 매우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미

국 정부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하에 입법 ·행정 · 사법

의 삼권분리 체제가 적용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매우 일반적인 최소한의 기준과 광범위한 프로그램 범주만을 

정하고, 프로그램 시행의 세부적 사항은 각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주별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프

로그램 형태나 내용이 상이한 특징을 갖는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

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 분야도 다면적 개입형태(예방, 치료, 재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 관련 법안의 시행에 있어서 예산 편

성, 집행, 관리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위 체제의 관여와 협조

가 불가피하고 한계성 구분이 모호하며 지역단위에 따라 자원 지원 

및 시행상의 양적 · 질적 편차가 존재한다(오정수 외 2007).

2. 아동복지서비스 법률체계

미국의 경우 이민이 급증함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늘어나 양육시설이나 고아원의 수가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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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빈민가나 구빈원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뉴욕 주는 1875년 

아동이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

떠한 이유에서든 3세에서 16세까지는 구빈원에 감금하는 것을 금지

하는 아동법(The Children's Act 1875)을 제정하였다. 또한 비정기적

으로 이루어지던 모자가족에 대한 원조를 구체화하기 이한 1915년

의 아동복지법(The Child Welfare Act 1915)은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미망인이 된 어머니에 대한 가정 내 보호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

한 법들의 제정은 주로 아동 중심이었으나 최근에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아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아동을 가족 내에서 보존하도

록 지역사호와 국가가 보조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미국은 사회적 관심이 국가의 정책적 지지로 이어질 때 법을 제정하

고 실행하는 국가이다. 성인의 세기에서 아동의 세기로 변화된 가장 

큰 계기는 1909년 제1차 백악관회의이다. 이 회의는 아동에 대한 국가

적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공식화하였으며, 1912년 아동국의 설립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아동노동, 학대, 착취와 관련된 조사를 보고하였

다. 위와 같은 움직임이 계속되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체계적인 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1974), 청소년비행방지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Act 1974), 특수교육법(The Education of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1975), 아동이 가능한 한 가정 내에서 통합적 

보호를 받고 영구적 배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양부조 및 아동

복지법(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1980) 등이 제정

되었으며, 1988년에는 저소득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접근

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방정부나 주정부가 개입을 하도록 하는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 1990) 등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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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동복지서비스의 철학은 아동입양과 가족보존법(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1997)에 따른 ʻ아동을 위한 영구적

인 계획(permanency plan)ʼ이며, 최근에는 ʻ가족보존ʼ의 경향이 강하

여 아동 개인보다 가족을 개입대상으로 보고 있다. 가족 안에서 각 

구성원들의 욕구를 고려하고 있으며, 가정이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사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에서 지원하고 있

다. 불가피하게 부모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아동은 가능하면 친인척

이 위탁부모가 되어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위탁된 아동은 18개

월에서 22개월 정도 보호된 후 원가정으로 복귀되거나 영구가정으

로 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면 주정부가 

법적인 후견인이 되며, 아동은 정부로부터 인간된 곳에서 보호받게 

되고, 법원은 아동학대로 인해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의 사례를 6

개월마다 검토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가족해체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지만, 아동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가족을 중심으로 한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미국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급여(아동수당)

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다. 또한 아동복

지서비스의 경우 법의 제정이나 국가적 서비스의 개발이 정부가 주

도하기보다는 자발적인 민간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서비스를 공급하

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3. 분야별 아동복지서비스

가. 소득보장

미국에서 피부양아동이 있는 빈곤여성가구주에 대한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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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내 요구호아동 가족부조(AFDC)로 구분되어 있다. 이 프로

그램은 1910년대의 모성 연금제도(Mother's Pension)에 뿌리를 둔 것

으로 대공황기였던 1935년 ADC(Aid to Dependent Children) 프로그램

으로 정착되면서 그 후 계속 확대되어 ADC-UP(Unemployed Parent), 

AFDC, AFDC-UP 프로그램으로 변해왔다. 처음 이 프로그램은 여성

가구주에게 대상이 한정되었으나, 점차 피부양아동이 있는 빈곤한 양

부모가족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대상은 언제나 

피부양아동이 있는 빈곤여성가구주들이었다.

1967년 WIN(Work Incentive Now) 프로그램에서는 합당한 이유 

없이 직업훈련의 참가를 거부하는 AFDC 수혜자(부모와 16세 이상

의 자녀)들을 AFDC 수혜자 명부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

정부에 부여하였다. 더 나아가 1971년 WIN II 프로그램에서는 

AFDC 수혜자 중에서 6세 이사의 자녀를 가진 여성을 제외한 모든 

수혜자는 노동 혹은 훈련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했으며, 미등록 수혜

자가 많은 주정부는 연방기금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1988년 가족지

원법(Family Support Act)에서는 3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을 제외

한 모든 AFDC-UP 프로그램 수혜자는 WIN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했다. 1990년 10월부터는 WIN 프로그램이 직업기회 및 기초기술

(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JOBS) 훈련 프로그램으로 대체

되었다. 

아울러 이혼의 급증 등으로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가 둔화되어 연

방정부와 주정부가 대신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모의 

부양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4년 아동지원강화개정법(Child 

Support Enforcement Amendments)을 신설하였다. 또한 1980년대 이

후 연방정부의 대폭적인 사회복지 예산의 삭감은 아동, 청소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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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극빈 아동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

고 있다.

AFDC는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도입되어 부양 아동이 있는 

여성 한부모가족들을 기본적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나 주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출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1996

년 개인 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solidation Act: PRWORA)의 통과로 인해 기존의 

AFDC, 긴급구조(emergency assistance) 및 JOBS의 세 가지 개별 프로

그램이 ʻ요보호가정 일시부조를 위한 정액보조금(Block Grants for 

TANF)ʼ이라는 통합적 부조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나. 아동학대

미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법은 1962년 처음 입법되었으며, 이 법

은 전문가나 특정인이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

으며, 위반 시 민 · 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 특히 1974년 

제정된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예방을 위한 연방정

부의 재정을 의무적 아동학대 신고법(Mandatory Child Abuse 

Reporting Law)과 연계하여 이러한 의무적 아동학대 신고법을 제정

한 주에만 예산을 분배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인센티브 정

책을 사용한 결과, 1974년 이후 미국의 모든 주는 의무적 아동학대 

신고법을 제정 ·실시하게 되어 미국의 아동보호체계가 확립되었다.

1974년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에 따라 DHHS 내에 국립 

아동학대 및 방임센터(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NCCAN)가 설치되었다. 이는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 조사 및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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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다. 전국에 발생되는 아동학

대 및 방임에 관한 보고를 종합하고 통계처리를 포함한 관련 자료

를 배부 · 보관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개

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에 근거하여 NCCAN은 폐지되고, 

DHHS의 ACF 소속 아동청소년가족실(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YF)의 아동국(Children's Bureau) 내에 아동

학대 및 방임과(Office of Children Abuse and Neglect)가 신설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아동학대를 위한 아동보호체계는 신고, 조사, 개입, 종결

의 네 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신고는 일반인이나 신고의무자가 24

시간 개방되어 있는 핫라인이나 사무실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함으로써 개입이 시작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응급의 경우에는 24-48

시간 이내, 응급이 아닌 경우에는 4-10일 사이에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담당자는 주로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 CPS) 

워커(caseworker)이다. CPS 워커는 일단 신고자를 면담하고 신고된 

가족의 기록을 살펴보는 등 사전정보를 수집한 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과 부모를 각각 면접한다. 신고내용이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판

정되면 개입이 시작되는데, 개입은 첫째 지속적인 아동보호서비스

(child protective service), 둘째 집중적인 가족보존서비스(family 

preservation service), 셋째 배치(placement) 중에서 결정된다.

다. 입양

미국은 초기의 폐쇄적인 입양실무에서 벗어나 현재의 개방적인 

입양실무로 변화하였다. 1970년대 초까지 미국의 입양아나 생물학

적 부모, 특히 생모인 미혼모들의 진정한 권익은 고려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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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가 수행되었다. 즉 입양아동의 빠른 적응을 위해 입양아의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절연하는 것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 최선이

라는 주장이 미국 입양실무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다. 입양이 종결

되면 입양부모의 성을 따르는 새로운 입양아의 출생증명서가 발부

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여되며,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는 법원에 

밀봉되어 보관되었고, 특별히 요청된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입양아동

에게 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성인이 된 입양아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조직적인 단체

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생물학적 근원과 혈통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

는 것을 제한하던 입양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1989년에는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입양법이 바뀌었

다. 또한 현재 아동을 포기하는 생모들은 입양기관이 선정한 입양부

모들 중에서 자신의 자녀가 입양될 가정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생모로 하여금 자녀의 인생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

할을 하였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준다. 현재 미국 입양부모는 완전 

공개입양을 통해 입양아의 친생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심지어 그

들의 방문과 만남을 허락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입양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가받은 입양기관

에 의한 가정조사가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 즉 가정조사를 통해 적

합한 입양가정으로서 승인되지 않고는 입양신청이 불가능하다. 따

라서 미국에서의 입양부모들은 개인적으로 아동을 발견하여 입양을 

원하는 경우나 생모와의 접촉을 통해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입양가

정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줄 수 있는 공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법원을 거치지 않으며 입양아동에 대한 출생증명서가 발

부되지 않으며, 이러한 입양법에 의해 미국은 불법적인 개인입양을 



45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입양사후관리 규정은 입양된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입양 아동의 복지에 관한 보고서를 입양 전문 사회복지사가 

입양부모 거주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입양이 종결될 수 있

다. 즉 공식적인 입양종결과 동시에 입양부모의 성을 따른 새로운 

출생증명서가 법원에 의해 발급된다. 사후관리의 과정이 법원에 의

한 입양절차에 포함되어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

서는 영구적 배치(permanent placement)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입양을 적극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아동이나 연장아동,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 등 입양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아동들의 입양

을 위해 특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라. 가정위탁

미국에서 가정위탁은 19세기 초 대규모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

동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1909년 제1회 아동을 위한 

백악관 회의는 아동에 대한 가정생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이유 외에는 가정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는 가정위탁 프로그램이 전국

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가정위탁과 관련된 사회보장법으로서 Title IV-E와 Title IV-B에서

는 AFDC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에게 위탁양육을 제공하는 경우

에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과 가정이 재결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Title IV-E는 첫째 AFDC를 받을 수 있는 아동

의 위탁양육비를 주정부에 지원하며, 둘째 AFDC나 보충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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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연금(SSI)을 받을 수 있는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특별한 문제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셋

째 행정적인 경비의 일부도 보조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가정위

탁사업을 위하여 지급한 예산에 맞추어 주정부에 매칭예사(matching 

fund)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Title IV-B는 부모가 없는 농촌지역 

아동, 학대받는 아동,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는 아동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아동이 가정에서 일탈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아동을 가

정으로 복귀시키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

나 실제로 Title IV-B의 예산의 대부분은 아동을 가정위탁이나 시설

에 보호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아동이 위탁보호체계에 있는 동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과 의료

보호의 혜택을 받지만, 이들이 독립으로 전환하는 순간부터 연방정

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기고 의료보호의 혜택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9년 위탁보호독립

지원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을 신설하여 위탁보호체계를 

떠나더라도 건강보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21세까지

는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탁보호체계를 

떠나는 아동에게 더 나은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거주지를 확보하는 것을 도와주고 상담 및 다른 서비스 등의 

제공도 함께 명시하였다.

미국의 위탁가정 종류는 친인척위탁과 일반위탁으로 나누어져 있

다. 친인척위탁은 친척 등의 연고자에게 아동을 위탁하는 것으로 전

체 위탁아동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가정위탁의 종류에는 

가정위탁(foster home care), 긴급가정위탁(emergency foster home), 

집단가정위탁(family group care), 특수가정위탁(specialized f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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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care), 치료적 가정위탁(therapeutic foster home care) 등이 있

다. 이 중 긴급가정위탁은 24시간 이상 아동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0-60일 정도의 단기간이다. 특수가정위탁이나 치료적 

가정위탁은 비행청소년이나 심한 정서장애 또는 행동장애가 있는 

아동을 치료하는 가정위탁, 에이즈에 걸린 아동 또는 장기보호가 필

요한 아동을 위탁받는 가정위탁, 친부모와 아동을 모두 위탁하여 보

호하는 가정위탁 등으로 나누어지며 위탁가정 부모들의 치료적 개

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탁아동을 위한 서비스로는 보충적 사회보장연금(SSI)이나 

AFDC에 의한 양육비, 병원비 지급 그리고 위탁가정의 형태나 아동

의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된다. 그 외에 아동

과의 갈등이나 아동의 행동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상담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위탁가정에 보육서비스, 가사봉사

원 파견 등을 통해 위탁가정 부모가 일시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서

비스(respite care)도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위탁가정 부

모를 사회복지사와 함께 아동복지를 위해 일하는 파트너로 일정하

여 위탁부모에게 아동발달이나 아동치료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

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마. 시설보호

미국에서는 정원이 25명 이상인 공립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연방보

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등 시설의 소규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환시설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 일반 수용시설은 감소

하는 대신 특수한 욕구를 지닌 아동의 치료에 초점을 두어 정서장

애아 시설, 청소년교호시설 등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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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집단 또는 시설형태의 아동보호(group and institutional 

child care)는 아동이 자신의 신체적 · 정신적 ·행동적 문제 등으로 인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구적 가정을 발견할 때까지 가정에서 개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탁가정에 임시적으로 아동의 양육보호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아동들 중에서 단지 지체부자유 등의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지체 등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 정서적

으로 심한 상처를 받은 정서적 장애가 있는 아동, 혹은 재활훈련이 

필요한 비행청소년들만이 집단으로 시설에 거주하면서 계획적인 치

료와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부분이 임시적이며, 

치료나 훈련이 끝나면 가정에서 개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시에 위탁가정을 물색하는 과정 중 짧은 기간 동안

에 아동의 보호를 의뢰하는 일시적인 보호시설은 있으나, 아동에게 

치료가 요구되는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집단시설보호에 거주시키지 

않고 반드시 위탁가정에 아동의 양육보호를 의뢰한다.

바. 일반아동육성

미국 정부는 가정, 학교, 공공장소, 교통사고, 환경오염, 유괴, 식

품, 아동용품 등 아동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요수에 법적인 

규제를 가하여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식품의약청, 교통안전국, 보건 및 

대인서비스부, 법무부와 같은 정부기관 산하에 별도의 아동보호 전

담부서를 설치하여 감독과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1981년 애덤 윌시 유괴살해사건으로 실종아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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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다. 그 결과 1984년 실종아동지원법(Missing 

Children's Assistance Act)을 제정하여 실종아동 전담기구인 국립 실종 

및 착취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를 설립하였다. 아울러 1998년 국제 실종 및 착취아동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ICMEC)가 설

립되어, 아동유괴와 아동 성학대에 대해 전 세계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995년 미국 법무부 

산하 청소년사법 및 비행예방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에서 정부기관들이 TF 팀을 구성하여 

아동의 실종과 가출에 대한 연방기관의 자원과 서비스체계를 총괄하

고 각 기관들의 협력을 증진하였고, 이로서 24시간 내에 미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1999년에는 실종, 착취 및 

가출아동보호법(Missing Exploited and Runaway Children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고, 2003년에는 ʻ어린이 유괴사건과의 전쟁ʼ을 선포하

고 아동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어린이 실종 및 유괴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4.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가. 연방정부와 주정부

미국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기관 조직 체제 내에서 

입법과 제도, 정부 예산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아동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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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서비스는 연방정부의 DHHS의 ACF에서 관장하고 있다. 

AFC에서는 입양, 위탁보호, 아동학대와 방임, 보육과 헤드 스타트, 

소득부조 등 공법이 규정한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서비

스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서비스 내용, 전달 방법과 체계는 

주정부에 맡겨 관장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혼인, 이혼, 양육

권, 가정위탁, 입양, 소년범죄, 정신장애인 치료에 관한 법령은 각 

주에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일괄적 집행이 어렵다. 미

국 연방정부의 아동 및 가족복지 주무행정 체계인 ACF는 전국 50

개 주를 지역적으로 10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마다 지역사무

소를 개설하여 행정적인 관할을 한다. 각 구역의 지역사무소는 해당 

주들이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적 역할을 수행

한다. 아동복지서비스는 지역사무소 내 ACF를 통해 이루어지고, 연

방정부의 예산은 총괄보조금의 형태로 지역사무소를 통해 주정부에 

전달된다. 

ACF는 17개의 부서로 나누어지고, 이 중 ACYF가 아동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ACYF에서 아동, 청소년, 가족에 대한 보조

금 지원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CYF는 

네 개의 국(Bureau)로 나뉘어 아동복지 행정을 주관하고 있다. 네 

개의 국은 헤드 스타트국, 아동국, 가족 및 청소년서비스국, 아동보

육국이다. 

나. 민간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아동복지와 병행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보

다 오랜 역사를 가진 아동복지기관이 전통을 지켜오면서 각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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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개척해 왔다. 종교단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양육시설들을 비

롯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 및 가족사업이 지역사회

마다 개발되고 있다. 병원과 의료시설을 포함한 민간기관에서도 정

부의 보조와 계약체제를 통해 운영예산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있

다. 또한 대도시나 중소도시마다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

단체에 지원하는 공동모금회(United Way)의 지원과 각종 후원 기금

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 많은 민간기관들은 재원 마련을 위한 다

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으며 복합적인 행정 체제로 운영된다. 민간부

문의 재원조달은 종전에는 주로 독지가나 종교단체의 기부금에 의

존했지만, 오늘날에는 보조금이나 위탁사업의 발주 등을 통해 정부

가 주재원이 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의 대상이 

결정되며, 많은 민간기관에서는 정부의 극빈자 아동보호사업 이외

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정의 경제 형편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차

등 부과하기도 한다.

미국의 아동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가정위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주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감독을 받고 있다. 기본적인 프로그

램은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의 Title IV-E, Title IV-B 그리고 인

양보조 및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규제

를 받고 있다. 연방정부는 재정지출 기준을 작성하여 주정부와 민간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한다. 주정부는 연방 입법과 주 입법

에 따라 주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위탁가정이나 민간기관에 대해 재

정적인 지원을 하며, 정부를 필요한 가정위탁서비스에 대하여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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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구매계약을 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서비스 책

임을 달성하고 있다. 

5. 시사점

미국 아동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취약점은 사전 예방 보다 사후 

대처에 치중하고 있는 점이다. 이로 인해 문제 중심적 접근법을 통

하여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기반을 보완 · 지원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과 사업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개발하

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사회적인 비용이 막대하

게 소요되는 후유증으로 인해 겨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아동복지서비스에서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의 발생 자체를 막

는 예방보다는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한 형태로의 전이

를 막는 치료 혹은 재활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가 이

미 일어나 손상이 벌어지고 난 후에 사후 처방으로서의 접근만으로

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없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치료나 재활의 경우는 기하급수적인 비용이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발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접근이 아니다.

예방적 접근은 개인당 투여되는 비용은 낮지만 대상자가 광범위

하므로 총비용 면에서 막대하고 또한 미래에 발생될 효과를 경제적

으로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예방적 접근을 적극적

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 내에서도 초기에는 예방 프로그램의 시

행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예방적 접근이 경제적인 면에서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면서 예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

하기가 용이해졌으며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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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 예방적 접근이 가져 온 장기적 효과와 비용효과성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는 대

다수 사람들이 신체적 문제든 심리사회적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여 문제를 미리 예

방하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의 정책은 사후 대처와 사전예

방의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에서도 1962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되면서, 아동복지의 대상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서 모든 아동

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는 아동복지서비스의 방향이 사후 대처에서 

사전예방으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아동복지서비스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과 가족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의 확대가 반드

시 필요하고, 대체가정으로서 국내입양과 가정위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보육서비스

1. 보육서비스의 개념

보육이란 종전의 탁아 개념에서 출발하였는데, 탁아란 ʻ아동을 위

탁한다ʼ는 의미로 아동이 그의 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

운 경우에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타인이나 기관에서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보육은 아동의 안전한 양육뿐만 아니라 

여성노동력의 낭비 방지, 저소득층의 생계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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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특히 어머니도 반드시 벌어야 하는 저소득층에게 보육은 

생존의 문제이다. 보육에 대한 초기의 개념은 부모의 보호 역할을 

보충 · 보완하는 서비스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보육서

비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낮 동안 아동의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

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보호로 정의

된다.

아울러 보육서비스는 교육적 지도, 건강서비스, 아동과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그들 부모들이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로 도와주는 것이고, 

보육서비스는 부모와 가정의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문제 및 취업모의 자녀보호와 교육문제 등이 

강조되면서 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 가정과 결손 및 해체 가정의 어

머니가 일하러 가는 동안 아동의 정서적 욕구, 교육적 욕구, 건강적 

욕구 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사회복지사, 교사, 의사 등의 전문가

들이 협동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아동의 발달과 교육도 고려하여야 

하고, 부모의 양육 기능 및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지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현재의 보육서비스는 부모와 가정의 필요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점차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 교육을 위한 목적에서 선택되는 경우

도 많기 때문에 아동의 입장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바양으

로 개념이 정의된다. 따라서 보육서비스는 부모와 가정의 복지증진

과 아동 자신의 발달과 복지를 위해 보육전문가가 아동의 발달과 

욕구에 적합한 보호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스위스의 의원이었던 Jean Frede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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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rlin은 1767년 들에서 일하는 어머니들의 아동을 위한 탁아서(day 

nursery)를 열었다. 또한 Robert Owen은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하여 아

동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816년에 아동보육소를 설립한 공로가 

인정되기도 한다. 미국 최초의 보육센터는 1854년 뉴욕의 보육 및 아동

병원의 부설로 설립되었으며, 그 병원의 환자인 취업모는 그들의 아동

을 간호사의 보호에 맡겼다. 미국 최초이 상설 탁아소는 1863년에 설립

되었는데, 이것은 군복을 만들고 병원청소를 맡은 여성들의 아동을 

위한 것이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보육시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존재해 왔었으나 보육서비스의 본격적인 확대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 취업기회가 늘어가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동력이 부족할 때 여성노동력의 동원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

어졌다.

그러나 점차 가정생활의 중요성과 함께 아동기의 경험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보육서비스는 국가적인 관심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육, 건강 등과 연관된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격한 사회변동

으로 핵가족화의 경향,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서 보육서비스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육서비스는 점차 

공공복지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하고 있다.

2. 보육서비스 발달과정

미국은 사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가를 통해서 보

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있으며, 각 주마다 각각의 규정을 따르고 있

다. 미국의 보육서비스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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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시자에 진입하였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면서 많

은 여성이 직업을 갖게 되었고, 보육서비스 시장도 이와 함께 성장

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수요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육서

비스의 공급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보육서비스는 두 

가지 역할을 하였다. 하나는 빈곤아동의 보육을 위한 복지수급 어머

니(welfare mothers)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보살핌과 서

비스의 제공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 · 사회적 발달을 목적으로 한 시

장화된 서비스의 제공이다. 과거에는 이 두 개의 역할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었지만, 현대의 보육서비스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추구하

고 있다.

19세기 중반까지 미국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었다. 그 이유

는 그 당시 미국의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상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는 노동자 계

층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참여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집에 

남겨져 있는 아동을 위한 탁아소가 생겨났다. 미국 최초의 탁아소는 

1838년 Boston에 설치되었으며, 그 후 New York, Detroit 등으로 확

산되었다. 남북전쟁 이후에 이민자가 더 늘어나 탁아소의 수도 늘어

났다. 탁아소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고 육체적 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

였다. 대부분의 탁아소 교사들은 훈련되지 않았으며, 보육서비스 제

공 외에도 빨래, 청소 등의 업무도 병행하였다. 1890년대부터 몇몇 

탁아소들이 유치원교사들을 고용하여 좀 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탁아소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잠

시 주춤했지만 보육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은 1960년대 중반이 되면

서 다시 증가하였다. 보육서비스에 대해 늘어나는 수요는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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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재를 더 실감나게 해 주었으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지적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보육서비스에 개입

하였으며 그 효과는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보육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1960년대부터 시작

되었다. 이러한 보조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첫

째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직접적 보육서비스의 제공, 둘째 저

소득 가정이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금의 

형태, 셋째 중산층이나 고소득 가정에게 제공되는 세금공제이다. 공

보육적 성격을 가진 보육서비스는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상적 조기교육의 성격을 가진 At-risk Child Care Program과 연방

차원의 일괄적 교부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인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로 구성되어 있다(김근세 ·

김주희 2011).

3. 보육서비스 정책

가. 연방정부의 보육정책

1) Exclusion for Employer-Provided Dependent Care Expenses 

(1981)

이 정책의 목표는 고용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보육비용에 대한 

보조이고, 형식은 고용주나 독립적인 보육서비스 보조에 의해서 피

고용주에게 지출된 세금 소득을 배제한 행태로 제공된다. 제공은 연

소득 5,000달러 이상은 배제되고, 자격기준은 특별히 없고 이러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기업에 고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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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pendent Care Tax Credit(1954)

이 정책의 목표는 고용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보육비용에 대한 보

조이고, 형식은 환급되지 않는 행태의 세액공제로 제공된다. 제공은 

연소득 10,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 중 두 명의 아동에 대한 

지출이 4,800달러가 되는 가정에 30%의 세액 공제(소득이 28,000달러 

이상이면 보조금의 비율이 20%로 감소)의 형태로 제공된다. 자격기

준은 양부모(또는 한부모)가 반드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1996)

이 정책의 목적은 최근 복지의 혜택에서 벗어난 가정의 경제적 

보조와 아동복지의 보조이고, 형식은 주(State) 단위로 제공되는 총

액보조금의 형태이지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준수해야 할 조건이 

필요하다. 제공은 슬라이딩 척도를 사용하지만 빈곤선 아래의 가정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어도 4%의 기금은 품질 발전과 고객 교육

에 사용되어야 하고, 보육서비스는 반드시 규제를 따라야 한다. 아

울러 친척에 의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따로 사는 경우에만 가능하

다. 자격기준은 한 가정의 임금이 평균 임금의 85% 수준이고, 아동

이 13세 이하인 가정은 부모가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

4) Title XX Social Services Block Grant(1975)

이 정책의 목표는 저소득 가정의 재정 보조와 아동의 소외 방지

이고, 형식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쓰일 수 있는 총액 보조금을 제공

하는데 대체로 보육서비스에 15% 정도 사용된다. 제공과 관련하여 

보육서비스는 반드시 각 주의 규제조건과 자격수준을 충족해야 하

고, 자격기준은 주(State)가 소득의 적합성 여부를 선택하고 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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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가져야 한다.

5) Head Start(1965)

이 정책의 목표는 저소득 가정의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역량 강화, 기술 습득, 건강 등을 도와주는 것이고, 형식은 건강검진, 

영양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다. 제공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자격기

준은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빈곤선 아래에 위치해야 하고 아울

러 10%는 장애아동을 위해 사용된다.

6)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1968)

이 정책의 목표는 School Lunch Act의 일환으로 저소득 아동의 

건강을 보조하는 것이고, 형식은 보육센터와 어린이집의 식사와 간

식에 대한 현금 보조이다. 제공과 관련하여 보육서비스는 반드시 각 

주(State)의 규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울러 저소득 가정의 아동

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자격기준으로서 보조금의 비율은 소득이 빈

곤선의 130-185% 이내 혹은 185% 이상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7) Title I, Part A,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1965)

이 정책의 목표는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이고, 형식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 수와 학생 단위의 

지출에 대한 주(State) 단위의 교부금 제공이다. 제공과 관련하여 학

교나 지역교육 단체가 취학 전 학교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하고, 가격기준으로서 기금의 목적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 비율이 가

장 높은 곳에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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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금 정책

미국의 보육서비스 보조금 정책은 보육에 대한 보조는 부모로 하

여금 특정한 기관에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다. 즉 보육 공급자로 하여금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몇몇 정책은 보육서비스 수당이 반드시 부모

의 취업과 관련되어야 하지만, 그 외 정책들은 이러한 사항을 요구

하지 않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성격에 따라서 자체의 목표와 구조가 

달라진다. 부모의 취업과 관련된 보조금은 비록 보육을 우선으로 하

는 정책은 아닐지라도 보육서비스의 구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한 아동의 보육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경우도 부모들에

게 일자리의 기회와 동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가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보육서비스의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둘째 

경제적 자족능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셋째 시장의 불완전성을 바

로잡기 위해서, 넷째 평등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이다. 보육서

비스의 부족 문제는 영아, 주말, 야간시간, 양질의 보육 그리고 장애

아들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시장에서의 부족은 공

급자들이 소비자의 지불 용의가 있는 수준의 품질이나 형태의 서비

스를 제공하려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론 실제로 보육

서비스 시장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다. 다만 소비자와 제공자 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

제적 자족능력의 충족과 관련하여, 보육서비스 보조금은 저소득 가

정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많은 보육서비스 보조금 정책은 교육이나 직업과 관련성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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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교육부분이나 구직을 도와줌으로써 한 가

정, 특히 저소득 가정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다. 만

약 보육서비스 시장의 불완전성이 공식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저

해하고 있다면,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취업문제와 분리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은 양질의 보

육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기 위해 서비스의 가격을 보조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특히 Head Start나 Title I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더 나은 

품질의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 규제 정책

규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미국 정부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력

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저 품질의 

서비스를 막기 위해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 그라나 이러한 규제가 

단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영향력이 약하다면 이는 다른 방

법에 비해 상당히 효과가 적을 것이다. 미국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해 왔으며, 각 주별로 다른 양상을 보

이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규제의 강도에 따른 결과를 비교

하여 정책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다. 

미국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보육서비스로부터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위험(발달의 저하, 부상, 질병 등)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

다. 규제는 보육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

을 충족하도록 했으며,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 각 주의 규제들 역시 이와 비슷한데, 대부분 아동과 

교사의 비율, 교사의 자격수준, 건물과 시설의 안전도, 위생 등의 부

분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규제 주체는 연방정부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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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이고, 그 결과 연방정부에게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규제 권한

이 없기 때문에 규제는 주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NAEYC(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가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교실의 크기, 아동과 교사의 비율, 교사의 훈련 등을 포함한 보육시

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을 규제하고 있으며, 나아가 

2006~2020년까지 교사의 교육 또한 일정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계

획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영리시설에 대한 규제는 NCCA(National 

Child Care Association), 가정보육에 대한 규제는 NAFCC(National 

Association for Family Care)가 담당하고 있다.

4.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미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Head Start Program은 아동

의 발달과 교육을 지원하는 연방정책이다. 반빈곤 정책(anti-poverty 

policy)으로서 Head Start Program은 저소득 가정과 아동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발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Office of Head 

Start가 주관한다. 이 프로그램은 1965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주로 

0-5세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보육,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들의 사회적 · 인지적 발달을 도모한다. 주요 서비스 제공

기관은 비영리단체, 지역학교, 지역단체로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며, 유아의 건강과 발달수준을 심사하고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Head Start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다. 둘째, 아동의 양육을 위한 가정을 강화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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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건강, 영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

역 서비스를 연계한다. 다섯째, 의사결정에 부모를 참여시켜 프로그

램의 관리를 보장한다. 최근에는 아동에게 취학을 위한 능력(영어 

말하기, 단어, 수학 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ead Start 

Program은 기존에는 종사자에 대한 학문적인 자격 요건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성과를 강화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 1971년 CDA(Child Development Associate)라는 국가 

자격을 마련하여 이를 강화하고 있다. CDA는 유아기관 종사자 자

격 부여에 대한 인가의 내용을 담고 있다. Head Start Program은 

1998년의 재인가를 통해서 재정은 2배가 증가하였으며,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Head Start Program은 8주로 계획되었으며, 대상 가정 아

동들의 지적발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특히 수혜자인 아동들은 인지

발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2010년 Office of Head Start에

서 실시한 영향 조사(impact study)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속한 

아동들은 인지와 사회적 감성, 건강 그리고 육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ead Start Program은 현재까지 실행

되고 있으며, 1994년에는 Early Head Start Program이 추가되어 영유

아를 대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기존의 다른 보육 프로그램이 

부모 특히 모의 취업과 관련된 지원의 목적을 가졌다면, Head Start 

Program은 오직 아동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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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김근세 · 김주희(2011)는 한국과 미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와 

품질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보육서비스는 국공립시설이 영리시설과 비교해 규

모면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국공립시설과 비

영리시설 그리고 영리시설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한 보육교사의 학력과 관련하여 한국의 국공립시설은 다른 유형의 

시설보다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국공립시

설, 비영리시설, 영리시설이라는 구분보다는, 시설이 보육센터인지 

가정내 보육시설인지에 따라서 성격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육센터시설이 규모와 보육교사의 학력에 있어서 보다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한국의 국공립시설과 비영리시설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영리시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종사자의 행태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국공립시

설이나 비영리시설보다도 영리시설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의 경우도 한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시설과 가정내 보

육시설 종사자가 국공립시설, 비영리시설과 보육센터 종사자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서비스 결과인 서비스 만족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우 

국공립시설과 비영리시설이 영리시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의 경우는 이들 시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Head Start Program

은 아동의 발달과 교육을 지원하는 연방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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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출발한 We Start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참여정부에서

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는 공보육을 목표로 보육료 지원과 보육대상 아동의 확대를 추구하

고 있다. 이와 같은 공보육과 함께 미국의 Head Start Program을 참

고하여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아동의 

보육서비스의 중심축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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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

❘제1절❘ 미국의 주택·주거 현황

1. 개 요 

미국의 주택 · 주거서비스는 주택시장 기능에 바탕을 둔 자유경제

체계에 입각하여 주거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

부 개입 초창기에는 주택물량공급정책으로 출발하였으나 제도적 발

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의 주택재정지원정책으로 보완되어서, ʻʻ주택

공급ʼʼ보다는 ʻʻ주거서비스ʼʼ 개념으로 입주자의 주거지원과 홈케어요

구해결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미국은 저소득계층 주택 · 주거지원정책으로 60~70년대 중반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였으나 슬럼화 및 우범지역 전락, 지역

발전 저해문제가 제기되었다. 입주자 낙인, 일반사회와의 격리 · 소

외 · 차별방지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

고, 그 임대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로 발전시켰다. 

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상 노인과 장애인 등 케어서비스 의존도가 

높다는 실태를 반영하여 주택과 사회서비스를 통합지원체계로 보완

하여 오늘날의 소비자 중심형 주거지원서비스로 발전되었다.

주거서비스와 통합지원되는 케어서비스가 차단되지 않고, 케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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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서 퇴소하여 주택으로 돌아와도 그 케어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받도록 케어 연속성(continuum of care)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노인과 장애인, 질환자, 마약 ·알콜중독자, 노숙자 등에게는 ʻʻ케어 

연속성 사례관리ʼʼ를 유지하고, 사례관리 범주에 주거지원을 통합하

였다.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정책을 주택바우처로 전환, 노숙자 

지원, 입주자 케어 연속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통합정책 등 소비자 

중심의 주거지원정책으로 발전되어 온 경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의 주거지원정책이 소비자 중심지원제도로 발전되

며 경험한 바와 같이 이제 한국은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정책에서 

전환하여 주거바우처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시점에 있다. 미국의 주

거지원정책의 발전경험을 검토하고 그 취약점과 시사점을 파악하여 

향후 한국의 주택 · 주거지원정책 발전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미국의 주택·주거 실태

미국의 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160), 인구는 총 308,745,538명으로

서 2000년(281,421,906명) 대비 9.7% 증가율을 보였고, 같은 해 주택

조사161) 결과, 총 주택수는 1억 3,170만 호로서 2000년 대비 13.6% 

증가율로 보고되었다. 2010년 총 주택 1억 3,170만 호 중 공실율은 

15.0%이었다.

미국의 주택공급이 가구수 대비 100% 이상 공급과잉현상은 1980

160) http://2010.census.gov/2010census/data/apportionment-data.php

161) http://www.census.gov/prod/cen2010/briefs/c2010br-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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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확인되며, 이후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주거환경과 입주자 삶

의 질과 주거서비스 등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

었다. 미국의 실제 사용하는 주택 중 자가주택 소유율은 1900년 

46.7%에서 2010년 65.1%로 1.4배로 증가하였는데, 1960년대 이후 

주택공급정책으로 인하여 자가소유 주택보유율 60% 이상이 지속되

었고, 특히 80년대 이후에는 64% 이상 보유율을 보였다[그림 3-5-1]. 

지역별로는 2010년 기준, 중서부(69.2%) 및 남부(66.7%) 지역에서 

높은 보유율을 보였고, 서부는 임대주거율(39.5%)이 가장 높았다[그

림 3-5-2]. 도시별 비교162)는 뉴욕시가 자가소유율이 30% 이하로서 

최저 보유율과 상대적으로 최고 임대율,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

역이다.

[그림 3-5-1] 자가주택163) 소유율 증가추이

단위: %

자료: Mazur, Christopher & Wilson, Ellen(2011), Housing Characteristics:2010, p.8 / 

U.S.Census Bureau,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decennial volumes, 

and 2010 Census Summary File 1.)

162) Mazur, Christopher & Wilson, Ellen(2011),Housing Characteristics:2010, 표5, p.11/ U.S. 

Census Bureau,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decennial volumes, and 2010 

Census Summary File 1.)

163) 공실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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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총인구 308,745,538명 중 주택거주 가구는 300,758,215명

(97.4%)이고 사회복지 및 케어 등 생활시설 거주자수는 3,993,659명

(1.3%)이었다. 주택 이외의 생활시설도 아닌 기타 · 비주택 거주인구

수는 3,993,664명(1.3%)이었다164).

총 가구수 116,716,292명 중 18세 이하(33.4%) 및 65세 이상(24.9%) 

등 의존적 가구구성원과 동거율은 58.3%이었고, 독거가구는 26.7%

이었다.

주택은 총 131,704,730호 중 88.6%가 실제 입주자가 거주하는 주

택으로서 입주주택 중 사저(65.1%) 중심이었고, 평균 2.65명이 동거

거주하였다. 공실주택은 총주택의 11.4%이었고, 임대주택의 공실율

(9.2%)은 사저 공실율(2.4%)보다 높아서 사저소유 중심의 주택정책

의 영향을 보였다.

[그림 3-5-2] 지역별 주택의 자가 및 임대 비율(2010)

단위: %

자료: Mazur, Christopher & Wilson, Ellen(2011), Housing Characteristics:2010, p.9 / 

U.S.Census Bureau,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decennial volumes, 

and 2010 Census Summary File 1.)

164) http://factfinder2.census.gov/faces/tableservices/jsf/pages/productview.xhtml?pid 

=DEC_10_DP_DPDP1&prodTyp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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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미국의 인구 및 가구 실태(2010)

단위: 명, %

구분
인구 및 가구 실태

인구수(명) 백분율(%)

총 인 구 308,745,538 100.0

19세 미만 인구

65세 이상 인구

83,267,556

40,267,984

27.0

13.0

주택거주 가구 인구

생활시설 거주 인구

비주택 거주 인구

300,758,215

3,993,659

3,993,664

97.4

 1.3

 1.3

 가 구 수

18세 이하 아동 동거가구

65세 이상 노인 동거가구

독거 가구

116,716,292

38,996,219

29,091,122

31,204,909 

37.8(100.0%)

(33.4%)

(24.9%)

(26.7%)

평균 가족 수 3.14

자료: 미국 인구센서스 2010

<표 3-5-2> 미국의 주택 점유 실태(2010)

단위: 호, %

구분
주 택 점 유 실 태

주택수(호) 백분율(%)

총 주 택 수 131,704,730 100.0

입주 주택 수 116,716,292 88.6(100.0)

• 사저 주택수

사저 주택 입주인구수

사저 주택 평균 동거자 수 

75,986,074

201,278,493

2.65

  (65.1)

• 임대 주택수

임대 주택 입주인구수

임대 주택 평균 동거자 수 

40,730,218

99,479,722

2.44

  (34.9)

공실 주택수 14,988,438 11.4

• 임대 주택수

재고 임대주택 

 

• 분양(매매) 주택수 

미분양(재고) 주택수

• 계절, 휴가, 간헐적 사용 주택수 

• 기타 공실 주택수

 4,137,567

 206,825

1,896,796

 421,032 

4,649,298 

3,676,920

 3.1(100.0%)

   (5.0%)

 1.4(100.0%)

   (2.2%)

 3.5 

 2.8

사저 소유주 공실율

임대주택 공실율 

2.4%

9.2%

자료: 미국 주택조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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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역개발계획·운영체계

미국 연방정부는 주정부로 재정배분과 주택바우처, 주택모기지, 

연방주택공사(Federal Housing Authority)를 운영하되 예산배정과 재

정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을 조정한다. 주정부는 중앙정부로

부터 권한이양을 받아서 지방주택공사(Local Public Housing Athority)

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관리한다. 

연방정부는 통합적 지역개발기구나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주정

부의 정책관리와 예산배정, 중복투자 방지,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지역개발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각 부처별로 부처 내에서 먼저 사업

의 프로그램을 통합하거나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

획이 지방정부에 전달된다. 주택 부문은 연방정부의 주택도시개발

부(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HUD)에서 지방정부를 위하여 

4개의 통합지역개발계획(Consolidated Plan)과 프로그램을 먼저 수립

하고, 지역개발포괄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 

CDBG)롤 통하여 지역별 CP를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HUD의 각 프로그램을 CDBG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데, 지방정부는 HUD가 제공하는 4개 영역의 CP에 따라 그 지역에

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하고, HUD는 각 지역으로부터 접

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고 심의하여 선정된 사업의 CDBG를 지

원한다. 지방정부에서는 CDBG 지원금으로 해당 지역에서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고, 각 지역의 사업별 진행상황과 실적을 통합정보관

리시스템(Integrated Disbursement and Information System : IDIS)으

로 관리하고, HUD는 IDIS를 통하여 지역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사업지역에 재반영하고, 다시 지원신청, 조정 등 일련의 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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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통하여 연방정부의 주택계획 및 지원정책에 맞추어 지방정부

의 다양한 사업을 조정관리한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발전 목표를 설립하고, 그 목표에 부합되도록 

지역의 다양한 사업을 재배열하여 연방정부의 통합지역개발계획에 

준하도록 조정, 연계, 성과평가 등을 체계화하여 연방정부 정책방침

에 따라 지방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재정비하고 비효율성 문제를 개

선한다. 주택의 설립계획 하에 은퇴자 마을 및 보호시설, 주택 등도 

계획된 정비구간과 연계서비스 등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방침에 

맞추어 설립공급되고, 수혜자는 설립된 주택과 연계된 서비스를 반

영하여 제공된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입주한다.

수혜자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약물중독, 고아, 노숙자 등 케어

서비스 요구가 있거나 해당 케어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책임으로 케어 연속성 개념으로 지역사회 임대주택이나 보

호주택으로 이전되면서 맞춤형 케어관리가 지속된다. 주택은 교통, 

교육, 공원, 상하수도, 케어, 재활 등 수요자 요구를 통합관리한다.

❘제2절❘ 주택·주거지원정책의 발전과 변화

1. 연방정부의 공공주택정책

미국의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은 형평성 원칙에 근거한다. 인종, 

경제수준, 국적, 장애, 종교 및 가족상황 등 그 어느 특성과 무관하게 

누구든 형평하게 주거권(Fair Housing and Equal Opportunity : FHEO)

을 보장받도록 법제화하고, 정부의 주거지원은 FHEO에 근거한다. 



487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FHEO를 실현하기 위하여, 1968년 4월11일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Title VIII)이 수정되었고 이후 주택 형평법(Fair Housing Act)으로 칭하

여졌고165), 주택 형평성 지원사업(Fair Housing Assistance Program)을 

수행하게 되었다. 관련법으로는 1964년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Title VI), 1974년 주택 및 지역개발법 109장(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Section 109),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Section 504),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itle II), 1975년 연령 차별법(Age Discrimination Act), 1972년 교육 

수정법(Education Amendment Act, Title IX), 1968년 건축장애법

(Architectural Barriers Act) 등을 제정하였다.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 주도형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정책에

서부터 주택바우처와 주택시장형 민간자본 혼합정책으로 전환되었

던 주요변화를 시대별로 요약하였다.

가. 연방정부의 주택지원 기반구축(~1960년대)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대군인 주택문제를 정부 주관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공공주택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19세기 중엽부터 남부 노동자들이 북부도시로 이동하여 주

택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어서 제1차 세계대전 제대군인의 주거불안, 

베이비붐세대 주택수요 등이 누적되어 심각한 주택문제로 표출되었

다. 제2차대전 직후 제대군인 주택문제를 정부재원으로 지원하면서 

기존의 누적된 주택수요와 더불어 공공주택공급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주택법(Housing Act 1949)을 제정하여 빈민지역(slums) 개발근거를 

165)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 

opp/aboutfheo/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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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주택공급 기반을 형성하였다.

나. 공공임대주택 공급(1960년대~1974년)

연방정부의 공공주택공급량은 폭등하는 주택수요를 해결하지 못

하였고, 60년대 이후 주택불만은 사회 · 인종차별 이슈와 함께 사회

문제로 표출되어 ʻ주거 형평성 보장ʼ을 법제화하게 되었다. 시민권법

(Civil Rights Act, Title VIII 1968)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택 형평법

(Fair Housing Amendment Act 1988)166)으로 칭하고, 인종, 연령, 피

부색, 질병과 장애 등에 차별없이 균등하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공

주택(Public Housing Program)의 공급 형평성을 마련하였다.

10개년 공공주택 600만호 공급계획의 추진성과는 부진하였고, 공

공임대주택단지는 지역슬럼화 문제로 비난되었다. 슬럼개선책으로 

도심지역 재개발, 고속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였으나, 임대주택단지

의 지역개발제한 문제와 우범, 약물, 미관불량 등 심각한 주거환경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다. 민간임대주택과 주택바우처 도입(1974년~1980년대)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슬럼 ·낙후문제 해결대응책으로 민간임대주

택 분야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자

에게도 임대보조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입주자를 공공임대주택단지 

이 외의 일반민간주택가로 분산하여 특정지역 슬럼화 진전을 방지

하고자 하였다. 공공임대주택 신축은 중단하고 대신 기존의 공공임

대주택 공급량 결정 및 지역개발 민영화를 주정부 주도 하에 추진

166)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 

opp/progdesc/titl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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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을 제한하고자 ʻ공공주택 건설 금지령(1973)ʼ을 제정

하고, 임대보조금 지원책으로 ʻ주택 및 지역개발법 109장(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Section 109167) 1974)ʼ을 제정하여 

주택바우처를 도입하였다. 주택바우처는 연방정부(HUD)에서 주관

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저소득입주자에게 임대보조금을 지원하는 제

도로서 80년대에 걸쳐 민간주택바우처(Private Housing Sector Program 

& Housing Choice Voucher)로 발전되었다.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개발 전략으로 교육, 교통, 근린, 의료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고, 주정부에게 지역개발계획 및 수행권한을 

이양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단지개발을 추진하였다.

라. 매입전환 및 지역개발권 이양(1990~2000년대)

공공임대주택 중심 임대지원을 자가(自家)소유지원으로 전환하여 

오늘날 미국이 높은 민간주택 소유율을 보이는 토대가 마련된 시기

이다.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자가(自家) 매입을 권장하고, ʻ주택 및 

저소득자 주택세금대출(Home &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 

LIHTC 1992, 1993)을 개편하고 주택매입보조금을 증액하였다.

민간주택 소유자와 건설사에게 ʻ저가 민간주택사업ʼ에 동참하는 

경우 임대주택기금과 세제혜택을 지원하여서 정부는 59,000호168) 

민간주택을 확보하였다. 주택수요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응하고, 한

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지역개발은 주정부에게 이양하였다. 

167)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fair_housing_equal_ 

opp/FHLaws/109

168) http://www.hud.gov/offices/cpd/affordablehousing/training/web/lih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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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는 주택마련기회사업(Housing Opportunity Program 1990년)

으로 연방정부의 주택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주정부는 그 주택보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민간건설

업자에게 대출지원 등 지역실정에 입각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결정하고 지역발전을 주관하였다. 주정부는 민간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 시설을 민간소유 ·임대로 전환하도록 개방하

고,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자가(自家) 매입전환 시에는 연방정부의 

주택보조금으로 주택매입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근

린, 교육, 의료시설 등은 민간에게 재개발 · 매입하도록 세제와 자금

을 지원하였다.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매입전환에도 세제와 재원을 지원하여서, 

공공임대주택 매입자와 함께 민간주택 소유율 제고의 계기가 되었

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매입전환자는 자가에 대한 애착

으로 지역발전과 주거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었다. 

마. 장기임대보장 및 홈리스 예방(2010년대~)

2007년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오바마는 주거 · 경제회복법(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 HERA 2008)을 통과시키고 이웃정착

사업(Neighborhood Stabilization Program Grants)169)으로 세입자가 

살던 임대주택을 매입전환하도록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강타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임대주택 매입전환자

가 주택매입할부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계

층에게는 주택은 보유하였으되 그 주거비부담이 가중화되어 생계위

169)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comm_planning/communitydev 

elopment/programs/neighborhoods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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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을 받는 가구(House-poor)와 홈리스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합정부는 임대 보조금법을 예방, 강화, 전환(Preventon, 

Enhancement, Transformation of Rental Assistance Act : PETRA 2010)

하도록 하였다.

가구당 수입의 50%이상을 주거비로 지급하는 가구가 2009년 600

만 가구170)로 추정되었고 홈리스는 급증하여서 저가 임대주택 수요

가 폭등하였으나, 90년대~2000년대 민간자본 유치정책으로 인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지난 15년간 150,000채를 민간소유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극빈가정과 홈리스의 주거지원에 필요한 공공임대주

택 공급량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합정부 기금만으로 

운영하던 주거지원정책을 세제지원(LIHTC), 지방정부, 지역의 공익

기관 및 단체, 기타 다양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원을 ʻ장기 혼합

형ʼ으로 확보하고, 저가(低價) 주택으로 전환하고 절대지원요구가 

있는 극빈가구를 30년 이상 장기입주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임대보

조금을 인상지원하여서 수혜자 주거비부담을 가구소득의 30% 이하

로 저하시켰고, 노인과 장애인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

게 되었다.

주정부는 공공주택을 세입자가 매입하도록 매입보조금을 지원하

여 민간소유로 전환하고, 공공건물을 식료품점, 학교, 지역사회 사

업자를 유치하고, 세입자는 다양한 주택의 선택권을 활용하여서 지

역주민이 커뮤니티 개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였다.

170) http://portal.hud.gov/hudportal/documents/huddoc?id=PETRAMythsvsFac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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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주거지원정책

1.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 Program)171)

공공임대주택은 60년대 전국적으로 대량확산된 이래 70년대 들어서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임대주택 관리권한을 이양하면서, HUD에서 

지방주택공사(Local Housing Agencies : HA)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방주택공사는 임대주택계약과 입주자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HUD의 보조금으로 노인(section 202)과 장애인(section 811)이 임대

주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저소득계층을 포함하여 임대주택세입자

가 주택매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homeownership section 235)을 지

원하거나, 노후임대주택의 개보수를 지원(HOPE VI)하기도 한다. 

지방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건설, 계약, 개보수, 안전위생관리, 보건

의료, 직업재활, 교통편의 등 입주자 편의서비스와 주거환경을 관리

하고, 그 비용도 보조받는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지원으로서, 주택개발업자에게 임

대주택보조사업(rental housing assistance program, section 236), 주택

소유주에게는 저소득층 주택세금대출(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 LIHTC) 등을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보한다.

지방주택공사는 입주신청자의 수혜자격을 상담평가하고, 우선적

으로 경제력과 가족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주거사례관리

를 하여 주택을 접수순으로 배정한다. 가족구성원 중 노인이나 장애

인 등 케어서비스가 필요한 지를 판단하고, 임대계약 요건을 잘 이

171)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topics/rental_assistance/phpr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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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지를 판단하고, 지방주택공사가 소유하거나 민간임대주택자

가 건설한 주택에 수혜자의 맞춤형 입주를 관리한다.

2. 주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가. 운영체계

연방정부 정책으로서 연방정부의 CDBG지원금으로 지방정부에 

배정하여 운영하게 한다.

극빈자, 노인, 장애인을 위하여 살기에 쾌적하고, 안전, 위생적 수

준을 갖춘 민간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주택

보조금(housing assistance)제도이며, 개인주택이나 연립, 아파트 등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수혜자는 원하는 주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주택이 

굳이 정부의 주택사업구역에 소재한 것만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 

신청은 지역별 공공주택관(public housing agencies : PHAs)에서 

접수하고, PHAs 는 HUD로부터 연방정부 기금을 지원받아서 주택

바우처사업을 운영한다.

수혜자 가족이 임대주택을 모색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하기 

전에 주택주인이 PHA 임대주택사업에 동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

고, 그 주택요건이 건강 ·위생상태가 PHA 최저기준 이상을 충족시

킨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택보조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

되고, 수혜자는 그 차액을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차액을 본인부담금

으로 지급할 때 그 금액이 총수입의 40% 이하이어야 한다. 일반적

으로는 임대주택 임대료가 바우처를 사용하고 차액이 가구당 총월

수입의 30% 이하일 때 바우처 지급이 허용된다. 특정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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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 허가를 받으면, 수혜자는 그 주택보조금으로 주택을 임대가 아

니라 매입을 할 수도 있다.

나. 수혜 요건

영주권자로서 가족수별 소득수준과 부동산, 자산 등을 반영하여 

수혜자를 선정하며, 일반적으로 도시평균가구소득의 하위 50%를 넘

을 수 없으며 평균적으로 하위소득 30% 가구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수혜자는 거주지역의 PHA에 신청접수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요자

가 주택바우처 공급량을 초과하여 대기자 명단은 수년에 걸쳐 밀릴 

정도로 정체되어 있으며, 바우처 신청자뿐 아니라 부랑인, 불량주택 

입주자, 임대료를 수입의 50% 이상 지급하는 빈곤층, 강제배정된 

주택에 거주하는 불만자 등을 공동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기자

는 정체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혜자격은 주택이전 시에도 보장된다. 최초 바우처를 지원받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족규모, 직장, 기타 사유로 이전을 하여야 하

는 상황이 발생되면, 바우처 수혜요건을 유지하면서 새로이 이전희

망지역으로 자격이 따라서 인계되고,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PHA

에서 주택상담 및 이전을 안내한다.

다. 임대인, 임차인, PHA, HUD의 직무 및 역할

 임차인이 희망주택을 골라서 PHA에 승인을 받으면, PHA는 임

대인과 임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로는 PHA와 더불어 임대인, 임차

인은 모두 주택바우처사업의 원칙에 준수할 책임이 있다.

1) 임차인 의무사항 - 계약이 성립되면, 첫해년도에는 최소 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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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일년 이후에는 월별 계약도 허용된다. 

임차인은 바우처 차액 본인부담금을 매월 시간 엄수 지불하고, 

가옥의 시설, 설비 등 현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족이나 거주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임대인 의무사항 - 임대인의 의무사항은 가옥의 설비, 위생, 안

전성 등을 잘 관리하여서 바우처 임차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가옥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바우처 최저요건 

이상을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 계약조건에 준수하여 가옥상태를 잘 

유지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 및 PHA와 

양측 계약조건을 준수한다.

3) PHA 직무 및 의무사항 - PHA는 지역사회에서 주택바우처사

업을 관리하며 임차인이 원하는 주택을 고르고 입주할 수 있도

록 편의를 제공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우처사업에 동참할 임대인을 확보하고, 계약

이 성립되고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에는 주택보조금을 정시에 지급

되도록 관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계약조건을 성실히 준수

하는 지를 확인하고 만일 불이행자 발생 시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매년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우처 사업 수혜요건을 갖추었는 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는 수입규모와 가족 구성원의 변동

상황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는 주택의 설비요건이 바우처 지급기

준의 최저요건 이상을 준수하는 지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4) HDA 직무 - HUD는 PHA가 주택바우처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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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재원을 확보하고, 바우처 지원금과 사업 운영비용을 지급하

는 업무를 담당한다.

PHAs에서 주택바우처 지원수요가 증가하여 추가자금 요청할 수 

있도록 HDA는 신청기회를 제공하고, PHAs 각 신청서를 접수하여 

그동안의 운영실적과 관리태도 등을 반영하여 경쟁적으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선정을 위하여, 평소에도 HDA는 PHAs 업무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확인,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선정 점수로 반영한다.

3. 도시재생 실연프로그램

(Urban Revitalization Demonstration Program, HOPE VI)

공공임대주택의 단점으로 저소득취약계층 밀집지역이 자칫 우범

지역 혹은 비위생적이고 불량환 주거환경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특

히 임대주택 입주자들끼리 집중거주하여 발생되는 낙오 및 고립 등

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 정책이다. 

즉, 저소득 계층 고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주민들과 공동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쉽으로 민간주택지역의 일반

소득 주민들과 혼합거주할 수 있다.

혼합거주(mixedincome housing)를 하게 함으로서, 저소득층만이 

아닌 일반중산층 거주자들을 위한 민간서비스시설, 교통, 교육기관, 

의료기관, 쇼핑센터 등을 유치하고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발전을 위

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HOPE VI프로그램은 소득계층 혼합거주 성과로서 범죄율, 실업률 

저하효과가 기대된다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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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개발기금(Community Development Bolck Grant Program 

: CDBG)173)

도심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개인이 매입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개발의욕을 도모하고, 주택 사유화 

및 민간시설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존 공공임

대주택 단지에 민간근린편의시설을 확보하고, 교육 및 의료시설, 쇼

핑시설을 개발하여 일자리와 지역비지네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구 5만 명 이상의 대도시 및 인구 20만 명 이상의 농촌도시에

서 연방기금을 지원받아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기금을 이용하여 

세입자의 주택매입보조금 지원 이외에 의료 및 복지기관 확보를 위

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공공임대지역의 슬럼화 방지 및 우범지역 양

성화 개발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국민 주택소유권 및 기회보장사업(Homeownership and 

Opportunity for People Everywhere : HOPE I )174) 

저소득계층 극빈자에게 공공주택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급적 기존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 거주하고 있는 그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수리, 이전 등에주택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에 기금을 청구하며, 지방정부 자체의 보조

172) Ambrose, B.W. and William G.(1999) Mixed-Income Housing Initiative in Public 

Housing. Samuel Zell and Robert Lurie Real Estate Cneter, Wharton School of 

Business, U.Pen. : 천현숙 외(2010)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 장기공공임대 입주

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2010-44: p.9 재인용.

173)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comm_planning/communitydev 

elopment/programs

174)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description/ho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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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공공단체, 기금 등으로 주택매입보조금 재원

을 확보하고, ʻʻ국영 저가 주택법(National Affordable Housing Act : 

NAHA)에 근거한다.

다. 노인주택(Hope for Elderly Independence:HOPE IV)175)

극빈병약한 노인과 장애인의 요양시설 조기입소를 방지하고 지역

사회 독립주거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보조금과 노인케

어서비스를 제공하고, ʻʻNAHCA, section 803ʼʼ에 근거한다.

임대료의 40%를 바우처로 보조받고 노인은 50%만 지급하며, 나

머지 10%는 노인주택운영기관에서 보조하되, 기관의 총수익금 2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평균소득 하위 50%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게 수혜자격이 

주어지며, 지역의 주거사례관리자에게 신청서를 접수하고 요구사정

을 받아서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지원을 받게 된다. 위탁운영자는 

임대료를 받아서 인건비, 훈련비, 주거요구 사정비용, 케어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비용으로 사용하고, 의료를 제외한 사회서비스, 

예를 들면, 청소, 세탁, 교통, 식사, 여가, 상담, 홈케어 및 개인위생 

등을 제공한다.

4. 자립프로그램(Self Sufficient Program)

가구주와 개인을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가정을 이룬 가구주에게는 

가정자립사업(Family Self-Sufficiency Program : FSS)을 적용하며, 

175)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description/hop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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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생활을 하는 개인에게는 개인발전기금(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 IDA)으로 각기 적용한다.

FSS는 공공주택(Public Housing)을 지원하고, 주거보조금(Section 

8 Voucher)을 지급하여 이용자들이 경제적 자립하기에 필요한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회지원사업으로 보육, 교통, 고용, 개인복지, 가정관리, 

상담 등을 포함한 해당가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와 함께 제공한다.

IDA는 개인계좌에 매칭펀드로 특정금액의 적금을 가입하게 하고, 

정부 보조금과 수혜자 노력으로 입금한 금액 등이 합하여 목표금액

을 충족하면, 그 적립금으로 주택구입, 창업, 고등교육 등 약정용도

에사용하고 궁극적으로 수혜자의 개인적 발전을 위하여 사용된다.

5. 홈리스(Homelessness) 주거지원

홈리스정책은 연방정부에서 예산배정과 계획, 관리체계로 지방정

부의 홈리스사업을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그 배정된 예산으로 

지역홈리스지원사(local homeless assistance agencies)에서 긴급서비

스 및 보호, 쉼터, 음식, 주거상담, 직업훈련, 정착지원 등을 제공한

다. 홈리스 문제는 ʻʻ거주지 부재ʼʼ 만이 아니라 이들은 삶의 최고 위

기에 처한자로서 홈리스까지 내몰리게 된 삶의 고통과 질병, 장애, 

정서적 상처,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의 학교문제와 

건강보호 등 복합적 케어와 보호요구를 동반하고 있다. 

가족 · 청소년홈리스 보호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응급조치기금

(Emergency Solutions Grants: ESR 2011.12.15) 수정안을 발표하고, 

만성 홈리스와 퇴역군인 홈리스에게 2015년까지 거처해결, 가족 · 청

소년홈리스는 2020년까지 거처해결한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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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홈리스는 총 홈리스의 37%176)에 해당된다. 홈리스 완결을 

목표로 각 지방정부는 매년 1월 홈리스실태조사 보고의무가 있고, 

노숙자, 쉼터 거주자, 친지 · 기타 동거 및 임시거처 숙박자 등 홈리

스 취약자까지 포함하여 조사하고, 그 예방과 단절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예산을 연방정부에 신청하면 연방정부는 보고된 홈리스 인원에 

따라 예산배정하여 사업이 진행된다.

가. 홈리스 응급 · 신속 조치

오바마는 홈리스를 ʻʻ응급̓ʼ으로 정의하고 신속한 주거지원법(Homeless 

Emergency and Rapid Transition to Housing : HEATH ACT177), 

2009년 5월20일)에 서명하였고, 기존의 McKinney-Vento 지원법

(2009)178)보다 홈리스 정의를 확대하였다. 

홈리스 지원대상자로 장애가 있거나 진행되는 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제공과 케어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ʻʻ쉼터+

케어ʼʼ(Shelter Plus Care: S+C), ʻʻ케어홈ʼʼ(Supportive Housing Program 

: SHP을 ESR 기금으로 수행된다. 장애홈리스로 발견되자마자 응급

조치로 즉시 주거(Homelessness Prevention and Rapic Re-housing 

Program : HPRP)를 제공하고, 장애재활과 케어서비스를 맞춤케어관

리로 제공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주거 및 케어 내역이 기록관리되어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나 연방정부 기금으로 보호받는 

응급조치의 우선순위 대상이 된다.

176)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comm_planning/homeless/famil 

yyouthtestimony

177) http://www.hudhre.info/documents/S896_HEARTHAct.pdf

178) http://www.hudhre.info/documents/HomelessAssistanceActAmendedbyHEART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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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속적 케어관리(Continuum of Care : CoC)179)

주거지원 대상자는 누구나 케어관리자에게서 연속적 케어관리 상

담과 요구사정을 받고 맞춤형 C+S 혹은 SHP를 배정받게 되고, 케

어요구가 중증이면 케어시설로 보호조치되어서 케어시설과 케어홈, 

C+S, 응급쉼터기금사업(Emergency Shelter Grants :ESG), 스튜디오 

홈리스 입주자를 위한 중증재활사업(Moderate Rehabilitation Program 

for Single-Room Occupancy Dwellings for Homeless Individuals 

(Section 8/SRO) 등으로 배정하고, 각 시설 간 케어서비스가 연속적

으로 연결되도록 보장한다.

연속적 케어관리체계 내에서 주거지원 담당자에게는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 TA)을 제공하고, 시설간 이동기록을 공유하

고, 홈리스관리정보체계(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HMIS)에서 지원가능한 시설 및 보조금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수혜

자에게 제공한다.

다. 지방정부의 홈리스 관리 

지방정부의 예로서 fairfax180)시는 비영리기관과 종교기관, 기업, 

민간인들로 구성된 홈리스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10개년 계획으로 

지역사회 넷트웤를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 홈리스 등록과 해결을 추

진하며, 관련사업은 비영리기관에 위탁운영한다.

179)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administration/grants/nofa11/2011 

CoCNOFA

180) http://www.fairfaxcounty.gov/ hom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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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 및 장애인 주거지원 

노인(Hope for the Elderly Independence : Hope IV181))과 장애인은 

연방정부 기금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케어홈)과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독립형 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계층 노인과 장애인

에게는 주거보조금을 지급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를 지원한다.

노인(제202장)182) 및 장애인(제811장)183) 주택에서는 저렴한 주거 

이 외에 청소, 세탁, 요리, 교통 등을 제공한다. 즉, 주거지원은 주택

만을 제공하기보다는 케어 연속상한에서 케어 중증도에 따라 시설 

혹은 주택 등을 결정하고, 상응하는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신장애인과 약물 ·알콜중독자, 에이즈 환자, 기타 지원이 필요

한 대상자에게는 CoC 케어관리를 받아서 케어홈에 배정하고, 지역

사회에서 케어와 주거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7. 이웃 정착사업(Neighborhood Stabilization Program)184)

임대주택, 쉼터, 생활시설 등에서 계약만료, 폐기, 퇴소 자를 포함

하여, 주택 모기지 고이율, 연체 등으로 수입의 50% 이상을 주거비

로 지급하는 극빈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

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되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그 집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81)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description/hope4

182)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housing/mfh/progdesc/eld202

183)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housing/mfh/progdesc/disab811

184)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ogram_offices/comm_planning/communitydeve 

lopment/programs/neighborhoods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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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방법으로는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기금을 지원하

여 수혜자에게 제공하거나(NSP1)185), 연방정부가 지방정부, 비영리

기관, 혹은 비영리기관들이 모인 콘소시움 등에게 기금신청을 받아

서 우수계획을 경쟁적으로 선정지원하거나(NSP2)186), 도드 · 프랭크

법에 의한 사업계획과 분기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연방정부 지

원을 받는 기금(NSP3)187) 등으로 보조된다.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의 저소득계층 및 취약계층 주택 · 주거지원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주택시장에 기반을 두고 소비자 요구해결형 주거지원정책으로 발전

되었다. 소비자 요구는 가족수와 가구구성원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

로 사례관리된다. 저소득계층에게는 주택바우처로서 임대보조금을 

지원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는 연속성 서비스공급원칙에 입각

하여 주택과 케어서비스를 통합형식으로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주택 · 주거지원의 현주소는 미국이 70년대 중반까지 

추진하였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서, 미

국의 경험에서 유추하여 공공임대주택단지 일대의 지역개발 제한과 

슬럼화 및 우범화 예방대책과 입주자 요구해결을 위한 서비스 연계

185) 주거 및 경제회복법(Title III of the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Division B 

: HERA 2008) 

186) 미국 회생 및 재투자법(America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 The Recovery Act 

2009) 

187)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Dodd- 

Frank Ac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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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특히 주택바우처 제도는 시 · 도 정부를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어서 미국의 주택바우처 발전과정에서 보이는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1. 중앙정부 계획에 준한 민영화 및 혼합재원

미국 연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형성된 대규모 슬럼지역이 폐허와 우범지역으로 전락하면서 도심권 

재개발 및 공공주택 민영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였다. 즉 공공

임대주택을 매입전환으로 사저(私邸)화 하고, 학교와 쇼핑센터, 의

료시설 등 민간기관을 유치하여 민간자본이 지역개발자금으로 유입

되었으며, 민간주택 소유자 및 민간건설사에게도 세금경감과 대출

혜택으로 임대주택공급 동참자로 포함시켜서 민간자본을 임대주택

시장으로 유입하였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세입자는 일반주택가로 

분산되었고, 공공임대주택단지에는 민간인들이 유입되고 사유화되

었다. 소유권자로 변한 세입자들은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

에 동참하고, 공공 · 민간 혼합재원으로 지역개발과 실수요 파악이 

용이하여 실수요에 근거한 지역개발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지역개발의 자율권을 이양하고 지역실

정에 적합한 지역주민의 요구와 편의서비스 해결 및 정주권을 확보

하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의 자율권은 중앙정부의 총

괄적 주택공급기금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계획에 의거 지

역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개발내용과 규모, 자원 등을 채택

받아야 하고, 집행은 자율적으로 수행하되 년말에 다시 집행결과를 

중앙정부에 보고, 평가와 조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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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택 · 주거지원은 중앙 · 지방정부가 각기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중앙 · 지방정부는 각기 중앙 · 지

방정부의 기금으로 각자의 관할지역단위 내에서 공급계획과 공급규

모를 각자 결정하기 때문에 총괄적 주택수요에 비하여 과잉공급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한국의 중앙 · 지방정부 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정

책은 중앙 · 지방정부 간의 역할구분과 조정기능이 필요하고, 중앙정

부는 전국적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공급계획에 입각하여 지역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계획과 

조정되어야 공급과잉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미국의 경험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과잉공급은 20여년 경과 

후 다시 그 공공주택단지에 민간자본 유입과 세입자 분산정책으로 

민간주택 활용이 불가피함을 보였다. 따라서 주택바우처 혹은 임대 

보조금 지원정책을 개발함에 앞서 중앙 · 지방정부 간에 역할구분과 

기술 ·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지역개발과 주택금융 간의 조정정책

도 수반되어야 한다.

2. 주택바우처와 주거환경에 대한 최저요건 보장

미국의 주택바우처는 저소득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핵심제도로서 

주택물량 중심 공급정책의 단점을 보완하여 세입자 개인별 선호도

와 요구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제도의 강점을 인정받고 있다. 주택

바우처로 임대주택 세입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다시 주택매입보조금

을 지원받아서 임대를 매입전환하여 그 주택을 사유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는 사재 소유율이 총주택의 65.1%로서(그림 3-5-1) 임

대주택보다 선호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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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세입자들이 주택바우처로 민간임대주택을 이용하게 

됨으로서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정부는 민간임대

주택의 등록요건으로 주택의 질적 상태와 주거환경을 세입자를 위

하여 보장할 수 있다. 특히, 바우처 기금은 주택 소유주에게 직접 지

급하여 주택요건을 표준화 기준으로 조정하고 직접 통제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중

앙 · 지방정부가 각기 추진하되, 그 내용면에서는 유사하고 공급량이

나 주택기준에 대하여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 중앙 · 지방정부는 각

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민간주택 중 저소득계층에게 임대개방을 

신청하면, 중앙 · 지방정부가 각기 그 주택을 매입 혹은 임대하여, 저

소득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이다. 이 과정에서 주택의 질적 기

준이나 사례관리가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배

려없이 일괄 저소득계층 지원기준으로 적용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고려하는 주거환경은 부엌, 화장실 등 주택 

내부요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주택단지나 마을에서 

제공하는 안전한 주거환경은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공

공임대주택단지는 이미 일반주거지와는 구분된 저소득 취약계층 밀

집지역으로서의 문제와 황폐화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정서 

상, 우범화 문제는 표출되지 않았으나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밀집지

역으로서 이들을 위한 주거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정신지체 및 알콜

중독자 혼재로 인한 주민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단지에는 교육,의료,근린시설에 대한 접근성

을 용이하게 하고,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케어서비스를 단지 내에서 

제공하고 장애 제거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별도의 케어지원

이 필요하지 않고 경제력만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함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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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저소득계층에게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임대보조금

이나 주택바우처를 발전시켜서 저소득계층은 일반인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의 최저요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시 요건확인이 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즉, 미국에

서와 같이 민간임대주택 동참자는 정부에 주택임대제공을 사전계약

하고 그 이후 정부가 세입자에게 계약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최저주거요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도입하여야 한다.

3. 소비자 요구해결을 위한 연속성 케어와 주거사례관리

미국의 임대주택은 주거사례관리를 받고 맞춤형 주택과 케어서

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된다. 특별히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요양시설 입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케어홈

(supportive house)와 주거+케어(house plus care service)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맞춤형 주거사례관리가 선제되고, 케어서비스는 

요양시설 혹은 생활시설과의 케어 연속성(continuum of care)을 유지

한다. 케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및 케어서비스 제

공기록은 주거사례관리자가 공유하도록 하고, 연방정부는 사례관리

를 위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례관리 자체가 정립되지 않았으며, 단지 

2011년 7월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주거복지사업 관리를 이양

하고, 통합사례관리체계로 주거관리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ʻʻ연속성ʼʼ 개념조차도 적용되지 못해

서 의료시설-요양시설-생활시설-주 · 단기보호 및 주택에서의 재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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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등이 분절되어 있다.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의 주거사례관리와 재가서비스 제공은 ʻ장

기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삶의 질 향상 지원법ʼ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중앙정

부와 주거복지 관련기관에서 주거사례관리를 위한 기준 및 기술지

원, 운영체계화 등을 선행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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