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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역사적 전개과정

❘제1절❘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미국의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이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에서 파급

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을 가리키는 용어

로서, 그 후 주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체계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미 연합군 진영이 자신들은 “복지

국가”(welfare state)라고 부르고, 나치독일을 “전쟁국가”(war state), 

“전체주의 국가”(totalitarian state)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은 

하나의 정치적 선전용어로 변질되었으며, 이 때문에 독일에서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유광호 1996; Kaufmann 2003; Schmidt 2005).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점령통치 시대를 지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점령지역에서 보통 “서독”이라고 불렸던 독일연

방공화국(Bundesrepublik)이 정식으로 발족하면서,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기민당/기사당(CDU:/CSU, Christlich Demo- 

kratische Union/Christlich-Soziale Union)의 연립정권에 대항하는 야

당 사민당(SPD: Sozialdemocratische Partei) 계열의 학자들이나 정치

인들이 “사회보장”(Sociale Sicherheit)1)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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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독일에서는 앵글로 색슨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회보장”과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정책”(Sozialpolitik)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회정책은 150년 이상 사용되어온 

용어로, 19세기 후반 독일의 도시화 및 산업화의 과정에서 노동자문

제, 특히 질병, 고령, 장애, 실업 등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

일에서 진화된 개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나치독일의 패전으로 

끝이 나고,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게르만 국가들에서도 “사

회보장”이란 용어가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수입되면서, 두 용어 사이

에는 혼란이 생기게 되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유광호 1996). 

본 장에서는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이 모두 사회보험(연금보험, 건

강보험, 재해보험, 실업보험, 요양보험)과 사회부조(공적부조)를 핵

심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정책은 이 영역 외에도 노동

정책으로서 노동자보호정책, 노사관계정책,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분배정책으로서의 임금정책 및 재산형성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에 대하여, 사회보장은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 각종 사회복지 서비

스를 독자적인 영역을 포함한다. 물론, 사회정책을 넓은 의미로 해

석하면, 사회보장도 사회정책에 속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분이 필

요 없겠지만, 사회정책을 협의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구분

이 필요할 것이다. 또, 오늘날에는 사회보장제도의 국제비교나 유럽

연합(EU: Europäische Union) 등과 같이 지역통합에 따른 회원국들

1) 독일어에서는 영어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를 “Soziale Sicherheit”로 표

현한다. 이것은 사회적 보장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를 강조하는 용어로서, 영어의 

“social protection”과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Soziale Sicherung”은 사회적 보장이 구체

적으로 실천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는 “Soziale Sicherung”에 

의하여 사회적 보장이 실현된 상태를 “Soziale Sicherheit”라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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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보조가 강조되면서,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을 분리시켜, 독자

적인 체계로 보는 경향이 상존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독일의 사회정책과 앵글로 색슨 국가의 사회보장의 

개념이 차츰 수렴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차

이가 있기 때문에 독일 사회보장의 역사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다루

기는 쉽지는 않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나 다른 나라와의 사회보장제도와 용이하게 비

교할 수 있도록, 앵글로 색슨 국가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면서,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

기로 한다.

❘제2절❘ 독일의 사회보험과 사회정책의 탄생

1. 노동자 문제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법의 성립

독일은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5~1898)

가 사회보험법을 제정함으로 해서 구미 선진국 중에서도, 국가개입

에 의한 근대적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영국의 16세기 엘리자베스 구빈법(Poor Law)을 국가개입에 의한 근

대적 사회보장의 시작으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미국의 1930년대 사

회보장제도나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의 시행으로 이어지는 국가개

입을 통한 사회보장제도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그것이 사회보

장의 일반적 패러다임이 된 것은 미국과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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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국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tolleis 2012).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법은 독일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전개

과정에서 생겨나고 있는 노동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었다.2) 

19세기 후반 이래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질병, 직장상실 

등의 위협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장래생활은 불안하였

다. 당시 노동자계급의 현실비판은 당시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구호

로 내걸고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사회주의 세력의 관심과 맥락을 같

이하였다. 프로이센의 지배세력은 이러한 움직임을 신생 독일제국

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하는 당시의 지배세력은 “프롤레

타리아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이란 혁명적 목표에 대한 유

화책을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사회정책”이란 구상으로 

나타났다. 곧 노동자의 장래, 즉 퇴직 후 노후생활의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면, 노동자들이 급진적인 사회주의 세력으로부터 이

탈하여 독일제국의 정치체제에 충성하게 될 것이라는 발상이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노동자 사회보

험은 독일민족의 통일과 근대국가 형성을 위한 거대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우선, 1878년의 ｢사회주의 진압법｣

(Sozialistengesetz)을 제정하고, 폭력혁명으로 계급해방을 추진하여, 

독일제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채찍”의 방법을 이용

하였다. 다음은 1881년 11월 7일의 ｢황제칙서｣(Kaiserliche Botschaft)

2) 독일의 사회보장법은 재정, 조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Bismarck의 본래

의 아이디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보험입법들이 Bismarck의 개

인적 추진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제국

의 사회보장제도를 “Bismarck 사회보험법”이라는 명칭으로 일반화는 경우도 무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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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동자계급을 위한 사회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Stolleis 2012). 

먼저, ｢노동자질병보험법｣(Gesetz uber die Kranken Versicherung 

der Arbeiter)을 제정하여, 1883년 6월 15일 효력이 발생하였다. 관리

운영방식으로 직역별․지역별 조합방식을 채택하고, 보험가입은 강

제였다.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와 질병보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러한 질병보험의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수

립된 독일연방공화국, 바로 현대 독일의 질병보험에서도 그대로 계

승되었다. 국가는 입법을 통하여 최종적 행정적 책임을 지지만, 코

포라티즘(Korporatism)적 관리운영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서비스급

여인 요양급여와 더불어 단기적인 소득대체급여인 질병보상금을 급

여의 내용으로 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재해보험법｣(Unfallversicherungsgesetz)의 도입에는 난항이 따랐

다. 먼저, 비스마르크는 ｢고용주책임법｣(Reichshaftpflicht- Gesetz)을 

제정하였으나 이것은 당시 산업재해의 20% 정도만 보호의 전제조

건인 고용주 과실을 물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를 산업재

해로부터 보호하는 안정적 수단이 되지를 못하였다. 이 때문에 고용

주 과실을 묻지 않고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

하여야 했다. 그러나 재해보험의 재원확보, 관리운영, 급여방식을 

둘러싸고 당시 정치세력들은 모두 입장을 달리하였다. 재해보험의 

재원을 국고가 부담하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는 비스마르크의 아이디어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국가사

회주의(Staatssozialismus)에 대한 우려가 이유였다(Kaufmann 2003). 

결국 재해보험은 직업조합이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고, 고용주의 보

험료를 재원으로 기금을 창설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관리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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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와 관련해서는, 독일제국의 성립 당시부터 연방제 통일국가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연방과 주의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의 성격도 

있었으며, 직업조합을 운영기관으로 함으로써 중간적 해결방법을 

찾았다3). 또 재해보험의 재원을 국고로 충당하는 경우, 결국 연방세

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연방 반대 세력들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재해보험법은 1884년 7월 6일 효력을 발

생하였다.

1889년 6월 22일 ｢장애 및 고령보험법｣(Gesetz betreffend die 

Invaliditaäts- und Altersversicherung)을 제정․시행하였다. 장애 및 

고령보험은 비록 노동자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기는 하였

지만, 직접적으로는 빈민구조의 재정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졌기 때

문에 국가는 보험재정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다. 

1911년 12월 20일에는 일반(육체) 노동자와는 다른 사무직노동자

를 위한 보험법이 제정하였다. 이것은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에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 때문에, 2005년 일반 노동자와 사무직노동

자의 연금보험 운영기관을 통합하는 공적 연금보험 조직개혁이 있

기 전까지,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일반 노동자와 사무

직노동자가 각각 이질적인 사회집단으로 분리 취급되는 전통이 확

립되었다.4) 이후 사무직노동자보험은 독일 사회보장정책의 역사에

3) 재해보험에 대해서도, 국가가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상인조합(Zunft)나 길

드(Guild) 등의 전통에 입각하여, 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관리방식을 채택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독일 사회보장제도를 코포라티즘적 요소를 가진 복지체제(corporatist 

regime)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4) 이 차이는 관리운영의 분리와 질병보험법 분야에서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사무직노

동자에게는 의무보험가입 소득상한이 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나타나 있었다. 그

러나 전후 서독에서는 연금보험에서는 이미 1957년 연금개혁조치로 일반 노동자와 

사무직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차이는 없어졌다. 질병보험법에서도 1989년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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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동자보험이 본 받아야 할 모델이 되었다. 마치 사무직노동자보

험이 공무원부양제도의 급여수준을 목표로 하여 발전한 것처럼, 일

반노동자의 사회보험은 사무직노동자의 사회보험을 재도 개선의 벤

치마크가 되었다. 

1883년 질병보험 제정 당시, 비스마르크는 담배사업을 독점하여, 

그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사회보험의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구상

했던 사회보험의 재정 및 관리운영방식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또 당

시의 지배층이 의도했던 목적, 즉 사회보험정책을 통해서 사회주의

와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계획도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자계급은 사회보험제도의 자치행정기구에서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 그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를 도입하게 된 데에는 여러 상황들이 함께 작용하였다(Kaufmann 

2003; Stolleis 2012). 우선, 이미 지역단위로 같은 직역의 구성원을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이른바 “공제조합”(Unterstützungskasse)이 

오랫동안 정착되어 있었다. 둘째, 공적 빈민구조제도가 도시화나 산

업화로 전개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었다. 결

국, 유명무실화된 빈민구조제도로는 노동자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자, 다른 대응방안, 즉 사회보험제도를 새로운 대

안으로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보험을 시행하기 위한 

학문적 논의가 성숙해 있었다. 슈몰러(Gustav Schmoller 1838~1917) 

등 강단사회주의자(講壇社 主義 )들이 주도하던 사회정책학회

(Verein für Sozialpolitik)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을 지원하였

게도 보험가입 소득상한이 도입되어 차이는 거의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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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또 당시 독일의 사회통계학도 사회보험제도의 시행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넷째, 독일에는 사회보험의 조직적 기반 즉 공

적 관료조직과 공무원제도가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잘 정비되어 있

었다. 이는 특히 영국과 비교하여 독일에서 사회보험이 먼저 실시될 

수 있었던 상황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도시화․산업화와 빈곤문제

독일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도시화나 산업화가 늦게 시작되

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된 독일의 산업혁명에서, 농민

의 도시로의 대규모 이동에 의한 도시화는 대중빈곤현상을 야기하

였다(Henning 1973; Kaufman 2003; Stolleis 2012) 

도시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하층계급이 도시로 대규모

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새로이 소속되는 도시 및 공장

이 연대공동체로서 이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전

통적으로 가족은 다목적 공동체였다. 이에 비해서 공장은 생산 공동

체로서 노동능력이 있는 자를 수용하고, 또 이들에게는 노동력에 대

한 반대급부로서 임금이 지급될 뿐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배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노동력의 공

급은 수요를 항상 초과하고, 그 결과 저임금과 실업이 대량으로 발

생하게 되었다. 초기의 산업사회에서 빈곤이 대량화되면서 빈곤문

제는 사회질서의 교란요소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

에서 빈곤은 사회문제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제 빈곤은 사회

5) 가치자유논쟁에서 보듯이, 사회정책학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에 있어

서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전반적으로 여론과 공무원집

단, 그리고 입법과정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1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경제적 가치평가의 대상으로서, 사회적 열등의 소산으로 인식되었다.

독일에서도 빈민이 대량화하고, 빈곤이 사회혼란의 요소로서, 또 

사회적 악(惡)으로 간주되면서 빈민부조사업도 더 이상 교회나 수도

원 등의 자선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가는 두 가지 처방에 주력하였

다. 첫째, 빈곤정책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출생지 원칙을 적용

하여, 다른 지방에서 출생한 빈민을 강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였

다. 이러한 출생지 원칙은 문제점이 많았다. 출생지 원칙을 적용할 

경우 빈곤지역의 정부가 오히려 산업화된 지역으로 이동한 주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정부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었다. 또 출

생지 원칙은 산업화에 필요한 “값싼” 노동력의 원격이동을 방해하

였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외부 유입 노동자가 빈민구조의 대상이 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빈민구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이 

되기 전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도 했다. 

빈민보호의 대상 선정이 출생지 원칙에서 거주지 원칙(Wohnsitz- 

prinzip)으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산업화된 지역의 재정 부

담이 증가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정부는 빈민보호의 요

건을 강화하였다. 둘째, 빈민을 구빈원(救貧院, Arbeitshauser)에 수

용하여 강제노동을 하도록 하였다. 빈민에게 노역을 부과하는 것은 

노동을 교도사업의 일환으로 계몽주의적 사고가 작용하였기 때문이

다. 다른 한편 구빈원에 수용된 빈민은 산업화의 진전에 필요한 “값

싼” 노동력의 저수지로서도 일정 역할을 수행하였다.

독일에서 빈곤상태는 적어도 개인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으며, 

빈곤을 사회적 악으로 보는 생각은 19세기 후반까지 그대로 지속되

었다. 독일에서는 19세기부터 오랫동안, 구빈원에 입소하여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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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우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독일의 신흥 공업도시에서, 농

촌에서 이주한 빈민들의 구제는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었으며, 빈

민구호 활동 참가자들은 중산층이나 장인출신의 자원봉사자들이었

으나, 구호대상이 되는 빈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 빈민구호 시

스템은 점점 무력화되었다. 

독일제국의 건설과 더불어, 빈곤상태는 국가수준에서 “무노동 소

일, 음주, 태만”(Spiel, Trunk und Müßiggang) 등의 노동기피 행동유

형과 유랑, 구걸. 홈리스 등과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처벌대상이 되

도록 하였다. 법적 근거는 1871년의 독일형법(Strafgesetzbuch) 제

361조로서, 여기에는 “비사회성”(Asozialität)이라는 불리는 범죄를 

설정하고, 구빈원에서 징역형과 교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예

컨대 정치영역에서 빈민에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

았다. 공교롭게도, 그러나 독일에서 빈곤정책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

지는 못했다(Kaufmann 2003; Stolleis 2012). 

이러한 빈곤상태에 대한 독일제국의 대응방식은 오랫동안 소공국 

상태로 분열을 지속하다가, 통일국가를 건설한 독일제국의 시대적 

상황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19세기 후반 독일에 비스마르크는 

반(反) 사회주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당시

에, 사회보험제도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은 사회보장의 기능

뿐 아니라 독일의 국가형성 및 민족통일의 기능을 수행하였기 때문

이었다. 물론, 빈곤정책은 사회보험과는 기능이 다르며, 따라서 병

행하여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정책

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별로 없었던 빈민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도입과정에서 서자 취급을 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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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바이마르공화국과 나치독일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정책의 전진과 역진

바이마르공화국과 나치독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전진과 역진

을 동시에 겪었다. 19세기 후반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법은 1911년 

7월 19일 ｢제국보험법｣(Reichsversicherungordnung)으로 일원화되었

다. 이 법은 전후 현대독일에서 사회보장법전 편찬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물론 그 후에도 오랜 동안 사회보험 기본법이 되었다. 

(Neumann und Schaper 2008; Stolleis 2012).

사회보험법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보호대상과 급여수준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전쟁 

중 억압적 성격이 강했던 노동정책에 대한 보상으로 사회급여를 개선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전쟁으로 인하여 사회적 보호대상자가 증가

하였다. 전쟁관련 희생자가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었으며,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법에서 규정된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였다. 실업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구조

적 산물이라는 인식도 이 시대에 자리 잡았다. 다만 실업부조는 노

동의 의무를 급여조건으로 하였다. 이로써 현대 사회보장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국가가 단순히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야경국가”(Nachtwächterstaat)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생활에 개입하여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국가”(Wohlfahrtsstaat)

로 발전을 하게 된다. 또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실업문제를 더 이상 

사회부조에 의존할 수가 없게 되고, 국가가 노동시장에 적극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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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개입하여 고용개선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27년 7월 16일 ｢고용알선 및 실업보험법｣

(Gesetz uber Arbeitsvermitl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이 제정

되고, 이 법의 시행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

게 되었다. 이 법은 전후 독일연방공화국의 실업보험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어, 1969년 6월 25일 ｢고용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에 

의해서 대체될 때까지 적용되었다. 

1927년의 실업보험은 재정적 비축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대량실

업의 급증으로 인하여 생겨난 거대한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

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에서 시작된 1920년

대 후반 세계 경제공황이 유럽지역으로 파급되었다. 1932년 독일에

서 6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 수치는 당시 

독일 노동자의 1/3에 해당하였으니, 이것은 미국의 경제대공황당시 

실업률이 20~25%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독일의 실업문제는 더욱 

더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후기는 헌법의 화려한 사회보장 프로그램과는 

달리, 제도발전의 정체기였다. 공화국 후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침체로 인하여 사회보험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공적 부조가 

대체기능을 수행하였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등장하면서 독일의 사회보장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나치정권은 “피”와 “땅”의 결합으로서의 민족

공동체(Volksgemeinschaft)의 형성을 선동하였으며, 이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사회보장정책을 활성화

하였다. 또 사회보장법을 독일 국민의 사회보장 자체보다는 나치정

권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나치 독일의 사회보장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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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게르만 민족공동체의 일원일 수 

없는 소수집단은 사회정책에서 철저한 차별대상이 되었다. 나치독

일은 1934년, 사회보험의 전통적인 자치운영 원칙을 거의 완전히 폐

기하였다. 이 때문에, 전후 사회보장정책의 제1과제는 이때 폐지된 

자치운영조직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자영업자와 수공업자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졌다.

2. 빈민정책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1919년 복지국가의 실현을 표방한 바이

마르 공화국의 출범은 빈곤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였다

(Manfred 2005). 이제 빈곤현상은 산업화․도시화, 또 공동체 이탈 

및 상실 등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 국가는 전후 빈

민으로 전락한 전쟁희생자와 전몰군인가족을 보호하여야 했다. 즉 

이 시기에 빈곤정책은 전상자부양 대책과 맞물려 있었다. 이로써 빈

곤을 사회적․경제적 열등의 소산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은 더 이상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졌다. 정치영역에서는 독일제국의 형법

에서 범죄인 취급을 했던 빈민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하였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최초로 법제화했던 바이마르 헌법은 제7조 

및 제9조에서 국가의 책무로 공적부조를 명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1924년 ｢공적부조법｣(Verordnung fur die Fürsorgepflicht)을 제정하

였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공적부조법은 생활욕구의 범위를 의료보

호, 재활보호, 교육보호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처음으로 직권보호제

도를 도입하였다. 공적부조법은 독일 독일에서 1961년에 연방의회

를 통과한 ｢연방사회부조법｣(BSHG: Bundessozialhilfegesetz)의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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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Neumann und Schaper 2008; Stolleis 2012).

❘제4절❘ 전후 사회보험의 복구와 팽창주의 

사회보장제도

1. 1957년 연금개혁-사회보험의 복구

독일의 기본법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이후 자본주의와 사

회주의의 중간노선 바로 “제3의 길”(dritte Weg)를 가리키는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6)라는 용어는 전후 서독의 민주적 

복지자본주의(Demokratische Wohlfahrtskapitalismus)의 특징이었다. 

이 개념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개발된 정통자유주의(Ordo-lib-

eralismus) 경제학파에 기원을 두는 것으로서, 무절제한 자유주의는 

물론 파시즘이나 스탈린식 공산주의에서 보는 전체주의나 명령경제

와는 적대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Manfred 2005; Neumann und 

Schaper 2008).

독일의 1949년 연방하원 총선거에서, 기민당(CDU)은 자유사회에

서 부와 복지의 재건이라는 약속과 함께, 사회적 시장경제를 캐치프

레이즈로 내걸어서 다수당이 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주창자인 

루드비히 에르하트트(Ludwig Erhart)는 1949~1963년의 15년에 걸친 

6)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와는 달리, 국가가 각종 규제를 통하여 사회

문제에 개입한다. 가령, 연금보험, 질병보험, 실업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에 대

하여, 노동자(피보험자). 고용주의 보험료 납부와 국가의 보조금으로 재원을 마련한

다. 사회정책의 목표는 고용, 주택, 교육 등을 포함하며, 여기에 사회정책에 의한 소

득분포의 균형화를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무제한적인 자유시장의 방종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개입을 통하여 시장을 규제하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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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최장기 경제장관을 역임하였고, 전후 독일의 경제기적을 가져

온 정치지도자였다. 에르하르트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협의의 개념

으로 정의하여 임금, 소비, 재산을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증대시키

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국가가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증가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시장 메커니즘의 정상적 작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통화정책이나 반독점정책

을 추진하였다. 에르하르트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복지국가의 변종

이라고 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국가에 대한 해독제(解毒劑)로 

간주하였다. 에르하르트는 복지국가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견지

하고 현대판 과대망상증이라고 보았다(Leisering 2009)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으로 국토가 동서로 분단된 서독의 사회

보험은 사실상 폐허에서 출발하였다. 나치시대 재정과 조직이 국가

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사회보험 역시 파탄에 

빠졌다. 사회보장의 기본구상은 전전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으며,, 

당시의 전후 영국 복지국가 모형이었었던 비버리지 계획(Beveridge 

Plan)은 정치적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당시 설정된 사회보험의 

목표는 보험공동체의 경제적 재건, 자치운영의 회복, 사회보험급여

를 변화된 물가 및 임금구조에 적응시키기 위한 화폐개혁, 전쟁희생

자 처리에 대한 보험법적 고려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독일 기본법은 사회보험을 연방의 입법권으로 하였다(제74조 제

12항). 또한 사회보험의 청구권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이 모색되었

다. 종래에는 행정부에 속하는 사회보험공동체, 즉 제국보험공단

(Reichsversicherungsamt)이 사회보험 분쟁을 관할하였다. 이제 특별

행정법원으로 사회보장법원(Sozialgerichte)이 설치되어, 사회보험 분

쟁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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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독일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수상은 에르하르트 경제

장관에 대항하여 고령연금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때, 에르하르트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그 협의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으

며, 복지국가를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기 위한 출발점이 되

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사회적 시장경제”는 중도적 입지점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간에 위치하는 사회적 합의와 산업평화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인구에 회자(膾炙)되기 시작하였다.

1957년의 연금개혁에서 전체 가입자의 평균임금의 변화에 따라 

연금급여를 조정하였다. 연금수급자의 연금수입이 노동자의 임금수

입과 연계되게 하였으며, 이로써 연금수급자가 전체 사회의 복지성

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작용하였다. 당시는 라인강의 “경제기적”(Wirtschaftwunder)이라 불

리는 경제적 호황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지극

히 낮은 상태에 있었다. 이미 국민의 상당 부분이 연금수급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정치적인 처방이 불가피하였다. 당시 

연방정부는 경제성장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경우 재정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57년에 단행된 연금개

혁의 취지는 당시 경제성장의 혜택을 연금수급자가 공유하도록 하

는 것이었다. 이 개혁으로, 연금의 재정방식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

식으로 이행하였다.7) 이로써 연금보험은 전후 독일에서 정당은 물

론 각종 이익집단들이 사회보장제도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캐치

7) 연금재정방식의 대표적인 두 가지이다.(Börsch-Supan 2000), 부과방식(Umlagever- 

fahren; pay-as-yo-go scheme)은 매년 지출하는 보험급여비용을 당해 연도의 보험료수

입으로 충당하는 재정방식이다. 따라서 부과방식에서는 현재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혐

료는 본인이 아니라 현재 연금수급자가 받는 연금의 재원이 된다. 이에 비해서 적립

방식(에서는 현재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적립되어 장래 본인이 받는 연금의 재

원이 Kapitaldeckungsverfahren)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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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즈가 되고 있는 “세대 간 계약”(Generationenvertrag)이라는 용

어가 등장하여,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이론적․제도적 근거를 제공

하게 되었다.

2. 팽창주의 사회보험과 사회정책

독일의 사회보장은 1950년대와 특히 1960년대 후반 경제기적의 

시기에, 적어도 1970년대의 오일위기 등으로 경제성장이 안정화되

기 전까지는, 질적, 그리고 양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제도적으로 정

비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보험의 대상과 보호되는 위험의 범위가 확

대되었다. 예컨대 1967년 사무직노동자에게 적용되던 의무보험 소

득상한(Versicherungspflichtgrenze)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사무

직노동자에게 누구나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

다. 사회보험이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자영업자․예술가 등 

노동자가 아닌 계층으로 의무가입을 확대하였다. 노동자 보험으로 

출발한 독일의 사회보험에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부여한 조치는 

1972년 제국보험법 제1233조의 제정이었다. 이 규정으로, 독일 국내

에 주소지를 갖거나 상시 체류의 요건만 갖추면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연금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였다.

사회보험이 보호하는 위험은 두 가지 형태로 확대되었다. 우선, 

기존의 사회보험이 주로 보험사고를 사후급여로 보호한 반면, 이제 

사고의 발생 자체를 사전 예방하려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가령 질병보험에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1975년에는 임신중절수술에 관한 형법개정 보완법률로서 낙태에 관

한 보험급여를 인정하면서, 질병보험은 임신 및 낙태수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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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둘째, 특히 연금보험에서 사회적 조정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다. 본래 공적 연금보험의 도입에서 당

초의 목표라고 볼 수 없는 교육기간 또는 실업기간 중의 소득상실

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이 밖에도 노동시장의 실업문제가 부상하

고, 인구의 고령화 문제와 노동시장의 만성적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퇴직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3. 팽창주의 사회정책과 빈곤문제

기민당/기사당의 아데나워 수상이 주도하는 연립정부는 부조급여 

제도를 본격으로 도입하였다. 1954년 독일의 연방행정법원은 특히 

독일 기본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실현의 자유, 사회

보장국가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사회부조 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인

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독일 연방

의회는 1962년 ｢연방사회부조법｣에서 사회부조급여의 청구권을 법

령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으며, 독일의 현행 ｢사회보장법｣(SGB)에

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8).

1950년대 후반 이후, “라인 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독일 경제가 

고도성장을 경험하면서 빈곤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전후 혼란시대

는 극복되었다(Manfred 2005). 이제 사회부조는 다른 사회보장제도

가 완비되면서 사회부조는 사회보험이 보호하지 못하는 일부 소수 

8) 사회보장법 제12편 제1절은 사회부조의 과제는 “서비스 수급권자에게 인간의 가치에 

부응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Aufgabe der Sozialhilfe ist es, den 

Leistungsberechtigten die Führung eines Lebens zu ermöglichen, das der Würde des 

Menschen entspricht”)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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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기능하게 되었

다. 이러한 사회부조의 기능상의 특성을 경제성장이 완만하기는 했

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197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실제 독

일의 사회보험은 1970년대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질병, 고령, 재해, 

노동능력상실, 사망 등 중요한 생활위험을 망라하여 보호하였다. 또 

사회보험은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보편적 보험의 성격

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사회보험의 국민의 물질적 생

활기반을 보호한다는 전제 아래 사회부조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사회부조는 사회 주변

집단에게 주로 비물질적, 특히 서비스 급여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

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보장법에 반영

되기 시작하여, 1962년 ｢연방사회부조법｣은 이른바 특별생활보호

(hilfe in besonderen lebenslagen)를 급여의 종류로 추가하였다. 이로

써 사회부조는 수요를 발생시키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수요심사

를 완화하여 보호함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의 기능을 담

당하여야 했다.

❘제5절❘ 긴축시대의 사회보험과 사회정책

1. 사회보험과 사회정책의 개혁

1950년대의 경제재건에서 1960년대의 고도성장 단계로 이행하고, 

1970년에는 다시 세계적인 오일위기가 밀어닥치면서, 1980년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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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후, 독일의 사회보험은 점차 긴축시대의 축소지향형으로 변모

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이 고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서 실업률은 증가하고, 보험료 수입은 줄어들었고, 국가채무는 커지

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다. 또 유럽

의 많은 나라에서 현재, 큰 걱정거리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른바 저

출산이 영속화하고 그 여파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사회보장제도에 

주는 충격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 시기에 고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보장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노력들이 독일

에서는 공적 담론의 형태로 활성화되었다(Bäcker 2007; Neumann 

und Schaper 2008). 

독일에서 팽창주의적 사회보장 개혁은 주로 1960년대와 1970년

대 중반까지 이루어졌고, 그 틀은 독일 경제의 고도성장과 안정성장

이었다. 이때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액의 관계를 제약하는 일부 

구조적 원리를 넘어서서 사회보장의 혜택이 확충되었다. 사회보험

에 사회조정의 요소가 상당 부분 도입된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은 경제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특히 1980년대에 들

어와서는 국가재정의 큰 부담이 되었다. 원래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이 상관관계를 갖게 되면, 사회정책의 상황요건으로서 경제정책 및 

국가의 재정상태가 중요한 변수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사회정책

은 그 자체의 특유한 독자적 구조 원리를 갖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

에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엄격한 의미에서 종속변수는 아니다. 1980

년대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은 바로 1970년대 중반까지 경제

부문의 급격한 고도성장 또는 안정성장이 팽창주의적 사회정책으로 

곧바로 이어졌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내외적 요인에 의한 

경제성장의 둔화는 곧 사회정책의 이에 대한 적응, 즉 긴축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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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으로 나타났다. 1989년과 

1992년에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효력을 발생했던 ｢건강제도구

조개혁법｣(Gesundheitsstrukturgesetz)과 ｢연금개혁법｣(Rentenreform- 

Gesetz)은 기존 사회보장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보장의 각종 혜택

을 축소함으로 해서 독일이 처한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점

증하는 실업률, 국가재통합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 외에 세계

화, 고령화, 인구구조의 불균형,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기능 및 

의식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개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하여, 독일은 질병보험 및 연금보험의 구조개

혁을 단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림 1-1-1] 독일의 공적 사회보험제도 5대 영역

독일의 공적 사회보험제도

질병보험

(1883)

재해보험

(1884)

장애․고령보험

(1889)

실업보험

(1927)

요양보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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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시대에 사회보험은 확대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이후 노령

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2년 질병보험법을 개정하여 잠정적으로 장기요양을 질병보험의 

과제로 하였다. 이후 1995년 장기요양을 독자적으로 보호하는 요양

보험(Pflegeversicherung)을 도입하고 사회보장법 제11편(SGB XI)에 

관련 규정을 두었다. 1995년의 요양보험은 19세기 말 비스마르크가 

도입된 질병보험, 재해보험, 고령보험,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에 체계

화된 실업보험과 함께, 현대 독일의 사회보험체계의 5대 핵심영역

을 이루게 된다([그림 1-1-1] 참고).

2. 긴축적 사회정책, 새로운 문제의 제도화

사회부조는 1980년대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복지국가 재

편 논쟁이 격화되면서 재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정

책이 긴축적 방향으로 대전환을 하게 된 배경은 경제성장의 둔화와 

이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와 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이 생겨나면서, 사

회보험은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보험

에 의한 보장의 공백은 사회부조제도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

였다(Bäcker 2007; Dobner 2007). 

사회부조제도는 1990년대에 두 번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일차적으로, 모두 사회부조 대상자를 사회변동에 어느 정도 동참하

는 방식으로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전통적으로 사회부조는 개인

에게 필요한 생활 욕구를 기준으로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1990

년에는 총체적인 생활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나아갔다. 1999년에는 1990년의 개정을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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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여 이제 생활필수품뿐 아니라 임금변동, 소비형태, 그리고 

생활유지비용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고령화 현상, 특히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일반화된 장기

요양문제 역시 사회부조의 기능에 변화를 가져왔다. 고령에 이르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살 수 없는 생활위험, 즉, 장

기요양문제는 점차로 일상적 사회위험으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사회보험은 이를 보호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독

일 사회보장의 구조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장기요양문제

는 서비스급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현금

급여를 중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장기요양욕구의 증대에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 독일처럼 사회보장 행정조직이 다원화되어있

는 경우 현금급여와 달리 서비스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방식을 통일

하는 것이 힘들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직역중심으로 발달하였

기 때문에, 일찍부터 직업적 재활(berufliche Rehabilitation)을 위한 

급여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사회적 재활(soziale Rehabilitation) 일

반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는 사실도 장기요양문제를 오랫동안 방치

하게 된 원인이었다. 

장기요양 문제는 사회부조의 일차적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

나 장기요양이 기대수명의 상승과 함께 나타나는 고령자의 일상적

인 생활위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현실은 사회부조의 본

래의 기능과 조화될 수 없었다. 사회부조는 비전형적인 사회적 위험

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또한 사회부조의 

기능에 장애가 되었다.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의 증대가 사회부조에 

재정 부담을 야기하였고, 그 결과 사회부조가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부조의 문제점은 잠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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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하지만, 1989년 질병보험 개혁을 통하여, 질병보험이 장기요양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오랜 동안 독일의 사회부조제도는 이원체제였다. 일반적인 빈곤

정책은 ｢연방사회부조법｣의 영역에 속했다. 한편, 실업으로 인한 빈

곤, 정확히 표현하면 고용보험의 가입자에게 실업이 발생하였지만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대기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혹은 실

업급여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고용촉진법에 띠라 자산 및 수

요심사를 거쳐 실업부조금(Arbeitslosenhilfe)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실업부조와 사회부조의 이원체제는 2003년 구직자의 기초

보장(Grundsicherung fur Arbeitsuchende)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사민당/녹생당 연립정권의 슈뢰더(Schröder) 수상은 “아

젠다 20109)”으로 불리는 독일의 경제성장, 노동시장, 국가경쟁력에 

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노동시장개혁 특별위원회(Kommission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의 건의안에 따라서. 특히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9) “Agenda 2010”은 사민당/녹색당 연립정권의 슈뢰더 수상이 독일의 사회시스템, 노동시

장을 개혁하기 위하여 추진한 연방정부의 개혁정책을 가리킨다(Michael und Scharnagel, 

2005). 이 프로그램에서 천명된 목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실업율을 경감하는 것이

었다. 2003년 3월 14일, 슈뢰더 수상은 독일 연방의회에서 개혁프로그램을 설명하면

서, 특히, 독일의 경제성장, 사회보장제도개혁, 세계시장 내 국가경쟁력 강화이 프로

그램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Agenda 2010"의 각종 조치는 연금급여와 실

업급여의 삭감, 간접적 의료비 삭감, 조세경감(예: 소득세 기본세율의 25% 삭감)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과거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이나 영국의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조치와 유사한 신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하는 것이었다. 또 이 조치는 유럽연합의 리스본 전

략(Lisbon Strategy)의 시장자유주의 접근방식에 근거하여 제안된 것으로, “Agenda 

2010"의 2010년은 리스본전략의 목표연도 2010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Hartz I-IV로 

알려진 노동시장개혁은 2003년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마지막 조치인 Hartz IV는 2005

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 Hartz IV는 독일의 실업급여와 고용공단(Job Center) 

제도에 일대변화를 가져왔고,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변화시키게 되면서 찬반논란이 

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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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광범위한 사회보장개혁을 단행하였다(Hartz 위원장의 이름을 

본 따서, “Hartz IV"라고 불림). 이로써 고용촉진법상의 실업부조는 

폐지되되고, 노동시장개혁의 성패에 관한 수많은 논란이 생겨났다

(Michael und Scharnagel 2005, Agenturschluss 2006; Bäcker 2007).

독일 사회가 전후, 특히 1970년대 이후 저출산의 영속화와 기대

수명의 신장으로,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고령화는 사회부조 시스템

에 두 가지 도전을 안겨다 주었다. 첫째, 소득활동기간의 단축과 기

대수명의 연장은 동시에 작용하면서 노인빈곤의 문제가 확대 심화

되었다. 노인빈곤은 가족구조의 변화에도 원인이 있었다. 가족이 해

체되면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통한 부양방식으로는 노후생활을 보

장하는 유형이 더 이상 보편적이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독일연방의

회는 2001년, ｢노인빈곤보호를 위한 기초보장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eine bedarfsorientierte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 

minderung)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취지는 노인빈곤을 보호하는 급

여에서 전통적인 사회부조의 성격을 탈피시키려는 것이었다. 

3. 새로운 사회보장 영역의 출현

독일에서는 전후, 전통적인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보호 대상을 확

대하면서, 새로운 사회보장의 영역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보장 영

역은 당초 공무원이나 전쟁희생자를 지원하는 제도에서 사회보상을 

확대하거나 각종 촉진시스템을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전광

석 2008; Dobner 2007). 

19세기 말, 비스마르크 시대의 부양행정(Versorgungsverwaltung)

은 전쟁희생자 보상만을 의미했다. 보불전쟁(Deutsch- Französi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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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eg 1869~71)으로, 독일제국에는 전쟁희생자가 다발하였고, 이들

을 위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보불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수의 전쟁희생자가 발생하고, 바이

마르공화국은 1920년에는 ｢제국부양법｣(Reichs-Versorgungsgesetz)

이 효력을 발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 10월 1일에는 ｢연방부양법｣(Bundesver- 

sorgungsgesetz)이 발효하여, 전후 주 단위로 제정된 전쟁고아 부양

규정을 대체하였다. 1951년 3월 12일에는 ｢전쟁고아부양청설치법｣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r Verwaltungsbehörden der Kriegsopfer- 

versorgung)이 발효하였으며, 부양청이 주의 특별행정기관으로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서 주정부는 일반

부양청을 둘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에 부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독일 기본법 제85조에 의거하여, 주의 부양청은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부양행정의 영역은 ① ｢연방부양법｣

(BVG: Bundes-Versorgungsgesetz)에 의한 전쟁고아 부양, ② ｢고아

보상법｣(OEG: Opferentschädigungsgesetz)에 의한 고아 부양, ③ ｢군인

부양법｣(SVG: Soldaten-Versorgungsgesetz)에 의한 제대군인 부양, 

④ ｢민간대체의무수행법｣(ZDG: Zivildienstgesetz)에 의한 민간대체

의무수행자 부양, ⑤ ｢전염병보호법｣(IfSG: Infektions-Schutzgesetz)

에 의한 접종피해자 부양, ⑥ ｢사회보장법전 제9편｣(SGB IX)에 의

한 중증장애인 부양이 있으며, 일부 지역의 주부양청은 아동수당, 

부모수당과 같은 전쟁이나 재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회문제

에 대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사회보장 팽창시대에 공무원과 전쟁희생

자의 피해만이 아니라, 군인, 민간대체복부수행자, 접종피해, 범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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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부양업무를 개시하였다. 당초에 재해보험

은 노동자 혹은 유사 노동자의 직무상 피해를 보상하는 일에서 시

작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별희생 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를 보상하는 일을 수행하게 되었다. 긴급구조원, 인체장

기제공자, 방공구조원, 명예직종사자, 개발봉사원 등이 각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는 전자에 해당한다. 또, 유치원 보호아동, 대학

생, 장애자 등에 발생하는 피해는 후자에 해당하는 예이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국가가 반드시 원인제공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

에,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부양 또는 보상의 책임은 없지만, 사회보

장의 목적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부양제도를 확대하여 왔다.

사회촉진 시스템(soziale Föderungssyteme)에는 아동수당, 양육수

당, 주택보조금, 고용 및 교육 촉진수당 등이 있다. 사회적 촉진 시

스템의 각종 제도는 사회부조와도 유사한 성격이 있다. 가령, 사회

부조나 사회적 촉진시스템에서 각종 급여의 수혜자가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여이고,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는 공통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부조는 엄격한 자산

조사를 통하여, 수요(필요성)에 대하여 심사를 하지만, 촉진시스템

의 각종 급여는 자산심사 등의 수요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그 심사

방식이 상당히 완화된 방식으로 발전한다. 아마도, 독일의 21세기 

사회보장제도가 팽창주의 시대에서 축소지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

는 것이 분명하지만,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에 저성장, 고실업, 저

출산, 고령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닥쳐오면서, 각종 촉진시

스템은 공공부조 시스템과 함께 점점 독일식 사회보장제도의 근간

을 이루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개연성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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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보장 관리체계

독일에서는 영미식의 사회보장과는 달리, 일반교육이나 직업교육

도 사회정책의 영역에 들어있지만,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에서 통용

되는 사회보장 개념에 입각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는 않고,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및 새로운 사회보장의 영역에 해당하

는 사회적 촉진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보장 관리체제와 관련 제

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제1절❘ 사회보험의 관리체계

독일에서 사회보험은 공적보험(gesetzliche Versicherung)으로, 1990

년대에 들어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민간보험이 도입되

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독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가입자 공동체의 “연대

성 원칙”(Prinzip der Solidarität)에 입각하여, 질병, 실업, 고령, 재해, 

장기요양 수요 등 전형적인 생활위협이나 그 결과들에 대하여 효율

적인 금전적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사회보험은 모든 가입자에 대하

여 안정적 생활수준을 보장하며, 보험기금으로 보통 언급되는 연금

보험, 질병보험, 실업보험, 재해보험, (장기)요양보험으로 구분된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책임을 지는 연방정부 부처는 연방보

건부(BMG: Bundesministrium für Gesundheit), 노동시장정책에서부



40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터, 연금보험과 실업보험, 실업부조 등 사회보장 전반에 대하여 책임

을 지는 연방정부 부처는 연방노동사회부(BMAS: Bundes- Ministrium 

für Arbeit and Soziales)이다. 또, 사회보장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정책 및 가족정책에 대해서는 연방 가족, 고령자, 여성, 

청년부(BMFSFJ: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가 감독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표 1-2-1> 참고). 보

험기금은 전국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공법상의 자치법인

으로, 각각의 기금은 독일의 사회보장법(SGB:Sozialgesetzbuch)에 의하

여 규정된 과제를 수행하는데 책임을 지는 자치운영(Selbstverwaltung)

의 원칙에 의하여 관리되도록 되어 있다. 

보험의 영역 감독기관 관리주체

연금보험

연방노동사회부

(BMAS: Bundesministrium für 

Arbeit and Soziales)

전국(연방) 수준 (독일연금보험연합(DRB), 

광부-철도-선원 독일연금보험)

지역 수준 (독일연금보험 + 지역의 명칭)

질병보험
연방보건부(BMG: 

Bundesministrium für Gesundheit)

지역별질병금고(AOK), 

직장질병금고(BKK), 

수공업자질병금고(IKK), 

대체질병금고(EKK), 농민질병금고(LKK), 

광부질병금고(KKK)

실업보험
연방노동사회부

 (BMAS)
연방고용공단 및 지역의 고용공단

재해보험 연방노동사회부(BMAS)

직장 및 농민 동업조합

공공기관의 재해보험관리기구

(기초자치체의 재해보험연합, 재해기금) 

(장기)요양보험 연방보건부(BMG) 질병금고의 요양보험금고(Pflegekasse)

<표 1-2-1> 독일의 5대 사회보험의 관리체제: 감독기관과 운영기관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1), Soziale Sicherung im Überblick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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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보험

가. 공적 연금보험의 관리체계

독일의 공적 연금보험에서 연방노동사회부(BMAS: Bundes- 

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는 감독기관으로서 입법에 책임은 

지고, 연방보험공단(Bundesversicherungamt)은 독일연금보험을 일상

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2005년 공적 연금보험의 제도개혁이 있기 전

에는 3개의 제도영역이 존재하였으며, (1) 22개의 지역보험기금

(LVAs, Landesversicherungsanstalten)(일반노동자, 곧 사무직 노동자

가 아닌 가입자는 지역보험기금에 가입하였음) (2) 연방사무직노동

자 보험기금(BfA: Bundesversicherungsanstalt fur Angestellte) (3) 연

방광부연금보험기금(Knappscheftliche Rentenversicherung), 철도보험

기금(Bahnversicherungsanstalt), 선원보험기금(Seekasse))이 있었다. 

이들 연금보험 운영기관은 독일연금보험운영기관연합(Verband Deutscher 

Rentenversicherungstrager)으로 통합되어 있었으며, 행정위원회와 이

사회의 임원은 공동결정(Mitbestimmung) 원칙에 입각하여, 고용주

와 피고용자가 각각 1/2를 차지하였다.

공적 연금보험의 조직은 2005년 1월 1일에 발효한 ｢연금보험조직

개혁법｣(Gesetz zur Organisationsreform der gesetzlichen Rentenver- 

sicherung)으로 대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곧 2005년 보험조직을 

개혁하기 전까지는 노동자연금보험은 지역단위로 조직된 22개의 주

보험공단(Landesversicherungsanstalten)이 관리․운영기관이었다. 또 

나머지 보험단체는 연방 수준에서 조직되었다. 사무직노동자 연금

보험은 연방보험공단(Bundesvesicherungsanstalten)이 관리․운영기

관이 되었다. 특수직역 보험단체에는 연방철도보험공단(Bundesb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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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cherungsanstalt), 선원조합(See-Kasse), 연방광산조합(Bundes- 

knappschaft) 등이 있었다. 자영업자는 사무직노동자 연금보험공단

의 가입자가 되었다.

2005년 연금보험조직개혁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육

체)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의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 연금보험조직의 운영를 통합하였다. 조직개편 이

후 모든 가입자를 일반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험번호를 부여하였다. 둘째, 개혁조치는 행정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였다. ｢조직개혁법｣은 2010년까지, 행정비용을 10%로 동결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리운영비용을 절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미 연금보험의 관리운영비용은 1.7%로 상당히 절

감되었으며, 질병보험의 운영비용은 상당부분(13% 정도)이 보험료 

수납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출되고 있다. 다만 노동자 연금보험을 관

할하는 주보험공단이 향후 통폐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보

험조직 운영비용의 절감은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조직개혁 이후, 독일의 연금보험조직은 3개 단위로 구성

되었다. 첫째, 기존의 노동자연금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연금보험연합

(DRB)이 되었다. 기존의 독립법인 성격을 가진 주보험공단은 이제 

연방보험연합의 지역단위가 되도록 하였다. 둘째, 독일연금보험연합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사무직노

동자 연금보험공단과 기존에 모든 연금보험자의 연합체였던 독일연

금보험공단연합회(Verband der Deutschen Renten- Versicherungsträger)

가 통합되었다. 셋째, 광산, 철도, 선원 연금보험공단이다. 이 조직개

편으로, 독일 연금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은 종전의 27개에서 16개

로 축소되었다(<표 1-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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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독일 연금보험 운영기관별 가입자 수(2010년 현재)

단위: 백만 명

연금보험 

관리주체

가입자

(백만 명)

연금보험 

관리주체

가입자

(백만 명)

독일연금보험연합(DRB) 33 중부독일 연금보험 2.9

광부-철도-선원보험 3.3 북 바이에른 연금보험 2.4

바덴-뷔르템베르크 

연금보험
4.8

올덴베르크-브레멘 

연금보험
0.8

남 바이에른 연금보험 3.6 라인란트 연금보험 9.4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연금보험
2.6 라인란트-팔츠 연금보험 2.0

브라운 쉬바이크-하노버 

연금보험
3.0 자르란트 연금보험 0.4

헤센 연금보험 2.6 쉬바벤 연금보험 1.4

중부 연금보험 4.0 배스트팔렌 연금보험 3.9

독일전체 73.0

자료: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 Das Unternehmen (2012) 및 개별지역 단위의 

연금보험 운영기관의 웹사이트(2011년 2월 현재)

2012년 현재 7,300만 여명이 가입해 있는 공적 연금보험의 가입

자 분배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먼저, 해당 

노동자들이 광산, 철도, 선원 연금보험공단에 가입자로 분류된다. 

둘째, 나머지 가입자들은 주 단위 보험조직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 

때, 전체 가입자의 55%가 여기에 가입하도록 조정한다. 지역별 분

배에 있어서는 상주지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연방차

원에서는 독일연금보험연합에 40%의 가입자가 그리고 광산, 철도, 

선원연금보험공단에 5%의 가입자가 분배하도록 조정한다. 여기서, 

제1단계에서 광산, 철도, 선원 연금보험에 전체 가입자 중 5%가 가

입한 경우에는, 제3단계에서 광산, 철도, 선원 연금보험에 대한 별도

의 가입자 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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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영업 예술가나 출판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예술

가사회보험법｣(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에 의거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강제보험의 대상이 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대

부분의 농업종사자 중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농민 고령연금금고에 

보험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구 동독지역에 대한 1995년 사회보장개

혁에서 서독의 기존 농업부문 보험제도가 그대로 도입되었다.

독일연금보험연합은 보험 가입자를 관리하고, 전체 연금보험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지는 자치운영기관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연

금보험 전체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 보험단위 간 조정이 필요한 문

제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독일연금보험연합의 조직은 이원화되

어 있다. 전체 연금보험에 관한 사항은 자치운영위원회가 관할한다. 

이에 비하여, 자체 가입자에 대한 업무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로 구

성된 특별위원회가 관할한다.

독일연금보험연합 자치운영위원회의 대의원회(Verter-Versammlung)

는 가입자와 고용주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과 지역사무소 및 광산, 

철도, 선원 연금보험공단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또 독일연금보험연

합의 이사회(Bundesvorstand)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되는 22명의 이사

로 구성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체 가입자에 대한 관리는 특별

위원회의 대의원회에서 선출되는 8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Vorstand)가 관할한다. 연급보험 전체 또는 보험자 간의 조정에 관

한 문제는 대의원회와 이사회에서 3분의 2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 

때문에, 연금보험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연방차원의 보험자나 지역

단위의 보험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연금보험의 집

행은 집행부(Directorium)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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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 연금보험의 태동과 관리체제

독일 정부는 2000년 초반부터, 직역별 플랜이나 개인저축(2001년 

Reister 개혁, 2005년 Rürup 개혁10))으로 공적 연금보험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단체계약이 가능한 노동

조합 부문에서만 가능했으며, 이 점에서는 개인들을 사회적 차별로

부터 보호하는 직종별로 구성된 공적연금제도에서 고령기의 빈곤문

제를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

문별로 파편화된 시스템으로 이행하고 있다.

권장되는 민간보험의 하나는 다양한 후원자들이 제공하는 직역별 

적립식 보험으로 조세감면의 혜택이 있다. 고용주는 최소 하나 이상

의 직역별 연금보험(Entgetlumwandlung)을 제공해야 하며, 몇 가지 

선택지(보험기관, 가령 부양금고, 연금금고, 연금기금 등을 통한 직

접관리 또는 보험기관에 피고용자가 보험가입을 하도록 위임하는 

직접보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하나는 2001년 Riester 개혁

과 2004년 Rürup 개혁에 의하여 권장된 자발적이고, 세제지원을 받

는 연금보험으로 이것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민간보험의 영역에 

드는 것이다. 

이들 두 종류의 민간보험을 감독하는 기구는 연방금융서비스감독

청(BAFin: Bundesanstalt fu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이고, 이

들 감독기관은 다시 연방재무부(BMF)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10) Reister 연금은 Wlater Riester 당시 노동사회부 장관으로,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하

여 고령자 부양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Rürup 연금은 경제학자 Bert Rürup가 

제안한 기초연금(Basisrente)으로, 수급기준이나 조세혜택은 공적 연급법과 유사하지

만,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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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보험

가. 질병보험의 운영주체

공적 질병보험의 운영기관은 “질병금고”(Krankenkassen) 불리는 

건강보험조합이고, 이들은 자치운영의 원칙에 따라 조직할 수 있지

만 최종적으로 연방보건부(BMG: Bundesministrium der Gesundheit)

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이들 질병금고는 사회보장법 제5편 제217조의 규정에 근거하

여, 독일질병금고연합회(GKV: Spitzenverband ist der Spitzenverband 

Bund der Krankenkassen)를 조직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품질이나 경

제성에 대한 수요증대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합회가 체결한 

계약이나 결정은 모든 질병보험금고, 주단위 협의회에 효력을 가지

며, 사실상, 7000만의 질병보험 가입자에게도 유효하도록 되어있다.

이 협의체에 소속된 개별 질병금고는 공법상의 권리능력이 있는 

사단법인이다. 질병금고는 지역별로, 직종별로, 조합의 종류가 다원적

이며, 또 각 종류별로 다수의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 독일 질병금고

는 그 종류는 6가지이다 지역질병금고(AOK), 직장질병금고(BKK), 

수공업자질병금고(IKK), 대체질병금고(EKK), 농민질병금고(LKK), 

광부질병금고(BKn)이 그것이다. 1994년 이들 금고의 총수는 1,145

개였는데, 2011년에는 155개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그 축소의 템포

는 지역질병금고, 직장질병금고, 수공업자질병금고의 수가 감소하면

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표 1-2-3> 참고). 물론, 질병금고의 

수는 조직개편의 과정에서 더욱 더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으며, 조직의 규모를 고려하여 30~50개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는 주

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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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독일 종류별 질병금고 수(1994~2011)
단위: 개

금고종류 1994 1997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역질병금고

(AOK)
236 18 17 17 17 17 17 16 15 15 14 12

직장질병금고

(BKK)
706 457 337 255 229 210 199 189 171 155 131 119

수공자질병금고

(IKK)
165 43 32 24 19 19 19 17 17 15 14 8

대체질병금고

(EKK)
15 14 12 12 11 10 10 8 8 8 6 6

농민질병금고

(LKK)
21 20 20 10 9 9 9 9 9 9 9 9

광부질병금고

(KKK)
2 2 2 2 2 2 2 2 1 1 1 1

합  계 1,145 554 420 320 287 267 256 241 221 203 175 155

자료: 공적 질병금고 전국연합회(Spitzenverband der gesetzlichen Krankenkassen) (2012), 

Anzahl der Krankenkassen im Zeitablauf–. Konzentrationsprozess durch Fusionen 

(Angaben zum Stichtag 1.1.)

질병보험의 가입자는 법적으로 특정 금고에 가입할 의무가 강제

되지는 않는다. 이는 조합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보험재정의 건전화

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에 신규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질병금고 간에 균등한 조건 아래서 자유로운 경쟁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위에서 설명한 위험구조조정은 보험재정

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체질병금고

(EKK: Ersatzkrankenkasse)가 일반국민에게 개방되어, 다른 금고들이 

대체금고와 같은 조건 아래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마련한 후 실제 금고 간에 경쟁

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입자는 기존 금고

의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 금고를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독일의 건강보험제도에서는 1993년 구조조정법에 의하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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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금고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지만, 이제 가

입자는 통상적인 탈퇴예고기간인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1개월의 

예고기간만으로도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보험료율의 

인상은 질병금고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구조를 생성하여, 질병

금고 간에 무한경쟁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자치운영의 원칙

질병금고는 연금보험과 같이, 가입자와 고용주가 자치적으로 운

영하는 조합관리방식을 채택한다. 이것은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

가 질병보험제도를 창설한 후에, 기존의 광부와 노동자의 “공제조

합”(Unterstützungskasse)을 건강보험관리주체로 재구성하였던 역사

에 유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질병금고는 부분적으로 국가의 감독

을 받기는 하지만, 자치운영의 원칙(Prinzip der Selbstverwaltung)이 

준수된다고 할 수 있다. 자치운영의 원칙은 본래, 급여, 보험료, 가

입자 범위, 조합의 과제설정에 관한 자율적인 결정권과 자치조직권

이 조합에 인정된다는 것을 의한다. 그러나 질병보험에 관한 세부사

항을 법률이 직접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에서 자치운영의 

원칙은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현재는 자치운영의 원칙은 조합이 보

험료율을 정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형태 등으로 남아있

다고 볼 수 있다.

질병금고의 자치운영기관으로는 대의원회와 이사회가 있다. 대의

원회는 질병금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정관과 자치규정을 의결하도

록 되어 있다. 또 이사회를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는 조합

의 주요 업무를 관장하고, 소송에서 조합의 이익을 대표한다.

자치운영기관의 구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수대표의 원칙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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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곧 같은 동수의 가입자 대표와 고용주 대표가 자치운영기관을 

구성하게 된다. 다만 대체질병보험조합의 자치운영기관은 가입자대

표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질병금고는 업무집행이나 재정회계에 대하여, 국가의 감독을 받

도록 되어 있다. 국가의 감독은 합성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합

목적성 심사는 배제한다. 연방단위의 보험단체에서는 연방보험청이, 

주단위의 보험청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관할하는 주의 최고 행정

청 혹은 그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별도의 행정기관이 각종 감독사

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 질병금고와 가입자, 요양기관의 관계

1) 진료관계 

질병보험 가입자는 질병보험에 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

는다. 질병금고는 보험 가입자가 구입한 진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거나 또는 질병금고가 직접 진료를 제공하는 방법을 채택하

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보상은 예외적이며, 또 질병금고가 직접 급

여를 지급하는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 질병금고는 공법상의 요양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료 및 보상관계에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의와 가입자의 법률관계는 이중적이다, 질병보험법에 의하여, 

가입자는 보험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며, 또 진료비용

은 질병금고가 부담하고, 가입자의 부담의무는 면제되도록 하고 있

다. 또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는 민법상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가

령, 의사의 주의의무, 의료과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의는 충분

하고, 목적에 부합되는 경제적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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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관계

보험자인 질병금고는 보험의연합회에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진료비용에 대한 보장은 총액으로 보험자가 보험의 연

합회에 지급한다. 보험의(Kassenarzt, Vertragsarzt)는 보험의연합회에 

보상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곧 보험의가 직접 질병금고에 진료비

용을 청구하지는 않으며, 이 때문에 개별 보험의에 대한 통제는 보

험의연합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보험자단체인 질병금고와 보험의연합회의 계약에 의하여, 진료내

용, 진료방법, 보상기준을 마련한다. 이 계약에서는 특히 급여의 상

대가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이 확정된다. 이러한 주단위의 보험의

연합회와 보험조합 연합회간에 체결되며, 계약의 내용은 연방단위

로 구성되어 있는 양 기관 간의 계약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

약의 내용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재기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3) 연방위원회

보험제도의 운영에서 연방위원회(Gemeinsamer Bundesausschuss)의 

설치가 사회보장법 제5편(SGB V)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04년 

1월 1일에 발효한 ｢공적 질병보험 근대화법｣(Gesetz zur Modernisierung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에 의거하여 ① 의사 및 질병

금고 연방위원회, ② 치과의사 및 질병금고 연방위원회, ③ 심리요

법 연방위원회, ④ 중재위원회, ⑤ 병원위원회를 대체하였다. 연방

위원회는 공법상의 독립법인으로, 연방보건부(BMG)의 법률적 감독

을 받으며, 진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보

상의 대상이 되는 검사 및 진료방법을 규정한다. 이 지침은 규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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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 때문에 질병보험 상의 급여 및 급여전달

체계에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라. 의료공급관계의 성립과 형성

보험의로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보험의 허

가에 있어서 수요심사를 거쳐야 하며, 허가신청에는 연령제한이 있다. 

곧 35세가 넘으면 보험의 허가신청이 불가능하다. 보험의는 68세까지 

활동이 가능하며, 진료행위는 보험의연합회(KVen: Kassenärztlichen 

Vereinigungen)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 보험의와 질병금고

의 대표자 동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보험의의 진료남용을 심사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 보험의연합회에 이른바, 부패방지위원

회를 구성하며, 보험의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가한다. 

독일의 질병보험에서는 보험의 외에 약국, 제약업자, 치료사 등이 

가입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금고는 이들과의 단체계

약을 통하여 급여 관계를 규제한다.. 보험의연합회와는 달리, 이들 

단체는 공법상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단체들 간의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계약에 의한 참여 여부는 당사자의 개별

적인 결정에 의한 의한다. 약재급여 있어서 질병보험법이 약가할인,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제약회사에 대한 비용보상 의무를 직접 규제

한다.

3. 실업보험

실업보험과 나중에 보게 되는 실업부조의 운영주체는 종전의 연방

고용청(Bundesanstalt für Arbeit)을 개편한 연방고용공단(Bundesagen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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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ür Arbeit)이다. 연방고용공단은 연방정부의 위임으로, 노동시장이

나 직업훈련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나 훈련기관의 

알선하고, 직업교육이나 추가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수당이나 아동급

여도 지불한다. 연방고용공단은 10개의 지부(Regionaldirektionen), 

178개의 고용공단, 약 610개의 지역사무소(Geschäftsstelle)를 둔 방

대한 조직이다. 추가적으로 ① 노동시장 및 직업 연구소(IAB : 

Institut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뉴렘베르크 소재),  

② 외국인 직업소개소(ZAF : Zentrale Auslands- und Fachvermittlung, 

본 소재), ③ 연방고용공단 리더쉽 아카데미(Führungsakademie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④ 연방고용공단대학(University of Labour 

Market Management), ⑤ 연방고용공단 정보기술 하우스(IT-Systemhaus), 

⑥ 가족급여과(Familiekassen)가 있다.

연방고용공단의 자치운영기구는 행정위원회(Verwaltungsrat)이다. 

일반 사회보험단체와는 달리, 연방고용공단의 행정위원회는 노동자

와 고용주의 대표는 물론 공익대표가 1/3씩 동수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고용공단은 광범위한 고용정책 및 사회정책상의 업무를 

처리하며, 행정위원회의 구성방식도 사회보험단체에 의하여 선출되

지 않고,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및 연방정부, 연방상원 등이 제청하

여, 연방노동사회장관(Bundesminister für Arbeit und Soziales)이 최

종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연방고용공단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전후 독일에서 ｢고용알선 및 

실업보험 연방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한 법｣(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r Bundesanstalt fü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

이 1952년 3월 10일에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뉴른베르크(Nürnberg)

에 본부를 둔 연방기관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실험보험에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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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납부하는 사회적 파트너들과 공공기금의 단체들이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직한 자치행정조직으로 출범하였다. 

1969년 노동촉진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서, 연방노동청 곧 현재

의 연방고용공단이 탄생하였다.

연방고용공단은 2003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근대화 위원회”(Das 

Kommission für moderne Dinestleistung am Arbeitsmarkt) (통칭 위원

장의 이름을 본 따서 Hartz Kommission)의 주요 결론을 입법화한 

제3법(통칭 Hartz III라고 부름)이 통과되고 나서, 2004년 1월 1일, 

연방노동청은 연방고용공단(Agentur)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주노

동청은 연방고용공단의 고용공단지역지부(Regionaldirectionen)가 되

었다. 

연방고용공단의 지역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법 제2편 제44(b)조에 근거하여, 통합사무소(Arbeitsgemeinschaften, 

보통 Job Center로 불리는 경우가 많음)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 이 

통합사무소에서는, 연방고용공단 지역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one-stop 

service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연방헌법재판소는 2007년 12월 20일, 이러한 통합사무소의 운영

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의 연방제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

결하고, 2010년 말까지 연방제 원칙에 부합하는 기구를 만들도록 주

문하였다. 한편, 구직자의 기본보장 급여의 수령자에 대해서는 별다

른 변화가 없다.

4. 재해보험

법정 재해보험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입법에 포함된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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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형으로 1884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이러한 형태의 보험을 운

영하는 기관으로는 사회보장법 제7편 제1절 제114조에 규정되어 있

다. 이들 기관으로는 (1) 산업별 직역조합(9개가 산업영역에 따라 구

분되어 있음), (2) 농업종사 직역조합(9개 조합이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주단위의 농업, 삼림업 조합, 원예부문의 직역조합이 중요

함), (3) 재해금고 및 소방부문 재해보험(연방, 주, 그리고 기초자치

단체 공무원과 소방대원, 생명구조대원, 관련 퇴직요원 등은 구조기

관 물론 대학, 초중고, 유치원을 위한 32개의 재해보험기금이 운영

되고 있음)이 있다.

국가의 감독을 받는 직역조합과 공적 재해보험기금 운영기관은 

공법상의 단체로서 자치운영의 원칙에 따라 관리된다. 이들 운영기

관들은 2007년 7월에, 산업별직역조합연합회(HVBG: Hauptverband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연방재해보험기금연합회

(BUK: Bundesverband der Unfallkassen), 농업부문 직역조합(BLK: 

Bundesverband der landwirtschaftlichen Berufsgenossenschaften)로 통폐

합되었다. 또 산업별직역조합조합연합회(HVBG)와 연방재해보험기

금연합회는 통합하여, 독일법정재해보험연합회(DGUV: Spitzenverband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로 일체화하였다. 

2009년에는 ｢법정재해보험 현대화법｣(UVMG: Gesetz zur Modern- 

isierung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이 연방의회를 통과함

으로 해서, 법정재해보험의 조직과 재원조달 방식에 또 한 차례 변

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산업별 직역조합의 수는 운영기관을 통폐합

으로 해서 축소되고, 직역조합 간에 부담조정이 새로이 이루어지도

록 하였다. 추가적인 변화는 고용주가 위험률에 따라 위험등급의 부

여에 재량권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파산보상금은 이제 직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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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질병보험금고로 변제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총액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독일의 각 주에서는 보건 및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가

령, 건강안전청(Amt für Arbeitsschutz)과 노동감독관실(Gewerbe- 

Aufsichtsamt)이 있다. 또 연방직업건강안전연구소(Bundesanstalt fü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는 일자리 현장에서 건강이나 안전

에 관련 모든 측면에 대해서 연구를 실시하고 자문 및 훈련 프로그

램을 제공하여, 사고보험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

한다.

사회보장법 제7편(SGB VII)은 고용주 책임보험기금이 직업재해, 

직업병, 직업상의 건강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하

고, 작업현장에 일차적인 응급시설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률을 기초로 하여, 수요평가 조사를 실시한 후에, 책임보험기

금은 기금가입자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고

방지규정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담당관은 또한 사고방지 규

정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회사와 피보험자인 노동자들에게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5. (장기)요양보험

현재 800만 명 이상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장기)요양보

험은 1995년에 정식으로 도입된 공적 보험으로서, 종전에는 접근할 

수 없는 장기요양의 필요성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큰 갭을 메우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관리기관은 요양보험금고(Pflegekassen)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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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질병보험금고 산하에 조직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질병보험

기금은 이와 관련된 요양보험금고를 별도로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질병보험기금과 마찬가지로, 요양보험금고는 공법상의 독립적이고, 

자치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인이다. 요양보험금고의 운영기관은 

질병보험기금의 운영기관과 동일하다. 또, 요양보험금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건강보험금고에 의하여 고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요양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검토되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

은 개인위생, 식사, 이동, 가사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요양보험

금고는 자체적인 기준을 이용하여 요양보험의 관리 및 운영의 주체

로서, 피보험자의 요양필요 수준을 세 등급으로 구분한다.

❘제2절❘ 사회부조의 영역과 관리체계

1. 사회부조의 영역

사회부조의 법적근거는 사회보장법 제12편(SGB XII, Sozialgesetzbuch 

XII)으로, 독일 연방의회는 2003년 12월 27일 사회부조권을 사회보

장법에 편입시켜서, 2005년 1월 1일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기존의 

연방사회부조법(BSHG, Bundessozialhilfegesetz (BSHG)을 폐기하였다.

사회부조(Sozialhilfe)는 빈곤, 사회적 배척, 곤궁 등으로부터 독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기존의 다른 보험제도

나 복지 시스템으로는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거나, 

충분한 수급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이나 가족이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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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는 친족 등의 지원이 없고, 취업을 하여도 소득이 충분하

지 못한 불완전취업자 등의 생활 곤궁자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공적 부조의 형태로 존재한다. 사회부조의 내용에는 필요불가결한 

생계비 등을 보장하는 생활부조와 장애, 질병, 장기요양 등 다양한 

생활상의 원조를 실시하는 부조가 있다. 동시에, 2003년 12월 24일 

사회보장법 제12편(SGB XII)의 도입으로, 종전에는 사회부조 또는 

실업부조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졌던 구직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

러나 사회보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부조에는 ① 생계부조(사회보장법 제2편, 제

27~40절), ② 고령 및 소득능력 축소에 따른 보충연금(제41~46절), 

③ 건강의료부조(제47~52절), ④ 장애인 통합부조(제53~60절), ⑤ 장

기요양부조(제61~66절), ⑥ 특수한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

요한 부조(제67~69절), ⑦ 여타 환경에 대한 부조(제70~74절) 등이 있다.

2. 사회부조의 관리체계

독일의 사회부조 관리 또는 운영하는 기관에는 무수히 많으며, 

(1) 연방고용공단 및 지방고용공단, (2) 구직자 기본보장 관리기관, 

(3) 연방 수준과 주 단위 훈련촉진청(die Ämter und Landesämter für 

Ausbildungsförderung)이 있고, 추가적으로 질병금고, 장기요양금고, 

직업조합. 지방자치단체 재해보험연합회, 재해보험금고, 공적 연금

보험금고, 농업종사자 고령보험금고, 부양청 및 주 부양청, 통합사

무소(Integrationsamt), 가족수당금고, 공적 청년부조 운영기관(청년

복지공단), 주택수당 관리기관 등이 있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Sozialamt”(사회복지사무소, 영어의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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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에 해당함)는 사회보장법 12편(SGB XII)에 사회부조 과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관청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주정부나 기초자치단체의 조직들에 대해서 사용되며, 

그것은 청년복지공단, 주택 및 사회복지부서, 또는 Job Center 

(Arbeitsgemeinschaft)를 가리키기도 한다. 사회복지단체는 지역기관

과 초지역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 사회보장법 12편의 제반 

규정에 대한 이행여부는 주정부의 관할 사항으로, 주정부는 초지역

적인 사회부조의 과제를 어떤 기관이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2012년 현재, 21개의 초지역적인 사회부조 운영기관이 있으며, 이

들은 자발적인 협의체(BAGüS: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über-

örtlichen Träger der Sozialhilfe)를 조직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총회

를 개최하고, 본위원회, 전문위원회, 이사회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

다. 협의체의 총회는 4년마다 한 번 씩 개최되며, 협의체의 주요안

건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회 등 협의체의 주요 임원을 선임

하도록 되어 있다. 운영기관 협의체는 모든 운영기관이 위원이 되는 

본위원회를 조직하고, 매년 이사회의 회계보고서를 접수하고, 이사

들의 임면권을 가지며, 주요과제로는 주요업무에 대한 상담과 결의

를 포함한다. 운영기관 협의체는 주제별로 4개의 상임 전문위원회

를 조직하여 특정과제를 수행하고, 개별 운영기관은 전문위원이 되

어서 협력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총회 의장, 전문위원회 의장, 총

회에서 선출된 4명의 운영기관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사장을 지원하고, 총회와 본위원회의 결의사

항을 준비한다.

연방고용공단은 사회부조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보장법 제2편 

제44(b)조에 근거하여, 지역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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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무소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 이 통합사무소에서는, 연방고용

공단 지역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one-stop service를 위하여 상호 협

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2007년 12월 20일, 이러한 통합사무소의 운영은 독일연방공화국 기

본법의 연방제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2010년 말까지 

연방제 원칙에 부합하는 기구를 만들도록 주문하였다. 한편, 구직자

의 기본보장 급여의 수령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제3절❘ 장애인 보호, 사회촉진 및 새로운 

제도의 관리체계

1. 장애인의 보호 및 통합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의 자료에 의하면, 2010

년 현재, 사회보장법 제12편(SGB XII)에 의거하여 통합부조 서비스

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770만 명으로, 이 수치는 전년도보다 6.2%

나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표 1-2-4> 참고). 독일의 통합 서

비스 부조는 국민을 잠재적 장애로부터 보호하고, 현존하는 장애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것을 그 과제로 삼고 있다. 

2010년 현재, 장애인 통합서비스 부조의 수급자는 평균연령이 32

세였다. 법정 시설입소 기준에 의거하여, 통합버스는 근년에는 계속

적해서 시설 이외의 부조 서비스로 이행하였다. 가령, 1998년에는 

시설 이외의 부조 서비스가 26%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시설 이



60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표 1-2-4> 장애인 통합부조 수급자의 수와 평균연령(2010년 현재)

단위: 명, 세

종류 합계 남자 여자
평균연령(세)

합계 남자 여자

합계
1)

769,751 459,546 310,205 32.4 31.2 34.0

의료재활 서비스
1)

9,048 5,968 3,080 21.0 20.7 21.7

고용통합 서비스 6,888 3,893 2,995 38.6 38.1 39.2

법정 특수 (장애인) 작업장, 

고용서비스
252,644 148,908 103,736 40.6 40.5 40.6

근린지역 통합 서비스 543,494 322,679 220,815 32.6 31.2 34.6

맞춤형 학교교육 부조 66,889 41,819 25,070 12.6 12.4 12.9

맞춤형 취업(전문대학 교육 포함)

을 위한 부조
7,871 4,811 3,060 14.4 14.1 14.9

기타 맞춤형 활동을 위한 부조 244 138 106 22.9 23.3 22.4

사회보장법(SGB) 제10편 56조

에 의한 특별 취로장소 취업 부조
3,870 2,120 1,750 46.1 44.2 48.3

의료서비스 또는 의료처방 서비

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취업

활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

후적 부조

4,334 3,092 1,242 39.4 40.6 36.4

기타 서비스부조 43,317 25,065 18,252 38.5 375 39.8

주: 1) 중복계산은 식별가능한 한 배제하도록 하였음 

   2) 수급자들의수급유형은 모든 수급유형에 대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Statistischer Bundesamt (2012) Anzahl und durchschnittliches Alter der Empfänger 

und Empfängerinnen von 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im Laufe 

des Jahres 2010

외의 부조 서비스 수급자가 43%에 이르렀다. 장애인 통합을 위한 

부조가 사회부조의 예산항목으로 그 구성비가 가장 높다. 2010년 현

재 장애인 통합부조는 125억 유로가 지출되어, 사회부조 전체예산 

217억 유로 중에서 57%가 장애인 통합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연방정부는 사회보장법(SGB) 제12편 제5~9장에 의하여, 사회

보장예산의 일부로서 장애인 통합부조 서비스의 수급자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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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료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18세기 이후, 독일의 종교단체나 박애시설은 장애 아동이나 성인

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켰고, 19세기에 이르러 국가적 과제로 장애

자 보호나 교육촉진에 관심을 보였다. 일차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특수학교, 특수공방(特殊工房: Werkstatt für behinderte 

Menschen), 특수기숙사 등의 시설을 통하여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

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정치적, 학술적으로 많은 논쟁을 거치면

서, 장애를 경감하기 위한 개념과 시설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연방기본법 제3조 제2항은 “어떤 사

람도 장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Niemand darf we-

gen seiner Behinderung benachteiligt werden)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원칙은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영역에서 특별히 배려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하고, 사회보장, 조세, 노동

시장, 공공건물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

여여, “장애해방”(Barriereifreiheit)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다. 또, 장애인 노동자의 특수이익은 중중 장애인의 대

리인 또는 신탁인(信託人, Vertrauenperson)에 의하여 보호되도록 하

고 있으며, 재활 및 통합 관련 서비스는 사회보장 제9편(SGB IX)에 

보장되어있으며, 많은 장애인들은 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을 

통하여 필요한 부조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받도록 하

고 있다.

독일에서는 “장애인의 재활과 통합”(Rehabilitation und Teilhab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이 2001년 7월에 효력을 발생한 사

회보장법 제9편에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9편의 목적이 장애인이나 장애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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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법률과 생활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장애인이나 장애의 위험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급여, 직업 및 

복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통합급여”라는 이름으

로 일원화되었다.

이러한 장애인의 재활과 통합을 관리하는 주체는 독일사회의 성

격상 각종 보험조합(금고)들은 그들의 고유 업무 외에서 특정부문의 

재활과 통합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질병보험은 상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재활부조를 실시

한다. 의료재활의 비용은 질병금고 기금으로 충당한다. 

 ② 독일의 공적연금보험도 가입자들에게 의료재활 및 직업통합부

조 사업을 실시하는 운영주체이다. 그 비용은 연금보험 관리주

체로부터 징수한다.

 ③ 재해보험금고는 작업 도중의 사고나 직업병에 대하여 의료적 

재활, 직업통합, 및 사회통합 부조를 실시하는 운영주체이다.

 ④ 전쟁피해자나 군복무 중인 자가 겪는 장애에 대한 보상급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금은 의료적 재활, 직업통합 및 사회통합 

부조를 실시한다. 그것을 주관하는 기관은 주정부와 기초자치

단체의 부양사무소이다. 

지역통합사무소는 장애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취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 추가지인 부조를 실시한다. 이들을 위한 

특정 기금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통합사무소는 중증 장애인에게 취

업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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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방고용공단, 그 지역지부와 지방고용공단은 어떤 여타기관도 

주관기관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업통합부조를 제공한다. 

노동능력은 있으나 부조가 필요한 구직자에 대한 직업통합부조

는 사회보장법전 제2편에 근거하여, 구직자를 위한 급여공단이 

제공하도록 한다.

 ② 사회부조와 청년복지공단은 어떤 여타 기관도 주관기관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영역의 재활과 통합 문제에 협력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사무소와 청년복지사무소가 주 

연락처가 된다.

독일의 장애인 부조를 위한 단체들이 다양하게 발전하여 있으며, 

이 때문에 어느 단체가 무엇을 책임지는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쉽지 않다(Deutscher Behindertenrat 2012). 그러나 이것이 장애자에

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을 주관하는 여러 기관

들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기관들은 모든 도시

와 여타 지역에 공동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기관을 한 군데 

두어서 급여와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기준이나 행정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신청서의 제출을 도와주고 있다. 이들 기관

은 2주일 이내에 상호간 책임을 명백히 하고, 결정이 신속하게 그리

고 비관료적 방식으로 내려졌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의 부양사무소, 고용공단 및 통합사무소는 사회보장법 제9편

에 근거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들 중의 하나이다. 부양사무소

은 해당자의 장애, 장애등급 기타 장애급여 청구권을 확보하는데 필

요한 추가적인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들 사무소는 중증 

장애인의 통행증을 발급한다. 연방고용공단은 중증 장애인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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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법적 책

임의 준수여부를 모니터한다. 취업 중 해고 방지노력, 지원형 부조, 

그리고, 보상 기여금 징수는 통합사무소의 주요 업무에 해당한다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11).

2. 전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독일 사회보장제도에서, 당초에 전쟁과 같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건강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해자 보상 청구권을 

갖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피해자 부양에 관련되는 가장 주요한 입법

으로는 연방부양법(BVG, Bundesversorgungsgesetz), 고아보상법(OEG, 

Opferentschädigungsgesetz), 군인부양법(SVG, Soldaten- Versorgungsgesetz), 

민간대체의무수행법(ZDG, Zivildienstgesetz),석방포로지원법, 전염병

보호법(IfSG, Infektionsschutzgesetz), 사회보장법 제9편 (중증장애인 

규정), 재활법(형법), 재활법(행정법) 등이 법적 근거가 된다.

전쟁피해자 보상은 부양청(Versorgungsamt) 또는 주부양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부양청, 주

부양청, 사회보험 관리기관, 해외 독일연방정부의 외교관에 제출해

야 한다. 전쟁피해자는 사회보장법원(Sozialgericht)에 부양청의 결정

에 대하여 비용부담 없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한편, 전쟁피해자의 복지에 관련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 

수준에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65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3. 아동급여, 연방양육급여, 육아휴직, 생계비지원, 

보충자녀수당, 연방자녀수당

아동급여(Kindergeld), 연방양육급여(Bundeserziehungsgeld), 육아

휴직(Elternzeit), 생계비지원(Unterhaltsvorschuss), 보충자녀수당(Kind- 

erzuschlag), 연방자녀수당(Bundeselterngeld)는 ｢소득세법｣(Einkom- 

mensteuergesetz)과 ｢연방아동급여법｣(Bundeskinder- Geldgesetz)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방고용공단의 지역지부에 해당하는 지방고용공

단의 가족급여과(Familiekasse)가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되어 있

다. 행정적으로는 연방가족․고령자․여성․청년부(BMFSFJ: Bundes- 

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가 아동급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아동은 생후 18세에 이를 때까지 아동급여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18세 이상도 아동급여의 혜택을 연장할 수 있

다(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11).

4. 모성보호

취업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규정은 ｢취업여성보호법｣(Mutters- 

chutzgesetz)과 ｢제국보험법｣(Reichsversicherungs -Ordnung)에 규정

되어 있으며, ｢농민질병보험법｣(Gesetz über Krankenversicherung für 

Landwirte)은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모성급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

고 있다. 이들 법은 각 주에 설치된 관리기관에 의하여 집행되며, 이

를 연방수준에서 책임지는 정부부서는 연방가족․고령자․여성․

청년부(BMFSFJ: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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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Jugend)이다.

모성보호(Mutterschutz)는 취업 중인 임신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

가 각종 위험, 과로, 노동현장의 건강위협요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 새로운 사회보장 영역의 하나이다. 모성보호는 건강

과 안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이루는 취업여성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방부모급여나 부모휴직과 함께, 취업여성의 보호는 가족

정책 및 사회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Bundesminister- 

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11). 

5. 주택수당

주택수당(Wohngeld)는 독일 연방정부의 운수, 건설, 도시개발부

(BMVBS: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가 관리하는 사회보장 급여 중의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주택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주택비용의 일부를 보충하여 주는 수당으로, 자가소

유자나 임차인들은 그들의 임대나 근저당의 비용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에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급 자격은 신규

주택 여부, 정부지원금 또는 조세지원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지는 않는다. 주택수당은 임대자에게 지원되는 임대

수당(Mietzuschuss)과 자가 보유자에게 지원되는 근저당 및 주택수

선수당(Lastenzuschuss)으로 구분한다. 2009년 1월 1일 주택수당개혁 

이후, 주택수당은 에너지비용의 증가 때문에, 급여액이 증가하였다. 

급여의 난방 부분은 가구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증가하며, 에너

지나 상수도 사용료를 제외하고 임대비에 모두 포함된다(Bundes- 

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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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구구조 및 인구문제

인구학(Demographie, Bevölkerungswissenschaft)은 인구규모와 인

구구조의 변동추이를 통계적으로 파악하는 학문으로, 남녀별, 연령

별 구조나 사회경제적 구조, 그리고 지리적 분포와 관련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연구한다. 인구정태와 인구동태의 규칙성과 법칙성

을 탐구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통계학을 보조수단으로 하여 기술모

형과 설명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인구구조가 사회보장체제에 대하여 갖는 의미는 심대하다. 인구

는 특정지역에서 수치를 파악하거나, 출생수, 사망수, 이동수를 집

계하는 통계적 의미를 초월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인구문제에 대

해서 정치적 문제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인구변동은 속도가 대

단히 느리기 때문에, 단기정권의 정책적 관심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제1절❘ 인구변동 개관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 Statistishes Bundessamt)에 의하면, 비스

마르크 시대 독일의 인구가 5,000만 명을 약간 초과하였으나, 독일

연방화국은 2010년 현재 8,188만 명으로, 유럽연합에서는 최대인구

를 자랑하며, 전 세계에서도 1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에 해당한

다. 독일은 현재 인구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저출산,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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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독일(독일제국-통일독일)의 인구(1800-2010)
단위: 만명

인구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정책 특히 사회보장의 영역에서 더

욱더 현실화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10년 여자 1인당 1.4명으로 

1990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 막스플랑크 인구연구

소(Max-Plan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는 혼인연령의 상

승에 따른 젊은 연령층의 출산율 지체를 보정하게 되면, 젊은 연령

층의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합계출산율 여자 

1인당 1.6명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았다(Goldstein and Michaela 

Kreyenfeld, 2010). 교육수준은 출산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은 저학력 여성보다 자녀수가 적으며, 무종교인 

여성보다 기독교 신도인 여성들보다 출산율이 낮고, 기독교 신도 여

성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성들보다 리버럴한 가치

관을 가진 여성들이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외국인 또는 이민자의 후손(1세대, 2세대 이민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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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배경이나 독일계 민족으로 환류이동을 한 사람들 또는 그들의 

후손)들이 1,600만 명에 이른다. 외국인/이민자의 96.1%는 구 서독

지역과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700만 명은 독일 시

민권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이다. 터키계가 독일계가 아닌 외국인/이

민자 소수인종 집단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1960년대 이후, 서독

과 통독 이후의 독일은 터키는 물론 동유럽과 서유럽 출신의 이민

을 유입시켰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독일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들 

이민은 취업 등 경제적 이유 때문에 독일에 유입하였지만, 독일은 

개발도상국 출신의 난민들이 일차적으로 선택하는 목적지가 되었

다. 그 이유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정치적 비호(庇護: Azyl)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간 

정치적 난민의 대량이동으로 어려움을 겪은 독일 연방정부가 난민

의 비호권 행사에 제약을 두면서, 독일이 난민들의 목표지로 계속해

서 그리 매력적인 국가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제2절❘ 장래인구추계의 결과

1. 총인구의 감소

 독일의 인구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7,000만 명에 이르지 않

았으나, 1990년에는 8,00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3년 이후에

는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의 인구감소는 

지속적이고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후반, 독일 인구는 

약 8,200만 명이었다. 한편, 2060년에는 그 수가 6,500만 명(중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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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독일의 총인구(1950~2060) 
단위: 만명
단위: 만명

주: 1950~2008년은 실적치, 2009~2060년은 2009년 제12차 장래인구추계 결과

자료: 독일연방통계청(2010), 2009 제12차 장래인구추계 결과

구의 하한-연간 10만 명의 순이동)과 7,000천만 명(중위 인구의 상

한-연간 20만 명의 순 이동)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대 인구 시나리오(출산율 증가, 기대수명의 증가, 연간 20만 명의 순 

이동)에서도, 독일연방공화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사는 인구

는 2060년에 7,700만 명으로 감소하여, 현재의 독일인구보다 그 수

치가 500만 명이나 작다. 

인구는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감소한

다. 순이동, 곧 독일로의 유입이민과 독일을 떠나는 해외이민의 차

이가 출생아수 감소와 사망자수 증가에 의한 인구의 자연감소를 메

꿀 수 없다. 독일의 출산율은 여자 1인당 1.4명으로 그 수치가 추계

기간 내내 거의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

는 부모세대보다 그 규모가 약 1/3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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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결국, 사회보장체제의 지속가능성(Nachhaltigkeit)에 대하여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으며, 독일이 사회보장국가로서 명맥을 유지

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합계출산율(Gesamtfruchtbarkeitsrate: 영어의 Total fertility rate)이 

1.4에서 1.6으로 약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인구감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 1-3-1>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를 가정하는 

시나리오에서도, 출생아수는 사망자수보다 상당히 적은 수치를 기록

한다. 추계기간의 처음에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현재 중년층에 해당

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출생코호트가 고령으로 접어들게 되고, 

그들의 사망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사망자수는 점점 많아진다. 흔히

들, 출생아수와 사망자수의 차이는 자연동태(Natürliche Bewegungen)

라고 하는데, 독일의 자연동태는 1970년대 이후부터 인구감소를 가

져오는 요인이었다. <표 1-3-1>에서 출생아수는 사망자수보다 적다. 

중위인구, 하한
중위인구, 

상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상대적으로 

나이든 인구”

출생 사망 출생-사망  출생-사망

2008 683 844 -162 -162 -162 -162

2020 660 948 -288 -281 -224 -292

2030 580 990 -409 -388 -303 -409

2040 522 1011 -489 -463 -374 -488

2050 501 1077 -576 -549 -430 -603

2060 465 1018 -553 -527 -391 -630

<표 1-3-1> 출생수와 사망수의 차이(2009년 12차 장래추계 결과)

단위: 천명

자료: Statistischer Bundesamt (2010), 12. koordinierte Bevolkerungsvorausberechnung) 

중위인구 하한 및 중위상한 상한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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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인구에 대해서, 출생부족은 2008년의 16.2만 명에서 2050년에

는 55.0~58.0만 명으로 늘어난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1970년대의 

상대적으로 적은 출생코호트는 고령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사망자

수는 약간 감소하고, 2054년 이후에는 출생부족도 약간 감소한다. 

2060년에는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52.7~55.3만 명이 많게 되며, 

결국, 출생아수 감소와 사망자수 증가에 의한 출생부족은 커지고, 

이로 인한 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2. 인구구조의 변동

독일에서 출생아수 감소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중년 코호트

의 고령화는 연령별 인구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한다. 독일의 현

행 인구구조가 아동인구가 가장 큰 코호트이고, 고령층이 규모가 작

은 코호트인 고전적 인구피라미드(classic population pyramid)를 벗

어난 것은 오래되었다. 비스마르크가 사회보장, 특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질병보험, 고령보험을 도입하던 시기에는 인구구

조는 피라미드형이었다. 1950년대의 인구구조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30년대 초반의 세계대공황의 영향 때문

에 약간의 변칙적인 모습들이 인구피라미드에 반영되어 있다. 현재 

독일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피리미드 형태”라기보다는 “흩트리진 

무화과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다. 젊은 연령과 고령층이 상대적으

로 적으면서, 중년 코호트는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크다. 2060년이 

되면, 규모가 큰 코호트는 점점 고령화하면서, 상대적 비중이 줄어

들고, 마침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호트에 의하여 대체된다. 

동시에, 상이한 연령집단들 간의 관계는 크게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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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독일인구의 출생부족, 출생아수와 사망자수의 차이(1950~2060)
단위: 천명

중위인구, 상한(천명)

중위인구, 하한(천명)

주: 특정 연도의 출생부족은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것으로 값이(-)이면 출생부

족으로 자연동태에 의한 인구감소가 발생한다.

자료: 독일연방통계청(2010), 2009년 제12차 장래인구추계 결과

현재, 독일은 20세 미만의 인구가 19%이고, 20~64세 인구의 비율

이 61%이다. 또 65세 이상의 인구가 20%이다. 중위인구 시나리오

(하한)에 의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34%에 이르고, 70

세 이상의 인구는 출생아수의 2배에 이르게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

입하게 된다.

독일의 장래인구 모습에서 고령화 과정은 80세 이상 고령자의 수

에 반영된다. 2008년, 400만 명이 80세 이상으로, 총인구의 5%에 이

르렀지만, 그 수는 계속 늘어나서, 2050년에는 1000만 명에 이르러 

최고 수치에 도달한다. 2050~2060년 사이에는 이들 초고령자 인구

는 900만 명으로 감소한다. 전체적으로, 사회정책 중에서 건강보험

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초고령자 인구는 향후 50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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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독일 인구의 피라미드(1910년, 1950년, 2008년, 2060년)

1910년 1950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8년
2060년

중위인구, 하한

중위인구,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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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독일 총인구의 14%를 넘어서서,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20세 미만의 인구는 현재 1600

만 명에 이르며, 그 수치는 2060년에는 1000만 명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총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20세 

미만의 인구는 2060년에는 80세 이상 초고령자 인구는 100만 명 웃

돌게 된다. 

[그림 1-3-5] 독일인구의 연령집단별 구성(2009~2060)

단위: 천명

2009년

2060년

0-9세

5%
80＋세

6%

65-79세

18%

20-64세

71%

0-19세

4%

20-64세

57%

65-79세

23%

80＋세

16%

0-9세

20-64세

65-79세

80＋세

0-9세

20-64세

65-79세

80＋세

 자료: 독일연방통계청(2010), 2009년 제12차 장래인구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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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독일인구의 추계가정별 인구증가율(2008년, 2020년, 2030년)

단위: 백만명, %

　 　 2020 2060

　연령 2008
중위인구

-하한

2008년 

기준 변동

중위인구

-상한

2008년 

기준 변동

중위인구

-하한

2008년 

기준 

인구변동

중위인구

-하한

2008년 

기준 

인구변동

인구(100만명)

0~19 15.6 13.6 -2.0 13.7 -1.9 10.1 -5.5 11.0 -4.6 

20~29 9.9 8.5 -2.3 8.7 -1.2 6.1 -5.8 6.7 -5.2 

30~49 24.3 19.8 -4.4 20.1 -4.2 14.6 -9.7 16.3 -8.0 

50~64 15.5 19.2 3.7 19.3 -5.0 11.9 -3.6 13.2 -2.5 

65~79 12.7 12.6 0.0 12.7 -0.0 12.9 -0.5 13.7 1.0 

80+ 4.1 6.0 1.9 6.0 2.0 9.0 -5.0 9.2 5.2 

합계 82.0 79.9 1.2 80.4 -2.6 64.7 -17.4 70.1 -11.9 

　 퍼센트(100%)

0~19 19.0 17.0 -13.0 17.0 -12.0 16.0 -35.0 16.0 -29.0 

20~29 12.0 11.0 -14.0 11.0 -12.0 9.0 -36.0 10.0 -32.0 

30~49 30.0 25.0 -18.0 25.0 -17.0 23.0 -40.0 23.0 -33.0 

50~64 19.0 24.0 24.0 24.0 24.0 18.0 -23.0 19.0 -15.0 

65~79 15.0 16.0 0.0 16.0 0.0 20.0 2.0 19.0 -8.0 

80+ 5.0 8.0 48.0 7.0 48.0 14.0 123.0 13.0 128.0 

합계 100.0 100.0 -3.0 100.0 -2.0 100.0 -21.0 100.0 -15.0 

자료: Statistischer Bundesamt (2010), 12. koordinierte Bevolkerungsvorausberechnung) 

중위인구 하한 및 중위상한 상한 결과표

독일인구의 연령구조는 향후 10년 동안에 걸쳐 주목할 만한 변화

를 경험하게 된다. <표 1-3-2>에서 보는 것처럼, 50~64세은 2020년

에는 24%가 증가하고, 80세 이상은 48%가 증가하게 된다. 한편 50

세 이하의 인구는 16%가 감소하게 된다. 30~49세 인구는 400만 명

이 감소하여, 그 감소분은 16%에 이른다(중위인구 하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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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인구의 중위연령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현재 독일인구의 중위연령은 43세이지만, 2040년 중반이 되면, 중위

연령은 52세를 넘어서게 된다(중위인구 하한 시나리오).

3.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실, 생산연령인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사회보장 시스템의 보험료 납부는 물론 연금방식을 부과방식, 적립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일 연방통계청

의 방식에 따르면, 20~64세 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정의하면, 2009

년 현재, 이 연령집단은 5,000만 명이다. 그러나 그 수는 2020년부터 

현저하게 감소하여, 2030년이 되면 4,200~4,300만 명으로 감소한다. 

2060년에는 중위인구의 상한인 이민유입을 연간 20만 명으로 가정

하는 경우 3,600만 명이 경제활동인구로, 현재 수치와 비교하면 

27% 감소한다. 만약 이민유입을 10만 명으로 가정하는 경우(중위인

구의 하한)에는 생산연령인구는 3,300만 명에 이르게 되어, 감소분

은 2008년 인구를 기준으로 34%가 된다. 한마디로, 독일과 같이 가

족정책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지

속되는 경우, 해외이민의 유입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속도에 영향

을 미치는 중대변수가 될 것이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생산연령인구의 고령화도 주목대상

이다. 현재, 생산연령인구 중 20%가 20~29세이며, 약 990만 명에 이

르며, 30~49세의 핵심 생산연령인구는 2,430만 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젊은 연령의 생산연령인구가 600~700만 명으로 감소하지

만, 전체 생산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몫은 사실상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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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20~64세 생산연령인구
단위: 천명

  자료: 독일연방통계청(2010), 12차 장래인구추계 결과

그러나 생산연령층의 다른 두 집단의 구성비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

된다. 10년 이내, 곧 2017~2024년에, 독일 경제는 연령구조의 변화

라는 극적 상황하게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는 생산연령인구

의 40%가 30~49세와 50~64세의 인구로 구성될 것이다. 1960년에 

출생한 코호트가 은퇴연령에 이르게 되면, 중년층과 고년층의 생산

연령인구가 2040~2050년에는 수렴하게 된다. 그러나 추계연도의 마

지막 10년 동안에는 이들 집단 간의 차이가 다시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의 총수는 계속 감소한다. 어떠한 경우이든, 

생산연령인구의 상당수는 장래 50세 이상의 고령 생산연령인구로 

구성될 것이고, 이것은 현재 독일 연방의회나 연방정부가 사회보장

제도 특히 노동시장 개혁을 시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이다. 

가령, 연방정부가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인상하려고 할 때, 

2060년에는 생산연령인구는 100~200만 명이 증가하게 되지만, 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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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고령 생산연령인구의 상대적 비중은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염

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생산연령인구 대비 고령자 인구의 비율 증가

주어진 연령집단의 절대수 외에도, 연령집단의 부양비는 고령화 

과정을 특징짓는 요소이다. 우선, 유소년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에 

도달하기 전 교육이나 훈련에 종사하는 피부양자 집단이다. 반면, 

고령자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연금보험 등 각종

급여의 수혜자가 되는 은퇴연령인구의 비를 가리킨다. 유소년 부양

그림 1-3-7] 유소년 부양비, 고령자 부양비, 총부양비: 연령구분 20세와 65세

주: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인구(0~19세)를 생산연령인구(20~64세)로 나누어 100을 곱하

고, 고령자 부양비는 고령자 인구(65세 이상)를 생산연령인구로 나우어 100을 곱

하며, 총부양비는 이 두 부양비를 합한 것이다.

자료: 독일연방통계청(2010), 12차 장래인구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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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고령자 부양비를 합치면, 총 부양비가 산출되며, 넓은 의미의 

생산연령인구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부양의 대상이 되는 유소년 

인구와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정도를 보여준다. 총 부양비는장

래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며, 어떤 가정을 하든 간에, 현재의 독일 

인구의 연령구조, 중년층 코호트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젊은 

코호트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인구구조가 장기적으로 독일의 

인구부양비를 결정짓고, 사회보장의 핵심인 세대 간 연대에서 유소

년인구, 고령층인구, 생산연령인구의 관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유소년 부양비는 장래인구추계의 기간인 2008~2060년 동안에 비

교적 안정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20세 미만의 인구는 생산연령인구

와 같이 평행하여 감소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에서, 

유소년 부양비는 30 정도에 이르며, 여자 1인당 출생아수를 1.6으로 

하는 합계출산율 가정에서, 유소년 부양비는 36 정도로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고령자 부양비는 상당히 상승하게 된다. 연령구조의 변화

는 고령자 부양비가 더욱 더 고령자 인구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상

황을 야기하게 된다. 2008년에는 고령자 부양비가 34였지만, 중위인

<표 1-3-3> 은퇴연령별 고령자 인구부양비

연도 시나리오
은퇴연령별 고령자 부양비

60세 65세 67세

2008년  46 34 29

2060년

중위추계(하한)  92 67 59

중위추계(상한)  87 63 56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82 60 53

상대적으로 나이든 인구 105 77 68

자료: Statistischer Bundesamt (2010), 12. koordinierte Bevolkerungsvorausberechnung) 

중위인구 하한 및 중위상한 상한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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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한 시나리오(연간 10만 명의 순이동을 고려하는 중위인구)에 

의하면 고령자 부양비는 2008년의 2배로 증가하며, 중위인구 상한 

시나리오(연간 20만 명의 순 이동을 고려하는 중위인구)에 의하면, 

고령자 부양비는 63으로 상승한다. 여기서도, 국제인구이동은 고령

자 부양비를 약간 줄이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고령자 부양비는 2060년까지 계속 일률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곧, 고령자 부양비는 2030년대 중반까지는 아주 빠르게 증

가하며, 상당기간 동안 불변인 상태로 있다가 2040년대 후반부터 다

시 천천히 상승한다.

은퇴연령을 67세로 인상하게 되면, 은퇴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연

령인구의 증가를 가져온다. 따라서 은퇴연령의 상승은 고령자 부양

비를 59 (중위인구 하한)와 60 (중위인구 상한)의 범위에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은퇴연령의 상승이 고령자 부양비를 감소하는데 기

여하기는 하지만, 고령자 부양비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독일의 

사회정책 특히 사회보장 중에서 연금보험, 질병보험, (장기)요양보

험은 물론, 고령자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독일의 사회부조에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저지하기는 대단

히 힘들다고 판단한다.

❘제3절❘ 인구문제, 사회문제, 사회정책

1. 독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민문제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나치시대에 인종주의와 인구정책이 결합하

여 인구학 발전에 암운(暗雲)이 드려진 후, 출산행태를 연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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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아

직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독일

의 인구변동이 주는 정책적 함의에 대한 논쟁이 재부상이 시작하였

다. 지금까지는 논의가 주로 경제나 사회체제를 주제로 논의가 전개

되었으며, 최근에는 고령연금 문제를 고령화의 관점에서, 곧 고령자

의 존재가 아니라 청소년의 부족현상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Kaufmann 2005). 중요한 논의사항을 보면, 기

대수명(Lebenserwartung)의 증가, 저출산, 국제인구이동을 중심으로 

독일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뮌헨대학 고령화경제연구센터(Munich Center for the Economics 

of Aging)의 뵈르쉬-슈판은 “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4년 이상 오래

살고, 차세대 자녀들은 현세대보다 4년 이상 오래 산다”고 말한다

(Börsch-Supan 2011). 이러한 고령화의 과정은 바로 독일의 대단히 

낮은 출산율과 함께, 사회시스템, 전반적인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

다도 경제 전반에 대하여 거대한 변화를 요구한다.

독일은 2005년 합계출산율(=여자 1인당 한평생 낳을 수 있는 자

녀의 수로, 특정 시점의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한 수치)이 여자 1인

당 1.34명으로, 남유럽의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에 있고, 

구 동유럽의 몇몇 나라가 독일보다 합계출산율이 약간 낮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 합계출산율은 서서히 감

소하기 시작하여, 그 후에는 현재의 값과 비슷한 1.2명과 1.5명의 범

위에 있게 되었다(Goldstein and Kreyenfeld 2010). 생애기간에 출산

하는 코호트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지만, 1940년에는 2.0이

었고, 1965년에는 1.5명으로 떨어졌다. 구 동독지역에서는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1948~1958년에는 1.8명이었지만 그 후 계속 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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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에는 구 서독지역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젊은 연령층 여성의 

현재 자녀수는 과거의 같은 연령층 여성의 자녀수와 비교할 때, 계

속 감소하고 있다. 구 동독 지역과의 차이는 합계출산율을 보면 더

욱 더 분명해진다. 구 동독지역의 경우 1970년 대 중반에는 구 서독

지역보다 낮았지만, 동독의 가족정책 때문에 출산율이 상승하였다. 

코호트 출산율의 안정성은 여성들이 특정 시기에 낳은 않은 아이를 

나중에 보충했음을 의미한다. 구 동독지역에서, 1994년에 출산율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낮은 0.8명을 기록한 후에, 상당 수준으로 서독 

수준으로 반등하였다. 사망력이 있는 인구의 재생산에서는, 여성들

이 대략 2.1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현재,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인구-경제의 역설” 

(demografisch-ökonomisches Paradoxon)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구미선진국에서, 사회가 복지, 자유, 교육 등의 지표가 높은 

수준에 이르면 이를수록, 부부들은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이 있다. 

베를린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구미 선진국의 국가 간 비교를 

보면, 이러한 인구-경제 역설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다(Börsch-Supan 2011).

출산력 저하 또는 저출산 영속화의 원인은 다양하고, 개별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생애 개체화, 소득증가, 교육

수준 상승과 이와 결합된 여성들의 소득기회는 자녀가 없는 생활을 

항상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고, 작업현장은 부부들의 이동과 취업활

동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이 때문에 공동생활을 어렵게 만들었

다. 동시에 공보육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국가에서 자녀양육 비용

은 앙등하게 되며, 출산으로 직업추구가 제약을 받게 되면 기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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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대부분의 서유럽 사회 시스템에서는 고령

이나 질병의 경우, 더 이상 자녀에 의존하지 않는다. 높은 이혼 및 

별거율은 자녀가 있는 경우, 금전적으로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가족계획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적절한 배우자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키우고, 추가 자녀의 가능을 줄인다. 교육팽창

의 결과 장기적인 교육시간과 취업의 어려움은 혼인연령의 상승과 

더불어 가족형성을 지연시키고, 동거혼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은 더

욱 더 위축된다. (의도하지 않은 무자녀 가족의 증대) 고등학교 졸

업시험에서 남자보다 우수한 여자들은 교육수준이 상승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과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들은 혼인기회가 줄어들

고 (적어도 지금까지도 여성들은 자기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과 

좀처럼 결혼하지 않았고, 남성들은 자기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

과 좀처럼 결혼을 하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높은 구 동독 여성들의 

높은 지역이동으로 인하여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된다. 효율적인 피임

약은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고, 인공임신중절은 합법화되어 있다. 

종교의 신심(信心)은 떨어지고, 도시화율은 증가하고, 점점 불확실

해지는 취업문, 그리고 연담화(Ballungsgebieten)되는 도시환경에서 

가족용 생활공간의 부족 등이 저출산을 더욱 더 부추긴다.

일찍부터, 가족정책의 역할이나 의미와 국가적 대응에 의하여 출

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논쟁적 토론의 대상이었다. 

전통적 가족형태는 여전히 빈도수가 가장 많다(여성이 자녀를 양육

하고 시간제로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풀타임으로 소득이 있는 직

장에서 취업하는 형태의 가족). 실제로, 부모 특히 취업 여성에게 직

업과 가정을 일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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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란드는 이 점과 관련하여 모범국가들로 언급된다. 구미 선진국 중

에서, 2005년 현재 미국, 이스라엘, 아일랜드, 프랑스는 출산율이 가

장 높았다. 이 나라들은 출산율이 여자 1인당 2.0명의 자녀로, 거의 

대체수준에 해당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프랑스는 대단히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실시하여왔지만, 미국과 아일랜드는 이 점에 

관해서는 그리 선진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민유입과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장래인구의 규모와 연령구조는 

순이동(Wanderungssaldo), 곧 유입과 유출의 차이가 중요하다, 지난 

50년 동안, 순 이동은 특히 유입으로, 연평균 20만 명 정도 수준이

었다. 그 중의 3/4은 외국인이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이민유입의 

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동유럽이나 터키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이후 동유럽 해외 이주자들이 영미지역 국가로 목적지를 다양

화하면서, 동유럽과 터키인의 독일 이주는 점점 감소할 것이라는 것

이다.

두 가지 중 첫 번째의 징표는 사회전반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

한 두려움을 정당화한다. 사실, 과거에는 해외로부터의 인구유입은 

인구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유입은 중단되고 2003

년 이후에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대

체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해외이민의 유입으로 영원히 멈추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수는 있다는 것이다. 

2. 인구문제의 사회경제적 귀결

인구변동은 공간-시간적인 축적 속에서 통상적으로 하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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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수의 사회 하위시스템을 어느 정도 동시에 혼란에 빠뜨린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인구변동이 가져오는 간접적 사회적 영향에 대

하여 관심도 있을 수 있다. 특정의 하위분야에 대한 인구변동의 직

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전문적인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리하여 보도록 

한다(Birg 2001; Jansen Priddat und Stehr 2005; Hondrich 2007). 

 ① 인구성장의 정지(停止)와 그로부터 시작하는 인구감소는 경제

영역에서는 투자기회를 축소하고, 경제성장을 감속시킨다.

 ② 직업상의 후계자 부족과 취업인구의 세대교체 지연은 기술혁신

의 달성이나 국민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저해가 된다.

 ③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특히 기초수요의 충족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國內 要)의 후퇴를 가져오고, 부동산시장의 가치하락을 

야기한다.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자 관련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는 하지만, 그 가격의 등귀는 다른 소비재에 대하

여 잠재수요를 저하시킨다.

 ④ 취업인구와 비취업인구의 비율이 역전되면서, 국민소득의 배분

에도 영향을 미쳐서 소득분배상의 갈등이 생겨날 개연성이 커

진다.

 ⑤ 유권자의 고령화로 말미암아, 정치인은 후계세대보다는 고령세

대의 요구를 우선하는데 초점을 둔다.

 ⑥ 출산연령 여성인구의 감소는 출산력 저하를 지수함수적으로 가

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⑦ 전체 가구에서 무자가구(無子家口) 구성비의 증가는 친족 네트

워크의 중요성을 감퇴시키고, 고령자 1인가구의 증가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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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취업생활에서의 은퇴와 “노쇠기”(gegrechliches Alter)의 사이에 

“인생의 제3기”라 불리는 기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생겨난다. 인생에서 이러한 기간은 지금까지 제도적으로나 문

화적으로 거의 구조화되지 못하였다.

이상의 의견은 최후의 지적에 이르기까지 인간잠재능력의 분포가 

변한다는 것과 집적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환언하면, 앞에서 언급한 사례

에서, 상정된, 또는 실제로 대립하는 경향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경제성장은 기술혁신과 수출에 의해서도 촉진되고, 생산성 향

상은 노동경제보다도 경영방식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초적 분야의 수요부족은 고도의 재화나 서비스로 수요를 변

경함으로 해서 보완될 수 있고, 출생수의 감소도 이민유입에 의하서 

상쇄될 수 있다는 것 등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는 하나의 현상으로 다른 현상으

로 파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논쟁에 대해서 개별적인 검증이 필요

할 것이다. 특히, 인구변동이 가져오는 영향의 방향성은 모든 사회

영역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른바 인구변동의 영향은 항

상 천천히 문제를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나, 많은 변화가 상호 증폭

하여 합쳐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가령, 앞에서 본 

인구추계에 기초하여 독일에서 결정된 공적 연금제도의 보험료율/

급여금 비율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 예상되는 국민경

제의 생산성 향상이 국민소득의 향상을 촉진하게 되고, 따라서 임금

에 대한 연금급여 비율의 인하에 관계없이, 연금생활자의 실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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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점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인구

규모가 커지지 않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인구라는 조건 아래서는 국

민경제의 생산성을 충분히 향상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는 것이다. 또, 경제성장이 정체하면서, 분배상의 대립도 심각해질 

개연성이 커지게 되고,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후계세대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예산의 이전투입도 점점 어려워질 수 잇을 것이다. 인적 

잠재능력의 변화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

에서 점점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중요성이 점점 증대하게 되기 때

문이다.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의 담론 중에는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

서, 사회 전반의 잠재적 적응능력도 향상한다는 주장이 있다. 18세

기 중반부터 시작된 철저한 변동의 과정은 모두 지속적인 적응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야기되는 역학적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

히, 영유아 사망률의 저하가 가져온 전대미문의 인구성장이 여기서 

돌출적인 역할을 다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

작용을 가져왔고, 그 부작용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사회문제(Sozial- 

frage), 노동자문제로서 노동자 계급의 사회운동과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정책(Sozialpolitik)의 출발점이 되었다. 양차의 세계대전과 그 

사이에 일어난 세계공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 문제를 국가주의적으

로 해결하려는 방안(즉, 히틀러의 나치독일) 곧 군국주의적 케인즈

주의(military Keynesianism)도 모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사회국가(Sozialstaat)와 복지국가(Wohlfahrtsstaat) 프로젝트를 통하

여, 사회․경제변동의 패자에게 직업전환이나 노동시장 이외의 사

회보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근대화와 유럽 

국민경제의 국제경제로의 개방은, 그것의 확대된 호혜성의 의식이



91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라는 “세대 간 계약”(Generationenvertrag)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가 현재 직면하는 재정난은 다음 장에서 보

겠지만,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미 예측되고 

있는 장래인구의 리스크는 급여금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근가가 

되고 있다. 인구 리스크가 증가하면 영향은 커질 것이라는 주장에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후계세대의 감소가 크면 클수록, 점점 그 압

력은 커지게 될 것이다. 독일이나 독일에 비견하는 나라의 국민경제

는 21세기에 들어서 글로벌리제이션의 영향 아래서 적응에 대한 압

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라는 새로

운 인구학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기본적으로 높은 적

응에 대한 잠재능력은 국민국가 시대의 종말에 이르러 점점 높아지

는 적응에 대한 압력에 직면하여, 그 압력은 인구변천에 의하여 차

츰 강화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인구변천이 적응에 대한 적응능력을 

약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

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차세대 보장, 사회보장국가의 우선과제

생산연령인구와 잠재적인 부모세대의 장기적인 감소는 일정한 문

화적 전제조건이나 정치경제적 전제조건 아래서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개인적 결정과, 특히, 그것은 과거 30년간에 걸

쳐 독일 인구의 일부에서 증가하는 무자녀(Kinderlosigkeit)가 가져온 

결과였다. 그러나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인구의 지속성 문제를 정

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며,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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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인구정책이나 가족정책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오히혀 

차세대보장(Nachwuchssicherung)이라는 프로그램 개념이 지속성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차세대지원(Nachwuchs- 

förderung)이라는 개념도 상정할 수 있겠지만, 후계세대의 확보는 안

전보장이나 통화의 안정, 완전고용, 건전한 자연환경 등과 함께 독

일연방정부의 포괄적 목표를 설정하는 개념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

음을 보여준다.

물론, 독일의 인구변동에 주목하고 차세대보장의 양적 측면과 질

적 측면을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

다. 개별적인 정책영역에서 생각한다면, 2개의 정책영역은 구분될 

수 있다. 가령, 양적인 차세대 보장은 가족정책의 과제로서 특히 

“인구를 의식하는 가족정책”(bewölkerungsbewußte Familienpolitik)으

로서, 질적인 차세대보장은 교육정책의 과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가족정책은 단순히 출산장려정책만이 아니라 가족의 사

회화를 영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대단히 중요하며, 마찬가지로 

교육정책은 학생의 자질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높

은 수준의 자질을 획득하는 학생의 수와 비율을 늘리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적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차세대보장"이라는 

강령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향후 독일의 사회보장정책에 중요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차세대보장은 개별 정책영역의 과제가 아니라, 다양한 정

책영역으로부터의 기여에 의하여 성립될 수 있다. 여기에는 가족정

책, 교육정책,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직업교육

정책,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이 직접 관련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영역

은 확실히 하는 것은 독일 국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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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이지만, 본 장의 과제를 넘어서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사회정책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유입이민이 결

코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문제에 공헌하는바가 없을 수도 있

을 것이며, 독일의 교육정책이 선발만을 위한 교육에서 뭔가를 보상

하는 교육으로 진전하지 않는 경우, 차세대보장을 위한 사회정책의 

미래는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4. 인구학적 부하와 “세대 간의 형평성”

차세대 인구의 축소는 분명히 저출산-자녀양육이라는 개인수준의 

문제에서 다시 세대간 계약(Generationenvertrag)이라는 사회수준의 

문제로 비화한다. 사실, 세대 간 계약은 3세대 간 계약이라고 불러

야 하겠는데, 성인(20~64세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자(65세 이상 인

구) 간, 그리고 성인과 차세대(0~19세 유소년 인구) 간의 재분배 시

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다(Werding Martin 2009; Eggen Walla and 

Lipinski 2011). 이러한 생각은 물론 연금제도 개혁과의 관계로 설명

하기 위해서는, 인구학적으로 취업 가능한 연령에 있는 세대(인구)

는 미취업의 차세대(인구)를 양육하는 동시에 이미 퇴직한 선행세대

(인구)를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 여기에

서 “계약”은 사회계약과 같은 법이념에 지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창출되어진 법질서로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독일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독일의 출산력 감소는 1950

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3세대 계약이 내포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

이 지극히 어렵다. 이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유소년 부양비와 고령

자 부양비, 그리고 이들을 합한 총부양비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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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흔히들, 독일의 인구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합계출산

율이 1.6 이하로 떨어지면, 사회복지수준이 가속적으로 악화할 수 

있으며, 현재의 출산율 여자 1인당 1.3-1.4는 비취업자의 생활비에 

대한 집단적인 재정지원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악화하

기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이 완전히 적신호 앞에서 운행정지의 상

태에 있음을 확인하여준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이 직면하는 인구감소의 시대에 분배를 둘러싼 충

돌은 심각해지고,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전개되고 있다

(Werding 200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배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

는 원칙적으로 인간의 기본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출발하였지만, 그 초점은 당초의 생산과정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에

서 서서히 재생산과정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행하고 있다. 또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양성간의 형평성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기

는 했지만, 이것은 공시적(共時的) 재생산 문제의 한 면에 불과하고, 

향후의 문제는 통시적인, 시대를 초월한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독일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가까운 장래에 직면하게 될 재

정문제이고, 그 핵에는 195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후계세대의 크

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출산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들 후계세대

는 그 결과 행동의 자유를 계속적으로 제한받게 되며, 선행하는 세

대가 남겨놓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독일은 물론 많은 선진국의 부과방식에 따

르는 정부의 노후보장제도는 후계세대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조직

된 소비목적의 시스템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재정적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대가 집합적 주체성을 지니지 못하고,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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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계약에 대해서도 개개인이 계약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생존 

자체가 불행인 후계세대가 선행세대가 만들어 놓은 업보를 짊어지

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세대 간 계약이 내포하는 문제를 윤리적 

쟁점으로 삼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평성 갭(Gerechtigkeitsglüke)의 배경에는 부모로서의 책

임을 지는 사람과 지지 않는 사람으로 성인인구가 양극화하고 있다

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사실, 독일의 저출산, 특히 초저출산이 

진전되는 배경에는 모친이 되는 여성 1명당 자녀수는 증가하는 반

면, 한평생을 무자녀로 사는 여성의 비율은 종전의 10%에서 30%를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물론, 여기서 개인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

는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독일 사회제도가 자녀가 없

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른바 이러한 이해격차(利害隔差)가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적 불평

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이다.

결론적으로, 독일에서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는 적어도 하나는 양

성불평등의 문제이고, 이제는 자녀가 있는 사람과 자녀가 없는 사람

의 사이에 일어나는 분배상의 충돌이고, 이들은 바로 “재생산의 영

역”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였으며, 또 이 영역은 종래에는 복

지국가의 관점에서 존립근거가 부족하였지만, 이제는 사회보장제도

에서 하나의 새로운, 그러면서도 무시하기 힘든 영역으로 존재감을 

키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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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제와 정부재정

❘제1절❘ 경제 및 사회의 개관

독일의 경제는 유럽 제일이고, 세계적으로 대단히 발달한 선진국

의 하나이다. 미국달러 환률 기준 명목 GDP는 미국, 중국, 일본 다

음 3번째, 구매력평가(PPP) GDP로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다음으

로 4번째이다(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1).

독일 경제에서, 국가생산의 1/3을 차지하는 수출은 막대한 영향력

을 지닌다. 이 때문에 수출은 독일의 거시경제 확대를 위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다. 수출은 1995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는 상당히 호조를 보였으며, 최근 독일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주춧돌이 되고 

있다([그림 1-4-1] 참고). 

독일은 통화로서 유로(Euro)를 사용하며, 유럽중앙은행(EZB: 

Europäische Zentralbank)의 본부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다.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을 통한 지역통합(regionale 

Integration)을 주도하며, 유로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로 하는 통화

정책을 추진한다.

글로벌리제이션, 특히 2008~2009년의 미국 리만사태 이후 세계와 

유럽에 밀어닥친 경제 및 금융위기 문제도 있지만, 1990년대의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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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독일의 경제성장률(1970~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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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950-1970년(구 서독 지역)의 결과는 1970-1991년 결과(구서독 지역)나 1991년 

자료(통일독일)와는 방법론상 차이가 있다. 1950-1970년에 대해서는 가격조정

자료가 1991년 불별가격(constant price)으로 제시되고, 1970-1991년 결과와 

1991년 자료는 매년 변동하는 가격(전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연쇄전환지수로 

제시하였다. 2011년 국민소득 계정 시산 수정에서는 1991년까지의 통일독일에 

대한 결과만 수정되고, 1991년 수치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자료: Statischer Bundesamt(2011), National Accounts: Gross Domesticl Product, Gross 

National Income(Factor Cost) Long Term Series Since 19050

독 통일과 구 동독지역 재건사업 등의 국내의 구조적 문제가 최근

의 경제둔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또, 노동시장의 유

연성 부재는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 되었으며, 관료적 법

령이 많은 기업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기업의 절차에 부담이 되

고 있다.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은 무절제한 시장경제를 방치하지 않고, 사

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t)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특히, 

피고용자 및 고용주의 보험료와 국가보조를 근간으로 하여, 연금보

험, 질병보험, 실업보험, 장애보험, 직업재훈련, 모성 및 양육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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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급여의 안정망(Personenauffangnetz, Schutznetz, Auffangnetz)을 

통하여, 독일은 대부분의 노동자와 고용주들이 공동결정을 내리는 

경제질서를 갖추고 있다.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공정한 게

임을 조장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각종 경제주체들의 관계를 규제한

다. 경영협의회(Betriebsrat)가 조직되어, 노동자들은 고용주와 같이 

기업의 이사회에서 공동결정에 참가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1939

년 이전 독일의 거대기업과 그들의 트러스트에 의하여 창출된 시장

왜곡과 사회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반독점법｣

(UWG: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이 1958년에 입법

화되었으며, 그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가령, 개인, 은

행, 여타 금융기관이 대각 주식보유(diagnonal shareholding)를 통하

여 상호독립인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연방정부만이 아니라 복수의 기관들에 

의하여 규제된다. 이 때문에 독일은 조합주의 국가 또는 코프라티스

트 체제(Korporativistische Systeme)로 분류된다(Weßels 2000). 곧,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를 관리하는 다양한 급여시스템 운영기관이 그

것이다(제2장 참고). 그러나 경제면에서 전후 가장 중요한 기관은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바

이마르 공화국 시대 특히 1922~1923년의 악성 인플레이션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은 정부가 다시는 통화를 임의로 남발해서는 안 되

며, 중앙은행은 어떠한 정치적 간섭에서도 해방되어야 한다는 결정

을 내렸다. 결국,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의 단일통화인 유로를 채택

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이 정치적 영향력이나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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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시하였다. 

독일에서는 경제적으로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

정성장, 균형무역, 물가안정, 실업률 저하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고도의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한 자문기관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독일연방은행,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노동조합을 통합시키고 

있다. 1963년에 설립된 독일경제전문가평의회(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는 국가경

제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매년 경제발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

가한다. 더욱이,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독일경제전문가평의회의 평

가에 대한 회신형태로 연차경제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s)를 

제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재정정책 전반에 대강을 기술

한다.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는 모든 지역의 전철시스템에 참

여한다. 정부와 기업은, 원자력 등의 연구개발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국방산업은 연방정부가 독점한다. 독일에서는 석탄 산업에 대해서

는 정부지원이 많으며, 농업부문은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규제가 적

용되기는 하지만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는 분야이다. 지역계획은 정

부개입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영역이다. 연방정부는 농업지역이나 

산업지역 중 “문제”지역에 대해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을 진

행한다. 또 주정부나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에 개입한다. 

독일은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부과되는 다양

한 조세 시스템을 갖는다. 우수한 사회적 서비스를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인, 개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독일은 또한 조세조정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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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정부재정을 부유한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으로 재분배한

다. 특히, 1989년 통일 이후, 이러한 이전방식은 구서독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가져왔다. 그러나 독일경제는 전후 “라인 강의 기

적”이라 불리는 고도성장을 거쳐서, 1990년대에는 현재까지 사실상 

정체 기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위기 등 외부영향이나 구 동독지

역의 지원으로 경제상황의 혼미를 가져온 이유로 지적하기도 한다.

❘제2절❘ 경제발전의 시기별 특성 

1. 서독시스템

서독은 1948년에 시작된 “경제기적”으로 소생하기 시작하여, 그 

후, 경제가 성장과 안정이 결합되면서, 1990년대 이후 통일비용으로 

사정이 악화되기는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스템을 갖추

게 되었다.

독일의 경제성장은 효율적인 경제 관리의 결과였지만, 일시적인 

요인이 전후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는데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특히, 

원대 복귀한 군인이나 동유럽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환류이동(還流

移動)을 한 독일국민들은 실업자로서 자신들의 생활을 재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고용주가 흑자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임금으

로 부지런하게 일을 한 덕분이었다. 추가적으로,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점령지역의 합동 경제재건 계획의 도움을 받았으며, 1948년

의 통화개혁, 그리고 전후 유럽부흥을 목표로 진행되었던 마샬플랜

(Marshall Plan)의 영향이 주효하였다(Abelshauser 2004).

서독의 국민총생산(GNP)는 1951~1961년의 10년 동안 연률 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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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 영국, 프랑스, 미국의 2배에 근접하였으며, 수출도 3배 증가

하였다. 주기적인 경제후퇴(가령, 1973~1974년의 오일 위기)가 있기

는 하였지만, 서독 경제는 상승추세였다. 서독 경제는 1990년 통일 

당시에도 호황기였으며, 그 호황기는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 1992

년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독일은 단일국가로서, 세계에서 세계 3위

의 경제대국이었으며, 세계무역을 선도하였다. 특히, 독일은 이러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상승률이 대단히 낮았다. 

2. 통일과 그 후의 문제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glasnost)와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kia) 

정책으로, 독일 사람들은 동서독 통일이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더욱 더 빨라졌다. 1989년 11월 9일 국경개방

과 베를린 장벽 붕괴는 동독 시민의 탈주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1989년의 경제통합으로 관세장벽을 없애고, 서독의 마르크

는 동독지역의 단일통화로 도입되었다.

1990년 10월 3일 동서 통일이 공식화되고, 1992년까지는 독일경

제가 계속 성장하였다. 1992년 이후에는 경제는 후퇴국면으로 접어

들어서,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1992년 이후 10년 동안, 독

일 경제는 연평균 1.4%씩 증가하여,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

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그림 1-4-1] 참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경제의 하강국면을 엄격한 노동정책, 

높은 세금, 낮은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관대한 사회보장 급여체제 

때문이라고 보았다. 경제후퇴는 동독경제의 문제점 특히, 기술적 후

진성, 낮은 생산성, 제조업 회사의 혼미상태와 관련하여, 통일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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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다. 동독지역의 기업들도 시장경

제에서 직접 경쟁해야 한다는 연방정부의 입장은 동독지역을 경제

파국으로 몰고 갔다. 동독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는 정부소유의 트

러스트 기관인 신탁청(Treuhandanstalt) 베를린 사무소가 폭탄세례를 

받았으며, 1991년 4월에는 독일 적군파는 그 책임자를 살해했다.

독일연방은행은 정부가 서독마르크를 동독지역에 사전 준비 없

이, 너무 우호적인 비율로 도입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통화교환이나 

그 후의 임금압력의 효과는 동독지역 산업에 저렴한 노동단가라는 

이점을 송두리째 없애버렸다. 우호적인 교환비율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나 급료는 주민들이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이주하

지 않고, 동독지역에 계속 거주하게 되고, 서독지역 주민들이 그들

의 거주지역이 동독의 이주자들에 의하여 압도당하지 않아도 된다

고 하는 이른바 “사회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경제통합은 동독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통일 이후, 

실업률은 상승하고, 산업생산량은 2/3 수준으로 줄었고, 그 영향은 

식품가공부문, 금속, 건축자재, 기계류 및 자동차, 전자제품 및 관련 

장비, 그리고 직물 부문에서 현저하였다. 동독지역의 농업도 심한 

영향을 받아서, 고용은 3/4 수준으로 격감하였다. 동독경제는 나중

에 반등하기는 했지만, 2000년대 초에 노동력의 1/6이 실업자로 실

업률이 서독의 2배에 근접하였다. 특히 여자의 실업률이 높았으며, 

실직의 결과,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

으로의 이주행렬은 계속되었다.

동독지역의 경제회복이 지연된 것은 다양한 요인의 결과였다. 변

화의 급격함, 특히 통화교환, 거대한 산업 콤비나트의 해체, 그리고, 

동독이 1990년 7월 경제통합 이후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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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경제건설 노력을 저해했다. 연방정부는 동독산업의 재건은 

서방기업 특히 서독기업들이 공장을 인수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가

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만개의 종전 동독 국영기업을 처분

하기로 했던 신탁청(Treuhandanstalt)은 동독지역의 복잡한 행정절차

와 유능한 행정관리의 부족으로 각종 난관에 봉착하였다. 서독지역

의 회사들은 동독지역에 진입하는데 그리 큰 재정적 어려움은 없었

으며, 동독 출신 노동자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동독지역의 기존 

공장에서 생산을 확대하였다. 1992년부터 동독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독일연방정부는 당초에 증세 없이 차입으로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1990년 총선에서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이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증세는 필요했다. 동독주

민은 통일의 경제적 결과에 환멸을 느꼈으며, 서독 주민들은 통일비

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개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독일은 에너지 부문에, 증세, 탄광지원금 축소, 거

대한 동독지역 에너지 회사의 민영화 등 몇 가지 극적인 변화를 가

져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002년에 연방의회는 2022년까지 원자

력발전소의 가동중지를 규정하는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입법안

은 2010년에 가동중지 시점을 2030년으로 연장하였다. 또 2007년에

는 10년 이내에 탄광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계획하였다. 동독

지역에서 서독지역의 증세를 재원으로 하여, 대규모 재건계획(Aufbau- 

Ost)이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동독지역의 기반시설을 개선하는데 도

움을 주었다. 

통일 관련 비용이나 문제와는 별도로, 독일경제는 21세기에 진입

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400만 명을 넘는 실업자 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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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독일의 실업률: 전체, 서독 및 동독지역(1950~2010)
단위: %

독일 전체

서독지역

동독지역

자료: 독일연방통계청(Statistischer Bundesamt), Genus-Online과 Statistisches Jahrbuch 2011.

치문제로 비화하였다([그림 1-4-2] 참고). 전 세계 최고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춘 독일에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임금과 높은 세율은 

경제성장을 위축시켰다. 통일은 또한 국가부채의 규모를 증가시켰

으며, 독일은 2000년 초반에 국가재정의 20%를 부채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다.

독일 통일이 20년이 되었지만, 통일의 영향은 여전히 독일경제나 

정치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동서독 통일은 이제 다른 

문제, 특히 글로벌리제이션, 2002년 유럽의 화폐통합(유로도입), 확

대 유럽연합(중부유럽, 동부유럽)의 문제 뒷전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독일의 국내문제나 기회는 세계와 유럽의 다양한 영향력과 아주 복잡

하게 연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지금까지 독일식 모델(German 

model)로 알려진 관례적 패턴을 따라서, 국내경제를 엄격히 관리하

는 방식에 다양한 불확실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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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리제이션과 독일경제

독일의 통일이 경제에 미친 영향도 심대한 것이었지만, 통일 이

후, 다국적기업들이 독일에서 다른 나라로 본부를 이전하는 일이 생

기고, 글로벌리제이션의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또한 글

로벌리제이션이 수출국인 독일에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며, 

일자리가 아웃소싱(outsourcing)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인가 또는 

어떤 집단이 이익을 얻게 되고, 어떤 집단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인가 

등의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하여 장기

간 불만스러운 정치적 해답이 2005년에는 13%의 정점에 도달했던 

실업률의 증가로 나타났다([그림 1-4-2] 참고).

경제정책 상의 대응방법은 1990년 유럽 경제 및 통화동맹

(Europäischen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의 창설이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의 통화동맹인 유로존(Eurozone)이 구축되면서, 환율의 

불안정성 문제는 대부분의 유럽지역에서 해소되었다.

독일 노동시장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반응은 가령 1991~1998년에 

자영업자의 비율이 18.3%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디스트 산업사회(Fordist industrial society)에서 전통적인 자영업과

는 다른 “신자영업”(Neuen Selbständigkeit)이란 용어가 출현하였다.

이로써, 독일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신흥국가의 저임금 노동자와 

성공적으로 일자리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임금 부문 (Niedrig- 

lohnsektor)이 촉진되고 개발되었다. 몇 가지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결합

임금모델(Kombilohn-Modelle)과 최소임금모델(Mindestlohn-Modelle)

이 논의되고, 검정되었다. 또 사민당/녹색당 연립정권의 슈뢰더 수

상 주도로 2003~2005년에 아젠다 2010(Agenda 2010)과 하르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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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사회보장체제와 노동시장은 근본적 변

화를 맞이하였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1인회사(Ich-AG)나 생활 곤궁자(Aufstocker)

란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다. 1인회사는 국가의 사회적 촉진사업에 

의하여 실업자들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고, 생활 곤궁자는 국가가 

실업수당 II(Arbeitsloesengeld II)을 지급하는 기초보장(Grundsicherung) 

이하의 소득을 얻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말한다. 그 외에, 2000~2004

년에 유럽연합 역외지역서 독일로 신경제(New Economy)에 대한 기

대와 주식시장의 폭발적 성장(닷콤 버블이 기여함) 때문에, NeMax

가 1997~2007년에 이 분야 전문가를 필요로 하면서, 2만 명의 IT 전

문가들이 그린카드를 갖고 입국하였다. 

다른 한편, 독일기업으로서는 저임금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을 많

이 훈련시켜서 신흥시장 특히 중국에서 수출기회를 확보하고, 나아

가 독일 영외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하기를 기대하는 방침과도 연계

되어 있었다. 1994년에는 헝가리 교르(Gyor)에 자동차엔진 부품공

장을 설립하였으며, 이 공장은 2008년 헝가리 제2의 수출공장이 되

었다. 상황은 2008년 폭스바겐 자회사인 스코다 자동차(Skoda Auto)

가 체코의 최대 수출공장이 된 것과 유사하다. 미국의 스파르탄버그

(Spartanburg)에서는 BMW가 70~80%가 수출되는 자동차를 생산하

여, 독일 회사가 미국 내에서 최대의 수출공장을 운영하는 셈이 되

었다. 독일기업의 대 중국 직접투자는 2010년에 누적 180억 달러에 

이르렀다.

2007년 12월 실업률은 8.1%, 2008년 11월에는 7.1%로 떨어졌다

([그림 1-4-2] 참고, 독일통계의 공식수치와 현실에 관한 논란은 

Henning(2011)을 참고할 것). 2008년 이후, ｢노동자파견법｣(Arbeitneh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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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sendegesetz) 이후 산업별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 간의 타협에 

의하여 서로 다른 최소임금제도를 단일화하였다. 2007년에는 주로 

서독지역의 사민당 좌파(WASG: Wahlalternative Arbeit und soziale 

Gerechtigkeit)와 동독지역의 인민민주당(PDS: Partei des Demokra-ti-

schen Sozialismus, 통일 이전 동독의 공산당, 곧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에 해당)에서 유래하는 정치적 좌파를 아우르는 전독좌파 정당이 

결성되었다. 독일 정당체제의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한다는 정치권의 합의는 깨어져버렸다.

독일은 수년 동안 세계의 수출주도국으로, 2008년에는 1,470억 

US 달러를 수출하였다. 독일 기업은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전통적

으로 현지은행(Hausbank)을 통하였지만, 글로벌리제이션의 과정에

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발행 또는 기업대부를 실시함으

로 국제자본시장의 중요성은 증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사민당/녹

색당 연립정권에서 2004년 5월과 6월에 단기차익을 노리는 금융투

자자에 대한 논쟁(Heuschreckendebatte)을 불러일으켰다. 슈뢰더 수

상은 2000년 조세개혁을 단행하여, 기업지분의 매각에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크로스 소유권(Kapitalverflechtungen) 해소대책을 

마련하였다. 

국제금융위기로 독일 은행, 특히 지방은행과 IKB 산업은행(Deutsche 

Industriebank), 히포 부동산(Hypo Real Estate)의 재정상태는 악화되

었으며, 2005년에 집권한 기민당/사민당 연립정권의 앙겔라 메르켈 

수상은 모든 독일 은행 특히 지방은행과 IKB 산업은행의 지불능력을 

보증한다는 의지를 정치적으로 천명하였으며, 몇일 후 금융시장 안

정을 위한 특별기금(SoFFin: Sonderfonds Finanzmarktstabilisierung)

을 창설하기로 했다. 2008년 12월 5일에는 연방내각이 “패키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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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Maßnahmenpaket)을 2009년 1월 14일에는 “경기부양패키지 

II”(Konjuncturparcel II)를 발표하였다. 메르켈 수상은 2005/2009년 

2009/2013년 임기 중에 경기부양을 촉진하기 위한 여타 법률의 개

정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2009년의 GDP 성장률은 -5.1%로 근년

에 보기 드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금융위기 중에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은 코메르츠방크(Commerzbank)

의 지분을 인수하고, 히포 부동산을 국유화하고, 연방의회는 조사위

원회를 설치하였다. 금융위기는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2009년 5월에는 150만 노동자에 대한 조업단축은 절정에 이르렀다. 

또 중요한 것으로 이 시기에 노동시간 계정(Arbeitszeitkonten)과 같

은 개념으로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극대화되기 시작하였다. 

금융위기 중에서 실업자는 약간밖에 상승하게 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취업자당 노동시간은 2008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5% 정

도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노동시장은 반등하여, 2010년 10월 등록

실업자 수는 3백만 명 이하로, 실업률은 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몇 가지 이유 중 하나는 2005년 슈뢰더 수상의 노동시장 개혁조치

로 도입된 실업수당 II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임금조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도 취업하고, 시간제 노동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8월 시간제 노동자의 수가 75만 

명이었는데, 그 수는 2005년 6월의 45만 명보다 30만 명이 많다. 

2009~2010년 그리스 금융위기기가 시작되어 2010년 봄에는 유럽

지역의 국가채무 위기로 확대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유럽

연합의 구제금융(Euro-Rettungsschirm)이 제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전년도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채 이자율이 비슷하였

으나, 편차가 생겨나면서, 그 와중에 독일의 국채가 상대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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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재무장관 Hans Eichel은 유로안

정화협약(Euro-Stabilitätspakt)에 합의된 제재절차를 독일에 적용하

지는 않았지만, 후임자는 2009년 초 “채무 브레이크”(Schuldenbremse)

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재무장관 Wolfgang Schauble는 경제상황

의 호전으로 독일의 금융위기 중에 발생한 신규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 

❘제3절❘ 정부재정

본 절에서는 독일의 정부재정을 다룬다. 독일에서는 국가의 기능

이 사회보험 관리주체는 물론 연방, 주, 자치체 수준의 행정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되어 있다. 재정과 인원에 자료는 이들 행정수준

의 개별 예산(기간예산: Kernhaushalte)과 독립적인 공공기금, 공공

기관, 독립법인에 의하여 관리되는 별정예산(Extra-haushalte)에서 기

재된다. 

1. 정부재정: 1970~2010

2010년 독일의 다양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지출

된 예산은 연방정부, 주정부, 자치체 간의 각종 교부관계를 조정한 

후, 1조 1,278억 유로였다. 지출이 가장 큰 부분(조정 이전)은 사회

보장부문으로 5,123억 유로였고, 다음은 연방정부 3,533억 유로, 주

정부 3,035억 유로, 기초자치단체/자치단체연합 1,822억 유로의 순

서였다. 연방정부의 유럽연합(EU) 재정 분담액은 280억 유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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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참고).

[그림 1-4-3] 독일 국가재정, 세입과 세출(1970~2010)
단위: 천명

주: 1) 통합 공공재정 계산방식에 의거하며, 1991년 재정부터, 동서독 통일 이후의 영토

기준으로 계산하고, 1997년부터는 카우프만 계산방식에 의거하여 병원과 대학 

관련 예산과 사회보험의 보충지원 예산을 제외함. 

   2)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별정예산을 포함하며, 2008~2009 예산은 수정

예산, 2010년은 다년간 기금통계를 포함. 

독일정부는 각종 과제의 재원을 조세, 수수료, 보험료로 하고, 세

입이 해당과제를 충당하는데 불충분한 경우에는 자산매각에서 나오

는 이익금이나 차입방식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모두 합하

면, 2010년 독일의 국가재정(차입은 제외)의 세입은 1조 496억 유로

가 된다.

독일은 1970~2010년의 40년 동안 국가재정이 세입은 물론 세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1~2010년의 20년 동안만 해도, 세입은 57.2%

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56.3%가 증가하였다. 1970년 이후, 거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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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회계연도에, 공공예산의 세출은 세입을 초과하였다. 이로 인한 

독일정부의 재정적자는 국가부채의 확대를 가져왔다. 누적적자의 

총규모는 1950년에는 96억 유로에서 1990년에는 5,362억 유로로 증

가하였다. 

재정적자는 동서독 통일 이후 3년이 지난 1993년에, 682억 유로

로 처음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그 후 1994년과 1995년에는 재정적

자가 약간 축소되어(587억 유로와 609억 유로), 1996년부터 1996년 

회계연도에는 재정적자가 680억 유로에서 220억 유로가 줄어들었

다. 2000년의 재정흑자(186억 유로)는 연방정부가 UTMS-모바일라

디오 라이선스(UMTS-Mobilfunklizenzen)의 매각에서 얻은 1회성 수

익금 508억 유로 때문이고, 그 후에도 재정적자가 누적적으로 확대

되면서, 2003년에 740억 유로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또 한번 정점

에 도달하였다. 그 후, 재정적자는 내국세 수입와 준조세형 수수료

의 증가로 감소하였다. 2007년에는 세출보다 세입이 많아서, 92억 

유로의 재정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은 

2008년에는 59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고, 2009년에는 세계

와 유럽의 경제 및 금융위기로 때문에 1,069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2009년 재정적자는 정부재정이 기록한 최대의 적자였

다. 2010년에는 재정적자가 782억 유로로, 공공재정의 역사상 2009

년 다음으로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었다. 현재, 독일 정부는 재

정긴축을 강화하여, 재정적자의 폭을 축소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Böll, Sven, Müller and Reiermann 2012).

공공재정 지출을 GDP(BIP: Bruttoinlandsprodukt) 대비로 표시하

면, 국민경제계산에서 국가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곧 국가의 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국가부문의 비율 1991~1996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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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에서 49.35%로 약간씩 증가하였다. 2002/2003년을 예외로 하

고, 1997년부터는 국가부문의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은 국가부문의 비율이 43.6%와 44.0%로, 1990년 동서독 통

일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세계 

및 유럽의 경제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면서, 국가부문의 비율이 48.1%

와 46.6%로 증가하였다. 독일연방재무부에 의하면, 2011년에는 국

가부분의 비율을 45.6%로 낮추어, 재정운영을 더욱 더 엄격히 할 계

획으로 되어 있다(Bundesministrium der Finzanzen 2012a).

독일의 GDP 대비 공공재정 지출을, 유럽연합 내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2010년 현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보다는 작고, 스페인

보다는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1-4-1> 참고). 그러나 2000년

대 초반에는 독일의 GDP 대비 공공재정 지출은 프랑스보다는 작고,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영국이나 스페인보다는 큰 것으

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독일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GDP 대비 공공재정 지출의 확대에 대하여 상당한 절제를 해 왔다

고 볼 수 있다. 

또, 독일의 GDP 대비 재정적자의 규모(%)는 유럽연합 내 같은 나

라들과 비교할 때, 영국, 프랑스가 재정수지가 2007년 리만사태 이

후 세계경제의 혼란과 그 여파가 유럽연합 지역으로 파급되기 전에

는 적자규모가 적었지만, 이들 두 나라는 물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이 모두 재정적자의 폭이 엄청나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유

럽연합의 위기가 생기고 유로화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명암이 생길 

때 마다, 독일에 대하여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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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GDP 대비 공공재정 지출 및 재정적자의 규모: 독일과 유럽연합 

Big Four의 비교(1999-2010)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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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 공공재정 지출(%)

독일 48.2 47.6 47.6 47.9 48.5 47.1 46.9 45.3 43.6 44.0 48.1. 46.6

영국 38.9 36.8 40.2 41.1 42.1 43 44.1 44.2 43.9 47.9 51.4 50.4

프랑스 52.6 51.7 51.7 52.9 53.4 53.3 53.6 53 52.6 53.3 56.7 56.6

이탈리아 47.9 45.9 47.7 47.1 48.1 47.5 47.9 48.5 47.6 48.6 51.6 50.3

스페인 39.9 39.2 38.7 38.9 38.4 38.9 38.4 38.4 39.2 41.5 46.3 45.6

GDP 대비 재정적자의 규모(%)

독일 -1.6 1.1 -3.1 -3.8 -4.2 -3.8 -3.3 -1.6 0.2 -0.1 -3.2 -4.3

영국 0.9 3.6 0.5 -2.1 -3.4 -3.5 -3.4 -2.7 -2.7 -5 -11.5 -10.3

프랑스 -1.8 -1.5 -1.5 -3.1 -4.1 -3.6 -2.9 -2.3 -2.7 -3.3 -7.5 -7.1

이탈리아 -1.9 -0.8 -3.1 -3.1 -3.6 -3.5 -4.4 -3.4 -1.6 -2.7 -5.4 -4.6

스페인 -1.2 -0.9 -0.5 -0.2 -0.3 -0.1 1.3 2.4 1.9 -4.5 -11.2 -9.3

자료: 독일은 Bundesministrium de Finanzen(2012), Entwicklung der Staatsquote(2012년 

1월 11일자), (2000년과 2010년의 경우, UTMS-모바일라디오 라이센스 매각대금을 

포함해서 계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Eurostat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Office)의 통계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

2. 공공재정의 지출

연방정부, 주정부, 자치체, 사회보험의 다양한 과제를 위한 재원

조달은 공공재정의 지출에서 그대로 표현된다. 2008년 회계연도에, 

이들 재정주체들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총액으로 1조 56억 유로를 

지출하고, 국민 1인당 13,201유로를 지출하였다(<표 1-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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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2> 독일 정부예산 세출액
1)
 및 구성비(1998년과 2008년)

단위: 백만유로, %

1998 2008 1998~20

09년간 

변동률(%)
지출액

(백만유로)

구성비

(%)

지출액

(백만유로)

구성비

(%)

국방 23,876 2.6 25,738 2.4 7.8 

공안/질서, 사법보호 28,554 3.1 34,488 3.3 20.8 

초중고, 대학, 기타 교육제도 79,275 8.5 82,576 7.8 4.2 

학술, 연구, 개발 8,769 0.9 10,819 1.0 23.4 

문화 및 종교 관련 7,599 0.8 8,942 0.8 17.7 

사회보험 495,222 53.1 586,077 55.5 18.3 

건강, 환경,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14,088 1.5 14,019 1.3 -0.5 

주택 및 공간계획
2)

28,804 3.1 21,165 2.0 -26.5 

경제촉진
3)

38,207 4.1 32,495 3.1 -15.0 

운수 및 통신 22,019 2.4 18,852 1.8 -14.4 

기타 184,293 19.8 218,786 20.7 18.7 

합  계 932,704 100.0 1,055,965 100.0 13.2 

주: 1) 연방정부, 연방 별정예산, EU 예산, 사회보험,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및 자치단

체 연합을 포함하는 지출 2) 기초자치단체 서비스를 포함 3) 농림업, 식품, 에너

지, 및 물관리, 산업 및 서비스 관련

자료: Statitischer Bundesamt(2012), Statistisches Jahrbuch 2011, 23.1.2 Entwicklung 

der Ausgaben nach ausgewählten Aufgabenbereichen

2008년 재정지출의 가장 많은 부문은 가족부조(Familiehilfe), 사회

부조(Sozialhilfe), 청년부조(Jugendhilfe), 노동시장정책,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험 영역(586억 유로, 55.5%)이었다. 추가적으로 

7.8%는 초중고, 대학, 여타 교육기관에 그리고 1.0%는 대학 이외의 

학술, 연구, 개발 등에 지출되었다. 공안/질서 부문, 사법구제 또는 

국방 부문에 각각 3.3%와 2.4%가 지출되었고, 지출의 3.1%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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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프로그램에 지출되었다. 다른 영역으로, 재정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이 674억 유로(6.4%)에 이르렀다.

1998년과 2008년의 공공재정의 지출을 비교하면, 예산구조 자체

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술․연구․개발, 공안/질서 및 사

법법호. 사회보험, 문화 및 종교 관련 예산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하

였으며(각각 23.4%, 20.8%, 18.3%, 17.7%), 국방 부문(7.8%)과 초중

고, 대학 및 기타 교육제도 예산(4.2%)은 약간 증가하였다. 한편, 주

택 및 공간계획, 경제촉진 프로그램, 운수 및 통신이 가장 많이 감소

하였으며, 건강, 환경, 스포츠, 레크리에이션(-0.4%)도 약간 감소하

였다. 전체적으로, 공공예산의 지출은 1998년과 2008년의 10년 동안

에 13.2%가 증가하였다.

사회보장 부문의 지출 증가는 물론 사회보장의 전반적 수준이 상

승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령, 공적 연금보험의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에, 연금수급자의 총수가 동시에 증가하며, 1인당 연

금수급액은 총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게 

마련이다.

또한,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BIP)가 1998~2008년 동안 26.0% 

이상 증가하여, 공공재정 지출의 증가율(13.2%)을 2배 이상 초과하

였지만, 그것이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의 완전한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는 일부 정책적으로 유도된 구조개혁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1980년대 이후 수많은 과제가 국가재

정과 분리되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스핀오프

(spin-off)의 과정을 밟았으며, 지방자치체단체의 하수처리나 폐기물

처리 영역에서 시작되어, 주정부나 연방정부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기금, 기관, 기업이 생겨났으며, 다수는 공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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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곧, 이것은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

단체가 자본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8년 말 현재, 독일에는 14,704개의 공공기업체가 존재하고 있

었으며, 그 중 90%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조직된 것이다

(Schmidt, 2011). 이들의 활동영역은 부동산/주택(15%), 폐수 및 폐

수처리 그리고 기타 폐기물 처리(14%)를 주관하고 있었다. 추가적

으로 물 공급(13%), 경제적 서비스 제공(10%), 건강 및 사회서비스 

(9%), 에너지 공급 (8%)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었다(Schmidt 2011). 

3. 조세수입

각종 조세와 준조세를 모두 합치면, 공공재정의 총 세입(연방정부, 

주정부, 자치체, 사회보험)이 2010년에 1조 496억 유로가 된다. 독일

정부의 재정주체들의 과제들의 재원충당에 필요한 세입은 조세, 수

수료, 보험료, 자산 매각에 의한 이익금과 자본차입으로 이루어진다. 

공적 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입(3,928억 유로), 경제활동 수입 (194

억 유로), 각종 수수료 및 여타 서비스 비용(282억 유로) 외에, 5,305

억 유로에 이르는 조세수입이 공공재정의 수입에서 가장 큰 구성비

를 차지한다.

조세수입은 1991~1999년에 3,384억 유로에서 4,568억 유로로 증

가하였다가, 2000년을 제외하고, 2002년에는 4,417억 유로로 감소하

였다. 향후 2년간은 조세수입이 큰 변화는 없었으며, 2006년에는 

4,884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다. 또, 2008~2010년에는 5,612억 유로에서 5,305억 

유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독일 조세제도가 대단히 복



119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잡하고, 주세와 지방자치단체세가 여전히 잠정추계이기 때문에, 조

세수입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하여 단언하기는 힘들다.

<표 1-4-3> 조세유형별 공공재정의 수입 및 구성비(2010년)

단위: 억 유로, %

조세유형 수입 구성비 조세유형 수입 구성비

1. 공유세 3,728.57 70.3  3. 주세 121.46 2.3 

  소득세(원청징수분) 1,279.04 24.1    재산세 0.01 0.0 

  소득세(연말정산분) 311.79 5.9    자동차세 84.88 1.6 

  소득세(분리과세분) 129.82 2.4    맥주세 7.11 0.1 

  소득세(이자원천징수분) 87.09 1.6    부동산취득세 52.9 1.0 

  법인세 120.41 2.3    경주복권세 14.12 0.3 

  부가가치세 1,364.59 25.7    상속증여세 44.04 0.8 

  수입부가치세 43.58 0.8    소방세 3.26 0.1 

2. 연방세 934.26 17.6  4. 기초자치단체세 554.1 10.4 

  연대세 117.13 2.2    영업세 357.11 6.7 

  담배세 102.84 1.9    부동산세A 3.61 0.1 

  커피세 10.02 0.2    부동산세B 109.54 2.1 

  코냑세 19.9 0.4    기타 자치단체세 7.54 0.1 

  에너지세 39.84 0.8  5. 관세 43.78 0.8 

  보험세 102.84 1.9  합 계 5,305.87 100.0 

  알코올함유음료수세 0.02 0

  페인세 4.22 0.1  

  중간생산물세 0.22 0.0  

전기세 61.71 1.2  

기타 연방세 0 0.0

자료: Statitischer Bundesamt(2012), Statistische Jahrbuch 2011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23.3.1 Entwicklung nach Steuerarten vor der Vertei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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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조세유형별 정부재정 수입 자료에 의하면(<표 1-4-3> 참

고), 급료원천징수(아동수당 공제 후)는 부가가치세(Umsatzsteuer)

(수입품부가치세를 포함)와 2010년에 각각, 1,697억 유로와 1,408억 

유로로, 가장 중요한 세원으로 모든 내국세의 1/3(35.6%)이 1/4 (27.5%)

과 이들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헌법의 연방제 관련 조항은 특정조세(통상, 공유세-Gemeinscha- 

ftsteuern)를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일부는 자치체에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유찬․김유향 2009). 2010년 연방정부가 지방정부

와 공유해야 하는 공유세의 구성비가 총 조세수입의 70.3%이다. 한

편, 연방세는 17.6%이고, 주세는 2.3%, 기초자치단체세는 10.4%이

고, 나머지 0.8%는 관세수입이 차지한다.

조세수입을 각급 정부별로 배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0년 자료

를 보면, 연방정부에 2,258억 유로로 가장 많은 조세수입(42.6%)이 

배분되었고, 두 번째로 주정부에 2,101억 유로(39.6%)이 배분되었으

며,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연합에는 704억 유로(13.3%)

이 배분되었다. 나머지 243억 유로(4.1%)는 유럽연합(EU)의 몫이었

다. 조세수입 배분의 구성비를 장기적으로 비교하면, 연방정부의 몫

이 1960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주정부의 몫은 대략 10%p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조세배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몫은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공공재정의 부채

국가재정(별정예산을 포함한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독일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경제와 유럽지역의 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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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을 기준으로 보면, 부채의 총규모가 1조 

5,524억 유로에 이른다(2006년 대비 0.5% 증가). 신용시장에 국채발

행에 의한 차입(1조 5022억 유로)이 세출 대비 세입의 부족부분, 곧 

재정적자를 충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추가적으로, 

509억 유로는 현금차입으로 단기유동성을 보장받고 있다. 2008년 

이후의 경우는 전 세계와 유럽연합 지역의 경제위기 도래에 따라, 

<표 1-4-4> 독일 국가재정의 부채액 및 구성비(1960~2010)
단위: 10억 유로, %

　 합계(단위: 10억 유로)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

정부수준별 부채액(10억 유로)

1960 9.6

1965 39.0 　 　 　

1970 62.9 　 　 　

1980 236.6 　 　 　

1985 386.8 　 　 　

1990 536.2 　 　 　

1993 765.5 461.4 219.1 85.0 

2000 1,210.9 774.8 338.1 98.0 

2007 1,552.4 957.3 484.4 110.6 

2010 2,028.2 1,312.5 595.1 120.6 

정부수준별 부채액의 구성비(5)　

1993 100.0 60.3 28.6 11.1 

2000 100.0 64.0 27.9 8.1 

2007 100.0 61.7 31.2 7.1 

2010 100.0 64.7 29.3 5.9 

**1) 부채는 넓은 의미에서 신용시장에서의 부채를 의미하며, 동서독 통일 이전에는 

서독지역에 대해서, 통일 이후에는 동독과 서독 지역 모두에 대하여 부채액을 집계함 

 2) 연방정부의 경우, 별정예산을 포함 2) 별정예산을 포함하며, 우편 및 텔레케뮤니

케이션에 대한 인원 서비스를 연방정부에 포함하며 3)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자

치단체 연합에 대해서도 별정예산을 포함하도록 함

자료: Statistischer Bundesamt (2012), Statistisches Jahrbuch 201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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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중단기적인 경기부양조치를 취하면서, 정부재정의 부채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조 28억 유로에 이르렀다. 누적된 

총부채규모는 국가재정의 상당부분, 2010년 현재 공공예산의 6.5% 

(641억 유로)를 이자 지불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Bundesministrium der Finzanzen 2012c). 

경제위기가 도래하기 전인 2007년 말 기준으로 독일의 총부채규

모는 주민 1인당 18,880유로에 이른다. 이것을 각급 정부별로 구분

하면, 연방정부는 주민 1인당 11,637유로, 주정부는 주민 1인당 

5,898유로,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1인당 1,447유로의 공공부채를 안

고 있는 셈이다. 경제위기가 도래하기 전인 2007년 말 기준으로 독

일의 총부채규모는 주민 1인당 18,880유로에 이른다. 이것을 각급 

정부별로 구분하면, 연방정부는 주민 1인당 11,637유로, 주정부는 

주민 1인당 5,898유로,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1인당 1,447유로의 공

공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1997년부터 경제위기가 도래하기 전인 2008년까지 10년 동안, 주

정부나 자치체의 신용시장에서의 채권발행에 의한 차입이나 현금차

입은 주민 1인당 4,943유로에서 7,243유로로 증가하였다(2006년: 

7224유로), 주민 1인당 공공부채는 10년 만에 46.5%가 증가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주 중에서 바이에른(Bayern)은 3,012유로, 작센

(Sachsen)은 3,648유로로 주민 1인당 부채규모가 가장 낮은 편이고, 

1인당 부채규모가 가장 높은 저지주(低地州: Flächenländern)에는 자

르(Saarland)와 작센-안할트(Sachsen-Anhalt)가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액은 10,907유로과 9,920유로가 있다. 또 도시주 중 특히 브레멘

(Bremen)(21,894유로), 베를린(Berlin)(16,789유로), 함부르크(Hamburg) 

(12,300유로)는 저지주의 1인당 부채규모를 능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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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이후, 공공재정은 대부분 세입보다 세출이 많기 때문에, 

공공재정의 총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50~1970년의 20

년 동안은 총부채규모(현금차입 제외)는 96억 유로에서 629억 유로

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 초반 이후 부채규모는 가속적으로 증가하

여, 1980년대에는 이미 2,366억 유로에 도달하였다. 1992년, 공공재

정의 총부채규모는 5,799억 유로에 이르렀다. 1992~2007년간에, 공

공재정의 부채규모는 120% 이상 증가하였다. 1990년대 동서독 통

일의 여파로, 동독 재건사업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으로 말미암아 재

정정책 자금수요는 증가하였고, 전년도 대비로 평가할 때, 특히 재

정적자의 증가폭은 대단히 컸다. 

연방정부의 총부채 규모는 1992~2007년에 4,076억 유로에서 

9,376억 유로로 130.1%가 증가하였다(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2). 주정부의 총부채 규모도 1,963억 유로에서 4,828억 

유로로 대폭 증가하였다(증가율, 145.9%). 특히, 구 동독지역의 총부

채 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92년 대비 2007년의 주정부 총

부채 규모는 메클렌부르크-포르메른(Mecklenburg-Vorpommern)가 3

배, 튜링겐(Thüringen)이 10배, 작센-안할트(Sachsen-Anhalt)가 8배로 

증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자치단체 연합의 2007년 총부

채 규모(818억 유로)는 1992년 총부채 규모(760억 유로) 대비 7.7%

가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기초 자치체의 통합노력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자치체들은 과제영역을 핵심예산에서 분리하는 전략을 구

사하였다. 환언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별도의 기업 또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이나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재정에서도, 부채는 구 동독지역에서 주로 상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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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클렌부르크-포르메른(127.0% 증가), 튜링겐(Thüringen) (108.7%)

에서는 1992~2007년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자르란트(Saarland) (-40.3%), 

바덴-뷰르템베르크(-16.2%), 니더작센(Niedersachsen) (-17.0%), 헤센

(Hessen)(-15.2%), 노르트-베스트팔렌(Nord-Westphalen) (-6.3%)는 기

초자치단체의 총부채규모가 축소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들은 본질적 목적을 위배하면서, 항상 당해 연

도의 지출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현금차입에 의

존하였다. 1992년에는 현금차입/신용시장 차입의 비가 1: 53이었지

만, 2007년에는 1 : 3으로 현금차입의 비중이 높아졌다. (연방정부 = 

1: 48, 주정부 = 1: 200). 2007년 509억 유로(1992년 65억 유로)에 이

르는 현금차입의 56.7%는 기초자치단체(288억 유로)가 부채를 충당

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연방정부의 현금차입은 38.6%(196억 

유로), 주정부의 현금차입은 4.7%(24억 유로)의 몫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 국가재정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연방, 주, 기초자치단체)의 

기간예산과 별정예산의 부채 외에, 50% 이상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의결권을 보장받는 여타 공공기금, 기관, 기업들의 부채현황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7년 말 현재, 이들의 부채규모는 4783억 

유로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공공부문의 총 부채규모에 

포함하면, 2007년 말 현재 독일 국가재정의 총 부채규모는 1조 5524

억 유로에 육박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일의 누적 재정적자는 2008~2009년의 세계 및 유럽의 경

제위기를 지나면서, 2010년 말 현재 공공부채는 2조 유로를 초과하

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경우도 공공부채로 인한 문제점이 향후 

독일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물론 다른 영역의 지출에도 막대한 영향

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기민당/기사당/자민당의 연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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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향후 2년 이내에 균형예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

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고용

공단이나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족정책 예

산을 축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며, 특히 독일의 

현재 경제상태가 예상보다 나쁘지는 않지만, 긴축재정을 통하여 균

형예산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Böll, Müller and Reierman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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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재정

❘제1절❘ 소득과 부의 분배문제

1. 상대소득지위

소득계층을 관찰하면, 소득이 얼마나 평등하게 또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소득계층은 개개인의 소득을 평균소

득(산술평균)과 관련하여 자리매김을 하는 것으로, 개인소득을 계산

할 때, 가구구조의 차이와 공동생활을 통하여 발생하는 저축효과가 

고려된다. 이 가중소득은 또한 동등소득(Äquivalenzeinkommen)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개인소득이 가령 평균 동등소득(2006년: 1,4370유로)의 175%이면, 

그 사람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소득집단에 속한다(“상대적 부유

층”은 산술평균의 150~200% 범위에 있는 모든 소득집단). 가중소득

이 평균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상대적으로 곤궁한 소득집단에 속

한다(<표 1-5-1> 참고).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상대적 빈곤층층과 상위 고소득 집

단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환언하면, 독일

의 1997년 소득은 1993년보다 평등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서독지역

의 1985년과 1989년 소득분포는 1997년보다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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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 독일인구의 소득집단별 인구구성비(1985-2006)

단위: %

소득집단 1985** 1989** 1993 1997 2001 2005 2006

상위 고소득층(>200%) 3.8 3.6 3.8 3.4 3.9 4.2 4.7

중위 고소득층(150-200%) 7.2 7.3 8.5 7.6 8.5 8.3 8.1

하위 고소득층(125-150%) 11.6 11.5 9.8 10.1 9.0 9.8 9.5

상위 중소득층(100-125%) 18.5 18.5 18.5 18.3 18.4 16.6 16.1

하위 중소득층(75-100%) 25.8 27.2 27.1 28.8 28.3 26.4 25.2

위험 저소득층(50-75%) 24.0 23.7 23.6 23.9 22.7 23.9 25.0

상대적 빈곤층(≤50%) 9.1 8.3 8.8 7.9 9.1 10.8 11.4

주: * 월별 순가구소득에 동등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술평균의 퍼선트(%)로 표시한 자료

** 통일 이전 서독지역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SOEP (Sozio-oekonomische Panel), 1991~2006, DIW, Berlin, Bundesminist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08), Lebenslagen in Deutschland Der 3. Armuts- und 

Reichtumsbericht der Bundesregierung

난다. 그러나 1990년 후반에는 이러한 발전이 역전되고 있다. 

1997~2006년의 10년간에 걸쳐서 총인구에서 최하층 소득집단이 차

지하는 인구의 비율은 7.9%에서 11.4%로 증가한다. 이와 평행하여, 

최상층 소득집단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4%에서 4.7%로 증가

한다. 1990년대 말 중간층 소득집단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단기

적으로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계속 안정화 한다

여기서, 중간계층의 위축이라는 개념을 논의할 수 있다. 곧 소득

계층의 하층과 상층부분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적어도 1997년과 

2006년의 비교에는 증가하는 동안에는, 중간계층의 상응하는 비율

은 감소한다(Deutsche Bundesbank, Allianz Dresdner Economic Research 

2008; Frick and Grabka 2009)

베를린의 독일경제연구소(DIW: Deutsche Institut für Wirtschafts- 

forschung)의 SOEP(Sozio-oekonomische Panel) 자료11)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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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독일 인구의 13.9%(동등소득이 중위소득의 60%보다 적은 

가구에 사는 사람)가 빈곤상태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36.4%가 저소

득층(중위소득의 75%보다 적은 동등소득을 가진 가구에 사는 사람)

이다. 빈곤율과 저소득층 비율이 독일에서 지난 20년 동안 최고치에 

도달하였으며, 동시에 생활 곤궁자의 소득이 60% 빈곤선 아래 있다

는 것은 빈곤의 강도가 증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Bundesminist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08).

2. 비자영업 활동 총소득의 10분위수별 구성비

소득분포를 계산하는 근거는 생산과정에서 벌어들인 시장소득으

로, 그것은 비자영업 활동, 자영업 경제활동, 그리고 부를 합친 총소

득이다. 비자영업 노동의 총소득이 2/3 수준으로, 가장 많은 구성비

를 보인다. SOEP 자료에 의하면, 노동자 1인당 총소득은 물가상승

률을 고려하면, 2002~2005년 4년 간, 평균 4.8% 감소하였다. 풀타임 

노동자의 경우에도 상응하는 총소득이 1.7% 감소하였다(<표 1-5-2> 

참고). 

풀타임 노동자는 물론 노동자 전체의 경우에도 2002~2005년에는 

소득불평등이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10분위수별 총소득의 구성비

를 보면, 2002~2005년간 하층 3개 10분위수의 구성비가 5.0%에서 

16.7%로 증가하고, 상층 3개 10분위수의 구성비가 1.4%에서 2.5%

11) 독일 사회경제패널(SOEP)는 독일경제연구소(DIW, Berlin)이 주관이 되어 실시하는 

일반가구에 대한 광범위한 패널연구이다. 매년 1만 1천가구, 2000만 이상을 표본으

로 추출한다. 이 조사는 1984년부터 시작되어, 구 동독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인, 최

근 이민을 표본에 포함하여, 가구구성, 직업경력, 취업, 소득, 건강만족도 등에 관한 

주요변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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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2> 독일 비자영업 활동 총소득의 10분위별 구성비(2005년)
단위: %

십분위수 풀타임노동자 노동자 전체

제1 십분위수 2,5 0.5

제2 십분위수 4.7 1.6

제3 십분위수 6.2 2.9

제4 십분위수 7.4 5.3

제5 십분위수 8.4 7.4

제6 십분위수 9.9 9.8

제7 십분위수 10.5 11.8

제8 십분위수 12.6 14.4

제9 십분위수 14.9 17.8

제10 십분위수 23.1 28.4

자료: Soziales (SOEP (Sozio-oekonomische Panel), 1991~2006, DIW, Berlin, Bundesminist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08), Lebenslagen in Deutschland Der 3. Armuts- und 

Reichtumsbericht der BundesregierungBMAS) (2008): Lebenslagen in Deutschland

로 증가하였다. 2005년에는 풀타임 노동자의 경우에 최하위 총소득 

풀타임 노동자의 10%(제1십분위수 10분위수)는 총소득의 2.5%를 

벌어들이며, 최상위 총소득 풀타임 노동자의 10%(제10 십분위수)가 

총소득의 23.1%를 벌어들여서, 하위 4개 10분위수의 구성비를 합한 

것(20.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노동자의 경우도, 소득

분배의 양극화가 더욱 더 두드러진다. 가령, 최상위 총소득 노동자

의 10%(제10분 십분위수)는 비자영업 노동자의 경우 총소득의 

28.4%를 벌어들여, 해당 노동자의 하위 60%가 벌어들이는 27.5%의 

총속득(10분위수의 제1 십분위수부터 제6 십분위수까지를 합한 것)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2~2005년의 불평등 심화와 함께, 풀타임 노동자의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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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도 동시에 올라갔다. 여기서는 중위소득의 2/3보다 적은 저소득

층 인구의 비율은 8.8%에서 9.3%로 증가하였다. 2005년에 구 서독

지역의 저소득층 비율은 6.8%로 구 동독지역의 19.4%보다는 분명

히 낮았다. 같은 해, 노동자 전체 대상으로 볼 떼 저소득층의 비율은 

36.4%로(2002년 35.5%), 이 수치는 1990년대 초반 전체 노동자의 

1/4 이상이 저임금층에 속하였을 때, 저소득층의 구성비는 빠른 속

도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비자영업 경제활동의 총소득 변동이 노동자의 임금결정을 

유일한 형태는 아니며, 특히 2000년 초반 경제상황이나 노동시장개

혁과 맞물리면서, 평균 노동시간의 감소나 파트타임 취업의 증가와 

같은 변형된 노동형태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서

는 소득분포의 변화는 경제상황의 악화나 2005년부터 본격화되는 

노동시장의 악화를 설명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변수이다. 그러나 현

재로서는 이러한 사태변화가 소득분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3. 순 동등소득 10분위수별 구성비

베를린 독일경제연구소(DIW, Berlin)의 SOEP 자료에 의하면, 일

반가구의 순 동등소득은 물가인상을 고려하는 경우, 2002~2005년에 

평균 2.5% 감소하였다(<표 1-5-3> 참고). 구 동독지역의 감소(3.9%)

는 구 서독 지역의 감소(2.4%)보다 더 크다. 또한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총소득에서 소득 하위 50%(1~5번째 10분위수의 

합계)의 구성비는 2002~2005년의 4년 동안에 30.4%에서 28.7%로 

줄어들었다. 10분위수의 7~9번째 분위수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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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없었다. 최상위 소득 10%(10번째 십분위수)의 경우는 전체 순 

동등소득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2002~2004년에 약간 변하였으며, 

그 변화는 2004~2005년에1.6% 가량 늘어난 것이었다.

　 2002 2003 2004 2005

산술평균 19.255 18.971 18.744 18.778

미디언(중위수) 16.79 16.728 16.456 16.242

지니계수 0.292 0.292 0.298 0.316

　 십분위수별 소득구성비(%)

제1 십분위수 3.2 3.2 3.1 2.9

제2 십분위수 5.2 5.2 5.0 4.8

제3 십분위수 6.3 6.3 6.2 6.0

제4 십분위수 7.3 7.3 7.3 7.0

제5 십분위수 8.4 8.3 8.3 8.0

제6 십분위수 9.2 9.4 9.3 9.3

제7 십분위수 10.5 10.6 10.6 10.5

제8 십분위수 12.1 12.1 12.2 12.1

제9 십분위수 14.5 14.6 14.8 14.6

제10 분위수 23.3 23.1 23.3 24.9

<표 1-5-3> 독일 국민의 순 동등소득 10분위수 구성비의 추이(2002~2005년)

단위: %

참고: 2000년 각격으로 소득 환산하여, 새로운 OECD 척도((scale)를 이용하여, 동등가중

치를 적용한 결과

자료: SOEP (Sozio-oekonomische Panel), 1991~2006, DIW, Berlin, Bundesminist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08), 2008ebenslagen in Deutschland Der 3. Armuts- 

und Reichtums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05년에는 최하위 소득의 10% (제1 십분위수)는 전체 순 동등소

득의 2.9%를 차지하였다. 최상위 소득 10% (제10 십분위수)의 경우, 

해당 순 동등소득의 24.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분명히, 

하위 4개의 10분위수를 합친 구성비(20.7%)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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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또는 가계소득으로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여전히 

논의 대상이다. 가장 일반적인 사회과학적 기준으로 순 동등소득 중

위값의 200%에 해당하는 수치를 사용한다. 2005년 독일연방통계청

(Destatis: Statistisches Bundesamt) 공식통계에 의하면, 독일 총인구

의 6%만이 이 범위에 있다. 보유주택 자산을 고려하는 SOEF 자료

는 해당수치가 9%로 상당히 높다.

4. 부의 10분위수별 구성비

베를린 독일경제연구소(DIW, Berlin)에 의하면, 2007년 일반가구

의 전체 총자산은 80조 유로에 이르렀다. 그 중 토지자산 등 부동산

이 53조 유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02년과 비교할 때, 

총자산의 가치는 11조 유로가 증가하였다. 2007년 일반가구의 총부

채, 주로 소비자 및 근저당 신용이 14조 유로였다, 이 총부채를 공

제하고 나면, 일반가구의 순 자산은 66조 유로에 해당한다(<표 

1-5-4> 참고).

독일의 순자산 분배는 대단히 불평등하다. 개인을 순자산의 크기

에 따라 배열하여, 10개의 동동한 크기의 그룹(10분위수)으로 정렬

할 때, 2007년에 최상위 10% 부유층 집단은 총자산의 61.1%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그 중에서 상위 5% 집단은 총자산

의 46%를 보유하고, 상위 1%는 총자산의 23%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 성인 인구의 27.7%는 전혀 자산을 보유하지 

있지 않거나 채무가 있는 집단이다. 2002년과 비교할 때, 순자산의 

상위 10% 집중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다른 10분위수 집단에서 상

응하는 구성비는 2007년에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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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7

제1십분위수 -1,2 -1,6

제2십분위수 0,0 0,0

제3십분위수 0,0 0,0

제4십분위수 0,4 0,4

제5십분위수 1,3 1,2

제6십분위수 2,8 2,8

제7십분위수 7,0 6,0

제8십분위수 11,8 11,1

제9십분위수 19,9 19,0

제10십분위수 57,9 61,1

<표 1-5-4> 독일 성인인구 보유 부의 10분위수별 구성비의 변화(2002, 2007)

단위: %

주: 17세 이상 일반가구 거주자의 개인 순자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

자료: SOEP(Sozio-oekonomische Panel), 1991~2006, DIW, Berlin, Bundesminist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08), Lebenslagen in Deutschland Der 3. Armuts- und 

Reichtums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07년 현재, 17세 이상 모든 성인인구는 평균 88,000유로의 순자

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유층과 빈곤층을 양분하는 자산분배의 중위

값은 15,300유로로, 이것은 성인구의 절반이 15,300유로 이상의 자

산을 보유하고, 성인인구의 절반이 15,300유로 이하의 자산을 보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과 같이, 구 동독지역과 구 서독지역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

났다. 서독지역 성인의 순자산은 101,000유로로 동독지역 순자산 

31,000유로의 3배 이상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2002년 이후 더욱 심

화되었다. 서독지역은 순자산이 11% 이상 증가하였으며, 동독지역

은 10% 가량,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7% 이상 감소하였다. 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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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동독지역에서 개인이용의 토지 등 부동산의 시장가치 하락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연령별, 성별, 이민경험별로의 차이에서도 개인자산의 규모

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현재 18~25세는 평균 7,000

유로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56~65세 이상의 연령집단

은 145,000유로 가량의 가장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2002년에는 남성들의 평균자산은 여성들의 평균자산보다 많았으며

(남자 96,000유로, 여자 67,000유로), 독일에서 이민경험이 없는 사

람들이 이민경험이 있는 사람들보다 총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비이민자 87,000유로, 이민자 47,000유로). 

소득수준이 보유자산보다는 집중의 정도가 분명히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들 두 지표의 분포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최상위 10%의 소득을 가진 성인들은 평균 

317,000유로의 개인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하위 10%의 소득

을 가진 성인들은 32,000유로의 개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빈곤문제

1. 빈곤위험률

2008년 현재, 독일 인구의 15.6%가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것은 2005년 12.7%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연방통계청이 실시한 

유럽연합 소득 및 생활여건 조사(EU-SILC: European Union-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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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ncome and Standard Living))12)에 의하면, 독일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빈곤위험 임계소득이 매년 11,151유로이고, 14세 이하 2명의 

자녀를 데리고 2명의 남녀가 같이 사는 가족의 경우, 국가의 이전서

비스 급여액을 포함하여, 매년 23,418 유로 이하의 소득을 얻게 되

면, 빈곤 위험에 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표 1-5-5> 참고).

남자의 빈곤위험률은 2008년 14.7%로, 여자의 빈곤위험률 16.3%

보다는 낮았다. 또한 연령집단별 차이는 현재의 범주별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

위험률(15.0%)은 사실상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18~64세 

연령집단(15.8%)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상태는 빈곤위험률의 상승에 크게 기여한다. 2008년 독일에

서, 실업자의 62.0%가 빈곤위험에 처해 있었다. 같은 연도 취업자의 

경우는 6.8%에 불과하여 15명 중 1명이 빈곤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은퇴자들의 빈곤위험률은 14.9%로서, 전체 평균보다 약

간 낮았다.

또한 최종학력의 수준도 빈곤위험율에 영향을 미쳤다. 곧, 2008년

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8% 정도가 빈곤위험에 처해 있으며, 중

고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15%가 빈곤위험에 처했고, 가장 낮은 수

준의 최종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23%가 빈곤위험에 처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2008년 현재, 37.5%가 빈곤위험에 처해 있었

으며 이것은 전체 1인구 가구의 1/3을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하겠다.

12) 유럽연합 회원국이 역내 가입국의 소득수준이나 생활상태에 대한 통계정보를 획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2003년에 개시하여, 독일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참가하였다. 수집되는 정보에는 소득, 빈곤, 사회적 배척, 그리고 여타 생활여건에 

대한 횡단자료와, 4년을 주기로 관찰되는 개인상태의 변동을 다루는 종단자료로 구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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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위험률(%) (이전서비스 포함 후)

국민전체 15,6

남자 14,9

여자 16,4

18세미만 17,5

18~64세 15,6

65세 이상 14,1

취업자** 7,2

실업자** 70,3

은퇴생활자** 13,4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25,3

중간 정도의 교육수준*** 14,1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 7,9

1인생활자 30,0

65세미만 2명의 성인이 자녀없이 사는 가구 10,3

2명이 성인이 2명을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 8,8

혼자서 생활하는 1인가구 43,0

자산생활자**** 8

임대자**** 25

　사회서비스 포함 후 빈곤위험률(%)(보험료와 연금은 제외함)

국민전체 24,2

18세 미만 32,8

18~64세 24,9

65세 이상 15,2

<표 1-5-5> 독일의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빈곤위험률(2008)
단위: %

  * 계산근거: 중위값의 60%로 수정된 OECD척도/소득기준연도: 2009, 조사연도: 

2010, 출판연도: 2011 **소득기준연도(2009년)에 6개월 이상 취업활동을 한 18세 

이상의 인구 ***국제표준교육분류(Bildungsstand nach der Klassifikation 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에 의한 18세 이상 인구의 분류 

****소득기준연도(2008)

자료: StatistischesBundesamt (2012), 소득 및 생활여건에 대한 유럽연합통계(EU-S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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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인 가구의 경우도 빈곤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계소

득 이하의 소득에 있는 1인 가구는 29.3%였다. 여기에 대하여, 2자

녀를 거느린 2인 성인 가구의 경우에는 빈곤위험률이 7.7%에 불과

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8

년 빈곤위험률이 24%로 상승한다. 사회서비스의 이전효과를 고려하

지 않은 빈곤위험률은 18세 이하의 경우 31%에 이르며, 사회서비스

의 이전효과를 고려하면, 빈곤위험률은 15%로 감소한다. 65세 이상

의 고령자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의 이전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빈곤위험률은 16%이고, 사회서비스의 이전효과를 고려하면, 빈곤위

험률이 감소하지만 1%밖에 감소하지 않아서 15%에 머문다.

빈곤위험률을 보더라도, 빈곤위험에 처해 있는 인구의 소득이 얼

마나 빈곤위험 임계소득 아래에 있는가를 알려수는 없다. 소위 “상

대적빈곤격차” (relative Armutslücke: relative poverty gap)은 이러한 

면을 고려하는데, 유럽연합 소득 및 생활여건 조사에 의하면, 순 동

등소득(net equivalence income)의 중위값은 2008년 현재, 빈곤위험 

임계값보다 22% 낮은 수준에 있다(2005년: 20%).

2. 이민경험별 빈곤위험률

독일의 2005년 마이크로센서스(Mikrozensus) 자료에 의하면, 이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민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민경험이 있는 사람은 열악한 직업 또는 학력요건

(흠결 또는 미승인 자격증 등)이나 노동시장이나 직업통합을 위한 

전문적 지원에 대한 제한적 접근성, 짧은 체류기간, 활동기간 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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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빈번한 환멸감 등의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물론 이민배경이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이러한 요인

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취업활동에서 얻은 실제 소득은 이민경험 있는 사람은 분명

히 낮은 수준에 있다. 이민경험이 있는 취업자의 14%만이 소득이 

2,000유로 이상이었다(이민경험이 없는 사람은 23%), 이민경험이

　 빈곤위험률

독일전체 14.8

 남자 14.3

 여자 15.2

합계 이민경험이 없는 사람 11.6

 남자 11

 여자 12.2

 15세 미만의 청소년 13.7

 65세 이상 고령자 9.7

합계 이민경험이 있는 사람 28.2

 남자 27.9

 여자 28.5

 이주자의 입국 후 독일에서 출생한 자녀 34.3

 입국 후 귀화하여 독일인으로 출생한 자녀 24.7

 독일계 소수자 및 그들의 자녀 20.7

 15세 미만의 청소년 32.6

 65세 이상 고령자 27.1

<표 1-5-6> 이민경험 여부에 따른 빈곤위험률(2005년)

단위: %

자료: BMAS 2008), Lebenslagen in Deutschland; Statistisches Bundesamt) : Mikroz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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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취업자의 45%는 소득이 1,100유로 미만으로, 이민경험이 없는 

사람의 37%보다 저소득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5-6> 참고). 이민배경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 67%가 소득이 1,100

유로 미만이었고, 이것은 다시 이민배경이 없는 유성의 44%가 

1,100유로 미만의 소득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독일 마이크로센서스의 평균 소득이하를 저소득층으로 파악할 

때, 이민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빈곤위험률이 높다. 2005년 마이크로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총인구의 14.8%가 빈곤위험에 처해 있다. 이

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빈곤위험률은 28.2%로 이민경험이 

없는 사람의 빈곤위험률 11.6%보다 2.5배나 높다. 물론 이민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외국인 인

구의 빈곤위험률은 34.3%이고, 귀화인 또는 독일인으로 출생한 사

람들의 경우 빈곤위험률은 24.7%이다. 과거 오데르-나이세선(Oder- 

Neiße-Linie) 이동지역에 거주하던 독일인으로서 최근에 독일영토로 

이주한 독일계 소수자(Spät-Aussiedlern)13)의 경우는 빈곤위험률이 

20.7%로서, 다른 이민경험을 가진 사람들보다 빈곤위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경험이 있는 15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빈곤위험률은 

2005년 현재 32.5%로 평균 이상이다. 한편, 이민경험이 없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빈곤위험률이 13.7%로 분명히 평균을 훨씬 

13) “Spätaussiedler"는 1993년 1월 1일 이후, 독일 연방난민법(Bundesvertriebenengesetz)에

서 공식용어로 채택되었다. 이들은 (1) 오데르 나이제선 이동의 종전 독일영토에서 

독일국민으로 출생하여 1945년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였거나, 그들의 후손으로 독일 

이주한 사람 (2)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독일과 종전 동곡지역으로 입국절차를 밟아

서 이주한 사람과 이주당시 동행했던 가족을 가리킨다. (2)의 범주는 "Aussiedler"로 

불렸다. Aussielder와 Spätaussiedler는 수세대에 걸쳐, 구소련, 동유럽, 남유럽, 남미,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다가 독일로 귀환 이동한 소수자 독일민족(deutscher 

Minderheit)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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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돌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이민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빈곤

위험률은 27.1%로 이민경험이 없는 같은 연령대 사람들의 빈곤위험

률 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형태별 18세 미만 자녀수별 빈곤위험률

가족 내 자녀의 존재는 빈곤위험을 키울 수 있다. 자녀는 직접적

으로 가계의 금전적 수요를 증대시키고, 양육일과는 추가노동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가계비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가계의 금전적 

수요나 양육업무는 자녀수의 증가와 함께 비례하기 마련이다.

독일 연방통계청이 실시한 유럽연합 소득 및 생활여건 조사(EU- 

SILC)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전체 가족의 빈곤위험률은 

11.3%로, 총인구의 빈곤위험률 12.7%보다는 약간 낮았다. 물론, 빈

곤위험률은 가족형태별로 보면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2명의 성인이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는 빈곤위험률이 9.4%로 평균을 

밑돌고, 한부모 가족 가구의 경우는 빈곤위험률이 26.3%로 1/4이상

이 빈곤위험에 처해 있다.

한부모 가족은 물론 2명의 성인이 같이 사는 가족의 경우에도 자

녀수가 많아지면, 빈곤위험률이 증가한다. 2명의 성인이 같이 사는 

가족의 경우 빈곤위험률은 18세 이하 자녀수가 1명이면 7.9%, 2명

이면 9.1%, 3명 이상이면 13.0%로 증가하였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에도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이면 빈곤위험률이 24.3%이고, 2명이

면 26.5%이지만,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빈곤위험률은 

42.0%로 빈곤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현재, 유럽연합 소득 및 생활여건 조사(EU-SIlC)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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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빈곤위험률이 0~15세 자녀의 경우는 12%로 총인구의 빈곤

위험률 13%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베를린 

경제연구소의 사회경제패널(SOEP) 자료에 의하면, 자녀들의 빈곤위

험률은 총인구보다 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이한 조사

결과의 이유는 두 종류의 조사가 표본설계가 다르고, 문항의 소득개

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두 자료에서 빈곤위험률의 수준이 다

르기는 하지만, 가족 내 자녀의 존재는 빈곤위험을 증대시키고, 특

히 자녀가 한부모가족의 가구나 소득수준이 낮은 생활 곤궁자의 가

구에 사는 경우에는 빈곤위험이 더욱 더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Bundesminist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08).

　 빈곤위험률

독일 전체 11.3

한부모 가족 26.3

자녀 1 명 24.3

자녀 2 명 26.5

자녀 3 명 이상 42.0

자녀를 두고 있는 2명의 성인가족 9.4

자녀 1 명 7.9

자녀 2 명 9.1

자녀 3 명 이상 13.0

자녀를 둔 3인 이상의 성인 가족 8.6

<표 1-5-7> 독일의 가족형태와 18세 미만 자녀수별 빈곤위험률(2005)

단위: %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Familienland Deutschland, Genisis-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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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의 과다부채

용어의 정의에 따라, 과다부채 가구의 수는 3백만을 밑돌거나 웃

돌고 있지만, 이에 관련된, 정확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 법

원에 송달되는 자료로는 과다부채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약 40만 명은 1999년 새로운 ｢파산법(Insolvenzordnung)이 도입

된 시점부터 2007년까지 “good behavior phase”(Wohlverhaltensphase) 

이후 나머지 부채를 탕감 받은 소비자파산절차를 밟는 사람의 숫자

이다. 또 30만 명은 지불능력이 없어져 독립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진 

사람을 말한다. 

주된 이유 구성비(%)

실업 29.6

이혼, 이별, 별거, 사별 13.1

자립 실패 10.3

가계경영의 비경제성, 비효율  8.5

질병, 중독(알코올, 약물)  8.3

부동산 투자의 실패  3.8

신용 및 보증상담의 불충분  3.4

보증/연대보증으로 인한 지불의무  1.5

혼인 출산으로 인한 가계문제  1.0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보상  0.5

사고, 재해  0.3

사회부조제도 이용의 실패  0.2

기타 19.5

<표 1-5-8> 일반가구 부채의 주된 이유(2006)

단위: %

 * “주된” 이유(Hauptgrund) 만을 통계로 제시하였음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2012): Wirtschaft und Statistik, Genesis-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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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의 총수는 1999년의 3,357건에서 2003년에는 33,609건

으로, 2007년에는 100,500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파산이 증가한 

것은 채무규제가 사법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이며, 추가적으로, 다

년간에 누적된 과다채무의 계기들이 점점 현재화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채무상담사무소(Schuldnerberatungsstellen)의 자료에 의하

면, 실업이 29.6%로 과다부채의 주요인으로 가장 흔히 언급되는 이

유였다. 별거, 이혼, 배우자와의 사별, 사고, 질병, 약물남용 등 생활

여건의 변화가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이유로, 과다부채의 

21.9%를 차지하였다. 상담자 중의 12.8%는 금전적 어려움, 가령 금

전관리의 비효율, 부동산 투자의 실패, 불법 활동으로 인한 피해 등

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비교적 많은 자영업자들이 상담서비스를 이

용하였는데, 그들은 과다부채의 이유로 자영업의 실패를 들었다

(10.3%).

젊은 층의 상담자들은 실업이나 생활여건의 변화를 무엇보다 중

요한 과다부채의 원인이라고 보았지만, 55세 이상의 중고년 상담자

들은 과다부채의 원인으로 채무관련 정보의 부족이나 부동산 투자

의 실패를 들었다. 통계 자체는 항상 하나의 주된 이유를 묻고 있었

지만, 과다부채에는 대부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상담자들 대부분은 2006년 말 현재, 2~3명의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0% 이상은 4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었으며, 14%는 1명의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었다. 또 상담자의 9%

는 20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채무상담사무소의 조사에 포함된 상담자들의 채무는 평균 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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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였다. 부동산을 보유한 과다채무자들은 평균 160,000유로의 부

채가 있었다. 종전의 자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상담서비스를 방문했

던 사람들은 평균 96,000유로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저

당을 설정하거나 종전의 자영업 관련 채무가 없었던 상담자들을 대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이 평균 22,000유로에 이르렀다.

상담자들의 39.2%는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10,000유로 이하의 채

무가 있었다. 추가적으로, 45.6%는 10,000~50,000유로의 채무가 있

었다. 또 7.8%는 100,000유로 이상의 채무가 있었다. 상담자 중에서 

무자녀 부부와 55~64세 연령집단은 평균 53,000~58,000유로의 누적

채무가 있었다. 25세 미만의 젊은 층은 평균 채무가 8,000유로였다.

근저당 설정의 의무나 종전 자영업 관련 채무가 없었던 상담자들

은 모든 채무의 절반이 할부금융 또는 수표부도의 형태로 된 은행 

채무이다. 그 다음으로 세무서와 같은 국가기관이 채권자가 되는 경

우가 모든 부채의 6% 정도였고, 임대료를 적시에 지불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채무가 모든 채무형태의 4% 정도에 해당하였다. 할부금융

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은행채무가 평균 

21,000유로 정도 되었다. 개인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채무가 

10,000유로를 넘어서고 있었다. 부양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6,000유로의 채무가 있었다.

연령이나 생활 형태에 따라 채무의 종류나 규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 과다채무자의 경우 평균 채무가 가장 많은 곳

은 전화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1,900유로). 65~69세 고령자의 경우, 

과다채무자의 경우는 어느 연령층보다도 우편주문회사에 채무가가 

가장 많았다(3,900유로). 55~64세와 한부모가족의 남녀들은 임대료

를 제때 지불하지 못한 과다부채자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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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은 과다채무자의 경우, 방문 상담

자와 같은 채무구조를 보인다고 가정하는 경우, 총부채(자영업자의 

채무나 근저당 설정과 관련 채무)는 대략 650~700억 유로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자영업자나 근저당설정과 관련된 채

무 청구액의 가장 큰 부문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

면 안 될 것이다. 

5. 홈리스

독일 홈리스부조 연방운영기관(BAG-W: Bundesarbeits- Gemeinschaft 

Wohunungslosenhilfe)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 현재 25만 5000명

(오데르 나이세선 이동 지역에서 귀환한 독일계 이주자 중 홈리스인 

사람은 제외))이다(<표 1-5-9> 참고). 이 수치는 2000년보다 14만 명

이 적고 1997년보다는 34만 명이 적은 수치이다. 2005~2006년 동안 

홈리스는 2.7%가 증가하였으며, 홈리스 1인 거주자의 수는 처음으

로 2.3%가 증가하였다. 

2006년 25만 4000명로 추정되는 홈리스 중에서, 52%는 1인 가구

에, 48%는 2인 이상의 가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대략 1만 8,000명은 

완전한 노상에 거주하는 홈리스(homeless)였으며, 그 중 1/3은 아동

과 청소년이었다. 홈리스 중 여성의 비율은 2006년 현재 25% 정도 

되었다. 아동과 청소년 비율은 대략 28%로 2만 8,000명 수준에 이

르렀다. 2003년의 추정치와 비교할 때, 홈리스 아동과 청소년의 수

는 반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홈리스는 일정 기간에 임대계약이 확보되지 않아서 주택공간이 

없는 홈리스의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태적 개념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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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2000 2003 2006

독일전체 860 500 375 265

신뢰구간(95% 유의도) 770-950 450-550 336-412 240-290

홈리스 590 390 310 254

홈리스의 형태　

2 인 이상 가구 거주자 370 220 167 122

1인 가구 거주자 220 170 143 132

거처 없이 노상 거주 ca. 35 ca. 24 ca. 20 ca. 18

독일계 귀환이민 270 110 65 11

<표 1-5-9> 홈리스 또는 홈리스로 위협받는 사람의 수(1997~2006)

단위: 천명

 * 임대계약에 의하여 확보된 주택공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홈리스로 간주함

자료: Bundesarbeitsgemeinschaft Wohnungslosenhilfe e.V.

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홈리스들은 하나 이상의 문제

로 영향을 받게 된다. 가령, 가장 흔히 홈리스를 야기하는 문제에는 

실업, 과다채무, 별거, 이혼, 배우자의 사망, 비행, 건강 손상이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홈리스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배척(Gesellschaftliche Ausgrenzung)은 자기선

택적인 배척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경향

이 있다. 이 때문에, 문제 상황과 위험요인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더

욱 더 많은 홈리스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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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보장재정

1. 사회보장재정의 개관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는 사회보장예산(Sozialbudget)을 통

하여, 매년 사회보장의 서비스 범위와 재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Bundesminist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11). 2010년 현재, 사회

보장예산 잠정결과에 의하면, 행정비용을 포함하여 7,451억 유로가 

사회보장 예산으로 지출되었다. 그 중에서 2,979억 유로가 고령 및

지출액합계

(백만유로)

사회보장예산 내 

구성비(%)

소득 지원

(백만유로)

현물금여

(백만유로)

질 병 229,314 30.8 35,333 193,981

장 애 57,573 7.7 36,976 20,597

고 령 236,659 31.8 236,281 378

유 족 51,226 6.9 51,055 171

아 동 70,125 9.4 47,772 22,353

배 우 자 2,511 0.3 2,511 0

모 성 2,665 0.4 2,665 0

실 업 45,047 6.0 42,841 2,206

주 택 15,365 2.1 0 15,365

생계부조 4,281 0.6 3,545 736

행정비용 28,039 3.8 0 0 

기타지출 2,253 0.3 0 0 

합 계 745,058 100.0 458,979 255,787

<표 1-5-10> 사회보장의 유형별 서비스, 예산액수 및 구성비(2010)

단위: 백만유로, %

주: (-) 자료가 없거나 제로인 경우

자료: BMAS(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2)) Taebelle III-4, 2011년 

5월 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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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험, 2,869억 유로가 질병/장애보험, 753억 유로가 아동, 배우자, 

모성보호 부문에 지출되었다. 한편, 실업 부문에 450억 유로, 주택에 

154억 유로, 생계부조에 43억 유로가 지출되었다(<표 1-5-10> 참고). 

운영기관 2008　 2009

사회보장 예산 합계
1)

723,445　 753,936

사회보장재정의 비율
2)

29　 31.3

지출액

(백만유로)
구성비(%)

지출액

(백만유로)
구성비(%)

연금보험 244,813 33.8 250,232 34.6

질병보험 158,865 22.0 168,617 23.3

(장기)요양보험 19,071 2.6 20,269 2.8

재해보험 11,907 1.6 11,373 1.6

실험보험 28,864 4.0 39,684 5.5

특수직역 보험
3)

6,596 0.9 6,702 0.9

공무원 부양제도
5)

53,420 7.4 55,087 7.6

고용주 관련 제도
6)

60,575 8.4 61,442 8.5

부양(보상)제도 3,591 0.5 3,360 0.5

아동수당 및 가족급여 조정 36,680 5.1 39,258 5.4

양육급여 및 부모수당 5,061 0.7 4,702 0.6

구직자 기초보장 급여 44,211 6.1 46,068 6.4

실업구제 및 여타 고용촉진 404 0.1 110 0.0

교육 및 훈련 촉진, 추가훈련 부조 1,804 0.2 2,057 0.3

사회부조 23,519 3.3 24,561 3.4

아동 및 청년 복지 서비스 20,553 2.8 20,651 2.9

주택수당 787 0.1 1,698 0.2

세제혜택 34,544 4.8 32,596 4.5

<표 1-5-11> 운영기관별 사회보장예산의 지출(2008, 2009)

단위: 천명

주: 2008년 자료는 잠정집계, 2009년 자료는 추정자료,, 기관별 계산에서는 행정 및 기타 

비용은 제외함, 1) 수급자에 사회보험료의 지출을 운영기관별로 통합한 것임, 2) GDP 

대비 사회보장재정의 비율, 3) 수급자에 사회보험료의 지출을 운영기관별로 통합한 

것임 4) 농민 고령부조제도, 연금기금, 민간 고령자 급부 5) 연금, 가족수당, 기타 수당, 

6) 지속적 보상금 지금, 피고용자 연금제도, 보충 보험 및 여타 고용주 급여

자료: BMAS(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2), Sozialbudge 2011, 

2012년 5월 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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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예산의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2009년 서비스의 가

장 많은 부분이 연금보험(34.6%), 질병보험(23.3%)에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많은 부분이 고용주 관련 제도(8.5%), 공무원 연금 및 부

양제도(7.6%) 구직자 기본보험(Grundsicherung für Arbeit- Suchende) 

(6.4%), 실업보험(5.5%), 공무원연금(5.0%), 아동수당/가족조정수당

(5.4%)의 영역에서 지출되었다(<표 1-5-11> 참고).

사회보장예산이 2008~2009년에 약간 증가한 것은 개별보험 영역

에서 다양한 사태발전의 결과였다. 공적 연금보험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07년 7월 1일에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연

금이 0.54% 인상되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발생한 것

이다. 질병보험에서는 치료비와 약제비의 인상(이것은 독일의 부가가

치세 인상의 결과임)으로, 예산지출이 계속 증가되었다. 2008~2009

년에는 질병보험에 대한 예산지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병원비와 

약제비의 인상이 지출증가의 요인이었다. 한편, 2008년 미국의 리만

사태 이후 세계경제 위기와 위기가 유럽연합 지역으로 파급되면서 

생겨난 국내 노동시장의 실업률 증가로 실업보험에 대한 예산지출

은 분명히 증가하였으나, 실업률의 증가 자체가 구직자 기초보장 급

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지출은 큰 변화가 없었다. 

1990~2009년의 20년간에 걸쳐서, 사회보장예산은 1.2배가 증가하

였으며, GDP는 같은 기간에 0.83배 증가하였다. 특히 2008~2009년

의 경우에는, 세계경제와 유럽경제의 위기로 말미암아 GDP의 증가

율이 -3.4%으로 경제규모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예

산은 3.7%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실

업보험과 아동수당 및 가족급여에 대하여 지출을 증가시켰기 때문

이었다. 사회적 서비스, 곧 사회보장재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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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95~2009년의 15년 동안, 1995년의 30.3%에서 2003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여, 32.2%에 이르렀으나, 그 후는 상승률이 정체되어

서, 사회적 서비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2007

년에는 1992년 수준인 29.2%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독일정부는 

2008~2009년에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사회보장 지출을 다시 확대하

였다. 

사회보장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이 사회보장의 부양수준의 감소나 증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재해예방의 진전은 재해보험(Unfallversicherung)

의 예산지출 감소를 가져오지만, 예산감소가 부양수준을 변경하지

는 않는다. 또한, 행정부문에서 효율적인 도구의 사용은 동일한 효과

를 가져 온다. 다른 한편, 총지출의 증가는 1인당 서비스 수준의 축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사회적 서비

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은 제도통합의 성과에 기

인한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예산의 재원을 보면, 일반가구가 기업보다 점점 사회적 

서비스의 재원확보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피고용자와 고용주가 1:1의 평등한 보험료 갹

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민간 고령부양제도의 구축

이 정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의 사회보장예산은 질병보험, 연금보험, 재해보험, 실업보험, 

요양보험 등 5대 영역의 보험료 납부액이 GDP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통일 이후 24%에서 2000대 초반에는 30%로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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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0억 유로)

조세

(10억 유로)

GDP

(10억 유로)

보험료/GDP

(%)

보험료/조세

(%)

(보험료+조세)

/GDP

(%)

1990 314.3 23.4 1306.7 24.1 1.8 25.8 

1991 397.3 27.2 1534.6 25.9 1.8 27.7 

1992 450.5 30.7 1646.6 27.4 1.9 29.2 

1993 474.8 32.3 1694.4 28.0 1.9 29.9 

1994 496.8 33.5 1780.8 27.9 1.9 29.8 

1995 523.3 36.9 1848.5 28.3 2.0 30.3 

1996 553.1 33.5 1876.2 29.5 1.8 31.3 

1997 556.4 33.8 1915.6 29.0 1.8 30.8 

1998 569.8 34.9 1965.4 29.0 1.8 30.8 

1999 590.1 36.9 2012 29.3 1.8 31.2 

2000 606.1 38.1 2062.5 29.4 1.8 31.2 

2001 623.7 38.1 2113.2 29.5 1.8 31.3 

2002 646.5 38.7 2143.2 30.2 1.8 32.0 

2003 660.2 39.2 2163.8 30.5 1.8 32.3 

2004 660.6 38.1 2210.9 29.9 1.7 31.6 

2005 667.9 35.5 2242.2 29.8 1.6 31.4 

2006 668.8 34.9 2326.6 28.7 1.5 30.2 

2007 674.8 35.3 2432.4 27.7 1.5 29.2 

2008 691.8 34.4 2481.2 27.9 1.4 29.3 

2009 745.1 32.4 2397.1 31.1 1.4 32.4 

2010 760.6 30.7 2498.8 30.4 1.2 31.7 

<표 1-5-12> GDP 대비 사회보장예산의 비율(1990~2010)
단위: 10억 유로, %

자료: BMAS(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2), Sozialbudge 2011, 2012년 

5월 1일 현재 

히 증가하고 있다(<표 1-5-12> 참고). 그러나 최근에는 GDP 총액 

대비 보험료 납부액의 구성비가 감소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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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008년까지는 27~28%로 감소하여 안정적인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과 2010년에는 다시 보험

료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는 전체 사회

보장예산에 대한 조세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회보장예산에서 조세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이 2.0%에 약간 못 미치기는 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이었지만, 최근

에 이르러, 그 비율은 1.5% 미만으로 감소하고 있다. 

2. 사회보장재정의 지출: 1995~2006

독일에서 최근까지,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영역별로 아주 상이한 

방식으로 발전하여 왔다. 1990년대 이후, 변화의 폭이 가장 큰 

1995~2006년의 12년을 선택하여 보면, GDP 수준이 29.7% 증가한

데 반하여,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아동수당과 사회적 요양보험 영역

의 지출은 평균을 훨씬 넘게, 243%와 241%가 각각 증가하였다

(BMAS, 2008;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2) (<표 

1-5-13> 참고). 

장기요양보험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에는 두가지

가 중요하다. 우선, 요양보험은 1995년에 비로소 사회보험의 독자적 

영역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1995년 도입 이후, 요양 수

요자의 수가 2배 정도로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의 경우는 

독일이 198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저출산 상태를 지속하였기 때문

에, 수급권자의 절대수가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으며, 아동 1명당 수

당 지급액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구체적으로, 1995년에 첫째 

자녀에 대해서 수급권자는 매월 36유로를 수급하도록 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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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는 154유로 수급액이 대폭 상향조정되었다.

더욱이, 1995~2006년의 12년 동안에 걸쳐서, 아동부조(Kinderhilfe)

와 청년부조(Jugendhilfe), 공적 연금보험, 공적 질병보험, 광부 연금

보험, 그리고 공적 재해보험의 영역에서 지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영역의 지출 증가율은 이 기간 중의 GDP 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지출영역
1995~2006년 

증감률
비고

아동수당 243.3%

장기요양보험 241.2% 민간 요양보험 제외

GDP 25.6%

아동 및 청년부조 22.9%

공적 연금보험 22.7%

공적 질병보험 19.3% 위험구조조정 이후

광부 연금보험 7.9%

법정 재해보험 7.9%

사회부조 -23.20%

실업수당 및 실업부조 -34.8%

1998년부터는 외국인 피보험자를 포함하고, 

2005년부터는 Hartz IV 신법의 도입으로 

실업부조는 폐지됨

비호대기자 지원법에 의한 서비스 -58.4%

주택수당 -60.4%

전쟁고아부양 -60.8%

<표 1-5-13>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영역별 변화율(1996~2006년)
단위: %

자료: Statistischer Bundesamt(2012), Statisches Jahrbuch 1996~2006, BMAS(Bundesminist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2), Sozialbudget 2011

사회부조와 실업수당/실업부조, 비호취업자(庇護就業 ) 서비스

법(Asylbewerberleistungsgesetz), 주택수당, 전쟁고아부조 영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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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 각각 23.2%, 34.8%, 58.4%, 60.4%, 60.4% 감소하였다.

동시에, 사회부조, 주택수당, 실업수당 영역에서는 Hartz 개혁으로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해당 지출은 2005

년 초에 감소하였다. 종전의 취업능력이 있는 사회부조 수급자는 종

전의 실업수당 청구권을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업수당 

II(Arbeitslosengeld II)를 수급하게 되었다. 또, 주택수당 지불 대신

에, 관련 사회보장 영역(구직자 기초보장, 현행 생계부조, 고령/장애 

기초보장)의 안에서 주거비용이 고려되도록 하였다.

｢비호취업자지원법｣(Azylbewerbersleistunggesetz) 영역의 지출은 

서비스 수급자 수의 감소를 일차적인 이유로 하여 삭감되었다. 

1995~2005년의 10년간에 걸쳐서, 비호취업자서비스법에 의한 정규

서비스 수급자의 수는 48만 9000명에서 21만 1000명으로 감소하였다.

사회보험 영역 지출의 증가 또는 감소는 항상 부양수준의 향상 

또는 축소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가령, 전쟁고아부양의 

영역에서 서비스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1인당 서비스가 축

소되지 않고서도, 총예산상 지출액은 감소하기 마련이다.

3. 평균소득자의 조세 및 사회보장지출 부담: 1990~2010

국민 개개인의 조세부담이나 사회보장 보험료 부담은 해당 개인

의 소득이나 가족 상태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나 추이에 대

한 모범적인 예측을 하기가 힘들다. 조세부담은 1960년대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으나, 사회보장 보험료 부담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그림 1-5-1] 참고). 가령, 자녀가 없는 미혼 노동자(50세 미만, 

평균소득자, 조세분류 I/0)의 경우, 조세부담은 1997~2010년에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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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의 19.1%에서 13.8% (2009년 기준: 15.1%)로 감소하였다. 한

편, 두 명의 자녀를 둔 유배우 노동자의 경우 조세부담(1인 취업으

로, 평균소득자, 조세분류 III/2)은 1997년의 6.6%에서 2006년에 

4.2%로 감소하였다(2007년 기준: 3.7%)

[그림 1-5-1] 평균소득자의 조세 및 사회보장 지출 부담비율(1960~2010)

단위: %

자료: BMAS(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2), Sozialbudge 2011, 

2012년 5월 1일 현재 

1988년 이후, 최저세율(Eingangsteuersatz)의 인하(25.9%에서 15%

로 감소)와 최고세율(Spitzensteuersatz)의 인하를 통하여(53%에서 

42%로 감소)14) 주세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사람에게 25만 유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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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유로의 총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면세 소득

(생계보장소득(Existenzminimum)을 7,664유로로 인상하였다. 2000년 

세제개혁으로, 독일의 일반가구 중 약 50%만이 소득세를 납부하였

으며, 소득세 납부 의무자 중에서, 소위 “누진세”(Steuerprogression)

가 적용되어, 고소득자는 더욱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시산결과에 의하면, 소득세 납부 의무자의 상위 10%는 2010년 현

재 총소득세 납부액의 51.8%를 부담하고, 소득세 납부 의무자의 하

위 50%는 총소득세 납부액의 6.5%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예산 지출에서 조세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면제나 누진제

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800유로의 소득자도 보험료는 예외없이 전

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예산 

보험료는 하층과 중간층 소득집단에 있어서는 조세보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독일 연방재무부(BMF: Bundesministrium der Finanzen)

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연간 총소득이 40,000유로 수준인 경우, 사

회보장 보험료 부담이 조세부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

(1인 소득자, 소득세 III/0)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소득이 대략 

61,000유로에 이른다.

사회보장 예산에서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1992년 이후 일관

되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1992년 그 몫은 총소득의 18.4%였지만, 

1998년에는 이미 보험료율이 21.1%로 증가하였다. 2000/2001년에 

보험료율이 20.6%로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2010년 사회보장 예

산에 보험료 부담은 최고수준에 도달하여, 전체 노동자 기준으로 

14) 최저세율은 조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초과하여, 처음으로 조세가 부과되는 소득에서, 

소득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것은 누진세 적용 함수의 최저소득에서 조세

가 부과되는 기울기를 말한다. 최고세율은 최고의 한계세율로서, 일정 액수를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최고세율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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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자녀가 없는 노동자의 경우는 22.2%에 이르렀다.

공적 질병보험의 보험료율도 1990년의 12.5%에서 계속 인상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는 15.5%로 늘었다가, 2009년 7월 1일부터는 

14.9%로 약간 인하되지만, 2012년부터는 다시 15.5%가 될 전망이

다.. 공적 연금보험의 보험료율도 1990년에는 18.6%에서 2010년에

는 19.9으로 인상되었다가, 2012년부터는 19.6%로 인하될 예정이다. 

요양보험의 보험료율도 1995년에 도입된 이후, 2008년 7월 1일 이

후 1.75%에서 1.95%로 증가하였다(무자녀 노동자의 경우에는 

1.95%에서 2.2%로 증가하였다).

실업보험의 보험료율은 2006년에 6.5%에서 2007년에는 4.2%로, 

그리고 2008년에는 3.3%로, 2009년과 2010년에는 2.8%로 다시 감

소하였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감소하여, 사회보장에서 

실업보험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자녀가 없는 미

혼 노동자의 경우, 실업보험료 부담은 2006년에는 총소득의 22.2%

이었지만, 2007년에는 21.3%로, 2008년에는 20.9%로, 2009년과 

2010년에는 20.6%로 감소하였다. 두 명의 자녀를 둔 유배우 노동자

의 경우에는 실업보험 부담률이 2006년에는 22.0%였으나 2007년에

는 21.0%로, 2008년에는 20.6%로 2009년과 2010년에는 20.4%로 감

소하였다. 

공적 질병보험의 보험료율은 건강기금의 제도변경으로, 2009년 1

월 1일부터, 14.6%로 증가하였으며, 실업보험의 보험료율은 2009년 

1월 1일에는 2.8%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는 3.0%로 다시 증가하

였다. 

사민당/녹색당 연립정권(2000~2005)의 독일 노동시장 개혁조치의 

일부로서, 실업보험 보험료율의 삭감은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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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고용청(Bundesanstalt für Arbeit)이 연방고용공단(Bundesagenturanstalt 

für Arbeit)으로 개조된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 

기민당/기사당/자민당의 메르켈 수상은 부가가치세율을 16%에 19%

로 인상한 조치를 그대로 계승하여, 2010년 이후 사회보장예산을 작

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지속적으로 사회보장 관련 각종 보험

료율의 인상을 억제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재정을 안정화하는데 적

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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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제1절❘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의 시작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정부담은 21세기가 시작되어도, 

계속 증가하였다. 1997년 이후 실업률은 400만 명을 넘었고, 인구변

동으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 나아가 인구감소에 대한 두려

움이 심각해졌다. 의료기술의 진전과 더불어 건강보험의 비용은 증

가하고, 사회보험체제의 재원확보에 대한 염려는 점점 커졌다. 유럽

연합 안에서도 직업세계는 변모하였고, 글로벌리제이션으로 인한 

국가 간 경쟁은 점점 격화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노동자, 사용자, 그

리고 정부의 사고에 일대변혁을 강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세기 말

까지 독일 정부는 몇 가지 구조 개혁에 착수하였지만, 사민당/녹색

당의 새로운 연립정권은 과거와의 “단절과 혁신”(Aufbruch und 

Erneuerung)이라는 새로운 원칙 아래 다른 개혁을 추진하였다.

1. 하르츠 법, 노동시장개혁의 출발

당면한 핵심문제는 1980년 초반부터 독일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

제의 하나였던 높은 실업률이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실업률이 

9.1%였으며, 1990년대에는 7.2%로 약간 감소했지만, 1998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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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로 반등하였다. 2000년대 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토대를 마

련하기 위하여 통상, 사민당/녹색당 연립정권의 쉬뢰더 수상은 ｢노동

시장 현대화 개혁위원회｣(Kommission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를 출범하였다. 위원장 피터 하르츠(Peter Hartz)의 

이름을 따라 하르츠 위원회(Hartz-Kommission)이라 불리는 본 위원

회는 연방정부의 위임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본 위원회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노동시장의 서비스를 현대화

하기 위한 4개의 법률을 입법하였다(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2; Bäcker, Naegele, Bispinck, Hofemann, und Neubauer , 

2010a, 2010b).

하르츠 Ⅰ과 하르츠 Ⅱ는 2003년 1월 1일 효력을 발생했다. 첫째 

법률(하르츠 I)을 도입하여,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재교육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 실

업자는 재교육기관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업자는 즉

각 신고하여, 실업자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수당이 단축될 수 있었다. 두 번째의 법(하르츠 Ⅱ)은 미니잡

(mini-job), 미디잡(midi-job)과 같은 고용형태와 1인 회사(Ich AG)

(혼자서 사업가 되는 회사)의 설립,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고용센터

(Job Center)의 설립에 관련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하르츠 Ⅲ은 2004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 법의 시

행으로 연방고용청(Bundesanstalt für Arbeit)은 연방고용서비스

(Bundesagentur für Arbeit)로 재편하여, 고객 지향적 업무를 개시하

였다. 또, 실업보험에 대한 자발적인 추가보험이 신규사업가나 가족

의 간병인들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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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 Ⅳ는 2005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 하르츠 위원회가 

제시한 포괄적인 법령의 기반이 되었으며, 또한 엄청나게 가혹한 비

판을 받았다. 이 법률에 의하여,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와 사회

부조(Sozialhilfe)가 폐지되고, 실업급여 Ⅱ (곧, 구직자 기초보험으로 

Hartz Ⅳ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음)이 도입되었다. 15~64세의 노동능

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조가 필

요가 사람과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미성년 아동은 실업급여 Ⅱ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도입된 

사회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르츠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실업부조와 실업수당은 수업보험 기

여금으로 재원을 충당하였으나, 하르츠법이 통과되면서, 사회부조와 

실업수당은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였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필요

로 하는 사람이 매월 받는 기준율은 임대료와 난방비, 그리고, 질병

금고 및 요양금고 기여금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2. 미래상, 아젠다 2010

사민당/녹색당(2001~2005)의 연립정부를 주도한 게르하르트 슈뢰

더 수상은 “국민은 국가의 서비스를 축소하고, 개인책임을 장려하

고, 개인 각자가 자신으로부터 더 많은 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고 

독일식 신자유주의(Neoliberalismus)를 주장하면서, 2003년 3월 14일

에 “평화를 위한 용기, 혁신을 위한 용기”(Mut zum Frieden und Mut 

zur Erneuerung)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수상의 방식을 차용하여, 독일식 “제3의길”(Dritter Weg)에 해당하는 

“아젠다 21”(Agenda 21)을 공포하였다(Regierungs- Erklärun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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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21”은 독일이 향후 수년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개조

하는데 참고해야 할 일련의 조치로 마련되었다. 처음에는 암호처럼 

생각되었던 아젠다 21이 곧장 수많은 사회정책상의 주제나 혁신을 

위한 목표로 간주되고, 혁신은 사회보험은 물론 경기동향, 정부예산, 

노동, 경제 등 모든 영역의 핵심주제가 되었다. 아젠다 21을 중심으

로, 향후 몇 년간에 걸쳐, 노동시장 개혁은 물론, 새로운 사회보장제

도의 연금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Bundeszentrale für politi-

sche Bildung 2012)

3. 연급보험 개혁

인구변동과 저출산, 수명연장, 고령화는 연금보험의 개혁에서 일

대과제로 남아있다. 우선, 위축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를 위한 연금

이 지불 가능하여야 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은

퇴한 사람에게 더욱 더 오랫동안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적 연금보험에 대한 소규모 개혁조치나 요양보험의 도입이 1970

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여전히 초보적

인 개혁에 불과하고, 21세기에도 연금보험이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Bundesministrium für Arbeit 

and Soziales 2008).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이른 보험료 납부자는 연금 청구권을 가지

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노동을 계속할 수 없는 보험료 납부자도 연

금 청구권이 있다. 2001년 1월부터 여기에 “직업상의 무능력으로 인

한 연금”이 “소득활동 무능력으로 인한 연금”으로 새로운 수정규정

이 도입되었다. 이제는 보험료 납부자가 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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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노동의 종류에 관계없이, 매일 3~6시간 노동

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적 기준이 되었다. 결국, 매일 6시간 

이상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물론 1961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한 피보험자는 직업상

의 무능력으로 인한 연금을 향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또, 공적연금만으로는 종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민간 고령보험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미래의 세대가 퇴직 이후 공적 연금

보험의 급여를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가 아닌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2001년 봄에는 연방의회는 공적 연금보험 개혁과 적립식 고령자

산의 축적을 지원하는 ｢고령지원자산촉진보완법｣(AVmEG : Alters- 

Vermögensergänzunggesetz)을 통과시켰다. 지난 연금개혁과 함께. 

이 보완법이 발효함으로 해거, 향후 30년 동안은 연금재정은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은 총수입의 변동에 따라 변형된 형

태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2002년 1월 1일부터, 기업 및 

민간의 고령연금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주어졌다. 소득수준이나 혼

인상태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는 면

세혜택을 주었다. 추가로, 고용주는 임금의 일부를 기업고령연금으

로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2005년부터는 연금계산 공식에 인구학적 상황의 진전을 고려

하는 지속가능성 요인(Nachhaltigkeitsfaktor)15)을 포함하도록 하였

15) NHF= 







∙

    여기서, 

 = 특정 연도 t의 연급수급자 비율(보험료 납부 피고용자 대비 연금수

급자의 비율);   = 가중치 파라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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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요인은 결국, 인구피라미드 상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보험료 

납부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의 수를 계산하여, 연금계산 공식에 포

함한 것이다. 보험료 납부자는 점점 감소하게 되면, 연금조정도 점

점 축소된다. 여기에, 정해진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매월 받는 연

금 수급권자는 자기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 이 때문

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령퇴직 연금으로 세제상 가

장 혜택이 큰 것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4. 공동결정 방식의 쇄신

경영위원회(Betriebsrat)을 통하여 작업현장에서의 공동결정을 강화

하기 위하여, 2001년 ｢경영조직법｣(BetrVG: Betreibs- Verfassunggesetz)

을 개정하였다. 가령, 50명 이하의 기업에서 경영위원회를 조직하는 

선거절차가 단순화되었다. 20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위원

회 위원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 여기서, 동료의 계

속적인 자격이 문제가 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가 공동결정권을 행사하도

록 하였다.

2004년에는 500~2000명의 노동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이사회 임

원선발에서 노동자의 1/3지분(DrittelbG; Drittelbeteiligung)과 관련된 

규정이 신규로 도입되었다. 노동자와 주주의 대표자(기업마다 정해

진 지분이 있음)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노동자 대표 1/3, 주주 대표 

2/3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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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자 평등대우

장애자에게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공동책임이 강조되었으며, 2001

년에는 신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사회보장법 제9편(SGB, Sozial- 

gesetzbuch Ⅺ)의 “장애자의 재활과 참여”(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에 삽입되었다. 추가적으로 ｢중증 장애인의 실

업 경감을 위한 법｣(Gesetz zur Bekämpfung der Arbeitslosigkeit 

Schwer- behinderter)에 의하여, 중중장애인의 실업은 3년 이내에 1/4

로 줄이도록 규정하였다. 

장애자의 차별을 없애고, 그들에게 장애없는 생활공간을 마련하

여 자립생활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1일에 ｢장애인

평등법｣(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이 발효하였

다. 가령, 장래에는 모든 신규 공공건물은 장애자의 권리를 보장하

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인터넷 설비도 가능하면 청력 또는 

시력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자 친화적인 방식(Barrierefreiheit)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장애자도 무엇보다 독립적인 시민이며 소비자로

서는 물론 권리, 품격, 그리고 능력의 소유자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

도록 했다.

2004년 사회보장법 제9편(SGB IX)의 보완법으로 제정된 장애자

의 훈련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Gesetz zur Förderung der 

Ausbildung und Beschäftigung schwerbehinderter Menschen)에 의하

여, 기업은 일반장애자와 중중장애자를 훈련시키고 취업하게 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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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의료개혁

공적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보건의료부문의 발전을 계속 촉진하여야 했지만, 동시에 환자

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2003년 

1월 1일 1단계 조치로서, ｢보험료율안정법｣(Beitragssatzsicherungs- 

Gesetz)이 발효하여, 질병금고의 재정상태를 안정화하여, 공적 질병

보험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였다. 이 법률에는 공적 질병보험

의 소득상한선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자는 특정 총소득의 수준에 이

르기까지 공적질병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료수단, 치료

비, 병원, 질병금고 등의 비용절감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다(물론, 소

득이 이렇게 정해진 소득을 넘는 경우에는, 공적 질병보험에 그대로 

있을수록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선택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건강보험 개혁은 2004년 초에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 우선 

환자는 장래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안정된 질병기금에서 

동일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다 많은 발언권과 서비

스에 충실한 구조를 통하여 피보험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

고 있다. 가령, 피보험자는 장래에는 치료의사의 서비스와 경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병보험은 피보험자를 위한 

보너스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전문의를 방문하기 전에 일반의에

게 항상 먼저 가는 가정의(Hausarztmodell) 모델을 도입하여 금전적

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캐어 센터를 이용하여 통합캐어(integreirten Versorgung)

를 추진하는 노력은 품질향상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였다. 장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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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훈련을 훨씬 더 잘 모니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의료시스템은 

개혁을 통하여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머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

율성을 중시하는 품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제2절❘ 글로벌리제이션과 최근의 개혁동향

글로벌리제이션은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유럽으

로 파급되면서, 독일에서도 경제와 사회체제, 그리고 개인생활에 영

향을 미쳤다. 국가별로 사람들은 시장개방, 자본과 노동의 이동 증

대, 그리고 서비스 수요의 폭증에 직면하게 되었다. 긍정적인 결과

로는 수출증가로 인한 범세계적인 경제성장,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생활수준의 향상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더 이상 국

경 안에 멈추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21세기에 들어, 사회시스템을 경제변동이나 사회변동에 적응하도록 

독일의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1. 아젠다 2010의 계속 추진

2005년 연방의회 하원 선거에서, 기민당/기사당/자민당과 사민당/

녹색당은 연립정권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과반의석을 획득을 실패하

였다. 기민당/기사당과 사민당은 한 달 이상의 연정협상을 통하여, 

11월에는 대연정을 구성하하고, 연방의회는 안젤라 메르켈을 최초의 

여성 연방수상으로 선출하였다. 기민당/기사당/사민당의 대연정은 

슈뢰더 전임 수상이 제시한 “아젠다 2010”(Agenda 2010)의 개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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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속 추진하였다(Bundesminist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08; 

Bäcker, Naegele, Bispinck, Hofemann, und Neubauer 2010a, 2010b).

가. 노동시장개혁

하르츠법 Ⅰ-Ⅴ는 2005~2010년 새로운 규정을 통하여 변경 보완

되었다. 최초의 변경사항은 실업수당(Arbeitslosengeld) 수급권에 관

련되는 것으로, 그 중에서는 수급기간 또는 수급권자가 실직 전에 

노동을 한 시점 곧 대기기간(Anwartschaftszeit)에 관련되는 것이다.

실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 동안 적어도 12개월을 

보험에 가입하고 취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업수당을 얼마동

안 수급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수급신청자의 연령이나 실업보험에 얼

마나 기여금을 납부하였는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수급기간은 최

소 6개월에서 최고 24개월로 되어 있다.

[그림 1-6-1] 독일의 취업자와 실업자(2001~2010)
단위: 백만명

자료: Bundesagentur für Arbeit (2012), Arbeitsmarkt, 2001~2010 in Jährliche Sonderausgabe 

der Amtlichen Nachrichten der BA (ANBA) 

실업자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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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Ⅱ(ALG Ⅱ) 수급자에게는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좀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가령, 실업수당 Ⅱ의 수급자가 노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이 축소되었다. 수급자는 그가 정신적

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자리

를 받아들여야 하며, 고령보험에 대한 조건은 실업수당 Ⅱ 수급자의 

경우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개선되도록 하였다.

나. 실업보험 가입대상 확대 

종전에는 자유직업이나 자영업자는 공적 실업보험에 보험료를 납

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2006년 이후, 그들은 희망하는 경우 자

발적으로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그들이 더 이상 자

영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수당의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다. 긴급직업알선 프로그램의 도입

2006년 8월에는 긴급직업알선(Sofortangebote) 프로그램이 효력을 

발휘하였다. 긴급알선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업수당이나 실

업수당 Ⅱ 수혜자가 아니라야 한다. 이것은 물론 일자리 훈련과정이 

될 수 있고,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은 눈앞에 닥친 실업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 문제아: 실업수당 Ⅱ

무엇보다, 사회부조(Sozialhilfe) 와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를 

통합하여 만든 실업수당 Ⅱ (Arbeiteslosengeld Ⅱ)의 설계는 독일 국

민들을 찬성그룹과 반대그룹으로 양분하였다. 실업수당 Ⅱ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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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세이며, 최저생활을 규정하는 사회부조는 그것의 필요성이 존

재하는 한 계속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이 수당은 생계비를 제공하

도록 설계되어 있다. 2010년에는 지급 기준액이 미혼자 1인에게는 

매월 359유로로 책정되었고, 유배우 부부(또는 동거자)에게는 미혼

자 1인 지급 기준액 90%를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일상생활을 

위한 비용 가령, 생계수단, 의류, 전화 등의 비용을 이 수당 안에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구에 동거하는 아동이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때문

에 발생하는 추가적 수요에 대한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다. 임산부, 

장애자 또는 한부모의 추가적 수요 또는 특별 수요는 별도의 추가

수당을 통하여 배려하도록 되어 있다. 임대비나 난방비는 별도의 계

산방법을 이용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2010년 초에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이러한 

지급규정은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보

호하는 것이 국가권력의 책임이다”라는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결하

였다(Henning 2010; Bitter 2011). 연방재판소는 추가적으로 실업수

당 Ⅱ의 독일 기본법에 보장된 사회보장국가(Sozialstaat)의 기본원

칙을 위배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실업수당 Ⅱ의 모든 지급기준을 2010년 12월 31일까

지 성인은 물론 아동들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궁핍” 

규정은 즉각 적용되어야 하며, 금전상의 비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에는 수급자는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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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개혁

독일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1950년대는 5명의 기여금 납무자

가 1명의 퇴직자 연금의 재원을 충당했으며, 2007년에도 3명의 기

여금 납부자가 1명의 퇴직자 연금을 충당했다. 그러나 2040년에는 2

명의 기여금 납부자가 1명의 퇴직자 연금을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 연금수급 개시연령 인상

2006년에는 고령연금 조기지급을 위한 연령하한이 60세에서 63

세로 인상되었다. 그 이유는 조기 연금수령의 인센티브를 축소하여, 

고령 노동자나 오랫동안 취업하여, 연금보험금고에 오랫 동안 기여

금을 납부함으로 해서, 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2005년 기민당/사민당 대연정은 연금보험의 지속성을 위한 추가

조치로, 2012년부터 연급수급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

였다. 구체적으로, 1964년에 출생한 사람은 67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조기에 연급을 수급하고자 하면, 감액 연금을 수급하지 않

으면 안 된다. 65세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 45년 동안 

연금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조기 퇴직을 하고자 하는 월 단위 

기준으로 고령연금 수급액을 0.3%가 감액되도록 되어 있다.

나. 연금보호조항

2008년 글로벌 재정 및 경제위기는 독일을 포함하여 유럽 전역을 

휩쓸었으며, 이 때문에 독일 연방정부는 2009년 5월 초에 연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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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금보호조항은 임금/급료의 삭감 

때문에 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연금수령

자는 2011년부터 연금수급액을 축소하여 보호조항의 재정을 처리하

도록 되어 있다.

3. 가족정책의 장래

기민당/사회당의 대연정은 부모수당(Elterngeld)를 도입하여, 자녀

가 생후 12~14개월인 부모는 2007년부터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의 

순소득에 해당하는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자녀를 위한 양

육비는 보육원 또는 전일학교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조부모도 미성년이나 취학중인 젊은 부모를 

위해여, 손자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Elternzeit)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신규 제도에 의하여, 무엇보다 젊은 부모들

이 임신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

었다. 

같은 해, ｢아동지원법｣(KiföG, Kinderförderungsgesetz)이 발효하

여, 2013년까지 독일 전역에 걸쳐서, 3세 미만의 셋째자녀에게 보육

원 입소 또는 보육모의 지원을 보장하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여기

에, 구직활동을 하는 부모는 학령이전 아동을 위한 보육장소를 확실

히 하도록 되어 있었다.

2009년부터, 실업수당 Ⅱ를 지급받는 부모는 학년당 100유로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당은 교재도구 구입을 위해서 지출

할 수 있으며, 학용품 패킷은 10학년이 끝날 때까지 지급하도록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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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개혁

2007년 4월 1일에. 새로운 개혁입법이 발효하였고 새로운 건강보

험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건강보험의 목적은 모

든 사람에게 의료보호를 보증하고, 서비스를 고령화 사회에 부합하

도록 하고, 질병금고와 새로운 재정모델 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점증하는 보건의료 비용을 사회보장국가의 원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가. 보험의무

2009년부터, 모든 시민은 질병금고에 가입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

며, 이로써 독일인은 예외 없이 포괄적인 의료보호의 권리도 가지게 

되었다.

나. 건강기금의 도입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중앙관리방식을 채택하여, 2009년부터 새로

이 설립된 건강기금(Gesundheitsfond)으로 적립하도록 하였다. 곧 모

든 건강보험의 보험료은 하나의 중앙관리기관에서 일괄 수령하여, 

여기에서 다시 서로 다른 보험운영기관에 분배한다. 종전과는 달리 

모든 질병금고에 대해서 노동자(피보험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단일 

보험료를 납부한다. 균등납부방식 외에, 질병금고의 가입자는 순 소

득액의 0.9%를 보험료를 납부한다.

모든 질병금고는 건강기금에서 피보험자를 위하여, 성별, 연령, 

질병요인에 의하여 결정된 일정금액을 받는다. 만약 질병금고가 이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금액(기여금 납부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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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득의 최고 1% 또는 최고 8유로)을 징수할 수 있다.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기여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 자녀들의 공동보험

이나 사회전체의 지출은 국가에 의하여 조세로 재원이 출당되도록 

할 예정이다.

2011년에는 공적 질병보험에서 민간보험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하기 위하여 공적 보험 의무가입자의 소득상한선을 49,500유로에서 

매년 450유로씩 인하하기로 하였다. 또, 질병보험 보험료가 인상되

었는데, 이것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의료비 상승은 물론, 기대수명의 

신장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

피한 선택이다. 건강의료비용은 노동비용과 분리되어야 하며, 고용

주가 기여하는 보험료 부담은 추가적으로 상승해서는 안 되고, 동결

되어야 한다. 질병금고는 가입자로부터 추가 보험료를 무제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 보험료가 총소득의 2%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조세를 이용하는 재원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 공적 질병금고의 경쟁력 제고

질병금고는 약국과의 리베이트 협상을 통하여 약제비 지출을 축

소할 수 있다. 질병금고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피보험자에게 보험

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너스 제도). 질병금고는 

피보험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금고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피보험자에게는 비용을 할인하고,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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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간 질병보험의 개시

민간질병보험은 2009년부터 법정 질병보험의 서비스나 기여금에 

해당하는 기본요율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요율은 연령, 성별

에 따라 구분되며, 종전과 같이 기존병력에 대한 리스크 프레미엄

(Risikoprämie)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장기요양보험 관련 개혁

독일의 사회전반에서 진행되는 급격한 고령화는 1995년 이후 존

재했던 장기요양보험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비용이 상승하면서, 장

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용자의 수는 감소하였다. 연방

의회는 2008년에 고령자와 그들의 가족의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을 개혁하기로 하였다.

가. 서비스 확대와 재가요양의 강화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수발 수요자와 장기수발 중인 사람들의 

재정적 부담은 증가하며, 2015년부터는 3년마다 인플레이션 율에 

따라 요양보험 비용은 증가하도록 하였다. 치매 환자는 많은 경우, 

아직은 장기 요양할 필요는 없고 단기보호만 필요한 경우에도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09년부터, 모두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도우미 서비스를 조직화함에 있어서, 자신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요

양 상담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나. 가족 구성원을 위한 장기요양휴가

가족 구성원을 수발하는 피고용자는 6개월까지 수발휴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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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물론, 급료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계속 사회보험의 가입

자로 남고, 동일한 노동조건으로 복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고

용자는 가족의 수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10일까지 단기 무급휴

가를 보낼 수 있다.

6. 고용유지와 경제강화

독일은 2006년 처음으로 연평균 실업자 수가 449만 명으로 감소

하였다. 2008년 가을까지 실업자 수 다시 300만 명 이하로 떨어졌

다. 이것은 1992년 이후의 수준이었다. 

미국에서 시작하여, 유럽전역으로 파급되어, 독일 경제 전반에 영

향을 미친 글로벌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노동시

장화복은 갑자기 중단되었다. 경제를 강화하고, 사회보장국가가 제

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긴급한 

국가행동이 요구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일찍부터 저축에 대한 보

증조치를 실시하고, 은행에 포괄한 보호우산(Schutzschirm)을 확대

하였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외국의 주문이 없이는 국내의 일자리

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위기와 2008년 

이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그 영향이 특히 분명

하게 감지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독일 정부는 자동차산업을 지원

하기 위하여, 2009년 폐차 프리미엄(Abwrackprämie)을 발효하였다. 

많은 노동자들은 그들의 직장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제조업 회사나 

공급업체는 물론 직물산업에서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산업들이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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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과 2009년 2월에는 연방정부가 시민과 기업인을 대

상으로 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2개의 경기부

양 패키지를 내놓았다. 경기부양 패키지의 목적은 경제발전(단기국

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동시에 제한된 기간이기는 하지만 교

육, 인프라 그리고 기타 영역에 대하여 금융자원이 투자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개인가계와 기업의 수요를 증대

시키고, 생산을 다시 가속화하여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가령 단축노동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해고를 피하

고,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보존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단기부양은 동시에 국가부채, 곧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를 

엄청나게 증대시킨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7. 장래의 전망

금융위기와 그 여파로, 독일식 사회보장 국가는 장기적 안목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물론, 금융위기 이전에도 그랬지만, 고령자 

보호를 위한 비용증대, 건강의료정책, 출산력 감소로 인한 보험료 

감소 그리고 구조적 실업은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를 상징하는 징후

군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에 경제변동의 여파로 인한 실업률을 줄이

는 것이, 독일 정부가 직면한 사회정책, 특히 사회보장 개혁 과제의 

가장 큰 도전이다. 점증하는 거대한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하여, 연

방정부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연방정부는 

2014년까지 800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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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현재, 사회정의에 관한 사회정책적 토론이 빠른 속도

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어떻게 절약을 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독일식 사회보장국가는 향후에 시민의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경제

적으로 곤궁한 사람들이 장차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

제적 경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창출하는 

큰 과제를 해결해야 할 국면에 있다.

❘제3절❘ 사회보장개혁의 과제와 도전 

독일의 사회정책과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2000년대 이후 일어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독일식 복지국가 및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동이라

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은 연금정책과 노동시장정책에서 일

어났다. 보건의료분야의 개혁시도는 그리 성공하지 못했고, 노

동시장정책의 핵심쟁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② 독일에서 전면개혁이 아닌 부분적 개선이 추구되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다. 가족정책, 교육, 이민, 보

건의료 분야에서 특히 정책 활성화, 공공복지-민간복지 공급믹

스, 새로운 정책관리 및 평가시스템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계속 정책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점에서 

독일정치가 완전히 답보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개혁불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그러나 경제와 사회의 변

화 속도와 비교할 때, 문제는 구조개혁의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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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③ 정치와 관련하여, 아젠다 2010(Agenda 2010)으로 추진된 2005

년의 노동시장개혁은 전후 독일 사회정책의 방향에서 가장 중

대한 저항운동을 촉발하였다. 2007년, 노동조합 간부직원들에 

의하여 결성된 소규모의 시위주도 정당(WASG: Arbeit & so-

ziale Gerechtigkeit–Die Wahlalternative)이 좌파(Linke od. Links- 

partei)라는 정당을 조직하고, 2009년 총선거에서는 자민당, 녹

색당과 함께 중간정당으로 성장하였다. 또,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민당/기사당/자민당 연립정권의 아젠다 2010의 계속 추진에 

의한 노동시장개혁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실업수당 Ⅱ(ALGⅡ)

에 대한 급부조정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독일의 사회정책은 현재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법 도입 이후 가장 중대한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 2005년 

총선거는 물론 2009년의 총선거는 영국식 “제3의 길” 또는 신자유

주의 방식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을 재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의 제도보완을 통하여 당초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두고 독일 내 각 세력들 간의 긴장관

계가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9년 총선거에서는 외형적으로, 기민당/기사당이 승리하고, 

2005년 대연정 파트너였던 사민당/녹생당이 대패하였다. 사민당은 

2005~2009년 메르켈 수상의 대연정에서 자신들이 참여한 진행된 개

혁에 대하여 전통적 지지자들이 반발하면서, 10% 이상 득표율이 줄

었으며, 2005년 총선거 당시보다 76석이 줄어, 146석으로 몰락하였

다. 한편, 기민당/기사당은 득표율은 1% 가량 줄었지만, 의석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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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총선거보다 10석 이상을 늘리는 결과가 되었다. 자민당

(FDP), 녹색당 등의 중간정당 외에, 새로이 결성된 좌파당(Linke)이 

중간정당으로 발돋움하였다. 선거결과, 기민당/기사당과 자민당의 

중도좌파 연합이 다수파가 되어. 메르켈을 수상으로 하는 연립정권

이 탄생하였다. 

물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슈뢰더 수상 집권 당시 신자유주의 노

동시장 개혁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사민당의 좌파세력이 구 동독지

역의 민사당과 통합하여 새로이 조직한 정당인 좌파당이 연방의회

에서 당세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동독지역 이외에는 연방

하원에 진출하지 못했던 좌파정당이 2009년 총선거에서 구서독 지

역에서 승리하였고, 자민당이나 녹색당과 더불어, 중간정당이 되었

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사민당은 신자유주의 노선 또는 

독일식 “제3의 길”을 채택하면서, 하르츠 Ⅳ 신법으로 대표되는 사

회보장 구조개혁으로 형식적인 구호에만 거친 “사회정의”, “완전고

용”, “연대성”의 구호는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되고, 현재 좌파당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지 않고,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시도되고 있지만 연

방정부 수준에서는 향후 재집권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 편이다. 

좌파당은 종전 사민당/녹생당의 슈뢰더 연립정부와 기민당/기사

당/사회당의 메르켈 연립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사회해체” 

(Sozialabbau)라고 비판하며, 빈곤이나 사회적 배척의 위험과 고령기

의 소득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르츠 개혁의 모든 법률, 특히 

제4법(Hartz Ⅳ)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신, 그들은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연대성 원칙과 자치운영의 

원칙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추가적으로, 빈곤에 위협받는 생활 

곤궁자들에게 억압 없는 수요지향적 기본보장을 요구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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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저임금의 취업을 강요하는 복지는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 좌파정당은 임금을 인상하고, 연금인상을 통하여 고령빈곤문

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공적연금을 고용보험으로 변경하여, 모

든 집업 집단의 구성원들이 점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 동독 지역의 연금을 구 서독 지역의 연

금수준으로 인상하고, 65세 이후로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폐지하고, 

65세 이전이라도 조기연금이 수급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에서는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2001~2005)에서 2001년과 

2004년 당시 주무장관인 Riester의 이름을 따서, 리스터 개혁(Riester 

Reform)이라 불리는 연금개혁이 2002년과 2005년에 실시되었다. 이 

개혁으로 1957년 개혁으로 도입된 단층연금제도를 대신하여 중층연

금제도을 창설하였다. 연금계산 회계방식에서, 공적연금 수급총액은 

지속성요인(NHF)에 의하여 감소하며, 또 지속가능성 요인은 저출산

이나 기대수명의 신장으로 인한 인구고령화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

다. 법적 정년, 곧 강제 퇴직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하도

록 되어 있다. 장애연금은 2000년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이러한 모든 개혁은 임금 외 노동비용(non-wage labor costs)을 삭

감하고, 연금재원의 2/3를 부과방식(pay-as-you-go scheme)으로 확보

한다고 하더라도, 독일인구가 직면하는 저출산과 장수화로 인한 인

구고령화의 어려움을 공적연금 시스템이 극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

게 취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개혁입법에 의하여, 직역연금과 민간연금이 신규로 도입

되었으며, 이들 연금은 직접지원이나 조세감면을 통하여 공적지원

을 받고, 연방정부가 이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종 규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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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직역

별 연금이나 민간 연금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나라에 해

당했지만, 개혁입법이 도입되면서 이들 연금 가입자 수는 빠른 속도

로 증가하여, Riester(대주분 개인단위) 연금과 직역별 연금(Eichel 

연금) 가입자 수가 2001년의 140만 명에서 2010년에는 1,440만 명

으로 증가하였다.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연금법에 의하여, 3

개 층의 연금제도가 확립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공동정책협의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2001년 개혁법은 기초급부제도를 신설하여, 고령

자와 장애자를 위한 사회부조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물론, 그 이유는 공적연금이 최소연금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

았기 때문이다. 2002년과 2005년의 연금개혁은 독일의 국가시스템

이 이제는 전통적으로 보는 복지제공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복

지규제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질병보험의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기민당/기사당은 보험료 납부

방식을 노동자와 고용주가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중앙기금에 납

부하는 정률 건강보험료(Gesundheitsprämie) 제도로 변경할 것을 권

고하였다. 사민당은 “시민보험”(Bürgerversicherung)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스마르크식 모델을 보편화하여,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강제가입 대상자로 확대하고, 임금소득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

을 권고하였다. 

기민당/기사당/사민당의 대연정(2005~2009)에서, 양대 정당이 모

두 집권여당으로 연정 파트너이이기 때문에, 두 모델은 합의점을 찾

기 힘들었고,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의 구조개혁을 단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의사협의체의 강력한 기득이권도 종전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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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강보험의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과제임을 

입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서 

건강의료문제는 현재 해결되지 않은, 또 장래에 해결하기 힘든 중대

과제의 하나에 속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현재, 공적 건강보험을 개혁하는 작업은 2011년 현재, 메르켈 수

상이 주도하는 기민당/기사당/자민당 연립정부(2009~2014)는 건강

프레미엄(Gesundheitsprämie) 방식으로, 질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고용주의 보험료를 정률화하여 기업의 임금 외 노동비용

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적 건강보험 의무

가입자의 소득상한선을 인하함으로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개혁이 부분적으로는 성공

하였고 있지만, 질병보험 부문에서 어느 정도 민간부문 활성화가 가

능화할는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분명한 것은 사회보장 수요자와 공급자의 기득이권은 

많은 분야에서 좀 더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대부

분 최소공배수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식 사회보험국가의의 중도주의적 경향은 그대로 존재

하였으며, 독일의 정당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체적으로 국가주

도 사회보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가 일시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

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서 생성된 것이니 만큼 그것을 가능한 한 그

대로 유지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특히,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의 

연방하원 총선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

국가의 황금기에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조화시켰던 사

회보험국가의 전통이 21세기 복지국가의 재편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결정하는데 그리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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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보다는 정치적 타협에 의하여 민주적 개혁을 시도하는 독일식 

사회보장제도의 전통이 복지국가의 재편이라는 당면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서, 구체

적인 답을 얻기는 힘들다. 독일정부가 단순히 이전서비스 국가

(Transferleistungsstaat)에서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로 

이행하여, 고용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 비용을 적게 지불하고 교육과 

고용에 초점을 마주는 새로운 사회보장국가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고액의 비임금 노동비용(고용주가 법정보험에 지

불하는 보험료)을 의미하는 사회보험국가 패러다임이 일반조세나 

서비스 이용자 보험료에 의한 재원조달로 이행하게 될 것인가? 또, 

독일식의 사회보장 제공자 국가 곧 공공기관에 의한 서비스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복지체제에서 점점 국가가 새로운 감독기관으로서 

공적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다양한 혼합(mix)을 관리하는 기관으

로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단초는 장기요양제도나 고령연금제도에

서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궁극적으로 어떻게 진행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답을 정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최근 몇 년간, 특히 2005년과 2010년의 연방하원 총선거를 거치

면서, 다양한 불안감이 실질적으로 또는 체감수준에서 발생하고 독

일에서 비관론을 부채질하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부추기는 비관

론이 비등하고 있다. 2007년의 경제상황이 약간 반전되면서, 불안감

이나 비관론이 약간은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다시 2008년과 2009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유럽의 전체지역으로 파급되면서, 과

거 어느 때보다도,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은 글로벌화하고 있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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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속적인 불안요인으로 등장하면서, 독일정치의 전면에 부상

하고 있다. 사실, 독일의 사회보장이나 복지국가 논쟁에서 “사회적”

이란 용어는 대변화의 시대에 다시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슈뢰더 수상이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에서 구상했던 “아젠다 21”(Agenda 21)의 

근본적인 개혁전략과는 거리가 먼 구 정치 패러다임의 중도주의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새로운 사회적 포퓰리즘 사

이의 어느 한 지점에 모호하게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Leisering 2009).



189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참고문헌
✎✎✎

Bäcker, Gerhard, Gerhard Naegele, Reinhard Bispinck, Klaus Hofemann, 

Jennifer Neubauer (2010a), Sozialpolitik und soziale Lage in 

Deutschland, Band 1: Grundlagen, Arbeit, Einkommen und 

Finanzierung,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____________(2010b), Sozialpolitik und soziale Lage in Deutschland: Band 

2: Gesundheit, Familie, Alter und Soziale Dienste,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Bittner, Claudia (2011), “Casenote – Human Dignity as a Matter of 

Legislative Consistency in an Ideal World: The Fundamental Right 

to Guarantee a Subsistence Minimum in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of 9 February 2010” in Special 

Section The Hartz IV Case and the German Sozialstaat, German Law 

Journa Vol 12. No 11. pp. 1941~1960. 

Bundesagentur für Arbeit (2012), Arbeitsmarkt, 2001~2010 in Jährliche 

Sonderausgabe der Amtlichen Nachrichten der BA (ANBA) 

Bundesminist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08), In die Zukunft 

gedacht-Bilder und Dokumente zur Deutschen Sozialgeschichte. 

Bundesminist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2), “Lexikon: „Hartz-Gesetze, 

Agenda 2010, “Weg aus der Krise”, “Agenda 2010: Eine 

wirtschaftspolitische Bilanz”, (http: //www.bpb.de). 

Henning, Dietmar (2010), “Germany: Hartz IV welfare legislation ruled 

unconstitutional”, (18 February 2010) World Socialist Web Site 

wsws.org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Fourth 



190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International (ICFI).

Kate Connolly (2009), “Die Linke party wins German votes by standing out 

from crowd”, Guardian (September 18, 2008).

Leisering, L. (2009), “Germany: A Centrist Welfare State at the Crossroads”, 

Alcock, Pete and Gary Craig (Editors), International Social Policy: 

Welfare Regimes in the Developed World 2nd Edition London, UK: 

Palgrave MacMillan.

Regierungserklärung (2003), “Mut zum Frieden und Mut zur Veränderung”, 

von Bundeskanzler Gerhard Schröder am 14. März 2003 vor dem 

deutschen Bundestag, 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5/32, 

Berlin 2003, S. 2479.



제2부

소득보장제도

제1장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제2장 연금제도

제3장 재해보험

제4장 가족수당

제5장 공공부조



19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제1장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제1절❘ 독일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험의 

배경과 목적

1. 역사적 배경과 목표

노동(Arbeit)과 근로(Beschäftigung)는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적 가

치를 가지고 있다. 근대사회에 들어와 인간들은 노동시장을 통하여 

사회적 참여의 기회는 물론 가계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수단을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장정책은 모든 국가 그리고 모

든 정당들에게 있어서 정책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이나 고용환경의 변화에 대한 원인들이 실로 다양하고 

또한 각자는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노동시장정책

의 방향이나 정책수단의 동원 등에 있어서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사회법

전(Sozialgesetzbuch) 제3권 고용촉진법(Arbeitsförderung)에 그 내용

을 담고 있다. 여기서 고용촉진법의 핵심적 목표는 법 제1조에서 다

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BMAS 2011). 첫째, 고용촉진법

은 ①실업의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②실업의 기간을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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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며, 나아가 ③직업교육 및 노동시장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

이 상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

다. 둘째, 개인들의 직업능력을 개선하여 장기실업의 문제를 방지하

고, 남녀고용평등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셋째, 고용촉진은 

①높은 고용수준을 달성하고, ② 용구조와 고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나아가 ③고용정책과 관련한 정책목표들이 사회정책, 경

제정책 그리고 재정정책과 상호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용촉진의 핵심적 목표들은 그 성격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이념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실업자들의 고용지

원과 실업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 정책수단으로는 향상교육 및 재교

육, 고용창출사업(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채용장려금, 조업

단축급여, 생업기반조성의 지원(Förderung von Existenzgründung), 

이동성 지원, 실업자의 상담과 직업알선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수단의 기획 및 집행과 관련한 행정관리기구로는 연방고용에이전시

(Bundesagentur für Arbeit)가 있으며, 이 이외에도 주정부와 기초자치

단체 그리고 유럽연합 등에서 관련 정책을 지원해 오고 있다. 고용촉진

법은 위에서 살펴본 실업의 방지와 고용촉진과 관련한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의 기능뿐만 아니라, 동시에 노동시장의 구조와 노동력의 

거래환경을 규율하는 노동시장질서정책(Arbeitsmarktordnungspolitik) 

그리고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전해 주는 순수한 의미의 

사회정책으로서 수동적 노동시장정책(passive Arbeitsmarktpolitik)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독일은 노동시장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법과 수준 등에 있

어서 독특한 정책적․제도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Schmid 200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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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현상은 한편으로는 제도 초기의 기본원칙이나 운영원리에 

대한 높은 경로의존성(Pfadabhängigkeit)과 같은 역사적 배경(history 

matters),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촉진에 있어

서 독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배경(institutional matters)에서 

그 주요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제도적 특성을 배경으로 하여 1927년 오랜 논의 

끝에 �고용알선과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 때 채택

되었던 다음과 같은 기본운영원리는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제도개혁

의 과정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유지되었다. 첫째,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한 운영기구로서 제국고용청(Reichsanstalt für Arbeit)이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이는 이후 연방고용청(Bundesanstalt für 

Arbeit) 그리고 2005년부터는 연방고용에이전시로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 둘째, 제도 운영의 주된 재원은 개인의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충당하였으며, 이에 연계하여 급여의 내용 및 수준 또한 

개인별로 결정되었다. 셋째, 자치운영의 원리가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사정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제도운영의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독일 사회보험 특유의 관리운영방식은 제도운영의 분권화

와 민주화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전달체계의 복잡성과 

관료적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정책적 우선순위의 선택 그리고 사업

별․지역별 예산배분에 있어서 왜곡문제를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다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촉진사업은 거시경제적 차원의 

균형적 조절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대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정치적 선호도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관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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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원칙적인 ‘수동적 노동시장정책’만을 확장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노동과 고용을 통합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연방정부의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정책방안의 마련을 위한 학문적 주장과 정치

적 시도가 이미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1933년 히틀러정권의 출범으로 무산되었으며, 이후 

1948년 서독정부의 수립 그리고 1950년대 고도성장기의 과정에서

도 과거의 관행대로 수동적 노동시장정책을 답습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독일에서는 동일한 실업계층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제도 그리고 사회부조제도의 자활근로

보호와 생계급여가 동시에 존재하는 제도적 중복성의 문제와 그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존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

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독일은 저성장 환경의 고착화 그리고 통

일 이후 구동독 기업들의 대량적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해서도 여전히 케인즈 이론에 입각한 실업대책

을 유지해 왔다. 구체적으로 실업자에게는 소득대체적 성격의 실업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유효수요를 보완하고, 동시에 각종 조

기퇴직제도를 통하여 노동력의 초과공급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조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대책은 사회보장재정의 폭

발적 증가와 이로 인한 일종의 부대적 인건비인 사회보험료의 인상

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내실업률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일부 동독지

역의 경우 실업률이 한때 20%를 능가하는 결과를 가져다주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독일 연방정부는 기존의 노동시장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전

략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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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요구의 원칙(Prinzip von Fördern und Fordern)’으로서 개인이 사

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①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하

여야 하거나, ②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자활사업이나 직업교육에 참

여하거나, ③고용보조금이 지원되는 저임금 일자리(소위 1유로 일자

리사업 프로그램)를 수용하여야만 한다. 둘째, 새로운 노동시장정책

은 종전과 같은 실업률의 억제가 아니라, 취업률과 고용율의 인상으

로 전략적 방향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정책전환에 따라 실업

자는 더 이상 수동적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이나 직업활동(사회적 일자리 등)에 참여하는 경제활동계층으

로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는 소위 ‘활성화의 개념

(Aktivierung-skonzept)’으로서 국가의 노동시장정책이 종전과 같은 

허구적인 완전고용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실업자에게 실제적인 

노동의 기회와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아울러 고용환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일례로 아동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채택하였다. 동 전략의 특징은 종전 노동시장정책의 경

우 주요 대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직업능력을 갖춘 정규직의 남성

이었던 반면에, 이제부터는 근로능력을 갖춘 모든 사람들이 지원대

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활성화에 기반을 둔 

새로운 노동시장정책은 개인별 욕구와 상황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과 개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아울러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행정전달체계와 노동시

장 참여자들의 이해조절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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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험의 근대화를 위한 하르츠 

위원회(Hartz Kommission)와 개혁법안

금세기를 전후하여 독일의 노동시장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

고 정책이념이나 수단의 동원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

요로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실업

보험제도(Arbeitslosenversicherung)’는 임금대체적 기능을 주로 수행

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실업자를 보호하고 실업을 경제적으로 지

원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의 

보호 및 지원 그리고 근로유인을 장려할 수 있는 ‘고용능력지원보험

제도(Beschäftigungsfähigkeitsversicherung)’로 기능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02년 폴크스바겐(Volkswagen AG)의 회장인 페터 하르츠(Peter 

Hartz)를 위원장으로 하는 하르츠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노동시장 

서비스의 현대화(Moderne Dienstleitungen am Arbeitsmarkt)�가 발표

되었다. 그리고 이후 이 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독일 노동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법률들(구체적으로 하르츠 Ⅰ, 

Ⅱ, Ⅲ, Ⅳ)이 속속 도입될 수 있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하르츠 법률

의 기본적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6)

가. 하르츠 Ⅰ

하르츠 Ⅰ은 실업자의 재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목표로 2003년 초 발효되었다.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정리

16) Hartz 법률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참조한 자료로는 ISA, Begleitforschung zu Hartz 

Ⅰ - Ⅲ 2006,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Sozialbericht 

2005, T. Lohse, die aktuellen Reformen der Sozialleistungen, 2004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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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각각 1개 이상의 실업자 고용

서비스회사(Personal-Service-Agentur: PSA)를 새로이 설립하도록 한

다. 이러한 PSA는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일종의 용역회사로서 정

상적인 방법으로는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실업자를 파견

근로 또는 시간제근로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하고, 동시에 일반 

기업과의 접촉을 통하여 실업자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PSA는 실업자

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별도로 직업교육과 적

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의 고용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05년 5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639개의 

PSA에 25,572개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으며, 실제 참가율은 78.5%

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 PSA 참가자의 실제 취업율은 

32.3%로 그 운영실적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근로자파견제도의 규제장치를 완화하여 기업의 인력활용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신분보호나 파견기간의 제한 등과 같은 규제를 철폐하여 고용관계

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약화되도록 하고, 대신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

고 추가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주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직업교육의 개선방향은 실효성, 경제성, 질적 수준의 향상 

그리고 경쟁성을 목적으로 하고 그 수단의 일환으로서 직업교육바

우처(Bildungsgutschein)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종전 연방고용청이 

교육기관을 직접 지정해 주던 방식을 지양하고, 대신 개인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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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개별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직업교육의 내용과 질을 감독하고 승인절차를 담당하게 될 외부의 

민간감독기관이 2005년 설립되었다.

넷째, 실업자는 건강 또는 가족상의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실직 이후 4개월부터 지역을 불문하고 알선한 직장이나 직업교

육을 수용하여야만 한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나. 하르츠 Ⅱ

하르츠Ⅱ 역시 하르츠Ⅰ과 같이 2003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계근로계층에 대한 고용지원과 사회보장 혜택 그리고 창업지원 

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사회보장의 특별한 적용을 받아왔던 경미한 근로

(geringfügige Beschäftigung)의 규정이 2003년 4월부터 Mini-jobs로 

명칭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용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가장 특징적인 내용으로는 ① 경미한 근로의 적용

을 받게 되는 소득상한선이 종전 325 유로에서 400 유로로 상향조

정 ② 개인이 본업을 하면서 별도의 경미한 근로를 하게 될 경우 동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 ③ 경미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는 연금보험료 12%, 의료보험료 11% 그리고 조세 2%의 납부의무

가 적용 ④ 다만 일반 가정에서 경미한 근로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연금보험료 5%, 의료보험료 5% 그리고 조세 2%

의 납부의무 적용 ⑤ 경미한 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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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같이 보험료나 세금의 납부의무 면제 등이 언급될 수 있다.

둘째, 하르츠Ⅱ는 전적으로 새로운 규정으로서 Midi-jobs를 신설

하여 개인이 월 400유로~ 800유로 미만의 소득(Gleitzone: 점진적 

구간)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러한 Midi-job의 규정은 개인이 경미한 근로를 초

과하여 완전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득활동을 할 수 있

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Midi-jobs 근로자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대신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Midi-jobs에 해당되

는 점진적 구간에 있어서는 사회보험료의 부과대상 소득이 일정수

준 경감되도록 하고, 다음으로 사회보험료 또한 4%에서 소득의 증

가에 따라 점차 인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의 소득이 

점진적 구간의 끝부분에 도달하게 될 경우 그 때부터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사회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상과 같은 Mini-jobs 그리고 

Midi-jobs의 규정은 ①노사간 고용계약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고, 

②예전과는 달리 경미한 근로를 초과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③사회보험의 적용을 회

피하고자 하는 음성적 근로(Schwarzarbeit)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실업자의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1인 회사(Ich-AG)’의 

지원프로그램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Ich-AG 프로그램은 

창업지원을 위한 1회성의 전환급여(Überbrückungsgeld)와는 별도로 

당사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최고 3년간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최초 1년은 매월 60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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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는 월 360유로 그리고 마지막 3년째는 월 240유로를 지급받게 

되며, 동시에 모든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다. 하르츠 Ⅲ

하르츠Ⅲ는 기존의 연방고용청의 조직구조와 행정 및 업무절차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근대적이고 소비자 중심의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발효되었다. 그 일환으로서 종전 연방고용

청(Bundesamt für Arbeit)은 새로이 연방고용에이전시(Bundesagentur 

für Arbeit)로 명칭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세부적 개선내용으로

서 먼저 조직구조의 대대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뉘른베르크

(Nürnberg)에 소재하고 있는 본부는 순수하게 조직전략의 개발과 제

도발전의 업무만 담당하고 예전의 일상적 행정업무는 지역단위의 

사무소로 이관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기초

가 되는 업무(일례로 전산, 교육기관, 서비스)는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립하여 처리하고, 일선의 지역사무소는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

는 책임경영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사무소는 고객

센터(Kundenzentren)의 기능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

객센터는 고객의 진입단계에서 모든 관련 정보들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

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게 되었다. 

특히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종전 지난 3년의 기간동안 1년 제도가

입에서 앞으로는 지난 2년의 기간동안 1년 가입으로 요건이 강화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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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르츠 Ⅳ

하르츠Ⅳ는 실업자에 대한 중복적인 제도의 통합과 행정적 일원

화를 목표로 2005년에 입법화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장기실업자에 대한 기존의 실업부조제도(Arbeitslosenhilfe)

를 폐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부조

제도(Sozialhilfe)와 통합하여 단일의 실업급여Ⅱ(ArbeitslosengeldⅡ)

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업급여Ⅱ는 구직자를 위한 새로운 기

초소득보장제도(Grundsicherung für Arbeitssuchende)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리고 급여의 수급자격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이 법으로 정한 수준 이

내일 경우에 한해서 주어지게 된다. 급여의 수급자는 제반 사회보험

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Ⅱ에서 보험료를 대신 부담

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Ⅱ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의무가 부과되며, 동시에 신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아동

보육, 직업교육, 심리상담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실업급여Ⅱ는 연방고용에이전시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

영하는 직업센터(Job-center)에서 관장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자치단

체는 대상자의 주거, 아동보육, 마약․채무․정서불안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연방고용에이전시는 직

업알선, 직업교육 그리고 급여의 지급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셋째, 실업자가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재취업을 하지 못하여 실업

급여Ⅱ를 받게 되었을 경우 연방고용에이전시는 연방정부에 벌금을 

납부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벌금의 규모는 한해에 대략 40억~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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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한화로 약 5조~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독일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논의

독일에 있어서 최저임금제도는 오랫동안 학계는 물론 정치계․노

동계․경영계를 통틀어 아주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 

현재 독일은 모든 산업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로서 전체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7개 국가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앞

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산업부문별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업종을 대상으

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관련 법적 근거는 �근

로자 파견법(Arbeitnehmer-Entsendegesetz)�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

당 업종은 관련 법률에 명시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은 노사의 공동

신청에 따라 연방노동사회부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업

종의 전체 종사자들 가운데 최소한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한해서 장

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합의 사항을 해당 업종에 보편적으로 통

용되는 것으로 공표를 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법률의 시행령에 명

문화할 수 있다. 반면에 노조의 가입률이 절반에 미달하는 업종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 근거는 �최저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Mindestarbeitsbedingungsgesetz)�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은 근로자 파견법의 경우 단체협상의 

대상이 되지만, 최저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경우 관련부문 전문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후자와 같은 절차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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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경험이 없으며, 그 이유는 최저

임금제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상호간 의견대립이 현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방통계청의 최저임금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총 8개의 산업부

문에 속하는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수준은 산업부문별․업종별․지역별

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구동독지역 경비업과 세탁업

의 최저임금은 각각 시간당 6.53유로와 6.75유로로 가장 낮은 수준

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구서독지역 건설업부문 전문기사와 기계장

치업의 최저임금은 각각 시간당 13.40유로와 12.81유로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식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업

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임금의 하한선(Lohn- 

Untergrenze)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민법상 통상

적인 관례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업무수행평가와 보수산

정방식이 객관적이고 상호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유지할 경우에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최근 법률의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급여수

준이 해당 업종 그리고 소속지역의 통상적인 평균임금의 2/3 수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이를 임금착취(Lohnwucher)로 판단하여 임금계약

의 성립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종합해 보면 독일의 경우 비록 보편적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별적 차원의 산업부문별 

최저임금 그리고 임금착취에 대한 판례 등을 감안해 볼 때 저임금 

근로계층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판

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보편적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그 주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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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최근 사업의 외주화와 근로자의 비정규직화 등으로 인해 저

임금 일자리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동시에 이러한 

저임금 영역의 경우 임금착취의 판정기준(산업부문별 평균임금의 

2/3) 자체가 별다른 규제적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집단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적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2010년의 

법적 최저임금을 시간당 8.5유로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2절❘ 적용대상

고용촉진제도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①근로활동의 종사자, 

②종사하였던 자, 그리고 ③앞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된다. 그러나 자영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경제촉진정책

(Wirtschaftsförderung)의 대상이 되므로, 제한적인 차원에서만 고용

촉진제도의 보호를 받게 된다.

1. 당연적용

고용촉진제도의 당연적용대상은 모든 형태의 임금근로자 그리고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가입을 하여야 하는 사람들이 된다. 법률

의 규정에 의해 당연적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대체복무․국제구호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 기간동안 고용촉진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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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복무기간 동안 종전 직장에서 계속적

으로 임금이 제공될 경우 일반 근로자의 신분으로 당연적용이 이루

어지게 된다. 둘째, 재소자로서 작업시설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또는 훈련수당 등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용촉진제도

의 당연적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이 경우 형법에 따라 개인에

게 노역의 의무가 부과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 셋째, 장애

나 질병의 치료 또는 재활참여로 인해 기존의 근로를 더 이상 수행

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 별도의 대체소득(일례로 상병급여, 휴업급

여, 전환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적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넷째, 이와는 별도로 장애연금의 수급기간, 산전

후휴가․부모휴가(Elternzeit: 최대 3년)의 기간 그리고 요수발자의 

수발기간(Pflegezeit: 최대 6개월)에 대해서도 당연가입이 적용된다.

2. 적용제외

고용촉진제도의 적용제외 대상은 근로행위가 본업이 아닌 일시

적․부차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실업보

험의 연대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이 해당된다. 

이러한 적용제외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동안 법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적 범위의 

이내에서만 근로활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적용으로부터 제외를 받게 된다. 둘째, 사회법전 제2권

의 �구직활동자 기초소득보장(Grundsicherung für Arbeitssuchende)�

에 근거하여 개인이 고용창출사업 또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

하고 별도의 취업수당을 받게 되었을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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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가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명예직 또는 일주일을 초과하지 않

는 비정상적 근로 등에 대하여 고용촉진제도의 적용이 면제를 받게 

된다. 넷째, 일반학교의 학생 또는 대학생, 정규노령연금 수급연령

(현재 65세)을 초과한 자 그리고 완전장애자로서 고용촉진제도의 직

업알선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 역시 적용제외가 된다. 다

섯째, 공무원, 법관, 직업군인과 같이 법적으로 신분보장과 고용보

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제외가 이루어지게 된다.

3. 임의적용

고용촉진제도는 예외적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가입을 허용

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당 최소

한 14시간을 초과하여 수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

하고 법적 간병기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임의가입이 허용된다. 둘째, 자영업자로서 주당 최소한 15시간

을 초과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가입의 자격을 인정하게 된다. 셋째,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의 

출신으로서 별도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였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임의가입이 허용된

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임의가입의 자격요건은 ‘계속가입의 원칙’

에 입각하여 개별 당사자가 종전 고용촉진제도에 가입하였던 경력

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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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급여

1. 직업상담 및 직업알선

가. 직업상담

직업상담 서비스는 개인은 물론 기업에게도 제공된다. 먼저 개인

에게 제공되는 상담서비스는 성인과 청소년에게 직업의 선택, 구직

활동, 직장생활 등 전반적 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집단인터뷰와 모의직장체험 등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음으로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담서비스는 구

인이나 직업교육생의 모집 그리고 노동시장의 전망 등에 대한 구체

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된다.

나. 직업알선

직업알선의 목표는 구직희망자와 구인신청자를 상호 연결하여 궁

극적으로는 새로운 고용관계를 성립시키는데 있다. 통상적으로 직

업알선은 직업상담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직업알선

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이 철저하게 중립적 차

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알선 서비스는 연방고용에이전시는 물론 사설의 직업알선기

관에서도 제공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는 달리 후자는 개인과 기

업에게 직업알선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비용청

구는 성공사례비(Erfolgshonorar)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며, 근로자 

개인의 경우 일정한 상한선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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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급하는 ‘직업알선바우처(Vermittlungsgutschein)’로 전액 충당

하게 된다.

직업알선바우처의 청구대상은 6주 이상의 실업자로서 지난 3개월 

동안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

러한 직업알선바우처는 일종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인 고용창출사업

(ABM)의 참여자 또는 참여했던 자에게도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바우처의 가치는 3개월의 기한으로 2,000유로와 여기에 부과

되는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장기실업자

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바우처의 가치가 최고 2,500유로까지 인상 적

용된다. 이러한 직업알선바우처는 고용에이전시로부터 다음과 같은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다. 먼저 직업알선기관이 알선한 직장에서의 

고용관계가 최초 6주를 초과하게 될 경우 1,000유로, 다음으로 나머

지 금액은 고용이 6개월 이상 유지될 경우 지급하게 된다. 만약 직

업알선이 고용에이전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비용은 무상이 된다. 하지만 직업알선의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비

용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기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부담이 이

루어지게 된다.

직업알선을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서 통상적으로 구직자와 고

용에이전시는 소위 ‘구직협약서(Eingliederungsvereinbarung)’를 작성

하게 되며, 여기에는 구직의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고용에이전시의 

지원 사항 그리고 구직자 개인의 노력 의무사항을 수록하게 된다. 

이러한 구직협약서는 실업자 개인의 적성검사를 토대로 하여 작성

되며, 이는 직업분야나 개인의 특성, 직업수행능력, 적성에 대한 분

석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구직협약서의 핵심적 내용은 구직의 성공

을 목표로 단계별 전략과 수단의 동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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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

직협약서는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개인적 상태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고, 또한 최초의 목표와는 달리 실업상태

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 내용의 연장적용이 허용된다. 만약 실업

의 상태가 6개월(장애인이나 직업교육 희망자의 경우 3개월)을 초과

하여 지속될 경우 구직협약서의 목표설정과 내용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지게 된다.

직업교육 희망자에 대한 행정적 절차는 원칙적으로 실업자의 경

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 다만 개인이 직업알선기관을 통

해 직업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을 경우 그 비용은 고용에이전시가 아

닌 해당 기업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직업교육은 국민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개

인적으로는 취업․고용안정․승진 등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필

수적인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은 그 성격에 따라 

다시 양성교육과 재교육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양성교육

(berufliche Ausbildung)은 작업활동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양성하여 

개인의 취업능력을 지원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교육(Weiterbildung)은 근로

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써 그들의 고용안정이나 재취업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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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성교육을 위한 지원사업

양성교육의 대상 영역 그리고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법(Berufsbildungsgesetz)�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양성교육은 

통상적으로 사내 또는 사외의 시설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비용은 해당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제도에서는 양성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비용을 

자력 또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충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대

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양성교육지원(Ausbildungsförderung)은 직

업능력 양성훈련으로 인한 경제적 애로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양성교육의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직업교육법, 수공업자규정, 노

인수발법, 선원직업교육법 등에서 각각 명시된 직종을 대상으로 이

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사내, 기업단체 또는 사외 별도 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1

회에 한해서만 제공되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중

복하여 허용된다. 그리고 양성교육지원은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취

업준비교육(berufsvorbereitende Bildungsmassnahmen)도 대상이 되나, 

이 경우 교육의 내용이 학교교육의 수준을 능가하여야 한다. 통상적

으로 취업준비교육은 최근 기업들이 요구하는 학력수준이 점차 높

아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중퇴자의 경우 직업전문학교의 졸업

과정과 자격증의 취득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의 선발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선택에 대해서는 당사자 자

신이 아니라 고용에이전시의 자체적 판단으로 결정된다.

양성교육에 대한 고용촉진제도의 지원은 직업훈련수당(Berufsaus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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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gsbeihilfe)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수급자격은 부모

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직업교육생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추

가적으로 훈련시설과 부모의 집이 적절한 거리를 넘어서거나 혼

인․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 다만 장애아동의 경

우 부모와 함께 살아도 수급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직업훈련수당은 개인의 생계수요, 교통비, 기타 비용 그리고 교육

비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개인 그리고 부모의 소득수준을 차감하여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먼저 생계수요는 매월 348유로와 별도로 숙

박비 149유로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취업준비교육의 

참여자에 대해서는 생계수요가 매월 391유로로 책정되어 있으며, 

숙박비의 경우 월 58 유로 이상이 될 경우 최고 74유로까지 별도로 

지급된다. 다음으로 교통비는 교육생 개인의 숙박지와 교육시설 사

이의 거리를 감안하여 월 최고 476유로까지 제공되며, 추가로 월 1

회의 가족방문 비용을 실비로 보상해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타 비

용은 학습교재․작업복의 구입비용, 전체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하게 

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양성교육 훈련생을 대상으로 기초직업교육을 

실시하게 될 경우 고용에이전시로부터 최대 216유로의 지원금을 받

을 수 있다. 나아가 이 이외에도 기업은 훈련생들의 총사회보험료 

가운데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기업은 훈련생과 직업훈련계약을 체결하여 직업훈

련의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훈련시간은 전일제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업이 직업교육의 성과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학습능력 미달자, 사회적 약자 신분의 청소년, 저학력자, 

장기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될 경우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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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보너스(Ausbildungsbonus)가 제공된다. 이러한 훈련보너스는 양

성훈련 실시 당해년도 해당 직종의 단체협상이나 지역별 평균임금

에 기초하여 산정되며, 통상적으로 4,000~6,000유로의 수준으로 지

급되고 있다. 그리고 만약 기업이 장애청소년을 위해 양성교육을 실

시하게 될 경우 훈련보너스는 약 30% 증액하여 주어지게 된다. 이

상과 같은 훈련보너스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최초 시작단계에서 

50% 그리고 이후 졸업시험 신청시점에 가서 나머지 절반을 지급하

게 된다.

나. 재교육을 위한 지원사업

근로자가 재교육에 참여하게 될 경우 고용촉진제도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원의 내용으로는 재교육 비용 그리

고 훈련기간 동안의 실업급여가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재교육이 ①실업자의 재취업, ②실업위험의 방지, ③파

트타임 또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의 정상근로로 전환, ④고용관계

의 연장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며, 동시에 ⑤재교육의 영역과 

운영주체가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⑥고용에이전시와 관련 내

용을 사전적으로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가지

게 된다.

이상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재교육을 위한 수단으

로서 고용에이전시로부터 직업훈련바우처(Bildungsgutschein)를 받

게 된다. 여기서 직업훈련바우처는 그 용도가 특정한 지역 또는 특

정한 훈련목적에 부합될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다. 개인은 이러

한 바우처를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교육프

로그램을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다. 고용에이전시는 사전적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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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처의 이용대상이 될 수 있는 훈련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하

게 되고, 이 경우 선정기준은 교육인력의 전문성, 교육내용의 합리

성과 합목적성, 참여조건이나 프로그램 운영기간의 적절성 그리고 

운영의 경제성 등이 된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내용은 ①개인의 직업

적 전문성과 숙련도를 제고할 수 있고, ②고용의 안정과 승진에 도

움이 될 수 있으며, ③고용관계의 연장이나 다른 직업의 수행능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교육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

째, 교재를 포함한 수강료와 시험료 등이 전액 지원된다. 둘째, 건강

검진과 적성테스트의 비용도 지원내용에 포함된다. 셋째, 교통비의 

지원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476유로까지 지급된다. 

넷째, 이 이외에도 아동의 보육비용, 장애인의 경우 수발비용 등이 

실비로 제공된다.

3. 구직과 창업 촉진 지원사업

가. 구직촉진 지원사업

구직촉진 지원사업은 ①취업 또는 직업교육의 지원, ②실업의 방

지 또는 ③빈 일자리의 충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

며, 기업 또는 근로자가 수급대상이 된다. 아래에서는 구직촉진 지

원사업의 대상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사업

개인이 고용에이전시에게 구직자, 고용불안자 또는 교육희망자 

등으로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다양한 종류의 사업프로그램이 지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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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지원의 목표는 당사자인 개인이 전체 사회보험의 적용

을 받게 되는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목표로 지원되는 주요 사업프로그램의 내용을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직업알선예산계정

고용에이전시는 구직 또는 직업교육 희망자에게 취업촉진을 목적

으로 주어지는 일부 특정한 성격의 급여들을 ‘직업알선예산계정

(Vermittlungsbudget)’을 통하여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성

격의 급여들로는 구직활동비, 교통비, 이사비용 등이 있다. 예전의 

경우 개인은 이러한 급여들을 사안별로 구분하여 신청을 하여야만 

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예상

하여 그 총액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특히 

직업알선기관이 예산총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프

로그램들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율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

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직업알선계정은 적절한 실비보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인별 상황

에 따라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되, 지원 금액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에이전시는 개인별 상황을 감

안하여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총액의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당사자 개인의 생계비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구직활성화 사업

실업자, 고용불안자 그리고 교육훈련 희망자가 다음과 같은 구직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 그 기간동안 훈련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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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계속적으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첫째, 직업교육 또는 

노동시장으로 유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원대상이 된다. 둘

째, 취업알선 또는 교육알선에 있어서 장애요인을 발견하거나 제거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셋째, 개인의 창업

을 지원하거나 고용관계를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

램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다) 고령자 소득보전 지원사업

고령자 소득보전 지원사업(Entgeltsicherung für Ältere)이란 고용

불안의 상태에 있는 고령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수용하게 될 

경우 수급자격을 가지게 된다. 지원의 내용은 고령근로자들이 종전 

직장보다 임금수준이 떨어지는 직업을 수용하게 될 경우 급여 차액

에 대한 부분적 보전 그리고 연금보험료의 차액에 대한 지원을 주

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급자격으로는 ①5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로서, ②고용된 상태에서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장

으로 이동함으로써, ③실업의 위험을 극복한 사람이 된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지하여야

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임금보조금은 2년의 기간동안 제공되며, 첫해의 경우 차액의 50% 

그리고 이듬해의 경우 30% 수준에서 지급된다. 그리고 추가적 연금

보험료는 개인이 종전 직장에서 가입하였던 소득의 90% 수준을 계

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서 제공된다. 이상과 같은 

지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의 면제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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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에게 지원되는 사업

재취업이나 직업알선이 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기업이 채용하게 될 경우 별도로 채용장려금(Eingliederungszuschuss)

이 제공된다. 이러한 채용장려금의 지원수준이나 지급기간에 대해

서는 취업의 애로요인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되나, 원칙

적으로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50% 그리고 최대 12개월의 기

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가) 중증장애인 채용장려금

중증장애인에 대한 채용장려금은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

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채용장려금은 급여의 

70% 수준에서 24개월 동안 지급된다. 하지만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채용장려금은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36개월 동안 해당 사용주에게 

주어지게 된다. 나아가 5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역시 같

은 수준의 지원금을 최대 96개월까지 채용장려금의 형태로 지원하

게 된다.

이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최중증장애인) 채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초 12개월(24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시

점에서 근로능력의 개선 여부를 재판정하여 최소한 10% 이상 지원

금을 삭감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은 30%의 

수준을 미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년실업자 채용장려금

청년실업자 채용장려금의 수급자격은 25세 미만의 직업교육 이수

자로서 지난 6개월 이상 동안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된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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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채용하게 될 경우 채용장려

금은 당사자 임금의 25%〜50% 수준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사업주

가 해당 청년실업자를 지난 2년 동안 최소한 3개월 이상 고용하였

던 사실이 있을 경우 또는 채용장려금의 악용 여지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고용에이전시는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 고령자 채용장려금

고령자 채용장려금은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채용하게 될 경우 36

개월의 기간동안 해당 사용주에게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채용장려

금은 당사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서도 기업이 만약 채용장려금을 목적으로 기존의 근로자

를 해고한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채용대상자가 지난 4년 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다. 그리고 고

령자 채용장려금에 대해서는 기업이 지원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도 

최소한 12개월 이상 계속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추후고

용의무(Nachbeschäftigungspflicht)가 적용된다. 만약 기업이 이와 같

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동안 수령하였던 채용장려금의 

최고 50%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반납금은 지난 12개

월 동안 수령하였던 채용장려금을 초과할 수 없다.

고령자 채용장려금의 새로운 형태로서 채용바우처(Eingliederun- 

gsgutschein)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채용바우처는 50세 이상의 실

업자에게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한 사용주에게 수

급자격을 제공하게 된다. 만약 고령근로자가 12개월 이상 실업급여

의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12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실업

상태에 있을 경우 채용바우처는 개인에게 주어지게 된다. 채용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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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는 12개월 동안의 채용장려금을 충당하는 금액의 형태로 제공되

며, 급여수준은 기업의 채용조건에 따라 개인의 임금을 기준으로 

30%〜50%에서 결정된다. 나아가 기업이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신

규로 채용하게 될 경우 고용에이전시는 사용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촉진보험료 1.5%에 대해서도 면제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나. 창업촉진 지원사업

개인이 자신의 실업상태를 창업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할 경우 고

용에이전시는 창업지원금(Gründungszuschuss)을 지원하게 된다. 여

기서 창업지원금의 내용은 개인의 생계지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금

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창업지원금의 수급대상은 창업 직전 ①실업

급여를 수급하였거나 고용창출사업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②창업 

이후에도 최소 90일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동시에 개인은 고용에이전시를 방문하여 해당 분야의 전

문가(업종별 단체, 전문가, 금융컨설턴트 등) 추천서 그리고 자영업 

수행능력이나 전문성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창업지원금은 창업 직후 9개월의 기간 동안 제공된다. 이 경우 생

계지원금은 직전 실업급여의 수준으로 지급되며, 사회보험료는 월 

300유로로 총액의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

우 창업지원금은 월 300유로의 수준에서 6개월 동안 연장 지원된다. 

그리고 이러한 창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의 부과가 면제된다.

4.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장애인의 재활과 취업지원은 다양한 사회보장기관(국민연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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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질병보험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고용

에이전시가 담당하는 재활사업과 취업지원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

과 사업프로그램에 있어서 다른 사회보장기관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만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을 목

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해당되며,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참가비용, 

생계지원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의 지원이 있다. 이러한 목적의 급여

로는 전환급여(Übergangsgeld)와 직업훈련수당(Ausbildungsgeld)이 

있다.

먼저 전환급여는 장애인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동

안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급여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프

로그램으로는 직업재교육, 장애인의 취업준비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기초교육 또는 기타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능력향상교육 등이 있다. 

이와 동시에 전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과 인턴쉽 등의 참

여의무가 부과된다.

전환급여의 수급요건으로는 장애인이 지난 3년간 사회보험의 의

무적용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최소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을 소지하였거나, 실업급여의 수급 또는 신청하였을 경우가 해당된

다. 전환급여는 개인의 총임금에서 일회성급여(일례로 보너스 등)를 

제외한 정상임금(Regelentgelt)의 80%를 산정기준으로 하여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일례로 장애인이 아동 1명 이상

을 부양하고 배우자 또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전환급여는 산정기준의 75%로 지급된다. 만약 장애인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가 이후에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전환급

여는 산정기준의 67% 수준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연장 지원된다.

다음으로 직업훈련수당은 재활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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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전환급여의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급여의 수준은 전환급여보다 낮으며, 역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5. 고용의 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고용촉진제도에서 고용관계의 유지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목

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핵심적 사업으로는 고용창출사업(Arbeitsbe- 

schaffungsmassnahmen: ABM) 그리고 조업단축급여(Kurzarbeitergeld)

가 있다.

가. 고용창출사업

독일의 고용창출사업은 우리나라의 공공근로사업이나 사회적 일

자리사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사업은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 또는 실업자에게 근로

참여 기회의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사업은 국내 실업률을 억제하고, 나아가 사회복지 기반시설의 확충

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창출사업은 실업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는 

일종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공공법인, 민간기업 또는 복지시

설의 신청과 고용에이전시의 승인을 받아 실시된다. 여기서 민간기

업과 복지시설의 경우 기관의 목적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게 될 경우에만 한해서 사업의 참여가 허락된다. 일반적

으로 연방고용에이전시는 고용창출사업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한 기

본요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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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첫째, 노동시장정책적 정합성(Zweckmäßigkeit)으로서 프로그

램의 내용이 실업자의 직업알선계획, 직업교육 그리고 기타 사회심

리적 지지방안 등을 균형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추가성

(Zusätzlichkeit)의 원칙으로서 고용창출사업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러

한 사업프로그램이 기존의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구축효과의 문

제)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거나, 일반 근로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게 

될 소지(인력대체의 문제)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이 거부되어

야 한다. 셋째, 고용창출사업의 프로그램은 고용촉진제도의 재원으

로 운영이 되므로 해당 사업은 공공의 이익(öffentliches Interesse)에 

부합될 수 있어야만 한다.

고용창출사업의 지원자격은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프

로그램 참여 이후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실업급여 등 기

타 소득대체적 성격의 현금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자가 된다. 하지만 25세 미만의 직업교육 미이수 청년실업자, 중증

장애인 등으로서 단지 사업프로그램의 참가를 통해서만 소정의 직

업훈련과 취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

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참가가 허용될 수 있다.

고용창출사업 프로그램의 선택은 고용에이전시에 의해 이루어지

게 되며, 이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은 재취업의 가

능성에 두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의 운영주체가 프로그램의 수행 

이후 해당 실업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고용 또는 인턴취업 등의 

기회를 보장하게 될 경우 선정의 우선순위를 인정해 주게 된다. 그

리고 민간기업이 고용창출사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배

당을 받은 실업자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이 일반 



223제2부 소득보장제도

근로자들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고용창출사업에 참가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임금 이외에 별도의 

지원금이 총액의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지원금의 수준은 참

가자들의 활동내용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업프

로그램에서 담당하게 되는 역할이 ①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이상

의 학력을 요구하게 될 경우 월 1,300유로, ②전문직업교육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게 될 경우 월 1,200유로, ③일반 직업교육의 경력이 

요구될 경우 1,100유로, 그리고 ④단순근로의 경우 월 900유로가 각

각 지원된다. 나아가 사업프로그램이 지역적 또는 사업영역의 특성

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될 경우 고용에이전시는 별도로 지

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

에게 제공되는 지원금과 가산금의 합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임금을 초과하여 지원될 수는 없다. 그리고 만약 사업프로그램에서 

개인의 근로시간이 다른 참가자들의 평균근로시간보다 짧을 경우 

그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삭감된다.

고용창출사업 프로그램의 수행주체에게도 소정의 지원금이 주어

지게 된다. 그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300유로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될 경우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수행과 관련

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동

시에 프로그램의 목표와 수단이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차원에

서 적절성을 가지게 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고용창출사업 프로그램의 운영주체와 참가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은 통상적으로 12개월의 기간동안 지원된다. 하지만 노동시장정책

의 측면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총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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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동안 보조금이 연장 지급된다. 나아가 사업프로그램의 최초 시행 

단계에서 참가자들의 대다수가 55세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될 경우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총 36개월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업프로그램

이 특별한 취업보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장기간 동안 유지

될 수 있는 고용기회를 제공하게 될 경우 지원금은 기간의 제한 없

이 주어지게 된다.

나. 조업단축급여

1) 일반 조업단축급여

조업단축급여는 일시적인 작업주문량의 감소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의 삭감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경우 손실분의 일정부분을 보충

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조업단축급

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BMAS 2011). 첫째, 조업단축으

로 인한 임금의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근로자 가계의 생활수준을 

유지시켜주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작업주문량

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숙련된 노동자들을 계속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시장환경의 개선에 대비하여 기존의 생산능력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경영지원전략의 기능을 하게 된

다. 셋째, 국내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조업단축급여의 지원을 통

하여 일반가계의 유효수요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정책적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조업단축급여의 지급요건으로는 ①기업의 작업주문량이 현저하

게 감소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게 된 경우로서, ②해당 사업장 

내 종사근로자가 최소한 1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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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③조업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

러한 조업단축급여는 기업 또는 기업평의회(Betriebsrat)가 해당 사

실이 발생한 이후 즉시에 서면으로 신청하게 될 경우에 주어지게 

된다.

여기서 먼저 ‘작업주문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란 ①해당 사

실이 경제적 이유로, 특히 불경기나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발생하

게 되었고, ②그 현상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③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④해당 사업장 내 종사근로자들

의 1/3 이상이 최소한 10% 이상의 임금삭감을 겪게 되었을 경우에

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17) 하지만 작업주문량의 감소가 ①전체 업

종 또는 해당 업종의 모든 기업들 통틀어서 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거나, ②근로자의 자발적 유급휴직 신청을 통하

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③기업 자체적으로 유연한 근로시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의 요건

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다음으로 근로자 개인적 차원에서 조업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①사회보험의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고용관계를 지속적

으로 유지해 오고 있거나, ②불가피한 경우 고용관계의 해지 이후 

곧장 역시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새로운 사업장에 재취업을 하고, 이 

경우, ③종전 직장에서 퇴직사유가 해고 또는 명예퇴직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한다. 만약 조업단축급여의 수급자가 직업교육의 참여를 

통하여 실업급여, 상병급여 또는 전환급여를 받게 되거나, 고용에이

전시에서 알선한 일자리를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17) 2010년 말까지는 단지 임금삭감이 10% 이상만 되면 종사근로자의 1/3 미만이 되어

도 ‘현저한 작업주문량의 갑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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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급여의 지급이 중단된다.

가내수공업자(Heimarbeiter)에 대한 조업단축급여는 수급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내수공업자의 경우 작

업주문량은 원청기업으로부터의 수주량에 따라 수시로 변동을 하게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작업주문량의 현저한 감소요건’은 이

를 감안하여 당월의 수입이 지난 6개월 동안의 수입을 평균한 금액

보다 2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조업단축급여는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된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상황이 통상적으로 불안정하고 불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까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특히 어려

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지급된다. 이와 같은 

조업단축급여의 지급기간은 법률 개정 이전 2009년말까지의 경우 

모든 대상자에게 24개월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후 조업단축급여

는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되어 2010년에는 18개월 그리고 2011년부

터는 원칙적으로 12개월 동안 지급된다.

조업단축급여는 개인별로 삭감된 순임금차액(Nettoentgeltdiffer- 

enz)을 기준으로 부양아동이 1명 이상일 경우 67%, 부양아동이 없

을 경우 60%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순임금차액은 조업

단축이 없었을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었을 정상적인 총임금에서 ｢조

업단축급여의 산정을 위한 총액순임금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pauschalisierten Nettoentgelte für das Kurzarbeitergeld)｣의 

별첨표에 제시된 바에 따른 삭감된 총액순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2010년 말 이전까지는 조업단축을 하고 

있는 사용주에 대하여 기업이 근로자들을 위해 부담하여야 하는 총

사회보험료의 50%를 고용에이전시에서 보조를 해주었다. 나아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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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전체 조업단축기간의 최소한 절반 이상의 시간동안 기업이 근로

자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을 경우 기업부담 총사회보험료의 

전액을 지원해 주었다.

2) 계절적 조업단축급여

계절적 조업단축급여(Saison-Kurzarbeitergeld)는 건설업 부문에 종

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악천후기간(Witterungszeit)으로 인정되

는 매년 12월 1월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기간동안 발생한 작업

의 애로기간이 해당된다. 여기서 건설업 부문이란 건설, 토건, 재건

축, 내부장식, 미장, 건물해체 등이 해당되며, 구체적인 적용사업부

문은 ｢건설업 시행령(Baubetriebe-Verordnung)｣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계절적 조업단축급여의 지원요건이 되는 ‘작업주문량의 현저한 

감소’란 악천후, 경기적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일시적

으로 발생한 작업상의 장애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업단축급

여는 정상적 작업시간의 범위 이내에서 최소한 1시간 이상 해당 사

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리고 기타의 지원요

건이 되는 불가피한 사유 그리고 급여의 수급대상자는 일반 조업단

축급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절적 조업단축급여는 1년 중 악천후기간이 되는 최대 4개월 동

안 실제 악천후 등의 사유로 작업이 중단된 기간을 대상으로 제공

된다. 그리고 계절적 조업단축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

반 조업단축급여의 수급기간으로 포함시키지 않게 된다. 급여의 수

준은 일반 조업단축급여의 경우와 같이 부양아동의 존재 유무에 따

라 각각 순임금차액의 67%와 60%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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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악천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별도의 보충적 급여가 제공된다. 

먼저 월동지원금(Zuschuss-Wintergeld)은 근로계약의 해지로 인해 

상실된 근로시간 당 2.5유로의 수준으로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금은 

개인이 종전 자신의 근로시간계정(Arbeitszeitkonto)에서 축적한 근

로시간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형식으로 지급되며, 동시에 계절적 조

업단축급여를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월동추가보상금

(Mehraufwands-Wintergeld)은 매년 12월 15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

지의 기간동안 개인이 건설업 부문에 종사하였던 근로시간을 대상

으로 최고 180시간까지 1시간당 1유로의 수준으로 지원된다. 마지

막으로 계절적 조업단축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근로자와 그를 채용

하고 있는 사용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전액 연방고용

에이전시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보충적 급여를 위

한 비용의 경우 총사회보험료의 절반 부분에 대해서만 연방고용에

이전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가나 건설업자 공제기금 등에서 

충당하게 된다.

6. 실업급여 사업

실업급여(Arbeitslosengeld)는 근로자가 실업 또는 직업재교육 등

의 사유로 인해 소득흐름의 중단을 겪게 될 경우 가계의 생계유지

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임금대체적 성격의 급여’이다. 이러한 실업

급여의 수급요건은 개인이 ①실업상태(또는 재교육의 참여)에 있고, 

②관할 고용에이전시에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③실업 이

전 2년의 기간 동안 최소한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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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경력을 소지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는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실업의 요건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개인이 일시적으로 고용

관계에서 벗어나 있거나 또는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한 15시간 이상

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에 종사하게 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

다. 동시에 개인은 실업상태의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

며, 고용에이전시에서 알선하는 일자리나 직업재교육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게 될 경우에만 한하여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부응(Verfügbarkeit)이란 의미는 당사자인 개인이 자신의 직

업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동

시에 주당 근로시간이 최소한 15시간 이상으로 사회보험의 당연적

용을 받는 사업장의 일자리를 수용할 용의와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적합성(Zumutbarkeit)이란 실업자 개인이 고용에이전시

로부터 알선을 받게 된 일자리가 자신에게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경우 그 일자리가 상식적 또는 개인

적 이유로 인해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개인의 직업능

력에 상당하는 모든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적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실업자에게 알선한 직업의 적합성 여부에 대

한 판단은 개인의 직업교육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인이 직장 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자신의 직업능력과 얼마나 부합되는지 여부가 아

니라, 급여수준과 직장에서의 지위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에이전시가 실업자에게 

알선한 일자리에서의 급여수준이 종전 수령하였던 임금보다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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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밑돌지 않을 경우 모두 당사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게 

된다. 판단기준은 실업의 지속기간에 따라 실업 이후 최초 3개월 이

내의 경우 알선한 일자리에서의 급여수준이 종전보다 20%를 하회

하지 않는 한, 그리고 다음 3개월의 경우 30%를 하회하지 않는 한 

각각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이후의 경우 알선한 일

자리의 순임금(Nettoarbeitsentgelt)이 개인의 실업급여 수준을 능가

할 경우 이를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실업자에게 알선한 일자리의 적합성 여부는 지리적 기준을 통해

서도 판단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개인의 집에서 직장까지의 왕복시

간이 하루 평균 2.5시간 그리고 하루 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근로를 

하게 될 경우 평균 2시간 이내에 해당될 경우 그 일자리는 실업자 

자신에게 적합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개인은 자신에게 추천된 일자리가 ①임시직이든, ②경과적

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만 하든 또는 ③종전 수행해 왔던 직종

과 상이하든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락하여야 한다. 나아가 만약 실

업자 개인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적절한 거리의 범위 이내에 위치

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자는 불가피하

게 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고용에이전시가 알선한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에이전시

에게 실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개인이 법적 해고예고기간

을 통해 자신의 실직을 사전에 알게 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최고 3개

월 이전까지 실업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정규노령연금

의 수급연령인 65세를 지나 실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게 되므로 신고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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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아래의 <표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5년 동안 사회보험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기간 그

리고 신청 당시 개인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 표에 따르

면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되

며, 신청자격은 지난 5년 동안 24개월 이상 사회보험 적용사업장에 

종사하였던 경력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와는 달리 58세 이상 고령근

로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최대 24개월까지 제공되며, 이 경우 수급자

격은 지난 5년 동안 사회보험 적용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이 최소한 

48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표 2-1-1> 독일 고용촉진제도의 실업급여 지급기간
단위: 개월, 세, 월

사회보험 적용사업장 종사기간 

(개월)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령

 (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월)

12

16

20

24

30

36

48

50

55

58

6

8

10

12

15

18

24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1), Übersicht über das Sozialrecht 

2011/2012.

실업급여는 사회보험 적용근로자가 실업 직전 1년 동안 직장에서 

수령하였던 총임금의 평균액에서 총사회보험료 21%, 근로소득세 그

리고 사회연대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된다. 구체

적으로 실업급여의 수준은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순임금을 기준

으로 부양아동이 1명 이상일 경우 67% 그리고 부양아동이 없을 경

우 60%로 각각 결정된다. 실업급여는 일일을 기준으로 산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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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만약 개인이 1개월의 실업급여 수

급자격을 가지게 될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게 된다.

2005년을 전후하여 독일의 실업급여 수급자와 급여지출총액은 상

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일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는 아래의 <표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약 191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하락

하여 2008년 약 92만 명 그리고 2009년 약 114만 명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추이를 반영해 주는 다른 결과로서 실업급여의 지출총

액 또한 2002년과 2003년 각각 약 290억 그리고 291억 유로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왔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08년에는 약 139

억 유로로 2002년과 2003년의 경우보다 절반 이상이나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1인당 월평균 실업급여는 해당기간 동안 

큰 변동이 없이 1,200~1,320유로 사이의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표 2-1-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급여지출총액의 연도별 추이(2002~2009년)

단위: 명, 유로, 백만유로

연도 실업급여 수급자 수
1인당 월평균 실업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포함)
실업급여 지출총액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873503

1,914,488

1,844,720

1,728,592

1,445,200

1,080,000

916,667

1,143,000

1,213.99

1,213.20

1,312.51

1,302.60

1,319.19

1,306.36

1,260.40

1,260.61

27,006.5

29,047.9

29,072.1

27,018.6

22,878.0

16,934.0

13,864.4

17,290.6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1), Übersicht über das Sozialrecht 

20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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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현상은 독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개혁과 경제 

및 노동시장 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노력의 성과로 판단해 볼 수 있

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등을 엄격하게 적용함

으로써 상당수의 사람들이 고용촉진제도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별

도로 실업자기초소득보장제도의 실업급여Ⅱ 수급자 또는 자산조사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무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보상금과 병급하여 지급되나, 이를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적정한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한 이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여기서 해고예고기간은 통상적으로 법적 또는 

산업별․업종별 단체협상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만

약 이러한 해고예고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

료되었을 경우 해고예고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의 지급

이 중지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급여의 중지기간은 어떠한 경

우에도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략적으로 실업급

여의 중지기간은 개인이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상실하게 

된 임금에서 자신의 해고보상금(Entlassungsentschädigung)에 일정비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 여

기서 실업급여 중지기간의 산정을 위해 반영되는 해고보상금의 비

율은 최대 60%까지만 적용되며, 개인별로 35세 이후 매 5세마다 그

리고 재직기간 매 5년마다 각각 5%씩 공제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25% 수준을 하회할 수 없다. 아래의 <표 

2-1-3>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연령별․재직기간별로 세분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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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실업급여 중지기간의 산정을 위한 해고보상금 적용비율의 연령별․

           재직기간별 구성
단위: %

재직기간
연 령

40세 미만 40세부터 45세부터 50세부터 55세부터 60세 이상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20년 미만

20년〜25년 미만

25년〜30년 미만

30년〜35년 미만

35년 이상

60%

55%

50%

45%

40%

35%

55%

45%

40%

35%

30%

25%

25%

50%

45%

40%

35%

30%

25%

25%

25%

45%

40%

35%

30%

25%

25%

25%

25%

40%

35%

30%

25%

25%

25%

25%

25%

35%

30%

25%

25%

25%

25%

25%

25%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1), Übersicht über das Sozialrecht 

2011/2012

실업급여는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①개인이 스스로 근로관계를 해지하였거나 또는 근로계

약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해고가 되었을 경우, ②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하였거나 또는 고의로 

근로계약의 성립을 방해하였을 경우, ③관할 고용에이전시가 요구

하는 구직활동의 노력의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④고용에이전시

가 추천한 직업교육(양성교육 또는 재교육)을 이유 없이 거부를 하

였을 경우, ⑤직업교육에 참여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포기

를 하였거나 또는 고의로 퇴출을 유도하였을 경우, ⑥고용에이전시

가 요구하는 신고의무 또는 기타 건강․정신건강검진에 이유 없이 

불참하였을 경우, ⑦조속한 구직을 위한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

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개인이 이상에서 예시된 사유로 인해 실업

급여의 중단이 결정될 경우 그 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2주

에서 최대 12주까지가 된다. 만약 개인이 범법행위 등 기타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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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인해 위와 같은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는 

최소 21주에서 수급권 자체의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소진하고 계속하여 실업상태와 빈곤상태

에 있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가능자로서 독일 국내에 정상

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실업자 

기초소득보장제도(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인 실업급여

Ⅱ의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급여Ⅱ의 기능

은 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업급여Ⅱ의 수급자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활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능력을 소지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여기

서 근로능력의 존재 여부는 개인이 일반적인 노동시장의 환경에서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음으로 빈곤상태(Hilfebedürftigkeit)로서 개인이 본

인 자신 또는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여

기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등이 해당된다.

실업급여Ⅱ는 사회부조제도의 경우에서처럼 가계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상급여(Regelleistung) 이외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주거비와 난방비 지원 등이 제공된다. 그리고 임산부, 한부모가정, 

장애인, 신장투석 또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추

가비용지원(Mehrbedarf)과 일회성급여 등이 별도로 지원된다. 이러

한 실업급여Ⅱ는 보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고용촉진제도 실업

급여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이 경제활동연령으로서 근로능력을 가지

고 있는 한 기간의 제한이 없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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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령자 파트타임 장려사업(점진적 퇴직 지원사업)

가. 제도의 개요

‘고령자 파트타임 장려사업(Altersteilzeitförderung)’은 흔히 고령자

의 점진적 퇴직 지원사업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 파트타

임 장려사업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이 55세 이후의 일정시점

부터 자신의 종전 근로시간을 절반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

고, 그로 인한 임금의 하락과 연금 가입경력 상의 불이익은 사용주

가 일정부분 보전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파트타임근로법(Altersteilzeitgesetz)�은 사용주

가 파트타임 임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고, 동시에 파트타임 임금

의 80%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주가 고령근로자의 파트타임 근로로 인한 일자리의 공

백을 실업자, 직업교육 이수자 또는 직업연수생(중소기업에만 해당) 

등으로 채용을 하게 될 경우 점진적 퇴직자에게 주어지는 지원금(보

충소득과 보충연금보험료)의 전액을 고용촉진제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자 파트타임근로법의 도입 초기 고용촉진제도는 이러

한 지원금을 개인별로 최고 5년의 기간동안 제공하였으나, 2000년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기간이 최고 6년으로 연장될 수 있게 되

었다.

고령자 파트타임 장려사업은 단기적 차원에서 고령계층의 고용불

안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1996

년 고령자 파트타임근로법 제정 당시 신청기한은 2004년 7월까지로 

제한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고용불안의 문제가 앞으로도 상

당한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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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을 개정하여 신청기한을 2009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단

행하였다.

나. 고령자 파트타임 장려사업의 적용대상

고령자 파트타임근로법에 따르면 고용촉진제도에 의한 재정적 지

원은 정규근로 또는 파트타임근로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다음과 같

은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주어지게 된다. 먼저 

근로자가 점진적 퇴직의 신청 당시 55세 이상으로서 사전적으로 노

사간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는 늦어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되어야 고용촉진제도

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해서

도 계속적인 급여의 수급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고령근로

자는 파트타임근로의 시작 이전 5년 동안 최소한 1,080일 이상 고용

촉진제도의 가입경력을 보유하여야만 한다. 만약 고령근로자가 지

난 5년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 실업자기초소득보장(Arbeitslosengeld 

Ⅱ) 또는 상병수당 등의 급여를 수급하였을 경우 그 기간은 고용촉

진제도의 가입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파

트타임근로의 계약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연령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

와 같은 규정은 점진적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의 문제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고령자 파트타임모형에 준한 점진적 퇴직의 신청은 전적으로 근

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단

체협약, 노사합의 또는 교회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 점진적 퇴직모형

이 도입되었을 경우 기업은 고령근로자의 파트타임근로 신청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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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다만 종사근로자의 5% 이상이 

동시에 파트타임근로를 신청하게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기업이 선

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의 파트타임근

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기

업들로 구성된 조정금고(Ausgleichskasse) 또는 노사단체의 공동금고

가 운영될 경우 앞서 언급한 5%의 제한규정은 적용받지 않도록 하

고 있다.

다. 근로시간의 조정방식

고령자 파트타임근로법에 따르면 고령근로자는 전체 점진적 퇴직

의 이행기간 동안 자신의 종전 근로시간을 정확히 절반의 수준으로 

단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근로시간은 파트타임근로 직전 당사

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산정한 종전 주당 근로시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난 24개월 동안 

개인이 수행하였던 근로시간의 평균값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이

를 초과하였을 경우 후자가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고령자 파트타임근로법에 의한 점진적 퇴직의 이행기간은 근로자 

개인별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연령까지가 되며, 상황에 따라 6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고용촉진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최고 6년까지 제공이 된다.

고령자 파트타임 촉진사업은 법률에 따라 개인별로 종전 근로시

간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점진적 퇴직 이행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을 정확히 절반의 수준으로 단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산업별 또는 기업별 단체협약에 일임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의 단축방법은 노사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



239제2부 소득보장제도

다.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인정되는 근로시간의 단축모형(적격근로

모형)은 특성별로 크게 ①일일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파트

타임 모형(part-time model), ②격일․격주․격월․계절․격년의 단

위로 근로와 여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주기적 모형

(cyclical model), ③점진적 퇴직의 기본정신에 부응하여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게 되는 체감형 모형(phased-down model), ④점진

적 퇴직의 전체 이행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 그 중 전반부는 전시

간 근로 그리고 후반부는 전시간 휴가를 제공하는 Block-model 등

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근로시간모형에도 불

구하고 많은 수의 독일 기업들은 인력관리의 편의와 노후여가에 대

한 근로자의 선호 등을 이유로 ‘Block-model’을 운영해 오고 있

다.18) 2009년 말 전체 고령자 파트타임근로자 95,786명 가운데 약 

90%인 85,802명이 Block-model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10). 이러한 Block-model 경우 만약 

별도의 단체협약이 없을 경우 3년의 이행기간 동안 그리고 만약 단

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최고 6년(경우에 따라서는 10년

까지도 가능)의 기간동안 운영을 할 수 있다. 현재 대다수 Block- 

model에 있어서 이행기간은 5년 또는 6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

며,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고용촉진제도의 지원은 6년의 기간에 대

18) 고령자 파트타임 근로모형으로서 Block-model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기업의 

인사정책적 측면과 근로자의 선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Lindecke, et. 

al., 2007). 먼저 기업의 차원에서 볼 때 Block-model은 조직재편이나 작업조직의 조

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동시에 신속한 인력조정과 인력운용계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다음으로 고령근로자의 차원에서 그들은 전형적

인 파트타임근로를 기피하고, 차라리 Block-model을 통한 조기퇴직을 선호하고 있다

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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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라. 급여의 내용

기업이 고령자 파트타임근로법에 근거하여 점진적 퇴직의 이행기

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이외에 별도의 보충소득과 보충연금보험

료를 지원하고, 이 경우 그 빈자리에 신규채용이 이루어지게 될 경

우 비용은 고용촉진제도에서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령자 파트타임근로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주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정상임금

(Regelarbeitsentgelt)을 기준으로 최소한 20% 이상의 보충소득을 추

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임금은 개인의 종전 전일제 

임금을 기준으로 그 절반의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고령파트타임근로자의 정상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보충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여기서 후자는 전적으로 사용주가 단독으로 부담

하게 된다. 보충연금보험료는 고령파트타임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정

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현행 공적연금제도에 적용되는 보험요율

(19.5%)을 곱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보충연금보험료는 공적연금제도 소득상한선의 90%와 

개인의 정상임금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적용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

용자가 별도의 부담으로 보충소득과 연금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원

해 주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충연금보험

료는 최대한 소득상한선의 100%와 개인의 정상임금의 차액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241제2부 소득보장제도

보충연금보험료 = 정상임금의 80% × 19.5%

고령자 파트타임근로법에 의거하여 기업이 고령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보충소득이나 보충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조세와 사회보험료

의 면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19) 이러한 면제혜택을 받기 위한 전

제조건으로서 보충소득이나 보충연금보험료는 법으로 정한 최저수

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파트타임근로를 통해 제공되는 순소

득과 보충소득의 합계가 종전의 전일제 임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그리고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면제혜택은 기업이 공석의 일자리

에 대한 신규고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고용보험제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계속하여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면제혜택은 고령자 파트타임근로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거나 개인이 65세를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시점부터 

중단이 되도록 하고 있다.

마. 고령파트타임 근로자의 보호규정

고령파트타임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 그리고 사회보장의 내용이

나 수준 등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먼저 특별한 해고보호의 규정과 관련한 사항이다. 경영상의 사유

로 고용불안이 발생하게 되어 기업 또는 노동조합이 불가피하게 해

고 대상자를 선별(soziale Auswahl)하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고령파

19) 이와 같은 조세와 보험료의 면제혜택은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가 중단된 

2010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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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타임근로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의 해고보호법(Kündigungsschutzgesetz)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

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 또한 고령자 파트타임모형의 대상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고령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

지게 되었을 경우 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지원금(보충

소득과 보충연금보험료)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가령 기업이 여타의 사유로 인해 고용촉진제도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지원금은 기업의 책임으로 

반드시 제공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노사간 이러한 규정에 반하는 불

평등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간주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파트타임모형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이 제공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첫째,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한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는 파트타임 임금(정상임금)이 아니라 당사자

의 종전 전일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해 주고 있다. 둘째, 고령파트타임근로자가 질병

으로 인해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파트타임 임금(정상임금)을 기준으로 상병급여가 제공이 되며, 나머

지 보충소득이나 보충연금보험료는 고용촉진제도에서 사용주를 대

신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경영상 사유로 조업단

축을 하게 될 경우에도 고령파트타임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단

체협약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정한 정상임금 그리고 보충소득 및 

보충연금보험료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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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금채권 보상급여

기업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체불된 임금의 지급능력을 상실하게 되

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촉진제도로부터 파산보상급여(Insolvenzgeld)

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파산보상급여는 ①기업의 보유자산을 대

상으로 파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②청산 대상자산의 부족으로 인하

여 파산절차의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③파산절차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시에 청산 대상자산이 부족하여 파산절차가 

앞으로도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기업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시점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인 근로자는 실질적인 

파산이 이루어지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개월 동안의 체불임

금에 대하여 파산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만

약 근로자가 기업의 파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

공하였거나 또는 신규로 입사를 하였을 경우 파산보상급여의 대상

기간은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의 3개월이 된다.

파산보상급여는 기업의 파산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Bruttoar- 

beitsentgelt)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순임금(Nettoar-beit-

sentgelt)의 수준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

임금은 고용촉진제도에서 적용되는 소득상한선(2011년의 경우 구서

독지역 5,500 유로, 구동독지역 4,800 유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 그리고 연방고용에이전시는 파산보상급여 수급자의 사회

보험료(국민연금, 질병보험, 장기요양보험)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당사자인 근로자는 신청을 통하여 파

산보상급여를 선불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개인은 체불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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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를 공식적 서류로 입증을 하여야 한

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가 파산보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거나 또는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파산보상급여는 병급조정의 규정에 따라 

일정비율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제4절❘ 재정

고용촉진제도의 운영재원은 보험료 수입, 별도의 공제기금 그리

고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

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보험료 수입

고용촉진제도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노사 반반부담의 원칙을 적용

받게 된다. 하지만 정규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인 65세를 초과한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제도의 적용제외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 경우 기업에 대해서만 사용주보험료의 절반에 대한 납부의무가 

부과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용주는 보험료의 

전액을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①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 또는 

자연보호활동을 신청한 근로자 ②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청소년 ③ 청소

년 보호시설에서 작업활동이나 직업훈련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 

④기업 외부의 별도 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산업연수생 등.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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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 병역법에 따라 군인 또는 공익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둘

째, 재소자에 대한 보험료는 당사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소재하

는 지역의 관할 주정부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야 한다. 셋째, 상병급

여나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개인과 해당 사회보험기관

(질병보험 또는 재해보험)이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

다. 넷째, �수발시간에 관한 법률(Pflegezeitgesetz)�에 근거하여 장기

요양대상자를 주당 최소한 14시간 이상 수발하여야 하는 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을 위한 보험료는 장기요양금고 또는 민간보험에서 보

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고용촉진제도의 임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은 ①주당 14시간 이상 수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 그리고 ②자영업자나 또는 유럽연합 이외

의 국가들 가운데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근로활동에 종

사하고 있는 사람이 경우 평균소득의 100% 수준에서 결정된다.

고용촉진제도의 보험료는 법으로 정해진 소득상한선 이내의 총임

금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부과되며, 보험요율은 2011년 현재 3.0%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여야 한다. 소득상한선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최고수준의 보험료는 월 82.50 유로가 된다.

2. 공제기금

고용촉진제도의 일반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 목적의 급여들은 

별도의 공제기금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먼저 건설업 부문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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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여(Wintergeld)는 해당 부문의 사업주들이 별도로 공제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게 된다. 다음으로 계절적 조업단축급여 이외에 추

가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보충급여의 경우 건설업 부문은 물론 조업

의 상황이 계절적 요인에 의해 변동이 심한 부문의 사업주들이 함

께 기금을 조성하여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파산보상급여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으로서 종전의 경우 재해보험제도의 직업금고에

서 각자 회원기업으로 소속된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분담금(Umlage)

을 징수해 왔으나, 2009년 이후부터 이러한 분담금은 총액사회보험

료(Gesamtsozialversicherungsbeitrag)에 포함시켜 질병금고에서 일괄

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

3. 연방정부 보조금

고용촉진제도는 경기변동으로 인한 보험료의 수시적 변동을 억제

하고 동시에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규

모의 완충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이외에도 고용촉진

제도는 보험료의 인하조치에 따른 재정적 결손부분을 보충하기 위

하여 연방정부로부터 일정한 재정보조를 받고 있다. 아래의 <표 

2-1-4>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고용촉진제도 재정수입 317억 유로 

가운데 국가부담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명시적인 정부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만약 

고용촉진제도가 경기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인 수지불균형의 문제를 

겪게 될 경우 연방정부는 융자 또는 특별보조금의 형태로 재정안정

을 지원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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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고용촉진제도 재정수입의 부담주체별 현황(2009)

단위: 백만 유로, %

총계
보험료 수입

정부보조금 기타 수입
근로자 사용자 국가

31,676

(100.0)

11,198

(35.4)

11,828

(37.3)

183

(0.5)

7,780

(24.6)

686

(2.2)

자료: BMAS (2011), Sozialbudget 2010.

❘제5절❘ 행정관리

사회법전 제3권에 수록된 고용촉진제도의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

한 행정주체로서 연방고용에이전시가 있다. 이러한 연방고용에이전

시는 독일 뉘른베르크(Nürnberg)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총 10개의 지역본부와 총 176개소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연방고용에이전시의 최고운영기구로서 중앙본부의 경우 운영위

원회(Vorstand)를 두고 있으며, 이는 1인의 이사장 그리고 2인의 위

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연방정부의 제청

에 따라 연방대통령이 각 5년의 임기로 임명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지역본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Geschäftsführung)가 고위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역시 1인의 의장과 2인의 위원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중앙본부의 

운영위원회에서 임명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무소의 행정

관리기구는 지역본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고용에이전시의 자치운영기구는 독립적 조직으로서 행정위

원회(Verwaltungsrat) 그리고 행정전문위원회(Verwaltungsausschü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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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21인의 위원과 15인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치운영기구는 중앙본부에 있으며, 주된 임무는 연방

고용에이전시의 행정에 대한 감독,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한 진단 및 

전망 그리고 정책방안이나 수단의 동원 등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별 위원들은 노․사․정 대표의 동수로 

충원이 되며, 임기 6년의 명예직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연방고용에이전시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권은 연방노동사회부가 

가지게 된다. 이 경우 감독권의 행사는 법률 사항의 준수여부

(Rechtsaufsicht)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연방고용에

이전시는 정책적 의사결정, 사업영역별 우선순위의 선택 그리고 행

정기구의 운영 등 제반의 영역에 걸쳐 상당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제6절❘ 시사점

독일의 노동시장 환경은 하르츠 법률들이 본격적으로 발효된 

2005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표 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5년까

지 기간동안 실업자의 규모나 실업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구동서독지역을 통틀어 실업자는 무려 486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

에 따라 같은 해 실업률의 경우 구서독지역 11.0% 그리고 구동독지

역 20.6%로 매우 심각한 고도실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하르츠 개혁법률이 점차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 

2006년부터 국내 노동시장의 상황은 꾸준히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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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독일의 실업자 규모와 실업률의 추이(2000~2010)

단위: 천명, %

연도

실업자 규모 실업률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Ⅰ Ⅱ Ⅰ Ⅱ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529

3,246

3,007

2,486

2,145

2,320

2,232

1,359

1,617

1,480

1,291

1,123

1,103

1,013

8.7

11.0

10.2

8.4

7.2

7.8

7.4

7.8

9.9

9.1

7.5

6.4

6.9

6.6

18.8

20.6

19.2

16.8

14.7

14.5

13.4

17.4

18.8

17.3

15.1

13.1

13.0

12.0

주: 1) Ⅰ은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실업률을 의미함

   2) Ⅱ는 임금근로 또는 자영업의 구분이 없이 근로활동을 원하는 사람들 중 실업률을 

의미함.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2011),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중 Sozialleistung에서 인용한 

것임.

마침내 2010년의 경우 실업자의 수는 지역별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약 325만 명으로 앞서 2005년의 경우보다 무려 162만 명이나 감소

하게 되는 기록적 성과를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실업률 또한 모든 

취업인구(Ⅱ에 해당)를 통틀어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 각각 6.6%

와 12.0%로 독일 노동시장의 환경이 상당수준 안정화되어 가고 있

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의 노동시장정책 개혁방안과 그 성과가 우리나라에 줄 수 있

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고

용촉진제도는 종전 단순히 ‘실업으로 인한 상실소득을 보장해 주는 

실업보험제도(unemployment subsidizing system: unemployment in-

surance)’ 중심의 정책을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고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employment subsidizing system: employment support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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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ance)'로서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

장정책의 목표 또한 종전과 같은 실업률의 억제나 실업자의 보호가 

아니라, 적극적인 취업지원과 이를 통한 고용률의 인상으로 전략적 

방향의 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소위 활성화 정

책의 일환으로서 첫째, 고용촉진제도는 개인들이 지역․직종․직업 

전반에 걸쳐 이동성의 능력과 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들을 강구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에 따라 개별화되고 차

별화된 근로형태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촉진제

도는 개인별 상황이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바우

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제도 또는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

성과 효과성을 목표로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경쟁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고용촉진제

도 본연의 목적 사업에서 벗어나는 성격의 사업들, 대표적으로 가족

정책이나 모성보호사업의 재원은 보험료가 아닌 국가의 일반재정에

서 충당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다섯째, 일반국민들에게 있어서 근

로를 통한 임금소득은 중요한 생존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실업문제

에 대처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편적

인 실업자 기초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러

한 기초소득보장제도는 기존의 사회부조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던 사업프로그램들을 함께 포함시킴

으로서 제도적 중복성의 문제와 그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를 극복

하고자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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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금제도

❘제1절❘ 연금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징

독일에 있어서 연금제도는 중세시대 직역 단위로 운영되었던 노

령금고(Alterskasse)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연금제도로는 1854년 �프로이센 광산

법(Preußisches Knappschaftsgesetz)�에 의거한 광업공제금고가 있으

며, 원칙적으로 16세~50세 사이의 건강한 광부들이 의무적으로 가

입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독일제국의 초대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

는 당시 노동계층의 집단적 반발을 무마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사회보험에 관한 황제의 칙령�에 의거하여 1889

년 �폐질과 노령보험에 관한 법률(Gesetz betreffend die Invaliditäts- 

und Altersversicherung)�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최초의 노동자연금제도는 만 16세 이

상의 노동자와 연간소득이 2,000 Mark 이내의 사무직 근로자를 의

무가입대상으로 하고, 소사업주와 가내공업경영자에게는 임의가입

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광산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노동자연금제도 이외에 광산공제금고에도 이중가입이 허용되었다. 

노령연금은 최소한 1,200주 이상의 보험가입경력을 가진 가입자들

에게 70세부터 지급되었으며, 급여는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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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정되었다. 그리고 장애연금은 최소한 200주 이상의 보험가입

경력을 소지하고 근로능력이 2/3 이상 손상된 폐질근로자를 대상으

로 제공되었다. 하지만 최초의 노동자연금제도는 유족을 위한 급여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제도적 공백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노동자연

금제도의 재원은 대부분 보험료로 충당되었으며 노사가 절반씩 부

담하였다. 보험료는 소득등급(4등급)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었으

며 소득등급 간 보험료율은 최저 1.3%, 최고 2.7%이내에서 책정되

었다. 국가는 모든 연금에 대하여 보조금의 형태로 1인당 연간 50 

Mark씩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가입자의 군복무 

기간 중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었다. 보험료의 징수는 스탬프방식

(Beitragsmarken- verfahren)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정운영은 적립방식

에 기초하여 관리되었다. 제도의 관리운영주체는 전국적으로 총 31

개의 보험공단이 담당하였으며, 각자는 자치운영의 원리에 입각하

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제도의 적용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

어 1908년에는 전체인구의 대략 1/4인 1,500만명이 노동자연금제도

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괄목할 만한 수준의 적용 확대는 1911년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보험법 (Versicherungsgesetz für Angestellte)�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 법률의 적용대상은 연간 근로소득이 5,000 

Mark 미만의 근로자로만 제한을 하고, 소득상한선 이상의 고소득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제도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 연소득이 

2,000 Mark 미만의 저임금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무직근로자

연금제도와 노동자연금제도에 이중 가입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노

동자연금제도의 경우와는 달리 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에서는 노령, 

장해 그리고 가입자의 사망에 대한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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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에 있어서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65세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노동자연금제도와는 달리 사무직근로자연금제

도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가 없었으며, 보험료와 급여수준이 상대적

으로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

의 도입으로 비로소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을 위한 공적 노후소득보

장체계가 확립될 수 있게 되었다.

1923년에는 �제국광산업법(Reichsgesetzliche Regelung des 

Knappschaftsrechts)�이 제정되어, 종래 지역별로 분리운영되어 오던 

광산노동자 공제금고들을 통합한 단일체제의 ｢광산종사자연금제도｣

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노동자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 연금제도와 

함께 광산종사자연금제도의 도입으로 마침내 전체 민간부문 피용자

가 공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26년 법

의 개정으로 노사간 보험료부담에 차등을 두게 되어 가입자는 총보

험료의 3/5, 그리고 사용자는 2/5를 각각 부담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민간부문 종사자를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도입 훨씬 

이전부터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제도는 

다른 공적연금제도와 달리 각종 사회적 위험(노령, 장애, 사망, 질병,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장이 하나의 제도적 틀 내에서 이루어져 왔

다. 급여수준은 다른 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또 대상자의 보험

료 납부 없이 전적으로 조세재정에 의해 충당되었다. 이와 같은 공

무원에 대한 특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시키고 또 우수한 

인력을 공공부문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에도 상당부분 그대로 적용되어 오고 있다. 

1938년에는 �수공업자 노후소득보장법(Gesetz über die Alterssicherung 

der Handwerker)�이 제정되어, 최초로 자영자집단의 일부가 공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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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도의 의무가입대상으로 되어 전국민연금시대의 기틀을 마련하

였다. 수공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업무는 초기에는 사무직근로자

연금제도에서 관리해 왔으나, 1962년부터는 노동자연금제도로 관리

운영주체가 이관되었다.

전후 독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힘입어 1957년에는 �농업경영

자 노령부조법(Gesetz über eine Altershilfe für Landwirte)�에 의거하

여 독립적인 농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민에게도 

노후소득보장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법 제정 초기에는 

농업자영자만이 당연가입대상이었으나, 점차적으로 농업종사자와 

그 가족까지도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1968년에는 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에서의 소득상한이 철폐되어 

이후부터는 그동안 가입이 제외되어져 왔던 고소득자도 제도에 당

연히 가입을 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1972년 연금법의 개정으로 전국민연금의 체

계가 구축되어 노후소득보장은 명실공히 시민의 권리중의 하나로 

정착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가내공업자와 연안어부 등의 

자영업자는 노동자연금제도에 당연가입이 되었으며, 가정교사, 보

모, 간병인, 조산원, 해양수로안내인 등은 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 그리고 강제가입이 법으로 별도 규정되어져 있지 않은 

영역에서 경제행위를 하는 자영자의 경우에는 본인 신청에 의한 당

연가입(Versicherungspflicht auf Antrag)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 

경우 수급권과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다른 피보험자와 같았다. 나아

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가정주부는 물론 독일에 거주하며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은 국적에 상관없이 16세부

터 임의가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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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예술가사회보험법(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의 

도입으로 자유예술가와 작가들은 공적연금제도의 의무가입대상자

로 분류되어 사무직 근로자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 이외에

도 과거 직업별 사회연대의 전통에 입각하여 의사, 변호사, 약사 등 

특수직종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다수의 직종별․지역별 공

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이 실현됨에 따라 과거 분단시절 서

로 상이한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어 왔던 동서독 연금제도의 통합

방안이 중대한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동독

주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서독의 공적연금제도를 동독지역에 

단계적으로 이식하였다. 동독지역 공적연금제도의 전환에 있어서 

우선적 목표는 먼저 서독지역의 공적연금체계와 제도적 일치 그리

고 서독의 수준에 상응하는 급여의 재조정(인상)을 실현하고, 다음

으로 추가적으로 연금의 소득 및 보험료 연계성에 따라 동독지역 

연금수급자 개인별로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연금제도는 산업별․직종별․

직역별․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험료의 

수준 및 보장의 범위 또한 제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

라서 행정적 효율성과 복지혜택의 공평성을 위해 제도의 통합에 대

한 논의가 수차례 대두되고 있으나, 오랜 분리주의의 전통과 자치주

의에 대한 신념으로 인해 제대로 실현을 이루지 못해 왔다. 하지만 

2005년 �국민연금 조직체계의 개혁에 관한 법률(Gesetz zur 

Organisationsreform in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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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종전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무직근로자연금제

도, 노동자연금제도 그리고 광산종사자연금제도가 단일의 국민연금

제도로 통합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현재 전

체 생산인구 약 5,110만 명 가운데 68.7%인 약 3,513만 명이 국민연

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무원, 농업경영자 그리고 특수

직종 자영자를 위한 공제조합제도의 가입자를 감안하면 실제 공적

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전체 생산인구의 93% 가량이 되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제2절❘ 독일의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

대다수 복지선진국의 경우에서처럼 전체 사회복지지출 가운데 노

령 및 부양자의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지출비

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 2-2-1]에서는 2009년 현재 전

체 사회복지 지출총액 7,606억 유로(같은 해 GDP의 30.4%)에 대한 

제도별 지출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기간 동안 공적

연금보험이 전체의 31.9%(2,927억 유로)로 가장 높은 지출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질병보험 24.1%(2,947억 유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추가노령 7.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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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독일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제도별 비중(2009)

자료: BMAS (2011), Sozialbudget 2010.

일반적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은 ‘3층보장의 원리(Dreisäulenprinzip)

에 따라 1층의 공적연금제도, 2층의 기업연금제도 그리고 3층의 개

인보험이나 저축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그림 2-2-2]는 이러한 관점

에서 독일의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노후소득원의 구성은 국민연금, 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저축 및 보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공무원연금이나 

특수직종 자영자 공제조합들의 경우 보장의 수준이 국민연금과 기

업연금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는 소위 이중적 기능(Bi-funktionalität)

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농민연금제도의 경우 자영농민과 그 배우자

가 당연가입대상이 되며, 급여수준은 농촌지역의 특수성(일례로 자

연소득)을 감안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경우와는 달리 기초생계보장의 

수준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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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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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독일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제도들을 지출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그림 2-2-3]과 같다. 이에 따르면 국민

연금이 전체 노후소득보장지출의 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무원연금 11%, 기업연금 6%, 농민연금과 특수

직종 자영자 공제조합 각각 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노후소득의 구성원 가운데 기업연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독일의 경우 ①국민연금제도의 보장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②기업연금의 경우 법률에 의한 강제성이 없

이 기업 임의로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독일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고, 대신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장려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제공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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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노후소득보장제도별 지출총액의 비율

  1) 개별제도의 지출총액을 전체 노후소득보장 지출총액으로 나눈 비율임.

자료: BMAS (2008) Alterssicherungsbericht

다음으로는 앞서 [그림 2-2-3]에서 살펴본 노후소득보장제도별 지

출총액을 다시 성별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2-2-1>에

서와 같이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제도별 지

출총액의 비중은 전체 독일의 경우 [그림 2-2-3]의 내용과 동일하나, 

지역별 또는 성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

로 먼저 구서독지역의 경우 전체 노후소득보장에서 국민연금이 차

지하는 비중이 72%로 나타나고 있으나, 구동독지역의 경우 그 비중

이 무려 98%를 차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서독지역 국민들의 

경우 오랜 기간동안 노후대비를 위해 노력을 해왔던 반면에, 구동독

지역 국민들의 경우 통일 이후 비로소 새로운 자본주의체제에 편입

되어 기업연금 또는 민간연금 등과 같은 자율적인 노후대비가 상대

적으로 미비하였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성별 격차는 지역별 격차의 경우에 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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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노후소득보장제도별 지출총액의 성별․지역별 현황
단위: %

전체독일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국민연금 77% 72% 83% 72% 67% 79% 98% 98% 99%

기업연금 6% 8% 3% 7% 10% 3% 0% 0% 0%

공공부문 종사자 

추가연금
3% 3% 3% 3% 3% 4% 0% 1% 0%

공무원연금 13% 15% 9% 15% 18% 12% 1% 1% 0%

농민연금 1% 1% 1% 2% 1% 2% 0% 0% 0%

자영자공제기금 1% 1% 0% 1% 1% 0% 0% 0% 0%

자료: BMAS (2008) Alterssicherungsbericht

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문제는 구서독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전체 노후소득보장에

서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비중이 남성 67% 그리고 여성 79%로 

1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구동독지역의 경우 

그 비중은 남성 98%와 여성 99%로 성별 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

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3절❘ 독일 공적연금제도의 구성체계와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제도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가입, 보험

료의 납부 등에 있어서 의무규정을 적용받는 제도로서, 국가가 재정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 운영되는 연금제도를 의미한다. 독일

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성격의 공적연금제도로는 국민연금제도, 공무

원연금제도, 농민연금제도, 예술가사회보험제도 그리고 특수직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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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공제제도 등이 있다. 연방노동사회부의 발표자료(2011)에 의하

면 2009년 현재 전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총재정지출 가운데 국민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

로 공무원연금 13%, 기업연금 6%, 공공부문 종사자 추가보험 3%, 

농민연금 1%, 특수직종 자영자 공제조합 1%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공적연금제도들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

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연금제도

가.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국민연금제도(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는 종전의 사무직근

로자연금제도, 노동자연금제도 그리고 광산종사자연금제도를 2005

년 행정적 통합조치에 따라 탄생한 제도로서, 독일 전체 생산인구의 

70% 가량이 가입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적연금제도이다.20) 이

러한 국민연금제도는 한편으로 가입자의 노령 또는 장애로 인한 소

득의 단절 문제에 대처한 소득대체적 기능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입자의 사망 시 가족부양의 기능을 각각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이외에도 국민연금제도는 연금수급자의 의료보

험료 지원 그리고 장애 예방 또는 재활을 위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

20) 국민연금제도는 기능적 특성에 따라 다시 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와 노동자연금제도

를 통합한 일반연금보험제도(allgemeine Rentenversicherung) 그리고 광산연금보험제

도(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로 구분된다. 여기서 후자인 광산연금보험제

도는 일반연금보험의 기능 이외에도 추가보험의 기능을 통합한 이중적 기능

(Bifunktionalität)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이는 광산업 종사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광산연금보험제도의 급여수준과 보험료 수

준은 일반연금보험의 경우에 비해 1/3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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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획기적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로는 

1957년의 ｢연금대개혁(grosse Rentenreform)｣을 언급해 볼 수 있다. 

관련 개혁조치에 따라 매년도 임금의 변화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연금이 재조정되는 동태적 연금제도(das dynamische Rentensystem)

의 도입과 함께 단계적으로 종전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재

정관리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본운영원칙

의 전환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의 배분과정에서 경제활동계층은 물론 연금수급자들도 함께 참

여할 수 있게 되어 급여수준이 신속하고 대폭적으로 인상될 수 있

게 되었다. 참고로 1957년 이래 49차례의 연금재조정에 따라 평균

연금액은 명목적으로 약 10배 그리고 물가, 제세, 사회보험료를 공

제한 실질적 평균연금액은 1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러한 정책적 성과에 힘입어 오늘날 독일에 있어서 노인빈곤문제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일례로 연방통계

청(2011)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

은 2.4%로, 전체 1,670만 노인 가운데 실제 빈곤노인은 40만명 가량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적용대상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는 능동적 가입자(aktiv Versicherte)와 수

동적 가입자(passiv Versicherte)로 구분이 된다. 여기서 먼저 능동적 

가입자는 조사년도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보험료의 납부 없이 가입이 인정되는 의제가입(Anrechnungs- 

zeiten) 대상자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수동적 가입자는 다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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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국민연금제도 가입자의 구성(2007, 2008, 2009)

단위: 천명

연도 총가입자
능동적 

가입자

수동적 

가입자당연

가입자

임의

가입자

경미한 

근로자

의제

가입자

경과적 

가입자

잠재적 

가입자

전체

독일

2007

2008

2009

52,135

52,224

52,205

34,988

35,009

35,127

31,491

31,631

31,789

388

366

343

5,038

5,065

5,181

268

206

205

17,147

17,214

17,078

14,191

14,289

14,337

2,956

2,925

2,742

구서독

2007

2008

2009

43,815

43,942

43,987

28,447

28,525

28,670

25,321

25,480

25,650

329

310

290

4,518

4,560

4,665

184

141

146

15,367

15,418

15,317

12,877

12,940

12,979

2,490

2,477

2,337

구동독

2007

2008

2009

8,321

8,281

8,218

6,541

6,485

6,457

6,170

6,151

6,139

59

56

53

521

505

516

84

65

59

1,780

1,797

1,761

1,314

1,349

1,357

466

448

404

자료: BMAS, Rentenversicherungsbericht: 2010, 2011.

과적 가입자(Übergangsfälle)와 잠재적 가입자(latent Versicherte)로 

구분된다. 이 경우 전자는 조사년도에 능동적 가입자로서의 자격요

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조사 당일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 그

리고 후자는 조사년도와 조사 당일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

으나 과거에 가입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각각 의미한다. 아래의 

<표 2-2-2>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전체 국민연금가입자의 규모는 

5,214만명으로, 이중 당해연도 실제 가입자인 능동적 가입자는 

3,513만명으로 전체의 67.3% 그리고 수동적 가입자는 1,708만명으

로 32.7%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입종별 구성분포는 지

역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구서독 지역의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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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국민연금가입자 4,399만명 가운데 능동적 가입자의 비율은 

65.2%에 불과한 반면, 구동독 지역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가입자 

822만명 가운데 능동적 가입자의 비중은 무려 78.6%에 달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구동독지역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구서독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점, 산업구조의 상대적 단순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 비율 등에 기인을 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제도 적용의 종류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

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당연적용, 신청에 의한 당연적용, 적용제

외, 추후적용 그리고 임의적용 등이 있다.

1) 당연적용(Versicherungspflicht)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그리고 임금이 없는 견습생들은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가입의무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국민

연금제도의 소득상한선(Beitragsbemessungsgrenze)은 지역별․직역

별로 구분하여 2011년 현재 일반연금보험제도의 경우 구서독지역 

5,500유로/월, 구동독지역 4,800유로/월 그리고 광산연금보험제도의 

경우 구서독지역 6,750유로/월, 구동독지역 5,900유로/월로 각각 책

정되어 있으며, 이는 매년 평균임금의 상승률을 반영하여 재조정하

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상한선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에 대해

서는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작업장의 장애근로자, 

종교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당연가입이 적용된다. 이 이외에

도 법률에 의해 당연가입의 의무가 적용되는 자영업자로는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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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또는 유치원 교사, 수로원, 조산원 등이 있으며 이들은 2008년 

현재 약 26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종사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 유사자영업자(Arbeitsnehmerähnliche 

Selbständige)에 대해서도 당연가입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어야 하며, 

②동 사업을 통하여 월 400유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③간적으로나 금액적 측면에서 원청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종속되

어 있어야만 하는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전체 사업금액 가운데 5/6 

이상이 원청사업주로부터 발생하여야만 한다.

나아가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실제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가입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첫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3년간의 의무가입기간이 주

어지며, 이 경우 보험료는 전액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게 된

다. 만약 당사자가 휴직기간 동안 별도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될 

경우 육아크레딧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가입소득을 결정하게 된

다. 둘째, 병역의무 또는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당

연가입이 적용된다. 셋째, 상병급여, 실업급여 또는 조기퇴직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기간동안 당연가입이 인정

된다. 넷째, 가정에서 주당 최소 14시간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을 

수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기간 동안 당연가입을 인정해 

주고 있다.

2) 신청에 의한 당연적용(Versicherungspflicht auf Antrag)

국민연금법의 당연적용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자영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종을 불문하고 본인이 신청할 경우 당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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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자영자와 동

일하게 보험료의 납부의무와 급여의 수급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당

연적용의 가입신청은 사업의 개시 이후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

며, 최초 가입기간은 해당기간 이내에서 본인이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임의가입자의 경우와는 달리 당연가입을 신청

한 자영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입계약의 임의해지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중단 또는 연금수급연령의 도달 등과 같은 요

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탈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인의 신청에 의

한 당연적용은 제3세계 개발원조자 그리고 한시적 기간동안 독일 

이외의 국가에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적용제외(Versicherungsfreiheit)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연금제도에 가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서는 국민연금의 당연적용에서 제외가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들로는 공무원, 군인 또는 성직자 등이 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이미 확보한 사람들이나 정황상 국

민연금의 수급권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고령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

경미한 근로(geringfügig Beschäftigung)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자

영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의 당연적용이 제외된다. 이 경우 경미한 

근로의 조건은 ①전적으로 해당 업무에만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 ② 소득이 400유로 이하이거나, ③근로기간이 연중 2개월 또는 

5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

에 경미한 근로를 수행하여 총소득이 400유로를 초과하거나, 주된 

일자리 이외에 별도로 경미한 근로를 할 경우 당연적용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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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이 경우 보험료는 각각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2009년 말 현재 총 730만명이 경미한 근로를 등록하

였으며, 이중 약 240만명이 다중적인 경미한 근로로 인하여 국민연

금의 당연적용을 받게 되었다.

4) 추후적용(Nachversicherung)

공무원, 농민 또는 성직자 등이 소속 직역의 공적연금제도로부터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국민연금제도

에서 해당기간에 대한 추후적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그동안

의 추납보험료는 국가, 해당 공적연금제도 또는 공제기금에서 부담

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입소득은 해당기간 동안 개인이 

수령하였던 월급여로서 매년도 소득상한선까지 인정받게 된다.

5) 임의적용(Freiwillige Versicherung)

모든 공적연금제도로부터 적용제외가 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독일

인이거나 독일에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16세 이후부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에 상시적인 거주지를 두고 있는 독일인으로서 거

주지 국가의 공적연금제도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

의 임의가입이 허용된다. 2008년 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규

모는 총 37만명 가량에 달하고 있다.

다. 국민연금의 급여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의 노령, 장애 그리고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단절의 문제에 대처하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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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유족연금과 같은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국민

연금제도는 장애인의 재활사업, 수급자의 의료보험료 및 아동양육

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급여의 산

정공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 연금급여의 지급 현

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국민연금 급여산식

국민연금제도의 연금급여는 1992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은 급여산식을 토대로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급여산식을 구

성하고 있는 개별 요소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연금급여 월액 = 개인별 소득점수 × 연금종별 변수 × 실질연금가치

가) 개인별 소득점수

개인별 소득점수(persönliche Entgeltpunkte)는 다시 소득점수와 연

금수급 시점의 연령변수를 곱하여 구한 값이 된다.

① 소득점수

소득점수(Entgeltpunkte)는 개인별로 제도의 가입기간 그리고 그 

기간동안의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변수이다. 달리 표현하면 소득점

수는 개인이 가입기간 동안 확보한 연금가입경력을 점수로 환산한 

수치로서, 이를 토대로 하여 가입자 개인별로 연금급여의 차이가 결

정이 된다. 개인의 총소득점수는 국민연금제도의 가입기간 동안 매

년도 자신의 소득을 당해연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나누어 계

산된 값을 합산한 수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점수는 연금가입기간 그리고 그 기간동안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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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비례하게 된다. 개인의 연금가입기간은 보험료의 납부를 통

해 확보하게 되는 가입기간 이외에도 보험료 납부의 면제가 인정되

는 가입기간으로 구성되므로, 후자의 경우 인정소득의 수준과 그에 

따른 소득점수의 결정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연금

가입기간은 크게 보험가입기간, 보험료 면제기간 그리고 고려기간

으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다.

먼저 보험가입기간(Beitragszeiten)은 당연가입 또는 임의가입의 

형태로 개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통하여 확보하게 되는 연금가입기

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이외에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

되는 일부의 행위(일례로 육아활동, 노인이나 장애인의 수발, 군복

무 등)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보험료 면제기간(beitragsfreie Zeiten)은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연금가입이 인정되는 의제가입 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특

정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가입경력의 공백과 그에 따른 연

금급여 산정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

험료 면제기간은 다시 그 종류별로 산입기간, 가산기간 그리고 대체

기간으로 구분이 된다. 이러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면 첫

째, 산입기간(Anrechnungszeiten)은 질병, 출산, 실업, 학업 등의 사유

로 보험료의 납부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그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가산기간(Zurechnungszeiten)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활용되는 일종의 가상

적 연금가입기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제도의 가입 도중 장애나 사망의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사고발

생 이후 60세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기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

를 종전의 연금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연금급여의 계산이 이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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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가산기간은 연령별 구분에 따라 55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완전한 가입기간(매 1세에 대하여 1년의 가입기간) 그리고 56세부

터 60세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1/3의 가입기간(매 1세마다 4개월

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셋째, 대체기간(Ersatzzeiten)은 전쟁으로 

인한 연금가입경력의 공백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

다. 구체적으로 2차 세계대전 중의 군복무기간, 전쟁 이후의 지뢰제

거 작업기간, 포로수용 기간, 독일인 난민으로서 본국으로의 귀환이 

지연된 기간, 나치의 박해로 인한 수용기간 그리고 구동독의 정치범

으로서 수용기간 등이 대체기간으로 인정이 된다. 이러한 대체기간

의 수혜계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기간(Berücksichtigungszeiten)은 1992년 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육아활동이나 수발활동의 책

임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육아활동의 경우 

고려기간은 아동의 출산 이후 10년 동안 주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수발활동의 경우 1992년 이후 1995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비영

리적 목적의 재가수발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고려기간

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1995년 4월 1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

입 이후 수발활동으로 인한 가입경력의 공백은 보험가입기간으로 

대체되었다.

고려기간은 개인별로 연금급여의 산정과 수급권의 확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 고려기간은 장애연금의 

수급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장

애연금은 장애발생 이전 5년의 기간동안 최소한 3년 이상 보험료의 

납부를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고려기간은 5년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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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에 상당하는 만큼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연

금의 수급자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둘째, 고

려기간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연금급여가 상향조정될 수 있

도록 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의 면제기간과 경감

기간에 적용되는 평균소득점수의 산정과정에서 고려기간은 일괄적

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75%의 수준(즉, 0.75의 소득점수)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이후부터 그 수준은 재차 

100%로 인상되었다. 셋째, 고려기간은 국민연금제도에서 제공하는 

각종 특례조항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② 연령변수

연령변수(Zugangsfaktor)는 개인이 노령연금을 최초로 수급할 당

시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변수이다. 

이러한 변수는 개인별로 노령연금 수급시점의 선택에 있어서 경제

적 이익이나 손실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급여수

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유

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연령변수는 정

규노령연금의 수급연령(65세)을 기준으로 조기수급의 경우 매 1년

에 대하여 3.6%의 감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반면 수급시점의 연

장 시 매 1년 당 6%의 가산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연금종별 변수

연금종별 변수(Rentenartfaktor)는 연금급여의 종류별로 목표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적 변수이다.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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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연금의 종류별로 국가가 목표로 하는 보장수준을 차등화하

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세부적인 연금종별 변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노령연금: 1.0 - 부분적 장애연금: 0.6667

- 완전한 장애연금: 1.0 - 양육연금: 1.0

- 소배우자 유족연금: 0.25 - 대배우자 유족연금: 0.55

- 편친사망 아동유족연금: 0.1 - 양친사망 아동유족연금: 0.2

다) 실질연금가치

실질연금가치(aktueller Rentenwert)는 급여의 산정과정에서 전체 

가입계층의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이를 토대로 하여 개인

별로 연금급여의 실제금액이 결정된다. 그리고 전체 연금수급계층

의 연금급여는 매년도 실질연금가치의 변화율에 따라 재조정되고 

있다.

실질연금가치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즉, 1.0의 소득점수)을 기

준으로 1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주어지는 연금급여월액

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질연금가치는 매년 7월 1일 평균소득의 상승

률에 연계하여 재조정된다.

2) 연금급여의 조정

1957년 연금 대개혁의 과정에서 도입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

로서 소위 동태적 연금제도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연금수급자들의 

연금급여를 매년도 임금상승율(wage-index)에 연계하여 자동적으로 

재조정해 줌으로써 개인의 생활수준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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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연금급여의 조정은 매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변화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2001년 연금법의 개정 이후 

연금급여의 조정방식은 기존의 평균소득 상승률 이외에 별도로 개

인이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그리고 인

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비 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정 추가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비용 그리고 국

민연금 보험료의 변동추이를 반영하여 급여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법정 추가노후소득보장은 2001년 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보험료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단

계적으로 1%에서 4%로 상향조정되어 왔다. 연금급여의 조정은 구

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AR : 실질연금가치, BE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RVB : 국민연금보험요율, AVA : 추가소득보장 보험요율 )

2004년의 연금개혁에 따라 연금급여의 조정방식에 있어서 부분적

인 수정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금급여의 조정은 기

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별도로 ‘지속성변수

(Nachhaltigkeitsfaktor)’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

기서 지속성변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도 ‘연금수급자비

율(Rentnerquotient)’의 변화율에 대한 역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

고 연금수급자비율은 전체 국민연금수급자의 수를 전체 국민연금가

입자의 수로 나눈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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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의 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수들 가운데 하

나로서 연금수급자비율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상황의 변화에 동

시에 작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인구의 고령화

가 진행될 경우 연금수급자비율은 매년 상승하게 되고, 그 반대로 

지속성변수는 감소하는 속성을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매년도 연금

급여의 조정율은 예전의 방식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될 수 있

다. 다음으로 연금수급자비율은 매년도 노동시장의 상황에 의해 영

향을 받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각종의 고용정책을 통

하여 취업자의 규모가 늘어나게 될 경우 연금수급자비율은 하락하

게 되고, 이에 따라 지속성변수는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지속성변

수의 인상은 연금급여 조정과정에서 연금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

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지속성변수는 단순히 인구구

조의 노령화라는 독립적인 외생변수일 뿐만 아니라, 노인 또는 여성 

노동력의 활용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방

향으로 조정이 가능한 변수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3) 연금급여의 종류별 지급 현황

국민연금제도의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으로 

구분된다. 아래의 <표 2-2-3>에서 보면 2010년 현재 연금수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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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국민연금 총수급자
1)
의 종별 구성과 평균연금급여

2)
의 현황 

(2008, 2009, 2010)

단위: 천명, 유로

연도

국민연금 총수급자 수 평균연금급여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유족

연금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유족

연금합계

노령연금

합계

노령연금

계
조기

노령
계

조기

노령

전체 독일

2008

2009

2010

18,905

19,033

19,138

17,323

17,459

17,568

555

537

554

5,788

5,768

5,751

722.10

739.63

737.99

724.46

742.60

741.54

940.26

946.23

921.63

500.09

511.67

510.26

서독지역

2008

2009

2010

14,926

15,054

15,159

13,748

13,879

13,981

439

431

447

4,628

4,616

4,605

699.27

715.09

713.63

698.11

714.51

713.75

968.39

971.99

947.54

499.48

509.58

507.63

동독지역

2008

2009

2010

3,978

3,979

3,979

3,574

3,580

3,587

116

106

106

1,159

1,152

1,146

807.73

832.50

830.80

825.80

851.48

849.84

833.66

841.56

812.58

502.53

520.02

520.84

주: 1) 전체 연금수급자를 중복조정 없이 매 건별로 합산하여 계산한 규모임.

2) 의료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임.

자료: BMAS, Rentenversicherungsbericht: 2010, 2011

총 2,489만 명으로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의 수급자 약 1,914명 그리

고 파생적 수급권인 유족연금의 수급자는 약 575만 명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리고 평균연금액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경우 738유

로 그리고 유족연금 510유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다시 지

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연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구동독지

역의 급여수준이 구서독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

다. 다만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구서독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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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유로로 구동독지역의 813유로에 비해 135유로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구서독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근로자들이 조기노령연

금을 신청하고 있는 반면에, 구동독지역의 경우 고용상태가 불안정

한 저임금근로자들이 주로 조기퇴직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개인의 총

연금이 일정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연금의 병급

이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한선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에 대

해서도 일정한 비율의 감액조정이 적용되어 연금급여의 중복수급자

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아래의 <표 2-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현재 전체 국민연금 순수급자 총 2,032만 명 가운데 중복수

급자는 403만 명으로 19.7%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중복수급자

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의 약 89%가 여성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도 ①남성의 경우 대다수

가 병급조정이 적용되는 상한선을 초과하여 파생적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거나, ②평균수명의 성별 격차로 인해 파생적 수

급권은 주로 여성노인에게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중복수급자의 평균연금급여는 단일 연금

수급자에 비해 절반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

로 볼 때 구동독지역이 구서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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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국민연금 순수급자
1)
의 종별 구성과 평균연금급여

2)
의 현황 

(2008, 2009, 2010)

단위: 천명, 유로

연금의 종류
연금수급자 수 평균연금급여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전체독일

단일 연금수급자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연금의 중복수급자

연금수급자 전체

16,324

1,512

13,401

1,411

3,993

20,317

16,397

1,507

13,513

1,378

4,015

20,412

16,460

1,505

13,603

1,353

4,032

20,492

746.19

698.49

784.08

437.38

1,078.2

1

811.44

763.05

708.81

801.88

441.55

1,110.3

1

831.35

760.20

700.05

799.04

436.60

1,113.1

8

829.65

서독지역

단일 연금수급자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연금의 중복수급자

연금수급자 전체

13,152

1,128

10,763

1,261

3,037

16,189

13,231

1,127

10,872

1,231

3,056

16,287

13,296

1,131

10,957

1,207

3,072

16,368

727.58

716.13

762.28

441.71

1,030.0

8

784.33

742.96

724.95

778.51

445.57

1,058.5

2

802.17

740.47

714.86

776.18

440.29

1,060.9

3

800.61

동독지역

단일 연금수급자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연금의 중복수급자

연금수급자 전체

3,172

384

2,638

149

956

4,128

3,166

380

2,640

146

959

4,125

3,165

374

2,645

145

960

4,125

823.37

646.69

873.02

400.88

1,231.1

0

917.80

847.01

660.90

898.12

407.62

1,275.4

2

946.57

843.11

655.25

893.70

405.96

1,280.3

5

944.89

주: 1) 2개 이상의 연금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1명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전체 수급

자의 규모임.

     2) 의료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임.

자료: BMAS, Rentenversicherungsbericht: 2010, 2011

노인인구의 경제적 상황은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소득원에 

의해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아래의 <표 2-2-5>는 ｢노령연금

보고서(Alterssicherungsbericht 2008)｣의 조사결과 가운데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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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의 소득원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2007년 현

재 부부 노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588유로, 남성노인 단독가구 

1,660유로 그리고 여성노인 단독가구 1,336유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국민연금 급여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먼저 부부 노인가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평균 62%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구

서독지역의 경우 53% 그리고 구동독지역의 경우 86%를 각각 기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성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그 비율은 전국 평

균 72%, 지역별로는 구서독지역 58% 그리고 구동독지역 93%로 나

타나고 있다. 끝으로 여성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국민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평균 77%, 지역별로는 구서독지역 

67% 그리고 구동독지역 95%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모든 형태의 

가구에 있어서 전체 노후소득 가운데 국민연금의 비중이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주된 이유로는 구동독지역 노인의 경우 구서

독지역의 경우와는 달리 사회주의 시절 별도로 기업연금이나 사적 

개인연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2-2-5>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소득원별 구성(2007)
단위: %

가구소득원
부부 노인가구 남성노인 단독가구 여성노인 단독가구

서독지역 동독지역 서독지역 동독지역 서독지역 동독지역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국민연금 급여

타공적연금 급여

사적연금

근로소득 및 기타

사회보장급여

53

23

14

10

0

86

24

8

1

0

58

21

12

8

1

93

1

3

3

0

67

20

7

4

1

95

1

2

1

0

자료: BMAS, Alterssicherungsbericht: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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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원조달 및 재정관리

1957년 연금대개혁에 따라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관리방식은 

종전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여기서 부과방식은 매년도 연금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당해연도 가

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서 원칙적으로 볼 때 별

도의 적립기금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에서

는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한 연금재정의 일시적 불안정 문제

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규모의 적립기금을 운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 정부는 이러한 적립기금의 규모를 Rürup위원회 

그리고 Herzog위원회 보고서의 건의를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적립기금의 성격 또한 단기적 차원의 

유동성 보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완충기금(Schwankungsreserve)’

에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보험요율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정책목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속성기금(Nachhaltigkeitsrücklage)’으로 전환이 

과 최고목표적립율을 정해두고, 이에 따라 지속성기금은 매년도 월

되었다. 그 일환으로서 2004년의 연금개혁에서는 최저목표적립율평

<표 2-2-6> 국민연금제도의 보험요율과 적립률의 연도별 변화추이(1970〜2011)

단위: %, 10억 DM, 10억 유로, %

년도 국민연금 보험요율 적립기금
1)

월기준 적립률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1

17.0

18.0

18.7

19.3

19.5

19.9

19.9

240

187

350

278

 17

179

184

8.10

2.10

2.60

1.00

0.11

1.07

1.08

주: 1) 2005년 이전의 자료는 DM 그리고 이후부터는 유로로 계산된 금액임

자료: BMAS, Übersicht über das Sozialrech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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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급여지출총액을 기준으로 각각 0.2배 그리고 1.5배 사이에 위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속성기금의 적립률은 2005년 이래 점

차 증가해 오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월평균 급여지출총액의 1.08

배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과 국가가 

일반재정에서 지원하는 조세 수입으로 충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

체 연금재정에서 개별 수입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

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소득

의 시기적 재분배 그리고 위험의 분산 등 순수 보험적 성격의 사업

은 보험료 수입으로 그리고 가입자 간 소득의 재분배 등 보험 이외

의 사업21)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세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원칙

이 지켜지고 있다(Schmähl 1984). 이러한 ‘사용목적에 상응하는 재

원조달의 원칙’은 공익적 사업을 국민연금제도가 대리 수행함으로

써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주도록 하여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과 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2007년 이래 19.9%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의 안정적 기반확보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

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연금개혁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연금보험료는 2020년까지 최고 20%의 

수준에서 억제하고, 이후부터 2030년까지 최고 22%를 초과할 수 없

21) 독일 공적연금은 전쟁포로 등 2차대전의 피해자에 대한 연금수급권 제공, 동구권 이

주민을 위한 재외국민연금법(Fremdrentengesetz) 그리고 군인, 실업자, 학생, 환자, 육

아휴직자 등에 대한 보험료 면제제도 등 다양한 소득재분배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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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둘째, 평균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수준(Rentenniveau)

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삭감하도록 하되, 가능한 한 67% 이하의 수

준으로 떨어질 수 없도록 한다.22) 셋째,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삭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이 적립방식의 사적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경우 별도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를 운영한다.

연금대개혁에 따라 독일정부는 1957년 당시 전체 연금지출액의 

31.8%를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의 보조금은 매년도 전체 가입자 평

균임금의 상승률에 연계하여 재조정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연금지출액의 상승률은 평균임금의 상승률을 상회하여 전체 연금재

정에 대한 국가 부담률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

다. 일례로 1990년의 경우 그 비율은 16.9%에 불과하고 있다<표 

2-2-7 참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여 독일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기존의 정부 보조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먼저 매년도 

보험요율이 상승하게 될 경우 이듬해의 정부 보조금이 증액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1999년부터 부가가치세 수입의 일정비율이 연금

재정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책적 차원에

서 새로이 신설된 급여 조항(일례로 육아기간의 연금가입 인정, 통

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급여의 증액 등)으로 인

해 발생하게 된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하도

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조치에 따라 2011년의 경우 전체 연

22) 급여수준은 제반의 조세와 사회보험료(의료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한 순소

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됨. 구체적으로 급여수준은 45년 동안 

평균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사람이 일년 동안 받게 되는 표준연금(Standard- 

rente)을 그 해 근로자의 연평균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서 대략 70%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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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정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비율은 27.7%에 달하고 있다.

<표 2-2-7> 독일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변화추이(1957~2004)

단위: 억DM, 억 유로, %

연도 정부 보조금 총액 정부 보조금/연금지출총액 정부 보조금/국가예산

1957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1

34

41

72

213

297

829

548
1)

590
1)

590
1)

31.8

28.7

18.8

19.5

16.9

23.9

27.5

28.0

27.7

10.8

13.5

8.2

9.9

7.8

17.3

21.5

18.1

19.3

주: 1) 2005년 이전의 자료는 DM으로 그리고 이후부터는 유로로 집계된 금액임.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Übersicht über die soziale Sicherheit, 

2011.

마. 관리운영기구

2004년 말 이전까지 국민연금제도는 각각 노동자연금제도, 사무

직근로자연금제도 그리고 광산종사자연금제도로 분리하여 운영되

어 왔다. 이 중 노동자연금제도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인 23개의 

지역보험관리공단(Landesversicherungsanstalt)으로 구성되었다. 그리

고 중앙기구로서 독일연금보험연합회(Verband Deutscher Renten- 

versicherungsträger)는 한편으로는 국민연금법의 규정들이 모든 연금

보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자의 역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연방정부나 입법기관에게 연금보험자

의 요구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상과 같은 국민연금제도의 관리운영체계는 2005년 �국민연금 

조직체계의 개혁방안에 관한 법률(Gesetz zur Organisationsreform in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의 발효에 따라 대대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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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독일연금보험

(Deutsche Rentenversicherung)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세부적으로 

종전 노동자연금제도와 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는 단일의 일반연금

보험(allgemeine Rentenversicherung)으로 통합되고, 광산종사자연금

제도는 광업연금보험(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으로 전환

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째, 종전의 지역보험관리공단은 독일연금

보험의 지역본부가 되고, 사무직근로자연금제도와 독일연금보험연

합회는 독일연금연합(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으로 기능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종전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었

던 연방광산연금, 철도보험관리공단 그리고 수협금고는 단일의 광

산-철도-수협 연방보험공단으로 통합되었다. 셋째, 독일연금연합은 

원칙적으로 독일연금보험연합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나, 

종전의 경우와는 달리 연합회의 가입 그리고 합의규정의 이행 등에 

있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넷째, 종

전의 경우와 같이 개별 연금보험자들(연방 차원 또는 주정부 차원)

은 각각 독립적인 자치운영기구로서, 매 6년 주기의 사회보험선거

를 통하여 선출된 가입자측 대의원 그리고 사용주측 대의원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2. 공무원연금제도

가.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표

독일 공무원연금제도는 직업공무원제도(Berufsbeamtentum)가 정

착되는 과정에서 국가는 공무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공무

원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구조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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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이에 따라 독일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기본법에 근거하여 

평생동안 보장을 받게 된다. 그리고 국가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나 

신분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일생동안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생활수준의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공무원으로서 재직을 하고 있는 기간동안의 경우 주로 공무

원의 보수 그리고 질병․간병․출산 등의 문제에 대한 공무원부조

제도(Beihilfe)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노령 또는 장애로 인

한 퇴직 이후의 경우 국가의 의무는 주로 공무원부양제도(Beamten- 

versorgung) 그리고 공무원부조제도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독일의 공무원부양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 먼저 공무원부양제도는 퇴직공무원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3층 보장의 원리(Drei- Säulen-Prinzip)

를 기준으로 볼 때 1층인 국민연금의 기초보장(Regelsicherung)과 

2층인 기업연금의 추가보장(Zusatzsicherung)의 기능을 동시에 수용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연금제도보다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결정되고 있다. 다음으

로 공무원부양제도는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공무원부양제도의 급여는 아래의 [그림 2-2-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기능별로 크게 퇴직급여, 재해보상급여 그리고 유족급여로 구분

이 된다. 여기서 먼저 퇴직급여(Ruhegehalt)는 공무원이 연금수급연

령에 도달하였거나 (일반)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공무의 수

행이 불가능(즉 장애상태)하게 되었을 경우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

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러한 퇴직급여는 주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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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여(Unfallfürsorge)는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공무의 수

행이 불가능(즉, 장해상태)하게 되었거나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제

공되는 급여이다. 이러한 재해보상급여는 크게 공상장해연금과 공

상유족연금의 형태로 운영이 된다. 마지막으로 유족연금은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이 사망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 유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러한 유족연금의 종류는 크

게 배우자유족연금과 아동유족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4] 독일 공무원부양제도의 기능별 급여체계

공무원부양제도의 급여체계

재해보상급여 유족급여퇴직 급여

∙노령연금

∙장해연금

(∙경우에 따라 생계지원금)

∙공상장해연금

∙공상유족연금

∙배우자유족연금

∙아동유족연금

자료: Deutscher Beamtenwirtschaftsring e.V., Die Beamtenversorgung, 2004.

나. 적용대상

공무원부양제도는 원칙적으로 ‘평생공무원(Beamte auf Lebenszeit)’

으로서의 신분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이 된다. 반면 

‘기간제공무원(Beamte auf Zeit)’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

는 바에 따라(일례로 공무상 재해 등) 선별적으로 보호의 혜택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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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이 사망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해서도 제도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독일의 공무원은 총 180만명으로 이 중 남

성이 57%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을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공무원과 법관이 약 174

만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군인은 불

과 3%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표 2-2-8> 참조).

<표 2-2-8> 독일 공무원의 직업별 구성 현황(2006)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일반공무원 및 법관 971,196 765,016 1,736,212

직업군인 57,607 1,816 59,423

전  체 1,028,803 766,832 1,795,635

자료: BMAS, Alterssicherungsbericht: 2008, 2009.

다. 공무원 퇴직급여의 수급요건과 급여산식

1) 급여의 수급자격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의 수급자격은 5년 이상의 재직요건을 충

족한 상태에서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였거나 지속적인 장애로 인하

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을 받아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주어지게 된다. 이 경우 전자에 대해서는 노령연금 그리고 후

자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의 수급자격이 부여된다. 만약 개인이 공무

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면직되었을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연금급

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여기서 공무원으로서의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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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는 부정이나 태만으로 인한 중대과실 그리고 ‘평생공무원’으

로서의 신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직무

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가 해당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당사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추후가입

(Nachversicherung)이 가능하며, 추후납부 보험료는 전적으로 국가에

서 부담을 하게 된다.

아래의 <표 2-2-9>는 독일 공무원연금 수급자를 신분별로 구분하

여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현재 연금수급자는 

총 101만 명으로 이 중 남성 수급자가 전체의 약 57%로 여성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유족

연금 수급자가 약 32만 명으로 전체 여성 연금수급자의 73%를 차지

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 수급자를 다시 신분별로 구분하여 보

면 주정부 공무원이 약 47만 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

며, 다음으로 철도공무원 17만 명, 체신공무원 16만 명 등의 순을 보이

고 있다.

<표 2-2-9> 독일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신분별 구성 현황(2007년)

단위: 명

연방공무원

주정부 

공무원

자치

단체 

공무원

철도

공무원

체신

공무원

전체

일반

공무원․ 

법관

직업

군인
합계 남성 여성

퇴직

연금
1) 45,688 36,865 342,855 53,553 93,481 112,276 684,718 565,340 119,378

유족

연금
20,783 17,470 126,878 30,385 74,899 51,557 321,972 6,126 315,846

전체 66,471 54,335 469,733 83,938 168,380 163,833 1,006,690 571,466 435,224

주: 1) 퇴직연금의 수급자는 각각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수급자를 합계한 수치임.

자료: BMAS, Alterssicherungsbericht: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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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수준을 연금의 종별 그리고 신

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 2-2-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신분별 월평균 연금급여는 퇴직연금 또

는 유족연금 공히 주정부 공무원이 각각 2,850유로와 1,590유로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연방공무원, 

철도 및 체신공무원의 순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월평균 급여수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2-10> 독일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신분별 월평균 급여수준의 현황(2007)

단위: 유로

연방

공무원

주정부

공무원

자치

단체

공무원

철도

공무원

체신

공무원

전체

합계 남성 여성

퇴직연금
1)

2,580 2,850 2,680 1,750 1,730 2,470 2,490 2,410

유족연금 1,460 1,590 1,460 950 940 1,310 1,270 1,310

주: 1) 퇴직연금의 수급자는 각각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수급자를 합계한 수치임.

자료: BMAS, Alterssicherungsbericht: 2008, 2009.

2) 노령연금의 수급연령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공식적으로 65세로 정해져 있다. 다만 재

직하고 있는 기관의 요구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고 68세

까지 연금수급의 연기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직무의 부담이나 사

고의 위험이 높은 일부 직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금수급

연령이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 법률집행인 그리고 소방직 

공무원 등의 경우 60세부터 그리고 항공관제사의 경우 55세부터 노

령연금의 수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연금의 조기수급에도 불구

하고 별도로 감액률의 적용이 없이 완전한 노령연금의 수급권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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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다.

공무원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노령연금의 조기수급이 허용된

다. 이러한 ‘신청연금수급연령(Antragsaltergrenze)’은 최대 63세까지

로 정해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개인이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급하게 될 경우 일정비율의 급여감액이 이루어지게 된다. 조기연

금에 대한 감액률의 적용은 법률의 개정에 따라 1998년부터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경과규정으로 인해 2003년 이후의 신규연금수급자부

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감액률은 매 1년에 대하여 

3.6%의 수준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개인이 63세부터 노령연금을 수

급하게 되었을 경우 7.2%의 급여감액이 이루어지게 된다.

중증장애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청연금수급연

령을 60세로 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2001년 �급여감액률의 재조정

에 관한 법률(Gesetz zur Neuordnung der Versorgungsabschläge)�에 

따라 중증장애 공무원에 대해서도 연금급여의 감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60세부터 63세의 사이에서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급하게 될 경우 매 1년에 대하여 3.6%의 감액률이 적용되

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최고 10.8%를 초과하여 연금급여의 감액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 공무원의 조기연금 

수급에 대한 감액률의 적용은 경과규정에 따라 1943년 이후의 출생

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노령연금의 산정방식

퇴직공무원에 대한 노령연금은 아래와 같은 급여산식에 따라 계

산이 된다.23)

23) 공무원연금제도의 급여산식 그리고 국제적 제도비교에 대한 대표적인 자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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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 = 연금산정 기준보수 × 연금산정 기준재직기간 × 급여승률

가) 연금산정 기준보수

연금산정 기준보수(ruhegehaltsfähige Dienstbezüge)는 공무원으로

서 퇴직 당시 전일제 근로를 통하여 획득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만약 공무원이 퇴직 직전 파트타임 또는 단축근로

를 하였을 경우 그 보수를 전일제 공무원의 보수로 환산한 금액이 

연금산정 기준보수가 된다.

연금산정 기준보수는 기본급, 가족수당 그리고 법률에서 별도로 

기준보수로 명시하고 있는 기타의 수당을 포함하게 된다. 여기서 기

본급(Grundgehalt)은 공무원이 퇴직 직전 최소한 3년 동안 받아왔던 

보수가 된다. 그리고 가족수당과는 별도로 연금산정 기준보수가 되

는 수당으로는 특별한 직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직책수당

(Amtszulagen) 그리고 일정한 수준의 직급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

되는 직위수당(Stellenzulagen)이 해당된다. 그러나 기타의 위험수당

이나 시간외수당 등은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퇴직 직전 공무원의 승진 등으로 인하여 연금급여가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최소복무

(Mindestfrist)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퇴직 당시 공무

원이 해당 직위에서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동안 보수를 받아왔을 

경우에만 이를 기초로 하여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계산하게 된다. 만

약 공무원이 퇴직 당시 최소복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이전의 직위에서 수령한 보수가 연금산정 기준보수가 된다. 그리

Becker, et al.(2010)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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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최소복무의 요건은 2001년부터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

장이 되었다.

공무원부양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

로 소득상한선의 적용이 없이 전체 보수가 연금급여의 산정을 위한 

기준보수가 된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의 근본적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무원부양제도가 국민연금의 기초보장 기능과 기업연금

의 추가보장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연금산정 기준재직기간

연금산정 기준재직기간(ruhegehaltsfähige Dienstzeiten)은 공무원으

로서 실제 재직기간 그리고 별도로 인정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결정

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먼저 실제 재직기간은 17세 이후 공무원

으로서 봉직한 전체 기간에서 개인적 사유로 인해 휴직을 한 기간

을 제외하여 계산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재직기간 이외의 인정기간

으로는 군복무기간, 민간인의 신분으로 공공기관에서 재직한 기간, 

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을 위해 요구되는 학력이나 자격의 획득을 위

한 교육기간과 직업훈련기간(1997년 이후부터 최고 3년으로 제한) 

그리고 외국의 공공기관(특히 국제기구)에서 재직한 기간 등이 있다.

공무원이 파트타임이나 단축근로의 형태로 재직을 하였을 경우 

기준재직기간은 정상적 근로시간 대비 단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파트타임 복무나 휴직기간이 전체적으

로 12개월을 초과하였을 경우 기준재직기간의 결정과정에서 교육기

간이나 (예비법관으로서의) 연수기간 또한 일정비율로만 인정을 받

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국민연금제도의 경우와는 달리 공무원부양제도에서는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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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나 수발기간에 대한 ‘연금가입의 인정(pension credit)’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신 공무원부양제도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향

후 공무원의 퇴직단계에서 연금과 별도로 정액의 가산금(Zuschlag)

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아

래에서 설명하게 될 각종의 가산금은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비슷한 지원수준을 유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첫

째, 아동가산금(Kinderzuschlag)은 공무원이 법정 육아휴직기간

(Elternzeit)의 기간동안 국민연금제도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가입을 하고 동시에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획득

할 수 있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 육

아휴직기간은 매 아동당 최고 3년으로 정해져 있다. 둘째, 보충아동

가산금(Kindererziehungsergänzungszuschlag)은 공무원이 두 명 이상

의 자녀를 동시에 양육하였거나 아니면 아동의 양육 또는 수발과 

병행하여 공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아동가산금과 함께 지원이 된다. 

셋째, 수발수당(Pflegezuschag)은 공무원이 치매․중풍․중증장애 

상태에 있는 가족을 주당 최소한 14시간 이상 수발을 하였을 경우 

수발의 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당사자가 향후 

퇴직단계에서 연금과 함께 매월 수급하게 된다.

다) 급여승률

급여승률(Steigerungssatz)은 공무원의 보수와 노령연금이 상호 일

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 1년의 재직기간

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종의 정치적 변수이다. 1991년의 법개정 이전

까지 연금급여의 급여승률은 재직기간에 따라 체감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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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처음 10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

해서는 연금의 급여율(Vorsorgungsqoute)이 35%가 되도록 급여승률

을 적용하고, 이후 25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 1년당 2% 그리

고 나머지의 기간은 1%의 급여승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리고 개인별로 총급여율은 퇴직 당시의 보수를 기준으로 75%를 초

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는 공무원이 35년을 봉직하게 되면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92년부터는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모든 재직기간에 대

하여 동일한 정률의 급여승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매 1년당 1.875%의 급여승률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하고, 급여율은 이전과 같이 최고 75%의 수준에서 제

한을 받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최고수준의 급여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재직기간은 예전의 경우(35년)와는 달리 40년 이

상이 되어야만 하도록 하였다.

2001년 �부양급여의 조정법(Versorgungsänderungsgesetz)�의 제정

에 따라 공무원부양제도의 급여율이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되도록 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2001년에 단행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과 그 방향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부양

제도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정리해 보면 아

래와 같다. 첫째, 2003년부터 ‘최고급여율(Höchstruhegehaltssatz)’이 

총 8차례의 단계로 기존의 75%에서 최종적으로 71.75%로 인하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급여율의 삭감방식은 직접적인 연금급여

의 삭감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경우에서처럼 간접적으로 매년도 급

여의 재조정율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급여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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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최종적으로 8단계에 가서는 최고급여율이 71.75%가 될 수 

있도록 급여승률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단계

의 급여승률은 현행의 1.875%에서 1.79375%로 변경을 하고, 이 때

의 급여산식은 아래와 같다.

연금급여 = 연금산정 기준보수 × 연금산정 기준재직기간 × 급여승률(1.79375%)

최고급여율(71.75%) = 연금산정 기준보수 × 연금산정 기준재직기간(40년) ×1.79375%

둘째,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의 경우에서처럼 공무원에 대해서

도 적립방식의 추가노후소득보장제도(Riester Rente)가 적용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노후소득보장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

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는 일정

한 적격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별도로 세제 또는 보조금의 혜택

을 제공하게 된다.

4) 장애연금

공무원부양제도에 있어서 장애연금의 수급자격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직무의 수행능력을 영구히 상실한 것으로 판정되고, 이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공무원이 지난 반

년 중 3개월 이상 직무수행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반

년 동안에도 완전한 직무복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도 

장애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의 발생원인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별도로 재해보상급여에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연금은 앞서 설명한 노령연금의 급여산식에 준하여 계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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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다만 공무원이 정규퇴직연령 이전에 발생한 직무수행불능의 

사유로 인해 장해연금을 수급하게 될 경우 기존의 재직기간에 별도

로 가산기간(Zurechnungszeiten)을 합산하여 기준재직기간을 결정하

게 된다. 이 경우 가산기간은 장애연금 최초 수급 당시의 연령에서 

60세 사이의 기간을 산출한 이후 그 값의 2/3 수준에서 정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별로 장해연금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연금급여 = 퇴직당시의 연금산정 기준보수 × 연금산정 기준재직기간(재직기간 +가산기간) 

× 급여승률

이상과 같은 장애연금은 공무원이 재활의 가능성 그리고 근로능

력의 회복가능성을 완전하게 상실하게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별도의 

지원을 통하여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재활 또는 직무복귀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공무원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

로 재배치를 받으면 직무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장

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직무의 재배

치가 동일한 기관에서 예전과 동일한 보수로 이루어지고 건강상 무

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직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나아가 개인별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을 경우에도 국가는 당사자에게 직업재

활의 참여를 직권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된 ‘부분적 직무수행 지원사업(Institut der Teildien- 

stfähigkeit)’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상실정도가 50%를 초과

하지 않는 한 장애연금보다는 직무복귀의 지원을 우선으로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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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존과 같이 단순한 직무수행능력의 

‘보유’ 또는 ‘불능’이라는 이분법적인 판정체계를 지양하고 그 사이

에 ‘부분적 직무수행능력(begrenzte Dienstfähigkeit)’이라는 새로운 

판정등급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부분적 직무수행능력의 판정은 공

무원이 기존의 직무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상적 근로시간을 기준

으로 최소한 절반 이상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내려지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보수는 근로시간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시점에서 장애연

금을 수급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

고 부분적 직무수행의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 

대비 정상적 근로시간의 비율로 계산을 하여 연금급여산식에 반영

이 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2001년 �새로운 급여감액률의 적용과 관련한 법률(Gesetz 

zur Neuordnung der Versorgungsabschläge)�의 발효에 따라 조기노령

연금의 경우에서처럼 장애연금에 대해서도 감액률이 적용되고 있

다. 일례로 공무원이 63세 이전에 장애연금을 수급하게 되었을 경우 

매 1년에 대하여 3.6%의 감액률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연금의 조

기수급을 위한 경제적 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

체적으로는 최고 10.8%를 초과하여 장애연금의 감액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액률은 공

무상 재해로 인한 장애연금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유족급여

유족급여(Hinterbliebenenbezüge)는 사망한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

원의 배우자와 아동에 대한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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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족급여로는 공무원의 사망일에 해당하는 달의 보수나 연금, 장

제비(사망 당시의 보수나 연금급여 월액을 기준으로 2배) 그리고 유

족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유족연금은 공무원이 사망 이전 최소한 5년 이상의 재직요건을 

충족하고, 동시에 유족인 배우자와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동안 혼

인관계를 유지하였을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만약 공

무원이 퇴직 이후 혼인을 하고 동시에 당시의 나이가 이미 65세를 

초과하였을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이 부

여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반의 상황을 감안

해 볼 때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생계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다.

유족연금은 퇴직공무원의 경우 사망 당시의 연금급여, 재직공무

원의 경우 사망 시점에 정상적 퇴직(65세)을 하였다고 가정을 할 경

우 받을 수 있는 가상적 연금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된다. 이

러한 유족연금은 대상별로 배우자유족연금과 아동유족연금으로 구

분이 된다. 먼저 배우자유족연금은 사망한 공무원의 연금급여를 기

준으로 60%의 수준에서 결정이 되며, 2001년 법률의 개정에 따라 

55%로 하향조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한 재정적 여력을 기

초로 아동의 출산과 양육경력이 있는 유가족에 대하여 별도의 ‘아동

가산금(Kinderzuschlag)’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가산금은 배

우자유족연금에 추가하여 별도로 첫째 아동의 경우 국민연금 연금

점수(Entgeltpunkt)의 2배 그리고 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매 아

동당 연금점수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 다음

으로 아동유족연금은 양친사망의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연금급여를 

기준으로 20% 그리고 편친사망의 경우 12%의 수준에서 모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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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급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유족연금은 아동이 18세에 도

달하는 연령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복무 또는 재학 

중일 경우 최고 27세까지 연장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재원은 공무원 개인의 기여 없이 전적으로 

일반재정에서 충당되며, 구체적으로 부담방식은 공무원의 신분에 

따라 연방정부, 주정부, 자치단체 및 개별 기관의 일반회계에 포함

되어 지급하게 된다. 공무원 수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연금재정의 불안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독일 정부는 적립

기금의 확충과 관련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1998년 

발효된 �연금적립금에 관한 법률(Versorgungsrücklagengesetz)�에서

는 이듬해인 1999년부터 2013년의 기간동안 매년도 공무원보수와 

연금급여의 재조정분 가운데 일정비율을 특별기금(Sondervermögen)

으로 적립하여 향후의 공무원부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기금은 연방정부, 주정부, 자치

단체 등에서 자체적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운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연방정부는 2007년 별도로 연금기금(Versorgungsfonds)을 

설치하여 이후부터 신규 임용되는 연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각자가 

재직기간 동안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연금급여

를 충당하도록 하는 적립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연방정

부의 전망에 의하면 2020년 이후부터는 해당 공무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연금기금에서 충당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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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리운영기구

공무원연금제도에 근거한 급여의 결정권한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는 연방공무원 그리고 주정부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신분에 따라 

각각 다르게 결정된다.

먼저 연방공무원의 경우 연금급여, 생계지원금 등 퇴직공무원이

나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공무원연금 급여는 해

당 공무원이 소속된 연방부서에서 급여의 결정권한을 행사하게 된

다. 그리고 해당 연방부서는 별도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 개인별 

상황에 따라 임의적인 재량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도 가지고 있다. 반면 매년도 연금급여나 생계지원금의 재조정과 관

련한 업무는 지역별로 재정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기관

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주정부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제도의 책임기관은 개별 주 자체의 법률에 기초하

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주정부 또는 자

치단체의 재정관련 부서가 수급자격의 판정 그리고 급여수준의 결

정 등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3. 농민연금제도

가. 제도도입의 배경 및 목적

농업종사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은 1911년 기존의 노동자연금제

도가 농업부문 피용자에게 확대 적용됨으로써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을 위한 연금제도는 

1957년 10월 1일 �농업경영자 노령부조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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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Altershilfe für Landwirte)�의 발효에 따라 비로소 탄생하게 되

었다.

관련 법률의 도입배경으로는 그동안 공적연금제도의 적용대상에

서 제외되어 왔던 자영농민들에게도 노후소득보장의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한 사회정책적 목적이 우선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산업화 

이후 지속되어 온 농업부문의 인구감소와 경쟁력 상실의 문제에 대

처하여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개선하고자하는 농업정책적 목

적도 함께 고려되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이후에도 농촌지역의 젊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도시

지역으로 유출됨으로써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었

다. 이와 병행하여 농촌가족의 해체와 핵가족화 추세는 종전 대가족

적인 부양형태가 점차 사라지게 되어 도시지역 근로자와 같이 보다 

큰 공동체(국가)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

다. 둘째, 도시지역에 비교하여 농업부문의 경쟁력 및 생산성의 저

하는 도농간 소득격차를 심화시켜 정책적 차원에서 농업부문의 보

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셋째, 노령 자영농민의 노후생계대

책의 미비로 인하여 보유경작지의 이양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영농규모의 확대 및 생산성의 증대를 저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

의 근대화와 합리화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기에 농업경영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었다.

농업부문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연금재정의 불확실성

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농업부문 사회보장

제도 관리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한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

다. 먼저 1995년 1월 1일 �농업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form der agrarsozialen Sicherung: (약칭) ASRG)�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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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같은 해 연말 �농업사회보장 개혁법의 변경에 관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ASRG)�의 발효에 따라 농민연금제도의 기본운영

원리와 제도체계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농민연금제도

의 법률적 기본이 되었던 종전의 �농업경영자 노령부조에 관한 법

률�은 1995년 새로운 �농민연금제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Alterssicherung der Landwirte)�로 대체되었다. 다음으로 2001년 8월 

1일 �농업부문 사회보험제도의 조직개혁에 관한 법률(Gesetz zur 

Organisationsreform in der landwirtschaftlichen Sozialversicherung)�

의 발효에 따라 전체 농업부문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에 중

대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농민연금제도의 

조직체계가 가장 중점적인 개혁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개혁방안

의 배경은 농민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연방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동 제도에 대한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일환으로서 종전 개별 노령

금고(Alterskasse)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수행해 왔던 주요 전략과제들

은 ｢농업노령금고 총연합회(Gesamtverband der landwirtschaftlichen 

Alterskassen)｣로 이관하여 일관되게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2007년 연말 �농업부문 사회보험법의 현대화를 위한 법

률(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Rechts der landwirtschaftlichen 

Sozialversicherung)�이 제정됨에 따라 2009년부터 농업부문의 개별 사

회보험제도들은 단일의 ｢농업부문 사회보험 최고연합회(Spitzenverband 

der landwirtschaftlichen Sozialversicherung)｣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최고연합회는 연방기구의 법적 감독을 받게 되므로 농업부

문 사회보험제도의 전략수립, 운영 등 전반에 걸친 연방정부의 영향

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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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래 농업부문 사회보험제도의 지속적인 개혁에 따라 농

민연금제도의 기본운영원리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농민을 위한 연금제도의 일환

으로서 1995년 이후부터는 자영농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해

서도 당연가입의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둘째, 보험료는 정액의 단

일보험료(Einheitsbeitrag)로 부과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은 국

민연금제도에서 보험료-연금급여의 상관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그

리고 연방정부는 농민연금제도의 매년도 보험료 수입 대비 급여지

출의 부족분을 전액 일반재정에서 보전(Defizitdeckung)해 주도록 함

으로써 농업부문의 구조적 위험을 담보해 주게 된다. 셋째, 개별 농

민가구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연금보험료에 대한 차등적인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개인의 경우 연간

총소득 15,500유로 그리고 부부의 경우 31,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그리고 연금의 독립

적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부의 경우 연간 가구총소득을 이등

분한 금액이 각각의 적용소득이 된다. 넷째, 연금급여의 결정에 있

어서 공정성과 능력의 원칙을 반영하기 위하여 종전 15년 미만의 

가입자에게 정액의 형태로 제공해 왔던 기본급여(Grundbetrag)을 폐

지하고, 대신 1995년부터는 매 1년의 가입기간 당 일정한 금액의 급

여가 가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이 40년의 가입경력을 보유하게 될 경우 정확히 종전 법률에 

의한 급여수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나. 적용대상

농민연금제도의 당연적용 대상은 자신의 책임으로 농림 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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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종사하는 자가 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농업부문에만 한정하

여 가입의무가 적용되었으나, 수차례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임

업은 물론 포도재배업, 과수원업, 채소재배업, 원예업, 양봉업, 내수

면 어업 그리고 양식업도 포함하고 있다. 의무가입의 기준은 종사자

가 위의 해당업종에서 주업으로 행사를 해야 하며, 농가소득에서 부

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업보다 작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업 이외

의 부업소득이 연간 총 4,800유로를 초과하게 될 경우 당연가입의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영 규모별로 가입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의무가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규모가 별도로 정한 최저기준(Mindesgröße)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때 그 산정기준은 작물의 경제적 가치, 경작

면적 그리고 농가의 필요노동력이 된다. 일반적으로 최저기준은 법

률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별 노령금고가 해

당 지역의 실정과 업종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최저기준은 지역간 편차가 심한 

편이나, 대략 4~5ha가량으로 낮게 책정되어져 있어, 소규모의 자영

농민도 노령금고의 의무가입자가 된다.

�농업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위한 법률�의 발효에 따라 1995년 

이후부터 자영농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남편과 함께 동등한 자격

으로 농민연금제도에 당연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당연가

입의 자격은 부부가 농업경영을 최초로 시작한 이후 3개월 이내, 또

는 자영농민인 배우자와 혼인을 하게 된 경우 결혼 이후 3개월 이내

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농민연금제도의 가입자는 

1958년에 800,000명 가량이었으나, 1994년에는 대략 절반 가량인 

401,000명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1988년 이후부터 가입자의 수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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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의 수보다 적게 나타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그 격

차가 점차 심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94년의 경우 가입자 100명 

대비 수급자의 수는 132명으로까지 확대되어 농민연금제도의 재정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게 되었다.

농민연금제도의 또 다른 당연가입대상은 자영농민과 함께 일하는 

가족종사자가 된다. 이때 가족종사자의 범위는 친족의 경우 3촌 이

내, 처가의 경우 2촌 이내 그리고 입양아동 등이 된다. 가족종사자

의 제도가입 기회는 1965년에 처음으로 주어졌는데, 그 배경으로 이

러한 가족노동이 일반적으로 정식 노동계약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

아 기존의 공적연금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정한 연령을 초과한 노령의 농업종사자에게만 임

의가입 또는 의무가입의 형식으로 제도가입의 기회를 주어왔으나, 

1986년 1월 1일 부터는 25세 이상의 모든 가족종사자들도 자영농민

과 마찬가지로 당연가입의 대상이 되었다. 2010년 현재 대략 15,000

명의 가족종사자가 농민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다.

만약 자영농민이 농업을 중단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

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이때 5년 이상 제도에 이미 가입해 왔고 

농업을 중단한 후 2년 이내에 노령금고에 신청을 한 자가 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단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후에는 소득의 하락 등으

로 보험료의 납부에 애로가 발생하더라도 중도에 해지를 할 수 없

다. 반대로 자영농민이 농업 이외에 부업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그로 인해 타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당연가입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영농민의 배우자에게까지 적용확대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연금제도 가입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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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아래의 <표 2-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의 경우 가입

자의 규모는 286,12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같은 

해 연금수급자는 가입자의 두 배 가량인 578,219명에 이르고 있다.

<표 2-2-11> 농민연금제도의 가입자와 수급자의 현황(2007년)

단위: 명

가입자 연금수급자

독일 전체

286,126 578,219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69,920 99,046 11,666 5,494 284,220 291,888 1,325 786

268,966 17,160 576,108 2,111

자료: BMAS, Alterssicherungsbericht: 2008, 2009.

다. 급여의 종류와 수급조건

농민연금제도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대체로 국민연금제도와 유사

하나 급여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제도도입 초기 연금급

여는 노령농민의 부차적인 현금수요(즉, 용돈)를 충족시켜주는 수준

에 머물렀는데, 그 이유는 노후생계는 일차적으로 노령자지분

(Altenteil)의 경작지 경작 또는 임대 등으로 생기게 되는 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급여수준은 제도의 성숙

과 함께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공적연금제도의 

수준에는 못 미치는 편이다.24)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

24) 2010년의 경우 45년의 가입경력을 가진 자영농민의 노령연금은 대략 565 유로로 국

민연금제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영농민에 대해서

는 노령연금 이외에도 농업보호정책의 차원에서 다양한 보조금이 주어지므로 실제

적인 소득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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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배우자유족연금, 아동유족연금, 재활급여, 경영 또는 가계부조 

등이 있다.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보면, 자격연령은 남여 구분 없이 65세이

며 60세 이전 적어도 180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

이 있고 경작권을 이양하여야 한다.25) 이 경우 경작권의 이양은 농

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작지 판매 또는 상속을 통한 

소유권의 이전뿐만 아니라 최소한 9년 이상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에도 인정된다. 자영농민이 여러 농가를 동시에 경영하고 있을 경우 

전체를 모두 이양해야만 연금수급의 자격이 부여되며, 배우자에게 

경영이양은 일부의 예외규정을 제외할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땅한 구매자가 없어 적기에 경영이양이 어려울 경우에 농

가경영을 중단하고 주정부 산하의 관련부처에 경작지를 적정한 가

격으로 판매 또는 임대를 위탁할 수도 있다. 65세 이후에도 경영이

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하며, 이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는 연금액에 가산되지 않는다. 노후 소일거리의 확

보와 자가소비를 위해 연금의 수급 이후에도 일정한 정도의 토지소

유가 허용되며, 이 경우 보유경작지가 최저기준의 1/4(평균 1ha)이

내 이어야 한다.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능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상실된 자영농민이 60세 이전 또는 장애 발생 이전에 최소한 60개

월 이상의 가입경력과 이 기간 중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

부하고 경영을 이양하였을 경우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완전장애연

25) 2007년 �연금수급연령 조정에 관한 법률(Altersgrenzenanpassungsgesetz)�에 근거하여 

농민연금제도의 수급연령 또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현행의 65세에서 67세로 인

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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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부분장애연금으로 구분되며, 개인이 질병 또는 부상과 같은 사

유로 인해 전자의 경우 하루에 3시간 이상, 후자의 경우 6시간 이상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각

각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사망한 농민의 배우자가 스스로 농업경영을 해오지 않았고 상속

받은 농가경영을 이양할 경우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또는 유족연

금의 수급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노령연금은 사망한 농업경영

자가 만 65세 이전에 혼인을 하고 사망 전 이미 노령연금을 수급하

고 있었을 경우 또는 18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고 

유족이 여자인 경우 만 60세 남자인 경우 만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지급된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보험료 납부기간의 조건이 충

족되지 않았을 경우 수급권을 가진 유족이 추후에 납부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가 장애상태가 되었거나, 

사망자가 이미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해 왔고 만 65세 이전에 혼인을 

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이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위

해서는 60개월 이상의 보험료납부 실적이 요구되며, 노령연금에서

처럼 유족에 의한 보험료의 추후납부가 인정된다.

사망한 자영농민의 배우자가 자신의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의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이 인정

된다. 이 경우 수급조건은 ① 배우자가 만 45세 이상이거나, ② 18

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또는 ③ 스스로 육체적 또는 정

신적인 장애로 인해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울 경우이다. 이 때 사망

한 배우자가 사망 전 6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하며, 만

약 납부기간이 미달될 경우 사망 후 18개월 이내에 그 배우자가 보

험료를 대리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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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농업경영자의 자녀에게는 원칙적으로 18세까지 아동유족

연금이 지급되며, 장애, 교육 또는 군복무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최고 27세까지 연장지급될 수 있다. 아동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자영농민이 사망 이전 60개월 이상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아동유족연금은 편친사망의 경우 사망

한 부모의 기대연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20% 그리고 양친사망의 

경우 추가적으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의 산

정방식은 1995년 �농업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위한 법률�의 발효에 

따라 대대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경우 연

금급여의 산정방식은 별도로 법으로 정한 기본액(Grundbetrag)을 기

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노령연금은 

15년간 보험료를 그리고 유족 또는 장해연금은 5년간 보험료를 납부

하였을 때 각각 기본액이 지급되었다. 만약 이러한 기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노령연금은 추가로 매년 3%씩 증액되었다. 그리고 노령연

금 수급자의 배우자에게는 별도로 배우자수당(Verheiratetenzuschlag)

이 노령연금의 50%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반면에 새로이 개정된 법률에서는 자영농민뿐만 아니라 그 배우

자에 대해서도 당연가입의 의무가 적용되고, 급여산식은 별도의 배

우자수당이 없이 개인별로 가입기간에 완전히 비례하는 방식을 채

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매 1년의 가입기간에 대한 정액의 연금수익

(Rentenertrag)을 법률로 정하고, 이를 전체 가입기간에 곱하여 개인

의 연금급여를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 연금수익은 40년의 가입경력

을 가진 자영농민이 종전의 급여산식에서 받게 되었을 연금액과 완

전히 동일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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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2010년 농민연금제도에서 

적용되는 연금수익은 12.56유로로 책정되었다.

만약 조기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자가 다른 공적연금으로

부터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연금은 최고 1/4까지 감액된다. 반면에 

자영농민이 농민연금제도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보하게 되

었을 경우 이러한 감액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라. 재원의 조달

농민연금제도의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으로 충당

된다. 보험료는 정액의 형태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나, 개인별

로 자신의 총소득(농업소득, 영업 및 자영소득, 근로소득, 자본 및 

임차소득 등)이 법으로 정한 소득상한선 이하일 경우 부담능력에 따

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된다. 이 경우 부부에 

대해서는 가구의 총소득을 합산하여 반분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

러한 보조금의 수혜대상은 2010년 현재 전체 농민연금제도 가입자 

가운데 대략 14%를 차지하고 있다.

농민연금제도는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농업구조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농촌인구의 절대적 감소 및 

고령화 추세로 인해, 재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다른 공적연금제

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도 농민연금 

재정의 수지차로 인한 적자분을 일반재정에서 충당하도록 법률로 

명시해 두고 있다. 아래의 <표 2-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현재 농민연금제도의 보험료 수입은 총 6억 3,800만 유로로 전체 급

여지출액의 21.8%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78.2%는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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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농민연금제도의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의 연도별 추이(2002〜2010)

단위: 백만 유로

연도 정부보조금 보험료 수입 급여지출총액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348

2,350

2,309

2,269

2,275

2,280

709

688

679

675

672

638

3,089

3,068

2,988

2,963

2,952

2,922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Übersicht über die soziale Sicherheit, 

2011.

마. 관리운영기구

농민연금제도의 업무는 1957년 제도의 도입 이래 총 19개의 농민

노령금고(landwirtschaftliche Alterskasse)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며, 

각각은 지역 관할의 농업부문 직업조합 내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2003년 법률의 개혁에 따라 농민노령금고의 수는 농업부문 직업조

합의 조직통합과 보조를 맞추어 총 9개로 축소되었다.

농민노령금고의 회원은 관할지역 내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영농

민이 되며, 운영기구로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가 있다. 농민노령금

고는 공법상의 법인체로서 다른 사회보험제도처럼 자치주의의 원칙

에 따라 운영되며 정기적으로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전국 단위의 조직체로는 농민노령금고총연맹(Gesamtverband 

der landwirtschaftlichen Alterskassen)이 있으며 중부 독일의 카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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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술가 사회보험제도

가.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독일의 예술가 사회보험제도는 자유예술인과 작가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1981년 �예술가사회보험법 

(Künstlerszialversicherungsgesetz)�의 제정에 따라 1983년 최초로 도

입되었다. 동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경우에도 독일에서는 보호의 

긴급성을 기준으로 일부 예술인들(예를 들어 개인교사, 보모, 음악

가 및 특정 예술인)이 선별적으로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와 의료보험

제도에 당연가입되어 왔다. 그리고 그 이외의 예술가들 또한 임의가

입 또는 (1972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본인 신청에 의한 의무

가입’을 통하여 국민연금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자유예술가집단을 단순히 기존의 국민연금제도로 흡수하

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계층은 다른 일반제도가입자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낮고 소득액의 

변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도 적용 시 자영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여야하기 때문에 부담능력의 측면에서

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예술가와 작가들을 공적사회보장제도에 의무가입시키게 될 

경우 그들의 부담능력과 소득발생의 불규칙성을 감안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법적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3년 도입된 예술

가사회보험제도는 모든 자유예술가와 작가들에게 노후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적용기관으로서 노후소

득보장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그리고 의료보장(1995년부터 장기요양

보장도 포함)의 경우 지역의료보험조합 또는 대체질병금고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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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보험료는 50%의 본인부담 그리고 나

머지 절반은 그들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 또는 판매하는 사업주

와 국가가 일정비율(대략 30%와 20%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하였다.

이후 예술가사회보험제도는 1987년 �예술가사회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법률(Gesetz zur finanziellen Sicherung der Künstlerso- 

zialversicherung)� 그리고 1988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친 �예술가

사회보험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KSVG)�을 

통하여 중장기적 재정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물론 행정조직

의 슬림화, 제도적 개선 그리고 재정수입의 다원화 방안 등을 마련

하게 되었다. 끝으로 연방정부는 2007년 예술가사회보험 분담금

(Künstlersozialabgabe)의 부담주체가 되는 사업영역을 확충하고, 동

시에 해당 사업자의 소득파악 등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게 전

권을 일임하고 있다.

나. 적용대상

예술가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자유예술가(미술가 또는 음악

가)와 작가들이며, 동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다른 사회보험

법과는 달리 노후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관한 제반 법규를 동시에 

수록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노후소득보장, 즉 연금보험에 국한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가입대상자로서 자유예술가란 예술창작행위

를 하거나, 이를 가르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작가는 

문필가, 신문 등의 자유기고가 등을 지칭한다. 그러나 인간의 예술

행위는 다양하여, 예술가사회보험법은 예술가와 작가에 대한 정확

한 개념정의는 물론, 대상 직역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대상자의 제도가입 여부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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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예술가사회금고(Künstlersozialkasse)가 내리게 된다. 이때 해당 

대상자의 가입여부에 대한 개략적인 판단의 기초는 연방정부의 예

술가보고서에 수록된 55개 직역에서 예술행위를 독자적, 규칙적으

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의무가입의 조건은 대상자가 자신의 창작활동으로 매년 소득하한

선(2010년의 경우 3,900 유로)이상의 소득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이

다. 이러한 소득하한선은 국민연금제도의 최저적용요건이 되는 ‘경

미한 근로(geringfügig Beschäftigung)’에 상당하는 소득에 준한다. 그

리고 예술가와 작가들의 경우 소득의 변동이 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는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신참자

의 경우 경제적 애로가 심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

여, 최초 5년간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예를 들어 가득소득이 전무

할 경우에도) 제도에 강제가입을 시키고 있다.

예술가 및 작가는 원칙적으로 예술가사회보험제도의 의무가입대

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인정이 된다: 구체적으

로 ① 타 직종에 종사하여 별도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로서 이때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

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상한선을 기준으로 최소한 1/2 이상이어야 함. 

② 노령연금수급자 또는 ③ 공무원.

모든 예술가 및 작가는 법률에 의하여 예술가사회금고에 신고의

무가 있으며, 예술가사회금고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고자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입기간의 개시는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이

며, 신고되지 않았을 경우 예술가사회금고가 독자적으로 대상자의 

의무가입을 판정한 날로부터 한다. 의무가입의 해지는 자유예술업

의 중단 등 가입자의 신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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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입자의 자격관리 및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제도에서 실시

하며, 급여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동 제도의 규정에 준한다. <표 

2-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술가사회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제도

도입 첫해인 1983년에 12,569명이었으며, 1989년에는 대략 3배 가

량인 37,215명이 가입하였다. 그리고 1990년 동서독 통일협약에 의

거하여 구동독지역의 자유예술가와 작가들도 1992년부터 동 제도에 

가입하게 되어 가입자의 규모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예

술가사회보험제도의 가입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0년 현재 

164,42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2-2-13> 예술가사회보험제도의 가입자 현황(1983〜2010년)

단위: 천명

연도 가입자 수 연도 가입자 수

1983

1989

1992

12,569

37,215

47,713

2000

2005

2010

112,209

146,376

164,427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Übersicht über die soziale Sicherheit, 2011.

다. 재원의 조달방법

예술가사회보험제도의 재정은 피보험자인 자유예술가가 부담하

는 사회보험료, 예술가사회보험 분담금 그리고 정부보조금으로 충

당된다. 자유예술가와 작가들은 일반 피용자들처럼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각 예술가사회보험 분담금 납부

의무자와 정부가 분담을 하게 된다.

예술가사회금고는 매달 가입자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며, 이

때 보험료의 징수기준은 전년도 12월 1일 해당 가입자가 이듬해의 

수입을 추정하여 신고한 소득이다. 보험료의 부과대상은 소득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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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이내의 소득이 되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

되지 않는다. 소득하한선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임금의 1/7이 

된다. 보험료의 부과대상인 예상소득은 일반적으로 실제소득과 차

이가 날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자는 연중 신고소득을 재조정하여 납

부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의 변경은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이며, 이

미 지급한 보험료는 수정할 수 없다.

예술가사회보험 분담금은 예술가와 작가의 작품을 상업적 목적으

로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며, 이는 예술가사회보험 한해 총지

출의 대략 25%를 차지한다. 기부금의 납부의무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출판사,　②음반제조업자, ③갤러리, ④광고업자, ⑤콘서트

책임자, ⑥극장, 박물관, ⑦방송사, ⑧디스코텍소유자, ⑨예술가에게 

자신의 제품을 디자인 의뢰한 기업가 등.

예술가사회보험 분담금의 납부기준은 예술가나 작가들에게 지급

한 보수이며, 이때 이들이 실제로 예술가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수를 하게 된다. 예술가사

회보험 분담금은 법률 개정 이전의 경우 직역별로 나누어 그 적용

비율을 달리하였다. 그 비율은 연방노동사회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매년 결정해 왔으며, 통상 4개 직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하였다. 일례로 1991년의 경우 분담률은 직역별로 문학 

및 언론(1.7%), 창작예술(7.0%), 음악(3.3%), 전시예술(6.9%)로 적용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직역별 구분적용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2000년부터는 모든 직역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률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의 경우 

분담금의 요율은 3.9%로 적용되고 있다.

예술가사회보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업자들은 매년 전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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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와 작가들에게 지불한 보수액을 예술가사회금고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분담금의 수준이 결정된다. 2010년 11월 

말 현재 총 131,661개의 업체가 예술가사회보험 분담금 납부 의무

자로 등록되어 있다.

라. 행정관리기구

예술가사회보험법에 준한 업무는 예술가사회금고가 수행하게 된

다. 이때 예술가사회금고는 사회보험의 실행주체가 아니라, 피보험

자와 공적사회보험간의 업무를 중재해 주는 대행기구이다. 예술가

사회금고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제도가입자관리, ②예술가

사회기부금 부담업체선정, ③가입자의 보험료 징수, 예술가사회보험 

분담금 수납, 기금의 관리, ④공적의료보험 및 연금보험기관에 보험

료 대리납부, ⑤제도가입자에 대한 민원 및 서비스 업무 등

예술가사회금고는 올덴부르그-브레멘의 연방산재보험감독청(Buns- 

esausführungsbehörde)의 특별부서로 소속되어져 있으며, 북부독일 

빌헬름스하펜에 소재하고 있다. 2010년 예술가사회금고의 재정은 

총 800백만 유로로, 이 중 54.6%는 연금보험료, 37.7%는 의료보험

료 그리고 7.7%는 행정관리비 및 기타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예술

가사회금고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4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

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각 4개 직역에서 6명씩 선정되며, 

제도가입자와 예술가사회보험 분담금 납부업체 대표자 동수로 구성

된다.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예술가사회금고 업무의 지원 및 예산의 

결정 및 배분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 그리고 가입자의 자격관리를 

심사하고 있다. 예술가사회금고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은 연방사회

보험청이 수행을 하며, 감독의 범위는 예술가사회보험법과 기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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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법률의 준수 여부가 된다.

5. 특수직종 자영자 공제조합제도

가. 제도도입의 배경과 목적

특수직종 자영자 공제조합은 자유직업 종사자를 위한 노후소득보

장제도로서, 1923년 바이에른주 의사공제조합을 시초로 하여 1925

년에 바이에른주 약사 그리고 공증인 공제조합이 각각 도입되었다. 

지역 및 직역별로 독립된 공제조합은 특히 1960년대와 1980년대에 

속속 설립되어 2007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89개의 공제조합이 

존재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규모는 총 75만명 가량이 된다. 전체 공

제조합 가입자들의 직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의사(42%), 치과의사

(8.3%), 수의사(3%), 약사(7.7%), 건축설계사(11.2%), 변호사와 세무

사(2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직종 공제조합의 설립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

실들을 언급해 볼 수 있다. 첫째,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

을 통하여 부동산 및 자본의 소유 또는 개인연금 등은 노후소득보

장에 있어서 결코 안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1972년 이전까지의 경우 이들 특수직종 종사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자영자는 기존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 국민연금제도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독자적인 공제조합은 직종별로 종사자들의 독특한 사회보장수요를 

감안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공제조합 가입 대

상자들의 대다수가 고소득계층임을 감안해 볼 때, 만약 이들이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될 경우 사회보험의 분배적 기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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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나. 가입대상

특수직종 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은 자유직업(freier Beruf)에 종사하

며 동시에 해당 직종의 위원회(Kammer)에 가입된 자로 한다. 실질

적인 의무가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영자 또는 피용자의 신분은 

고려되지 않으며, 직업허가 및 영업허가 시 대상자의 제도가입의 의

무가 발생하게 된다.

피용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게 될 경우 기존 국민연금제도에 신

청을 통해 당연적용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대상자가 국민연

금제도에 계속가입을 원할 경우 낮은 보험료율(공식적 보험요율의 

10~50%)로 해당 공제조합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제도의 설립 

시에는 원칙적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해당 직종의 모든 종사자가 공

제조합의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그러나 제도의 설립 이후 일정한 연

령(대개의 경우 41세 또는 45세)을 초과하여 신규로 해당 직종에 종

사하게 된 사람의 경우 공제조합의 재정 안정을 위하여 당연가입이 

배제가 된다. 그리고 해당 직종 이외의 종사자는 가입이 금지가 되

어 특수직종 공제조합은 전적으로 동일한 업종의 종사자들로 구성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 가입자들 상호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다양한 직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반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기존 가입자의 신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예를 들어 군의관 등 공

무원으로 신분이동)에는 규정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의무가입

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원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

다. 역으로 개인이 다시 해당 직종의 종사자가 될 경우 개인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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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 재가입해야만 한다. 면허의 취소로 인한 자격의 해제 등 

기타의 사유로 가입자의 신분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도 임의계속가

입의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다. 급여

1) 급여의 산정방식

특수직종공제조합은 사회적 위험 즉, 노령, 장해, 사망 등으로 가

입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경제적 애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소득

보장을 그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제도 상호간 급여

액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편차가 심한 편이다. 일례로 가장 높은 급

여액을 보장해 주는 곳은 건축설계사공제조합으로 연금의 소득대체

율은 평균적으로 67% 가량이 된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변호사공

제조합으로 소득대체율이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여수준의 차이는 연금의 산정방식이 제도 간에 상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산정방식의 제도간 차이점에도 불

구하고,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공통점을 가지

고 있다. 이들은 크게 가입자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변수

와 전체 경제․사회적 지표를 나타내는 일반적 변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변수로는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기간 등이 있다. 여기

서 연금액의 산정기초로서 가입자의 소득은 절대액이 아니라, 매년 

개인의 소득과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비교하여 얻게 되는 비율

을 전체가입기간 동안 합산하여 결정된 수치이다. 그리고 실업기간

과 군복무기간은 각각 연방고용청과 국가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대리납부하게 되어 있어 이 기간은 제도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된다. 



321제2부 소득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육아기간과 해당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의무

교육기간 또한 일부 공제조합에서는 제도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일반적 변수는 일반산정기초(allgemeine Bemessungs- 

grundlage)와 급여승률(Steigerungssatz)이 있다. 먼저 일반산정기초

는 제도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

지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① 개인이 최초로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해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 ②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상한선, ③ 특정 

직급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의 보수. 다음으로 급여승률은 수급자 개

인의 연금급여를 해당 직종 종사자 평균소득의 일정한 수준으로 유

지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지는 일종의 정책변수로서 제도 간 

차이가 심한 편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연금급여액은 전체 제도가입

기간 동안의 소득점수 × 급여승률 × 연금의 신규 수급 당시의 일반

산정기초를 통해 구해진다.

2) 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일반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65세로 

정해두고 있다. 예외적으로 공증인공제조합의 경우는 70세, 그리고 

변호사공제조합은 67세를 연금수급연령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본

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 또는 62세부터 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연금은 보험수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감액지급된다. 

연금은 일정연령에 도달할 경우 제도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수급자격

이 부여되는 것이 보편적이나, 예외적으로 최소한 5년간의 보험료

납부기간(대기기간)을 요구하는 공제조합도 있다. 

노령연금수급자가 퇴직 이후 경제활동을 계속하거나, 자신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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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외에 다른 사회보장소득(예를 들어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금은 감액되지 않는다. 연금의 수령시 배우자수당은 지

급이 되지 않으며, 자녀의 경우 18세까지 자녀수당이 지급된다. 국

민연금제도의 경우와 같이 공제조합에 있어서도 배우자간 연금분할

(Pensionsplitting)의 규정이 적용된다. 동 규정은 1977년 이후에 이혼

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부부가 동일한 직역 또는 각기 상이한 공

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혼인기간 동안 획득한 연금수급권을 

서로 반반씩 분할할 수 있다. 만약 개인이 완전한 가입기간을 충족

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을 경우 월 2,500 유

로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제조합들은 

1960년대와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어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실제 연금수령액은 그 이하가 된다. 2007년의 경우 전체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연금은 대략 1,970 유로로 조사되었다.

3) 장애연금

특수직종 공제조합에 있어서 장애연금은 대상자가 정신적, 육체

적 결함으로 인해 해당직역에서 직업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지급된다. 노령연금의 경우에서처럼 대기기간이 없

는 것이 보편적이나 경우에 따라 최소 5년간의 제도가입기간을 장

애연금의 수급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제조합도 있다. 장애연금

은 노령연금에 준하여 지급되며, 18세 이내의 자녀에게는 일정액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연금의 수급자는 해당직역에서의 업무수

행이 금지되나, 타 직종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할 경우 연금수령액은 

소득수준의 크기에 상관없이 감액되지 않는다.



323제2부 소득보장제도

4) 유족연금

공제조합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권이 부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제비가 지급되는 곳도 있다. 유족연금은 대체로 노령연

금의 60% 가량이 되며, 50~70%정도를 지급하는 공제조합도 있다.

1977년 이후에 이혼한 경우 과거에 배우자이었던 자에게도 유족

연금의 수급권이 부여된다. 유족이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일시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 일시금은 유족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

반적으로 연금의 3년에서 5년분 상당이 된다.

아동유족연금은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되며, 교육을 받고 있

을 경우 연장 지급될 수 있다. 아동유족연금은 각 공제조합별로 차

이가 심한 편이나 양친 사망의 경우 노령연금의 30% 가량 되며, 편

친 사망의 경우 대략 15% 정도가 된다. 아동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수일 경우 각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나 그 총액은 사망한 

가입자가 수령할 수 있었던 노령연금액 또는 이의 150%를 초과하

여 지급될 수 없다.

라. 재정조달

특수직종 공제조합의 지출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와 이자수

입으로 충당되며, 정부보조는 없다. 제도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전

체 보험료를 혼자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용자(일례로 고용의사)

의 보험료는 본인과 고용주가 반반씩 부담하며, 대상자가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해 있으면서 동시에 공제조합에 임의가입하고 있는 경

우 후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요율은 피용자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 수준에 준하여 결정되어 진다. 반면에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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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우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총수입에 경영비를 제한 순수입이 

되며, 여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득

상한은 국민연금의 상한과 일치하거나, 해당직종의 법인세 부과 상

한선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조합도 있다. 재정관리방식도 제도 

간 상이하여 완전적립, 부분적립 또는 부과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마. 행정관리기구

특수직종 공제조합은 공공성을 띤 단체로서 해당직역의 위원회

(Berufskammmer)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소재지역 주정부법에 의한 

별도 공공기관의 형태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최고행정

기구로서 주정부 관할의 위원회와 대표자회의가 있다. 특수직종 공

제조합에 대한 법적인 감독권은 궁극적으로 주정부에 있으나, 주정

부는 지급보장 등 연금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각 공제조

합은 보험업무와 재산운용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운영위원회 

(Arbeits-gemeinschaft berufsständischer Versorgungswerke)｣의 회원으

로 가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구는 현재 쾰른과 베를린에 각각 소

재하고 있다.

❘제3절❘ 주요 개혁동향과 시사점

2007년 독일 정부는 기민․기사당과 사민당의 연정협약에 기초하

여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그리고 고령자의 장기근로를 지원해 



325제2부 소득보장제도

줄 수 있는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 Sicherung, 2006). 먼저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조

정에 관한 법률�은 2012년부터 연금수급연령을 현행의 65세에서 단

계적으로 2029년까지 67세로 인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매 1

년마다 1개월씩 상향조정하고, 2024년부터는 매 1년마다 2개월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67세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가

입경력이 45년 이상이 되는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5

세부터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리고 건강이나 기타 개인적 사유로 인한 조기퇴직은 63세부터 가능

하도록 하되, 이 경우 매 1년에 대하여 3.6%의 감액률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고령자 고용기회의 개선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의 장

기근로를 지원하고 동시에 2010년까지 55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을 

55%의 수준까지 인상을 하기 위한 목표로 임금보조금(Kombilohn), 

채용장려금, 직업교육의 지원 그리고 한시적 고용규정의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고령자를 위한 임

금보조금(Kombilohn für Ältere)은 50세 이상의 실직자가 저임금 일

자리를 수용하게 될 경우 2년의 기간동안 종전임금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최초 1년 동안은 50%, 나머지 1년에 대해서는 30%를 보전

해 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2년의 기간동안 국민연금의 가입소득

은 종전임금의 90% 수준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둘째, 고령자 채용

장려금은 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자나 사회적 일자리의 참여자를 

신규채용하게 될 경우 최고 3년의 기간동안 임금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52세 이상의 고령 실업

자에 대해서 한시적 또는 비정규직으로의 고용이 용이하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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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해고보호의 규정으로부터 제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업의 인력채용과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고령자의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게 된다.

아래에서는 독일의 전체 노후소득보장제도들 가운데 그 역할비중

이 가장 월등한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 운영원칙이 우리나라에 주

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1957년 연금대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는 종전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

성된 이원형 급여산식에서 일원화된 소득비례형 급여산식으로 전환

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소득비례형 급여산식은 다음과 같

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소득비례형 급여산식은 가입자 개개인

에게 종전소득에 비례하는 연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생활수준보장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종전의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분

을 제거함으로써 개인별로 부담과 급여가 상호 긴밀한 연계성을 가

지게 되어, 보험료의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반발이나 형평성 시비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보험료의 

순차적 인상을 가능하게 하여 독일의 국민연금제도는 서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소득비례형 급여산식은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확대에도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

냐하면 이원형 급여산식 하에서 균등부분은 한편으로는 저소득계층

의 제도가입 시 연금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기존 가입자들

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급여수준의 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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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으로 인하여 고소득계층의 제도가입 유인을 저해하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득비례형 급여산식의 경우 부담

에 상응하는 연금급여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의 미비로 인

한 가입계층 상호간의 형평성 시비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효

과도 가져다주게 되었다.

둘째, 소득비례형 급여산식의 채택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의 분

배적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에 대처하여 사안별로 그 특성을 감안하

여 별도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일례로 독일의 국민연금제도는 육아, 군복무, 실업, 질병, 교육, 

전쟁이나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 등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사회적 지원의 종류나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안의 

특성별 구분에 따른 선별적 지원방식은 종전 이원형 급여산식의 균

등부분을 통한 포괄적 지원방식에 비해 목표 효율성(target effi-

ciency)의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독일

은 사회정책적 차원의 지원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국민연금제도의 

추가적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재원은 순수하게 보험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입자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별 구분

에 따른 재원조달의 원칙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게 된다.

셋째,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국민연금제도는 세대간 계

약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세대간 계약의 안정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구조가 균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

야 한다. 왜냐하면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다음 세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자칫 세대간 계약의 이행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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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독일은 심각한 수준의 고령화로 인한 보험료의 인상요

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기존의 급여산식을 인구변수

(demographic factor)와 경제변수(economic factor)로 조정함으로써 

그 비용의 일부를 연금수급계층이 부담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는 국가 보조금의 수준이 연금보험료의 변화율에 연계하여 상향조

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년, 2004년 그리고 2007년의 연금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

사점을 개혁의 기본방향 그리고 세부적 정책방안으로 구분하여 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금개혁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독일

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의 부담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연금개혁을 단행하였다

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연금개혁의 주된 방향은 노후소득보장에 대

한 개인적 책임의 강화 그리고 3층 보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개별 노

후대비수단들 상호간 연계성 제고와 역할 재분담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금개혁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의 고령화에 상관없이 보험료율의 인상폭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억

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삭감은 매년 적

용되는 연금급여의 조정방식을 변경하여 별도로 인구의 고령화지수

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수준의 하락이 오랜 기간에 걸

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급

여수준의 점진적 하락은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 개개인이 생애소득의 변경에 따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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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 대응방안의 모색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

을 가지고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삭감부분을 보충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추가노후소득보장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별도로 적

립방식의 사적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수단으로서 역

할을 하게 되며, 제도의 가입 여부와 가입수준의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국가는 개인적 차원의 노후대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계

층이나 다자녀 가구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책적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연금 적립기금 관리방식의 개선과 관련한 사항이다. 

2004년 연금개혁을 통하여 적립기금은 중장기적으로 그 규모를 확

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성격 또한 단기적 차원의 유동성 보장

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완충기금에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보험요율

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정책목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속성 기금

으로 전환되었다. 나아가 적립기금의 규모는 단순히 목표적립율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대신 목표구간(구체적으로 최

고목표적립율과 최저목표적립율)을 설정하여 기금관리의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목표구간의 설정은 부과방식의 연

금제도 하에서 매년도 재정수지의 균형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보

험요율의 수시적 변동문제를 완화(smoothing)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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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의 불안문제에 대처하

여 독일은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고용환경의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여 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먼저 연금수급연령의 인상은 

연금수급자 규모의 축소 그리고 연금가입계층의 확대 등과 같은 이

중적 측면에서 연금재정의 안정화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고령자의 고용환경이 뒤따르

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수급연령의 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실제

적인 퇴직 이후의 소득공백기간을 연장시키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

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

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독일은 종전 임금대체적 

기능(즉 임금과 연금이 상호 경쟁적 관계)을 하는 연금제도에서 점

차 임금과 연금이 고령자의 고용유인과 고용지원을 목적으로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임금보충적 성격의 급여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임금보조금 그리

고 고령자의 단축근로와 그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연금이나 실업급

여로 부분적으로 보완해 주는 점진적 퇴직제도 등이 언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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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해보험

❘제1절❘ 독일 재해보험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징

19세기 후반 후발공업국 독일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이는 당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기반으로 실

현될 수 있었다. 특히 산업화 초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그리고 장시간 노동은 필연적으로 산업재해의 증가를 가

져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불만은 공산당 및 사회민

주당의 정치세력화와 함께 사회불안을 가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집

권계층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산업평화와 정치안정을 도

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만 했다. 그 일환으로서 마침내 1881

년 사회보험에 대한 황제의 칙령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1883년 의료보험, 1884년 재해보험 그리고 1889년에는 연금보험이 

속속 도입되었다.

독일의 경우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은 19세기 초반부터 지역

단위의 공제조합 형태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인 사례로서 1838년 프로이센 철도사업주의 철도수송화물과 철도종

사자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규정한 �철도사업주법(Gesetz über die 

Eisenbahn-Unternehmungen)�과 �제국광산법(Preußisches Knapps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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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sgesetz)� 등이 있다(Frerich und Frey 1993). 그러나 여기서 보상책

임은 사업주의 고의적인 과실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재해에만 

한정하였다. 이후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규정은 단계적으

로 프로이센 이외의 다른 영주국가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되

었으며, 마침내 1871년에 제정된 �제국보상책임법(Reichshaftpfli- 

chtgesetz)�에서는 사용주의 포괄적 보상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하

였다(Kolb 1983). 그러나 여기서도 보상의무는 사업주의 과실로 인

한 산업재해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해당 피재근로자가 

직접 제시하도록 하였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과실책임의 원칙｣과 ｢기업별 보상책임

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피재근로자나 그 가족의 보

호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의 발생 시 

피재근로자는 사용주의 과실책임을 증명해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민법상의 절차를 통하여 배상청구를 하도록 하였다. 나

아가 명백한 사용자의 과실이 입증되었을 경우에도 실제적인 보상

은 사용자의 배상능력이 전제될 경우에만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반의 문제에 대처하여 마침내 독일은 1884년 국가주도의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재해보험제도는 산업재

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보험의 원리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 피재근로자는 

사용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보상의 청구권을 안정적으로 확

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용자는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여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재해보험제도 도입 초기 제도의 적용대상은 저소득의 육체근로

자와 사무직 근로자로 한정하였으며, 제도 적용, 급여 제공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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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험료의 징수 등 실질적인 제도운영은 ｢산업별 연대의 원칙

(Industrieverbandsprinzip)｣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된 직업조합

(Berufsgenossenschaft)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합주의형 

제도운영방식은 공제조합제도를 바탕으로 한 직종별 사회공동체 의

식에 대한 오랜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직업조합은 

소위 ｢자치운영의 원리(Selbstverwaltungsprinzip)｣에 입각하여 개별 

조합에 소속된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표들에 의해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후 독일의 재해보험제도는 꾸준히 제도의 선진화를 추구해 왔

으며, 그 주된 특징은 크게 아래의 <표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가지의 방향으로 정리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26)

첫째, 적용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와 관련한 사항이다. 제도의 도입 

초기 저임금 육체노동자 위주의 제도운영에서 점차 고소득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에게까지 제도의 적용확대가 이루어졌으며, 마침내 

1942년부터는 종사상의 지위에 상관없이 전체 임금근로자가 재해보

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71년부터는 유

치원원아,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도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독일 재해보험제도의 사회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다. 나

아가 동서독의 통일과 함께 종전 서독의 재해보험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동독지역에 전면적으로 확대․적용되었다. 이와 함께 과거 

동독시절 발생하였던 산재피해자에 대한 현금급여(특히 장해연금) 

또한 서독의 방식으로 재산정하여 급여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였다.

26) 독일 재해보험제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국내 자료로는 김용하 외(1995), 

윤조덕 외(1998), 박찬임 외(2003) 등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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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독일 재해보험제도의 발전추이

특 징 제 도 적  내 용

적용

대상의 확대

∙ 1884: 산업재해보험법 도입. 연간소득이 2,000Mark 미만의 광산업 갱내 근로자, 철거
업 종사 근로자, 공장 및 조선업 근로자, 위험시설 건설근로자, 굴뚝소제 근로자 
등에 한정하여 당연적용

∙ 1885: 철도업, 선박업, 운수업, 철도업, 우체국 그리고 기타 국영기업 종사 근로자의 
제도적용을 위하여 국가책임의 특별재해보상제도 설립

∙ 1886: 농업 및 임업 부문의 피고용자의 당연가입.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제도 
도입

∙ 1887: 해운업과 건설업 종사 근로자에게 재해보험 확대적용
∙ 1900: 재해보험 당연가입 요건으로서 연간소득의 상한선을 3,000Mark로 상향조정. 

그리고 재해보험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개별 조합간 상이한 규정을 대대적으로 
통일. 재소자에 대한 재해보험 적용

∙ 1911: 제국보험법의 제정. 연간소득의 상한선을 5,000Mark로 인상
∙1928: 세일즈맨 및 관리직 종사 피고용자의 재해보험 당연적용. 인명구조, 범죄의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다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재해보험 적용.
∙ 1937: 견습생 및 직업교육 수강자의 재해보험 확대적용
∙ 1939: 전체 농업경영자와 가족종사자에 대한 재해보험 당연적용
∙ 1942: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을 전체 임금근로자 확대. 재해보험의 관리방식을 종전 

사업장 단위의 관리방식(Betriebsversicherung)에서 인별 관리방식
(Personenversicherung)으로 전환

∙ 1971: 유치원 원아, 학생, 대학생의 재해보험 확대적용
∙ 1991: 공적연금 및 재해보험 전환법에 의거하여 서독의 재해보험법을 동독지역으로 

확대적용 그리고 과거 동독 시절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현금급여를 서독수준
으로 인상(다만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평균소득은 지역별 별도 적용)

보호 대상 

위험의 확대

∙ 1911: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특수 직업병을 산업재해로 인정
∙ 1925: 11가지의 직업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 통근재해제도의 도입. 직업재활사

업의 실시. 중증 산재장애인의 아동에 대한 수당지급
∙ 1929: 산업재해 인정 직업병의 종류 22가지로 확대
∙ 1936: 직업병 26가지로 확대
∙ 1963: 재해보험개정법의 도입으로 의사방문 또는 현금의 인출을 위해 은행방문 도중 

입은 사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 직업병 인정요건의 완화. 재해예방사업의 강조와 
정부차원의 재해예방 보고서 발간 의무화. 개별 직업조합간 재정조정제도의 도입

∙ 1971: 통근재해 인정기준의 완화
∙1974: 개별 사회보장제도별로 수행해 오고 있던 장애인의 재활사업을 역할분담과 공동

사업의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조정법
(Rehabilitations-Angleichungsgesetz) 도입

급여수준의 

확대

∙ 1918: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재해보상연금의 실질가치 보전
∙ 1931/32: 재해보험 급여의 대대적 축소
∙ 1952: 급여수준 및 내용의 확대와 최저생계보장제도의 도입
∙ 1957: 장애보상연금에 대한 평균임금 슬라이드제도의 도입
∙ 1978: 공적연금과 재해보험의 장해연금간 병급조정 규정의 도입
∙ 1983: 장해연금의 평균임금 슬라이드방식을 공적연금제도와 통일
∙ 1986: 유족연금 수급권의 인정에 있어서 성별 차별의 철폐

자료: Frerich, J., Sozialpolitik - Das Sozialleist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9에서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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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해보험제도 보호범위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이다. 독일의 

재해보험은 종전 작업장 내의 산업재해에 한정한 보상위주의 제도

운영에서 1925년 이후 직업병과 통근재해로까지 제도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후 직업병 종류의 확대는 물론 통근재해의 인정

규정 또한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출퇴근 시 우회경로 상의 재해에 

대해서도 제도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외에도 독

일의 재해보험은 각종 자원봉사, 인명구조, 의용소방대 등과 같은 

공익적 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인정

하여 동등한 제도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독일의 재해보험은 초기의 단순한 재해보상적 기능에서 재

해예방 및 피재자의 재활적 기능 등 사업의 다각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재해보험은 보험재정의 안정화는 물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노동력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울러 급여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종전 산업재해로 인한 신

체상의 손실에 대한 ｢최저보상원리(Mindestsicherungsprinzip)｣에서 

｢생활수준보상원리(Lebensstandardsicherungsprinzip)｣로 전환이 이루

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1957년에 도입된 장해

보상연금의 평균임금 슬라이드제도를 지적할 수 있다.

❘제2절❘ 재해보험제도의 적용

일반적으로 재해보험제도의 가입단위는 사업장으로 하고 보험가

입자는 사업주, 제도의 적용 및 보험급여의 대상은 근로자와 그 가

족이 된다. 아래에서는 재해보험제도의 적용 절차와 현황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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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1. 재해보험제도의 적용 절차

독일의 재해보험제도는 한편으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산업재

해로부터 근로자와 농민 그리고 일부의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법에서 정한 특정한 행위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재

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재해보험제도의 적용은 아래의 [그림 

2-3-1]과 같은 두 가지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먼저 재해

[그림 2-3-1] 독일 재해보험제도의 적용대상과 관할 직업조합의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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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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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에서는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람들과 행위들을 구체적

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제도의 보호는 적용 대

상자의 종사영역, 종사상의 신분 그리고 행위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재해보험법에서 별도로 정한 관할 직업조합 또는 공공부문 재해금

고에서 담당하게 된다.

2. 적용 일반

독일 재해보험제도의 적용은 종류별로 재해보험법에 의한 당연적

용, 조합별 정관에 의한 당연적용, 적용제외 그리고 임의적용으로 

구분을 해 볼 수 있다.

가. 재해보험 적용의 종류

1) 재해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

재해보험제도의 당연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사람과 행위가 된

다. 재해보험제도의 당연가입 대상은 일차적으로 소득의 수준․직

종․종사상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되며, 나아가 가내근

로자(Heimarbeiter)․가내공업자(Hausgewerbtreibende)와 함께 일하

는 배우자도 의무가입이 적용된다. 그리고 고용촉진법이나 연방사

회부조법에 근거하여 신고의무(일례로 실업신고․자산조사를 위한 

소득신고 등)를 수행하거나, 해당 기관의 지시에 따라 제반의 사업

(일례로 자활사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재해보험

의 적용대상이 된다.

농업부문의 자영농민과 가족종사자가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된

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안운송업자와 연안어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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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족종사자 또한 당연히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해보험법은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을 적용대상으로 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의료시설․복지시설․재난구호․시민보

호․생명구호 등을 위하여 무보수로 활동하는 사람, 공공기관․시

설․종교단체․교육기관에서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의사상자가 재해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헌혈자․장

기기증자․자원봉사자로서 적십자요원․제3세계 개발원조자와 이

를 위한 교육생 등이 재해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이외에도 법

원이나 검찰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기업의 인턴요원․채용시험 참가자 등도 재해보험의 적용대

상이 된다.

재해보험법은 근로자가 아닌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

고 있다. 첫째, 직업교육생․견습생․유치원원아․학생․대학생으

로서 관할 시설이나 통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재해보험

의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재해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둘째, 사회복지기관에서 자활사업(Selbsthilfe)의 일환으

로 실시하는 주택건설․농지의 개간과 경작․공장부지의 개간․공

공시설의 건설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된

다. 셋째, 제반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실시하는 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재해보험의 적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넷째, 장기수

발보험법의 제정과 함께 주당 최소한 14시간 이상 요수발자를 간병

하는 사람들이 재해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적용의 대상

은 요수발자의 가족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봉사원이 

된다. 다섯째, 임신 중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태아에게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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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을 경우 출생 시부터 재해보험의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섯째, 재소자로서 법으로 정한 강제노역을 수행하는 사람도 재해

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비록 재해보험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제반의 

정황을 감안해 볼 때 근로자로 판단이 될 경우 재해보험제도의 당

연적용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서 특정한 기업의 판매대행

자(일례로 자동차 딜러), 보험중개인, 프리랜서(일례로 자유기고자, 

예술가, 합창단원 등)들이 재해보험제도의 당연적용을 받게 된다.

2) 조합별 정관에 의한 당연적용

재해보험법 제3조에서는 개별 직업조합들이 자체의 정관(Satzung)

을 통하여 별도의 적용대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대상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해당 직업조합에 

가입을 하여야만 한다.

개별 직업조합의 정관에 의한 적용대상은 일차적으로 해당 관할

영역의 기업주와 함께 일하는 배우자가 된다. 이 이외에도 타 재해

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기업의 방문자와 통

행자도 직업조합의 정관에 의해 보호의 대상이 된다.

3) 적용제외

재해보험제도의 적용제외는 크게 법에 의한 적용제외 그리고 신

청에 의한 적용제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재해보험법에 근거한 적용제외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이 경

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도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

게 된다. 첫째,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과 유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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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재해보험의 적용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 둘째, 연방원호법

(Bundesversorgungsgesetz)의 적용을 받는 사람(일례로 공익요원)이 

재해보험제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셋째, 종교적 관습에 근거하

여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성직자들이 재해

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를 받고 있다. 넷째, 독자적인 병원이나 의원

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치과의사․심리치료사, 약사 그리고 수의

사 등이 재해보험의 적용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 다섯째, 영리를 목

적으로 하지 않는 연안어부․양봉업자․목축업자 그리고 그 가족종

사자 또한 재해보험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를 받게 된다.

다음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한 적용제외와 관련한 사항이다. 여기

에는 경작지의 면적이 최고 0.12ha를 초과하지 않는 영세농민과 가

족종사자는 본인의 신청을 통하여 제도의 적용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의 면제를 위한 추가적인 조건으로서 해당 자영농민은 별

도의 특용작물(일례로 연초)을 재배하지 않아야만 한다.

4) 임의적용

재해보험의 임의적용은 관련법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제도에 가입을 할 수 있다. 임의적용의 주된 대

상으로는 기업주 그리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배우자가 된다. 그러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영농민이나 연안어부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의 임의가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합명회

사나 합자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

는 사람들은 신청에 따라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다.



34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나. 재해보험제도의 적용 현황

독일의 재해보험제도는 영역별 구분에 따라 산업부문 재해보험조합, 

농업부문 재해보험조합 그리고 공공부문 재해금고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 아래의 <표 2-3-2>는 영역별로 재해보험 가입자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서 가입자는 다시 총가입자와 완전가입자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총가입자(Versicherungsverhältnisse)

는 단순히 재해보험의 가입을 기준으로 파악이 되며, 이에 따라 동

일인이 여러 곳에서 다중근로를 하게 될 경우 각각 별개의 가입자로 

간주를 하게 된다. 2010년 현재 총가입자는 약 8,347만 명으로 집계

되고 있으며, 이중 산업부문 직업조합이 6,241만 명 가량으로 전체

의 7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 재해금고 21.1%,

<표 2-3-2> 재해보험조합별 가입자의 분포(2008, 2009, 2010)

단위: 천명, %

2008 2009 2010

총가입자
1)

합  계 82,067.6 (100.0) 83,486.3 (100.0) 83,472.1 (100.0)

산업부문 직업조합

농업부문 직업조합

공공부문 재해금고

61,235.8 (74.6)

3,468.1 (4.2)

17,363.7 (21.2)

61,825.1 (74.1)

3,444.6 (4.1)

18,216.5 (21.8)

62,417.3 (74.8)

3,453.9 (4.1)

17,600.8 (21.1)

완전가입자
2)

합  계 37,569.2 (100.0) 37,761.8 (100.0) 38,171.9 (100.0)

산업부문 직업조합

농업부문 직업조합

공공부문 재해금고

31,208.5 (83.1)

1,309.6 (3.5)

5,051.1 (13.4)

31,302.2 (82.9)

1,299.0 (3.4)

5,160.6 (13.7)

31,800.5 (83.3)

1,230.8 (3.2)

5,140.6 (13.5)

주: 1) 총가입자는 근로자가 다중근로를 통하여 여러 직업조합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각각을 합계한 수치임.

   2) 완전가입자는 통계적 지표로서 전체 가입자의 총근로시간을 정규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임.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2010 ㅡ Unfallverhüttungsbericht Arbei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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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농업부문 직업조합 4.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완전가입자(Vollarbeiter)는 전체 재해보험 가입자의 총근로시간

(geleistete Arbeitsstunden)을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으로 나

누어 계산한 일종의 통계적 지표이다. 이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완

전가입자의 규모는 약 3,817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산업

부문 직업조합이 3,180만 명 가량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하고 있

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 재해금고 13.5% 그리고 농업부문 직업조

합 3.2%의 순으로 되고 있다.

독일의 산업부문 직업조합들은 법으로 정한 산업별 분류에 근거

하여 해당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주 등을 가입자로 

관리를 해 오고 있다. 아래의 <표 2-3-3>은 산업부문별 가입자의 분

포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2010년 현재 전체 산업부문 직업조합의 

완전가입자는 3,180만 명 가량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이 중 근로

자가 약 2,855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표 2-3-3> 산업부문 직업조합별 완전가입자의 분포(2010)
단위: 명

산업 분류 합계 기업주 근로자 기타 종사자

총   계 31,800,544 1,036,905 28,551,499 2,212,140

Ⅰ. 원자재 및 화학

Ⅱ. 목재 및 금속

Ⅲ. 에너지, 섬유, 전자, 통신

Ⅳ. 건설

Ⅴ. 식료 및 숙박산업

Ⅵ. 상공업

Ⅶ. 교통

Ⅷ. 행정, 철도, 유리

Ⅸ. 보건 및 복지

1,179,281

3,844,841

2,893,902

1,769,325

1,817,047

3,739,645

1,421,226

11,047,870

4,087,407

7,620

37,947

112,125

69,431

52,403

232,544

129,513

106,036

289,286

1,170,814

3,801,599

2,779,249

1,575,656

1,764,632

3,507,083

1,291,703

8,977,802

3,682,961

847

5,295

2,528

124,238

12

18

10

1,964,032

115,160

자료: DGUV, Geschäfts- und Rechnungsergebnisse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und Unfallversicherungsträger der öffentlichen Hand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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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입자 그리고 기업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입

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행정․철도․유리 분야의 직업조합 

가입자가 1,100백만 명 가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원

자재․화학 분야의 경우 가입자의 규모가 100만 명 가량으로 전체 

산업부문 직업조합들 가운데 가장 낮은 역할비중을 보이고 있다.

❘제3절❘ 재해보험제도의 주요 사업

재해보험의 주요업무로는 첫째, 근로자를 근로재해나 직업병으로

부터 보호하는 예방사업, 둘째, 재해발생시 피재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을 신속히 치유하여 적절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재활

사업 그리고 산업재해로 피보험자의 장애 또는 사망 시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소득보장사업을 들 수 있

다(BMAS 2011). 

1. 재해예방사업

독일의 재해예방체계는 개별 직업조합에 의한 작업감독, 국가에 

의한 사업장감독 그리고 기업 자체의 산업안전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재해예방 주체들 상호간 권한행사의 범위와 업무의 연계성 

그리고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전략의 

수립을 핵심적 목표로 ｢독일산업안전 공동전략(Gemeinsame Deutsche 

Arbeitsschutzstrategie)｣의 개발이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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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직업조합의 작업감독사업(Aufsichtsdienst)은 해당 적용사업

장의 안전설비를 감독하고 산업안전규칙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그리

고 작업감독은 산업재해의 예방은 물론 산재발생시 신속한 응급조

치, 적절한 의료급부의 제공 그리고 산재 원인에 대한 연구를 하여 

궁극적으로 재해예방 서비스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직업조합별 작업감독사업을 총괄하고 특히 감

독주체별 관할 영역의 배분과 재해예방 공동규정의 제정 등을 목적

으로 하는 중앙기구로서 ｢독일 공적재해보험 연합회(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e.V.)｣를 두고 있다. 이는 또한 장해자

에 대한 효율적인 직업재활교육 모델의 개발과 보급을 그 주요 과

제로 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대략 5,342명의 감독요원

이 있으며, 한해에 대략 65만 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에 의한 사업장감독(staatliche Gewerbeaufsicht)은 

지역별로 행해지며, 일반적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해당 행정구역 소

재 사업장을 감독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련 업무는 직업조합의 작업

감독사업과 유사하나, 사업장감독관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

어 업무수행에 있어서 행정적 공권력이 큰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산

업안전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벌금부과는 물론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 일환으로서 개별 주정부는 산하에 

국가산업안전청(staaliche Amt für Areitsschutz) 또는 사업장감독청

(Gewerbeaufsichtsamt)을 두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대략 

3,101명의 감독관과 95명의 산재관련의사가 공무원의 신분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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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예방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끝으로 �산업안전법(Arbeitschutzgesetz)�에 근거하여 기업 차원에

서 산업안전사업(innerbetrieblicher Arbeitsschutz)의 실시가 의무화되

어 있다.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기업은 기업 소속의 전문

의사와 산업안전요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재해 시 적절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자

문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기계 및 새로운 작업공정의 도입 그리고 

사내 근로자 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 참석하여 의

견을 개진할 수 있다. 기업 내 산업안전의 제고를 위한 또 다른 기

구로는 근로자대표로 구성된 직장평의회(Betriebsrat)가 있다. 이들에

게는 산업안전에 관한 감독권과 참여권 그리고 근로감독관청에 대

한 업무보조의 의무가 법적으로 적용된다. 나아가 산업안전을 제고

하기 위하여 이 이외에도 2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는 추가적으로 

전문안전요원(Sicherheitsbeauftragte)의 고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598,665명의 전문안전요원이 활동하

고 있다.

재해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책적 중

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1963년부터 매년 산재예방보고서(Unfall- 

verhüttungsbericht)의 발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독

일 연방정부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발생추이, 비용 및 재정 현황 

그리고 산업안전을 위한 전략의 제시 등을 목적으로 매 4년을 주기

로 산재예방종합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해예방정책에 힘입어 독일의 산업재해는 

1960년 대략 300만건에서 1989년 160만건 그리고 2009년 약 9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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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가량으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지표로서 근로자 1,000명당 산재사고 발생건수 역시 1960

년 약 109.2명에서 1989년 54.1명 그리고 2009년 25.8명으로 지속적

으로 감소해 오고 있다(BMAS 2011). 산업재해의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재해와 통근재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반면, 직업병은 증가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업병의 증가는 무엇보다도 산업의 

화학약품 사용증가로 인한 피부병, 근골격계질환 그리고 작업장 소

음으로 인한 난청에 그 주요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연방정

부는 ｢독일산업안전 공동전략｣의 핵심적 과제를 이와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처한 예방전략의 마련에 두고 있다.

2. 재활사업

재활사업이란 산업재해로 인한 피재근로자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를 제거 또는 완화하여, 사회와 직장에 재편입할 수 있도록 보

조해 주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활의 영역이 의료재활 

- 직업재활 - 사회재활을 포괄하게 되므로 여기서 살펴보게 될 재해

보험제도의 재활사업으로는 신체적 장해를 치료하기 위한 요양급

여, 직업교육 및 직장편입을 지원하는 직업보조 그리고 재활기관 동

안의 경제적 보장을 위한 전환급여가 있다.

가. 요양급여(Heilbehandlung)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부상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

고 신속한 의료제공에 대한 의무를 지며, 원칙적으로 의료비의 제한 

없이 전액부담하게 된다. 재해보험은 또한 의약품, 물리치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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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의 구입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요양급여는 근

로자의 노동능력 상실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발생일로부터 지급되며, 

재해로 인한 부상과 질병이 완치되거나 그 상태가 정지되어 더 이

상의 악화와 호전이 없게 될 때까지 지급된다.

독일 재해보험의 특징으로서 신속한 응급조치와 진단 그리고 부

상 또는 질병의 상태별로 적절한 의료체계로의 이송 등을 목적으로 

산재전문의제도(Durchgqangsarzt-Verfahren)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0

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3,500명의 산재전문의가 활동하고 있다. 그

리고 개별 직업조합은 9개의 산재전문병원과 2개의 직업병전문병원

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피재근로자의 의료서비스 접

근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해보험과의 계약을 통하여 일반병

원과 개업의도 재해자의 진료와 치료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요양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재자의 의사선택에 있어서 자율

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직업조합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만 한다.

재해로 인한 장해로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렵게 되었을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병급여(Pflegegeld)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재가급여(Hauspflege)와 시설급여(Anstaltspflege)로 구분된다. 이러한 

간병급여는 현물적 성격의 서비스급여 대신 신체적 장해로 인한 요

수발의 정도에 따라 현금급여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경

우 간병급여는 하한선과 상한선의 이내에서 결정된다. 2010년의 경

우 이러한 하한선과 상한선은 지역별 구분에 따라 각각 서독지역의 

경우 최저 307 유로와 최고 1,228 유로 그리고 동독지역의 경우 최

저 269 유로와 최고 1,075 유로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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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상한선을 초과하는 간병급여의 지급도 허용이 된다. 이러한 간병

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나. 직장복귀지원(Leistungen zur Teilhabe am Arbeitsleben)

직장복귀지원이란 재활사업의 일환으로서 피재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여기에는 장해자

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특수교육기관에서의 입소교육

을 받게 될 경우 숙식비와 간호비의 보조는 물론 구직활동에 소요

되는 비용과 장애인 고용 기업체에 대한 보조금도 포함된다. 직장복

귀지원은 원칙적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승인되며, 최고 2

년까지 지급된다. 직장복귀지원의 대상은 피재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에 종사하지 않던 학생도 포함된다. 

다. 전환급여(Übergangsgeld)

현물급여의 성격인 직장복귀지원을 받고 있는 재해자에게 이 기

간 중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환급여가 지급된다. 

전환급여는 직장복귀지원을 받기 한해 전 피재근로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양을 할 자녀가 있거나 그 배우자가 피재자를 

간호하기 위하여 근로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사자 평균소득

의 80%, 그 이외의 경우에는 75%가 지급된다. 직장복귀지원을 받기 

전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경우나 실제소득을 산정

하기 어려울 경우, 동일직종 또는 동일한 지역에 같은 업무를 종사

하고 있는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65%가 지급된다. 

전환급여의 수급자가 별도의 근로소득 또는 타 사회보장제도의 급



350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여(일례로 모성급여, 조업단축급여, 실업급여 등)를 받고 있을 경우 

병급조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직장복귀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

는 도중 장해가 악화되어 재활교육에 참여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나 

재활교육 후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전환급여

는 6주간 연장하여 지급될 수 있다. 그리고 재활사업이나 교육에 참

여하면서 전환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 직업조합에

서 전체 사회보험료(연금보험,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를 

부담해 주고 있다.

3. 재해피해의 보상사업(소득보장사업)

가. 휴업급여(Verletztengeld)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피재자가 요양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소득대체적 성격의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이러한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피재근로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었을 경우에만 인

정된다. 그리고 휴업급여는 동일한 사유로 인해 지급되는 타사회보

장급여와 원칙적으로 병급을 할 수 없다. 휴업급여는 의료보험에서

처럼, 재해발생 이후 처음 6주간은 사용주가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

게 되며(Lohnfortszahlung), 7주 이후부터 재해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임시직 근로자나 일주일에 15시간 이내로 일하는 

‘경미한 근로자’에게는 사용주의 임금지불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재해발생 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휴업급여는 일시적인 소득중단에 대한 소득보장급여로서 장해연

금의 수급권이 인정될 때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근로능력의 회복이 

제반의 재활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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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휴업급여는 78주를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휴업

급여는 피재자 소득의 80% 수준에서 결정되며, 이 경우 세금이나 

보험료를 공제한 순소득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다. 급여액은 장해발생 직전 1년 동안 피재근로자 본인의 평균소득

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상한은 개별 직업조합별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농업자영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경영보조금(Betriebshilfe)이나 가

계보조금(Haushaltsilfe)이 지급된다. 경영보조금과 가계보조금은 일

반적으로 재해로 인한 농업경영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인력을 고용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 후 또 다시 그 상태가 악화되

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휴업급여가 재차 지급된다. 이 

경우 휴업급여는 재발 이전 당사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 

하게 된다. 만약 동일한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장

시간의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휴업급여에 추가하여 특별급여

(Sonderunterstützung)가 지급될 수도 있다.

나. 장해연금

재해보험에 있어서 장해연금의 기능은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노

동능력의 상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수급조건은 산재발생 이

후 노동능력이 최소한 20% 이상 감소하고 장해상태가 영구히(법률

적으로 26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장해정도의 판정은 일반적으로 

재해발생 전후 해당 근로자의 노동능력을 비교함으로써 결정되며, 

이때 육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종전에 획득한 지적․정신적 근로능

력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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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 또는 견습생 등의 경우 장해의 발생 시 종전 학업성적과 수

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장해등급 판정의 객관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표를 작

성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제시기준의 역

할만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종류의 장해일지라도 그에 따른 

피해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장해등급 판정의 유연

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일례로 일반노동자와 전문 피아니스트에게

서의 손가락 절단).

장해연금은 일반적으로 피재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

정하게 된다. 다만 직업병으로 인한 장해연금은 피재근로자에게 유

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동일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

게 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장해연금에 대해서는 

급여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들은 법률에 따라 공

적연금제도에서 정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011년의 경우 구서독

지역 30,660유로, 구동독지역 26,880유로)을 기준으로 매년 재조정

된다.

먼저 급여의 하한선은 저임금 근로자 또는 미성년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며, 이는 개인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

용된다. 이 경우 급여수준은 재해발생 당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경우 60% 그리고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40%

가 적용된다. 6세 미만의 경우 평균소득의 25%, 6세 이상 14세미만

의 경우 33.3%가 된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으로서 정규교육이나 직

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거나 2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을 마치게 되는 시점 또는 최고 25

세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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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와 동일한 연령과 교육수준을 갖춘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의

미한다. 

다음으로 급여 상한선은 과도한 급여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한선은 법률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

득의 2배 수준으로 정해져 있으나, 각 조합별 정관에 이보다 높게 

운영할 수도 있다. 

장해연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완전장해자의 

연금은 당사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의 2/3가 되며, 이 경우 급여수준

은 제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순소득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

다. 나아가 병급의 제한에 대한 규정으로서 피재근로자가 동일한 사

유로 여러 사회보험으로부터 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도 그 합계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 반면에 장해정도가 50% 

이상으로서 장해로 인해 실직상태에 있으며 공적연금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재해보험에서 기본연금의 10%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

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장해연금의 조정에 대한 규정은 수차례에 걸

쳐 개정되어 있으나, 최종적으로 공적연금제도에서와 같이 전체 가

입자 평균임금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매년 재조정되고 있다.

피재자의 장해상태가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이 지급

될 수 있다. 또 장해등급 상 노동능력의 상실정도가 40% 미만일 경

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장해연금 수급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장해정도가 

40% 이상인 18세 이상의 피재자가 자신의 재산확보를 목적으로 부

동산, 건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장차 받게 될 연금의 10년분 

중 그 절반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일시금의 크기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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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당시 당사자 연간 연금금액의 9배가 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10

년이 경과하게 되면 다시 완전염금의 수급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5년분의 연금수급권을 동일한 목적으로 일시금의 형

태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나아가 피재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외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도 일시금이 지급된다.

다. 유족연금

재해보험제도의 유족연금은 배우자유족연금, 아동유족연금 그리

고 부모유족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배우자유족연금의 수급권은 남녀의 구분이 없이 사망한 피

재자의 배우자에 주어지게 되며, 이는 다시 소배우자유족연금(kleine 

Witwenrente) 그리고 대배우자유족연금(große Witwenrente)으로 구

분된다. 여기서 소배우자유족연금은 사망한 피재근로자의 전년도 

연간소득(Jahresarbeitsverdienst)을 기준으로 30%가 되며, 최고 24개

월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반대로 대배우자유족연금은 생존

한 배우자 자신이 장해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고 47세를 초과하였을 

경우 또는 최소 1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사망한 피재

자 연간근로소득의 40%를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연금은 원칙적으

로 기간의 제한이 없이 제공된다. 

만약 생존한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수급과 동시에 근로에 종사하

게 될 경우 임금소득이 연금의 기본공제액(Freibetrag)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에 대하여 40%의 비율로 감액된다. 이때 기본공제액은 

공적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3.3% 수준에서 결정된다. 만약 

이 경우 사망한 피재자의 배우자가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

고 있을 경우 기본공제액은 자녀 1인당 0.7%씩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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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재자의 배우자가 재혼을 하였을 경우 배우자유족연금은 

중단되며, 대신 지난 1년간 수령한 월평균 연금액의 24배를 일시금

으로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소배우자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 최대 

24개월만 제공되므로 일시금은 이미 유족급여를 수급한 기간을 차

감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생존한 배우자

가 재혼 후 다시 이혼을 하여 독신이 되었을 경우 일시금을 반환하

여 연급수급권을 재취득할 수도 있다. 

사망한 피재자의 전배우자에게도 연금의 수급권이 인정되는데 이

를 위해서는 1977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을 하고 사망 당시 피재자

에게 부양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배우자연금의 수

급권이 다수에게 성립될 경우에는 사망자와 결혼기간에 비례하여 

분할지급하게 된다. 피재근로자의 사망 이후 최소 3개월 동안 그 배

우자는 완전장해에 상당하는 장해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다음으로 아동유족연금은 친자녀 또는 입양자녀의 여부와 상관없

이 모든 자녀에게 지급된다. 이 경우 양친 사망의 경우 자녀 1인당 

사망한 피재자의 전년도 연간근로소득의 30% 그리고 편친 사망의 

경우 20%씩 지급된다. 사망 이전 피재근로자와 함께 거주하고 피재

자의 소득으로 부양을 받고 있던 조카나 형제들에게도 아동유족연

금의 수급권이 인정된다. 아동유족연금은 18세까지 지급되나, 교육 

또는 군복무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을 경우 최고 27세까지 

연장 지급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유족연금은 피재자가 사망 

이전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었을 경우 그 부모에게 지급된

다. 양(편)친이 생존하고 있을 경우 사망근로자 소득의 30%(20%)가 

지급된다. 그리고 연금의 수급권은 조부모에게도 인정되나, 다만 배

우자유족연금 등 전체 유족연금의 합은 사망한 근로자 연간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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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사망한 피재근로자의 사인이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 유족들에게 사망 이전 소

득의 40%가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제4절❘ 재해보험제도의 재정조달 및 

재정조정사업

1. 보험료의 징수 일반

독일의 재해보험제도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조합

별로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재정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수입에 의해 충당되며, 근로자의 경우 사용주가 그리고 기업

주와 자영농민의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내근로자 또는 가내수공업자의 경우 보험료는 가내근로자법

(Heimarbeitsgesetz)에 근거하여 위탁기업이 부담을 하게 된다. 예외

적으로 농업부문 직업조합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조합별 

연간 총보험료 수입의 대략 50%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10년의 경우 대략 2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유치원원아, 

학생, 국제구호활동 및 자원봉사, 기타 공익활동에 대한 재해보험은 

주로 공공부문 재해금고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전액 일반

예산으로 충당된다.

재해보험제도의 보험료는 사업장 단위로 전체 근로자의 연간근로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이 경우 보험료의 부과대상은 소득상한

선이 되는 연간최고근로소득(Höchstjahresarbeitsverdienst) 이내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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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된다. 그리고 재해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나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연간근로소득 대신 자신이 선택한 보

험금액(Versicherungssumme)을 근거로 하여 계산을 하게 된다.

당해연도 보험요율은 전년도 지출총액(Umlagesoll)을 기준으로 결

정되며, 보험재정의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말에 가

서 확정보험료를 계산하여 각 기업별로 정산하게 된다. 보험료는 근

로자의 연간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해당기업의 위험등

급(Gefahrklasse)에 따라 차별적용된다. 여기서 위험등급은 개별기업

에서 발생한 재해건수와 재해정도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통상적으

로 6년을 주기로 재조정이 된다. 기업별 보험요율을 결정하는데 있

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재해는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로 

부주의로 인한 재해가 그 기준이 된다. 따라서 통근재해나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해는 보험요율의 산정대상에서 삭제된다. 그리

고 각 직업조합은 재해예방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산재발생

율의 감소추세에 따라 지난 15년 동안 재해보험요율은 10% 가량 인

하되어 2009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1.31%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같은 해 총보험료의 경감액(Abschlag)은 3억 7,300만 유로로 보험

료의 추가징수액(Zuschlag) 약 9,400만 유로 대비 4배를 기록하여 산재

예방 인센티브제도로서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판정되고 있다(BMAS 

2011).

농업부문 재해보험조합에 있어서 보험료는 조합별 전년도 지출총

액(Umlagesoll), 개별 농업경영자의 고용근로자 수, 경작면적, 소득

세 등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 및 지방정부, 소방산재금고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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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각각 일반예산의 재원으로 운영이 된다. 공공부문 재해금고들

은 산재사고의 실적이나 위험등급 등을 감안하여 소속 기업이나 가

입자들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보험료

의 경감조치를 실시할 수도 있다. 반면 유치원원아․학생․대학

생․관청의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민간인․의사상자․재소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면제가 적용되고 있다.

끝으로 민간영역에서 경미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

해서는 2006년 이후부터 소속 조합이나 종사 업종에 상관없이 1.6%

의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적

으로 연방광업금고의 ‘미니일자리 중앙회(Minijobzentrale)’가 ‘전체 

사회보험료(Gesamtsozialbeitrag)’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

2. 재정조정사업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개별 조합들 상호간 재정수지의 

불균형과 보험료의 편차가 점차 심화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

어 왔다. 이에 따라 재해보험법에서는 산업부문 직업조합들의 재정

적 부담을 재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서 1968년부터 

재정조정사업(Lastenausgleichverfahren)을 실시해 오고 있다. 초기 

재정조정(Lastenausgleich)은 몇 가지 지표를 토대로 일부의 직업조

합이 일정한 부담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 총액

을 나머지의 재정상태가 양호한 조합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조정의 방식은 그 영향

력이 미미하여 광업 그리고 연안운송과 같은 소수의 직업조합만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며, 그 규모는 1990년대 초반까지 매년도 전체 



359제2부 소득보장제도

보험재정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본격적 세계화와 독일통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재정조정의 지표를 완화하게 되어 건설 또는 석재직업조합 등이 새

로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재정조정의 규모는 

미미한 상태를 기록하였다.

이상과 같은 비용분담의 기술적 한계와 산업구조의 가속적 변화에 

따른 개별 직업조합 간 형평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2008년 전혀 새로운 개념의 재정분담(Lastenverteilung)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재정조정방식의 일시적 적

용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일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종전의 재정조정방식에 

의한 재정비중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대신 새로운 재정분담

방식의 비중을 비례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새로운 재정분담방식의 핵심이 되는 ‘과거 연금채무(Altrentenlasten)’

는 원칙적으로 모든 직업조합이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이에 따라 개별 조합들이 재정분담의 과정에서 수혜자 또는 부

담자가 되는 것은 앞서 연금채무와 당해연도 조합별 연금지출총액

을 상호 차감하는 방법을 통해 결정된다. 그리고 모든 조합이 공동

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채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산출이 

된다. 먼저 개별 조합은 과거의 산업구조(관련 지표로는 산재사고빈

도와 신규연금의 발생위험, 근로자와 임금총액의 규모 등)가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당해연도에 자신이 부

담하여야 할 연금총액인 ‘구조적 부담(Strukturlast)’을 산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구조적 부담을 초과하는 연금소요분(추가적 

과거채무: Überaltlast)에 대해서는 신규연금에서 30% 그리고 임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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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서 70%의 비율로 모든 직업조합에게 부과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방식에 따라 2010년의 경우 종전 방식의 재정조정을 

통해 총 3억 4,400만 유로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재정분담을 통해 

총 4억 3,200만 유로가 재정조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재정분담으로 인하여 수혜조합의 범위가 확대

되어 기존의 건설, 원자재 및 화학 직업조합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및 

금속 그리고 목재 및 축산 직업조합도 신규로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3. 구동독 연금채무의 부담조정

1991년 1월 1일 통일협약의 발효에 따라 과거 동독시절에 발생하

였던 재해사고에 대한 연금채무에 대해서는 전체 직업금고들이 공

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재정비용의 분담방식은 직역별 

구분에 따르지 않고, 대신 조합별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일괄적인 배

분률(Verteilungsschlüssel)을 정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개별 재해사고를 직역별로 구분하여 재정적 책임소재를 분류하게 

될 경우 상당한 행정적 비용은 물론, 소득보장 및 재활사업의 지연

으로 인해 동독지역 재해피해자의 불편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재정분담을 위한 배분률은 통일 초기의 경우 시간적 제약과 정보

의 불충분성 문제를 감안하여 당시 서독지역 직업조합들의 관련 데이

터만을 기초하여 산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배분률은 통일 과도기

를 지나 안정적인 행정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1994년 이후부터는 전

체 독일지역의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재조정하게 되었다. 2010년의 

경우 통일협약에 명시된 초기의 배분율에 따라 이루어진 재정조정

의 규모는 총 5억 7,300만 유로에 달하였으며, 이 중 새로운 배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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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조합별 비용의 재조정은 2,800만 유로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동독 연금채무의 부담조정은 2008년 �재해보험 현대화

법(Gesetz zur Modernisierung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의 

발효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개념의 재정분담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구동독 연금채무의 부담조정은 새로운 재정분담방식이 

완전히 정착되는 2014년에는 자동적으로 소멸될 예정이다.

❘제5절❘ 재해보험제도의 행정관리체계

 1. 재해보험자의 조직체계

독일의 재해보험제도는 조합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직역별 또는 

지역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조합들은 영역의 구분에 따라 

크게 산업부문 직업조합(gewerbliche Berufsgenossenschaften), 농업

부문 직업조합(landwirtschaftliche Berufsgenossenschaften) 그리고 공공

부문 재해보험금고(Unfallversicherungsträger der öffentlichen Hand)

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합방식의 분립형 운영

체계는 급속한 세계화의 추세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서비

스 및 지식․정보산업으로의 구조적 변화 등에 대처하여 적극적인 

체질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으

로서 광업, 건설업 등 사양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직업조합들의 

경우 적용기업의 감소 그리고 과거의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급여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물론 조합간 보험료 부담

의 불형평성 문제를 노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8년 제정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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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대화법�은 재해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혁을 목표로 개별 직

업조합들 상호간 합병을 유도하여 적절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동시에 새로운 개념의 재정분담방식을 도입하여 조합별 재정운영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독일 재해보험 관리운영체계

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산업부문 직업조합

산업부문의 직업조합은 업종별 구분에 따라 각각 독립적인 조직

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8년 �재해보험 현대화법�의 발효 이후 조

합들 상호간 합병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그 결과 산업부문

의 경우 2010년 현재 9개의 직업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산업부문의 

직업조합들은 지역단위의 대민 서비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 

93개소의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두고 있다(<표 2-3-4> 참조). 산업부

문 직업조합과 공공부문 재해보험금고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수

와 근로자의 수는 2010년 현재 각각 약 394만 개소 그리고 8,002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 전체 산업부문 직업조합과 공

공부문 재해보험금고의 관리운영비는 약 13억 유로로 전체 재해보

험 재정의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타 사회보험제도의 관리

운영비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27)

재해보험법 제118조에서는 산업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업조

합들 상호간 합병에 관한 규정을 수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합병의 

대상이 되는 직업조합들은 사전적으로 대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 

27) 일례로 연금보험제도와 실업보험제도의 경우 전체 보험재정에서 관리운영비가 차

지하는 비율은 대략 2~3%의 수준에 달하고 있음(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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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Aufsichtsbehörde)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합

병 이후 직업조합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정관(Satzung), 위원들의 제청 

서류 그리고 타 기관들과의 법적 관계에 대한 합의문을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직업조합의 법적 효력은 감독기관의 승인

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하게 된다. 재해보험법 제120조에 따르면 재

해보험조합의 해체 또는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제반의 권리

와 의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표 2-3-4> 독일 산업부문 직업조합과 공공부문 재해보험금고의 관리운영 

현황(1990~2010)

단위: 개소, 명, 백만유로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관리

조직

조합수

지부․출장소 수
1)

75

116

89

132

73

123

59

115

48

118

40

93

적용

대상

적용사업장

적용근로자
2)

2,501,518

47,485,540

3,214,190

84,891,390

3,486,450

71,431,179

3,702,144

73,694,392

3,800,432

80,041,625

3,943,133

80,018,160

보험

지출

총 계 6,324 9,859 10,450 10,755 11,276 11,491

재해예방사업

재활사업

재해보상사업

행정관리비

338

1,720

3,612

654

608

2,927

5,231

1,093

717

3,085

5,458

1,190

813

3,104

5,572

1,266

915

3,453

5,574

1,334

911

3,676

5,628

1,276

주: 1) 산업부문 직업조합에만 해당

   2) 동일 근로자가 다중 근로를 하여 여러 재해보험조합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이를 모두 합계한 수치임.

자료: DGUV, Geschäfts- und Rechnungsergebnisse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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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부문 직업조합

농업부문 직업조합의 경우 지역단위로 운영되며, 2010년 현재 전

국적으로 총 9개의 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직업조합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행정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는 농업사회보험(landwirtschaftliche Sozialversicherung)의 일부로서 

운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각각의 농업사회보험은 그 

아래에 농업연금금고․농업질병금고․농업수발금고․농업직업조합

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개개의 농업사회보험은 종합보험자의 일환으

로서 노령․질병․수발문제․산업재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직운영과 재정운영 또한 통합적으로 관장해 오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농업사회보험은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아 농업구조 개선

사업(일례로 경지이양연금, 영농이양연금 또는 유럽연합 차원의 농

업조정사업 등)을 대행하고 있다.

다. 공공부문 재해보험금고

공공부문 재해보험금고는 운영의 주체별로 구분하여 크게 연방정

부 재해보험금고, 주정부 재해보험금고, 자치단체 재해보험금고 그

리고 소방산재금고로 분류를 해 볼 수 있다.

연방차원의 재해보험사업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연방정부가 스스로 재해보험자가 되는 경우로서 

관련 사업은 별도 설립된 독립기관인 수행청(Ausführungsbehörde)에

서 담당하게 된다. 연방정부 차원의 수행청은 정부부처의 구분에 따

라 연방교통부 수행청 그리고 연방재해보험 수행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청의 설립요건, 운영지침, 자치운영 규정 그리고 연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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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운영절차 등은 관할 정부부처의 주도로 연방노동사회부․연

방내무부․연방재무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리고 수행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정부부처에만 해당되는 고유

의 사안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는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 범위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해당되는 경우로서 체신․통신 재해금고 그리고 철도 재

해금고가 있다.

개별 주 차원의 재해보험사업은 주정부의 주도로 운영이 되며, 관

련 업무를 위하여 해당 주정부는 단일 또는 다수의 재해금고

(Unfallkasse)를 설립할 수 있다. 재해금고의 설립방법과 관련하여 

주정부는 관할 지역에 소속하고 있는 다수의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재해금고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주민의 수는 최소한 

500,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해보험법 제116조 제

2항에서는 주정부들이 공동으로 재해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 재해금고에는 최대한 3개의 주정부가 참여할 수 있다. 

나아가 주정부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관할지역 내 재해금고들을 상

호 합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주정부 차원의 재해금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

정부는 재해보험법 제1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자치단체들을 

포괄하는 재해금고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공동 재해금고는 관할 자치단체들의 주민수가 최소한 

500,000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다수

의 주정부들이 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대

상으로 하는 재해금고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 재해금고는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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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주정부가 참여할 수 있다. 주정부는 자치단체 차원의 재해금

고들을 상호 합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정부는 재해보험법 제1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지역 내 별

도의 소방재해금고(Feuerwehr-Unfallkasse)를 설치하거나, 자치단체

의 재해금고에 해당 업무를 위임할 수도 있다. 이 이외에도 주정부

들이 공동으로 소방재해금고를 운영할 수도 있으며, 해당 재해금고

는 최대한 3개의 주정부가 참여할 수 있다.

라. 재해보험조합 연합회

독일의 재해보험조합들은 특성별 구분에 따라 2개의 재해보험연

합회에 소속하게 되는데, 이는 아래의 [그림 2-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산업부문 직업조합과 공공부문 재해보험금고를 대표하는 

독일공적 재해보험 연합회(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e.V.) 그리고 농업부문 직업조합을 대표하는 농업 사회보험 최고연

합회(Spitzenverband der landwirtschaftlichen Sozialversicherung)로 구

성되어 있다. 이러한 2대 연합회는 각각 자치운영의 원리를 바탕으

로 소속 조합의 이해를 대변하고, 조합간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연합회는 산재예방사

업․회계처리․기관운영․적용과 징수업무․통계생산 등의 표준화

를 도모하고, 제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

다. 나아가 개별 연합회는 소속 조합들로부터 징수한 출연금을 기금

의 형태로 조성하여 조합간 재정조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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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독일 재해보험제도의 조직체계

공적 재해보험제도 체계

독일 공적 재해보험연합회 농업 사회보험 최고연합회

산업부문 직업조합(9개) 공공부문 재해금고(27개) 농업노령금고 농업질병금고 농업부문 직업조합(9개)

❘제6절❘ 재해보험제도의 시사점

독일 재해보험제도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특징으로는 조

합주의의 원칙과 자치운영의 원칙이 지적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

각의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조합주의의 원칙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재해보험제도는 조합주의의 원칙

에 입각하여 45개의 재해보험조합에 의해 분산 운영되고 있다. 그리

고 개별 조합들은 업종별․지역별로 각각의 관할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재해보험제도의 분산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첫째, 분산운영체계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고유하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현상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고 전문적인 급여나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분산운영체계는 소속 집단별로 특

수한 복지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해 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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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해보험제도의 업종별․지역별 분리운영체계는 개별 조합 

구성원 상호간의 동질성을 유지하여 조직의 연대성이 비교적 긴밀

하게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식

의 제도운영은 구성원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비용의 분담과 관련하여 합의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동시에 

혜택의 배분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다. 

셋째, 분산운영방식은 행정적 측면에서 제도운영의 유연성과 민주

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재해보험제도의 분산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첫째, 다양한 조합의 운영으로 인하여 행정관리비용이 과

도하게 발생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둘째, 분산운영체계는 동일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종종 조합별로 보험료의 수준이 차이를 보이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국민들

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분산운영방식의 경우 공동

체의 규모가 협소하여 사회보험제도로서 재해보험제도의 위험분산 

기능과 분배적 기능이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나. 자치운영의 원칙

독일 재해보험제도의 자치운영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대

의원들이 각자의 판단과 책임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

하고, 대신 국가는 법률에 근거하여 총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방

식을 채택해 오고 있다. 여기서 조합별로 자치운영의 대상이 되는 

의결사안으로는 법정급여를 제외한 임의급여 또는 부가급여의 내용

과 수준, 보험료의 조정 및 재정운용, 관리인력의 채용, 행정관리조

직의 구성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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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해보험제도의 자치운영은 다음과 같은 기본정신을 바탕으

로 하고 있다(Blüm 1993). 첫째, 분산운영의 원칙으로서 재해보험제

도는 다수의 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운영방식은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입자간 동질성 확보를 통한 연대의식 제고, 

소속 집단의 특수수요를 제도에 반영 그리고 가입자의 제도 접근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참여민주주의의 원

칙이다. 개별 조합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가입자 및 사용자 대표를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욕구가 최대한 제도에 반영될 수 있

는 제도적 여건이 구축되어 있다. 셋째, 권력분산의 원칙이다. 조합

운영과 재정운용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관료화 문제와 

정부의 정치 자의적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다

원주의의 원칙이다. 여러 사회집단(일례로 노동조합, 가입자단체, 사

용자단체 등)에게 제도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욕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내부적 이해조정 절

차를 통하여 갈등의 요인이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재해보험제도의 자치운영은 외견상 관리운영기구의 다양성

으로 인하여 낭비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

인 의미에서 행정관리비용의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재해보험 행정기구의 경우 다른 일반기관과 마찬가지로 조직을 

확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물리적 감독기능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치운영기구는 행정조직의 확대본능에 대하여 견제와 자

동조절기능(selfregulation function)을 담당할 수 있다. 독일 재해보험

조합의 경영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가입자와 사용자의 대표로 

구성된 자치기구에서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자치기구는 인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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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특성상 가입자와 사용자의 비용부담 최소화 그리고 수혜자의 

욕구충족 극대화라는 이중적 목표를 추구하게 되어, 재해보험조합

의 조직규모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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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가족수당

❘제1절❘ 아동수당

독일에서는 가족수당(Familiengeld; Family Allowance)이라는 표현

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 가족수당을 표현하기 위하여 

‘Familiengeld’라는 번역어 자체는 사용하지만 프로그램으로서 ‘가족

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을 지급 단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수당에는 아동수당(Kindergeld)과 부모수당(Elterngeld)이 있다.

1.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의미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이후, 아동양육 부담에 대한 국가정

책적 차원의 지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차원을 거치면서 발전하였

다(Kolbe 2002:13). 먼저, 임신 자체를 보호하는 정책이 먼저 도입되

었다.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취업여성을 위한 모성보호(Mutterschutz)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 다음, 출생 후 아동의 육체적 생존을 보장

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아동수당(Kindergeld)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모성보호 제도가 제한된 수의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감

안한다면, 초기 아동수당은 취업 여성에 비하여 월등히 수가 많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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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남성을 수급권자로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보육 

주체에 대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고려할 때, 독일 보수주

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여성보다는 남성에 대한 사회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더 먼저 발달했다는 의미이다. 아동 출산․보육으로 인한 가

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은 기민당(CDU)같은 보수

정당이나 사민당(SPD)같은 진보정당을 막론하고 ‘가족 생계비 책임

자로서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성격을 보여왔다. 따라서, 

독일식 출산․보육부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아버지 중심적 성격

(Vaterzentriertheit)을 강하게 보였는데 (Kolbe 2002:52), 이같은 경향

은 1980년대에 들어서야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1950년대 이후 출산․보육부담을 ‘가족 생계비 담당자 = 아버지’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책적 개입이 추구하는 목표는 가장(Familienvater)

의 임금을 보충해줌으로써 “가사를 담당하는 주부가 경제적 어려움

을 이유로 취업노동을 해야만 하고, 이에 따라 어머니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Auerbach u.a.,1957:113)”데 있었

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1950년대에 보수기민당 정부에서 가족부 장

관이었던 뷔어멜링(Wuermeling)이 공공보육시설 보급에 반대했던 

입장에서도 읽어볼 수 있다. 공공보육시설을 제공할 경우 가족 내 

아동보육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는(Wuermeling 1957:6)는 남

성 가장의 임금을 보충해 주는 아동수당을 통해 남녀 성별노동분리

를 고착화시키는 노력으로 연결되었다.

2. 아동수당제도의 변화

아동수당(Kindergeld)은 세 번째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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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이 시기 아동수당 도입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동독에서 아동수당 도입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체제 경쟁 

차원의 대응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동수당은 이후 수혜 대상자 범

위가 확대되어 1961년에는 두 번째 출생 아동부터, 1975년부터는 

첫 번째 출생 아동으로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유로화 도입 

후 두 번째 아동수당액을 인상한 2002년에는 세 번째 출생 아동까

지는 월 154유로, 네 번째 출생 아동부터는 월 179유로의 아동수당

을 지급하였다. 2009년에 첫째와 둘째 자녀 대상으로는 월 164유로, 

세 번째 출생 아동 대상은 월 170유로, 네 번째 출생 자녀 대상으로

는 월 195유로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1년 뒤 다시 아동수당액

을 인상하여 2010년 1월부터 첫째ㆍ둘째 자녀까지는 월 184유로를, 

셋째 자녀에게는 190유로를, 그리고 넷째 자녀부터는 월 215유로를 

지급하고 있다(<표 2-4-1>). 

<표 2-4-1> 아동수당 지급액 변화 추이
단위: 유로

아 동 2002~08년 2009년 2010년 이후

첫째 자녀 154 164 184

둘째 자녀 154 164 184

셋째 자녀 154 170 190

넷째 자녀 이상 154 195 215

출처: 연방고용센터(Bundesahentur für Arbeit) 28)

아래 표는 자녀 4명을 양육할 경우 총 수령액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002년 당시 자녀 4명을 양육할 경우 모두 

28) http://www.arbeitsagentur.de/nn_26532/zentraler-Content/A09-Kindergeld/A091- 

steuerrechtliche-Leistungen/Allgemein/Dauer-und-Hoeh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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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유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09년에는 같은 상황에서 

683유로, 그리고 1년 뒤 같은 경우에 773유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다. 특히 최근 아동수당 인상 횟수나 인상 폭은 지속적 저출산 문

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4-1] 아동수당 지급액 변화 추이(1975~2010년)
단위: 천명

자녀 4명
자녀 3명
자녀 2명
자녀 1명

유로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출처: 위키페디아 독일어판29)

3. 아동수당의 전달체계

가. 법적근거

아동수당은 자영업자 대상 아동수당과 취업근로자 대상 아동수당

으로 법체계를 분류할 수 있다. 전자 대상 아동수당 지급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das Einkommensteuergesetz §§ 31 f. und §§ 62 ff. EStG)이

며 후자 대상 법 근거는 연방아동수당법(das Bundeskindergeldgesetz: 

29)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5/5a/Kindergeld_Entwicklun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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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GG)이다. 아동수당은 저당이나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전달주체

아동수당 지급 주체는 가족금고(Familienkasse)이다. 연방아동

수당법에 따라 가족금고는 연방 가족ㆍ노인ㆍ여성ㆍ청소년부(Bundes- 

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에 

소속되어 있다. 

다. 수급 자격

아동수당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그러나 자녀가 18세가 넘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고

용센터(Agentur für Arbeit)에 구직활동 중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21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자녀 연령이 18세

를 넘었지만, 대학 진학을 한다거나 여타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교육이나 훈련 기간에 따라 최대 25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취업훈련 중인 사실이 고지되

어 있어야 한다(BS 2012:10~11).

자녀가 25세가 안되었고 취업활동도 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대학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만 결혼했다면 부모는 아동수당 수

급 자격을 상실한다. 혼인과 더불어 부양의무자가 부모에서 배우자

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인한 자녀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쳐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경우에 부모는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BS 2012:19).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아동수당 수령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자녀가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서 일반적 제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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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5세를 넘었다 하더라도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있으면 아동수당을 계

속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장애로 인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녀가 2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한정한다

(BS 2012:17).

4. 아동수당의 특징

가. 임금보충적 의미

아동수당 수급권자는 제도 도입 이후 줄곧 취업노동을 하면서 아

동의 생계비를 책임지는 자로 한정되었다. 이는 아동수당이 임금보

충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아동수당 수급권자는 실

질적으로 대부분 취업노동을 하는 남성이라고 볼 수 있다. 

1964년 연방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버지의 우선 수급권이 사

라지긴 했지만, 수급권자로서 부모가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

는 아동의 생계비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

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수당은 임금보충적 성격

을 여전히 갖는다. 아동수당의 임금보충적 성격은 아동수당 재정을 

고용센터 가족금고(Die Familienkasse der Agentur für Arbeit)에서 관

리하고 있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나. 가족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대응

아동수당은 이혼과 재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지급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동수당은 편입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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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ählkind)30)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편입아동은 아동수당 우선 수령권자 자녀이지만, 이 우선 수령권

자와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해당 자녀의 아동수당 우선 수령권이 없

는 경우 아동을 의미한다. 재혼 부부 경우에 특히 편입아동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첫째ㆍ둘째 자녀까지 아동수당 수령액이 184유로로 

동일하지만, 셋째 자녀는 190유로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권

자에게 부양 자녀가 셋 이상 있을 경우 편입아동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재혼 부부에게 재혼한 이후 자신들이 낳은 두 자녀가 

있다고 전제하자. 그런데 이 부부의 남자에게는 전처와 사이에 난 

현재 두 자녀보다 나이가 많은 자녀가 있고 이 아이는 전처가 양육

하고 있다. 이 경우 재혼 부부 여자가 아동수당 우선 수령권자가 되

면 이 여자를 중심으로 할 때 재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 둘이 

첫째, 둘째 자녀로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동수당 

수령액은 한 자녀 당 184유로씩 모두 368유로가 된다. 그러나 재혼 

부부 남자가 아동수당 우선 수령권자가 되면 이 남자의 전처가 키

우고 있는 아이가 편입아동이 되고, 현재 이 재혼 부부 사이에 난 

자녀 둘은 남자 입장에서는 둘째와 셋째가 되어서 아동수당 수령액

은 둘째에게 지급하는 184유로, 셋째에게 지급하는 190유로를 합쳐 

374유로가 된다. 결국 이 부부의 경우 남자를 중심으로 남자와 남자

의 전처 소생 자녀를 첫째 자녀로 편입시키면 그렇지 않을 경우보

다 매달 6유로의 아동수당을 더 받게 된다(BS 2012:21).

부부 중 한 명이 아동수당 수령권자가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혼, 재혼, 그리고 이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

30) 자녀 순서를 정할 때 첫째로 편입시킬지 둘째로 편입시킬지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편입아동(Zählkind)라고 번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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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권이나 수급 액수 문제를 편입아동이라는 개념으로써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제2절❘ 부모수당(Elterngeld)

부모수당은 기존 아동수당, 아동양육수당, 모성수당, 연방 모자재

단 출산 지원금은 소득을 대체하기 보다 출산ㆍ양육에 들어가는 최

소한의 비용을 대체해 주는 개념으로 지급됨으로써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에서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부모수당 이전에 아동수당과 더불어 아동양육수당

(Kindererziehungsgeld)가 가족수당의 한 형태로서 양육비 지원 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 부모수당제도의 변화31)

부모수당제도의 원 형태는 1986년 도입된 보육수당ㆍ휴가(Kind- 

ererziehungsgeld und–urlaub)이다. 

가. 1986년 보육수당․휴가 제도

1986년부터 시행된 보육수당은 10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었으

나, 1988년부터 1년으로, 1990년부터 수당 지급 기간은 18개월로 늘

어났다. 수당 지급 6개월까지는 월 600마르크가 지급되었고,32) 7개

31) 정재훈(2003:272-280) 내용임.

32) 1마르크는 2000년 유로화 도입직전까지 약 600원의 가치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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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600마르크 이하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수당 지급 기간 동안 수급자는 주당 18시간 이하 시간제 노동 외에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는 수당 지급 기간 동안 아동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모나 부 중 

한 사람으로만 결정되었으며, 여러 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더라도 

부모가 동시에 수당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수당 수급권자의 자

격은 아동 보호권(Sorgerecht)이나 동거 여부(häusliche Gemeinschaft)

가 주요 결정 기준이었다.  

당시 독신부는 법적으로 아동 보호권이 없었기 때문에 동거할 경

우 남성은 보육수당 수급권을 가질 수 없었다. 1992년부터 동거 배

우자가 동의할 경우 남성 역시 수급권을 갖게 되었다. 수당 지급 기

간 중 모나 부는 한 번에 한하여 수급권을 바꿀 수 있었다. 이미 모

성수당 (Mutterschaftsgeld)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모성수당을 제외

한 액수가 지급되었다.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보육수당을 받을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으로써, 보육수당 지급 단위가 개인이 아니

라 가족임을 명백히 하였다.

같은 해부터 시행된 보육휴가(Erziheungsurlaub)는 취업 부모가 가

지는 권리였다. 당시 8주간 시행되었던 모성보호(Mutterschutz) 기간

이 끝나고, 배우자 중 한 명이 취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가 함께 보육휴가를 신청할 수는 없었다. 

보육휴가 기간 중에는 고용보호(Kündigungsschutz)를 받을 수 있었

는데,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자는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아 고용 관

계를 해지할 수 있었다. 보통의 경우에는 보육휴가 후 같은 직장에 

복직할 수 있었는데, 다만 같은 업무에 복직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

하지 않았다. 보육휴가 기간 중 연금․의료보험 가입이 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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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도입된 보육수당․휴가 제도는 법안에서 급여 대상자를 

‘부모 중 하나(ein Elternteil)’, ‘모(Mütter)’, ‘부(Väter)’, ‘가족(die 

Familie)’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정책 목표 집단을 성중립적으로 표

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Kolbe 2002:34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

수당․휴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 관념과 

가족 관념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아동 보육 담당자로서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그대로 인정하

는 부분이다. 보육수당․휴가 수급 기간동안 부모 중 한 사람이 수

급권을 갖는데, 부모가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법에서는 어머

니가 수급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아동 출생 후 3개월이 지

나도록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부인(Ehefrau)이 수급권자가 된다.”33)  

또한, 보육휴가 규정에 의하여 여성이 출산 후 병원에 있는 동안 

취업 배우자 (보통은 남성)가 보육휴가를 받을 수 없었다: “입원 기

간 중 여성이 어차피 아동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에게 보육

휴가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34) 이같은 휴가 규정 역시 부모 중 누

구라도 아동 보육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거부하고, 취업을 하

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여성은 언제든지 아동을 돌볼 수 있다는 전

통적 인식을 반영한다고 보겠다.

더 나아가, 혼인 신고없이 동거하고 있는 경우 남성의 수급권을 

제한함으로써 성별노동분리 이데올로기를 역시 그대로 반영․강화

하였다. 이는 보육수당․휴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민법에

33) “Wird diese Bestimmung nicht bis zum Ablauf des dritten Lebensmonats des Kindes 

getroffen oder wird keine Einigung erzielt, ist die Ehefrau die Berechtigte 

(Bundeserziehungsgesetz § 3 Abs.2) (연방 보육수당법 3조 2항).”

34) “Da während dieser Phase die Mutter das Kind ohnehin betreut, ist es nicht notwendig, einer 

weiteren Person die Möglichkeit des Urlaubs einzuräumen.” (Bundeserziehungsgeldgesetz 

§ 15 Abs. 2 Nr.1)(연방보육수당법 15조 2항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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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거 남성에게 아동 보호권(Sorgerecht)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

에 생긴 결과이기도 하다. 보수 기민당 정부 가족․여성부 입장에서 

볼 때 “보육수당․휴가제도가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 목표는 확실한 

보호자를 통한 지속적인 아동 보호이다. 이같은 아동 보호는 아동 

보호권에 근거할 때 담보될 수 있다. 동거 남성은 아동 보호권이 없

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불안한 토대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을 뿐

이다(BMFSFJ 1989:211).”

둘째, 보육수당․휴가는 여성이 취업노동보다는 보육노동을 담당

할 때 더 많은 사회적 보상을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미 1979년부

터 시행된 모성수당(Mutterschaftsgeld)은 보육수당․휴가보다 우선 

적용되었으며, 두 가지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었다. 취업 유자

녀 여성이 8주간 모성보호 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 모성보호법에 의

거하여 자신의 순소득(Nettolohn)에 준하는 모성수당을 받을 경우, 

보육수당․휴가 수급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모성수당(Mutters- 

chaftsgeld)이 보육수당보다 낮을 경우에만 그 차액만큼을 받을 수 

있었다. 모성보호가 적용되는 8주간 보육수당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보육수당이 가족 내 보육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

정이라는 공언된 정책 목표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 규정에 의해 취

업 유자녀 여성은 결과적으로 비취업 유자녀 여성보다 8주 혹은 두 

달 동안 보육수당을 받지 못함으로써, 여성은 취업노동보다는 보육

노동에 종사해야만 국가로부터 보육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남성은 취업노동에 

종사하고 여성은 전업주부로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이같은 규정에 

의하여 아동 출생으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여

성이 취업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동 출생으로 인하여 오히려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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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아동 출생 후 6개월까지 지급된 월 600마르크와, 생후 7개

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월 600마르크씩 지급되는 수준으로

는 특히 남성 임금 수준을 대체할 수 없었다. 완전고용 형태로 취업 

활동을 하던 여성과 남성의 평균 임금 수준을 보면, 1990년대 초반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70% 정도 수준이었다. 1992년 

마이크로 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모든 형태의 취업 여성 중 46%가 

월 1,400마르크 이하의 순소득(Nettoeinkommen)을 버는 반면, 같은 

액수의 순소득을 버는 남성은 전체 남성 취업자 중 15%에 불과하였

다. 완전고용 형태로 취업 활동을 하면서 월 1,400마르크 이하 순소

득을 버는 비중은 여성 중 34%, 남성 중 7%이었다(Kolbe 2002:356). 

이는 남성 취업자보다는 여성 취업자에게 월 600마르크의 보육수당

이 갖는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성수당과 연계하여 보육수당 지급 수준을 낮추었기 때문

에, 정책 목표로 내걸었던 ‘취업 활동과 아동 보육 간 자유로운 선

택 기회 부여(Wahlfreiheit zwischen der Tätigkeit für Familie und 

Erwerbstätigkeit)’는 오로지 저소득 여성에게만 해당된 사항이었다. 

즉 이같은 선택 기회 부여가 부모 중 특히 누구의 선택 기회를 의미

하는지 혹은 부모 양자의 선택 기회를 의미하는지 명백하게 표현하

지 않음으로써 형식상 남성도 보육노동 주체로서 인정한 것처럼 정

책 대상 집단을 암묵적으로 설정하였으나, 현실에서는 노동시장에

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이 주대상 집단이 된 것이다. 

결국 아동보육수당․휴가 제도는 남성에게 이론적 차원의 아동 보

육 기회(eine theoretische Möglichkeit)(Kolbe 2002:358)를 제공하였

지만, 남성이 아버지로서 아동 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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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여는 하지 않았으며, 모성(Mutterschaft)과 부성(Vaterschaft)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현상 유지에 공헌했다고 보겠다. 보육수당․휴

가 제도가 가족부양모델 (Familienernährermodell)과 전통적 성역할 

수행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35)

넷째, 보육수당․휴가 제도는 “아동은 가족 내에서 가장 잘 보

호․교육받는다(BMFSFJ 1989:70)”는 가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신념의 표출이기도 하였다. 보육수당․휴가 제도 도입 외에 가족 외 

아동보육시설 강화에 대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실질적으

로 찾아볼 수 없었으며 현금 급여와 휴가 (Urlaub)를 통해 가족이 

스스로 아동 보육을 담당하는 능력을 보충해 주는 개념은, 이는 당

시 집권 기독교 보수연합정당(CDU/CSU)의 가족 이데올로기가 반

영된 결과이며(Kolbe 2002:363), 또한 독일 복지국가의 전통적 구성 

원리인 보충성 원칙이 구현된 것이라고도 보겠다: “아동 보육 단위

로서 가족은 다른 어떤 단위에 우선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위였으며 

사적․공적 아동보육시설의 유일한 대안이었다(CDU 1978:132).”

다섯째, 보육수당․휴가 제도는 보육노동 담당자의 삶의 형편보

다는 출생 아동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아동의 욕구가 보호노동 담당자의 욕구보다 우선시되었다는 의미이

다: 취업노동을 포기하고 보육노동에 전념할 때 더 많은 급여를 받

35) 1986년 보육수당․휴가 제도가 갖는 성별노동분리 이데올로기 반영 및 강화, 여성의 

보육노동에 대한 편향된 가치 인정 등은 기존에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

던 모성수당제도에 비하면 “여러 다양한 어머니 집단 - 독신모, 비혼인 동거 여성, 

미취업 여성 등 - 을 정책 대상으로 확대하는데 정책 우선 순위를 두었을 뿐, 남성

을 수급권자로 하는 내용은 단지 형식에 그쳤을 뿐 (Kolbe 2002:353)”이라는 평가를 

낳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보육수당 수급권자 중 남성 비율은 

1.3~14% 수준을 넘지 않았다. 이들 남성 중 절반 정도가 보육휴가를 얻었는데, 나머

지 남성들은 어차피 취업 활동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보육휴가 신청 자격 조차 갖

지 못했다. 즉 전형적인 남성 보육수당 수급권자는 학생, 실업자, 자영업자 등이었

다 (BMFSFJ 19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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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규정, 보육휴가를 부모가 단 한 번만 번갈아 가면서 바

꿀 수 있는, 모나 부의 삶의 형편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규정 등

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융통성 없는 규정 가운데 보육휴가를 받

았을 경우 자신이 일하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규정 역시 

보육노동 담당자, 특히 현실적으로, 여성의 재취업 욕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겠다: 1995년 독일 가족․여성부에서 발

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BMFSFJ 1995), 독일 전국적으로 보육휴가

를 받았던 응답 여성 중 약 34%가 보육휴가 기간 중 해고당했으며, 

구동독 지역에서는 응답 여성 중 약 48%가 보육휴가 기간 중 해고

당했다. 또한, 보육휴가 기간 중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 하여도, 3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았

기 때문에 보육휴가가 끝난 후에도 많은 여성들은 복직을 하지 못

한 채 아동보육을 담당해야만 했다. 따라서, 독일연방정부는 1980년

대 말 보육휴가를 얻었던 취업 여성 중 절반 정도가 3년 이상 취업 

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가족 내 아동보육 환경 조

성이나, 취업 시장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이라는 효과 때문에 

당시 연방정부가 원했던 결과이기도 하였다(Kolbe 2002:380).

여섯째, 보육수당․휴가는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취업 활동 중단

이나 축소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아동 출산 후에도 취업 활동을 

계속 해야 하는 독신모(alleinerziehende Mütter)는 주요 정책 대상 집

단에 속하지 않았다. 이는 보육수당․휴가 제도가 이미 다양해지기 

시작한 가족 형태보다는 전업주부를 토대로 한 전통적인 가족 형태

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보육수당․휴가 제도는 소위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당 전달에서 낙인 문제가 존

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취업 독신모는 그같은 보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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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출산이라는 똑같은 사

회적 기여를 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낙인 문제가 존재하는 공

공부조제도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었다.  

일곱째, 아동보육휴가 기간 중 시간제 노동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3세 이하 아동을 맡아 주는 보육시설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아동

보육은 결국 여성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아동 출생 

후 7개월부터는 시간제 노동으로 얻은 소득을 계산하고 제외한 만

큼 보육수당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아동보육을 제한하고 시간제 노

동을 시작할만한 동기를 여성이 가지기 힘들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 남성에게 보육수당제도는 임금 대체 효과가 낮았기 때문에, 

1950년대에 비교하여 늘어나긴 했지만, 가사․보육 노동 때문에 보

육수당제도 도입 이후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는 남성의 존재는 논

쟁거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였다(Prenzel 1991:107).

이상 논의를 종합해 볼 때, 1986년 도입된 보육수당․휴가 제도

는 결국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Frauenpolitik)이었으며, 성

평등을 지향하는 성정치(Geschlechterpolitik)의 산물은 아니었다. 전

통적인 성역할분리에 의한 파트너십(Partnerschaft) 유지가 정책 목

표였으며, 가족 내 평등권(Gleichberechtigung)은 정책 목표로 보기 

어렵다. 아동보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

이 달라졌기 때문에 파트너 사이에서 아동보육을 어떻게 분담할 것

인가 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보육수당․휴가 

제도가 제공할 수는 없었다. 파트너 간 아동보육 부담 분담은 당사

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파트너 중 누구라도 원하면 취

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동보육시설 확대는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관심사 밖이었다. 결국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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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의 임금 대체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여성이 보육수당․

휴가 제도의 주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 1992년 변화

1992년부터 동거 남성 역시 보육수당․휴가 수급권을 갖게 되었

다. 이같은 변화는 삶의 양식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이다. 

1990년대 초반 구서독 지역의 경우 응답 동거 가정 중 11%가, 구동

독 지역에서는 55%가 미성년 아동이 있다고 함으로써 혼인 신고 없

이 출생하는 아동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이

에 따른, 아버지로서 동거 남성의 권리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Schneider 1994:131).

또한, 1990년대 이후에도 독신부모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여성운동이 중심이 되어 제기한 성역할 논쟁은, 인구 감

소 추세와 맞물리면서,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아동을 제대로 키

우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다. 이같은 경향과 더불어서, 

1982년 집권 이후 재통일의 위업을 이루었으나, 급증하는 실업 및 

경기 침체 문제에 봉착한 기독민주연합 정권이 1998년 선거에서 진

보적 색채를 띤 사민당-녹색당 연합에 의해 패배함으로써 보육수

당․휴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변화의 계기를 갖는다.  

다. 2001년 변화

새로운 보육수당제도에서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정책 목표는, 먼

저, 취업 활동과 가족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다. 보육수당제도 개선을 통해 부모가 취업 활동에서의 제한 없이 

아동을 돌볼 수 있다고 본다. 이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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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육수당이 제공했던 보육휴가(Erziehungsurlaub)를 부모시간

(Elternzeit)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보육수당 명칭은 그대로 존속되

었다.

200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부모시간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태어났거나 입양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독일 연방정부

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모시간이 부모가 갖는 취업 활동과 가족 

생활 병행에 대한 욕구를 보육휴가보다 더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BMFSFJ August 2002:82 이하): 첫째, 아이가 태

어난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부모는 공동으로 부모시간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부모시간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은 모나 부가 각각 주당 

30시간을 초과하여 취업 활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부모가 보육

휴가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주당 19시간 이하 취업 활동이었음

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주당 60시간이 되는) 부모의 취업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보육수당을 얻기 위해 취업 활동을 제한받아야 했던 

문제를 부모시간 규정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사용자 동의

를 얻을 경우, 부모는 아동 연령이 3세부터 8세 사이에 모두 합쳐 1

년의 부모시간을 가질 수 있다.  

새로운 보육수당제도의 또다른 정책 목표는 가족의 경제적 형편

을 개선하는 데 있다. 보육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아동의 연령을 기

준으로 하여 지급된다. 1986년 보육수당제도가 시행된 이후 생후 6

개월까지는 월 600마르크(유로화 도입 이후 307유로)가 지급되었고, 

생후 7개월부터는 부모의 소득 상한선에 따라 보육수당이 600마르

크 범위 내에서 가변적으로 지급되었다. 1986년 보육수당제도 도입 

이후 부모의 소득 상한선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

후 7개월부터는 600마르크 혹은 그에 가까운 액수의 보육수당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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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모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다.36)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소득 상한선이 인상된 것이다. 생후 6개월까지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모의 연소득 상한선이 51,130유로, 독신모나 독신부

의 연소득 상한선은 38,350유로 이하로 인상되었다. 이같은 소득 상

한선은 아이가 더 출생할 경우 비례하여 인상된다.  

결과적으로, 2001년부터는 보육수당 지급액이 출생아 수에 따라 

10%에서 24%까지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생후 7개월 이후에도 

전체 수급 대상자의 50%가 완전한 액수(307유로)의 보육수당을 받

으며, 30% 정도가 줄어든 보육수당을 받게 되었다(BMFSFJ, August 

2002:82).

보육 부담은 아동 보육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보육수당제도는 이같은 개별 상황에 대처함을 하나의 

정책 목표로 삼았다. 2001년부터 시행된 보육수당은 원칙적으로 아

동 출생 후 24개월 동안 월 307유로까지 받을 수 있지만, 수당을 받

는 자가 원할 경우 12개월 동안 월 460유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

다(BMFSFJ,August 2002:82).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에 집

중적으로 수당을 받음으로써 개별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효

과적으로 대처하고 재취업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생

겼다.

보육수당제도가 갖는 네 번째 정책 목표는, 사회적 통합이다. 증

가하는 이주민 문제에 대처하고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정

36) 월 600마르크 지급을 기준으로 할 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1999년에는 보육수당 

지급 가치가 1986년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월 460마르크로 줄어들었다(Kolbe 

20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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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망명을 인정받은 이주민이나 정착을 허가받은 난민에게도 보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BMFSFJ, August 2002:82).

라. 제도 변화 의미

1986년 보육수당․휴가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아동보육노동만을 

통해서도 연금 수급권을 갖게 됨으로써 보육노동이 갖는 사회적 가

치를 인정하는 상징적 계기가 생겨났다. 이같은 기존의 변화 외에도 

2001년 보육수당․부모시간 제도는,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

화를 담고 있다. 보육휴가는 취업 활동을 중단하고 보육을 하는 시

기를 ‘휴가 (Urlaub)’로 보며, 따라서 가족 내 아동보육이 얼마나 힘

든 일인지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개념이다. 취업 활동에 비

하여 가사․보육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휴가 대신 부모시간 (Elternzeit)을 

사용함으로써 보육이 취업 활동과 같은 힘든 노동임을 인정하게 되

었다고 보겠다.

또한 아동보육으로 인한 근무 시간 단축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 

시간제 노동 제한 시간 연장을 통하여 시간제 취업 노동 기회 확대, 

부모시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등은 아동보육 주체를 더 

이상 여성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부모로 확대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개정 이전 보육수당제도가, 사실상 시간제 취업 활동을 제한함으로

써 여성이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것이 실제 정책 목표였다면, 개정된 

보육수당제도는 시간제 취업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파트너쉽에 

입각한 부모의 평등한 보육 분담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소득 상한선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과거의 600마르크 수준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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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보육수당․휴가 

(최고 월 600 마르크)
소득 상한선 수급권자 기타

1986.1.1 10개월

ㅇ 7개월부터 소득상한

선 규정 적용

ㅇ 부부: 연 29,400 마

르크

ㅇ 독신부모: 연 23,700 

마르크

ㅇ 아동 1인당 4,200 마

르크씩 인상 적용 

ㅇ 혼인신고한 모, 부, 

양부모, 계부모, 기

타 양육권자

ㅇ 부모 중 한쪽이 취

업자, 실업자 혹은 

직업훈련을 받는 자

ㅇ 보육휴가를 부모가 

한 번에 걸쳐 교대

할 수 있음

ㅇ 시간제 노동 인정 

시간: 주당 19시간 

이하

ㅇ 출산 당시 같은 직

장에서만 시간제 노

동 가능

ㅇ 모성수당과 병급 수

급 금지

ㅇ 보육기간 1년을 보

육 담당자 연금 가

입 기간으로 인정

1988.1.1 12개월

수당제도 역시 아동보육가족의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1986년 이후 물가 변동과 명목소득(Nominalein- 

kommen) 변동을 감안하면 아동보육수당이 1998년에 기준으로 이미 

45%가 인상되었어야 했다는 추계도 있다 (Walter/Künzler 2002:115). 

그러나 연방정부 재정 적자 수준이 2001년 490억 6,800만 유로, 2002

년에는 662억 9,900만 유로에 이르는 수준을 감안하면,37) 보육수당 

인상 노력에 한계가 있음도 분명하다. 반면, 보육휴가 대신 부모의 

보육노동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부모시간 제도가 도

입됨으로써 어느 한쪽만이 아닌 부모가 취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은 아동보육가족의 지속적인 소득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표 2-4-2> 보육수당 변화 과정(1986~2003)

37) 독일 연방통계청 홈페이지 “Finanzen und Steuern” (http://www.destatis.de/basis/fist/ 

fist021.htm) 2003년 7월 30일 내려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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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보육수당․휴가 

(최고 월 600 마르크)
소득 상한선 수급권자 기타

1989.7.1 15개월

ㅇ 시간제 노동 인정 

시간: 주당 20시간 

이하

1990.7.1 18개월

1992.1.1
보육휴가: 최대 36

개월로 연장 가능

ㅇ 동거 남성 보육수당 

수급권 인정

ㅇ 보육휴가를 부모가 

세 번에 걸쳐 교대 

가능

ㅇ 보육기간 3년을 보

육 담당자 연금 가

입 기간으로 인정

ㅇ 출산 당시와 다른 

직장에서 시간제 노

동 가능

1993.1.1

보육수당: 최대 24

개월까지 수급 가

능

동거 배우자의 소득도 

소득 상한선 계산에 포

함

1994.1.1

출생 6개월 전까지 소득 

상한선 규정 적용

ㅇ 부부: 총소득 연 10

만 마르크

ㅇ 독신부모: 총소득 연 

7만5천 마르크

2001.1.1

ㅇ 보육휴가를 부

모시간으로 명

칭 변경

ㅇ 보육수당: 24

개월에 걸쳐 최

대 월 600 마르

크 혹은 12개월

에 걸쳐 최대 월 

900 마르크 수

급 가능

소득 상한선 인상

ㅇ 부부: 연 32,200 마

르크

ㅇ 독신부모: 연 

26,400 마르크

ㅇ 아동 1인당 4,800 마

르크씩 인상 적용  

부모가 동시에 부모휴

가를 얻을 수 있음

ㅇ 부모가 동시에 각각 

30시간씩 모두 주

당 60시간 시간제 

취업 가능

ㅇ 15인 이상 근무 사

업장에 한해 부모시

간 기간 중 단축 근

무에 대한 법적 권

리 인정

ㅇ 아동이 3살~8살 

사이에 부모시간 1

년 인정

2002.1.1

ㅇ 아동 1인당 5,470 마

르크 (2,797 유로)씩 

인상 적용

2003.1.1

ㅇ 아동 1인당 6,140 마

르크 (3,139 유로)씩 

인상 적용

출처: Kolbe (2002:44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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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수당(Elterngeld)제도 도입38)

가. 부모수당제도 도입 의미

지속적 저출산 문제에 아동양육수당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서 아동양육비용을 대체해 주는 개념으로는 여성

의 출산 기피 현상이나 아동양육에 대한 남성의 저조한 참여율 문

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따라서 기존 수당

제도 중 아동양육수당(Kindererziehungsgeld)이 부모수당(Elterngeld)

으로 바뀌면서 자녀 출산 후 휴직을 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월소득

의 67%, 최고 월 1,800유로까지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부모수당제도

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되었다. 지금까지 월 

300유로를 지급하던 아동양육수당은 폐지되지 않고,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급되고 있다.

부모수당제도는 기존 수당제도가 아동양육비용을 대체해 주던 개

념이었다면, 이제는 소득을 대체해 주는 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출

산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족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아동보육수당과 비교할 때 부모수당제도를 통해 연간 25,200유

로까지 더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 혜택을 완전하게 

받으려면 최소한 2개월은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반드시 휴직을 하고 

아동양육을 한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67%로 높이고 남성의 아동

양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

수당제도는 성별노동분리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38) ‘정재훈/박은정(2012), “독일 복지국가 가족정책 변화 연구”, 가족과 문화 게재 예정’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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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모수당ㆍ시간제도 내용

과거 아동양육휴가제도는 무급 기간을 포함하여 3년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부모시간제도는 1년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사용할 경우 14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즉 부모시간을 14개월 모

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부모시간을 사용해야 하고, 짧은 

기간 휴직하는 한 명이 최소 2개월은 휴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아버지의 부모시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일종의 아버지 할당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4-3> 부모수당 내용39)

수급 자격 급여 수준 수급 기간

혼인ㆍ동거 부부,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ㆍ친척
소득대체율 67% 12개월

동거하는 친자ㆍ양자 월 300유로에서 1800유로

부모 중 한 명이 추가로 2개월 더 

수급 가능

부모 중 한 명이 아플 경우, 다른 

한 명이 추가로 2개월 수급 가능

독신부모의 경우 혼자서 2개월 

추가 수급 가능

아이를 직접 돌보는 사람에게
추가 자녀수에 따라 최소한 75유로

씩 증액 지급. 자녀가 3살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7개월 동안 수급 

가능

주당 30시간 이내 취업활동
쌍둥이 이상의 경우 추가 출생당 

300유로씩 더 지급

반액급여를 28개월 동안 수급 가

능

실업급여와 중복될 경우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
과세 대상이 아님

39) http://www.tagesschau.de/aktuell/meldungen/0,1185,OID6238192,00.html 2006년 12월28

일 내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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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효과

아동양육휴가 제도 실시 마지막 해인 2006년 부모시간 활용자 중 

여성 비율이 96.5%, 남성 비율은 3.5%였지만, 부모수당ㆍ시간제 실

시 첫해인 2007년에 남성 참여 비율이 8.9%로 2.5배 정도 급증하였

다. 또한 제도 실시 3년만인 2010년 부모시간 남성 참여 비율은 

20%로 제도 도입 원년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2-4-2] 참조). 이러한 아버지의 부모시간제 참여율 향상은 여성의 

가족 내 돌봄노동 경감과 돌봄 영역에서의 젠더 평등에 소득비례 부

모수당ㆍ부모시간이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림 2-4-2] 성별부모시간 사용 현황

단위: %

자료: StBA(2011), Elterngeld, Wiesbaden.40) 

40) 연도별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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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수당과 부모수당 재정 현황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2009년 현재 31.3%이다.41) 

이는 2008년 29%에서 1.3% 증가한 결과이다. 아동수당(가족부담보

상 포함)은 2009년 현재 약 390억 유로에 이른다. 이는 동년 전체 

사회복지지출 총액 약 7천5백억의 약 5.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일부 남아 있는 아동양육수당을 포함한 부모수당은 2009년 현재 약 

47억 유로를 지출하여 전체 사회복지지출 총액 중 약 0.6%를 차지

하고 있다(<표 2-4-4>).

<표 2-4-4> 아동수당과 부모수당 재정 현황

단위: 100만 유로, %

2008년 2009년

사회복지지출 총액(백만 유로) 723 445 753 936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29,0 31,3

급여 별 총액

아동수당 및 가족부담보상(Kindergeld und Familienleistungsausgleich) 36 680 39 258

부모수당 및 아동양육수당(Elterngeld/Erziehungsgeld) 5 061 4 702

출처: 독일 통계청42)

41) OECD SOCX 통계에서는 2007년 현재 동 비율이 25%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OECD 

통계와 국가 통계 간 차이에서 비롯된다. 

42)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GesellschaftStaat/Soziales/Sozialbudget/ 

Tabellen/SozialbudgetLeistung.html?nn=5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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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 수당정책 변화와 전망

출산과 아동 양육비용만을 보전해 주는 수당정책으로는 출산의 

기회비용을 경력 단절로 보는 여성의 관점을 고려할 때 출산율 증

가에 그리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많은 수의 고학력ㆍ중산층 여성의 

무자녀 유지가 바로 그 예이다. 반면, 일상 생활에 있어서 개인주의

화에도 불구하고 가족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지속되

고 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한 자녀 정도는 출산하는 현상이 바로 

그러한 욕구를 대변해 주고 있다. 단지 과거와 달리 늘어나는 취업 

욕구에 따라 일ㆍ가족 생활을 양립하고자 욕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욕구에 가족정책적으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독일은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독일 정치에서 가족정책은 새로운 의미

를 얻었다. 가족정책은 사회정책의 부분 영역으로서 그리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연방 가족부의 위상 역시 행정부에서 주변 부서 정도

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 간 지속되어온 저출산ㆍ고령

화 현상 등 인구학적 변동이 가져오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영향이 가시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가족정책이 새로운 의미를 얻기 

시작하였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독

일 사람들이 가족 생활을 해나가려는 의식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회조사는, 독신 가구 증

가 추세에도 불구하고43) 젊은 세대가 자녀를 출산하고 가족을 구성

43) 이는 독거노인 수 증가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39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하려는 욕구는 변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준다. 단지 과거와 다른 점

은 젊은 세대는 자녀 출산과 더불어 일ㆍ가정 양립을 원하는 욕구

를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연방정부는 저출산 현상이 새

로운 세대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결과라는 정책적 결

론에 도달하게 되었다.44)

1980년대에 들어서 지속되어 온 저출산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

서면서도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그리하여 2000년에 약 76만 명에 

이르렀던 연간 출생 신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끝에 2006년

에는 약 66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중심에 

특히 중산층 고학력 여성이 존재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여성의 40% 가량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출산을 하더

라도, 2명 이상 다자녀 가족보다는 1명만 낳는 소자녀 가족을 구성

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욕구를 

특히 고학력 여성이 높은 수준에서 갖고 있는 반면,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족정책적 개입이 부진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독일은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형 복지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족 관련 예산 지출을 해왔다. 2008년 기준으로 

볼 때에도 145개의 가족 관련 정책(familienpolitische Massnahmen)

에 1,888억 유로(약 330조 원)45)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중에

서도 1,120억 유로(약 196조 원)는 가족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지출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대상 재정 지원 규모와 정책 결과

44) 독일 연방 가족부(BMFSFJ) 가족․복지서비스․자원봉사국(Abteilung 2 für Familie, 

Wohlfahrtspflege, Engagementpolitik) 가족지원서비스과(Referat 201 Grundsatyangelegenheiten, 

Familienbezogene Leistungen) 과장 이레네 팔코네레 박사(Dr. Irene Falconenre) 인터

뷰 내용(2009년 12월 4일 오전 10시~12시)

45) 1유로 = 1,750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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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저출산 지속이라는 모순이 발생해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순 극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2000년대에 들어서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 경우에 물론 전제가 되는 것은 기존 현금급

여 위주 가족정책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현금급여 

지급 정책에서 가족 지원 사회적 하부구조 구축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다는 것이었다. 현금급여 지급 수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현금급여 정책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후속 정책 시행에 반영하

고 자녀 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을 시도하

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양육수당(Kindererziehungsgeld) 위주 

현금급여에서 부모수당(Elterngeld) 및 부모시간(Elternzeit) 프로그램

으로의 전환, 3세 미만 아동 대상 보육시설 확대,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장려,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

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제4절❘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아동수당과 부모수당 제도 변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준다. 첫째, 제도 도입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수당과 초기 부모수당으로서 보육수당은 남성 가장의 임금 보

충적 성격을 가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남녀 성별노동분리 고착이었

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가족수당 지급은 ‘남성 = 취업노동 담당자, 

여성 = 돌봄ㆍ가사노동 담당자’로서 역할 분담을 공고히 하는 결과

를 가져왔다.  

둘째, 독일에서 아동수당은 저당이나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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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조

치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아동수당의 정책 목

표로서 아동 양육 지원을 달성할 수 있는 추가 법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도 도입 시 아동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에 포

함해야 하는가 혹은 하지 않아야 하는가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을 가구 생계비로 볼 경우 소득으로서 아동수당을 볼 

수 있지만, 아동 양육비용으로 볼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도 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 아동수당 도입이 아동 양육비용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

서 의도하지 않는 탈락 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넷째,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18세로 규정

하면서도 자녀 취업 상황, 취업 훈련 상황,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 제도 도입 초기부터 연

령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지 아니면 재정 등 상황을 고려

하여 연령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야 할지 정책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생긴다.

다섯째, 아동수당 제도 도입 시 지급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독일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였고 그 후 

20년에 걸쳐서 첫째 자녀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지급 

액수도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게다가 2000

년대에 들어서는 지속적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 차원에서 

지급액 인상이 이전에 비교할 때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2009년 지급액 인상에 이어 곧바로 2010년에 전년도 대비 2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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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이 있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동수당 수준 인상이 저출산 현상

에 효과적 대응이냐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아동수당액 인상이 지

난 수십년 간 고착된 남녀성별노동분리를 지속하는데 오히려 기여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하여 여성 사회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아동수당 인상 자체가 재정 부담 가중과 

저조한 여성 사회 참여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보육수당ㆍ휴가제도에서 부모수당ㆍ시간제로의 변화는 

‘남성 = 취업활동자, 여성 = 가사ㆍ돌봄노동 담당자’를 전제로 하는 

부양자 모델 복지국가 체제로는 고용 시장 변화 양상, 지속적 저출

산 현상 등에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는 정책적 인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동 양육 비용 보전이라는 정책적 기조로써 해결할 수 없

게 된 문제를 소득 대체라는 정책 기조로써 대응하는 독일의 최근 

변화는 지속적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갖고 있는 우리 사

회 현실에도 어떤 성격의 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할 지에 대한 정책 

선택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양육 비용 보전이라는 정책적 기조로써 

출산을 경력 단절 상황과 연결하는 여성들에게 출산 동기를 부여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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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공부조

❘제1절❘ 도입배경 및 목적

1. 공공부조제도의 발전과정

독일에 있어서 공공부조제도는 중세시대의 구빈제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구빈제도는 당시 민간 또는 종교단체의 자율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던 자선 및 구호활동과는 달리 공적 차원에서 

운영되었으며, 그 책임 주체는 원칙적으로 빈민들의 거주지를 관할

하였던 관청(Kommunalbehörde)이 되었다. 이후 19세기에 들어와 급

속하게 진행되었던 산업화의 과정에서 빈곤 및 각종 사회문제가 광

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자조단체인 노동운동동맹(Vereinigungen 

der Arbeiterbewegung) 등에서도 빈곤퇴치와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에는 빈곤구제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종전 엄격한 거주지의 원칙에 

따라 배제되었던 이방인에 대해서도 보호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

록 하는 근대적 형태의 구빈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구빈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당시 빈곤문제에 대

한 일반국민들의 견해는 나태나 무지와 같은 자기 과실을 중대한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보호대상이나 보호수준은 여전히 매우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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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고 잔여적인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독일 국민

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게 되면서 그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사회간접자본이나 민간시설의 대대적 파괴와 극심한 경제위기, 대

량실업과 빈곤문제 등과 같은 형태로 광범위하게 미치게 되는 현상

을 겪게 되면서 비로소 빈곤문제가 개인적 차원의 과실만이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의 원인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

질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성격의 빈곤문제는 결코 개별 

자치단체나 자선단체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정책개입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바이마르 공화국에 들어와 종전의 구

빈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률의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적 성과로서 ① 새로운 구빈제도의 개념인 공공부

조(öffentliche Fürsorge)의 도입, ② 관련 법률의 지위를 종전 주정부 

법률(Landesrecht)에서 제국법률(Reichsrecht)로 승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마침내 1924년 �부조의 의무와 부조급여의 수급요건․종

류․수준을 결정하는 기본원칙에 관한 칙령(Verordnung über die 

Fürsorgepflicht und die Grundsätze über Voraussetzung, Art und Maß 

öffentlicher Fürsorgeleistungen)�이 제정되어 비로소 전체 독일제국

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상황을 극복하고 소위 ‘라인강의 기

적’이라고 하는 고도성장기를 거치게 되면서 1961년 종전 공공부조

제도를 대체하는 �사회부조법(Sozialhilferecht)�이 발효되었다. 동 

법률의 입법취지는 현대화된 법치국가와 복지국가의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동시에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부조제도를 도입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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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조제도는 빈곤계층에 대한 급여의 제공과 사회적 보호의 목표

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수준의 보장’으로 

채택함으로써 빈곤정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사회부조제도는 1961년 최초 도입 이후 최종적으로 근본적인 기

능전환이 이루어졌던 2004년 말까지 42년 동안 무려 70차례 이상의 

법률 개정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개혁사례는 아래의 3건을 언급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독일의 통일과 함께 동서독 사회부조제도를 통합하기 위

한 목적의 법률 개혁과 관련한 사안이다. 통일 과도기 동독지역의 

급속한 체제전환으로 인한 기업의 대규모적 파산과 대량실업의 문

제는 빈곤의 위험을 가중시키게 되었으나, 1990년 10월 3일 독일통

일 이전까지 존속하였던 동독정부는 자체적인 사회부조제도를 통하

여 빈곤문제를 원만하게 대처하였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

고 마침내 1991년 1월 1일 서독의 사회부조제도는 일부 경과규정이

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법적 효력을 동독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1993년 종전 사회부조제도에서 독일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

아왔던 외국인 난민신청자를 별도의 제도인 ｢외국인 난민신청자 사

회부조제도(Soziale Leistungen an ausländische Flüchtlinge)｣로 분리

시키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을 통

하여 독일정부는 그동안 외국인난민의 유입유인으로 작용하였던 사

회부조제도의 적용범위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독일정부는 2001년 종전 사회부조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포함

되었던 노인 및 장애인을 분리하여 이들의 기초소득보장을 위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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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립적인 법률인 �부조방식에 기초한 노인과 장애인의 기초소득

보장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eine bedarfsorientierte Grundsicherung 

im Alter und Erwerbsminderung: 이하 노인․장애인 기초소득보장법

으로 명명)�을 제정하였고, 동 제도는 2003년부터 발효되었다. 하지

만 이러한 목적의 기초소득보장제도는 독일의 전체 사회보장제도들

을 단일의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체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

의 일환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동 법전 제12편의 사회부조제도

(Sozilahilfe)의 일부로 편입되었다.46) 이에 따라 독일 사회부조제도

의 급여체계는 크게 생계급여(Hilfe zum Lebensunterhalt), 노인과 장

애인에 대한 기초소득보장, 의료급여, 장애인 재활지원, 장기요양부

조(Hilfe zur Pflege), 긴급급여 및 기타 급여 그리고 시설급여로 구

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통합적 조치에 따라 기초소득보

장제도는 한편으로 급여의 수급요건(특히 대상자의 자녀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규정의 제외 등)에 있어서 본연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

는 상태에서, 다른 한편으로 동시에 개인별 욕구상황에 따라 사회부

조제도에서 제공하는 다른 종류의 급여들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발생하게 되었다(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08).47)

이와는 별개의 조치로서 독일정부는 �노동시장 서비스의 선진화

를 위한 제4차 법률(Viertes Gesetz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46)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독일 정부는 2003년 12월 27일 �사회부조법을 사회법전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률(Gesetz zur Einordnung des Sozialhilferechts in das Sozialgesetzbuch)�

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률의 일정에 따라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

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기초소득보장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사회법전 제12집

으로 통합되게 되었음.

47) 종전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는 별도로 사회부조제도에 

급여를 신청(Mischfälle)하여야 하는 행정적 불편이 존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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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eitsmarkt: 약칭으로 Hartz Ⅳ)�의 일환으로서 종전 장기실업자들

의 소득보장과 고용알선을 목표로 운영되었던 실업부조제도

(Arbeitslosenhilfe)를 폐지하고, 대신 2005년 1월 1일 ‘실업자 기초소

득보장제도(Grundsicherung für Arbeissuchende)’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에 따라 종전 사회부조제도의 생계급여를 받고 생활해 

왔던 근로능력자와 그 부양가족은 실업자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보호

를 받게 되었다.4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공공부조체계는 대대적인 변

혁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배경은 ① 사회부조제도

를 포함한 전체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② 이차적 안전망의 급여들이 예외적인 빈곤상황에 대한 일

시적 보호가 아니라 점차 정상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권으로 인

식되고 있으며, ③ 이와 같은 부정적 현상의 주된 원인이 광범위한 

실업문제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독일 공공부조체계의 현대화와 행정

처리의 간소화를 목표하는 개혁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아래의 [그림 2-5-1]은 현재 독일에서 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

되는 주요 공공부조제도들의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러한 제반의 공공부조제도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사회부

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8) 실업자 기초소득보장제도의 개요와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로는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11)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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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독일의 공적부조체계

생 계 급 여

기 초 소 득 보 장

의 료 급 여

사회부조제도

(사회법전 제 12집)
장 애 인  재 활 지 원

장 애 인  요 양 부 조

건급급여 및 기타급여

시 설 급 여

취 업 지 원  및  촉 진

실업자 기초소득보장제도

(사회법전 제 2집)
기 초

소득보장

사 회 급 여
2)

실업급여
1)

표 준 급 여

추 가 급 여

주 거  및  난 방 급 여

아동 및 청소년 부조제도

(사회법전 제 8집)
 

주거부조제도

(사회법전 제 20집)
 

외국인 망명자 사회부조제도

(사회법전 제 20집)

주: 1) 실업보험제도의 실업급여Ⅰ과는 별개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 실업자들에게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토대로 제공되는 현금급여임.

   2) 사회부조제도의 기초소득보장 보호대상이 아닌 자로서 실업자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수급권자와 함께 생계를 함께 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대체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여.

자료: BMAS, Übersicht über das Sozialrecht, 2011의 내용을 토대로 임의로 작성한 것임.



410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2. 사회부조제도의 기본원리

독일의 사회부조제도는 ‘부조의 원리(Fürsorgeprinzip)’를 토대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전체 일반사회보장제도(일차적 안전망)의 기능

적 결함을 사후적으로 보완해 주는 ‘이차적 안전망(secondary safety 

net)’ 또는 ‘최후의 안전망(the last safety net)’으로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차적 안전망은 사회적 위험별로 구분하여 각

각 별개의 사회보장제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능력의 원칙에 입각

하여 개개인의 사전적 기여를 전제로 하여 제도적 보호가 이루어지

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일차적 안전망의 기능적 특성으로 인하여 

①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가 되거나, ② 개별 제도에서 요구하는 

급여의 수급요건(특히 위험의 인과관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

나, ③ 위험의 발생에 따른 피해의 극복을 위해 제공되는 급여수준

이 부족한 일부 계층에게 있어서 사각지대의 문제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차적 안전망은 이러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차적 안전망은 국민들의 기본권인 생존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위험별 구분이 없이 모든 생

활상의 문제점들을 대상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차적 

안전망은 빈곤의 원인․근로능력․성․나이․국적 등에 상관없이 

빈곤현상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며, 동시에 그 피해 또한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차적 안전망인 사회부조제도는 적용대상 

그리고 급여의 종류 및 수준을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운영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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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부조제도의 핵심적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후순위의 원칙

(Nachrangprinzip)’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은 소위 ‘자

구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소득․자산․사회보장급여 등을 우선적

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생계의 어려움

을 겪게 될 경우 비로소 사회적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둘째, 급여수준의 책정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Ergänzungsprinzip)’

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가령 개인의 소득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져 

생계유지에 애로를 겪게 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급여가 제공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족분을 산출하기 위하여 불가피

하게 소득 및 자산조사가 필요로 하게 된다. 

셋째, 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적 보호는 ‘개별성의 원칙

(Individualitätsprinzip)’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구체

적으로 이 경우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빈곤상태에 노출된 개인의 

상황과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별 구분처우는 결과적으로 모든 대상자들의 생활이 사

회적 최저수준까지 동등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제2절❘ 급여

아래에서는 앞서 [그림 2-5-1]에서 살펴본 사회부조제도의 급여체

계를 중심으로 개별 급여들의 수급요건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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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1. 생계급여

가. 수급요건

생계급여(Hilfe zum Lebensunterhalt)는 가계의 유지를 위해 ‘필요

로 하는 생계자원’을 자력(소득활동, 자산, 사회보장급여 등)이나 타

인(주로 부양의무자)의 지원 등을 통해서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사

람이 수급대상이 된다. 만약 신청자에게 배우자나 실질적인 동거인 

또는 자녀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소득이나 자산 또한 함께 고려하

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수급요건으로서 ‘필요로 하는 

생계자원(notwendiger Lebensunterhalt)'의 내용으로는 기본욕구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난방, 신변처리와 가사활동, 가구, 기타 일

상적 욕구 등도 함께 포함된다. 이에 따라 만약 개인이 비록 최저생

계 이상의 소득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사활동이나 

일상적 신변처리를 스스로의 힘이나 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도 생계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2005년 다음의 두 가지 조치로 인해 생계급여의 수급대상이 현저

하게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먼저 같은 해 노인․

장애인 기초소득보장제도와 사회부조제도가 사회법전 제12권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전자가 후자의 생계급

여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역시 같은 해 실

업자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출범에 따라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급여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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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상과 같은 조치로 인하여 생계급여의 수급자는 2004년 약 

290만 명에서 2005년과 2006년 각각 81,000명과 82,000명으로 무려 

97% 가량 줄어들게 되었다. 이후 생계급여의 수급자는 다소 증가하

여 2009년의 경우 92,750명에 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나. 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빈곤가구의 기본적인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동시에 

개인별로 욕구나 상황의 차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급여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급여

의 종류로는 크게 기본급여의 항목(laufende Leistungen) 그리고 확

장급여의 항목(erweiterte Leistungen)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전자는 다시 정상급여, 추가급여, 주거 및 난방급여 그리고 사회보

장 지원급여, 후자는 일회성급여, 보충적 융자 그리고 상담지원급여 

등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시설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급여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1) 정상급여

생계급여는 빈곤가구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

급여(Regelsatz)를 운영하고 있다. 정상급여의 수준은 가구주의 여부 

또는 연령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이 된다. 2005년 사회부조법

의 개정에 따라 정상급여의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된 중요한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종전의 경우 지역별로 물가수준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었으나, 법률 개정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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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

부는 매 5년을 주기로 전국적 차원의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저소득계층의 일상적 생계수요에 상응하는 

표준정상급여(Eckregelsatz)를 결정하게 된다. 둘째, 조사기간에 해당

되지 않는 해의 표준정상급여는 매년도 연금급여의 인상률로서 적

용되는 연금실질가치(aktueller Rentenwert)의 변동률에 따라 자동적

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종전 가계의 추가적 지출수요

를 충당할 수 있도록 가구주에게 매월 표준정상급여의 15%를 일괄

적으로 지급하였던 일회성급여는 폐지되었으며, 그에 상당하는 부

분은 표준정상급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상급여는 빈곤계층에게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식료품, 의복, 생활용품의 구입, 사회

문화적 욕구의 충족 및 대외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반의 비용을 포

괄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금액이 결정된다(Bruhn-Tripp 

und Tripp 2004). 이러한 정상급여의 수준은 독신자나 가구주의 경

우 표준정상급여의 100%로서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각각 월 359 

유로로 책정되었다. 나머지의 가구 구성원에 대한 정상급여는 각자

의 연령에 따라 6세 이하의 경우 표준정상급여의 60%, 7세 이상 14

세 이하의 경우 70% 그리고 15세 이상의 경우 80%의 수준에서 결

정된다. 그리고 부부의 경우 각자의 정상급여(100%와 80%)를 합산

하여 반분한 금액이 되는 90%를 부부 개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2) 추가급여

정상급여는 빈곤계층에게도 사회문화적 최저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 요구되는 통상적이고 평균적인 비용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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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여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자신들의 상황

이나 욕구에 따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용은 이러한 정상급여

의 수준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개인별

로 이와 같은 욕구와 가용자원의 괴리문제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

로 별도로 추가급여(Mehrbedarfszuschläge)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추가급여는 정상급여를 초과하는 추가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제공이 된다. 일례로 

먼저 대상자가 별도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거나 임신 12주 

이상일 경우 추가급여는 표준정상급여의 17% 수준에서 제공된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정의 장애인 가장으로서 7세 미만의 아동 1명 또

는 16세 미만의 아동 2~3명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추가급여는 표준

정상급여의 36% 수준에서 결정된다. 나아가 부양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 추가급여는 그 대상이 되는 아동 1명당 표준정상급여의 12%

씩 그리고 최고 60%까지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의 대상자

가 중증 또는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특별한 의료적 처치나 고가의 

건강식품을 필요로 하게 될 경우 추가급여는 개인별 상황이나 시장

가격 등을 적절하게 감안하여 정액의 형태로 제공이 된다. 만약 개

인에게 2개 이상의 추가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원

칙적으로 중복지급이 허용되나, 이 경우 각자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

고 전체적으로 정상급여의 일정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주거 및 난방급여

생계급여제도의 정상급여와는 별도로 수급자의 주거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주거비용과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

련한 급여의 종류로는 세부적으로 주거급여, 주거마련 활동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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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지원, 이사비용 보조, 난방급여 그리고 연체 임대료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주거급여

사회부조제도에 있어서 주거급여는 2005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개인이 별도의 행정기관에서 주거부조급여

(Wohngeld)를 따로 신청하여야 하는 행정적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임대주택의 경우 주거급여는 난방비를 제외한 임대계약서 

상의 실질적 월세비용의 보전 또는 별도로 정한 정액(Mietpauschale)

의 형태로 제공되며, 추가적으로 별도의 부대적 관리비용(일례로 청

소비용이나 상하수도 비용 등)이 지원된다. 이러한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의 환경, 개인의 신체적 상황, 가족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거

의 면적이나 임대비용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지원이 된다. 

특히 주거면적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개략적인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일례로 주거면적이 1인 단독가구의 경우 45m2 
그리고 2

인 이상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가족 1인당 15m2
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주거의 형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외에도 만약 

가족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별도로 15m2
가 적절한 주거

면적에 가산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가주택의 소유

자에 대해서도 인정이 된다. 이 경우 주거급여는 주거를 위해 소요

되는 제반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되며, 여기에는 주택구입에 소요

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각종 관리비용, 화재 및 도난

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용 등이 포함된다. 자가주택의 경우 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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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적절성 여부는 동일한 가족규모나 가구상황 등을 감안한 임대

주택의 비용을 상호 비교하여 판단하게 된다.

주거비용이 가구의 상황이나 주변의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과

도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도 담당 행정관청(사회부조청)은 대상자

가 경제적으로 적절한 주거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주거급여

를 지원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허용기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기회 마련의 용이성 그리고 거주지의 이전

에 따른 행정적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최대 6개월로 정해두고 있

다. 담당 관청의 요구에 따라 주거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생계급여

의 수급자는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사전적 승인을 받아

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한해서만 담당 관청으로부터 주거마련 

활동비, 이사비용 보조금, 임대보증금, 부동산 중개료 등이 지급된다.

사회법전 제12집의 규정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주거급

여의 일환으로서 별도의 방법으로 정하게 되는 정액의 주거보조금

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 정액 주거보조금의 수준

은 가구의 인적구성과 주변 지역의 주거비용(Mietspiegel) 등을 감안

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액 보조금의 신청요건은 이전

을 하게 될 지역에서 해당 급여의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공

급량이 충분히 존재하여야 하며, 동시에 주변환경이 당사자 가족의 

거주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야 한다. 만약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

전하여 정액의 주거보조금을 수급하게 될 경우 해당 관청은 최대 6

개월의 기간동안 이전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급여를 계속하여 지

급하게 된다.

사회부조제도에서는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족들과 함께 생

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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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대상자들이 자신 가족과 함께 거주를 하더

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 나아가 이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주거급여는 가족의 주거비용에

서 전체 가구구성원의 수로 나누어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결정이 

된다. 뿐만 아니라 수급권자의 부모 또는 자녀가 대상자를 상대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그 비용이 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전액이 주거급여로 지원된다.

나) 난방급여

사회부조제도에 있어서 난방급여는 실제적으로 당사자에게 청구

된 난방비용을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

로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정액급여의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난방급여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적절한 수준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주거면적, 난방

시설의 종류와 상태, 가구규모 그리고 수급자의 건강이나 연령을 감

안한 난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난방비용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개인적 또는 

기술적 애로요인으로 인하여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관청은 비용의 전액을 난방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연체 임대료와 공공요금에 대한 비용의 지원

사회부조제도의 수급권자가 누적된 연체 임대료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무주택의 위험이 존재하게 될 경우 해당 관청은 그 

비용을 보조금의 형태로 부담하거나, 융자금의 형태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가스나 전기 등 공공요금의 연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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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에너지의 단전조치가 예상될 경우 해당 관청은 그 비용을 대

신 지급할 수 있다.

4) 의료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

생계급여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제도의 의무가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가 공적의료보험이나 장기요양

보험에 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 사회부조제도는 그 비용을 지원을 

해주게 된다.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자로서 별도로 사회부조제도의 정상급여를 

제공받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국민연

금 수급자는 의료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당연가입자가 되

며, 각각의 보험료는 연금급여를 기준으로 본인과 국민연금공단에

서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사회부조제도는 개인이 부담

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대신 

개인의 (연금)소득에서 공제를 해 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만큼 정

상급여가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생계급여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

는 수준에서 국민연금, 세제적격 개인연금(Riesterrente), 책임보험 

또는 장제보험의 가입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그 비용(보험료)은 

정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개인의 소득에서 차감을 하는 방법으

로 보전을 해주게 된다.

5) 일회성급여

2005년 사회부조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생계급여와 함께 별도로 

제공되었던 일회성급여를 폐지하고 대신 정상급여의 일부로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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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개인별로 특수한 지출수요를 

반영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일회성급여

의 규정이 계속하여 적용되고 있다.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면 급여의 

신청자격은 신규 거주지의 마련 시 가재도구나 의복의 구입 또는 

임신이나 출산 시 소요물품의 구입 등의 용도로 한정하고 있으며, 

급여는 개인별로 실비보전 또는 소정의 정액급여의 지급과 같은 방

법으로 주어지게 된다.

6) 보충적 융자

일반적으로 생계급여의 한 부분인 정상급여는 수급대상자들이 일

상생활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생계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개인별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상

급여의 수준을 초과하는 지출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

당 행정관청(사회부조청)은 일반적으로 정상급여의 지출항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출수요가 발

생하게 되었을 경우 소요비용을 융자의 형태로 지원해 주게 된다. 

이 경우 융자금은 매월 정상급여의 5% 이내에서 분할하여 상환하

게 된다.

7) 기타 상담지원급여

생계급여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제반의 현금급여 이

외에도 별도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

스급여의 수급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채무상

담과 법률지원, 사회심리적 상담 그리고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권리에 대한 소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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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

사회부조제도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도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는 물론 같은 사회부조제도의 장기요양부조나 장애인 재활

지원 등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 자격도 가지게 된다.

사회부조제도는 시설보호대상자들이 시설거주에 따른 비용에 대

한 지원은 물론 별도로 시설 내에서의 일상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현금수요를 충당해주게 된다. 이에 따라 성인의 경우 급여수준은 표

준정상급여의 27%(2011년의 경우 98.28유로) 이상의 수준에서 제공

되며, 아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등화 된다. 2005년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시설

에 위탁하게 될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월 46유로를 부양비용

(Unterhaltsbeitrag)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 중 26유로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간병비용과 재활서비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20유로는 시설에서의 생활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지출된다.

다. 소득과 자산의 인정범위와 급여의 산정 예시

사회부조제도의 급여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최저생계의 유지에 부족하게 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로 하

게 된다. 그리고 독일의 사회부조제도는 법적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상호간의 부양의무를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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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소득

이나 자산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지게 된다. 아래에서는 소득

조사나 자산조사의 과정에서 소득이나 자산의 인정범위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1) 소득의 인정범위

생계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인정범위는 사회부조법에서 정

한 바 따라 모든 형태의 현금소득이나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소득들(일례로 무료급식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소득으

로서의 인정원칙은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며, 동시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생계급여에 있어서 개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소득항

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② 실

업급여, 상병급여, 산재급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소득대체적 성

격의 급여들 ③ 유족연금(배우자유족연금과 아동유족연금) ④ 주거

부조급여 ⑤ 아동수당 및 추가아동수당 ⑥ 부동산 임대소득 ⑦ 이

자 등 기타 자산소득. 

이와는 달리 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 제외되는 소득항목들은 주로 

피해보상적 성격의 급여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사회부조

제도의 급여 ② 연방원호법에 의한 기초연금 ③ 2차 세계대전 중 민

간인의 재산상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연금 ④ 민법에 의한 

개인들 상호간 피해보상금(이 경우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제외) 

⑤ 복지단체의 일회성 현금지원 ⑥ 아동양육수당(Erziehungsgeld) 

또는 부모수당(Elterngeld).

이상에서 살펴본 소득인정 항목들의 경우 그 전액이 인정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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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지 않고, 대신 일정한 목적의 소득이나 지출항목을 제외한 나

머지의 부분에 대하여 적용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제의 범위

가 넓게 될 경우 소득인정액의 수준이 낮아지게 되어 그에 상당하

는 만큼 정상급여가 커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생계급여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제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 사회보험

료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상업보험료 등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 둘

째,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저축을 

하게 될 경우 그에 상당하는 만큼 공제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셋

째, 소득활동에 소요되는 일반경비 그리고 특별경비에 상당하는 수

준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넷째, 수급자의 가정에 미성년 아동이 있

을 경우 아동 1인당 일정금액의 기초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국가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제도

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

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일례로 생계급여 또는 기초소

득보장의 수급자격을 가진 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서 별도로 근로활

동을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정상급여의 2/3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의 혜택이 적용된다. 첫

째, 작업비용공제(Arbeitsmittelpauschale)가 5유로로 인정된다. 둘째, 

근로장려금(Arbeitsförderungsgeld)의 명목으로 26유로가 적용된다. 

셋째, 법률에 근거하여 표준정상급여의 1/8에 해당하는 금액(2009년

의 경우 45유로)이 기초공제(Freibetrag)의 명목으로 제공된다. 넷째, 

이상의 금액을 차감한 소득에서 추가로 25%가 공제혜택을 받게 적

용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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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의 임금  120.00유로

작업비용공제   - 5.00유로

근로장려금    - 26.00유로

-------------------------------------------------------------------

중간합계 89.00유로

기초공제(정상급여의 1/8)  - 45.00유로

-------------------------------------------------------------------

중간합계 44.00유로

45 유로에 대한 25%의 공제금  - 11.00유로

-------------------------------------------------------------------

소득인정액  33.00유로

2) 자산의 인정범위

사회부조제도의 수급자는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신의 자산

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여야만 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현금자

산, 유가증권, 저축성자산, 주택 및 기타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등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조사의 범위

에서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 개인별로 긴급한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소정의 현금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의 인정범위에

서 제외가 된다. 2008년의 경우 자산의 인정에서 제외되는 현금

(Schönvermögen)의 수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2,600유로, 부부 2인가

구의 경우 3,214유로가 되며, 별도로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1인당 256유로가 인정이 된다. 둘째, 정상적인 일상생

활의 유지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가구와 부동산은 자

산으로서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를 받게 된다. 셋째, 법으로 정한 범

위에서 노후를 대비한 적립자산 역시 자산조사의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넷째, 소득활동이나 직업교육 또는 이동성의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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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제반의 자산 또한 자산조사의 범위에서 

제외를 받게 된다. 일례로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가족 공동명의의 상속자산으로서 처분이 불가

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에도 자산의 인정범위에서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3) 생계급여의 산정 예시

아래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계급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Case 1: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Christina(15세)와 Ralf(9세)는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돌아가신 부모의 유족연금과 

아동수당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소년

소녀가정의 생계급여는?

Christina의 정상급여(표준정상급여의 80%)     287.00유로

Ralf의 정상급여(표준정상급여의 80%)  251.00유로

주거급여 및 난방급여    240.00유로

가구수요 합계   778.00유로

------------------------------------------------------------------

아동수당  328.00유로

유족연금  360.00유로

소득합계  688.00유로

------------------------------------------------------------------

Christina와 Ralf의 생계급여  

가구수요      778.0유로

소득인정액    688.00유로

생계급여액    90.00유로

□ Case 2: 45세인 Gehardt는 독신의 장애연금 수급자로서 주당 

10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시간당 임금은 6 유로이다. 이 경우 

생계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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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상급여    359.00유로

주거비          280.00유로

난방비           63.00유로

가구수요        702.00유로

----------------------------------------------------------------

근로소득    240.00유로

근로소득에 대한 기초공제(근로소득의 30%)  - 72.00유로

장애연금    350.00유로

소득합계    518.00유로

----------------------------------------------------------------

Gehardt의 생계급여

가구수요     702.00유로 

소득인정액   518.00유로

생계급여액   184.00유로

라. 타 사회보장 급여와의 관계

생계급여의 운영과정에서 타 사회보장제도들과 급여의 측면에서

나 행정적 측면에서 중복문제가 발생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일한 사회부조제도에 있어서 생계급여와 노인․장애인 기

초소득보장 상호간 관계의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기초소득보장은 

대상자의 보호에 있어서 생계급여보다 우선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만약 기초소득보장의 급여수준이 최

저생계의 유지에 부족하게 될 경우 개인은 별도로 사회부조제도의 

생계급여와 기타 급여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부조제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의료급여와 수발급여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 2005년 사회부조제도와 기초소득보장제도가 사

회법전 제12권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초소득보장의 수급권자도 본인

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추가적 신청이 없이 사회부조제도의 제반 

급여들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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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득보장 이외에 별도로 사회부조제도의 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

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와 일정한 비용

부담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제도와의 관계문제이다. 독일의 경

우 주거급여는 사회부조제도는 물론 별도의 독립적인 주거부조제도

(Wohngeld)에서도 제공되고 있다. 사회부조제도의 경우와는 달리 

주거부조제도에서는 신청자의 소득만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급여수준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개인은 주거급여를 본인이 선택을 하여 임의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양 제도간 급여편차의 조정절차로 인해 별다른 혜택의 차이

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 또한 2005년 사회부

조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부조제도의 생계급여나 기초소득보장 수급

권자에 대해서는 주거부조제도의 신청자격을 제외하고, 대신 사회

부조제도에서 운영하는 주거급여와 난방급여만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들 가운데 육아수당, 보훈연금, 

전쟁피해보상연금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신체적 상해로 인한 보

상금 등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격의 급여들은 공히 특정한 사안으로 인한 개인

의 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사회연대적 차원에서 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계유지의 수단과는 별개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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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애인 기초소득보장

가. 기초소득보장의 도입배경

독일 정부가 2003년 기초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의 

사회부조제도(Sozialhilfe)와는 독립적인 방법으로 최저생계를 보장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수립하게 된 

배경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부조제도로부터 생계급여의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자녀에 대한 법적․경제적 피해(일례로 구상권 청구) 그리고 

자산조사로 인한 수치심이나 사회적 통제 등을 두려워하여 신청을 

기피하게 되는 소위 ‘빈곤의 은폐문제(verdeckte Armut)’ 또는 ‘수치

스러운 빈곤의 문제(verschämte Armut)’가 발생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5-1>은 기초소득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0년 사회부

조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를 연령별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령계층에 있어서 생계급여 수급자의 비율

은 1.4%로서 전체 연령계층의 평균치 3.3%보다 절반 이하의 수준에 

불과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연령계층에서 생계급여 수급자의 규모

는 18만 6천명으로 전체 267만 7천명의 6.9%에 해당하고 있다. 이

상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볼 때 독일에 있어서 노인빈곤의 문제는 

다른 연령계층(특히 18세 미만의 아동계층)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 차원의 문제해결 우선순위에서도 

뒤지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연구자료(Hoffmann, 

2001)에 의하면 생계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규

모는 실제 수급자의 수보다 2배 가량 많은 37만 명이 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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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독일 사회부조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령별 분포

(2000년 말 현재)

단위: 명, %

연  령 수급자의 수 연령계층별 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

18세 미만 992,000 (37.1) 6.4

18세~20세 105,000 (3.9) 3.7

21세~24세 153,000 (5.7) 4.1

25세~49세 918,000 (34.3) 3.0

50세~59세 207,000 (7.7) 2.1

60세~64세 116,000 (4.4) 2.0

65세 이상 186,000 (6.9) 1.4

전 체 2,677,000 (100.0) 3.3

자료: Statistische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2002.

추정이 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기존의 사회부조제도 하에서

는 생계급여를 실제로 수급하고 있는 노령계층에 상당하는 규모만

큼 ‘빈곤의 축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

서 새로이 도입된 기초소득보장제도는 급여 신청권리의 행사를 방

해하는 제도적․심리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동시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부조제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어 오고 있는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책임의 우선원칙은 형평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Hauser 1999).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핵심

적 운영원리가 되는 세대간 계약은 단순히 보험료의 납부를 통한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세대간 계약의 의무

를 충실히 수행한 가정의 경우 다자녀의 부양으로 인하여 노후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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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자녀들이 부모

의 부양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만 한다. 이와는 달리 무자녀 가

정의 경우 노후빈곤의 문제는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이 도입되는 기초소득보

장제도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빈곤문제에 대한 가족책임의 우선원칙

을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있

어서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인구구조의 고령

화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 및 개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로 하고 있다.49) 구체적으로 첫째, 고령화 사

회로의 진전에 따른 국민경제의 노인부양비 부담 증가문제에 대처

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대대적인 체질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노후빈곤의 위험에 노출될 확

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연금개혁을 통하

여 단행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의 급여삭감은 빈곤문제에 대

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전제될 경우에만 비로소 정치적으로나 사

회적으로 수용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세계화와 자

유화의 추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모형(파트타임, 계약 또는 

한시적 근로, 재택근로, 유사자영업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 차원에서 고용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게 되며, 동시에 노후의 생활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수

49)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Vobruba(2007), 

Exner․Rätz․Zenker(2007) 등이 있으며, 노후의 기초소득보장에 관한 국가별 비교를 제

시하고 있는 자료로는 Schmähl(1993), Gillion et al.(2000) 등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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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된다. 

셋째, 다양한 가족모형의 발달 그리고 가족구성원간 연대의식의 약

화 등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개인의 대처능력을 약화시키게 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한 피해는 특히 노년기에 첨예하게 나타나게 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새로이 도입되는 기초소득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목적의 기초소득보장제도는 2005년 기존의 사회부조

제도와 함께 사회법전 제12권으로 통합이 되었다. 이러한 통합조치

에 따라 생계급여와 기초소득보장의 급여산정방식이나 급여의 내용 

및 수준이 상호 일치되었으나, 기초소득보장의 경우 원래의 도입취

지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으로부터 제외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수급요건

사회부조제도의 급여 항목들 가운데 하나로서 기초소득보장의 적

용대상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로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빈곤의 요건, 연령․신체적 

조건 그리고 거주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어야만 한다.

1) 빈곤의 요건

기초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 빈곤(Bedürftigkeit)은 개인이 스스로

의 소득(연금이나 기타 사회보장소득을 포함)이나 자산으로 자신의 

일상적인 생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로 정의되고 있다. 행정적 차원에서 빈곤상태의 파악 그리고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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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준의 산정 등 구체적인 행정절차는 사회법전 제12권 �사회부조

법� 제82조~제96조와 관련 시행령이 적용된다.

기초소득보장제도는 신청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상

태를 감안하여 빈곤상태를 파악하게 된다. 여기서 배우자란 신청자

와 법적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

한다.50) 반면 기초소득보장제도는 부모와 자녀 상호간 부양의무를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신청자의 부모 또는 자

녀가 연간 100,000유로 이상의 고소득을 획득하게 될 경우에만 급

여의 수급자격을 제한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 소득은 소

득세법에 근거하여 각종 기초공제액을 차감한 임금소득이나 사업소

득이 된다. 그리고 수급권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법적 혼인상태를 불

문하고 양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100,000유로를 초과하게 

될 경우 부양의무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며, 이와는 달리 수급권자 

자녀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각자의 소득이 100,000유로를 초과하게 

될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서만 부양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기초소득보장 수급권의 행사와 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기초소

득보장제도의 담당기관(사회부조청)은 특이한 상황이 없는 한 대상

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청자의 자녀 또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법적 상한선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심증이 있을 경우(일례로 의사 또는 변호사 등 고

소득직종) 해당 기관은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를 하거나 자체적인 조

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증의 책임은 관할기관에 있

으며, 명확한 판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급여를 계속하여 지급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50) 동성혼 관계도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배우자 개념에 해당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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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득보장제도는 빈곤의 상황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중대하다

고 판단될 경우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개인이 급여의 신청 이전 지난 10년의 기간동안 의도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빈곤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을 경우로서 자산의 낭비 

또는 불합리한 양도 및 기증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신청자격은 해당 행위가 있은 이후 10년이 경과되

는 시점에 가서 비로소 주어지게 된다.

2) 연령․신체적 조건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연

령적․신체적 상황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가)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신청자격이 주어

지게 된다. 이러한 연령요건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정규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일치하고 있다. 기초소득보장제도에서나 국민연금제도

에서 공히 65세를 수급개시연령으로 채택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연령 이상 노령계층의 경우 대개 근로의 능력이나 기회가 실질적으

로 차단되어 자력에 의한 생활여건의 개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게 될 것이란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나) 근로활동능력의 영구상실자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서 의학적 기준으로 근로활동능력이 영구히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된

다. 여기서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격으로서 의학적 기준은 관

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장애판정기준을 원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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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통상적 노동시장의 

여건에서 하루 3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나아가 근로활동능력의 영구상실 여부는 이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무런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 인정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한시적인 완전장애연금(befristete volle Erwerbsminderungs- 

rente)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회부조제도의 생계급여가 제공되며, 

하지만 만약 이러한 상태가 10년을 경과하게 될 경우 그 시점부터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이 발생하게 된다.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대상자에 대한 장애판정은 관련 법률에 근거

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한편으로 장애판정의 과정에서 대상자 본인 그리고 행정적 차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양 제도간 급여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특이한 사항으로서 기초소득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에 

대한 판정과 중증장애인법에 근거한 장애도(Grad der Behinderung)

가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Kruse 2008). 일례로 장애인이 중증장애인법에 따라 100%의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국민연금제도와 판정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사회법전 제9권의 장애인재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근로를 하

게 될 경우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활동능력의 영구상실자로 간주를 하고, 따라

서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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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기능의 작업시설에서 장애인이 근로를 하게 될 경우 

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의 1/5 이하의 수준에 불과할 경우에도 기초

소득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Bruhn-Tripp und Tripp 2004).

다) 장애인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그동안 전적으로 부모 또는 가

족의 책임으로 이루어져 왔던 선천성 또는 초기 중도장애인의 소득

보장문제가 비로소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

반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은 부모의 소득이 연

간 10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할 수 있

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장애인이 부모의 보호 아

래 생계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제도규정은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보호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시설수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3) 국내 거주요건

기초소득보장의 수급자격은 국내에 거주지를 둔 사람들을 대상으

로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합법

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신청의 자격이 부여된다.

기초소득보장에 근거한 급여지급의 의무는 신청 당시 개인이 거

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이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시설보호대상자의 경우 시설수용 이전 거주지

의 관할기관에서 급여의 지급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거주지

가 불분명한 노숙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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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보호의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다.

다. 기초소득보장 급여의 산정 예시

아래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65세 이상의 빈곤노인 그리

고 장애인에 대한 기초소득보장 급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지를 구체적인 사례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의 사례)

□ Case 1: 장애인 단독가구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월 소득 

120 유로로 근로를 하고 있는 Max의 기초소득보장급여

(가구주에 대한) 표준정상급여    359.00유로

주거급여 및 난방급여   316.00유로

추가급여(중증장애인등록증 상‘G' 표시: 표준정상급여의 17%)    61.00유로

--------------------------------------------------------------------

중간합계(기본가구수요)   736.00유로

Max의 소득인정액    - 34.00유로※

--------------------------------------------------------------------

Max의 기초소득보장급여 702.00 Euro

※ 앞서 예시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월 소득 120유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임.

□ Case 2: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보호작업장

에서 월소득 120 유로로 근로를 하고 있는 Inge의 기초소득보

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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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급여 (가구주 표준정상급여의 80%) 287.00유로

Inge에 대한 주거급여 및 난방급여   220.00유로※

추가급여(중증장애인등록증 상‘G' 표시: 표준급여의 17%)  48.00유로※※

--------------------------------------------------------------------

중간합계(기본가구수요)    555.00유로

Inge의 소득인정액             - 34.00유로※※※

--------------------------------------------------------------------

Inge의 기초소득보장급여   521.00유로

※ 전체 가구의 주거비용과 난방비용을 가족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으로서 적절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가구주 표준급여 × 80% × 17% = 48.00유로

※※※ 앞서 예시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월 소득 120유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임.

□ Case 3: 각각 45세인 Herrmann과 Lisa는 현재 동거를 하고 있

으며, Herrmann은 영구장애로 인하여 국민연금으로부터 398 

유로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음. 그리고 배우자 Lisa는 일시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으로부터 월 610유로의 상병급여를 

받고 있음.51) 그리고 두 사람의 저축자산은 총 3,000유로이며,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800유로 가치의 물품이 있음.52) 

이 경우 Herrmann에 대한 기초소득보장급여

51) 기초소득보장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Lisa의 소득이 Herrmann의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 경우 Lisa가 가구주로 인정됨.

52) 이 경우 양자의 저축자산은 상한선인 3,214 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현물의 유산 또한 가치가 미미하므

로 역시 자산조사의 적용으로부터 제외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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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rmann    Lisa

정상급여  287.00유로  359.00유로

주거비    150.00유로  150.00유로

난방비     33.00유로   33.00유로

--------------------------------------------------------------------

                          Herrmann    Lisa

중간합계(기본가구수요)   470.00유로  542.00유로

소득인정액※            350.00유로  550.00유로

--------------------------------------------------------------------

Herrmann의 기본수요 부족액 120.00유로

Lisa의 기본수요 초과액  8.00유로

--------------------------------------------------------------------

Herrmann에 대한 기초소득보장급여  112.00유로

※ 각자에 대한 의료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개인연금 보험료 등을 공제한 순소득액임.

(저소득 노인의 사례)

□ Case 4: 65세의 노인단독가구로서 중증장애인등록증 상 ‘G’ 

표기를 가지고 있으며, 사망한 남편으로부터의 유족연금 387 

유로가 소득의 전부인 Gerda의 기초소득보장급여

(가구주에 대한) 표준정상급여 359.00유로

주거급여 및 난방급여    320.00유로

부대 관리비용   50.00유로

추가급여(중증장애인등록증 상‘G' 표시: 표준정상급여의 17%) 61.00유로

-------------------------------------------------------------------

중간합계(기본수요) 790.00유로

유족연금(소득인정액)    - 325.00유로※

-------------------------------------------------------------------

Gerda의 기초소득보장급여  465.00유로

※ 본래의 유족연금 387유로에서 의료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기타 개인연금보험료 

등을 차감한 순연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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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급여의 지급주기

기초소득보장제도의 급여는 통상적으로 1년의 기간 동안 지급이 

되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차 신청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급여의 지급주기는 국민연금의 급여 조정주기에 따라 매년 7월 1일

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가 된다. 그리고 일단 급여의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이후의 급여신청과 승인은 매우 간소한 행정적 절차를 통

해 이루어지게 된다. 나아가 대상자의 소득수준이나 신체적 상황에 

거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업무의 담당자는 

급여의 인정주기를 1년을 초과하여 결정하거나, 특별한 상황의 경

우 영구적인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개인에게 소득의 변화 또는 거주지의 변경 등이 발

생하게 되었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담당 관청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급여수준의 변경요인이 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관할관청의 변경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Hilfen zur Gesundheit)는 생계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가

구의 규모나 상황을 감안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계층에 대

한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자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만약 개인의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최대한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급여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필수적인 의료처치가 요구될 경

우 관할 관청인 사회부조청(Sozialamt)에서 예외적으로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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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2004년 �공적의료보험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Modernisi- 

erung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의 발효에 따라 의료급

여의 수급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 의료보험 가

입자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혁조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동시에 의료수

요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의료급여의 수급자는 해당 사회부조청의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질병금고를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을 하고, 해당 질

병금고로부터 의료보험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의료급

여의 수급자들 역시 의료보험 가입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본인부담

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매 분기

당 10 유로를 진료비의 명목으로 담당의사나 치과의사에게 납부하

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질병의 

경우 표준생계급여의 최대 2% 그리고 만성질병의 경우 최대 1%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의료보험재정에서 충당하게 된다.

의료급여는 임신․출산․낙태에 있어서도 공적의료보험의 경우

와 동등한 급여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다만 피임을 위한 도구의 구

입이나 의료처치에 대한 비용은 20세 미만의 경우 의료보험이 부담

하게 되고, 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계급여 산정과정

에서 그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낙태의 경우 개인의 낙태 사유가 �낙태에 있어서 여성의 

보호를 위한 법률(Gesetz zur Hilfe für Frauen bei Schwangerschafts- 

abbruch)�의 특별규정에 해당될 경우 그 비용은 전적으로 사회부조

청이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낙태가 질병이나 감염으로 인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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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필요하게 될 경우 질병금고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임산부는 �낙태분쟁조정법(Schwangerschaftskonflikt- gesetz)�에 

따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는 사회부조청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노동자복지재단(Arbeiterwohlfaht), 디아코니사업본부

(Diakonisches Werk) 등과 같은 민간복지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4. 장애인 재활지원

사회부조제도에 있어서 장애인 재활지원(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가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타 사회보장제도(일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등)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을 경

우 대상이 된다. 이러한 재활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①장애발

생의 위험에 대한 예방 ②장애상태의 제거 또는 완화 그리고 ③장

애인의 사회적 복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다. 여기서 

장애인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적절한 직업의 수행과 이를 위한 보조적 지원이 요구된다.

사회부조제도의 장애인 재활지원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장애인의 의료재활과 직업활동을 위한 지원사

업이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관련 사업과 

급여의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취학 연령 이전의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교육사업이 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일반유치원이나 특수장애아동 전담교실에서 실시

된다. 셋째, 장애아동 학습지원사업이 있으며, 여기에는 개별 아동

의 상황에 따라 일반교육․직업교육․일상생활교육 등으로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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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넷째,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장애인들

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Werkstätte für behinderte 

Menschen)’사업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장애인은 최소한의 경

제적 가치를 가진 일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직업생활에 참여할 수 있

고,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의 노동성과를 감안하여 적절한 보수를 제

공하게 된다. 그리고 보호작업장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

들의 경우와 같이 5대 사회보험의 가입, 근로시간과 유급휴가가 보

장되며, 동시에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나 욕구를 대변하기 위한 법적 

기구로서 ‘보호작업장평의원회(Werkstattrat)’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은 장

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교류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비스들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취지

의 서비스들로는 장애인활동지원(일례로 자동차, 전동차, 휠체어, 장

애인활동도우미 등), 장애인의 사회접촉 지원(일례로 수화 통역비, 

택시비 등), 장애인 전용주택의 구입 또는 개조 지원,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공동주택 운영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종류의 지원사업들은 장애인 자신의 경제적 상태와 

상관없이 제공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사업들의 비용부담이 장애

인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를 받게 된다. 다만 성년이 된 장애아동이 계속하

여 아동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그 부모는 자신의 자식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월 최고 27.69유로까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독일의 사회부조제도는 장애인들에게 재활지원사업의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예산계정(Persönliches 

Budget)’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사회부조청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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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장애의 종류 또는 중증도 등을 감안하여 각자

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의 총액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개인예산계정(일종의 바우처)의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된다. 이에 따

라 장애인은 주어진 예산총액의 범위 내에서 ①어떠한 종류의 서비

스를 ②어느 시기에 또는 얼마의 기간동안 ③어느 서비스기관으로

부터 ④어떠한 형태로 ⑤어떤 가격으로 구입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

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의 제도 도입에 따라 장애인 개인은 

더 이상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구매자’로서의 지위

를 갖게 되었다. 또한 만약 개인이 기관의 서비스가 가격에 비해 미

흡하다고 생각할 경우 사전적으로 사회부조청의 승인 없이도 기관

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부조청에서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의 

수준에 상관없이 정액의 맹인수당(Blindengeld)이 제공된다. 이러한 

맹인수당은 시야장애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한 목

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성

격의 급여를 받게 되거나, 또는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시야장애를 

사유로 재가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 맹인수당은 최고 70%까지 삭

감이 될 수 있다.

5. 장기요양부조

장기요양부조(Hilfe zur Pflege)는 질환이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

활을 위한 신변처리․가사활동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타인의 수발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그 비용을 자력 

또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사람이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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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경우 정상아동의 경우와는 달리 어떠한 추

가적인 또는 별도의 수발이 요구되는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통상적

으로 장기요양부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임에도 불구하고 ①장기요양등급이 2등급 이하로 급여수준이 낮은 

사람들 ②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로 되어 있는 숙박비 그리고 시설

보호대상자의 수발을 위한 물품이나 기구의 구입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③장기요양보험의 적용

제외자 등이 된다.

장기요양부조의 요양등급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체계

를 준용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신변처리 능력, 섭식, 이동성 그리고 

가사활동 능력 등을 감안하여 총 3등급으로 구분하게 된다. 일반적

으로 장기요양부조는 후순위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소득

이나 자산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만으로는 수발비용을 충당할 수 없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부족분을 현물급여나 현금급여의 형태로 

지원해 주게 된다. 그리고 장기요양부조의 현물급여는 장애인 재활

지원의 경우에서처럼 개인예산계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부조에 있어서 재가보호가 시설보호보다 우

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재가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의무규정과 유인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먼저 

가족의 부양책임이 준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 가족 및 친척, 친구 또

는 이웃이 그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수발책임자에게는 수발로 인한 

비용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의 차원에서 수발급여(Pflegegeld)가 현

금으로 지급되며, 이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1등급의 경우 225유로, 

2등급의 경우 430유로 그리고 3등급의 경우 685유로로 차등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수발책임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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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 수준은 장기요양등급과 수발시간에 따라 차

등적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만약 수발책임자가 개인적 사정이나 건

강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충분한 수발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

을 경우 사회부조청은 전문인력이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

을 보전해주게 된다. 나아가 만약 재가보호의 대상자인 요수발자가 

스스로 수발서비스의 방법이나 수발인력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 이

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에서처럼 동일하게 허용된다. 이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 대상자는 사회부조청에 

‘장기요양부조 추가급여(ergänzende Leistungen der Hilfe zur Pflege)’

를 신청할 수 있다. 요수발자의 병적 상태나 장애의 심각성 그리고 

가족상황 등으로 인해 재가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

한 요양시설에서 시설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요수발자의 경

제적 능력으로 인해 비용부담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회부조청에서 그 부족분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장기요양보험에서와는 달리 장기요양부조에서는 신체적․정

서적․의료적 수발과 관련한 비용 이외에도 숙박비와 시설수발을 

위한 물품이나 기구의 구입비용도 함께 지원을 해주게 된다. 그리고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용돈의 명목으로 최소한 표준정상급

여의 27%(96.93 유로)가 매월 지급된다.

6. 긴급급여 및 기타급여

긴급급여(Hilfe zur Überwindung besonderer sozialer Schwierigkeiten)

는 개인이 특별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유지에 위협을 받

고 있으며, 동시에 그 원인이 사회문제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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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이고 경과적으로 제공되는 급여이다. 여기서 먼저 특별한 위기

상황에 해당될 수 있는 범위는 일자리․주거․사회적 위험(질병․

노령)에 대한 사회보장․교육기회․사회적 접촉의 제약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위기상황이 노숙․알콜중독․마약중독․

출소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경우이다.

이상과 같은 취지의 일환으로서 긴급급여는 생계유지부조(Hilfe 

zur Weiterführung des Haushalts), 노인부조(Altenhilfe), 맹인부조

(Blindenhilfe), 장제비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생계유지

부조는 가구주가 중대질환, 장기입원, 임신, 요양 등으로 인해 가족

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게 되었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급된다. 이 경우 생

계유지부조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생계 그리고 가계유지를 위한 

비용 등을 반영한 수준에서 그 금액이 결정된다. 다음으로 노인부조

는 각종 사회보장 및 사회부조 급여 이외에도 별도로 제공되는 급

여로서, 수급자격은 노령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생활상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이러한 급여의 목표는 노인들이 자신의 

위기문제를 예방 또는 극복하고, 나아가 사회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노인부조의 급여로는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의 마련 및 유지 지원, 이웃과의 교류지원, 적절한 사회

복지서비스 또는 시설입소 등을 위한 정보제공과 상담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상담서비스나 기타 사회복지서비

스는 개인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이상에

서 살펴본 대표적인 긴급급여 이외에도 기타급여로서 무료급식, 세

탁서비스, 노인도서관 운영, 시각장애인 점자서비스, 가정방문서비

스, 대리운전 및 동행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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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정

사회부조제도의 제반 사업들은 주정부의 책임 하에 개별 자치단

체들의 일반적 행정업무의 일환으로서 수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정 역시 주정부와 해당 자치단체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볼 때 기초소득보장은 현재 사회법전 제12권 사회부조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볼 때 주정부와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다만 2003년 독립적인 

기초소득보장제도의 형태로 도입되었던 배경이 빈곤의 은폐나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정부나 자

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

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주정부나 자치단체의 이러한 비용부분을 보

전해 주기 위한 일환으로 2003년부터 매년 4억 900만 유로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 비용지원 규모의 적절성 여부는 매 2년을 

주기로 재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4절❘ 행정관리

사회부조제도의 운영방식이나 운영기구에 대한 선택권은 개별 주

정부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부조제도의 운영

주체는 개별 자치단체들의 소속부서가 되는 사회부조청(Sozialamt)

이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 조직의 행정기구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기관은 한편으로는 지역의 일선단위에서 운영이 되므로 

대상자의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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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의성이나 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부조제도의 대상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 소재는 거주지 보

호의 원리에 따라 신청자들이 실제로 거주하였던 지역을 관할하는 

사회부조청에 두게 된다. 하지만 기초소득보장에 있어서는 신청자

가 대개의 경우 장기간 동안 급여를 수급하게 되므로 책임소재는 

대상자가 통상적으로 거주하였던 지역 소재의 사회부조청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시설보호의 경우 대상자가 입소 이전 최

종적으로 거주하였던 지역의 사회부조청이 행정적 책임을 가지게 

된다.

사회부조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또한 

급여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부조청은 물론 타 

사회보장제도의 행정적 지원과 협조의 의무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

다.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주체들이 

대표적인 업무협조기관으로 되어 있다.

❘제5절❘ 사회부조제도의 운영성과

독일의 사회부조제도가 2005년 사회법전 제12권으로 통합된 이

후 2009년 현재까지 시행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기간동안 

사회부조제도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의 2011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사회부조제도의 급여지출총액은 2010년 현재 239.4억 유로

로 이는 같은 해 전체 사회복지 지출총액의 2.67%를 차지하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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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표 2-5-2> 참조). 그리고 총지출액에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

상권 청구 또는 수수료 등으로 충당되는 수입을 제외한 순지출은 

같은 해의 경우 217.5억 유로로 집계되고 있으며, 여기에 전체 국민

의 수로 나눈 주민 1인당 평균급여는 266유로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2> 사회부조제도의 재정지출 및 수입의 연도별 추이(2003~2010)

단위: 백만유로, 유로

총지출 수입

순지출

합계
주민1인당 

평균급여(유로)

2003 25,590 3,021 22,569 274

2004 26,340 3,376 22,964 278

2005 19,949 2,369 17,579 213

2006 20,483 2,373 18,110 220

2007 21,128 2,290 18,838 229

2008 21,955 2,200 19,755 241

2009 23,029 2,099 20,930 256

2010 23,942 2,194 21,749 266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Sozialleistungen: Sozialhilfe 2011년

다음으로는 사회부조제도의 급여지출총액을 주요 급여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5-2]와 같다. 그림에 의하면 2010

년 전체 급여항목 가운데 장애인 재활지원이 사회부조 급여지출총

액의 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초소득

보장 19% 그리고 장기요양부조 1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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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사회부조제도의 급여종류별 지출비중(2010)

긴급급여 및
 기타급여,
  2%

생계급여, 5%

의료급여, 3%

장애인재활지원, 57%

노인․장애인

기초소득보장, 

19%

장기요양부조,

14%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Sozialleistungen: Sozialhilfe 2011년

사회부조제도의 급여 종류별 지출총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아래의 <표 2-5-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에서 발견할 수 있

는 주요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지출규모의 변화

로서 2003년에서 2010년 사이 사회부조제도 급여지출총액은 약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생계급여 지출총액의 

대대적인 감소로서 해당기간 사이에 그 절대적 규모가 무려 90% 가

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는 반대로 노인․

장애인 기초소득보장을 위한 지출규모는 역시 같은 기간동안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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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 사회부조제도의 급여종류별 지출규모의 연도별 추이(2003~2010)

단위: 백만유로

총계

급여구성

생계급

여

노인․장애인 

기초소득보장

의료

급여

장애인 

재활지원

장기요양

부조

긴급급여 

및 기타 

2003 25,590 9,817 1,446 1,487 10,930 3,005 0,352

2004 26,340 9,981 2,216 1,381 11,487 3,142 0,350

2005 19,949 1,163 2,864 1,095 11,288 3,152 0,386

2006 20,483 1,065 3,158 0,946 11,804 3,120 0,390

2007 21,128 1,088 3,558 0,949 11,914 3,217 0,402

2008 21,955 1,138 3,788 0,892 12,454 3,262 0,421

2009 23,029 1,160 4,038 0,790 13,287 3,334 0,420

2010 23,942 1,196 4,261 0,765 13,842 3,439 0,439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Sozialleistungen: Sozialhilfe 2011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규모와 특성은 아래의 <표 2-5-4>와 <표 

2-5-5> 그리고 [그림 2-5-3]을 토대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 생계

급여 수급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

제활동가능인구가 전체 수급자의 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생계급여 수급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

펴보면 65세 미만의 성인과 아동의 경우 남성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생계급여 수급자를 보호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시설보호 대상자가 약 22만명으

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재가보호 대상자는 9.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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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넷째, 거주인구 천명당 생

계급여 수급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독일의 경우 3.9명으

로, 이중 재가보호 1.2명 그리고 시설보호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거주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대체로 남부지역(바덴뷔템베르

크주, 바이에른주) 그리고 중부독일(라인란트-팔츠)의 천인률이 낮

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북부독일(베를린, 브레멘, 쉴레스비히-홀

스타인주)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서독지역과 구

동독지역별로 구분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의 천인율을 살펴보면 이는 

각각 3.8명과 4.0명으로 유의미한 격차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3] 생계급여 수급자의 연령별․성별 분포(2010)

단위: 명

14,170

129,768

23,914

92,719

46,998

11,793

18세 미만 18~65세 미만 65세 이상

여성

남성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Sozialleistungen: Sozialhilfe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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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4> 생계급여 수급자의 성별․보호종류별․국적별 현황(2009)

단위: 명

연령계층

합계 독일인 외국인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재가보호

17 이하 17,013 8,616 8,397 14,691 7,420 7,271 2,322 1,196 1,126

18~64 73,615 39,606 34,009 64,505 35,120 29,385 9,110 4,486 4,624

65 이상 2,122 945 1,177 1,764 753 1,011 358 192 166

계 92,750 49,167 43,583 80,960 43,293 37,667 11,790 5,874 5,916

시설보호

17 이상 9,387 5,910 3,477 8,789 5,519 3,270 598 391 207

18~64 141,543 85,716 55,827 136,983 82,788 54,195 4,560 2,928 1,632

65 이상 70,232 23,130 47,102 68,237 22,316 45,921 1,995 814 1,181

계 221,162 114,756 106,406 214,009 110,623 103,386 7,153 4,133 3,020

합계

17 이하 26,400 14,526 11,874 23,480 12,939 10,541 2,920 1587 1,333

18~64 215,158 125,322 89,836 201,488 117,908 83,580 13,670 7,414 6,256

65 이상 72,354 24,075 48,279 70,001 23,069 46,932 2,353 1,006 1,347

계 313,912 163,923 149,989 294,969 153,916 141,053 18,943 10,007 8,936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Sozialleistungen: Sozialhilfe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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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5> 생계급여 수급자 및 보호형태별 천인율
단위: 명, %, 개

주 합계 천인율
재가

보호
천인율

시설

보호
천인율

Baden-Wurttemberg 13,151 1,2 5,392 0,5 7,759 0,7

Bayern 40,061 3,2 9,271 0,7 30,790 2,5

Berlin 18,523 5,4 6,946 2,0 11,577 3,3

Brandenburg 8,716 3,5 2,498 1,0 6,218 2,5

Bremen 3,696 5,6 1,608 2,4 2,088 3,2

Hamburg 10,207 5,7 3,323 1,9 6,884 3,9

Hessen 30,525 5,0 12,003 2,0 18,522 3,1

Mecklenburg-Vorpommern 9,272 5,6 2,833 1,7 6,439 3,9

Niedersachsen 37,312 4,7 9,770 1,2 27,542 3,5

Nordrhein-Westfalen 80,880 4,5 24,336 1,4 56,544 3,2

Rheinland-Pfalz 12,673 3,2 3,526 0,9 9,147 2,3

Saarland 4,651 4,6 1,250 1,2 3,401 3,3

Sachsen 12,533 3,0 4,020 1,0 8,513 2,1

Sachsen-Anhalt 12,887 5,5 2,926 1,3 9,961 4,3

Schleswig-Holstein 16,051 5,7 6,039 2,1 10,012 3,5

Thuringen 8,224 3,7 2,613 1,2 5,611 2,5

독일 전체 319,362 3,9 98,354 1,2 221,008 2,7

구서독지역 249,207 3,8 76,518 1,2 172,689 2,6

구동독지역 51,632 4,0 14,890 1,2 36,742 2,9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Sozialleistungen: Sozialhilfe 2011년

독일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기초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된 궁극적인 배경은 기존의 사회부조제도에서 생계급여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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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소득 및 자산조사 그리고 가족책임 우

선원리(일례로 구상권 청구)의 적용으로 인해 급여신청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성과는 제도의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추가

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Weber(2006)

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4년 연말 기초소득보장 급여를 수급하고 

있던 65세 이상의 재가노인들 가운데 58%는 종전 사회부조제도의 

수급자(따라서 사회부조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 기초소득보장제

도의 수급자로 단순 이동)이었던 반면, 나머지 42%인 약 10만 2천

명이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신규수급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이후 사회부조제도 수급대상 노인

의 규모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어 2002년 연말 약 19만명에서 2003

년 연말 약 9만 8천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4년 연말에는 그 규모가 재차 20% 가량 축

소되었다. 나아가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이후 종전 사회부조제

도의 수급대상이 되었던 장애인의 규모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

었다. 일례로 2003년과 2004년 사이 1년 동안 사회부조제도의 수급

자인 장애인은 약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

회부조제도의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상당수준 발생

하여 2004년 연말의 경우 그 규모는 각각 7만 8천명 그리고 3만 2

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초소득보장제도에서 제공되

는 급여만으로는 개인별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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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조제도의 급여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종전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기

초소득보장제도와 연방사회부조제도가 2005년부터 사회법전 제12

권으로 통합됨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장애의 인정요건이 엄격하여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획득

하지 못한 장애인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불가피하

게 사회부조제도(또는 경우에 따라 실업자 기초소득보장제도)를 통

해서만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장애인 기초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5-6> 참조). 제도의 최초 도

입 당시인 2003년 전체 수급자의 규모는 약 43만 4천명으로 이 중 

각각 장애인이 약 18만 1천명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 약 25만 8

천명을 차지하였다. 이후 전체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9년 

연말 현재 약 76만 4천명으로 2003년 대비 76% 가량 증가하여, 18

세 이상 전체 인구 가운데 기초소득보장의 수급자 비율은 1.12%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소득보장 수급자의 비율은 앞서 생계급

여의 경우에처럼 지역별 편차가 현저하여 남부 및 중부독일이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북부 독일지역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기초소득보장 수급자의 증가율은 매년 점

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2004년과 2005년

의 경우 증가율은 각각 전년 대비 20% 이상을 기록하였던 반면에,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각각 8.2%와 7.4%로 증가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와 같은 초기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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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은 급여신청의 쇄도와 행정적 과부하에 따른 서류처리의 시

간적 지체 등에 상당부분 연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초반기의 과도기적 상황을 지나 이후 급여신청이나 행정처리가 점

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기초소득보장 수급자의 규모는 비록 낮

은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

하면 독일의 경우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

적연금 급여수준의 인하를 목표로 하는 연금개혁이 부단히 이루어

지게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표 2-5-6> 기초소득보장 수급자와 지역별 수급률(2009)
단위: 명, %

연방주
수급자와 수급자비율

수급자 수 수급자비율

Baden-Wurttemberg 71,402 0,81

Bayern 88,793 0,86

Berlin 57,502 1,95

Brandenburg 19,370 0,89

Bremen 11,435 2,04

Hamburg 27,554 1,83

Hessen 63,009 1,25

Mecklenburg-Vorpommern 16,319 1,14

Niedersachsen 82,824 1,27

Nordrhein-Westfalen 195,164 1,32

Rheinland-Pfalz 34,265 1,03

Saarland 11,067 1,28

Sachsen 23,722 0,65

Sachsen-Anhalt 18,497 0,90

Schleswig-Holstein 29,999 1,28

Thuringen 12,942 0,66

전체 독일 763,864 1,12

주: 지역별로 18세이상 인구 가운데 기초소득보장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Sozialleistungen: Sozialhilfe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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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득보장 수급자의 비율은 전체 기초소득보장 수급자를 18세 

이상의 총인구로 나눈 수치가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비율을 다시 

수급사유별․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표 2-5-7>과 [그림 2-5-4 참조]). 먼저 노인․장애인의 

구분 없이 전체 수급자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03년 최초 도입 

당시 0.65%에서 2009년 현재 1.12%로 대략 두 배 정도 수급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급사유별로 구분하여 살펴보

면 전체 비교기간 동안 65세 이상 빈곤노인이 장애인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7> 기초소득보장 수급자의 연령별․연도별추이(2003~2009)

단위: %

수급자비율

18세 이상 합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2003 0.65 0.34 1.73

2004 0.78 0.45 1.91

2005 0.93 0.55 2.16

2006 1.00 0.60 2.27

2007 1.07 0.66 2.38

2008 1.12 0.69 2.45

2009 1.12 0.71 2.37

주: 지역별로 18세이상 인구 가운데 기초소득보장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Sozialleistungen: Sozialhilfe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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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노인․장애인 기초소득보장의 연도별 추이

단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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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Sozialleistungen: Sozialhilfe 2011년

아래의 <표 2-5-8>은 사회부조제도의 장애인 재활지원, 의료급여, 

장기요양부조 그리고 긴급급여 및 기타급여 수급자의 성별 그리고 

보호형태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발견되는 주요 특징

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보호대상자 약 119만 명 가

운데 시설보호 대상자가 79만 명 가량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남성 수

급자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단지 시설보호의 경우에서

만 여성이 남성보다 3천명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마지막

으로 수급사유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이 약 72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

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장기요양부조 약 39만 명 

(33%)의 순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가보호나 시설보

호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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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8> 장애인 재활지원, 의료급여, 장기요양부조 그리고 긴급급여 및 

기타급여 수급자의 성별․보호형태별 분포(2009)

단위: 명

남성 여성

재가보호

합  계 477,393 254,525 222,868

의료급여 24,589 11,628 12,961

장애인재활지원 297,580 175,449 122,131

장기요양부조 107,650 41,762 65,888

긴급급여 및 기타급여 65,512 33,310 32,202

시설보호

합  계 790,213 393,502 396,711

의료급여 8,626 4,212 4,414

장애인재활지원 490,148 295,552 194,596

장기요양부조 288,583 88,733 199,850

긴급급여 및 기타급여 17,632 12,261 5,371

합  계

합  계 1,191,683 604,817 586,866

의료급여 32,670 15,563 17,107

장애인재활지원 724,655 433,371 291,284

장기요양부조 392,192 129,163 263,029

긴급급여 및 기타급여 81,750 44,750 37,000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Sozialleistungen: Sozialhilfe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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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의료제도

❘제1절❘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오늘날 독일의 의료공급체계는 3가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1차 의료(개원의에 의한 외래진료), 둘째, 2차 의료(중병에 대한 병원

에서의 입원진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의료(재활)가 그것이다.

1. 외래진료

가. 개관

독일에서 의사에 의한 진료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독일연방보건부)53). 2009년 독일에는 외래진료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의 수가 약 139,612명에 달하였다. 1993년 외래분야의 의

사수와 비교하면 약 24% 증가하였다. 입원진료분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1993년 약 124,591명이 입원진료분야에 종사

하였고 그 수는 2009년에 약 27%증가하여 158,223명이 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향후 몇 십년사이에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반인구만 고령화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

53) http://www.bmg.bun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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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령화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1995년 계약의 평균연령이 

47.6세였으나 2008년에는 51.6%가 되었고, 1995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평균연령은 38.7세였으나 2009년에는 41.1세가 되었다. 그

와 함께 35세 이하 젊은 의사의 비율은 1995년 24.8%였으나 2009년

에는 16.6%로 낮아졌다. 

또한 독일에서는 지역 간에 계약의사 수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

나고 있다. 브레멘(Bremen)에서는 513명 당 1명이 계약의사인데 비

해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에서는 790명 당 1명이고 연방의 평

균은 677명 당 1명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의사 수가 많고 농

어촌 지역, 특히 구동독지역의 경우 의사 수가 적다. 

의사수급계획을 살펴보면, 지역별 의사수요는 공동연방위원회의 

의사수급계획지침에 기초하여 각 주 차원에서 결정한다. 현행 수급

계획은 주민들의 의료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모든 수

치들 즉, 인구구조변화 그리고 외래부문에서 의료기술의 발전 및 새

로운 전문의집단 등이 고려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 계획절차의 유연화

�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고려하기 위한 고령화요소의 법제화

� 외래진료를 병행하는 병원의사를 수급계획에서 고려

�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정부 차원의 관여 가능성을 확대

� 추가적으로 지역별 또는 의료의 질과 관련된 특수 욕구의 파악 

가능성을 제고

이것을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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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는 헌법 제74조제1항12문

� 의사 및 기타 치료직업의 허가에 관한 헌법 제74조제1항19문, 

� 의과대학허가에 관한 헌법 제74조제1항33문에 따라 법 개정 권

한을 가진다. 특히, 의과대학의 허가에 관한 법의 제정권한으로 

연방정부는 전국적으로 제한된 대학정원이 완전히 채워졌는지

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과, 정원의 배분 및 학생선발에 관한 기

준을 단일하게 규정한다. 

주정부들은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하고, 중앙학생정원관리기구

(ZVS)를 통해 신청과 배분에 관해 결정한다. 연방정부는 헌법 제74

조제1항33문에 따른 법제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주정부들도 

헌법 제72조제3항3문제1호에 따라 연방법과는 다르게 의과대학정

원을 규정할 수 있다. 

나. 주치의제도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관계가 독일 의료시스템의 핵심적 요소로 

생각된다. 법에 의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본적으로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질병보험의 계약의사로 

허가를 받은 의사를 찾을 수 있다.

주치의는 의료보장에서 환자들의 파트너로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주치의는 환자들에게 의료이용의 첫 출발점이며 

전체 의료보장체계의 관제사로서 조정을 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가

정의가 환자의 병력과 생활여건에 대하여 특별히 잘 이해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들은 

다음 단계의 진료기관들과 협의하고 환자들에게 치료적 판단이나 

병원 또는 전문의의 선택에 관하여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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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질병금고들은 주치의 중심의 의료보장체계를 제공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 질병금고들은 특별히 수준 높은 주치의들과 계약을 

체결한다. 환자들은 임의로 주치의 제도에 참여하려고 하면 어떤 한 

주치의를 선택하고 항상 그 의사만을 방문하여야 한다. 안과와 산부

인과의 경우는 예외가 있다. 주치의중심의 의료보장을 위해서 질병

금고는 그들의 가입자들에게 특별한 주치의요금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주치의를 일차적으로 방문하는 가입자에게 질병금고는 보험료 

및 본인부담의 감면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금고들은 2009년까지 주치의 제도 시행에 필요한 계약을 의

사들과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은 여러 의사들이 공동으로 체결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절반은 가정의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개혁은 주치의들의 자율적인 협상력을 

강화하였다. 주치의제도는 환자가 그들을 진료하고 외래진료, 전문

의진료 그리고 입원진료의 전 과정을 조정하는 한 의사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주치의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진료에 따라서 적

절한 전문의에게 의뢰한다. 주치의제도에 의사가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법으로 규정된 질병금고의 주치의계약 체결에 관한 의무는 여전

히 유지되고 있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연합은 2009년 합의된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치의연방협회는 

연정협약에서 약속하고 확정되었던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한편, 수십억에 달하는 재정적자와 경제위기로 인해 질병보험의 

관련자들 모두 재정안정을 위해 일정 부분 부담을 나누어야만 했다. 

이러한 고통의 분담은 일반 계약의사, 주치의 그리고 선별적 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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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들에게 해당되었다. 그리하여 주치의제도

에 참여하는 의사들도 의사보수는 과거에 비해 줄지 않았지만 다른 

모든 의사들의 경우와 같이 보수의 증액은 제한되었다.

장차 주치의제도에 참여하는 의사들과의 모든 계약은 기본적으로 

집단적 계약 방식에서의 주치의의 진료비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이

것은 이후 진료비지불은 집단적 계약 방식의 주치의제도에서 예상

총진료량(Regelleistungsvolumina; RLV)의 기초가 되는 환산지수

(Wert)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독일연방보건부)54). 

다. 방문간호

방문간호를 통해 병원의 입원을 피하거나 줄이고 또는 특별한 이

유로 병원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금고는 4주까지 질병의 비용을 

부담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방문간호는 

원칙적으로 붕대의 교체와 같은 간호 또는 기타 일정 부분의 가사

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진료의 한 형태로서 방문간호는 의료적 치료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질병금고는 추가적으로 기본간호와 가사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질병

보험에서 추가적인 임의급여를 제공할 수 없고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환자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간호를 해줄 

사람이 가정 내에 없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방문간호는 가입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2007년의 의료개혁으

54) http://www.bmg.bun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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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정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방문간호는 그룹 홈이나 새로운 주거

형태 그리고 학교, 어린이집 또는 심각한 간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

우는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까지도 제공될 수 있다. 생활시설에서 

판단할 때 의료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방문간호를 받을 수 없

다. 장기요양시설에서도 예외적으로 아주 심각한 의료적 치료가 필

요한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의료

적 필요성은 의료적 조치가 강도나 빈도로 볼 때 밤이나 낮에도 필

요하거나 산소호흡기 등의 사용과 점검 등이 필요하여 적절한 간호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이다.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방문간호는 환자를 최후로 진료하고 환

자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약의사 또는 병원의사가 처방할 

수 있다.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최대 3일

간의 방문간호와 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병원에서 환자를 책임지는 

의사는 계약의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정봉사

원파견서비스(Pflegedienst)에서는 행정업무가 줄어들게 되었다.

병원에서 퇴원하지만 간호의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흔히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병원의 종사자들이 이들

을 보살폈다. 이른바 퇴원관리제도를 통해서 입원진료에서 외래진

료, 재활 또는 장기요양으로 단절되지 않고 연계되도록 하였다. 이

러한 연계기관의 조직에는 경험 많고 수준이 높은 보건의료인력이 

채용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는 경우 장

기요양시설들도 퇴원관리제도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 병원

들과 장기요양 개혁으로 도입된 장기요양상담자(Pflegeberater)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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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진료

가. 입원진료의 개관

비교적 심각한 질병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의사의 진료나 간병 또

는 수고스러운 진료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급여는 보통 적절한 전

문 인력과 의료장비를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독일의 의료시스템에서 병원들은 전국적으로 입원진료가 가능하

도록 하고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일반

적인 병원 이외에도 예방과 재활을 위해서 숙식과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입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병원의 종사자들은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입원하면 보살핀다. 이른바 ‘퇴원관리’를 통해 특

히 병원들은 외래진료, 재활 그리고 요양으로의 진료연계가 단절되

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에는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의료 및 간호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 만약 환자의 퇴원 시에 장기요

양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장기요양기관에 연계된다. 그 과정에 병원

과 요양상담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입원진료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운영

되는 의료시설들 외에도 복지재단 및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자유로

운 입원시설들이 존재한다(독일연방보건부)55).

이와 같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병원운영 실태는 1949년 설립된 

독일병원협회(DKG)의 회원구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독일병원협

55) http://www.bmg.bun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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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병원운영자들이 구성한 12개의 병원 상급단체와 16개의 주 연

합회들이 연방차원에서 결성한 조직이다. 독일병원협회는 의료보장 

자치운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병원진료 서비스의 질 보장

의료보장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의료기술의 발전과 개

선이다.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을 통해 환자들에게 적절하고 경제적

으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질병보험의 모든 의료공급자들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여야

만 한다. 사회법전의 제5권에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한 기본요

건이 명시되어 있다. 그 기본요건에는 다른 조항들과 함께 한 시설 

내에서의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대책을 도입하고 모든 시설들이 연

계된 서비스의 질 관리대책에 참여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외래 진료에서나 입원진료에서 즉, 계약의사진료나 병원에서 구

속력을 갖는 구체적인 규칙의 결정권한은 공동연방위원회(G-BA)에 

위임되었다. 이는 공동연방위원회가 특히 병원에서의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자율적인 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동연방

위원회가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 대책이 어떤 분야에서 필요한지 그

리고 그러한 규정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고 얼마의 비용을 필요

로 하는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허가된 병원을 위한 지침에는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한 

외부 대책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병원진료의 질 평가 그리고 병원 

간의 비교 등이 명시된다. 지금까지는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한 외부 대책은 약 20%의 병원들이 참여하였는데, 이에는 주로 



47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수술을 하는 진료들이 관련되었다.

그 외에도 공동연방위원회는 허가된 병원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

게 되는데,

� 병원의 전문의, 심리치료의사 그리고 소아과의사 향상교육, 

� 계획 가능하고 확실한 진료의 최소량

� 2년 주기로 발표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보고서에 포함될 항목

등이 그것이다.

최근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은 그 발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

점에 와있다. 공동연방위원회에서 분야를 초월한 관찰과 의료서비

스의 질 보장을 위한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다.

�질병보험경쟁강화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에 대한 요건이 

진료의 분야를 초월하여 단일화 되었다. 더불어 공동연방위원회는 

분야를 초월한, 예를 들면, 계약의사진료 그리고 병원진료에 대한 

지침을 통과시킬 수 있다. 분야별 규정과 의료서비스 질 보장 대책

들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들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적절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대책을 통해, 유동적 변화가 빈

번하게 일어나는 오늘날의 의료보장의 여건에서는 진료 결과의 질

이 특정분야의 관점에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예를 들면, 퇴원 후 다른 진료과정을 추가하기 위해 병원에서의 

입원기간을 점차 줄이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원 분야

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 수단들이 좀 더 표준화되고 의료서비스

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 분야를 초월하여 조직적으로 협력

해야 했다.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해 공동연방위원회는 독립적인 전문기



473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관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다. 2009년 ‘AQUA연구원’은 의료서비스

의 자료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가능한 한 전 분야에 걸쳐 합의된 지

표와 수단들을 개발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여러 

시설들이 참여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 대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와 같이 ‘AQUA연구원’이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 임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그 대책의 결과를 통해 비판적인 중간평가가 나올 수 있었고 

새로운 발전 방향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 진료 분야를 망라하고 많은 시설들이 참여하는 의료서비스

의 질 보장을 위한 공동연방위원회의 실제적인 지침의 초안은 2010

년에 정식으로 의결되었다. 그와 같은 결정으로 의료서비스 질 보장

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실질적인 구조와 절차가 규정되었다. 연방보

건부가 이러한 지침을 검토한 후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곧바로 

실행을 위한 요건을 갖추게 되고 그 실행에 필요한 실무위원회가 

구성된다. 

다. 병원에서의 외래 진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입원진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적으로 외래환자의 진료가 허용된다. 이는 원칙적으로 희귀한 질병

이나 결핵, HIV/AIDS 등의 난치성 질병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

는데, 병원운영자의 신청과 관할 주정부의 결정을 전제로 한다. 그 

외에도 병원들은 통합진료의 일환으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외래진료라 하더라도 만성질환에 대한 구조화

된 진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할 수 있으며, 보

험의사의 진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병원에서 외래

진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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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를 허가받은 모든 병원은 그들의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질병금고로부터 지불받는다. 지정된 병원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

입자에게 외래진료가 가능하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의 

외래진료를 통해 불가피한 입원진료와 규칙적인 개원의 방문을 번

갈아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진료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의약품의 수급

가. 의약품 수급의 개관

의약품은 인간의 신체 또는 동물의 신체에 사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가공된 물질로서,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이나 질병에 따른 불

편의 치료, 완화 그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약학적이고 예

방학적인 효능을 통해 신체적인 기능을 회복 또는 교정하는 등의 

영향을 주거나, 의학적 진단을 위해 동물이나 인간의 신체에 사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의약품의 정의는 앞에서 언급한 이른바 ‘약제들’에 대해 

�의약품법�의 규정들이 적용되며, 이 법의 핵심적 목표가 의약품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의약품은 이러한 정의를 통해 예를 

들면, 다른 법규정이 적용되는 의료제품, 건강보조식품 또는 화장품 

등 유사한 다른 제품들과 구분된다. 

완성된 의약품은 생산 이후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포장으로 

유통되거나, 제조에서 사용에 이르기까지 상업적인 절차가 진행되

거나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의약품이다. 완성된 의약품은 

다른 생산 공정을 필요로 하는 중간생산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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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완제품은 독일 또는 유럽연합의 

의약품 허가와 등록을 마친 이후에 유통될 수 있다. �의약품법�에 

따라 의약품을 유통시키는 것은 판매 또는 다른 방식의 전달을 위

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약국판매약과 일반판매약

�의약품법�제43조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약국에서 의

약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약국판매약과 일반판매약에 관한 시

행령은 �의약품법�제44조~제46조에 기초하여 두 약품 종류의 구분

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의약품법�제48조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용위험이 있는 경우는 처

방전을 필요로 한다. 어떤 약품이 이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연방

보건부가 �의약품처방시행령�으로 규정하였다. 

다. 의약품 본인부담

질병보험의 가입자는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약

품판매가의 10%(최대 10유로에서 최소 5유로까지)를 본인이 부담해

야 한다. 또한 본인부담은 실제 해당 약품의 생산비보다는 많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만약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약품 가격이 15유

로라면 환자 본인부담은 5유로, 75유로라면 본인부담은 7.5유로이

고, 200유로라면 10유로를 본인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 18세 이하

의 아동과 청소년은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독일연방

보건부)56).

56) http://www.bmg.bun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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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들은 다른 환자들과 동일한 본인부담금

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특수한 상황은 다른 환자들에 비

해 낮은 본인부담상한선에 의해 고려된다. 처방전이 필요한 붕대에 

대해서는 처방전이 필요한 다른 의약품들과 같은 본인부담율이 적

용된다. 여기서 본인부담의 수준은 처방의 목표별로 전체 처방비용

의 크기에 따라 변화한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본인의 부담으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자가처방). 만약 예외적

으로 이 의약품들이 의사에 의해서 처방되는 경우에는 질병보험에

서 지불된다.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과 유사한 제품들이 반드시 �의약품법�에 

의거한 의약품은 아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조식품에 들어 있는 적

은 함량의 비타민이나 인공눈물 등이 그러하다. 

라. 저가의 의약품

의사들이 특정한 의약품이 아니라 하나의 성분을 처방하였다면 

약사들은 효능이 비슷하고 저렴한 의약품, 즉 이른바 복제약

(Generika)을 조제해 줄 의무가 있다. 이것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경우’

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른바 ‘Aut-idem(대체

조제)-규칙’에 따라 환자들은 의사에 의해 처방받은 의약품과 질적

으로 동일한 의약품을 받게 되지만 그에 비해서 낮은 본인부담을 

지불하게 된다. 이는 본인부담이 의약품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

문이다. 질병금고들은 제약회사들과 의약품 가격의 할인에 대해 합

의할 수 있다. 약사들은 이와 같이 합의된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환

자에게 조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처방전에서 대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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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한 경우에는 그럴 수 없고 정확하게 처방한 특정 의약품을 조

제하여야 한다. 

모든 질병금고들은 만약 그들이 제약회사들과 좀 더 낮은 가격으

로 합의 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의약품들에 대해 본인부담

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 

마. 일반의약품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가격은 미리 결정되지 않

는다. 모든 약사들이 의약품의 가치가 얼마인지 또는 의약품을 어떻

게 조제할 것인지에 관해 스스로 결정한다. 약국의 고객에 대한 경

쟁은 복약지도의 높은 수준의 질에 대한 경쟁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경쟁에서도 이루어진다. 흔히 두통약과 같은 하나의 약성분은 

여러 제약회사들에 의해서 공급되므로 환자들은 가격에 대해 문의

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약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질병금고가 지불하지 않는다. 예

외적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12세 미만의 아동은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 질병금고가 지불하게 된다. 심각한 질병이 있는 환자도 경우

에 따라서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약이라도 질병금고가 지불한

다. 예를 들면 결핵이나 심장질환의 경우가 그러하다. 여기에 해당

되는 의약품들은 공동연방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이른바 

OTC-예외목록을 공포한다. OTC는 “Over The Counter”의 약자로서 

처방전이 필요 없는 모든 일반의약품과 자가치료를 위한 약품들을 

표시한다.

주요 의약품의 전문적 정보에서 의약품을 필수적인 보조수단으로 

또는 심각한 부작용 치료에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의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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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을 질병금고가 지불하도록 처방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

이 처방되면 질병보험의 환자들에게는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

우와 동일한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만약 본인부담이 5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바. 특허권 보호와 복제약

독일에서 신규로 개발된 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는 20년간의 특

허권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자유로

운 시장에서 그 특허약에 대한 가격과 질병보험으로부터 받게 되는 

가격을 통해 제약회사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충당

한다. 만약, 특허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그 성분은 연구․개발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다른 제약회사들에 의해서도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인하된다.

이미 알려진 성분의 분자변형이나 약학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능을 가진 복제약의 경우에도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약품을 ‘유사특허약(Anaologpräparate)’으로 표시한다.

특허권 보호만으로 그 의약품이 더 나은 효능을 가졌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특허권이 제약회사에게 의사들이 자신의 의약품을 처

방해야 하고 그에 대해 질병금고들이 지불을 해야 한다는 권리를 

보장해주지도 않는다. 공동연방위원회가 어떤 조건에서 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질병금고상급연합회는 참조가격제와 

질병금고가 보장하는 최대 약가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질병보험

에서 의약품의 편익과 비용은 ‘의료 질 및 경제성 연구원’에 의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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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료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1. 의사에 대한 진료비 지불 

질병금고는 보험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에게 직접 진료비를 보상하

지 않고 이른바 총진료비(Gesamtvergüttung)로 보험의사협회에 지불

한다. 한 지역의 모든 의사들은 해당 지역 보험의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보험의사협회는 질병금고들로부터 받은 총진료비를 별도의 규칙

에 따라 계약의사들에게 배분한다. 다시 말하자면 의사들은 보험의

사협회의 총진료비에서 각자에게 할당되는 보수(Honorar)를 지불받

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른바 표준상대가치기준(EBM)인데, 이

것은 외래진료, 촉탁의사 진료의 기초가 되며, 행위별수가 방식이던 

포괄수가 방식이던 상관없이 질병금고가 보험의사협회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진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 진료행위들에 대한 의사들

의 보상은 그 진료행위들이 표준상대가치에서 평가하고 있는 점수

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진료행위의 점수에 대한 보상가치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여기서 진료행위 점수 당 보상가치는 우리나라

의 환산지수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준상대가치는 연방보험의사협회와 연방질병금고연합회와 같은 

연방차원에서 결정한다. 그 외에도 보험의사들은 별도의 협약에 따

라 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치의제도나 만성질환

자에 대한 구조화된 진료모델과 같은 특수한 진료형태에 참여하는 

경우에 별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의사들은 비보험환자의 

진료를 통해서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의사보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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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bühren ordnung; GOÄ)에 규정되어 있다. 

2008년까지 개별 질병금고의 총진료비는 해당 질병금고의 가입자 

수와 1인당 일정한 포괄수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1인당 포괄수가 그

리고 그에 기초한 총진료비는 가입자의 진료욕구보다는 임금상승에 

따라 변화하였다. 일단 계약의사의 진료에 대한 총진료비를 지불하

고 나면 질병금고는 더 이상 보험의사협회에 추가로 진료비를 지불

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보험의사협회에서 개별의사에게 보수를 지불할 때 진료

행위 점수 당 실제의 유로 금액인 환산지수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환산지수는 전체 총진료비와 총진료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개별 계약의사의 보수는 그가 한 분기에 진료한 환자에 대한 진료

행위 총점수와 해당 분기 말에 보험의사협회가 결정한 환산지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2004년의 의료개혁(Gesundhetisreform)으로 계약의사 보상제도에

서 크게 두 가지 개혁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한편으로 의사에 의

해 제공된 진료가 적절하게 보상되고 보상에 대한 사전 계산이 가

능하도록 해야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

는 이환율의 위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

한 개혁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질병보험경쟁강화법에 의해 새로운 진료비보상제도가 전문적인 절

차에 의해 실행될 수 있었다. 의사와 질병금고의 공동 자치운영은 

새로운 진료비 보상 제도를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실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새로운 진료비보상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

도는 그들의 진료행위가 얼마나 보상받을지를 미리 알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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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의사들에게 확실한 진료비 보수의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또한 연방차원에서 그러한 진료비들이 서로 수렴하도록 하고 행

위에 부합하는 보상이 되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총액예산과 가변적인 환산

지수에 의한 보수제도는 미리 진료행위점수 당 가격을 금액으로 정

해놓은 유로-의사보수규칙으로 대체되었다. 유로-의사보수규칙은 몇 

종류의 포괄수가 그리고 방문치료의 경우와 같이 특별히 지원되어

야 할 특수한 진료행위에 대한 행위별 수로 구성된다. 가정의와 전

문의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 유로-의사보수규칙

의 범위 내에서 지역 간 진료비의 균등화가 시행되었는데 이로써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적게 보상을 받았던 지역의 보험의사협회가 

유리해졌다. 

질병율의 증가로 인한 위험은 질병금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향후 

계약의사의 진료에 대한 총진료비는 가입자의 이환율에 따라 변동

하도록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가입자의 진료 필요성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질병금고들이 좀 더 많은 보수

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수가와 진료량의 통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보수규칙

에 규정된 유인기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전에 규정된 이른바 예

상총진료량(RLV)을 초과하는 경우 진료에 대한 가격인 환산지수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결국, 독일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

기 위해 총액예산방식(Global Budget)을 포기하고 이른바 총진료량

을 사전에 정해 놓고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산지수를 낮춤으로

써 전체 진료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러

나 진료비 총액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총액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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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부터 예상되는 약 90억 유로의 재정적자로 인해 계약의사

진료에서의 비용 증가를 급여의 감소나 의료서비스의 질을 손상하

지 않는 범위에서 2011년, 2012년의 수준으로 억제하도록 하는 다양

한 규정들이 �질병보험재정법(2011)�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모든 보험의사협회들에서 2011년 계약의사 예상총진료량(RLV)에 

대한 보수를 위해 지불할 수 있는 총진료비가 이환율 증가를 기반

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약 1.25%씩 증가하였다. 물가인상이나 특정

한 진료량의 증가로 인한 추가적 비용 상승의 위험은 더 이상 고려

되지 않는다. 

보상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계약의사 보수 중 의

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비용증가는 지역차원 또는 연방차원에서 

공동 자치운영의 당사자들에 의한 제한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사전

에 정해진 제한범위를 넘는 비용지출도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축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자치운영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예방조치, 새로운 의료행위, 의사가 수행하지 않는 투석 등은 

그와 같은 비용지출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2. 표준상대가치기준(Einheitliche Bewertungsmaßstab; EBM)

가. 상대가치위원회(Bewertungsausschuss)

상대가치위원회는 계약의사 진료의 보상에 관한 기본조건을 확정

한다. 이 위원회는 의사와 질병금고의 공동연방위원회와 같이 연방

보험의사협회와 연방질병금고협회의 대표자 3명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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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표준평가기준(EBM)을 만드는 일이다. 이 

기준이 질병보험의 계약의사진료를 위한 진료비지불의 기초가 된

다. 더 나아가 이 위원회는 이후에 유로금액으로 정해지는 지역별 

의사보수규칙 합의의 기초가 되는 전 연방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

한다.

이 위원회의 또 다른 임무는 가입자의 이환율구조의 변화에 따른 

총진료비의 조정에서 지역별 합의를 위한 권고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질병보험급여구조법(GKV-Versorgungsgesetz) �

으로 상대가치위원회의 권한이 변화하였는데, 총진료비를 가정의와 

전문의 간에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해 더 이상 이 위원회가 중

앙에서 결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 사안은 이제 보험의사협회들이 자

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었다. 보험의사협회들은 질병금고의 동의를 

받아 질병보험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수분배기준을 결정한다. 이는 

지역의 상황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의사들이 자

체적으로 보수를 적법하게 배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위원회의 새로운 임무는 표준평가기준에 정의된 외래진료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원격의료(Telemedizin)로 제공할 수 있을지

를 결정하는 것이다.  

나. 상대가치의 결정

표준상대가치기준(EBM)은 전체 계약의사의 진료비지불의 기초

가 된다. 연방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표준상대가치기준은 연방보험

의사협회와 연방질병금고연합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상대가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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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보수규칙으로서 표준상대가치기준은 질병보험에서 급여로서 

지불해야할 계약의사진료의 내용을 규정한다. 이 급여항목에 포함

되지 않는 진료행위는 질병보험에서 지불하지 않는다. 개별 진료행

위들의 가치는 각각 특정한 점수로써 표시된다. 

2009년부터는 유로-표준상대가치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기존

의 기준에서는 환산지수가 총진료량에 따라 사후적으로(ex-post) 결

정되었던 것에 비해, 새로운 기준에서는 진료행위 점수 당 가치를 

사전에(ex-ante) 현금 액수로 정해 놓게 된다. 진료행위들의 평가, 

즉, 환산지수는 지역별 유로-의사보수규칙에 유로 액수로 표시된다. 

유로금액으로 표시되는 진료행위의 가격인 환산지수는 매년 가이드

라인을 고려하여 보험의사협회와 질병금고들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다. 현재의 환산지수는 점수 당 약 3.5센트(약 50원) 정도이다. 실제

로 결정되는 지역별 환산지수는 지역별로 가정의가 부족한 것과 같

이 상이한 비용 및 수급구조를 고려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

나 합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병보험급여구조법�으로 포괄수가제의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예를 들면, 가정의제도 및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등과 같은, 이

른바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개별 행위와 진료행위 간의 연계 등

이 지원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환율에 따른 의료이용과 의료수

요를 현실에 맞게 고려하고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포괄수가는 신규환자와 이미 개원의에게서 진료를 받은 환자 그리

고 환자의질병 중증도에 따라 차등화되었다. 이로써 진료비보상에

서 진료에 투입된 수고에 부합하고 투명한 제도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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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에서의 진료비 지불 

독일에서는 모든 병원의 시설에 대한 신규투자나 보전투자는 해

당 주정부가 “병원계획”을 세우고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병원에서 

시설의 유지관리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발생되는 운영비용은 질

병금고가 환자들의 하루 입원비형태로 부담한다. 

가. 주정부의 병원계획(Krankenhausplanung)

각 주정부는 대학병원이나 주정부 병원의 직접적인 운영자이다. 

그들의 역할은 해당 주에 설립된 모든 병원에 필요한 투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주정부들은 이를 위하여 이른바 병원계획을 수립

한다. 병원계획에는 병원의 지역적 분포, 병상규모 그리고 전문분과

의 설치 여부가 포함된다. 어떤 병원이 투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을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에 신청하여 이 병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한

다. ｢병원재정법｣에 따르면 병원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그리고 소

규모 투자에 대한 재원을 1회 씩 지원한다. 소규모 투자 재원은 매

년 일정액을 지원한다. 

각 주별로 병원단체들은 질병금고 연합회와 그리고 민간보험 연

합회 등의 동의를 얻어 계약당사자들은 병원의 경영합리화에 필요

한 소규모 투자비용을 환자 입원비에 추가되는 분담금의 형태로 충

당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바

로 경영 합리화를 위한 투자인데 예를 들면 병원에서의 진료가 더

욱 저렴해지도록 하거나, 병원조직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유휴시설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투자비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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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일 입원비(Pflegesatz)에 기초한 진료비 지불

병원들은 각 분기 말에 환자들을 진료한 내역을 근거로 질병금고

로부터 진료비를 지불받는다. 병원에서의 진료비는 환자 한 명당 하루 

입원비의 형태로 각 병원과 질병금고들이 협상을 통하여 산정한다.

병원유지를 위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환자의 진료에서 발생되는 

비용 등의 소위 이용자비용의 부담을 위하여 환자 한 명당 하루 입

원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입원료 협상인데 여기에는 주의 병원단

체, 질병금고 주 연합회 그리고 민간보험의 주 연합회대표 등이 참

여한다. 

입원비의 산정을 위해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와 그 비용을 참고하

고 질병금고와 병원단체들의 권고 그리고 병원의 경제적 운영이라

는 근본원칙을 고려한다.   

❘제4절❘ 독일의 의료정책

1. 의료정책의 추진 체계

가. 중앙정부의 역할

독일에서는 연방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BMG)

가 의료보장에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법제정을 주도한다. 연방보

건부가 의료 공급측면에서 의료제도와 수요측면에서 질병보험을 모

두 관장하고 있다. 법제정의 절차는 연방의회가 담당하지만 연방주

합동의회(Bundesrat)도 의료정책에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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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입법관계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의료분야의 관계자들이 건강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부재정의 경제적 투입 간의 조화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연방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자문기구와 연구들이 존재한다(독일연

방보건부)57).

로버트 코흐 연구원(Robert Koch-Institut)은 주로 질병의 파악, 예

방 그리고 퇴치 등의 업무를 연구하는데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

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파울 에어리히 연구원

(Paul-Ehrlich-Institut)은 주로 약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독일의료정보원(DIMDI)은 모든 의료분야에 전반적이고 고품질

의 의료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약 70종의 의료DB를 통해 의료전문

서적, 독성물질 그리고 최근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방건강증진원(BZgA)은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

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Aids

에 대한 홍보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연방약품 및 의료기기원(BfArM)은 약품의 허가 및 등재를 담당

하고 심전도, CT 및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 

그리고 마취제 및 기본약물 등의 합법적인 유통을 관장한다. 우리나

라의 식약청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주정부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역할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에서 제정한 법의 집행과 기초자치단체의 보

건소들의 전문성 및 서비스에 대한 감시 권한을 갖고 있다. 전염병

57) http://www.bmg.bun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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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공중보건과 학교위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정부들은 병원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책임

을 지고 있다. 

주정부들의 중요한 두 가지 책임분야는 입원요양과 공중보건이며 

그 외에 예방사업도 관할하고 있다. 

질병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관할권은 연방정부에 있지만, 주정부

는 지역질병금고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입원요양부문에서 

병원의 설립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하고 운영비는 질병보험으로 부담

한다. 

2. 이해관계 전문 조직들에 의한 자치 행정

가. 연방질병금고연합회

자치운영은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근간이다. 질병금고는 

다른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 자치운영을 보장받고 있다. 질

병금고들은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법 그리고 관련된 규정의 범위 내

에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가는 단지 적법

성 여부만을 감시하게 된다. 

계약(보험)의사들은 공법상의 법인인 보험의사협회를 조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에 의해 적법성에 대한 감시만을 

받는다. 

질병금고의 운영은 선출된 가입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들에 의해 

수행된다. 보험의사협회도 선출된 의사들의 대표에 의해 자치적으

로 운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보험의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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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참여와 자기책임에 기초한 자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질병보험 내에서의 자치운영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에서도 자치운영의 원칙이 유지된다. 그 대

표적인 예가 바로 ‘공동 연방위원회’인데 질병금고연합회의 대표, 

계약의사 대표 그리고 병원들의 대표가 공동으로 구성한다. 그들이 

지침에 포함시킬 계약(보험)의사진료의 종류와 진료량에 관한 세부

내용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연방질병금고연합회는 2008년부터 과거 7개의 질병금고연방 연

합회들이 맡고 있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질

병금고들을 위한 단일화된 연방차원의 상급단체가 되었으며 진료의 

질과 경제성의 향상을 위한 경쟁의 기본여건을 관할하게 되었다. 연

방질병금고연합회는 질병금고들과 주 협회들의 업무 수행과 이해관

계 반영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장차 질병보험에 관한 전자적 정보

교환(EDI)의 표준을 개발하는 것 등이 목표이다. 

연방질병금고연합회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임의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등급을 결정하는 것이다. 건강기금(Gesundheitsfond)에 

이체할 때 임의가입자의 경우 개별 질병금고의 정관에 의해 결정하

는 것이 아니라 연방연합회에서 단일하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연방질병금고연합회는 공법상의 법인으로 연방보건부의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운영은 지역질병금고, 보충금고, 직장질병금고, 수공

업자질병금고, 광업-철도-해상 연금 그리고 농업질병금고의 가입자

와 사용자의 대표들에 의해 수행된다. 

나. 보험의사협회(KV)

보험의사협회는 계약의사들의 자치운영법인이다. 보험의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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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의사는 모두 자동적으로 이 협회의 회원이 된다. 이 협회는 

각 주의 질병금고연합회들과 보험의사 진료에 대한 보상에 관해 합

의한다. 의사에 대한 보상은 보험의사협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

어지거나 직접 의사에게 지불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연방차원에서는 연방보험의사협회가 연방질병금고연합회와 계약

의사 진료의 조직에 관한 일반적인 합의를 한다. ｢질병보험구조법｣

에 의하여 보험의사협회들은 주 경계를 넘어서 다른 주에 있는 질

병금고와 합의를 할 수도 있게 되었다.

다. 가입자 및 의료공급자 공동연방위원회(G-BA)

독일 질병보험에서 진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사와 질병금고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치운영 방식으로 결정된다. 가장 핵심적인 기

구는 이른바 ‘공동위원회’인데 계약의사들, 질병금고 그리고 병원의 

대표와 공익을 대표하는 3인의 중립적인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환

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도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

며 자문과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공동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진료의 내용을 결정하고 어떤 진료항

목이 질병보험에서 보상되는 것인지를 진료지침에 포함시키는 것이

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발전된 의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진료지침은 진료가 경

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질병보험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질병보험구조법｣으로 공동위원회의 구조가 좀 더 발전하였는데, 

공익대표들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천된 위원

후보자에 대한 연방의회의 보건위원회 청문과, 중립성과 독립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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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는 경우에 임명동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에 투명성과 참여가능성이 더욱 강화되었

다. 지역 의료수급계획 유연화의 일환으로 장차 주정부들이 의료수

급계획에 관련된 결정에서 자문권을 갖게 되었다. 특정 사안에 관련

된 협회와 기관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개인의 사적 정보의 수집과 처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개별 

사안의 결정과 진료지침의 경우 연방정보보호전담기관은 입장을 표

명할 권한을 갖는다.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활용한 진료와 관련된 

공동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의료기술에 기초하지 않은 

새로운 검사나 진료방법은 잠정적으로 제한하되 통제된 조건 하에

서 시험을 거쳐 진료항목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독일에서도 의료비 증가가 재정수입의 확대

방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의료제도와 관

련하여서는 의료이용체계에 대한 개선과 진료 분야를 초월한 통합

적 진료체계의 구성을 통해 증가하는 진료비의 억제를 시도하고 있

다. 아울러 진료비 지불체계에서는 총액예산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하는 식으로 진료억제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의료제도는 각 분야별로 입원진료와 외래진료가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치의

가 담당하고 있는데 주치의제도에 참여하는 의사들과 가입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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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에서의 혜택이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

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가 급증하자 의료이용체계에 대한 개

선논의가 주치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 주치의제

도의 안정적 운영 사례는 오늘날의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에서는 의료공급자와 보험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질병금고들

이 공동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공급과 관련된 모든 중요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치운영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의약분업,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그리고 진료비 지불제도

의 개편 등과 관련하여 의료공급자와 보험가입자가 첨예하게 대립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에서의 의료공급자와 보험관리자 간 자율

적인 운영 사례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기존의 총액예산제를 포기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

하되 사전에 진료의 총량을 규정하고 이 진료량을 초과하여 진료하

는 경우에는 환산지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총진료비의 급등을 억제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저항이 예상되므로 현재 시행 중인 환산지수에 대한 

부문별 계약의 총진료량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산지

수를 삭감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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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료보장

❘제1절❘ 서론 

현재 모든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고도 심각한 공통점은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 역시 인구의 노령화와 의

료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가 국가세입을 감소시킴에 따라서, 안정적이

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근에 일련의 의료개혁을 단행하

였다58).

독일 의료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공적 질병보험의 재정적자

이다.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세계적인 재정위기와 맞물린 경기침

체로 인한 보험료 수입의 감소가 가장 크고, 일부 질병보험 급여의 

인상, 특히 약제비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지출의 증가에 있다. 독일

의 재정개혁은 지출안정 및 재정기반의 강화, 건강기금(Gesundheits- 

fonds)의 정당한 운용방향 모색을 목표로 단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다른 선진국들의 사회보험

과 마찬가지로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

58) 2004년 �질병보험 현대화법�, 2007년 �공적 질병보험 경쟁력 강화법�, 2009년 �공적 

질병보험 재정조달법�(공식 명칭은 �지속적이고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룬 공적 질병

보험의 재정조달을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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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분적 또는 전면적 제도개혁을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

강보험의 개혁에서 많은 국가들이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그 중에서

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일본을 통해 소개된 독일의 공적 질

병보험제도를 기본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독일의 제도개혁이 주는 시사점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일의 질병보험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독일이 안고 있는 질병보험제도의 현안 및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찰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2절❘ 독일 질병보험제도의 현황

1. 질병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 

독일은 모든 거주민에게 질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지만, 독일

의 공적 질병보험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질병보험제도가 아니다. 공적 질병보험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계층만을 강제가입 대상자로 법제화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계층은 공적 질병보험이나 민간보험 가운데 하나

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즉, 독일의 질병보험제도는 1883년 처

음 도입될 당시부터 고용주, 고소득 근로자, 자영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후 농어민과 수공업자 등 특정 자영자들만을 직종

별로 구분하여 질병보험을 제공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

반 공무원은 봉급수준과 관계없이 안정된 신분보장 때문에 공적 질



496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병보험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주로서 민간보험에 가입

시켜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연방

정부의 특수직 공무원과 특정 공공부문 근로자는 국가의 특수직역

에 대한 별도의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보호하고 있다. 

공적 질병보험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의 강제적용대상 여

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매년 연방노동사회부가 발표하는 가입자의 

소득기준 ‘사회보험 강제가입 소득 상한선’이다. 2009년 질병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강제가입 상한선은 가입자의 세전 연간 소득 

48,600유로, 월 소득은 4,050유로이다. 2007년 근로자의 월 평균 세

전 임금이 2,263유로임을 고려할 때,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질병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강제가입 상한선 미만의 소득

자는 원칙적으로 질병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산정에는 ‘보험료산정 한도액’59)이 적용되어 그 한도액 이

상의 소득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질병보험의 가입 의무자에

게 적용되는 보험료 산정 한도액은 2009년의 경우 연간 소득은 

43,200유로, 월 소득은 3,600유로였다. 

질병보험의 의무적용 대상은 우선, 사회보험 강제가입 소득 상한

선(법적 연금에서 정하는 보험료산정 한도액의 75%)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 법적 연금의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청소년 원조프로그램의 수급자, 장애인, 농업․임업 및 어업종사자, 

59) 보험료산정한도액(Beitragsbemessungsgrenze)은 사회보험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차별

적이다. 지역 간 소득격차를 고려하여 (구)동독 지역 주민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산정

한도액은 (구)서독 지역 주민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액의 85% 수준이며, 노령연금보

험과 실업보험에도 이 차이가 적용된다. 하지만, 질병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지역주민들 간의 보험료 산정한도액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질병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적용되는 보험료산정한도액은 노령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의 75% 수

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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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30세 미만 대학생, 육아수당 수급자 등 실제 생업에 종사하

는 거의 모든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 및 실업자까지 포괄한다. 소득

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들에겐 최저 보험료(약 110€)가 산정되고 

사회부조의 수급자들에겐 수급권만 증명되면 질병보험이 당연 적용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적용 대상자임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엔 

‘적용의 자유(Versicherungsfreiheit)’가 주어지는데 ① 근로자로서 자

신의 근로소득이 일정한 상한선을 초과하는 사람, 그러나 선원에 대

해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의무가입이 적용되고 있다. ② 공무원

이나 공무원연금 수급자,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 ③ 성직자, ④ 자영

농민과 예술가를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 등에 대해 제도 적용의 자

유가 주어진 배경은 해당 계층의 경우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료보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

문이다. 

공적 질병보험제도의 임의적용(freiwillige Versicherung) 대상은 

원칙적으로 종전 가입경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연 

가입의 신분에서 탈퇴 직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지난 5년간 최소 24개월 이상의 보험가입 경력을 보유하

였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임의 가입이 허용된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임의적용이 가능하다. ① 직

장 초년생으로 입사 즉시 소득상한선을 초과하게 된 사람, ② 외국

에서 돌아와 2달 이내에 직업에 종사하게 된 사람 등이다. 원칙적으

로 이러한 임의적용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신청

을 할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피부양가족의 보험적용(Familienversicherung)은 배우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가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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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개인은 독일에 거주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소득

이 전체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1/7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

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만 18세까지 보험혜택이 부여되며, 만약 학업 

또는 대체복무에 종사할 경우 최고 25세까지 연장이 허용된다. 그리

고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령제한의 적용이 없이 보험의 혜

택이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의료보장체계는 ‘강제가입 상한선’ 이하의 소득자

인 사회보험 강제가입 대상자들을 위한 ‘공적 질병보험체계’, 공공

부조․특수직역 공무원․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한 ‘공적 질병보험 

이외의 공적 의료보장 프로그램’ 및 일반 공무원과 강제가입 상한선 

이상의 소득자, 즉, 사회보험 강제가입 적용제외자들을 위한 ‘민간

보험’으로 구성된다(<표 3-2-1> 참고). 

공적 질병보험체계는 1차 질병금고와 2차 질병금고로 구분된다. 

2007년 기준 독일 인구 약 8,230만 명 중 공적 질병보험의 피보험자

는 85.5%인 약 7,040만 명이며, 3.9%인 약 320만 명은 공공부조와 

같은 공적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고 있다. 반면에 공적 질

병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민간보험에만 가입한 고소득 사회계층과 

공무원은 독일 인구의 10.3%인 약 850만 명이며, 무보험자는 전체 

인구의 0.12%인 약 10만 명이다.

2011. 1. 1부터 적용된 개혁 법안은 고소득 근로자가 민간보험으

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60). 우선 공적 질병보험 

피고용인의 공보험 의무가입자 상한선이 2011년 월 임금 4,162.50유

로에서 4,125유로로 낮게 책정되었다. 또한 공적 질병보험에 가입되

어 있으나, 지난 1년간 4,125유로 이상의 임금을 받은 피고용인은 1

60) �공적 질병보험 재정조달법(GKV-Finanzier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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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후 언제든지 민간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3

년 이상 연속적으로 가입의무상한선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만 민간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었으나, 상한선 이상의 임금을 받은 사회초년

생도 1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공적 질병보험과 민간보험 중 하

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2-1> 독일 의료보장체계의 구조

독일

의료

보장

체계

공적 질병보험

(85.5%)

1차 질병금고

지역

직장

수공업자

농민

광부, 선원

2차(보충적)

질병금고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공적 의료

보장 프로

그램(3.9%)

의료비용 

특별부담자

공공부조

(연방내무부)연방국경수비대/연방국방군/대체복무자

연방원호법/연방보상법

연방철도공무원/체신공무원

산재보험

기타 지역 비용부담자

(연방 주 경찰)

민간보험(10.3%)

자료: KBV(2002). Grunddaten zur vertragsärztlichen Versorgung in Deutschland. Berlin.

2. 질병금고와 운영조직 

독일의 질병보험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질병금고(Kranken- 

kasse)이다. 독일 질병보험의 경우 한국의 건강보험처럼 일원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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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통합방식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금고들로 구

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적 질병보험이 등장하기 이전 이미 지역 

수준에서 직업별로 자조단체를 형성해서 질병과 같은 위험에 공동

으로 대처했던 전통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서 현재 독일의 질병

금고는 크게 6종류로 구분된다. 

가입자에 의한 독자적인 운영과 독립 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

법인인 독일의 질병금고는 지난 100여 년간 지속적인 통폐합의 결과 

<표 3-2-2> 질병금고 가입 현황(2009년 1월 기준) 

단위: 개, 100만명, %

질병금고 
규모

(개)

피보험자

규모

(100만명)
비율(%)

1차

질병금고

일반 지역(AOK)  15 23.7  33.9

직장(BKK) 155 13.7  19.6

수공업자(IKK)  14  5.5   7.9

농민(LKK)   9  0.9   1.3

광산,철도근로자,선원

(BKnsch-Bahn-SeeKK)
  1  1.7   2.4

2차(보충적)

질병금고

생산직 근로자(Arb.EK)   1

24.5  35.0
사무직 근로자(Ang.EK)   7

전체 202 70.0 100.0

자료: 독일연방보건부. 2009.

1908년 22,887개에서 1951년 1,992개, 1991년 1,135개, 2009년 202

개로 크게 감소하였다. 1993년 개혁61) 결과 가입자의 공적 질병금

61) 1993년 �의료구조 개혁법�이후 자유로운 질병금고 선택은 조합간의 경쟁을 강화시

켜, 조합들로 하여금 재정구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출축소와 같은 정책을 취하게 하였다. 2000년의 경우 약 1천 2백만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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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과거의 전통적인 구분인 지

역과 직종/직장을 기준으로 질병금고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집단으

로 분류된다(<표 3-2-2> 참고). 

첫째, ‘일반 지역 질병금고(AOK)’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지

역 주민, 농업 노동자 및 강제가입 대상자 중 다른 질병금고의 미가

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둘째, ‘직장 질병금고(BKK)’는 상시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셋째, 

‘수공업자 질병금고(IKK)’는 상시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수공업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넷째, ‘농민 질병금고(LKK)’는 

자영농민 및 그 가족 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에게 

재해보험․노령연금보험․질병보험을 제공하는 농민 사회보험의 한 

부문이다. 다섯째, ‘광산․철도근로자․선원 질병금고(BKnsch-Bahn- 

SeeKK)’는 광산업 종사자, 해상 선박 승무원 및 국영에서 민영화된 

철도 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여섯째, 근로자들 중 상대적으로 

고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질병금고는 ‘생산직 근로자 

2차 질병금고(Arb. EK)’와 ‘사무직 근로자 2차 질병금고(Ang. EK)’

로 구분된다62). 

현재는 이러한 직업과 직장에 따라서 질병금고에 가입해야 하는 

들이 질병금고를 바꾸었고, 이들 중에는 노령자나 질병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젊

은 계층과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젊은 계층과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질병금고 변경

으로 보다 저렴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질병금고도 이들의 

보험료가 안정적 수입의 원천이자, 지출의 측면에서도 급여 지출에 대한 빈도를 상

대적으로 낮출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가장 심

각한 문제는 질병금고들이 만성질환자나 고액진료환자들을 기피하게 된 것이다.

62) 6개의 질병금고 종류 중 일반 지역 질병금고, 직장 질병금고, 수공업자 질병금고, 농

민 질병금고, 광산․철도근로자․선원 질병금고는 지역과 직종/직장에 따라 자신이 가

입해야 할 질병금고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1차 질병금고’로 분류하였

고, 상대적으로 고소득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전국 단위의 생산직 근로자 질병금고

와 사무직 근로자 질병금고는 1911년의 제국보험법에 따라 1차 질병금고와 다른 질

병금고에 가입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2차(=보충적) 질병금고’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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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조항이 폐지되고, 가입자에게 질병금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 질병보험 가입자는 농부의 특수

한 상황과 재정조달 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질병금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2009년 현재 202개의 공적 질병금고는 주와 연방 차원에서 6개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차원에서 전체 질병금고의 이

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1개의 ‘연방 질병금고 최고협회’63)를 구성하

고 있다. 다보험자체계인 독일의 질병보험제도는 질병금고, 중앙정

부인 연방정부, 지방정부인 16개의 주 정부, 보험계약의사, 병원, 약

국, 제약회사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질병금고

는 공적 질병보험의 보험자이며 동시에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사

회보험(공적 노령연금보험, 공적 질병보험, 공적 장기요양보험, 실업

보험)의 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 및 개별 사회보험 보험자

에 대한 보험료 분배를 담당하는 통합 ‘징수처’의 역할도 한다. 질

병금고들은 연방이 아닌 주 차원에서 다른 질병금고들과 함께 질병

보험의 외래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 보험계약의사협회와 진료

보수 규모를 계약할 뿐만 아니라 입원진료를 위해 개별병원 입원진

료의 보수를 계약한다. 

63) 2007년 개혁(�공적 질병보험 경쟁력강화법�)의 결과 지역과 직종으로 구분된 6개의 

‘연방 질병금고 연합회들’이 연방 차원에서 1개로 통합되었다. 이는 외래 진료부문

에서는 연방 보험계약 (치과)의사협회가, 병원입원진료 부문에서는 독일 병원협회가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각각 1개의 법정단체임을 고려하여 연방 차원에서 질병

보험의 의사결정과정을 합리적으로 단순화한 것이다. 공법인으로서 연방보건부의 

감독을 받으며 연방 차원에서 공적 보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연방 질병금

고 최고협회’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경제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게 된다. 

또한 ‘연방 질병금고 최고협회’는 보험료와 국가 보조금으로 구성된 건강기금을 개

별 질병금고로 분배하는데 필요한 가입자 전체의 성․연령․유병률 등의 정보 생산을 

위한 질병금고들 간의 정보교환의 표준화와 제공 절차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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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보험계약의사

들과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병원들로 구분된다. 보험계약의사들은 

주 차원에서 협회를 구성하며, 주 차원에서 질병금고 연합회들과 외

래진료에 관한 전체적 사항을 협의하고, 집단적으로 계약한다. 병원

들도 주 차원에서 협회를 구성하여 질병금고 주 연합회들과 입원진

료에 관한 전체적 사항을 협의하고, 개별적으로 계약한다. 

연방정부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법률을 제․개정하고, 

질병금고와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연

방차원의 질병금고 연합회 및 보험계약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공

급자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질병금고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

의 중재기관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 질병보험에서 의약품 정책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질병보험 개

혁과정에서 보건의료 부문 전반에 개입하면서 보험자인 질병금고를 

대신하는 의사결정자 및 재원의 조달자와 관리자로 발전하였다. 특

히, 2007년 개혁에 따라 연방정부의 역할은 공적 질병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가 보조금 지급 및 질병금고들 간의 재원분배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1883년 질병보험제도의 도입 이래 질병보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시기보다 커지게 되었다. 

개별 질병금고 및 지역 보험계약의사협회와 개별 병원이 소재한 

16개 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제정한 법률들에 근거하여 주 차원의 

구체적인 법령들을 제․개정하는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주 정부는 공적 질병금고, 지역 

보험계약의사협회, 개별 병원, 주 병원협회를 실제로 감독하며 지원

한다. 또한 주 정부는 공공병원을 운영하며, 매년 작성하는 주의 병

원 계획에 따라 지역 주민에 대한 병원입원진료를 보장하고 있다. 



504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3. 질병보험의 급여내용

질병보험의 급여는 크게 현물급여, 현금급여, 그리고 서비스 급여

로 나뉜다. 현물급여는 전체 급여의 85%를 차지하며, 초기의 예방

적 조치와 사업장의 건강촉진,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 질병치료를 

위한 포괄적 요양급여, 요양소 및 특수 진료기관을 포괄한 병원의 

요양급여(진료, 약품, 붕대 및 치료약품, 보장구, 치료제에 대한 공

급), 심리치료, 간병, 임산부와 산모를 위한 급여가 있다. 현금급여

는 병원이나 재활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상병수당과 

분만수당 등이다. 보충적(서비스)급여에는 환자이송 서비스나 가사

보조 등이 해당한다. 

질병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료급여에 대해 소득수준과 의료서비스 

수혜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제공을 받는다. 필요의 원리

(Bedarfsprinzip)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며 환자와 의료 제공자 간

에 어떠한 재정적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적녹연정기

(1998~2005) 개혁 이전까지의 일반적 상황이었다.

독일의 질병보험과 민간보험의 급여(서비스)는 모든 피보험자(피

부양자 포함)에 대해 대체로 비슷하다. 2007년 기준 질병보험 급여의 

약 95%가 모든 법정기금에서 동일하였다. 민간보험의 급여도 병원

에서의 추가 서비스와 일부 경우의 더 신속한 치료를 제외하면 대개 

유사했다. 일반적으로 질병보험의 서비스 범위는 규정에 따라 결정된

다. 보험 수급권에는 질병발생 시 치료, 건강검진, 피임법, 질병 재활

이 포함된다. 독일의 공적 질병보험은 거의 무료의 외래 및 입원 치료, 

일반의와 전문의(치과의사 포함)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특정 종류

의 예방적 치료, 가족계획 서비스, 재활 시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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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병보험의 재정

가. 의료비 지출 현황

독일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국내총생산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액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동서독의 통일로 보

건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7년 독일의 GDP 대비 보

건의료비 지출은 10.4%, 2009년에는 11.6%로서 OECD 평균 8.9%

([그림 3-2-1])를 상회하였으며, 미국과 스위스,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로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편이다. 

[그림 3-2-1] GDP 대비 전체 의료비(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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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ealth at a Glance 2009,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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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2-3> 참고). 

<표 3-2-3> 독일의 의료비 지출 동향 
단위: 유로, %

구분 1990 1992 1995 2000 2002 2007 2009

전체

의료비

국민1인당

(유로)
1,600 1,982 2,331 2,613 2,789 - -

GDP대비

(%)
8.5 9.9 10.6 10.6 10.9 10.4 11.6

공적의료

비지출

전체의료

비대비(%)
76.2 80.9 80.5 78.8 78.5 - 76.9

GDP대비

(%)
6.5 7.7 8.5 8.3 8.6 7.8 -

자료: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 Germany 2004..

나. 질병보험의 수입과 지출

질병보험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표 3-2-4>), 수입의 경우 

1992년 1,030억 유로에서 2003년 1,410억 유로로 증가했으며, 전체 

지출도 같은 기간 동안 1,080억 유로에서 1,450억 유로로 증가하였

다.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보면, 독일의 질병보험은 1997~1999년 동

안 일시적으로 약간의 흑자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이후 장기적인 

적자 상태가 지속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GDP 대비 급여비 지출

은 같은 기간 동안 6.1%에서 6.4%로 증가했다. 공적 질병보험의 급

여비는 1991년 887.4억 유로에서 2003년 1,362.2억 유로로 53.5% 증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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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독일 질병보험의 재정현황
단위: 10억 유로, %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Ⅰ. 수입 103 119 124 128 134 136 140 141

   보험료수입 99 115 120 124 130 132 136 137

Ⅱ. 지출 108 117 126 128 134 139 144 145

Ⅲ. 수지 -4.8 1.4 -3.6 0.3 -0.02 -3.0 -3.3 -4.3

Ⅳ. GDP대비 

급여비비율(%)
6.1 6.2 6.4 6.1 6.1 6.2 6.3 6.4

Ⅴ. 질병보험

평균보험료율(%)
12.7 13.2 13.5 13.6 13.6 13.5 14.0 14.43

자료: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 Germany 2004.

공적 질병보험의 지출구조(<표 3-2-5>)를 보면, 2003년 공적 질병

보험의 지출 총액은 1,451억 유로인데, 그 가운데 급여비가 93.9%인 

1,362억 유로이며, 관리운영비는 5.7%인 82억 유로, 기타 지출이 

0.4%인 7억 유로였다. 급여비 1,362억 유로 가운데 34.3%는 병원의 

입원진료, 외래진료에서 의사에 대한 진료보수가 16.8%, 처방의약

품에 대한 지출이 16.7%, 상병수당은 5.1%였다. 

독일 정부는 2011년 질병보험 재정적자가 90억 유로에 달할 것으

로 예상한 바 있다. 독일의 질병보험 재정 적자의 문제를 질병보험 

재정의 지출과 수입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병보험 재정의 지출 측면에서 독일의 의료비지출은 전반적

으로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민총생산에서 차지

하는 한 나라의 전체 의료비지출을 나타내는 건강율(Gesundheitsquote)

을 살펴보면, 독일은 1995년 10.1%, 2005년 10.7%, 2008년 10.5%로 

1995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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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험의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역시 1990년 이후 큰 변동 없이 

6%를 나타내고 있다64). 

한편, 지난 10년간의 질병보험 지출내역을 분석해보면 약제비 상

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혁신의학에 기댄 신약의 높은 약가는 

의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전체 질병

보험지출에서 두 번째로 큰 증가세를 보인 것은 입원치료 비용이다. 

이에 반해, 상병수당의 지출은 오히려 감소하여 약제비 증가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둘째, 질병보험의 수입 측면을 살펴보면, 독일의 공적 질병보험 

수입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보험료로 구성된다. 이 보험료는 임금

에 근거하여 징수되므로, 수입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질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피고용인의 수와 임금수준이

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질병금고의 수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독일은 1990년 9.1%였던 실업

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13%로 최고치에 달했고, 

2009년에는 9.1%, 그리고 2010년에는 6.7%를 기록함으로써 최근까

지 높은 실업률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독일은 지난 10년

간 유럽에서 최악의 실질임금상승률(-0.8%)을 보임으로써 공적 질

병보험 수입에 치명적인 손실을 안겨주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5년

간 질병금고의 지출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4%씩 증가하였지만, 수

입은 1.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4) 연방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Gesundheit-Ausgabe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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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독일 질병보험의 지출구조(2003년) 
단위: 억 유로, %

지출액(억 유로) 비율(%)

Ⅰ. 전체지출 1,451 100.0

   급여비 1,362 93.9

   관리운영비 82 5.7

   기타 지출 7 0.4

Ⅱ. 급여비 1,362 93.9 100.0

   외래 진료 229 15.8 16.8

   처방 의약품 228 15.7 16.7

   치료재료 122 8.4 9.0

   치과외래/치과재료 118 8.1 8.7

   병원 입원 진료 467 32.2 34.3

   상병수당 70 4.8 5.1

   이송료 29 2.0 2.1

   온천요양 26 1.8 1.9

   요양부조 17 1.2 1.3

   기타 급여비 56 3.8 4.1

자료: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2008.). ｢OECD 주요국가의 건강보험제도｣

다. 의료비 재원 구성 

독일의 의료비 재원은 사회보험, 조세수입, 본인부담액, 민간보험

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 및 조세수입이 공적 재원을 구성하며, 

본인부담액 및 민간보험이 민간 재원을 구성한다. 이 중 가장 중요

한 재원은 사회보험이며, 그 중에 질병보험이 독일 보건의료 전체 

재원의 약 60% 정도를 조달한다. 이외에 노령연금, 산업재해, 장기

요양보험을 통해 마련한 재원이 각각 1~3% 정도를 차지하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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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을 통한 재원은 약 66~69%정도에 이르고 있다.

1)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독일 질병보험의 주요 재원은 보험료이며 조세 수입을 통한 정부

의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

담하며, 연금과 산재보험 수급자도 보험료를 부담한다. 2009년도 이

전에는 각 질병금고들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율을 자율

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질병금고의 종류별로, 그리고 같은 종류의 

질병금고이라도 지역별로 보험료율의 변동 폭이 상당히 컸었다. 그

러나 2009년부터 모든 질병금고에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15.5%로 단일화되었으며, 그 이전까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1/2

씩 부담하던 것을 2011년부터 고용주는 7.3%, 근로자는 8.2%를 부

담하게 되었다65). 

질병보험의 보험료율은 법적으로 15.5%로 고정되었지만, 이는 실

제로 고용주에게만 해당한다. 고용주의 부담률은 근로자 세전 임금

의 7.3%로 고정되어 유지되는 반면, 근로자는 세전 임금의 8.2%에 

더하여 의료비용 증가에 상응하는 추가보험료66)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보험료 납부로 인한 근로자의 과중한 

65) 2009년 건강기금 도입으로, 그 이전까지 각 질병금고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던 보

험료율은 14.9%(고용주 7%, 근로자 7.9%)로 확정되어, 모든 질병금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1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기존의 14.9%에서 15.5%로 인상되

었다. 인상된 0.6%의 보험료율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0.3%씩 부담하여 고용주

는 근로자 세전 임금의 7.3%를, 근로자는 7.3%에 추가로 ‘특별보험료’ 0.9%를 납부

하게 되었다. 이는 상병수당과 의치 및 틀니를 위한 특별보험료로서 근로자가 단독 

부담하는 것이다. 

66) 독일 연방정부는 2007년 ‘질병보험 경쟁강화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고용주와 근

로자가 각각 1/2씩 납부하던 질병보험료를 ‘균등보험료’와 ‘추가보험료’로 이분화하

였는데, 이는 고용주의 부담을 낮추고 질병금고들 상호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질병

금고를 통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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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

다. 단, 추가보험료가 개별 근로자 세전 임금의 2%를 넘을 때에 한

해서이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는 세전 임금의 2%까지는 정부의 보

조 없이 추가보험료를 단독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

로자 몫의 기여금 8.2%와 추가보험료 약 2%를 합하여 기본적으로 

세전 임금의 약 10%를 웃도는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한다. 

연금수급자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일반 가입자와 같은 비율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연금수급자와 연금보험관리기관이 절반씩 

부담한다. 325유로 이하의 임금을 받는 인턴의 경우는 고용주가 단

독으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와 고용주, 연금보험자(관리기

구), 또는 기타 기관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하며, 이들이 납부한 

모든 보험료는 (연방)보조금과 함께 ‘건강기금(Gesundheitsfonds)’67)

으로 납입된다. 건강기금은 이 보험료를 가입자들의 연령, 성별, 그

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상태에 따라 개별 질병금고들에게 일괄 배분

한다. 만약에 어느 질병금고에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많아서 치료비용이 많이 소용된다면, 그 질병금고는 건강한 가입자

가 많은 질병금고에 비해서 더 많은 재원을 배분받게 될 것이다. 

2010년 건강기금의 재원 중 보험료를 통해 발생되는 수입은 약 

67) ‘건강기금(Gesundheitsfond)’은 질병보험의 새로운 재정운영방식으로 2009년 ‘공적 

질병보험 경쟁강화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건강기금 도입 이전까지 각 질병

금고들 간의 보험료율은 약 15%에서 17%까지 차이가 있었으나, 건강기금 제정 이

후 보험료율이 14.9%로 통일되었다. 또한 건강기금으로 모아지는 보험료는 기존과 

같이 모든 의무가입자들이 각 질병금고에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면, 질병금고들은 

징수한 보험료를 건강기금에 이전한다. 여기에 정부보조금이 추가된 형태로 건강기

금이 구성되고, 이 기금은 각 질병금고에 소속된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 질병금고에 

배분되고, 질병금고는 이를 가지고 재정을 운영한다. 건강기금은 최소한 모든 질병

금고 전체 지출의 95%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보험료율을 인

상할 수 있다. 



5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1,168억 유로로서 전체 수입의 약 90%를 차지한다. 그리고 연방정

부의 보조는 전체 건강기금 재원의 9%를 차지하여 과거에 비해 큰 

변화는 없다(<표 3-2-6> 참고). 

2010년 1/4~3/4분기만 보면 건강기금은 7억 7,700만 유로의 단기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건강기금은 질병금고에 월별로 지불하

는데 필요한 준비금을 유보해야하는 규정을 준수할 수 있었다. 2010

년 4/4분기에는 일회성 연방정부보조가 예정되어 있어 이전 기간에 

비해 약 20억 유로만큼 더 많은 수입이 예상되었다. 그러므로 2011

년에는 약 30억 유로의 흑자가 예상되었다. 이로써 건강기금의 유동

성 유보액이 2010년 이후 경기상황의 호전에 따라 대폭적으로 증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독일연방보건부 홈페이지). 유동성을 위한 

유보금은 건강기금의 평균 월 지출액의 20%인데 약 30억 유로이다. 

2010년 3/4분기까지 경기의 상승으로 전체 질병보험의 흑자는 11

억 유로에 달하였다. 

<표 3-2-6> 독일 건강기금의 재정수입(2010. 1~3분기)

단위: 100만 유로, /%

항목 액수 비율

 보험료 116,882 90.93

 연방정부보조금 11,651 9.00

 기타수입 1  0.07

 수입총액 128,534 100

자료: 독일연방보건부, 2011.

2) 정부 보조금 및 추가보험료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조세수입을 통해 조달되며 역시 건강기금

에 납입된다. 각 질병금고는 건강기금에서 배당받은 보험료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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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재정을 운영할 수 없을 때, 질병금고의 재정 상태에 맞게 추가

보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추가보험료는 건강기금으로 이체하

지 않고 질병금고에서 보유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추가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며, 질병금고의 부족한 

재정은 법적 제한 없이 모두 추가보험료의 징수로 충당된다. 2011년 

1월 1일부터 �질병보험 재정조달법(GKV-Finanzierungsgesetz)�이 발

효됨에 따라 이 추가보험료는 좀 더 확대되었다. 이번 개혁 조치 이

전에도 질병금고는 건강기금에서 배당받은 액수보다 지출이 적어 

흑자를 봤을 때 가입자들에게 잉여부분을 되돌려 주고, 반대로 질병

금고의 실제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임금의 1%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질

병보험 재정조달법’ 제정으로 이러한 제한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68).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중한 보

험료부담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조치를 마련하였다. 근로자가 납

부해야하는 추가보험료가 세전 임금의 2%를 넘게 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보조금은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그러나 세전 임

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을 정부가 모두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 특정 질병금고에서 징수한 추가보험료가 아닌 모든 질병금고

가 징수한 추가보험료의 전체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지

급되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입자는 현재 자기기 속한 질병금고의 추

가보험료가 부담이 클 경우에 일차적으로 다른 질병금고로 소속을 

68) 이번 개혁 조치 이전에는 각 질병금고가 추가보험료를 일정액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징수할 것인지(월 임금의 최고 1%, 

현재 보험료산정상한선 3,750 유로를 고려할 때 37.5 유로)를 스스로 결정했었다. 현

재까지 12개의 대형 질병금고가 추가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모두 8유로를 일괄

적으로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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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있다. 이로써 질병보험 가입자의 사회적 위험이 한 질병

금고 내에서만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질병보험 가입자들에게

로 확대되어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추가보험료에 대한 정부보조금(세전 임금

의 2%초과액)이외에, 정부는 또한 모성보호법에 의한 출산수당, 학

생보험료, 광산근로자질병보험, 농업종사자질병보험 등과 같은 특수

한 상황을 위하여 정책적 의도에서 국고 지원을 한다. 연방정부의 

보조는 예를 들어 아동과 배우자에 대한 피부양자제도와 같은 이른

바 보험외적인(versicherugnsfremde) 급여로 인해 질병보험에 발생되

는 손실에 대하여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조세수입으로 마련된 재원

을 통해 질병보험에 보조해 주는 것이다69). 

특수 계층을 위한 국고지원의 경우, 우선 출산수당은 모성보호법

에 의해 질병금고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질병금고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방 정부에서 1건당 일정액을 보조한다. 만 30세 이

하의 학생들도 질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부

담한다. 학생의 보험료는 �연방교육장려법�에 따라 대여 장학금의 

5%를 정액으로 부담하고 대여금을 상환할 때 일부 국고 보조금이 

있다. 

이 밖에도 광산근로자 및 장애인의 보험료 중 일부를 정부가 보

조한다. 한편 퇴직 농부는 노령수입에 대해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농업구조의 변화로 농업종사자들은 근로자의 보험료를 모두 부담할 

69) 2011년 독일연방정부는 133억 유로를 질병보험에 보조하였다. 2011년에는 1회에 걸

쳐 20억 유로를 추가로 보조하였는데,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추가보험료로 인

한 가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해주려는 이른바 과도한 부담 조정을 위한 재원확

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2015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과부담 조정을 위해 

연방정부가 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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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도 못되고, 이들의 보험료 수입으로는 퇴직농부를 위한 급여지

출을 충당하지 못하므로 이 때 발생하는 적자분은 연방정부에 의해 

충당된다. 농업종사자 질병보험에서는 농업연금법을 기초로 연금급

여의 신청자 및 만 65세 이상자에 대해, 수급신청 15년 전부터 최소 

60개월 동안 연금보험에 가입했으면, 농업질병보험법 상의 농업경

영자 또는 그의 가족 종사자(농업퇴직자)에게 필요한 급여비 중에 

농업퇴직자의 보험료로 조달되지 않는 부분(약 85%)에 대해 국고보

조가 있다.

실업자의 경우는 그들이 등록된 고용안정센터(Arbeitsagentur)에서 

질병보험료를 대납해 준다. 사회부조의 수급자는 사회부조를 관할

하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연방정부

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포괄적으로 질병금고들

에 국고를 지원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공공기

관들이 특수 계층에 대한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형태로 정부의 보조

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본인부담 

독일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율의 증가로 인해 전체 사회보

험의 보험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정

부는 독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전체 사회보험료율의 안

정화를 추진하고자 2004년에 �보건의료 현대화법�을 실시하게 되었

다. 이는 공적 질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피보험자뿐만 아니

라 의사와 제약업계를 포함한 보건의료 체계의 모든 행위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한 것으로, 2004년 개혁에 따른 질병보험의 가장 

큰 변화는 외래진료에 대한 환자의 정액 본인부담금인 ‘진료기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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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료’가 도입된 것이다. 

‘진료기관 이용료’는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는 보험계약 의사에게 

매 분기마다 10유로씩 지불하는 정액 본인부담금으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증가시켜 외래진료의 양을 감소시키고자 도입한 것이다. 

‘진료기관 이용료’의 도입 결과, 외래진료의 양은 3~5% 정도 감소

하고, 환자들은 이비인후과, 피부과 의원 등 전문의의 진료를 기피

하게 되었다. 독일의 사회보험은 전통적으로 가입자와 그의 고용주

가 비용을 반분하는 재원조달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2004년 개혁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인

하하고자 법정급여의 하나인 상병수당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분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병수당은 2006년부터 가입자의 보험료만

으로 급여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치아대체도 가입자

의 보험료만으로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4년 �보건의

료 현대화법�은 현금급여인 분만수당과 장제비도 폐지하여 재정지

출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2004년 개혁은 질병보험의 재정안정화에는 일시적으로 기여하였

으나70), 본인 부담금의 증가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의 강력한 저

항을 초래하였다. 상병수당과 치아대체에 대한 재원을 가입자에게

만 부담하게 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동일분담 원

칙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관 이용료’의 도입은 경제적

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건강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아픈 사

람보다 재원의 많은 부분을 조달하는 사회연대성 원칙을 약화시키

70) 2004년 개혁이 의도한 재정안정화의 효과는 즉시 발생하였다. 공적 질병보험은 환

자 본인부담금과 일부 급여의 삭제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혁 등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2004년 1/4분기에 약 1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즉, 2004년 1/4

분기 공적 질병보험 체계의 수입은 약 380억 유로였으며, 지출은 약 370억 유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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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사회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3절❘ 민간 의료보험

1. 민간 의료보험의 가입자 관리

독일의 민간보험은 소득이 ‘사회보험 강제가입 소득상한선’71) 보

다 높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현재 독일 국민의 약 10% 정도가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직업에 따라 공무원이나 자영업자

의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험료의 수준은 소득과 상관

없이 적용되는 위험수준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민간보험의 재정

은 보험료가 노년에 환급되는 적립방식으로 마련되며, 이러한 보험

료 수준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 의료영역의 일반적인 비용 

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2000년 1월 이후 추가적으로 기존의 보

험료에 10%의 법적 추가부담금이 부과되었다. 

이외에도 민간보험에서는 가입자가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보험료

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들과 병원들은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시킬 수 있는데, 민간보험공

단의 경우 매년 85억 유로를 전 독일의 의료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물론 민간보험에는 서비스 경쟁이 존재한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와 서비스, 행정비용의 수준, 자본 이율, 의료서비스 미 이용 시 보

71)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의 강제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매년 연방노동

사회부가 발표하는 ‘사회보험 강제가입 소득 상한선’이다. 2009년 공적 질병보험과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강제가입 상한선은 가입자의 세전 연간 소득 48,600€, 월 소득

은 4,0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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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의 재급여 보장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2007년 말, 민간보험사는 30개의 주식회사 형태와 19개의 공제질

병금고 형태로 조직되었다. 2007년 �공적 질병보험 경쟁력 강화법�

으로 명명된 보건의료개혁은 민간보험에도 커다란 변화를 유도하였

다. 2007년 개혁은 독일의 모든 거주민에게 질병보험 또는 민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민간보험사들 간의 경쟁이 강화

되었다. 민간보험사들 간의 경쟁강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

는데 첫째, 민간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과거 민간보험 가입자들에 대

하여 (가입에 제한 없이)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2007

년 7월부터 ‘조정된 표준보험료’를, 2009년 1월부터는 ‘새로운 기본

보험료’를 적용했다. ‘조정된 표준보험료’ 또는 ‘새로운 기본보험료’

는 보험료 산정에서 가입자의 성․연령만을 고려하며, 건강위험 상

태는 고려하지 않은 집단보험료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보험 가입에서 가입자의 건강위험에 기초한 추가보험료 또는 

급여 제한은 금지되며, 보험료율은 2007년 월 약 500유로 수준인 질

병보험의 월 최고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급여 범위는 질병보

험의 급여 범위와 동일해야했다. 둘째, 민간보험의 현재 가입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에 기존 보험사에 적립한 해당 가입자의 ‘노

후 의료비 적립금’을 새로운 보험사가 인수하게 하였다. 2007년 민

간보험 지출의 약 30.9%인 노후 의료비 적립금을 강제적으로 이전

시키게 한 이 조치는 가입자들의 질병금고 선택의 자유를 민간보험

에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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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보장비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비중

2007년 민간보험의 전체 지출은 약 330.1억 유로이며, 이 중 급여

비 지출은 57.3%인 189억 유로, 보험료 상환을 위한 적립금은 

11.2%인 36.9억 유로, 노후 의료비 적립금은 30.9%인 102.1억 유로

였다(PKV 2008).

2003년 독일의 전체 의료비 수입 중에 공적 재원조성은 78.2%였

고, 사적인 재원 조성은 21.8%, 기타가 2.6%를 차지하였다. 공적 재

원조성은 다시 보험제도에서 조성된 재원이 68.4%이고, 정부가 지

원하는 재원은 9.8% 수준이었다. 사적 재원은 본인 부담이 10.4%이

고, 민간 보험을 통한 재원 조성이 8.8%를 차지하였다. 사회보험재

원은 질병보험 이외에 노령연금, 산업재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마

련된 재원이 각각 1~3% 정도를 차지하였다(<표 3-2-7> 참고). 

<표 3-2-7> 독일 의료보장비 재원별 구성비

단위: %

공적 재원 사적 재원 기타 합계

사회보험 정부보조 본인 부담 민간보험

2.6

100.068.4 9.8 10.4 8.8

78.2 21.8

자료: OECD Helath Data. 2006. 최인덕․김진수 외, 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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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독일 질병보험제도의 현안 및 과제

1. 질병보험의 재정적자 

독일의 질병보험은 1883년에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조합주의, 근로자 중심, 그리고 보험원칙에 사회적 연대원

칙을 결합한 기본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

되면서 독일은 1990년대 전후부터 질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목적으

로 조합주의에서 통합주의로, 근로자 중심에서 전 국민 중심으로, 

그리고 개인책임원칙을 강화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연대원칙을 약화시켜 왔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핵심과제는 

공적 질병보험의 시스템 개혁이었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촉구한 가

장 직접적인 문제는 질병보험의 재정안정화, 즉 재정적자의 해소였

다. 질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독일 정부의 노력을 시기 별로 

정리해보면, 우선 1989년에 실시된 �의료개혁법�은 의료비 증가억

제, 보험료율 안정화 및 환자 본인부담금의 인상, 급여비 제한 등 수

요억제가 목표였다. 1990년 이후 병원과 약제비를 중심으로 지출이 

다시 증가되는 상황에서 실시된 1993년의 �공적 질병보험 구조개혁

법(Gesundheitsstrukturgesetz)�은 부문별 총액예산제 도입으로 공급

자들이 자율적으로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과 직종/직장을 기

준으로 보험가입이 제한된 질병보험의 가입구조를 변경하여, 질병

금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자유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질병

금고들이 보험료율을 인하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시

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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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이후 질병보험의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여 질병보험 전체의 재정은 다시 적자로 전환되었다. 

1997년 �공적 질병보험 구조개혁법�은 재정지출 억제를 더욱 강화

하기 위하여 먼저 보험료율 안정화를 법제화하여 보험료율을 동

결․인하하였고, 일부 항목에 대한 급여제한과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해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1998년 �공적 질병보험 연대강화법�은 의약품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을 인하하여 피보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자 본인부담

금과 보험료율의 연동을 폐지하여 공적 질병금고들 간의 경쟁에서 

민간보험적 요소를 제거,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다시 강화하였

다. �공적 질병보험 개혁법 2000�은 1993년 �질병보험 구조개혁법�

을 근간으로 자유로운 질병금고 선택, 질병금고간의 경쟁, 그리고 

위험구조균등과 관련한 개혁들을 진행하는 한편, 질병보험의 재정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 지출 및 수입구조에 대한 개혁을 추진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의료수가와 의약품 및 병원 부분에 대하여,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항목을 조정했다. 그 결과 기존의 

총액계약제에서 점진적으로 ‘포괄수가제(DRG)’72)로의 전환이 이루

어졌고, 질병보험료의 인상은 공적 질병보험에서 민간보험으로 변

경하는 가입자 수의 증가와 공적 질병보험 가입자 수의 감소로 나

타났다.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독일의 경기침체와 실업율의 

증가는 전체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72) 총액계약제에서는 질병금고가 보험의사협회에 피보험자 1인당 일정액을 계산하여 

진료비를 일괄 지불하면, 보험의사협회는 개별 보험의사들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배분한다. 반면 진단군별(DRG: Diagnosis Related Group) 포괄수가제는 모든 

질병을 몇 개의 질병군으로 묶어 포괄적으로 일정한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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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 현대화법(2004)�

독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체 사회보험료율의 

안정화를 추진한 연방정부는 2004년 �보건의료 현대화법�을 시행하

였다. 개혁 내용의 핵심은 질병보험의 장기적 재정안정과 관련해서 

첫째, 비급여항목(장제비, 분만비, 안경 등)의 확대와 새로운 본인부

담금 신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으로서 ‘진료기관 이용료

(매 분기 10유로)’73) 도입이었다. 이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최초로 

현금을 매개로 한 화폐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료부분의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의미했다. 제도시행 직후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

로 인해 외래 진료의 양이 감소했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진료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용주의 노동비

용 절감이란 취지하에 의치와 상병수당에 대한 ‘노사 공동부담원칙’

을 삭제했다. 2005년부터는 해당비용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이 폐지

되어,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74) 셋째, 질병금고 간의 경

쟁강화 측면에서 질병금고들은 구조조정을 했고, 질병금고 간 합병

도 허용됐다. 이 개혁으로 사실상 질병금고들 간의 내적인 경쟁 심

화와 외적으로 민간보험과의 경쟁 역시 유발되었다. 

이상의 개혁으로 재정안정이란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다.75) 그러나 

질병보험의 의료에 대한 보장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

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그 중 심각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자기책

73) 과잉의 진료기관 방문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설된 이 비용은 의료 질병금고

와 의료기관 운영비 부담을 위해 설계되었고, 바로 이 점에서 시민과 환자들에게만 

비용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있다. 

74) 상병수당(0.5%)은 2006년부터, ‘의치(0.4%)’는 2005년부터 가입자의 보험료만으로 

급여를 제공하였다.

75) 공적 질병보험은 환자 본인부담금과 일부급여의 삭제 및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개혁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2004년 1/4분기에 약 1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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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 강화’와 ‘탈연대화 경향’이다. 또한 질병금고 간의 경쟁 격화로 

‘두 계급 의료’가 발생해 피보험자들의 능력에 따른 의료서비스가 

구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질병보험의 사회연대 원칙이 

약화되고, 질병금고 간의 냉정한 경쟁원리가 부각되자 질병자, 사회

적 약자, 저소득자에 대한 기피와 이로 인한 ‘두 계급의료’가 확대

될 위험이 대두된 것이다. 의료정책 내의 ‘경쟁요소’ 도입은 결과적

으로 의료영역의 경제화와 민영화, 상품화를 가속화하고, 이는 독일

의 신자유주의적 사회국가 재편과정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3. �공적 질병보험 경쟁력강화법(2007)�

이법은 질병보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가입대상자, 관리운영, 

재원조달 및 민간보험과의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유도했다. 2007

년 개혁의 주요 내용은 먼저, 독일의 모든 거주민에게 공적 또는 민

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둘째, 공적 질병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

임을 강화하여 당초 2008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던 국가보조금 지

급을 부활․확대하였다.76) 셋째, 기존의 보험료 체계에 6가지 보험

료 종류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이는 

공적 질병금고 간의 경쟁을 다양한 보험료율과 보험료 수준에서 더

욱 강화한 것이며, 가입자의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라는 민간보

험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넷째, ‘건강기금(Gesundheitfonds)’을 도

입하여 다보험자 방식의 공적 질병보험 재원조달에서 국가에 의한 

위험분산과 재정 관리의 전국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질병금고별

76) 국가보조금 규모는 2008년 15억€, 2009년 40억€, 2010년부터 매년 15억€를 증액하

여 최종적으로 140€억 까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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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별적이었던 공적 질병보험의 보험료가 연방차원에서 단일화됨

으로써 재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었고, 공적 질병금고들 간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경쟁이 더욱 강화되었다.

4. �공적 질병보험 재정조달법(2009)�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이법의 핵심내용은 첫째, 고용주와 피고

용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현재의 공적 질병보험 재원조달방식을 

수정하여 노동비용을 감소시키고 고용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

에 따라 15.5%의 보험료율에 대하여 고용주의 보험료율(7.3%)은 고

정하고, 피고용인은 기존의 보험료율(8.2%)에 더하여 의료비용 증가

에 상응하는 추가보험료(2%)를 납부해야만 하였다. 둘째, 질병금고 

간의 경쟁강화를 목적으로 추가보험료제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각 질병금고는 건강기금에서 배분받은 보험료로 질병금고 재정을 

운영할 수 없을 때, 부족한 재정을 가입자에게 추가로 징수하여 충

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질병보험 재정조달의 노사 공동부담 원

칙의 파기로 평가된다. 셋째,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세

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피고용인의 과중한 부

담을 막기 위해 피고용인이 내야하는 추가보험료가 세전 임금의 2%

를 넘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질병보험에 대한 독일 국민의 책임은 물론, 경쟁과 연

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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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료비 억제를 위한 방안들

독일 질병보험의 재정적자가 2010년 약 40억 유로(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의료비 억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

다.77) 우선, 외래진료분야에서 의사들의 보수를 보험료수입과 연동

하여 인상하도록 하였는데 보험료수입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우 

인상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험의

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로 실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리고 입원진료분야에서 질병금고들은 질병보험의 환자를 위한 

진료를 위해 선별적으로 병원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검사 및 치료방법은 선별적 금지방식에서 선별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역(주) 단위 평균진료건수의 증가율 산정방식

의 변경하는 것 등이다. 선별적 계약방식이 도입되면 병원들 간의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환자들의 선택권이 제약을 

받을 것이며 주정부의 병원수급계획에 혼란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

려도 있다. 

의약품분야에서 2009년 의약품을 위한 질병금고의 총지출은 15

억 유로(유로)에서 320억 유로로 증가하였다. 이에 연방보건부는 다

양한 약제비억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78) 우선, 의약품의 가격을 시

장에 내놓은 첫해에는 가격을 제약회사가 결정하지만 그 다음해부

터는 질병금고와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제

약회사는 신약이 환자를 위한 효능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

시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이른바 참조가격제가 적용되지 않은 약

77) http://www.aerzteblatt.de/archiv/67191

78) http://www.derwesten.de/politik/kosten-fuer-arzneimittel-explodieren-weiter-id18831 3.html 



526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제에 대해서는 2009년 수준으로 2013년까지 가격정지(preisstop)를 

계획하였다. 이 조치만으로도 2011년에 11억5천만 유로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6. 개혁의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20여 년 동안 독일 정부가 추진

해온 의료영역의 재정안정화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보험료율 안정화, 환자

의 본인 부담금 인상, 급여비 등을 제한했다. 둘째, 피보험자가 질병

금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질병금고들 간의 경

쟁을 강화했다. 셋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축소시키고자 피고용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확대하고 

추가보험료를 도입했다. 넷째, 전 국민에 대한 질병보험 가입 의무

화, 질병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증액, 그리고 ‘건강기금’ 도입을 통

한 재정관리의 전국화 등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 다섯째, 

보험료의 종류와 수준을 다양화하여 가입자 개인의 선택의 폭을 확

대하고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과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사회적 연대의 원칙에 입각하여 발전해온 독일의 질병보험 제도

는 의료비용 확대의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이

해가 보험재정의 안정화정책에 적극 도입되었다. 그 결과 의료비용

의 개인부담 증가, 급여항목의 조정, 질병금고간의 경쟁이 가속화됐

다. 이러한 요소가 질병보험제도에 ‘시장 메커니즘’ 도입이라는 패

러다임의 전환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생산입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임금 외 비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질병금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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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을 통해 직장 질병금고가 경쟁력의 우위를 갖게 하였다. 그 

결과 직장 질병보험의 보험료율은 인하된 반면 일반 지역 질병보험 

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질병금

고 간의 경쟁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반면, ‘위험요소’가 적

은 젊고 건강한 고소득자를 선별 유치하는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

다. 또한 급여항목의 제한과 개인부담의 증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강화시켜 개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증가했

다. 의료영역에서 자기책임의 강화는 실제로 현재 의료영역에서 외

적 요인들(의료, 의료시설, 의약 등의 보급수준)의 영향을 약화시키

고, 환자 개인적인 책임(질병예방, 건강관리)을 강화시킴으로써 사

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계층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의료영역에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독일은 최근 20여 년간에 걸친 의료개혁과정을 통하여 질병보험

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장 메커니즘 도입, 질병금고들 간의 경쟁

강화, 개인책임원칙의 강화 등을 통해서 재정안정화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의료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

고, 비용효과 대비 낮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서 우선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인구구

조의 급격한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의료비 지출이 보험료 수

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장

기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성장 저하, 높은 실업률도 현재 공적 질병

보험의 재정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일반 노동관계의 변화 -노동시

장의 유연화와 낮은 임금의 일자리 창출 - 역시 결국은 공적 질병보

험의 재정을 더욱더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근로자의 소득에 기초해서 질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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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재정을 조달하는 독일의 질병보험제도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우선 

질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영역에서의 사회적 

양극화를 예방하고, 각 의료행위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이 필요하리라 본다.

❘제5절❘ 결론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독일의 공적 질병보험제도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

성 확보에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공적 질병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질병

보험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보

조금의 확대와 국가에 의한 건강기금의 관리는 다보험자 체계에서 

통합주의적 요소가 명시적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

일의 이러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는 국민건강보험을 기초보장

으로 한정하고, 개인이 선택하는 민간보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전략의 재검토를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

는 독일의 사례가 주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적 질병보험제도와 관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재정적 부담을 나누어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환자,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보험계약의사, 병원, 질병금고, 국가의 

부담, 그 외에 보험가입자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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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보험료율 안정을 통해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추

가적인 재원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부과요소를 발견하려는 시도는 

부과체계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참고가 될 만하다.

셋째,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주도적 정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

일의 공적 질병보험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역할 및 기본 구조는 유

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혁신적, 또는 점진적인 개혁이 실시되었

다는 것이다.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 달리 의료보장은 성․연령․소

득․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그 영향이 즉각적인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개혁의 방향성과 연속성의 유지는 물론, 현행 제도의 지

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보장제도에서

도 합의구조가 오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의료공

급자와 보험자, 정부, 보험가입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 갈등으로 개

혁조치들이 지체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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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1절❘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1.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도입배경

독일은 1970년대 요양보호대상 노인이 시설입소에 있어서 비용부

담이 과중되어 자신의 노령연금으로 충당하던지, 사회부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다수의 고령자의 존재가 문제시되었다. 즉 노인인구 증

가로 요양보호대상은 급증하나, 노령의 소득으로는 요양시설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제도적 안전판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장기요양 

대상인구와 비용의 증가는 일반 국민들과 지방정부에게 심각한 재

정 부담을 주게 되었다. 

독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 16%에서 1980년에 19.4%, 

1995년에 22%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27.4%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유공순 1998). 독일은 1932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1974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

가 되었다. 이러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로 인한 공공부

조의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

기요양 수급자의 수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

다(<표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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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출산율
단위: 천명, %

구분
인 구 수 (천명)

1960 1970 1980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총

인구
55,585 60,651 61,566 63,254 81,661 81,895 82,052 82,089 82,087

65세 

이상
 6,029  7,991  9,551  9,686 13,184 13,355 13,527 13,640 13,826

비율

(%)
10.8 13.2 15.5 15.3 16.1 16.3 16.5 16.6 16.8

출산율

(%)
2.37 2.03 1.56 1.45 1.25 1.32 1.37 1.36 1.37

※ 2002 OECD 및 독일 통계청, 출산율은 15~49세 가임여성 1인당이 낳는 총 출생아수. 

(자료: 보건복지부, 2004)

또한 노령의 연금소득자들은 높은 시설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곤

란해졌고, 사회부조 수급자로 전락하였다. 이로 인해 시설입소에 드

는 개호부조지출이 1970년에는 16만 6천명․9억 마르크였지만 

1991년에는 98억 마르크에 달했다. 이렇게 사회부조비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비용절감 효과를 위해 기존 질병금고의 조직과 인력을 

이용하는 사회보험체계�수발상태의 위기상황을 사회적으로 보장하

는 법, “장기요양보험법”�이 1995년 1월 1일에 제정되었다. 독일은 

사회 장기요양보험을 사회보장법전 제11권에 사회보험의 “5번째 기

둥”으로 도입하였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 급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지급되었으나 보험료 1995년 1월 1일부터 보험료를 징수하

였고, 재가요양급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시설요양급여는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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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이렇게 해서 1978년 요양을 위한 사회보

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1989년 �질병보험개혁법�상 질병보험에

서의 일부 수발급부 실시와 1993년 �사회장기요양보험�법안이 의회

에 제출되어 1994년에 통과되었고, 이어서 1995년에는 보험료를 징

수(1월)했고, 1995년 4월에 재가서비스, 1996년 7월에 시설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04).

2.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연령이나 원인에 관계없이 질병보험에 법

적으로 가입된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이다. 독

일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에 대한 대처를 공적인 장기요양

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된 민간 요양보험으로 구분하고 모든 국민

을 양 보험의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가입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공

적 질병보험가입자는 공적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로, 민간 질병보험

가입자는 민간 요양보험가입자로 분류된다.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급여대상자로 하고 수급자가 

전문요양인력에 의한 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자기결정에 기초하여 

현금급여를 선택할 수 있는 소위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였으며, 

수급자의 실제 서비스 이용량에 상관없이 요양 등급에 따라 동일한 

정액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이준영 2007: 35).

가. 대상자 및 등급판정체계

1) 피보험자(가입자) 

사회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은 질병보험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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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법정 질병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월수입이 2009년도 기준으로 3,675유로 이하인 자는 공보험의 의

무가입대상이 되고, 3,675유로 이상인 자는 공보험 또는 민간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법정 장기요양보험을 적

용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부조에 의한 장기

요양보장(필요한 모든 요양서비스 외에 입원의 경우 숙식비까지 보

장)을 받고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도 고용계약 관계에 있으면 가입

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는 육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통상적, 반복적 일을 

행하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매우 필요

로 하는 자이다(제15조).

2) 보험자

독일의 장기요양 보험자는 법정 질병보험의 보험자인 8개 질병금

고에 설치된 장기요양금고(Pflegekassen)이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주체로서 질병금고 소속 하에 있으면서도 독립된 법인(法人)으

로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자율행정의 원칙 하에서 스스로 정관을 

정한다. 특히 질병금고와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재정적으

로 독립되어 있긴 하나, 질병금고에 위탁 관리된다.

3) 등급판정체계

먼저, 등급판정 방법을 보면 조사 기관은 질병금고의료지원단

(MDK)이고 조사인력은 MDK 소속 의료진(의사, 간호사)이다([그림 

3-3-1]). 최종 등급판정은 장기요양금고가 내린다.



535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그림 3-3-1] 질병금고의료지원단(MDK)

질병금고의료지원단(MDK)

질병금고에서 특별한 의학적 치료나 재활 필요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의료 

서비스 조직 

 ※ 등급판정을 위한 별도의 기구나 인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질병보험 MDK에 소속된 의사나 

간호사를 활용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장기요양의 등급판정 절차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장기요양금고에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등 방문조사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등급판정 기관인 질병금고의료지원단(MDK)에 

등급판정 의뢰를 한다. MDK는 신청자와 방문날짜를 합의한 뒤 신

청자의 주거 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1일 6~7개 가정방문)

를 한다. 면접조사를 마친 MDK는 등급판정 조사 결과와 서비스 종

류를 작성, 장기요양보험금고에 통보한다. 통보는 신청서가 도달한

[그림 3-3-2] 장기요양등급판정 흐름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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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늦어도 5주 내에 장기요양보험조합의 판정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예방과 의료적 재활조치의 요구정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규모 

및 개별 장기요양 이용계획 등에 관하여 권고하여야 하고 현금급여

를 신청한 경우에는 재가요양이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서도 의견 제시한다. 그러면 장기요양금고는 대상

자에게 최종판정 결과를 통보한다(신청에서 결과통보까지 평균 1~2

개월 소요). ([그림 3-3-2]).

조사 내용으로는 신체에 대한 진단은 물론 의료적, 요양적 자료도 

조사하고, 신청자의 주치의로부터 요양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받

는다. 요양등급의 판정은 매일 요양을 필요로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독일의 장기요양등급은 3단계로 그 상태와 요건은 다음의 표 

<3-3-2>와 같다.

<표 3-3-2> 독일의 장기요양 등급 

등급 상태 요  건

1등급 경증

- 신체관리, 영양섭취 또는 기동성의 한 영역 또는 여러 영역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적어도 1일 1회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추가로 1주에 

여러 번 가사활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1일 1회 1시간 30분, 최소 45분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

2등급 중등증

- 신체관리, 영양섭취 또는 기동성에 있어서 적어도 1일 3회 상이한 시간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추가로 1주에 여러 번 가사활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1일 1회 3시간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

3등급 최중증

- 신체관리, 영양섭취 또는 기동성에 있어서 밤낮 하루 종일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추가로 1주에 여러 번 가사활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1일 1회 4시간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금고 최고연합회는 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기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확인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 지침을 연방보건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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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여체계

1) 급여이용절차

독일의 장기요양급여 원칙은 요양서비스보다 예방과 재활이 우선

하고, 시설요양보다 재가에서의 가족에 의한 요양이 우선한다. 즉, 

배우자․가족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장기요양은 부

분보장으로서, 정해진 급여는 전체비용에 대한 보조비용이다([그림 

3-3-3] 참고).

[그림 3-3-3] 급여 이용 체계

요
양
비

 서비스 제공자

(재가,입소시설)
 요양금고

장기요양

필요자

보험료 납부자

사회부조

민간 비공식 수발자

보

험

료

보상에 대한 협정

서비스계약

사회보장보험료지원

수
발

요양비

보충적인 부조

본인

부담

현

물

급

여

서

비

스

계

약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53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2) 급여종류와 형태

1) 개요

급여의 종류에는 재가요양, 주간․야간요양서비스, 단기요양, 시

설요양(노인주거시설, 양로원, 요양원 등)이 있다(<표 3-3-3> 참고). 

<표 3-3-3> 서비스 장소에 따른 구분

재가 부분시설 상시 입소시설

∙현물급여

∙현금급여

∙혼합급여

∙요양보조도구

∙ (가족)수발자의 사회보장비

∙요양강좌

∙주거환경개선보조

∙장기요양상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 상시 입소시설

 - 치매노인 특수 공동 생활가정

∙장애인특수시설급여

※ 장기요양 상담(2008년 7월 신설)

 ∙수급자 100명당 1명의 상담인력 배치

 ∙주민 20,000명 당 1개의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급여의 형태로는 현물급여, 현금급여, 현물과 현금의 혼합급여가 

있다. 현물급여는 장기요양금고와 계약을 맺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정액제)한다. 최고 한

도액까지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고,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현금급여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조합에서 요양

수당(정액제)을 지급받아 자신을 돌보는 가족, 이웃, 수발인 등에게 

제공하는데, 현물급여액의 약 50% 수준을 지급한다. 혼합급여(현물

+현금)는 혼합급여(현물급여+현금급여), 혼합급여(현금급+주야간보

호)가 있다. 현물과 현금급여 비율은 수급자(또는 수발자)가 정할 수 

있으며, 가족의 희망사항과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건강상태 등

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담당자가 판단하여 보험자에게 통보하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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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가 최종 통보한다. 재가는 현물과 현금 중 선택가능하고, 시설

은 현물급여만 제공된다. 시설의 경우 평균 급여율은 총 사용액의 

약 40% 수준이다(<표 3-3-4> 참고).

<표 3-3-4> 현금급여의 목적

∎현금급여의 1차 목적

  - 노인의 기존생활환경 유지로 삶의 질을 보장

  - 가족에게 상담․지원 및 질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 보장

  - 수발자의 사회보장과 부담감소

∎현금급여의 2차 목적

  - 현물급여의 약 50% 수준인 현금급여를 통해 보험재정 안정 도모

※ 재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비율(%)
단위: 천명

연 평균 재정지출(현금:현물) 수급자 수

1995년 82:18 88:12

2000년 65:35 80:20

2008년 62:38 79:21

 * 자료 : 독일 연방보건부, 국민건강보험공단(2010)에서 재인용

정해진 현물급여액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는 현금급여 기

준 액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체급여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

비스제공을 못하게 된 경우 추가적으로 연 4주 1,470유로까지 대체

인력의 비용이 추가된다.

부분 시설급여(주야간 및 단기보호)는 재가에서의 요양이 일시적

으로 제공될 수 없을 때 부분시설 이용권리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재가서비스 제공자가 그만 둔 경우 시설에서의 단기보호이용이 가

능한 것을 들 수 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필요자가 원칙적으로 재가와 시설 중 자유

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숙식과 관련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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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는 사회부조에 의지한다. 시설이용 불필

자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재가비용 한도액 내에서 비용을 지불

한다.

2) 완전입원요양

완전입원요양은 가정에서의 요양이나 부분 입원 요양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된다. 장기요양금고는 장기요양의 필요성에 관하여 질

병금고의 의료지원단(MDK)으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한다. 장기요양 

3등급의 경우는 심사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입원요양의 필요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금고에서는 

포괄적인 현물급여지원비를 요양시설에 지급한다(요양비). 현물급여

는 요양시설에서의 의료적 요양과 사회적 보호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다.

입원한 사람이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숙박비, 식사비, 투자비 그리고 별도의 쾌적한 시

설에 대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외에도 질병금고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실제 요양시설지원비의 75%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요양시설지원비에는 요양비, 숙박비와 식사비 기타 별도로 계

산이 가능한 투자비 등이 포함된다. 완전입원의 경우, 입원한 자가 

필요로 하는 장비를 요양시설에서 책임질 것인지 또는 질병금고가 

책임질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입원요양에서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가 개선되었는데, 재가요양의 급여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 1

등급과 2등급에서의 급여가 인상됨으로써 ‘입원보다 재가요양우선’

이라는 기본원칙이 지금보다 좀 더 강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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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분입원요양

부분입원요양은 주간보호나 야간보호와 같이 하나의 시설에서 하

루 중 일부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적 보호 또는 의

료적 진료와 관련된 비용은 질병금고가 부담한다. 그에 반해 식사비

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분입원요양은 단지 개별적으로 불가피

한 경우에, 예를 들면, 재가요양이 충분히 제공될 수 없는 경우에 인

정된다. 원칙적으로 주간보호는 가족들이 낮 시간 동안 직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제공된다. 시설에서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주로 

아침에 데리고 와서 저녁시간에 귀가시킨다. 2008년 장기요양의 개

혁으로 주간보호와 야간보호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현물급여

의 수준이 외래 요양급여의 인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되었다. 향

후에는 만약, 부분입원요양에서 급여의 절반 이상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더하여 장기요양수당이나 현물급여를 100% 추가하여 요구

할 수도 있다. 

4) 단기요양

많은 장기요양 대상자들은 제한된 시간에만 특히, 재가요양에서

나 병원에서의 퇴원 이후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 입원요양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양시설에서의 단기요양

이 제공되는 것이다. 단기요양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장기

요양의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아 장기요양개혁이 시행

되기 전까지의 급여액은 연간 1,432유로였다. 그러다가 2008년 이후

는 1,470유로, 2010년부터는 1,510유로 그리고 2012년부터는 1,550

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었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그들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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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시설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지만,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다. 단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아

동은 지금까지는 허가된 시설 이외에서는 요양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장기요양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2008년 장기요양개혁 이

후 18세 이하의 아동들은 장기요양금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시

설에서도,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 또는 유사한 시설들에서 단기요양

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5) 요양시설

독일에서 요양시설의 유형은 노인주거시설, 양로원 그리고 요양

원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독일연방보건부).79)

노인주거시설은 독자적인 부엌을 가진 소규모의 주택에서 노인들

이 독립적으로 생활한다. 그러나 식사시간에는 다른 거주자들과 함

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양로원에서는 자신들의 가사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어서 다

른 사람의 요양이나 가사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다. 그러한 시설에서도 노인들이 소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거

주하기도 한다. 

요양원은 자신의 가구로 꾸밀 수 있는 1인용 침대 방이나 2인용 

침대 방에 주거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광범위한 장기요양이나 가사

지원 등이 인정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이와 같은 3가지 

유형의 시설들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79) http://www.bmg.bun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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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정봉사원파견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 

가정에서의 요양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일상에서 가족들에게 지

원과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요양을 제공하는 가족이 직업 활동

과 돌봄을 보다 조화롭게 조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따라

서 가정봉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적인 요양에서 필요한 전문

적이고 기술적 지원을 한다.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는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신체청결, 음

식섭취 그리고 이동 등 기본적인 활동지원과 약 복용, 붕대 교체 및 

주사 등의 의료적 간호, 장기요양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반

찬배달, 교통수단제공 및 병원이송 등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 그리고 

장보기, 요리 및 집안청소 등의 가사지원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서

비스들을 통해 재가요양은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자신이 익숙한 분

위기에서 머무르면서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가요양의 현물급여 액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었다

(<표 3-3-5>).

<표 3-3-5> 재가요양의 현물급여 액수 변화 추이
단위: 유로

기간 1 등급 2 등급 3 등급

2008.6.30일까지 384 932 1,432

2008.7.1일부터 420 980 1,470

2010.1.1일부터 440 1,040 1,510

2012.1.1일부터 450 1,100 1,550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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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급여의 이용은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가 장기요양금고에 의

해 허가되거나 개별 장기요양인력이 장기요양금고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러한 급여에 대한 비용은 앞에서 제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직접 장기요양금고와 정산하여 보상받는다. 만약, 장기

요양이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된다면 장기요

양보험에서는 요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관리운영 체계

독일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체계를 도입할 필

요 없이 기존 질병금고의 조직과 인력을 이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세방식보다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하였으므로 관리운영체

계는 사회보험방식이다. 법정 장기요양을 담당하는 기관은 장기요

양금고이며 각 질병금고(현재 총 250여개)에 하나의 장기요양금고

를 설치하고 있다.

장기요양금고는 입소시설 및 재가서비스기관과 개별적으로 서비

스 계약 및 수가를 협상하여 체결한다. 운영주체별 역할을 살펴보

면, 연방정부는 정책결정 및 제도 총괄, 지방정부 및 보험자 지도․

감독 등을 맡고, 지방정부(의회)는 시설인허가 및 지도․감독, 수가

관리 등을 한다. 보험자는 재정 및 급여 관리, 수가관리, 등급결정, 

평가결과 공표 등을 하고, 질병금고의료지원단(MDK)은 등급인정조

사,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을 한다(자체업무 없이 오로지 보험자가 

위탁한 업무만 수행함). 장기요양기관은 케어플랜 작성과 장기요양

급여제공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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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정운영체계

경상적 운영비와 급여지출은 정해진 보험료율 안에서 요양금고가 

책임지고, 시설분야의 규모를 유지하고 투자하는 것은 주 정부의 임

무이다. 숙박비, 식비, 시설투자비 및 장기요양보험 한도액 초과비

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단, 연방의 국고보조나 적자에 대한 지원은 

없다.

사회보험재정은 피용자 및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정부보

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되며 보험재정의 대부분은 보험료이며 

사회보험 기구의 자산투자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적은 비중을 차

지한다([그림 3-3-4]). 

[그림 3-3-4] 사회보험재정 체계

사회보험재정

근로자보험료 사용자보험료

정부보조금 기타수입(이자소득)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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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현황과 동향

1.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운영현황

가. 대상자측면

연도별 법정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현황을 보면 1995년 106만 명

(총 인구의 약 13%)에서 2003년에는 189만 명(총인구의 약 23%)으

로 1995년 대비 83만 2천명이 증가했다(<표 3-3-6>).

<표 3-3-6> 연도별 수급자 현황(1995~2003년)

단위: 천명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급자 1,061 1,547 1,660 1,738 1,826 1,822 1,839 1,889 1,893

※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2003).

연도별․등급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1등급은 1996년에 비해 2003

년 34만 9천명의 증가를 보이나, 2․3 등급은 거의 변화가 없다(<표 

3-3-7>).

<표 3-3-7> 연도별․등급별 수급자 현황
단위: 천명

 년도
등급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 등급

1,061

621 728 804 872 893 917 956 970

2 등급 670 676 683 699 683 679 686 678

3 등급 256 256 251 255 246 243 247 245

※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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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장기요양보험 법정보험 급여 이용자 수를 보면 총 211만 

명으로 재가 약 143만 명, 시설 약 68만 명이다(<표 3-3-7>). 

<표 3-3-8>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수

단위: 명

구 분
이용자 수(2008.12.31)

재가 시설 합계

1 등급 861,575 274,925 1,136,500

2 등급 439,605 273,016 712,621

3 등급 131,354 133,010 264,364

합계
1,432,534

(67.8%)

680,951

(32.2%)

2,113,485

(100%)

구 분
등급별 시설 이용 비율

재가 시설 합계

1 등급 60.1 40.4 53.8

2 등급 30.7 40.1 33.7

3 등급 9.2 19.5 12.5

합계 100 100 100

* 전체 이용자의 22.5%가 65세 미만자(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1995년부터 2008년 연도별 법정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현황을 총 

정리해 보면 1995년 106만 명(총 인구의 약 13%)에서 2003년에는 

189만 명(총인구의 약 23%)으로, 1995년 대비 83만 2천명이 증가했

고, 2008년에는 총 211만 명으로 1995년 대비 105만 명 증가했다. 

2030년에는 330만 명, 2050년에는 4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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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프라측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금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허가된다. 장기요양금고는 장기요양기관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소시설 수는 2009년 기준 약 10,400개 입소시설에 68만 명이 

입소하고 있다. 입소시설 1개소에 평균 65명이 거주하고 있는 꼴이다.

재가 사업소 수는 2009년 기준으로 약 11,000개의 사업소에서 

140만 명의 대상자에게 37만 명의 간호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가 사업소 1개소의 평균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34명이다. 

2030년에는 16,000개의 재가사업소가, 2050년에는 21,000개의 재가

사업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9a).

재가시설은 민간영리시설이 57.6%, 민간비영리시설이 40.6%, 공

공기관 1.7%이고, 입소시설은 민간 비영리시설 55.1%, 민간 영리시

설 38.1%, 공공시설 6.7%이다.

<표 3-3-9>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관 수(2007년 말 기준)

단위: 개

년도 재가 입소
시설형태별 구분80)

상시입소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2005년 10,977 10,424 9,414 1,529 1,779

2007년 11,529 11,029 9,919 1,557 1,984

자료 : 독일 연방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2009a)에서 재인용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 구조를 보면 약 52%는 간호사 또는 노인 

간호사로서 교육을 받은 자이다. 전문가 보조를 위해 노인 간호조무

80) 상시입소시설에서 단기보호 병설시 중복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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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간호조무사가 있고, 가사 관리와 정서지원을 제공하는 요양보호

사 등이 있다.

근무 인력현황을 보면 214,000명이 재가영역에서, 546,000명이 입

소시설에서 일하고 있다(<표 3-3-10>). 전체 노동인구의 1.38%를 차

지하는 비율이다.

<표 3-3-10> 서비스 제공인력 구조

단위: 명, %

구분
재 가 입 소

인원 수 % 인원 수 %

상근 피고용자   56,354 26.3 208,201 38.1

비상근 피고용자 1,032,181 48.1 240,870 44.1

저임금 피고용자   47,957 22.4  55,238 10.1

* 자료 : 독일연방통계청, Wiesbaden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2010)에서 재인용

 

다. 재정적 측면

재정시스템 내 경상적 운영비와 급여지출에 대해서는 요양금고가 

정해진 보험료율 안에서 책임지고, 시설분야의 규모를 유지하고 투

자하는 것은 주정부의 임무이다. 숙박비, 식비, 시설투자비 및 장기

요양보험 한도액 초과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연방의 국고보조나 

적자에 대한 보증은 없다.

1) 보험료

보험료는 월 총 수입의 1.95%이고, 무자녀의 경우 0.25%가 추가

된다. 보험료율은 1996년 7월 1일 1.7%에서 2008년 7월 1일 1.95%

로 인상되었다. 근로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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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특별장애)

재가급여
월간 현물급여   420   980

1,470

(1,918)

월간 수발수당(현금)   215   420   675

대체급여

(연간 4주까지 급여)

친인척(현금)   215   420   675

주간보호 이용시 1,470 1,470 1,470

최고 보험료는 월 61.20유로까지 부담한다(<표 3-3-11>).

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14년 동안 9회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적자

의 원인은 지출보다는 실업, 임금 상승률 둔화와 같은 보험료 수입 

감소에 있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9a).

<표 3-3-11> 직업별 장기요양 보험료 부담표

단위: %

직업구분 부과소득 보험료율
부담 주체별 부담률

개인부담률 국가부담률

근로자 총임금 1.95% 50% 50%(사용자)

자영업자 총소득 1.95% 100% -

실업자 실업급여/보조금 1.95% - 100%(연방노동사무소)

연금수급자 연금소득 1.95% 50% 50%(연금보험료)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나. 급여

2002년과 2008년의 서비스별․등급별 급여 한도액을 비교해보면 

급여액의 인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대체급여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제공을 못하게 된 경우 추가적으로 연 4주 1,470유로까지 대

체인력의 비용이 보상된다(<표 3-3-12>).

<표 3-3-12> 서비스별․등급별 급여 한도액(2008.12.31.기준)

단위: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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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특별장애)

단기수발

(연간 4주)
연 급여

21581)

1,470

  420

1,470

  675

1,470

부분 시설수발

(주간, 야간)
월 급여   420   980 1,470

보충급여

(상당한 일반적 보호 필요시)
연간급여 2,400 2,400 2,400

(완전)입소시설급여 월간 시설요양(정액) 1,023 1,279
1,470

(1,750)

장애자지원

(완전시설수발)
요양급여

시설급여액의 10%, 

월간 최대 256

규정되어 있는 보조재료 월 급여 31

기술적인 보조기구 급여액
비용의 90% 급여, 

본인부담 상한 25유로

주거개선 급여액
건당 2,557 

그 외 적절한 자부담

수발제공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불82)
월 액

133

(113)

267

(226)

401

(33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지금까지의 급여액수는 2008 장기요양보험개혁으로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3년 간격으로 

물가변화에 연동한다(<표 3-3-13>, <표 3-3-14>, <표 3-3-15>, <표 

3-3-16>).

81) 자원봉사자의 경우 필요한 경비(소득손실, 차량비 기타)를 1,470 유로까지 지불받을 

수 있음.

82) 일주일에 적어도 14시간 이상 수발을 하고, 3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

고 연령의 이유로 완전연금을 수급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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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3> 재가급여(주․야간보호 포함)
단위: 유로

요양등급 2008년 6월까지 2008년 7월 2010년 1월 2012년 1월

1 등 급   384   420   450   450

2 등 급   921   980 1,040 1,100

 3 등 급* 1,432 1,470 1,510 1,550
  

  * 3등급 중 특별장애를 위한 급여는 월 1,918 유로로 변동 없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표 3-3-14> 재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비용(2010.1.1.부터)
단위: 유로

요양등급 현물급여(월) 현금급여(월)

장기요양 1등급   440유로 225유로

장기요양 2등급 1,040유로 430유로

장기요양 3등급 1,510유로 685유로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표 3-3-15> 현금급여
단위: 유로 

요양등급 2008년 6월까지 2008년 7월 2010년 1월 2012년 1월

1 등 급 205 215 225 235

2 등 급 410 420 430 440

3 등급 665 675 685 7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표 3-3-16>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
단위: 유로 

요양등급 2008년 6월까지 2008년 7월 2010년 1월 2012년 1월

3 등급 1,432 1,470 1,510 1,550

특별 장애 1,688 1,750 1,825 1,918  

  * 1, 2등급의 급여는 변동 없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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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요양분야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급여가 확대되었다. 보호서

비스 금액(Betreuungsbetrag)은 현재의 연간 460유로에서 월간 200유

로까지 이용할 수 있다(당해 연도에 미 이용 급여는 다음해 상반기

까지 이월). 또한 일상생활능력이 제한된 소위 “요양등급 0”에 해당

하는 대상자도 처음으로 이 급여를 받게 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2.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혁동향

가. 개혁의 배경 및 목적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혁배경으로 대두된 것은 치매, 정신

적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재정적 대응방안 모색과, 

급여수준의 상향 조정을 통한 제도 발전 및 필요성 등이다. 또한 장

기요양 급여의 질 개선과 확보․발전을 위한 수단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008년 3월 14일 독일 국회에서 비준된 �장기요양보장

의 구조적인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에 근거한 개혁 동향).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동향(2008년)을 보면 지출증가 및 시설급

여이용자의 급증으로 1999년부터 장기요양재정적자가 발생했다(재

가요양비율이 60%(1996년)에서 45%(2008년)로 감소). 

2009년부터 가족수발 확대를 위한 장기요양 지원센터가 설치되

어,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요양상담․지원․후원 등을 하고 있

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2010년까지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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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회 정기평가를 추진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개혁의 목적은 장기요양대상자 및 가족, 급여제공자 등 관련된 모

든 사람들을 위하여 장기요양의 체제를 변화시키려 함이고, 이런 변

화는 장기요양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희망사항

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나. 주요 개혁내용

재가요양급여 비용은 단계적(3단계, 2008년, 2010년, 2012년)으로 

인상되며 시설급여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장기요양대상자들을 위한 

급여비용이 인상된다.

개혁의 기저에는 “시설급여보다 재가급여를 우선한다”는 기본원

칙이 지금까지보다 더 강하게 구조적인 변화로 반영되었다. 요양관

련 상담에 대한 권리를 도입하고(case management), 장기요양대상자

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접근이 용이한 상담기관인 �장기요양 지원

센터�를 설치했다. 장기요양의 질을 향상시키며, 주민들이 서비스의 

질이 좋은 시설과 좋지 않은 시설을 알도록 하여 제공된 급여를 비

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상기 조치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조했다.

  ￭ 장기요양관련 거점의 설치, 포괄적인 요양관련 상담에 대한 개

인의 권리

  ￭ 개별 요양인력을 위한 확대된 노동 가능성, 근로자를 위한 요

양관련 휴가 도입

  ￭ 급여의 단계적 상향 조정, 물가를 반영한 급여현실화 위한 기

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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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된 일상생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급여의 확대와 등

급외자에 대한 조치

  ￭ 요양서비스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장려자금 및 자원봉사 장려

자금 확충

  ￭ 예방과 재활의 강화, 주야간보호의 개선

  ￭ 서비스 질 확보의 강화와 투명성의 지속적인 제고

  ￭ 단절로 인한 문제의 감소와 경제성 강화 및 비관료화

  ￭ 노령준비금의 이동가능성을 사적 강제장기요양보험에도 도입

  ￭ 세대를 통괄하는 시민참여의 지원, 개인 스스로의 예방과 조치

에 대한 강화

다. 세부 조치내용

1) 재가요양분야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급여 확대 

 보호서비스금액(Betreuungsbetrag)은 현재의 연간 460유로에서 

월간 200유로까지 이용할 수 있다(당해 연도에 미 이용 급여는 다음

해 상반기까지 이월). 일상생활능력이 제한된 소위 “요양등급 0”에 

해당하는 대상자도 처음으로 이 급여를 받게 된다.

2) 자원봉사자 및 자조그룹의 확대를 위한 지원금 인상

비공식적인 보호서비스 제공 및 모델구축 지원금으로 연 간 15백 

만 유로를 인상, 연간 25백만 유로를 지원하게 된다. 이로서 주(州) 

정부와 시군구의 재정협력으로 연간 50백만 유로의 자금이 마련된다.

3) 급여연동(Leistungsdynamisierung)

지금까지의 급여액수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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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3년 간격으로 물가변화에 연동시키

게 된다.

4) 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 완화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자는 앞으로 보다 빨리 보

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소한 2년 동안 보험료를 낸 사람이

나 가족이 보험료를 낸 경우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

이다. 이전에는 5년 동안 보험에 가입해야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5) 요양인정 등급판정 기간의 단축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장기요양보험금고는 늦어도 5주 이내

에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청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재활기관에서 장기요양을 신청한 경우 등급판정 기간은 1

주일로 단축된다. 

6) 대체급여 청구자격 조건인 사전 수발기간의 단축

가족을 수발한 사람이 수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대신 수

발할 수 있는 ‘대리수발인’을 이용하려면 사전 수발기간은 12개월에

서 6개월로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12개월 동안 수발한 경우

만 가능했다.

7) 수발자 휴가기간에도 연금보험료 납부

지금까지는 수발자의 휴가기간 동안은 연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장기요양보험금고는 수발자의 휴가기간에도 공적 연금보험

에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연금청구권 지위가 상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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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

동일한 장소에서 안내, 상담, 개별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예를 들면 입소시설이나 주간보호, 식사배달사업소 또는 노인보호 

서비스를 찾을 때 장기요양 대상자와 그의 가족은 주민센터와 비슷

한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지지와 도움을 받게 된다. 앞으로 장기요

양보험금고와 질병보험금고는 수급자 주거지 중심의 장기요양지원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9) 장기요양에서 예방과 재활의 강화

장기요양보험금고는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안에 재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

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대상자 능력의 활

성화와 재활영역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대상자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재활 노력이 성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가 낮은 등급으로 요양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장

기요양기관은 1회 1,536유로를 지급받게 된다. 6개월 이내에 높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인센티브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10)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투명성 보장확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독일 전역에 적용될 급여의 질을 표준화(전문가표준)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가와 시설영역의 질 평가를 위한 강한 

기준이 적용된다.

2011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은 매년 정기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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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는 인가된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최소한 1회 평가를 받았

다. 모든 평가는 기본적으로 사전예고 없이 이루어지며 질병금고의

료지원단(MDK)에 의한 평가의 핵심은 대상자의 수발상태와 장기요

양서비스 및 보호행위에 중점을 둔다.

❘제3절❘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의 과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혁동향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아

직 남아 있는 과제를 들자면 크게 재가급여 감소 및 시설급여의 증

가, 장기요양서비스의 낮은 질 개선 필요, 지출증가로 1999년∼2005

년 연간 8.2억 유로 재정적자를 들 수 있다. 

장기요양금고는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관해 감독책임을 지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들

에게 요양서비스의 질 관리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장기요양금고와 서비스제공자간 계약의 일부로 포함한다. 또한, 장

기요양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시설사업자의 자발적인 책임을 강화

하고, 보험자와 시설사업자 간 협약체결을 개선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의 요양결과(outcome)를 기준으로 한 질 향상 노력과 평가는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독일에서는 그 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

용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등급별(재가 현물급여비)급여비용 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즉, 시설서비스 억제를 위하여 재가급여 한도액을 인상할 예정이다. 

둘째, 시설입소 제한, 즉 수발급여 선택에 있어서 대상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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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제한하려고 한다. 따라서 질병금고의료지원단(MDK)의 결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하며, 특히 시설의 경우 질병금고의

료지원단(MDK)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소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의료적 서비스 비용은 질병보험에서 철저히 지급하는 방안

으로 의료와 수발을 철저히 구분하여, 의료적 서비스는 질병보험에

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넷째, 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1인당 단가를 미리 정하여 계약하

는 방법인 포괄예산제가 검토되고 있다. 

다섯째, 보험료의 부담에 있어서 차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즉, 

이미 자녀가 없는 부부 또는 미혼자의 보험료를 인상하였고, 75세 

이상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10배 이상 수발을 요구하고 있어 여

자가 수발비용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차

등 등의 부과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제4절❘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주는 함의

독일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시설요양보다는 재가요양을 강조하기 

위해 현금급여의 액수를 상향조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

리나라에서도 재가요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비용도 절감하고 

장기요양 대상자들에게 좀 더 익숙한 환경과 가족에 의해 수발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의료와 장기요양의 정확한 역할 분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독일

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질병으로 인한 의료적 요양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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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양과의 구분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간병과 장기요양 간 본인부담율의 차이

로 인해 환자들의 입장에서 장기요양에서 간병으로 또는 간병에서 

장기요양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두 제도

의 급여간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에서 비용의 절감노력으로 인해 지출은 어느 

정도 억제되었으나 재정수입의 감소로 인한 재정의 적자가 자주 발

생되었다. 그리하여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의 비용 절감을 위한 노

력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정수입의 증가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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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1절❘ 독일 사회서비스의 특성

이 절에서는 독일의 사회서비스 중 고령자 복지서비스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

서, 독일 고유의 제도적 특징 때문에 먼저 독일 사회서비스의 독특

한 특성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독일 사회서비스는 다음의 3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

지자체의 구심점 역할,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의 공존, 보족성 원칙(박

수지 2010: 118). 독일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법(Sozialgesetz)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기초지자체에 부여하고 있고, 기초지

자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지자체의 구심점 역할’이라 

한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복지 관련 민간단체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래의 <표 3-4-1>에서 보는 것처럼 ‘민간사회복지

사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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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독일의 대표적인 민간사회복지사업단 연합단체

(Spitzenverbände für freie Wohlfarhtspflege)

단체명 비고

 노동자복지 단체 (Arbeiterwohlfahrt)

 독일 카리타스 (Deutshche Caritasverband) 카톨릭 복지사업 기구

 독일 평등 복지연합 

 (Deutsche Paritätischen Wohlfarhtsverband)

 독일 적십자 (Deutsches Rotes Kreuz)

 독일 디아코니 (Diakonische Werk) 개신교 복지사업 기구

 유대교 중앙복지기구 

 (Zentralwohlfahrtsstelle der Juden)

 

출처: 백인립 2011a: 150

민간사회복지사업단들은 제3섹터에 속하는 민간부문 비영리조직

들로서 각 단체마다 전국적인 연합체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고, 이 

연합체의 활동은 연방 보조금을 통해 보장받게 된다(박수지 2010: 

119). 그리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이들 단체와 공공부문과의 협

력관계를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의 공조’라 한다. 

세 번째 ‘보족성의 원칙’이란 위에서 설명한 민간사회복지사업단

의 사회서비스 생산이 공공부문에서의 생산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다. 즉 한마디로 말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

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독일의 사회서비스는 주로 ‘민간사회복지

사업단’과 같은 비영리 민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수

급자 개인이 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한에서 국가가 개입

한다(백인립 2011a: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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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독일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와 시설 현황

단위: 천명

시 설 조사시점 공공기관 민간 사회복지 사업단 민간 영리시설

1. 탁아 시설 2002 40.4 48.9 10.7

2. 청소년 시설 2002  9.2 62.2 28.6

3. 일반 병원 2001 36.2 40.3 23.5

4. 예방 재활 기관 2001 15.7 26.5 57.8

5. 고령자 시설 2001  8.2 56.0 35.9

6. 재가복지시설 2001  1.9 46.2 51.9

7. 장애인 입소시설 2001  5.4 83.9 10.8

출처: Boeßenecker, 2005: 284; 백인립, 2011a: 150에서 재인용

위의 <표 3-4-2>에서 보는 것처럼 고령자 복지서비스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보더라도 서비스 제공 주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즉 사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역할은 지역주민 중 사회서

비스 비용을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들에게 그 비용을 해당기관에 대신 지불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

에서 사회서비스의 많은 영역이 공공부조제도인 사회부조

(Sozialhilfe)에 속하여 있다.

독일의 사회부조는 사회법 XII에 의해 규정되고 있고, 그 법의 6

장에 장애인 복지서비스 그리고 9장에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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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독일 사회부조의 급여 항목

사회법 XII. 3장
일반빈민(고령자, 장애인, 실업자 제외)에 대한 부조급여. 생계지원금 및 주거와 

난방비용 등으로 구성됨

사회법 XII. 4장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기초보장: 빈곤한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부조급여

(2003년에 신설되었다가 2005년에 다시 사회법 XII의 4장으로 삽입됨)

사회법 XII. 5장 보건에 대한 지원: 특히 사회부조 수령자의 질병보험비에 대한 지원

사회법 XII. 6장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부조급여 및 지원 (장애인 복지)

사회법 XII. 7장 요양(노령과 장애 시)에 대한 부조급여 및 지원

사회법 XII. 8장 특수한 사회적 상황(노숙자, 알코올중독자 등)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회법 XII. 9장
다른 생활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고령자에 대한 지원 (고령자 복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

출처: 백인립, 2011a: 149

❘제2절❘ 독일의 고령자 복지서비스

1. 독일의 고령자 복지서비스 개괄

독일의 고령자 복지서비스는 크게 ‘재가복지’(ambulante Altenhilfe)

와 ‘시설복지’(stationäre Altenhilfe)로 나뉜다. 한국식 개념으로 보자

면 재가복지란 ‘노인복지재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

고, 시설복지란 ‘노인복지시설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

다. 독일에 한국식 개념의 ‘노인복지여가시설’은 거의 존재하지 않

는다. 

고령자 재가복지에는 ‘자택돌봄’(häusliche Pflege)과 시설에서의 

주간 혹은 야간 돌봄을 의미하는 ‘단기시설돌봄’(teilstationä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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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lege) 그리고 장기입소시설에서의 ‘단기체류돌봄’(Kurzzeitpflege)

이 포함된다. 이 3가지 서비스가 제공하는 ‘돌봄’을 통해 독일 고령

자들은 한국식 개념의 ‘양로’와 ‘요양’ 또는 이 둘 모두를 제공받을 

수 있다83). 

자택돌봄은 자신의 주택에서 돌봄을 받는 고령자 복지 서비스로

서 ‘민간사회복지사업단’에서는 운영하는 비영리기구(Sozialstation)

나 민간회사와 같은 영리기구(ambulanter Pflegedienst)에서 제공한

다. 단기시설돌봄은 시설에서의 주간 혹은 야간 돌봄이 필요한 고령

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 단기시설돌봄은 이러한 종류의 

돌봄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단기입소시설’에서 행해지

고, 장기입소시설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기체류돌봄은 

장기입소시설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통 최대 6주간의 고령자 입

소가 허락된다. 

독일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또 다른 한축인 ‘시설복지’는 한국식 

개념의 ‘노인복지시설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재가복지의 

핵심은 자택돌봄이고, 이 자택돌봄은 위에서 논의된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 많은 부분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시설복지’에 

집중하여 독일의 고령자 복지서비스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설명될 ‘시설복지’는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와 재정방식’ 그리고 

‘관련 법규’로 구분하여 그 세부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83) 한국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양로’라 하고, 

노인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요양’이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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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고령자 입소시설 서비스

가. 서비스 내용

독일의 입소시설의 종류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눠진다: ‘노인

기숙시설’(Altenwohnheime), ‘노인양호시설’(Altenheime), ‘노인요양

시설’(Altenpflegeheime). ‘노인기숙시설’은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건강한 고령자가 머무는 양로시설이다. ‘노인양호시설’은 

질병 시에 필요한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사일을 혼자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을 지닌 고령자가 입소할 수 있다. ‘노인요양

시설’에서는 질병 등으로 인해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가 입소

하여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노인기숙시설과 노인양호시설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최근 노인

입소시설의 대세는 노인요양시설이다. 노인기숙시설은 주로 1960년

대 번창했던 것으로서 2차 세계대전으로 발생한 과부들이 주로 있

던 곳이고, 노인양호시설도 고령자가 혼자 쓰는 방을 제공해 주는 

형태로서 이곳에 들어가기 보다는 자기 주택에서 ‘자택돌봄’을 받기

를 원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아래 <표 3-4-4>는 이제까지 설명한 재가복지 서비스와 시설복지 

서비스의 종류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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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돌봄

                    재가복지         단기시설돌봄 

                                    단기체류돌봄

 노령자

 복지서비스                          노인기숙시설

 

                    시설복지         노양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주 조사시기
주민수

1

(천만명)

입소

시설의 

시설수

총

수용인원

노인기숙

시설의 

수용인원

노인양호

시설의 

수용인원

노인요양

시설의 

수용인원

복합

시설의 

수용인원
2

Baden-

Württemberg
2000년 1월 10,171. 895 76,000 895 4,500 63,000 0

Bayern 2000년 6월 12,444 1,211 119,813 19,284 19,593 75,691 5,245

Berlin 2000년 12월 3,388 341 31,551 2,247 155 27,521 1,658

Brandenburg 1999년 12월 2,568 229 18,647 174 390 18,083 -

Bremen 2000년 6월 663 71 6,029 133 35 3,446 2,415

Hamburg 2000년 6월 1,735 167 23,057 5,505 - 17,552 -

<표 3-4-4> 독일의 노령자 복지서비스의 종류

다음의 <표 3-4-5>는 독일 각 주의 주민 수와 그 주에 존재하는 

노인입소시설의 시설수 그리고 수용인원을 보여준다. 또한 오른쪽

에는 각 주에 존재하는 3가지 종류의 노인입소시설 각각의 시설수

와 수용인원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5> 독일 내 주별 노인입소시설의 개수와 자릿수 
단위: 천만명, 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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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사시기
주민수

1

(천만명)

입소

시설의 

시설수

총

수용인원

노인기숙

시설의 

수용인원

노인양호

시설의 

수용인원

노인요양

시설의 

수용인원

복합

시설의 

수용인원
2

Hessen 1999년 12월 6,089 536 46,353 2,023 1,214 21,794 21,322

Mecklenburg-

Vorpommern
2001년 2월 1,720 268 13,833 - - 13,637 196

Niedersachsen 1999년 6월 8,001 1,211 75,898 5,789 5,551 64,558 -

Nordrhein-

Westfalen
2000년 6월 18,075 1,729 155,625 10,580 3,543 130,555 10,947

Rheinland-Pfalz 2000년 2월 4,061 372 36,644 4,711 3,180 26,753 -

Saarland 2001년 1월 1,056 108 9,523 311 904 6,878 1,430

Sachsen 2000년 12월 4,296 390 35,795 - 3,325 32,470 -

Sachsen-Anhalt 2000년 6월 2,494 232 20,687 - 92 18,317 2,278

Schleswig-

Holstein
2000년 6월 2,829 597 34,640 430 554 24,863 8,793

Thüringen 2000년 6월 2,355 191 14,889 0 24 14,865 0

총  합 82,501 8,448 716,984 59,687 43,060 559,983 54,254

 주1: 주민수는 2004년 12월 31일 수치이고, 단위는 천만이다

 주2: 요양시설, 기숙시설, 양로시설 중 최소 2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시설형태를 의미한다.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1과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www.destatis.de)를 토대로 재구성; 백인립, 2011a: 156~157에서 재인용

나. 전달체계와 재정방식84)

기초지자체가 자신의 관할 지역에 새로운 노인입소시설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면, 민간사회복지사업단과 접촉하여 한 기관을 선택하

게 된다. 그리고 그 해당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은 새로운 노입입소시

설의 건축비 즉, 투자비용을 은행대출을 통해 마련한다. 노인입소시

84) 앞으로 전개될 노인입소시설 관련 ‘재정방식과 전달체계’ 그리고 ‘관련 법규’의 내

용은 백인립, 2011a: 151~156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일정부분만 수정한 것임

을 밝힌다. 그리고 백인립, 2011a: 151~156의 내용은 백인립, 2009: 87~91에서 기술

했던 것을 재인용한 것이었음을 더불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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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경상비용은 입소고령자의 요양비용과 숙박비로 구성되는데, 

입소고령자의 요양비용은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장기요양보험’에

서 해당 고령자를 기준으로 기관에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입소고령

자의 숙박비는 기초지자체가 ‘사회부조’에서 기관에 개별적으로 지

급한다. 

따라서 상술한 경상비용 지급 때문에 노인입소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관들은 요금 수준에 대해 매년 정부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비록 노인입소시설의 운영주체는 민간기구들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자율성은 요금협정체계를 통해 공공에 의해 규제되고 조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재정방식

은 공공기관인 사회보험,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 그리고 민간 서

비스 제공기관들 사이의 긴밀한 역학관계 속에 놓여 있다. 

노인입소시설의 요금(Heimentgelt)은 크게 요양비(Pflegekosten), 

숙식비(Hotelkosten) 그리고 투자비(Investitionskosten)로 구성된다. 

요양비는 입소고령자의 요양을 위한 비용으로 그 단계가 0부터 3까

지 4가지로 구분된다. 1부터 3까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규정한 3가

지 요양등급을 의미하고, 요양비 단계 0은 요양의 필요가 단계 1보

다 경미한 경우에 해당된다. 숙식비는 말 그대로 식사와 숙박을 위

한 비용이고, 투자비는 시설비용을 의미한다. 입소시설의 건축비는 

기본적으로 은행으로부터의 융자금에 기반한다. 따라서 입소시설들

은 이 대출금을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입소고령자

들로부터 투자비를 받는 것이다.

이처럼 입소고령자에게 받는 요금을 통해 입소시설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운영비를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노인입소시설들은 ‘입소시

설법’(Heimgesetz) 2조 2항에 의거, 운영 및 재정에 있어서 독립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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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

성의 내면에는 국가기구의 실질적인 요금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요금의 내부 사항 중 요양비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

불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숙식비와 투자비는 본인 부담이 기본이

다. 본인 부담이라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독일 고령자들이 공공연금

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 

고령자들은 자신이 받는 연금에서 숙식비와 투자비를 지불하게 된

다. 고령자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사회

부조의 담당자인 기초지자체가 그 고령자의 자산을 조사한 후 사회

부조를 통해 시설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입소고령자 중 사

회부조를 받는 사람은 전체 입소시설고령자의 대략 25 % 정도된

다.85)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이처럼 노인시설들이 장기요양보험과 

사회부조로부터 입소고령자의 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시설들이 

개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조합, 즉 질병보험조합과 기초지자체와 

‘공급계약(Versorgungsvertrag)’을 맺어야 한다는 점이다. 노인시설이 

질병보험조합과 기초지자체와 맺는 2가지의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입소시설계약(Heimvertrag)’이라는 것도 있다. 이 입소시설계약은 

입소고령자 당사자와 시설이 맺는 계약을 지칭한다.

사회법 XI(이 법은 통상 ‘장기요양보험법’이라고도 불린다)에 따

85) Dürr (2004)와 Kost와 Wehling (2003)의 수치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환산한 2002년 

값이다. 만일 입소고령자가 사회부조를 받을 만큼 소득이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충분한 돈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소시설에 있더라도 ‘주택급여

(Wohngeld)’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급여 또한 신청자의 소득을 조사한 후 그에 맞

추어 법에 규정된 급여가 지급되게 된다. 단 사회부조를 받으면서 주택급여를 신청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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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요양’에 대한 공급은 장기요양보험조합이 직접 하는 것이 아

니라, 조합과 ‘계약’을 맺은 ‘요양시설’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조합들은 자신의 가입자들을 위해 노인

시설과 요양에 대한 ‘공급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계약 속에는 시

설이 입소고령자에게 주어야 될 요양의 종류, 내용 그리고 범위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게 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장기

요양보험조합의 의무와 그 가격 또한 포함되게 된다. 이 계약과 관

련하여 중요한 점은 아무 시설이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사회법 XI에서 규정한 요양시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

건들을 구비한 입소시설들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다는 점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조합과 노인시설과의 계약은 사회

부조 담당자 즉 기초지자체의 동의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노인입소시설은 장기요양보험조합과의 계약과는 별도로, 기초지

자체와도 계약을 맺게 된다. 이 계약을 기초지자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기요양보험조합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신의 영역에 거주하

는 고령자들을 위해 그 고령자들에 대한 복지공급 담당자와 공급계

약을 맺는 형식이다. 이 계약에도 장기요양보험조합과의 계약과 유

사하게, 요양 및 시설 서비스의 내용, 범위 그리고 질에 관한 내용과 

기초지자체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와 가격 등이 포함되게 된다. 

그리고 이 공급계약 속에 포함되는 가격은 장기요양보험조합과 

기초지자체와 노인시설이 ‘협상’을 함으로써 결정되게 된다. 노인시

설은 자신 시설의 특수한 여러가지 여건을 토대로 일정액을 요구하

고, 장기요양보험조합과 기초지자체는 자신들이 줄 수 있는 적정한 

액수를 정한 후 가격협상에 임하게 된다. 요금의 항목별로 협상 내

용을 살펴보면, 투자비에 대한 협상은 기초지자체와 노인시설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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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숙식비와 요양비에 대한 협상은 장기요양보험조합과 기초

지자체가 함께 노인시설과 협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 즉 요금은 내용상으로는 장기요

양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기초지자체로부터 사

회부조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요금이지만, 실질적으

로는 해당 시설 요금 자체를 규정하게 된다. 입소시설법에 의하면 

개인이 자비로 돈을 내는 사람과 사회부조를 받는 사람을 구분하여 

차별적인 요금을 받을 수는 없다. 그 결과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기

초지자체가 지불할 수 있는 요금이, 그 시설 입소고령자 모두를 위

한 요금이 되는 것이다. 

물론 민간 영리시설 중 고급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

상 자체를 맺지 않고, 자체적으로 요금을 높게 매기며, 사회부조 수

급 고령자를 아예 안 받는 곳도 있다. 

다. 관련 법규

연방정부는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통해 ‘지방’은 

민주적 대표기구를 구성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28조 1항).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자치조직이 지역의 용무를 담당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세를 통한 재정 마련에 대한 보장 또한 규정하고 있다(28조 2항). 

이와 같이 헌법에 기초하여 구성되는 지자체들은 자신의 지역사

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생업촉진, 인프라 구축(학

교, 유치원, 주택, 여가 시설 등), 사회부조, 외국인 통합정책 등.

사회부조와 관련된 기초지자체의 세부적 임무에 대해서는 연방법

인 사회법 XII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부조는 빈곤

한 사람의 생계를 부조급여를 통해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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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장애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도움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사회법 XII 3조와 97조~101조에서는 사회부조의 담당자는 기

초지자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 71조 ‘노인복지(Altenhilfe)’ 

조항에서는 지역사회의 고령자를 위해 수행하여야 할 기초지자체의 

임무에 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71조 2항 2문에서 기초지자

체는 노인입소시설의 마련 및 입소 고령자에 대해 상담과 지원을 

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연방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

해 지자체들은 노인입소시설에 관한 ‘사회적 계획안’을 만든다. 이 

계획안에는 기초지자체 내의 고령자의 수, 입소시설의 현 자릿수, 

앞으로의 노령인구 증가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노인시설의 

자릿수 등이 파악되고, 얼마나 어떻게 증가시켜 나갈지에 대한 계획

이 만들어 진다.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 하나는 바로 주정부, 

즉 광역지자체의 역할이다. 사회법 XII 에서도 주정부는 기초지자체

의 사회부조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시켜 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7

조). 그러나 주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지원․촉진을 넘어, 노인입소

시설을 포함한 사회부조 관련 사업에 대해 그 종류와 구체적인 실

행 방식을 기초지자체에 지시하는 위치에 있다. 즉 기초지자체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주정부에 제출되고, 주정부는 이를 검토한 후 구체

적인 실행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하며, 그 지자체는 이를 실행에 옮기

게 된다 한 실례로 헤쎈(Hessen)주는 주의 전반적 사정을 고려해서, 

헤쎈주에 65세 인구 1000명당 25개의 입소시설 자리가 필요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 전체를 총괄한 수치이

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고, 이를 참고하여 각 기초지자체들은 노인입

소시설을 위한 사회적 계획안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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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의 신축이 필요할 경우 기초지자체가 직접하기 보다는 

민간사회복지사업단에 위임할 것을 사회법 XII 상에서 촉구하고 있

다. 사회법 XII 5조에서는 지자체와 민간사회복지사업단과의 관계

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들은 민간사회복지사업단과 협력

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법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또한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이 동의하는 한에서 지자체의 임무를 사업단에 

위임할 수 있고, 사업단의 활동과 지자체의 활동이 겹치는 경우는 

사회복지 사업단의 활동이 우선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법 XII 75

조 2항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민간시설이 존재하

고 있거나 그 시설이 증축 또는 신축될 수 있다면 지자체는 사회부

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자체 시설을 새롭게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즉 이는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의 증축 또는 신축 의지

가 없는 한에서만 공공시설의 증축 또는 신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하여 건설된 노인입소시설과 지자체는 사회법 XII 75조 2

항과 3항에 의거 급여와 지급에 관한 계약을 맺고, 사회법 XII의 7

장 61조~66조 ‘요양에 관한 지원’에 의거 입소고령자가 자신의 능력

으로 시설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한에서 사회부조를 지급하게 된다. 

이때 장기요양보험조합도 사회법 XI 72조와 73조 ‘공급계약’, 4조와 

84조, 85조의 ‘지불협정’ 그리고 80조a ‘급여와 그 질에 관한 협정’

에 의거 노인시설과 계약을 맺는다. 

노인입소시설에 대한 국가 기구의 감시와 감독에 대해서는 사회

법XII가 아니라 또 다른 연방법인 ‘입소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입소시설법은 입소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고령자와 장애인)을 보

호하기 위한 법이다. 입소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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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어지는 서비스 즉 숙식과 돌봄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들에게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소인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입소시설

계약’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할지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이러한 규정들이 확실히 시행되느냐를 감시하기 

위해 국가기구의 감독을 명문화 하고 있다. 감독을 위한 기구와 그 

세부규정에 대해서는 주정부에 일임하였지만, 입소시설법 상에는 

시설들은 최소 1년에 한번 검사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입소시설법은 다양한 시행령을 지니고 있는데, ‘입소시설 건

축물에 대한 시행령(Heimmindestbauverordnung)’에는 입소시설이 지

녀야 될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입소 

시설자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시행령(Heimmitwirkungsverordnung)’에는 

입소인은 시설 내에서 그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권리와 함께 이에 대해 

논의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입소시설 보장에 관한 시

행령(Heimsicherungsverordnug)’에는 입소시설이 행해야 할 의무에 관한 

내용이, ‘입소시설 직원에 관한 시행령(Heimpersonalverordnung)’에는 입

소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격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이 밖에 돌봄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등 돌봄 자체에 대해 규정한 

연방법인 ‘돌봄에 관한 법(Betreuungsgesetz)’도 있다. 

입소시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으로는 ‘연방예산시행령’에 근거

한 ‘연방의 노령계획을 위한 지침들(Richtlinien für den Bundesaltenplan)’

이 있다. 이는 노인복지와 노인근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연방 차

원의 촉진 방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2조 14항에서는 자택 또는 시설

에서 요양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해 지원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

고, 제 3조에서는 비영리 입소시설에 대한 지원금(Zuwendung)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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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기술하고 있다. 지원금의 종류에는 입소시설 사업에 대한 ‘프

로젝트 지원금(Projektförderung)’과 시설의 신축․개축과 관련된 ‘시

설 지원금(Institutionelle Förderung)’이 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부

분지원(Teilfinanzierung)’의 의미가 강하다. 즉 사업이나 공사에 대

한 전액지원은 지양하고, 시설 자체의 자구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

고 있는 것이다. 시설이 구체적 자금비용 계획안과 함께 지원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얼마의 지원금을 얼마 동안 줄 것인가를 연

방정부는 결정한다. 

❘제3절❘ 독일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1. 독일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괄

‘장애인 평등법(Gesetze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과 ‘사회법 IX -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SGB IX -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에 의하면 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정서적 건강상태가 일반적

인 상태로부터 6개월 이상 벗어나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삶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한다.

독일의 장애유형은 위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에서 본 것처럼 크게 

신체장애(körperliche Behinderung), 정신장애(geistige Behinderung), 정서

장애(seelische Behinderung)로 구분된다. 이러한 ‘장애유형’보다 독

일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정도’인데, 이는 장애가 있더라도 일

정 정도가 넘어야지만 법적인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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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 혜택 및 지원도 장애정도에 따라 현격히 달라지게 된다.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를 평가하기 위한 법적 기준으로서 

‘사회보상법과 중증장애인법에 의거한 의료 감정을 위한 평가기준 

(이하 평가기준, Anhaltspunkte für die ärztliche Gutachtertätigkeit im 

sozialen Entschädigungsrecht und nach dem Schwerbehindertengesetz)’ 

이라는 것이 있다. 이 각각의 영역 하부에는 그 영역에 속하는 세부

적인 기관과 장애에 관한 항목들이 있고, 각 항목들은 그 장애의 경

중에 따라 십진법에 근거하여 10부터 100까지로 점수화 되어 있다. 

만일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면, 개별 항목들에 대한 

점수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장애항목들 중 가장 정도

가 심한 장애 부분을 중심으로 다른 기관의 장애가 이 기관의 장애

를 얼마나 더 악화시키는지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심각한 심장

질병과 폐기종 그리고 경미한 발의 장애가 있다면, 심각한 심장질병

으로 인해 이 사람의 행위 능력은 벌써 극도로 저하되어 있기 때문

에, 나머지 두가지 장애는 평가에서 그리 비중있게 다루어 지지 않

는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원호청(Versorgungsamt)에 원

서(Antrag)을 내고, 원호청은 위에서 논의한 ‘평가기준’에 의거 그 

사람의 장애 정도를 감정 하게 된다. 평가를 통해 나온 점수가 최소 

20 이상이 되어야 장애인(Behinderte)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산출된 

점수가 50 이상이 되어야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으로 간주되

며,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지만 ‘일반고용’과 같

은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2년마

다 장애인에 대한 통계를 내도록 되어 있지만, 그 조사대상을 중증

장애인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하려면 잠시 ‘장애정



579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장애 유형 명수 %
장애 정도 별 명수

50 60 70 80 90 100

육체 장애

∙수족의 상실 또는 부분 상실

∙수족의 기능저하

∙척추, 몸통의 기능저하, 흉곽의 기형

∙하반신 불수

∙시력상실 및 시각 장애

∙언어장애, 청력상실, 청각장애, 평형 장애

∙한쪽 또는 양쪽 유방의 상실, 기형 등등

∙내부 장기 기능의 저하 

4,447,147

83,407

953,082

907,005

16,794

344,367

249,698

174,798

1,747,996

67.4

1.3

14.4

13.7

0.3

5.2

3.8

2.6

26.3

1,491

14

309

422

0.2

49

72

62

563

800

9

187

184

0.2

29

45

40

307

547

12

134

111

0.2

26

36

17

211

536

14

119

82

0.7

28

33

22

238

237

9

56

34

0.3

22

16

7

94

867

27

149

74

15

193

48

26

335

도’에 대한 논의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장애등급 50 이상이 되어 

중증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사람은 원호청으로부터 ‘중증장애인 증명서

(Ausweis)’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 증명서는 5년간만 유효하며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정도 50 미만의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 후 자신의 장애등

급이 적혀 있는 통지서(Bescheid) 한 장 받는 것으로 끝난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에게만 증명서가 발급된다는 의미는 중증장애인이 자신

의 권리를 수급하기 위한 제시용 목적도 지니지만, 국가에 공식적으

로 등록된다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계청의 

장애인구에 대한 공식조사 시, 현재 ‘유효’한 중증장애인 증명서를 

지닌 사람만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증 장애인은 6,638,892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82,532,000명)의 8%에 해당한다(Statistisches Bundesamt 

Deuschland, 2005: 227).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 수에 대

해서는 추정치만이 존재할 뿐인데, 2002년에 나온 한 연구에 의하면 

대략 천만명정도로 추산하고 있다(Weyand and Schubert, 2002: 26). 

<표 3-4-6> 유형별, 정도별 중증장애 인구
단위: 명,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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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 명수 %
장애 정도 별 명수

50 60 70 80 90 100

뇌신경 곤란, 정신 장애, 정서 장애

∙뇌조직 발작

∙뇌조직에 의한 정신이상 증상, 징후적 정신이상자

∙정신발달 장애

∙정신이상자 (정신 분열, 정서적 정신이상자); 

노이로제, 인격장애 그리고 행동장애

∙증독증

1,158,251

154,808

416,900

281,367

267,519

37,657

17.4

2.3

6.3

4.2

4.0

0.6

229

30

66

23

109

12

117

19

36

12

42

7

103

17

37

14

30

5

156

22

56

37

35

5

59

9

27

9

9

2

499

57

205

186

43

6

기타 그리고 정의 내리기가 곤란한 장애 1,003494 15.1 320 147 106 124 51 256

총   계 6,638,892 100 2,040 1,063 756 816 343 1,651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Deuschland, 2005: 227

독일의 장애인 복지서비스(Behindertenhilfe)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과 동일하게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독일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크게 ‘의료재활(medizinische Rehabilitation)’, 

‘근로에 참여(Teilhabe am Arbeitsleben)’과 ‘사회생활에 참여(Teilhabe 

am Leben in der Gemeinschaft)’로 나눠진다. 

  ￭ 의료재활: 장애를 극복 또는 완화하고, 장애의 악화를 예방하

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의료 재활에는 의사에 의한 치료, 

약물 및 도구 지급, 심리치료 등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비 지급(예를 들어 질병수당, 상해수당 등)까지 이루어진다. 

  ￭ 근로에 참여: 장애인의 생업능력을 유지, 증진, 회복시키고, 근

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참여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목

적을 지닌다. 근로에 참여의 서비스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대

표적인 것으로는 직업 훈련 및 재훈련, 직업훈련 시 생활비 지

원, 취업 촉진(상담, 알선, 작업장비 및 이동 장비에 대한 보조 

등), 보호고용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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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생활에 참여: 일상의 사회생활에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타인에 의한 수발로부터 최대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생활하

도록 하는 목적을 지닌다. ‘사회생활에 참여’ 서비스로는 장애

에 적합한 거주지 마련 지원, 비장애인과의 만남 등을 촉진하

는 문화생활 지원, 주변 환경과의 의사소통 촉진(예를 들어 수

화통역사 대동),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치료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장애등급 20 이상의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장애등급 50 이상의 중증장애인만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

반고용’ 서비스이다. 일반고용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의무고용

  ￭ 임금 보조

  ￭ 근로에 수반하는 지원

  ￭ 해고로부터의 보호

  ￭ 추가 유급휴가

  ￭ 사업장내 중증장애인 대표단 구성

  ￭ 통합전문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일반고용 서비스 이외에 중증장애인 만을 위한 중

요한 복지정책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불리완화급여

(Nachteilsausgleichsleistung)’라는 것이 있다. 불리완화 급여에는 조

세감면, 공공교통기관의 무료사용, 자가용 세금감면, 주차특혜 그리

고 TV-라디오 시청료 면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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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과 달리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독일의 장애연금은 두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완전장애(매일 3시간미만으로 노동이 가능한 사람)인 경우

로서 노령연금과 동일한 액수의 장애연금을 받지만, 부분장애(매일 

3시간 이상 6시간미만의 노동이 가능한 사람)인 경우의 장애연금은 

그 액수가 노령연금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러나 부분장애를 

지닌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의 한 종류인 ‘중

증장애인을 위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더 높은 액수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중증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정도 30 부터 50 이전의 장애

인도 특정조건 아래에서 심사를 거쳐 중증장애인과 ‘동일대우

(Gleichstellung)’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연방노동청

(Bundesagentur für Arbeit) 산하 지방 노동사무소(Arbeitsagentur)에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①중증장애인과 ‘동일대우’없이 취업이 불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나, ②‘동일대우’에 의한 지원 없이 그 장

애인이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노

동사무소는 ‘동일대우’를 허가해 주게 된다. 단 이러한 ‘동일대우’에 

의한 지원 및 혜택에서 추가 유급휴가나 공공교통기관의 무료사용 

등은 배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중 보다 집

중적인 원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에 집중하여 앞으로의 지면을 할애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일의 중증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의 핵심은 ‘일반고용 서비스’이

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절에서는 ‘일반고용 서비스’에 집중하여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와 재정방식’ 그리고 ‘관련 법규’를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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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도록 하겠다. 

2. 독일 장애인 일반고용 서비스86)

가. 서비스 내용

1) 의무고용제도

2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사업장 및 공공사업장은 최소 

5%의 일자리를 중증장애인에게 할애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몇몇 연방 공공사업장 같은 경우는 6%의 의무고용률을 지니고 

있는 곳도 있다. 

만일 중증장애인이 해당 사업장에 피고용인으로 고용된 것이 아

니라, 직업훈련생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면, 이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생을 위한 사업장 내의 한 자리는 의무고용 두 자리로 간주된다. 또

한 아주 심한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다면, 노동청은 이 사람을 

위한 사업장 내의 한 자리를 최대 의무고용 세 자리까지로 간주해 

줄 수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5: 39).

만일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인은, 고용하지 않은 

일자리 당 다음과 같은 부담금(Ausgleichsabgabe)을 내게 된다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3: 148).

86) ‘2. 독일 장애인 일반고용 서비스’ 아래에서 소개될 내용은 백인립, 2011b: 243~254

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일정부분만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백인립, 2011b

는 백인립과 박수지가 공동저자로 하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3권에 게재한 논

문 “Implications of the German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n Korea - focusing 

on the general employment policy for the severely disabled” 중에서 백인립이 쓴 부분

을 다시 한국어로 옮기고 일정부분 수정ㆍ보완한 것이었음을 더불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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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7> 독일의 부담금 체계
단위: 유로

부담금 기준 액수(월)

3% 이상 5% 미만의 의무고용 준수 시 월 105 유로

2% 이상 3% 미만의 의무고용 준수 시 월 180 유로

2% 미만의 의무고용 준수 시 월 260 유로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3: 148

2003년에는 총 5억2천6백만 유로의 부담금이 걷혔고, 이 돈은 

2004년에 시행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과 근로지원사업을 위해 사용

되었다(BIH 2005: 15).

2) 임금보조제도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

업은 ‘취업보조금(Eingliederungszuschuß)’이라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조 정책이다. 노동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보조금’은, 이

러한 보조금 없이는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항목들 중에 중증장

애인을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취업보조금은 기본적으로 피고

용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취직 초반에 피고용인의 미숙으로부터 발생하는 생산성 저

하를 보상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지니고 있다. 

취업보조금의 종류로는 ‘일반 취업보조금’, ‘취업이 어려운 사람

들을 위한 취업보조금’, ‘나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취업보조금’ 그리

고.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보조금’이 있다

(Bundesanstalt für Arbei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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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8> 취업보조금의 종류와 내용

종 류 내  용

일반 취업보조금

취직 초반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처음으

로 취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임금보조로서, 6개월간 임금의 30%까지 

지원된다.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

한 취업보조금

이 취업보조금에 장기실업자와 중증장애인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는 

임금의 50%까지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70%까지 24개

월도 가능하다.

나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취업보조금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있다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을 때 

지급되는 임금보조금이다. 일반적으로는 50%까지 24개월 지원되나, 특

별히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70%까지 60개월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취업보조금

(이하 특별 장애보조금)

해당 장애인에게 70%까지 36개월 간 지급된다. 또한 이러한 특별히 고려

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취직시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60개월까지, 

55세가 넘었으면 96개월 즉 8년간 70%의 임금 보조가 지급된다.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된

다: 근로를 함에 있어서 장애로 인해 특별한 원조자가 필요한 경우, 고용

인이 그 장애인 근로환경 등을 위해 추가로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 

장애로 인해 그 장애인의 생산량이 명백히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다른 

기타 장애 없이 정신장애 또는 정서장애 또는 간질병만으로 장애등급이 

50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처럼 독일의 임금보조 정책에서는 취직이 힘든 

정신지체 장애인을 다른 중증장애인보다 좀 더 우대해 주고 있다.

자료: Bundesanstalt für Arbeit, 2004

‘특별 장애보조금’이 아닌 기타 다른 3가지 취업보조금 혜택을 받은 

중증장애인은 2004년에 총 1,017명이었고(Bundesagentur für Arbeit 

2005c: 160), ‘특별 장애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총 20,442명이었다

(Bundesagentur für Arbeit 2005b). 한편 ‘특별 장애보조금’을 위한 

노동청의 지출은 2004년에 2억 9,478만 유로(노동청 총 지출의 

0.5%)이었던 반면, ‘특별 장애보조금’을 제외한 기타 취업보조금 전체 

지출은 9억 765만 유로로서 노동청 총 지출의 1.7%이었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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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내  용

노동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해당 중증장애인이 직장에서 노동을 할 때 필요한 서고, 앉고, 잡고, 보고, 

듣고 등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이 장비들은 

기본적으로는 고용인이 마련을 하여야 하나, 장비가 고가인 경우 등 해당 

고용인의 능력의 한계를 넘는 경우에 이 비용이 지원된다.

직장에 출퇴근을 위한 지원

중증장애인이 직장에 출퇴근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또는 가능하도록 하

기 위한 현금지원이다. 여기에는 자가용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추가장비

설치 등이 포함된다.

장애에 적합한 집 마련을 위

한 지원

지원금, 대부 등의 형태로 중증장애인의 집 마련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

다. 단 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은 장애인의 ‘근로에 참여’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 이외에도 기업가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직업교육

시키면, 그 교육비용의 80%까지(예외적 상황에서는 100%까지) 지

급받을 수 있다(Bundesanstalt für Arbeit 2004). 이와 같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직업교육을 받은 중증장애인은 2004년에 총 2,345명이었

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05b).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가가 교육 후 그 중증장애인을 자신의 사업장에 고용하면, 일 

년간 70%까지 임금보조를 받을 수 있다. 

3) 근로에 수반하는 지원

‘근로에 수반하는 지원(begleitende Hilfe im Arbeitsleben, 이하 근

로지원)’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적정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 일자

리를 유지․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근로지원은 크게 중증장애

인에게 주는 지원과 고용인에게 주는 지원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근로지원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 3-4-9> 피고용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근로지원’의 종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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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내  용

작업능력의 증진을 위한 프

로그램 참여에 대한 지원

작업능력의 증진을 위한 직업교육 등에 참여시 현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현대 기술발전에 중증장애인을 적응시키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다. 이 급여의 대상은 이제까지 주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었다. 

장애 관련 특수한 상황에 대

한 지원

‘근로에 참여’와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간주되

는 것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력의 유지를 위한 지원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교육과 관련된 현금지원이다. 단 직업 재활․교육

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연금조합, 산재조합 등이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통합사무소가 부담한다.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5: 339-340; BIH, 

2005: 17-20

한편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을 목적으로 고용인에게 지급되는 대

표적인 급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 3-4-10>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인에게 지급되는 ‘근로지원’의 종류와 내용

종 류 내  용

장애에 적합한 직장 내 시

설 마련을 위한 고용인에 

대한 급여

직장 내 시설을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적합하게 개축 또는 신축코자 할 

때, 고용인은 대부 또는 지원금의 형태로 필요한 비용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에 적합한 일자리 창

출을 위한 고용인에 대한 

급여

고용인이 중증장애인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을 창출한다면, 고용인은 

대부 또는 지원금의 형태로 필요한 비용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고

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체가 혹은 의무고용에 해당되는 기업이 의무고용률

을 초과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통해 특별한 중증의 중증장애

인이 취업되는 경우나 12달 이상 실업자이던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고용장

에 있던 중증장애인이 취업되는 경우에도 고용인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과부담 시의 고용인에 대

한 지원

특별한 중증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시에 발생하는 고용인의 과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현금지원이 지급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생산성이 낮은 

경우, 중증장애인을 위한 작업지도 또는 수화통역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고용인은 임금보조를 받을 수 있다.

자료: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5: 339-340; BIH, 

20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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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고로부터 보호

‘해고로부터 보호(Kündigungsschutz)’라는 제도 또한 중증장애인

의 고용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독일은 고용인이 자신의 

피고용 중증장애인을 해고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가 없다. 고용인은 무조건 통합사무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심사(모든 관련자와의 구두교섭 포함) 이후 통합사무소가 

동의해 줄때만 자신의 피고용 중증장애인을 해고할 수 있다. 이제까

지 대략 매년 제출된 사유서 중 18% 정도가 이 법을 통해 해고로부

터 보호받아 왔다(Cloerkers 2001: 48; 더욱 자세한 내용은 

Bethmann, Felds Schmidt, Schmidt 1999: 288~306 참조).87) 

5) 추가유급휴가

또 다른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반고용제도로서 ‘추가유급휴가’라는 

것이 있다.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 피고용자보다 1년에 1주일, 정확

히 말해 5 노동일의 더 많은 유급휴가를 받는다(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5: 40).

6) 사업장내 중증장애인 대표단

사업장내에 5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다면, 법으로 

‘중증장애인 대표’(Schwerbehindertenvertretung)을 선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 대표단은 사업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이해를 대변하

87) 2004년에도 제출된 사유서 35,572건 중 18.88%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서가 동의되었

는데, 해고의 근거로서는 직장 내 일자리 감축(38.30%)이 가장 많았고, 사업장 자체

의 폐업(17.59%)이 그 뒤를 이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결근(14.53%)과 장애로 

인한 작업능력의 저하(10.91%)도 피고용 중증장애인 해고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

였다(BIH 200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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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편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Bethmann, etl al. 1999: 

189~190).

7) 통합전문서비스

중증장애인 일반고용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제도로서 

‘통합전문서비스(Integrationsfachdienste)’라는 것이 있다. 이 서비스

의 담당주체인 ‘통합전문가(Integrationsberater)’들은 특별히 심각한 

중증장애인의 고용, 노동수행, 취업안정을 돕는다. 통합전문가들은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상담하고, 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

아 주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는 상담

자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3: 58, 163). 2001년 시작된 이러한 통합전문서

비스는 매년 6,00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일반노동시장에 진출시

키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최낙관 2008: 400). 

나. 전달체계와 재정방식

독일의 각 주에는 주정부 산하에 통합사무소(Integrationsamt)라는 

곳이다. 이 통합사무소는 오직 중증장애인 고용 관련 업무만을 담당

하는 곳으로서, 그 구체적 업무로는 부담금 징수, 근로에 수반하는 

지원, 해고로부터 보호 등이 있다. 통합사무소의 이러한 사업수행을 

위해 부담금 총액의 55%가 통합사무소로 배당된다. 2003년에 걷힌 

5억 2천6백만 유로의 부담금 중 2억 8천9백만 유로가 2004년에 통

합사무소로 배당되었다. 그리고 이자 등 기타 다른 수입을 포함하여 

총 3억 7천백만 유로의 예산을 가지고 통합사무소는 중증장애인 고

용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BIH 2005: 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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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총액 중 나머지 45%는 연방정부 산하 보건복지부에서 관

리하는 ‘조정기금(Ausgleichsfonds)’으로 유입되고, 그 중에 절반 이상

이 다시 연방정부 산하 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으로 이전

된다. 각 지방에 노동사무소(Arbeitsagentur)를 두고 있는 노동청은 

독일의 고용 및 실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중증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업체의 의무고용이행을 감독하고, 중증

장애인 취업촉진 및 직업알선의 임무를 지니는데, 이 임무에 ‘취업

보조금’이라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조’가 포함된다. 2004년에 

부담금에서 ‘조정기금’으로 유입된 자금은 총 2억 2천만 유로였고, 

이 중 절반이 노동청으로 이전되었다. 노동청 전체 수입에서 이러한 

부담금의 비중은 0.4%를 차지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중증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부담금이 노동청으로 들어가지만, 이 목적

만을 위해 부담금을 다른 수입과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 즉 부담금은 유입 후 노동청의 다른 모든 수입과 합쳐지게 된다

(Bundesagentur für Arbeit 2005a). 노동청의 주 수입원은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료로서 전체 수입의 94%를 차지했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05a).88)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반고용제도 관련 

주무처는 중앙정부의 노동청과 주정부의 통합사무소이다. 그러나 

‘임금보조’ 중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보조

88) 위에서 말한 55대 45의 부담금 분배는 단순히 숫자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

니다. 연방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중요시 하는 독일에서, 연방

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중증장애인 고용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오랜 논의 끝에 

설정된 비율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배 비율은 최근에 변화를 겪었는데, 2005년부터 

징수되는 부담금 중 70%가 통합사무소에 머물게 되고, 나머지 30%가 조정기금에 

유입되며, 이 30%의 액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그 중 26%가 노동청으로 이전되게 

되었다(BIH 20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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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경우 그리고 ‘근로지원’ 중 ‘직장에 출퇴근을 위한 지원’과 

‘장애에 적합한 집 마련을 위한 지원’ 그리고 ‘노동력의 유지를 위

한 지원’ 등등은 기타 다른 사회보장 담당기관이 지불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노동청과 통합사무소가 담당하고(물론 이 두 기관이 

많은 경우를 담당하지만) 어떤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 담당기관이 지

원하는지는, 이 기관들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 자리에서 체계적 

개괄이 불가능하다. 다만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만을 거론해 본

다면 다음과 같다.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독일의 장애인 복지서비

스는 ‘의료재활’, ‘근로에 참여’ 그리고 ‘사회생활에 참여’로 나누어

진다. 그리고 이 사업들 전체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연방

정부의 노동청과 주정부 산하 통합사무소 이외에도 질병보험조합, 

연금보험조합, 재해보험조합, 전쟁상해자 담당기관, 청소년복지 담

당기관, 사회부조 담당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관들도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으로 지적되었던 것처럼 또다시 여러 조

합들로 분산되어 진다. 질병보험조합만 하더라도 지역 질병보험조

합들, 직장 질병보험조합들, 직업조합 내 질병보험조합들, 농민 집

병보험조합,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자 질병보험조합들, 선원 질병보

험조합, 광업노동자 질병보험조합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연금보험조

합은 주(州) 연금보험조합들, 광업노동자 연금조합, 연방철도 연금

조합, 선원 연금조합이 있고, 사무직 노동자를 위해 사무직 노동자 

연금조합 그리고 농민을 위해 농민 연금조합이 따로 존재 한다. 재

해보험 또한 산업 직업조합들, 농업 직업조합들 그리고 공공 재해조

합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쟁상해자 관련 업무는 위에서 한번 언급한 

장애정도를 판단해 주는 원호청과 부조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주정부와 기초지자체 소관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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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담당기관과 사회부조 담당기관의 실무 책임자는 기초지자체들이

다. 이처럼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보장기관들이 어지럽게 산재해 있

는데다가, 더불어 대부분의 기관들이 장애인 업무만을 전담하여 보

는 것이 아니라, 자신 고유의 여러 가지 임무 중에 장애인 복지서비

스 업무가 한가지로 부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일 시스템의 복잡성

은 더욱 증폭되어 진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

해 장애인이 자신에게 법적으로 적합한 기관을 혼자 힘으로 찾아간

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기관들 이외에 각 

지방에 중립적인 ‘공동 서비스 사무소(Gemeinsame Servicestellen)’

라는 것을 별도로 두어 해당 장애인이 어디로 갈지 상담 및 알선 업

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89)

다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예만 들

어보자. 만일 20년 정도 정규 사무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어떤 사람

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 따라서 기

존에 다니던 직장에 출퇴근이 불편하게 된 경우에는, 사무실까지 가

는 직장 내 통로 개조 비용과 장애에 적합한 자가용 개조 비용을 통

합사무소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 노동자 연금보험조합에서 

그 비용을 전담하게 된다. 

한편 ‘통합전문서비스’를 수행하는 ‘통합전문가’들은 노동청, 통

합사무소 또는 재활기관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특별히 심각한 중증

장애인의 고용, 노동수행, 취업안정을 돕고 있다. 

89) 이상의 설명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2005: 12-14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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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법규90)

상술한 것처럼 독일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고용정책이 발전되

어 왔다. 그러나 1974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혜택은 모든 중증장

애인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또는 작업장에서 심하게 상해를 당한 

사람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었다. 

1차 대전 전까지는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원

호법(Militärversorgungsgesetz)’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다. 오스

트리아와 함께 독일이 주도했던 1차 대전으로 인해 독일은 백구십

만 명의 사망자와 구십만 명의 전쟁부상자를 얻었다. 이 전쟁부상자 

중에서 이십오만 명이 생업능력의 50% 이상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1919년 1월, ‘중상자의 고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schäftigung Schwerbeschädigter)’이 제정되었

다. 또한 이 법에는 전쟁 부상자뿐만 아니라, 산업화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중증의 산업재해자를 포함시켰다. 이 시기부터 중증상해자

의 기준은 생업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 규정되었으며, 중

증상해자의 의무고용과 해고로부터 보호 등의 법 규정이 마련되었다. 

독일은 다시 병사만 삼백이십만 명이 전사하는 2차 대전을 겪는

다. 전쟁 직후 독일 전역에는 1차 대전의 전쟁상해자를 포함하여 총 

백오십만명의 전쟁상해자가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 절반이 생업 능력

의 50% 이상을 상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전쟁 직후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당했기 때문에, 각 지역은 각기 

나름대로의 전쟁상해자를 위한 법령을 만들었고, 이후 이 법들을 통합

시킨 것이 1953년의 ‘중증상해자법(Schwerbeschädigtengesetz)’이다. 

90) 이 절에서 논의되는 법규 관련 내용은 Neumann and Pahlen, 1999: 47-60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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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법은 다시 1974년 ｢중증장애인법(Schwerbehindertengesetz)｣으

로 발전되었다. 발전된 현대 사회에 발맞추어, 원인에 상관없이 중

증장애인을 보호하자는 정부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중증의 전쟁상해자와 산업재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뛰어 넘

어 전 중증장애인으로 그 급여 대상이 확대되었다. 

1970년부터 시작된 사회법 작업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사회

보장 관련 법과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었다. 이러한 법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재활 등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법 규정들과 중증장애인법이 통합되면서, 2001년 7월 ｢사회법 

IX–장애인의 재활과 참여｣가 탄생하게 된다. 이 법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는데, 1부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재활｣, ｢근

로에 참여｣, 그리고 ｢사회생활에 참여｣라는 3가지 복지 급여에 대한 

규정이고, 2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에는 ｢장애인 평등법(Gesetze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이 제정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장애

인에게 삶의 동등한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4절❘ 독일의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가 주는 함의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원을 제

공하고, 시설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에 상응

하여 지방정부는 매칭 방식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을 건립하고, 이 기관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써왔

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은 2007년 전자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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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아동 복지서비스 및 고령자 복지서비스 

등 8개 영역에서 바우처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중앙정부 관리 하에 

서비스 공급자로서 민간의 역할이 확장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하

지만 질 낮은 비영리 공급자의 확대 및 영리기관의 서비스 독점 등

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재 바우처 제도는 지속적인 개혁 드라이브

에 걸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체계적인 민간

협력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고령자 복지서비스가 한국에 주는 함의

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중앙정부는 입법을 통해 전반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주정부는 그 큰 틀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구체계

획을 마련한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다시 주정부의 계획 하에서 실

행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공급과 재정책임을 기초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운영주

체는 민간 기구들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자율성은 기초지자체와 장

기요양보험과의 요금협정체계를 통해 공공에 의해 규제되고 조절된

다. 즉 고령자 복지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운영책임은 민

간에게 있지만 공공에 의해 철저히 규제됨으로써 민간의 활동이 공

공성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독일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반고용 서비스를 통해서는 한국에서 

보다 많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생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치

들에 대한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

용률은 민간기업 2%, 공공기업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독일과 같

은 5%의 의무고용률로 상승시키는 급진적 방안 이외에 다음과 같

은 제도들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독일과 같은 차등적 

부담금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

진을 위해 경증과 중증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서로 다른 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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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는 ‘이중차등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독일과 같은 

임금보조제도, 고용장려금의 확대, 해고신고제도, 그리고 ‘통합전문

서비스’와 같은 제도들도 한국에서 1차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고

용을 촉진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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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

독일에서 아동지원서비스 근거법은 ‘아동ㆍ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이다. 즉 아동과 청소년을 같은 정책 대상으

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지원서비스를 언급할 때 

항상 ‘청소년’이 지원 대상으로 함께 등장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과 청소년 모두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집단보다 단순한 보호보다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겠다.

물론 연령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을 아동(Kind), 청소년(Jugendlicher), 

젊은 성년(junger Volljähriger), 청년(junger Mensch)으로 분류한다. 

이때 아동은 14세 미만, 청소년은 14세 이상 18세 미만, 젊은 성년

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을 의미한다(SGB Ⅷ § 7(1)1-4).

❘제1절❘ 아동지원서비스 발전 과정과 특징91)

1. 아동지원서비스 변화 흐름

아동지원서비스는 ‘구호’에서 ‘보호’, 그리고 ‘지원’으로 그 주요 

흐름이 변하였다(Schilling 2005:82-84). 

20세기 초까지 정책 주 흐름이 ‘청소년구호’이었다면, 1911년 프

91) 김미숙 외(2010) 내용 중 본 연구자가 집필한 부분 내용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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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이센 청소년령(Preußischer Jugendpflegeerlass)에서는 구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보호 개념을 도입하였다. 바이마르 공화국에

서 1924년 시행한 제국청소년복지법(Reichsjugendwohlfahrtsgesetz)

에서는 하위 분야로 청소년보호와 청소년구호를 유지하면서 주 사

업 개념을 지원으로 제시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은 건국 후 

1961년 청소년복지법(Jugendwohl- fahrtsgesetz)을 제정하고 청소년

지원의 사업 전통을 이어나갔다. 동서독 통일 이후 1991년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에서는 청소년지

원 개념 하에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사회복지(Jugendsozialarbeit)를 주 

사업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가. 청소년구호(Jugendfürsorge)

아동구호보다는 청소년구호라는 용어가 존재하였으며, 청소년구

호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특히 저소득층 빈곤ㆍ유기 아동ㆍ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ㆍ학교ㆍ복지단체ㆍ사회참여적 개인이 제

공하는 모든 종류의 도움을 의미하였다(Schilling 2005:82).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 대상 청소년구호 개념은 칼 피셔(Karl Fischer)

가 베를린에 슈테그리츠 김나지움(Steglitzer Gymnasium)을 설립하

고 뒤이어 일명 ‘여행운동(Wandervogel)’ 운동을 전개하면서 변화하

게 되었다. ‘여행운동’은 산업혁명기 제도화된 학교 교육을 통해 경

직된 청소년문화를 극복하고 자연에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eine ei-

gene Lebensart)’을 찾자는 취지로 전개되었다. 피셔는 여행운동을 

조직화하고 개혁교육학(Reformpädagogik), 나체문화(Freikörperkultur), 

인생개혁운동(Lebensreformbewegung) 등 개념을 도입하였다. 여행

운동 전개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저소득층에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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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층으로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일반 청소년도 상황에 따라서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도 높아졌다(Schilling 2005:82). 

나. 청소년사업으로서 청소년구호와 청소년보호

요보호 아동ㆍ청소년과 일반 아동ㆍ청소년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

냐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1911년 프러이센 청소년령(Preußischer 

Jugendpflegeerlass)에서 청소년사업을 상위 개념으로 하고 그 밑에 

청소년구호와 청소년보호를 분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Schilling 

2005:82). 

아동ㆍ청소년구호가 시설 중심으로 저소득층 비행 아동ㆍ청소년 

교육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Dressel 1932:17), 아동ㆍ청소년보호

는 사회 발전에 따라 가족, 학교, 직장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교육을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해하였다. 국가는 지역 민간비영리복

지단체와 협력하여 모든 계층 아동ㆍ청소년을 특히 신체적ㆍ풍속적 

방치(körperliche und sittliche Verwahrlosung)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가졌다(Döpp 1997:21~22). 

아동ㆍ청소년구호가 당시 표현으로 소위 ‘손상된’ 아동ㆍ청소년

을 개입 대상으로 했다면, 아동ㆍ청소년보호는 모든 연령의 소위 

‘정상적이며 건강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 하겠다(Döpp 1997:22).

다. 청소년지원(Jugendhilfe)

1924년 제국청소년복지법(Reichsjugendwohlfahrtsgesetz)은 아동ㆍ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일 최초 전국 적용 법이라는 의미를 갖는

다. 1922년 제정되고 1924년 시행된 동 법에 따라 독일에서는 아동ㆍ

청소년복지 관련 다음 내용들이 처음으로 법 규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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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지방자치단체 별 청소년국(Jugendamt) 운영을 시작하였

다. 따라서 동 법을 청소년국법(Jugendamtsgesetz)라 부르기도 하였

다. 청소년국은 오늘날에도 아동ㆍ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주는 최일

선 공공 조직이다. 청소년국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상담, 아동ㆍ청소

년 학교 생활 지원, 모성보호, 영아 보호 등 포괄적인 가족지원 서비

스를 실시하는 과제를 가졌다. 둘째,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덕목

을 성장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이 성취할 수 있는 권리를 처음으로 

법에서 보장하였다. 셋째, 아동ㆍ청소년 양육에 있어서 우선권이 부

모에게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부모가 양육 능력을 상실할 때에만 국

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 국가와 가

족 역할 우선 순위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넷째, 구호와 보호

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지원를 사용하였다(동 법 2조). 자녀 

양육에서 부모보다 국가가 우선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부모 책임을 강조한 맥락에서 ‘지원’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Siegel 

2008:6).

1945년 패전 후 서독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아동ㆍ청소년 정책 

기조를 계승해 갔다. 1961년 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

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제국청소년복지법에서 설정한 ‘지원’ 개념

을 계승하면서 다만 전 법명의 ‘제국’을 삭제한 수준 정도 개정이었

다(Mierendorff, 2010:101).

라.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사회복지

동서독 통일 후 1991년부터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에서는 청소년 지원 개념을 청소년사업(Jugen- 

darbeit)92)과 청소년사회복지(Jugendsozialarbeit)로 분류하여 제시하



604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사업은 주대상을 아동ㆍ청소년 전체로 설정하고 있

다. 아동ㆍ청소년사업은 가정, 어린이집, 학교, 직업학교 외 영역에

서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갖는다. 가족과 학교 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아동ㆍ청소년사업을 그래서 교육의 세 번째 축(drittes 

Standbein der Erziehung)이라고도 한다.93) 아동ㆍ청소년사업 목적은 

아동ㆍ청소년 인격발달에 기여하는 것이다. 아동ㆍ청소년사업은 아

동ㆍ청소년의 이익과 관심을 반영해야 하며, 아동ㆍ청소년의 자기

결정능력, 책임감, 사회참여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SGB Ⅷ § 11(1)). 

아동ㆍ청소년사업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SGB Ⅷ § 11(3)).

① 학교 교육을 제외한 영역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정치ㆍ사회ㆍ

건강ㆍ문화ㆍ환경ㆍ기술 교육

② 운동, 놀이, 여가 선용

③ 노동 현장ㆍ학교 생활ㆍ가족 생활 교육

④ 아동ㆍ청소년 국제 교류

⑤ 아동ㆍ청소년 휴양94)

⑥ 청소년 상담

아동ㆍ청소년 사업 주체는 비영리복지법인 소속 청소년 단체라고 

92) Sozialarbeit를 사회복지보다 사회사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 Wohlfahrt가 복

지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사회사업(Sozialarbeit, Social 

Work)을 사회복지로 사용하는 경향이 주 흐름이라서 불가피하게 ‘복지(Wohlfahrt)’

와의 혼돈을 무릅쓰고 Sozialarbeit를 사회복지로 번역하였다.

93) http://de.wikipedia.org/w/index.php?title=Spezial%3ASuche&search=Jugendarbeit(2010년 9월 

3일 내려받음).

94) 가족 경제 사정 내지 낮은 소득 때문에 휴가를 갈 수 없는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휴가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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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SGB Ⅷ § 12). 다양한 청소년 단체를 총괄하는 연방 차

원 주요 조직으로 독일연방청소년연합(Deutscher Bundesjugendring)

이 있다. 동 연합에는 2010년 현재 24개 회원 조직이 속해 있으며 

약 550만 명 회원이 가입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사업이 전체 아동ㆍ청소년 대상이라면, 아동ㆍ청소

년사회복지의 주 대상은 사회적 약자로서 혹은 문제를 가진 아동ㆍ

청소년이다. 즉, 전자가 아동ㆍ청소년 대상 일반적 지원을 의미한다

면, 후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사회교육적 지원 제공을 통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ㆍ개인적 불리 상황 극복에 개입 초점을 맞

추고 있다(SGB Ⅷ § 13(1)).

아동ㆍ청소년사회복지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Schilling 2005:82).

① 청소년 취업 지원

② 거리 아동ㆍ청소년사업

③ 찾아가는 아동ㆍ청소년사회복지

④ 이민/통합

⑤ 청소년 주거

⑥ 성주류화

⑦ 학교사회복지

주요 영역을 고려할 때 아동ㆍ청소년사회복지 주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부적응 아동ㆍ청소년

② 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

③ 취업훈련 중도 탈락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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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 부적응 청소년

⑤ 교육지원 대상 아동ㆍ청소년

⑥ 범법ㆍ약물 경험 청소년

⑦ 학습장애 아동ㆍ청소년

⑧ 이주배경 청소년

2. 아동지원서비스 특징

아동ㆍ청소년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주요 흐름을 차지하는 

대인서비스는 비영리 민간복지단체와 국가 간 관계를 조합주의 관

계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서비스 전달 기

관 간 조합주의적 관계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한 사회복지서비

스 관련 재정조달체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영리 민간복지단체는, 먼저, 독일 연방 헌법에 의해 특별한 보

호를 받는다. 헌법 34조는 민간 기관이 제3자에게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95) 발생하는 피해에 대

한 보상을, 우선 국가가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기관이 분

명하게 고의로 그런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민간 기관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96)

보충성 원칙에 의해 비영리 민간복지단체는 국가에 앞서 사회복

95) 비영리 민간복지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제대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96) Artikel 34 des Grundgesetzes: Verletzt jemand in Ausübung eines ihm anvertrauten 

öffentlichen Amtes die ihm einem Dritten gegenüber obliegende Amtpflicht, so trifft die 

Verantwortlichkeit grundsätzlich den Staat oder die Körperschaft, in deren Dienst er 

steht. Bei Vorsatz oder grober Fahrlässigkeit bleibt der Rückgriff vorbehalten. Für dne 

Anspruch auf Schadenersatz und für den Rückgriff darf der ordentliche Rechtsweg nicht 

ausgeschloss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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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국

가는 비영리 민간복지단체의 자치행정 원칙을 존중하고, 동시에 그

같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 보충성 원칙

은 특히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나찌 시대 전제주의적 국가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부조나 사회보험 

관련 법 등에 명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비영리 민간복지단체들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면서, 

동시에 국가 간섭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비영리 민간복지단체와 국가 간 조합주의적 관계를 잘 나타내는 

요소가 재정 조달 체계이다. 비영리 민간복지단체 수입의 대부분은 

국가를 통해 조달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이나 연방예산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법 8권 73조-78조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 비영리복지단체 간 

역할 분담의 법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73조는 아동ㆍ청소년 서비스 

제공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공공기관이 지원할 법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74조에서는 민간 비영리 기관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개입의 

올바른 방향과 개입 수단으로서 적절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 동원 능력이 있다면 공공

기관이 민간 기관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

간기관은 전체적으로 업무공동체(Arbeitsgemeinschaften)를 형성하여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데(동법 78조), 이 역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서 조합주의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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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적용 대상과 현황

1. 아동ㆍ청소년 지원정책 영역97)

아동ㆍ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양육 지원(Die erzieher-

ischen Hilfen)(SGB Ⅷ § 11-41조)은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 중 대

인서비스의 주 내용을 이룬다. 양육지원의 내용은 가족 내 지원과 

가족 밖 지원으로 분류한다. 전자는 아동ㆍ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살

고 있으면서 받는 서비스이며, 후자는 아동ㆍ청소년이 가족을 떠나 

살면서 받는 서비스이다. 전자에 속하는 서비스에는 양육상담

(Erziehungsberatung), 개별보호(Betreuung einzelner junger Menschen), 

사회교육적 가족지원(Sozialpädagogische Familienhilfe)이 있다. 후자의 

서비스에는 주간보호그룹 내 양육(Erziehung in einer Tagesgruppe), 

위탁보호(Vollzeitpflege in einer anderen Familie), 시설보호(Heimerzie- 

hung), 집중 사회교육적 개별보호(Intensive sozialpädagogische Einzel- 

betreuung)가 있다.

가. 재가지원

재가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 말 현재 양육 상담을 받기 시작한 

부모의 수가 314,045명이고, 양육 상담 서비스를 종료한 부모의 수

가 316,208명이다. 개별보호를 받는 아동ㆍ청소년 수는 같은 시기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26,048명, 지원 종료된 아동ㆍ청소년 수가 

24,171명이다. 같은 시기에 사회교육적 가족지원을 받은 가족 수의 

경우에 서비스 시작한 가족 수가 42,329가족에 아동 81,731명, 서비

97) 김미숙 외(2010) 내용 중 본 연구자가 집필한 부분 내용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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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종료된 가족 수가 38,645가족에 아동 76,688명이다(<표 3-5-1>).

재가지원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 8권 16조 ‘가족 내 일반적 양육 

지원(Allgemeine Förderung der Erziehung in der Familie)’이다. 부모

와 기타 양육권자, 아동ㆍ청소년은 가족 내 일반적 양육 지원을 받

을 권리를 갖는다. 양육 지원을 통해 부모와 기타 양육권자는 더 나

은 양육 책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양육 지원은, 또한, 가족 내 

갈등이 폭력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여하여야 한다(SGB Ⅷ § 

16(1)). 상담은 가족 구성 지원, 가족 여가 활동 지원과 더불어 가족 

내 양육 지원의 세 가지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SGB Ⅷ § 16(2)).

자녀 양육을 하는 부모는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업 범위에서 배우

자 관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상담을 통해 부

모는 부부 관계 유지, 가족 내 갈등과 위기 해결, 이혼ㆍ별거 시 자

녀 양육 책임 유지 관련 지원을 받는다(SGB Ⅷ § 17, 18). 양육 상

담을 하게 되는 가장 빈번한 이유는 가족 내 갈등과 학교 문제이다

(BMFSFJ 2010.3:15).

아동ㆍ청소년 개별보호는 사회법 8권 3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

회통합ㆍ자립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장기 개입 프로그램이다

(SGB Ⅷ § 35). 아동ㆍ청소년 개별보호는 특히 다른 형태 아동ㆍ청

소년 지원을 경험하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사업이다. 가출, 정신장애, 약물중독, 따돌림 등 문제를 가진 

아동ㆍ청소년이 주류를 이루며, 이들은 일주일에 최소 12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는다. 

사회교육적 가족지원(Sozialpädagogische Familienhilfe)은 집중 상

담과 가족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일상 문제와 갈등, 특히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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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ㆍ학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SGB Ⅷ § 31). 프로

그램이 한번 시작하면 가족문제 해결을 볼 때까지 대체로 1~2년 정

도 시간이 소요된다. 사회교육적 가족지원을 받으려면 부모가 신청

을 해야 하며, 지원계획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 부모, 아동ㆍ청소년 

당사자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SGB Ⅷ § 36).

사회교육적 지원을 받는 가족의 70% 정도는 대개 실업급여Ⅰ, 사

회부조, 실업급여Ⅱ 등을 받는 등 사회교육적 지원은 저소득층 대상 

사업이 되고 있다(BMFSFJ 2010.3:16).

나. 시설이용 지원

시설이용 지원을 보면, 2010년 말 현재 주간보호 양육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아동ㆍ청소년 수가 8,851명, 주간보호 양육 서비스를 

종료한 아동ㆍ청소년 수가 8,742명이다. 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서비

스 시작의 경우가 15,251명, 서비스 종료의 경우가 13,241명이다. 시

설보호생활을 하는 아동ㆍ청소년 수는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경우

가 34,722명,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가 32,014명이다<표 3-5-1>.

주간보호 양육(Erziehung in einer Tagesgruppe)은 집단 활동을 통

해 아동ㆍ청소년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주간보호집단에

서는 학교 수업 보충과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주간보호양

육 서비스 제공 목적은 가족 돌봄 기능을 보충해 줌으로써 아동ㆍ

청소년이 가족 안에서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는 것이다(SGB Ⅷ § 32).

위탁보호(Vollzeitpflege)는 아동ㆍ청소년 연령과 성장 발달 상황, 

개성, 원부모(Herkunftsfamilie)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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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종류 2008년 2009년 2010년

재가 지원(Hilfen innerhalb der Familie)

긴급 지원(Ambulante Hilfen)

시작한 지원(begonnene Hilfen) 25,124 28,101 26,916

종료한 지원(beendete Hilfen) 17,332 22,942 24,041

연말 기준(Hilfen am 31.12.) 31,930 36,374 35,203

양육상담(Erziehungsberatung)

시작한 지원 307,494 304,297 314,045

종료한 지원 308,935 308,163 316,208

연말 기준 132,913 134,673 137,182

집단활동(Soziale Gruppenarbeit)

시작한 지원 8,015 8,414 8,097

종료한 지원 7,631 7,800 7,748

연말 기준 7,490 8,177 8,306

간 동안 다른 가족에게 보호를 위탁하는 서비스이다. 성장 발달 지체 

문제를 겪는 아동ㆍ청소년이 특히 이 서비스 대상이 된다(SGB Ⅷ § 33).

시설보호(Heimerziehung)나 돌봄주거(betreute Wohnform)는 아동ㆍ

청소년이 그룹홈을 이루어 살면서 스스로 일상을 조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ㆍ치료적 차원의 성장 발달 지원 사업이다. 시설보

호ㆍ돌봄주거 사업은 아동ㆍ청소년 연령과 성장ㆍ발달 단계에 맞춰 

원부모 가족 내 양육 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하려는 정책 목표를 갖

는다. 따라서 시설보호ㆍ돌봄주거 사업은 우선 아동ㆍ청소년이 가

능하다면 원부모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추구한다(SGB Ⅷ § 34).

<표 3-5-1> 양육지원서비스 수혜자 수
단위: 가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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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종류 2008년 2009년 2010년

개별보호(Einzelbetreuung)

시작한 지원 22,471 25,235 26,048

종료한 지원 19,479 22,473 24,171

연말 기준 23,280 26,205 27,094

사회교육적 가족지원(Sozialpädagogische Familienhilfe)

시작한 지원 (가족 수) 39,196 41,514 42,329

아동 수 79,353 81,882 81,731

종료한 지원 (가족 수) 28,884 34,485 38,645

아동 수 58,579 69,391 76,688

연말 기준 (가족 수) 52,280 58,875 61,808

아동 수 113,181 124,447 127,838

시설 이용 지원(Stationäre und teilstationäre Hilfen)

주간보호(Erziehung in einer Tagesgruppe)

시작한 지원 9,356 9,420 8,851

종료한 지원 7,954 8,527 8,742

연말 기준 16,997 17,635 17,589

위탁보호(Vollzeitpflege in einer anderen Familie)

시작한 지원 14,423 15,048 15,251

종료한 지원 11,640 12,520 13,241

연말 기준 54,429 57,452 60,451

시설보호(Heimerziehung und sonstige betreute Wohnform)

시작한 지원 32,198 34,125 34,722

종료한 지원 27,473 30,493 32,014

연말 기준 58,690 60,902 63,191

집중 사회교육적 개별보호(Intensive sozialpädagogische Einzelbetreuung)

시작한 지원 3,111 2,882 3,017

종료한 지원 2,808 2,877 2,832

연말 기준 3,487 3,347 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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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종류 2008년 2009년 2010년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 bei seelischer Behinderung)

시작한 지원 16,071 18,300 19,165

종료한 지원 12,734 14,238 16,247

연말 기준 30,626 35,235 38,656

기타 지원(Sonstige Leistungen der öffentlichen Jugendhilfe)

입양(Adoptionen) 4,201 3,888 4,021

법정대리인

(Amtspflegschaften und 

Amtsvormundschaften)

69,521 69,960 70,411

후견인(Beistandschaften) 651,390 640,151 628,897

양육권박탈

(Sorgerechtsentziehungen)
12,244 12,164 12,681

임시보호

(Vorläufige Schutzmaßnahmen)
32,253 33,710 36,343

자료: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98)

2. 재정 현황

대인서비스로서 아동지원서비스를 위하여 2009년 현재 약 2천4

백억 유로를 지출하였다. 아동지원서비스 지출 구모는 2001년 약 1

천7백억 유로에서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5-2>. 

98)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GesellschaftStaat/Soziales/Sozialleistungen/

KinderJugendhilfe/Tabellen/ErzieherischeHilfenAusgaben.html?nn=5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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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아동지원서비스 수입ㆍ지출 현황
단위: 1,000유로

연도 지출액

2001 17,112,466

2002 17,999,194

2003 18,400,376

2004 18,536,208

2005 18,822,242

2006 18,752,587

2007 20,551,082

2008 22,241,864

2009 24,291,642

출처: 독일 통계청99)

3. 아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100)

아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주정부, 연방정부, 

그리고 대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민간비영리복지단체 등이 주체

가 되어 이루어진다.

가. 기초지방자치단체(Städte, Gemeinden, Kreise)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의 시군구 개념에 해당하는데, 헌법

에서 보장하는 자치 행정 원리(연방헌법 28조 2항)에 따라 가족정책

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역할을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연방ㆍ주

정부 차원에서 정한 가족정책 내용을 생활 현장에서 통합ㆍ조정ㆍ

 99)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GesellschaftStaat/Soziales/Sozialleistunge

n/ KinderJugendhilfe/Tabellen/AusgabenEinnahmenEntwicklung.html?nn=50842

100) 김미숙 외(2010) 내용 중 본 연구자가 집필한 부분 내용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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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아동ㆍ청소년ㆍ가족업무 담당 부서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emberg)

노동사회부

(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바이에른

(Bayern)

노동ㆍ사회질서ㆍ가족ㆍ여성부

(Staat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Familie und Frauen)

베를린

(Berlin)

교육ㆍ청소년ㆍ체육위원회

(Senat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실천하는 역할을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ㆍ가족정책 실천에서 특히 다

음과 같은 과제를 갖는다(BMFSFJ 1998:15).

① 아동, 청소년, 가족을 위한 사회구조를 지역사회에 구축하고 

발전시킬 것.

② 아동 친화적 주거 환경, 부모친화적 근로 환경을 지역사회에 

조성할 것.

③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부모 대상으로 할 것.

④ 가족,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조집단 등의 자기 결정력 및 활동 

능력 배양을 지원할 것.

나. 주정부

헌법에서 특별히 권한 규정을 하지 않은 행정 영역은 모두 주정

부가 연방정부에 우선하여 맡게 되는 영역이다(헌법 30조). 그만큼 

주정부의 자치 행정 권한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6개 각 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부서에서 가족정책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표 3-5-3>.

<표 3-5-3> 주정부 가족정책 담당 부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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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아동ㆍ청소년ㆍ가족업무 담당 부서

브란덴부루크

(Brandenburg)

노동ㆍ사회ㆍ건강ㆍ여성부

(Ministerium für Arbeit, Soziales, Gesundheit und Frauen)

브레멘

(Bremen)

여성ㆍ건강ㆍ청소년ㆍ사회ㆍ환경위원회

(Senat für Frauen, Gesundheit, Jugend, Soziales und Umweltschutz)

함부르크

(Hamburg)

사회ㆍ가족ㆍ건강ㆍ소비자보호위원회

(Behörde für Soziales, Familie, Gesundheit und Verbraucherschutz)

헤쎈

(Hessen)

사회부

(Sozialministerium)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먼

(Mecklenburg-Vorpommern)

사회부

(Sozialministerium)

니더작센

(Niedersachsen)

사회ㆍ여성ㆍ가족ㆍ건강부

(Ministerium für Soziales, Frauen, Familie und Gesundheit)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세대ㆍ가족ㆍ여성ㆍ통합부

(Ministerium für Generationen, Familie, Frauen und Integration)

라인란트-팔쯔

(Rheinland-Pfalz)

노동ㆍ사회ㆍ가족ㆍ건강부

(Ministerium für Arbeit, Soziales, Familie und Gesundheit)

자란트

(Saarland)

내무ㆍ가족ㆍ여성ㆍ체육부

(Ministerium für Inneres, Familie, Frauen und Sport)

작센

(Sachsen)

사회부

(Staatsministerium für Soziales)

작센-안할트

(Sachen-Anhalt)

건강ㆍ사회부

(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s)

슐레스비히-홀슈타인

(Schleswig-Holstein)

사회ㆍ건강ㆍ가족ㆍ청소년ㆍ노인부

(Ministerium für Soziales, Gesundheit, Familie, Jugend und Senioren)

튀링엔

(Thürigen)

사회ㆍ가족ㆍ건강부

(Ministerium für Soziales, Familie und Gesundheit)

다. 연방정부

연방 가족ㆍ노인ㆍ여성ㆍ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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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의 개략적인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3-5-1]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조직도

장관

정무차관 차관

총무․행정국

(Zentralabteilung)

가족국

(Familie)

노인ㆍ복지보호ㆍ참여정책국

(Ältere Menschen, Wohlfahrtspflege,
Engagementpolitik)

평등ㆍ기회보장국

(Gleichstellung, 
Chancengleichheit)

아동ㆍ청소년

(Kinder und Jugend)

연방공익근무담당관

(Bundesbeauftragter 
für den Zivildienst)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101)

장관 밑에 정무차관(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과 차관이 있

으며, 총무ㆍ행정국(Abteilung 1 Zentralabteilung), 가족국(Abteilung 2 

Familie), 노인ㆍ복지보호ㆍ참여정책국(Abteilung 3 Ältere Menschen, 

Wohlfahrtspflege, Engagementpolitik),102) 평등ㆍ기회보장국(Abteilung 

4 Gleichstellung, Chancengleichheit), 아동ㆍ청소년국(Abteilung 5 

Kinder und Jugend), 그리고 연방공익근무담당관(Bundesbeauftragter 

für den Zivildienst)이 있다.

가족국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103)

  ￭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가족지원제도 체계의 정비, 가

족정책 결과 분석

  ￭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의 기초로서 가족생활 실태 파악

101) http://www.bmfsfj.de/BMFSFJ/Ministerium/aufgaben.html

102) ‘참여정책’은 자원봉사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시민의 폭넓은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103) http://www.bmfsfj.de/BMFSFJ/Ministerium/aufgab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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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생활과 취업생활의 병행을 위한 더 유리한 사회적 조건 

창출

  ￭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건설, 지역가족연대 지원, 가족친화기업 

지원

  ￭ 아동빈곤 감소의 실현

  ￭ 가족지원 대인서비스의 양적ㆍ질적 수준 유지 및 향상

  ￭ 가족지원서비스 기관과 부모의 양육능력 향상 지원

이 중에서도 아동ㆍ청소년국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과 주간아동보호(Kindertagespflege) 건립 및 운영 지원

  ￭ 아동 초기발달 지원 사업

  ￭ 예방적ㆍ초기 개입적 아동보호 사업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과 착취 예방과 피해 아동ㆍ청소년 

보호

  ￭ 아동 대상 포르노 단속

  ￭ 세대 간 소통 지원 사업: 다세대 주택(Mehrgenerationenhäuser) 

건립 및 운영 지원 사업

  ￭ 아동ㆍ청소년지원법(das Kinder- und Jugendhilfegesetz)과 아동

보호법(das Jugendschutzgesetz) 관리

  ￭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타부서와 연관 과제

(Querschnittsaufgabe) 수행

  ￭ 아동ㆍ청소년복지서비스 단체 지원

  ￭ 차별 피해 청년, 청년 이주자 지원

  ￭ 유럽 차원의 아동ㆍ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아동ㆍ청소년생활실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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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육서비스 변화 양상

1. 보육서비스 인프라 문제104)

독일의 경우 전통적으로 가족 내 보육과 보충성의 원칙을 강조하

여 현금급여 지급 정책이 주류를 이루어왔고, 특히 3세 미만의 아동 

보육시설은 매우 부족했다. 1965년에서 1994년 사이에 공공 보육시

설 이용률은 0.6%에서 2.2%로 불과 1.6%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보

육시설 구축 미비와 전통적인 성별노동분리는 지속적인 저출산 현

상을 야기하게 된 요인이다.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를 기점

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1995년에 합계출산율 1.25로 가장 낮은 출

산율을 보인 후 약간 회복되었으나 1.4명을 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당시 기독교민주당(CDU/ 

CSU)ㆍ사회민주당(SPD) 연립 정부는 2013년에는 75만명의 0~3세 

이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보육시설 

구축 계획을 합의하였다. 0~3세 이하 아동 대상 보육시설확대 계획

의 재정 조달 및 운영 방법을 둘러싼 연립정부 내 의견 차가 존재하

긴 하지만, 총 120억 유로(15조 6천 억원)가 소요되는 이 계획의 실

천 그 자체는 연정 합의 사항으로 공식화되었다(정재훈 2008:72). 

2008년 기독교민주당(CDU/CSU)ㆍ자유민주당(FPD)의 새로운 연

립정권이 등장했지만, 보육 인프라 구축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지속

되었다. 앞선 정권의 합의 결과 탄생한 아동지원법(Das Kinderför- 

104) ‘정재훈/박은정(2012), “독일 복지국가 가족정책 변화 연구”, 가족과 문화 게재 예정’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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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ungsgesetz: KiföG)이 2008년 12월 16일 발효되면서 보육시설 구

축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법에 따라 2013년까지 3

세 이하 아동 3명 중 1명에게 보육시설을 보장하는 계획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만 1세가 되면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보육시설 구축을 위하여 2013년까지 연방정부가 분담할 40억 유

로 중 21억5천만 유로는 시설 구축에 투자하게 되고 나머지 18억 5

천만 유로는 운영경비(Betriebskosten) 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2014

년부터 연방정부는 7억7천만 유로를 매년 보육시설 운영경비로 지

원하게 된다.

<표 3-5-4> 1세 이상 3세 미만 아동보육시설 구축 방안105)

목표 시기 2013년

확대 방안
보육시설 이용을 법적 권리로서 보장

아동 35%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구축

확대 규모 2013년까지 75만 명 수용 능력 구축

재정 규모

120억 유로(15조 6천억원)

연방정부(Bund)

40억 유로

주정부(Länder)

40억 유로

지방정부(Gemeinde) 

40억 유로

2. 보육률 변화 양상

보육 시설 이용 인원은 2006년 3월에 25만 3천명에서 2010년 3월 

현재 47만 2천명으로 4년 사이에 약 22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3세 

105) http://www.tagesschau.de/aktuell/meldungen/0,1185,OID6734914_NAV_REF1,00.html 

(2007년 5월 12일 내려받음).



621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미만 아동의 시설보육률로 보면, 2006년 13.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현재(2010.3) 21.1%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였다[그림 3-5-2]. 

이는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약 53,000명, 15%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보육 인프라의 구축은 보육의 탈가족화 경향

을 강화시키고,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2011년에는 3세 미만 아동 보육률이 25.4%로 보육률 상승세를 지

속해 나갔다. 따라서 불과 3~4년전까지 10% 수준도 안되었던 구서독 

지역 3세 미만 아동 보육률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15.9%를 

제외하면 모두 20%를 넘어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5-3].

[그림 3-5-2] 3세 미만 아동 시설보육률

단위: 천명

자료: StBA(2011),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Kinder in Tageseinrichtungen 



62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그림 3-5-3] 각 주별 3세 미만 아동 보육률(2011년)

단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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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일 통계청106)

❘제4절❘ 정책 전망

1. 독일의 상황

전통적으로 독일은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된 정책 대상으로 여기

지 않고, 연속성을 지닌 정책 대상 집단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시행

해 왔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지원법’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이나 정책 프로그램 내용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같은 정책 대상

으로 설정하는 경향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106)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GesellschaftStaat/Soziales/Sozialleistungen/ 

KinderJugendhilfe/Aktuell_Kindertagesbetreuung.html?nn=5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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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이 가져오는 인구의 양적 규모 감소 문제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

년이 인구 집단으로서 갖는 질적 문제, 즉 인구집단으로서 2세대가 

갖는 질적 문제가 특히 이주민 자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아동ㆍ

청소년정책은 새로운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기존 아동ㆍ청소년정책이 가져온 서비스 내용이나 전달 방식

에서 변화를 찾아보긴 어렵다. 다만 기존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

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도를 한다고 보겠다.

보육서비스의 경우 지난 수년간에 걸친 보육률 확대에도 불구하

고 2013년까지 목표로 한 3세 미만 아동 보육률 35%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부각된 3세 미

만 아동 보육의 어려움 해결 전망이 당분간 어두운 상황이다.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독일이 보여주는 전형적 

특징은 국가보다는 가족 책임을 우선시하는 보충성 원칙이다. 그러

나 이 때 가족 책임 우선 원칙 자체가 국가가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미룬다는 의미는 아니다. 2009년 현재 약 2천 4백억 유로에 달하는 

아동지원서비스 지출액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이 돌봄 책임을 우선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주지만 국공립 기관 등을 통하

여 국가가 가족에게 직접 개입하는 양상은 피한다는 의미에서 보충

성 원칙이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기본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책임을 단어 그 자체로서 강조하는 보충성 원칙이 아

니라 가족의 돌봄 기능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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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원칙을 독일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독일은 아동ㆍ청소년 지원서비스는 비영리 민간복지단

체와 국가 간 조합주의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ㆍ청소년 지원서비스 관련 정책 결정 과

정에서 비영리 민간과 국가 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관계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합주의적이다. 이러한 조합주의적 관계는 서비스 제공 과

정에서 민간 비영리복지 기관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토

대가 되고 있다. 즉 국가의 재정 지원 자체가 간섭과 규제, 통제가 

아니라 ‘국가 = 후원자, 민간 비영리 = 자율적ㆍ자주적 서비스 제공

자’라는 역할 분담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면 접촉에서의 전문성,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

한 상황, 서비스 표준화만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인간의 욕

구를 관료적 체계로서 국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대인서비스로서 아

동ㆍ청소년 지원서비스는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되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민간 비영리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최대

한 존중한다.”는 서비스 제공 원칙을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중

요한 시사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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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이곳에서는 서비스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내용보다는 주택 주거가 

의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독일의 사회정책에서 그에 해당하는 정

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1절❘ 독일 주거정책개념과 필요성 및 목적

1. 독일 주거정책의 개념

독일에서는 주택과 주거에 관한 사회정책을 주거정책(Wohnung- 

spolitik) 이라 한다. 통상 주거정책은 국민에 대한 주거제공에 영향

을 미치려는 목표를 가지고 공공주체나 경제 혹은 사회정책의 담당

자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주거정책의 방향에는 크게 주거를 새로 건설하는 방향과 주어진 

주거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이 있다. 주거건설

정책의 목표는 양, 구조, 질, 그리고 가격의 측면에서 정책의 목표에 

상응하는 주거건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기존 주

거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정책의 목표에 상응하게 기존 주거총량

의 사용, 배분, 유지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주거가격이 토지가격에 많이 영향을 받고, 또한 주거

의 질의 경우에는 주거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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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거정책이 토지정책, 도시개발정책, 지역질서정책 그리고 환경

보호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고 있다.

2. 주거정책의 필요성

독일의 경우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

에서 찾고 있다. 즉 삶의 질과 생계의 확보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

한 좋은 주거의 건설, 유지 그리고 이용의 비용이 높은 반면에 국민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러한 높은 비용에 비한다면 소득이 제한적이

어서 정책적 개입이 없이는 질적으로 그리고 수량적으로 주거공급의 

목표에 상응하는 주거의 공급이 확보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주거정책의 목적

주거건설정책의 주목적은 경제시스템과 독립적으로 크기, 질, 교

통 그리고 가격의 측면에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주거에 관한 기대치

에 상응하게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주거라는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를 모든 가족과 독신자들에게 공급하는 것

이다.

기존주거 관련 정책은 두 가지의 목적을 추구한다. 하나는 경제적

인 유지와 기존주거총량의 보수 및 배분을 목표로 하고, 다른 하나

는 세입자를 주거상실과 가격인상에 대해 보호하는 것이다.



62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제2절❘ 독일 주거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독일에서는 19세기 말까지는 이렇다 할 주거정책이 존재하지 않

았다. 20세기로 바뀔 무렵에서야 당시 독일제국의 몇 몇 도시와 주

에서 주거관리법, 주거공급법 그리고 주거장려법이 제정되었고, 이

를 통하여 주로 임대주거공간에 대한 공기, 채광, 위생시설, 급수 그

리고 쓰레기처리의 측면에서의 질적인 요건, 작은 주거나 숙박처의 

임대자에 대한 경찰신고 의무, 보건당국과 지역경찰의 감독권, 그리

고 공공대출을 위한 근거 등이 규정되었다. 주거건설의 측면에서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몇 몇의 지역만이 권장하는 조치를 도입

하였다.

그러나 일차세계대전 중에 참전 중인 병사의 부인들이 낮은 지원

금액 때문에 집세를 내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자 1914년 8월 18일 가

격을 조절하고 규제하는 임대인보호에 관한 법이 도입되었다. 그 이

후 이차세계대전까지의 기간, 이차대전 그리고 1960년까지 이러한 

조절과 규제는 점점 확대되고 유지되어 독일에서는 거의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율적인 집세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방해를 받았고, 

집세가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가격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

러한 상황은 1960년의 “주거규제경제의 철폐와 사회적인 임대와 주

거권리에 관한 법”이 시행되어서야 변화하게 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시대의 주거건설은 부족한 상태에 머물렀

다. 다만 1000명 당 주택 수는 1920년과 1940년 사이에 41.4 만큼 

증가하였다. 이는 이전의 1871년과 1920년 사이에 8.9 만큼 만 증가

한 것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것이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의 결과로 주택이 파괴되고 또한 추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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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피난민들이 몰려듦에 따라 약 5백만 채의 주택 부족이 발생하

였다. 1950년의 총 주택 수는 1890년대의 수준과 비슷하였다. 이후 

계속적인 개선을 통해 주택 당 주거인 수가 1950년의 4.67에서 1990

년의 2.38로 개선이 되었다. 2005년까지 계속 개선이 이루어져 2005

년에는 주택 당 주거인 수가 2.12까지 내려갔다.

과거 독일의 주거건설성과는 아주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이차세계대전에 의해 야기된 주거의 부족이 

거의 해소되었고, 주주거지의 수가 가구의 수에 상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1985년 이후로 주거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

첫째로, 가계 수, 특히 일인 가구의 커다란 증가가 원인이다. 이는 

독거노인의 증가와 변화된 생활방식에 의해 야기되었다. 이 때 변화

된 생활방식은 이전보다 빨라진 자녀들의 주거독립과 일인 양육 및 

독신자의 증가를 주로 의미한다.

둘째로, 소득증가와 변화된 요구는 일인당 더 넓은 주거공간에 대

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셋째로, 이주자의 증가로 인한 수요의 증가가 있었다.

넷째로, 1975년부터 1982년 사이에 재정적자로 인하여 이자가 높

아졌고, 이는 주택건설을 어렵게 만들었다.

다섯째로, 1968년에서 1987년 사이에 주택 수에 대한 조사가 이

루어지지 않아 주택정책 담당자들에게 주택 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

지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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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독일제국과 독일연방(자란트 주 제외)의 주택수 추이(1871~2005)

단위: 개, 명

연도
주택 수

(단위:1000)
1000명당 주택 수 주택 당 주거인 수

1871 8732 213.0 4.69

1890 10,618 215.5 4.64

1900 12,260 218.7 4.57

1910 14,347 222.2 4.50

1920 13,712 221.9 4.50

1930 15,829 243.2 4.11

1940 18,386 263.3 3.80

1950 10,082 214.2 4.67

1960 16,139 291.1 3.43

1970 20,807 338.3 2.95

1980 25,406 412.7 2.42

1990 26,839 421.0 2.38

1990a 33,856 425.0 2.34

2000 37,566 457.0 2.19

2005 38,681 469.7 2.12

출처: Lampert and Althammer, 2007, p.371, 표 12.1

상기한 주택정책의 문제점은 독일 통일에 의하여 더욱 커졌다. 이

유는 동독주민들의 주거상태가 양적으로 그리고 특히 질적으로 서

독보다 나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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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 주거정책의 전개, 문제점 및 

정책수단

1. 독일 주거건설정책의 전개, 문제점 및 정책수단

 가. 독일 주거건설정책의 전개 및 문제점

1) 주거건설정책의 전개

독일의 주거건설정책은 관련법의 입법과 개정에 따라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법들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다음의 세 가

지 법에 의해 주거건설정책이 규율되었다.

① 1950년 4월 24일 제정된 ‘일차 주거건설법(das Erste Wohnungs- 

baugesetz)’

② 1956년 6월 27일에 제정된 ‘이차 주거건설법(das Zweite 

Wohnungsbaugesetz)’

③ 1960년 6월 23일 제정된 ‘주거규제경제의 철폐와 사회적인 임

대와 주거권리에 관한 법(das Gesetz ueber den Abbau der 

Wohnungszwangwirtschaft und ueber ein soziales Miet- und 

Wohnrecht)’

현재는 다음의 8개의 법에 의해 주거건설정책이 규율되고 있다.

① 1951년 3월 15일 제정된 ‘주택소유법(Wohnungseigentumsgesetz)’: 

개인소유주택의 건축과 매매에 관한 법임.

② 1952년 3월 17일 제정된 ‘주택건설프리미엄법(Wohnungsbauprae- 

miengesetz)’: 건축조합저축의 불입금을 2004년 1월 1일 이전

의 계약에 대해서는 10% 할증금을 통해, 그 이후에는 8.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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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금을 통해 혜택을 주는 법임.

③ 1965년 7월 1일 제정된 ‘자산형성법(Vermoegensbildungsgesetz)’: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예를 들어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위

해 건축조합에 가입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할증금을 통해 

혜택을 주는 법임.

④ 독일 민법(Buergerliches Gesetzbuch)의 §§ 535-580의 조항으로

서 임대권리에 관한 법조항들: § 573 조항은 집세를 올릴 목적

으로 임대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 558 조항은 

집주인의 일방적인 집세인상을 그 지역의 통상적인 집세수준

으로 제한하고 있음.

⑤ 1960년에 제정되어 1986년 12월 8일에 개정된 ‘건축법 

(Baugesetzbuch)’: 주택정책을 도시개발정책에 조화시킬 목적

으로 자치단체들의 법적수단을 확장시킨 법임.

⑥ 1995년 12월 15일에 제정된 ‘조세법적인 주택소유증진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주거소유우대법)(Gesetz zur Neuregelung 

der steuerrechtlichen Wohneigentumsfoerderung; Eigenheimzu- 

lagengesetz)’: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의 § 10e 조항

에 의해 우대를 소득누진적으로 하던 것을 소득과 무관한 사

회적 성격의 주거소유우대로 대체한 법임.

⑦ 1970년 12월 14일에 제정된 ‘주거수당법(Wohngeldgesetz)’

⑧ 2001년 9월 13일에 제정된 ‘주거공간증진법 

(Wohnraumfoerderungsgesetz)’

독일에서의 주택정책의 목적은 2002년 1월 1일 ‘이차 주거건설

법’을 대체한 ‘주거공간증진법’에 의해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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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주택부족을 해소하기’, ‘모든 계층에게 충분한 주거공급’

을 확보하기, ‘국민의 광범위한 계층에게 골고루 분포하는 자산을 

형성하기’ 등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던 반면에, 후자의 새로운 법

에서는 ‘시장에서 적절한 주거공간을 찾을 수 없어 지원에 의존하

는’ 가구를 지원하는 목적이 추구되고 있다. 정책목표의 대상이 저

소득자, 다자녀 가구 그리고 단독양육자, 노인, 장애인, 무주택자와 

같이 주택시장에서 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되었다. 임대주

거의 공급개선 외에 자기주거목적의 주택건축도 적극 장려되었다. 

이는 특히 유자녀 가구와 장애인에 대해 소득과 자기소유주택보너

스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①공공재원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의 장기융자 

형태로 제공되는 지원수단의 제공, ② 담보나 기타의 보증을 해주는 

것, ③ 대지의 조성이다.

이러한 지원은 보통 연소득이 일인가구의 경우 12,000유로 그리

고 이인가구의 경우 18,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이후 가구원이 한명 늘 때마다 소득한계선은 4,100유로씩 높

아진다. 아동의 경우에는 4,600유로씩 높아진다.

2) 주거건설정책의 문제점과 대응

독일 주거건설정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목적한 바의 목적을 충

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자기주거를 목적한 자기소유주택건축의 증진 그리고 다자녀가정과 

소득취약계층의 특별한 지원의 목적들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은 목

표의 예들이다. 

그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지원정책이 너무 복잡하고 서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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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과 조세공제가 1996년까지는 저소득자에

게 보다 고소득자에게 훨씬 유리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후자

에 대해서는 1996년에 자기주거목적의 주택소유의 지원을 세금의 

누진성과 무관하게 만듦으로써 대응하였다.

나. 독일 주거건설정책의 수단

독일에서 사용되는 주거건설정책의 수단은 다양하며, 각각의 경

우에도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107) 이에는 다

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첫째로,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있다. 이에는 통풍이

나 채광 등의 조건과 관련한 최소기준을 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둘째로, 대지조성 그리고 대지가격 및 집세가격의 저렴화를 위한 

정책이 있다. 이에는 자치단체에 의한 토지의 구매와 공공대지의 조

성 등이 속한다.

셋째로, 주택건축재원조달의 용이함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 

이에는 조세우대나 장려금을 통한 주택저축의 지원 등이 속한다.

넷째로, 기타 주거건설정책 수단이 있다. 이에는 공공이나 조합적인 

건축활동에 대한 법적인, 특히 조세적인 특별 관리등이 포함된다.

107) 자세한 내용은 Lampert and Althammer(2007, pp.377-378)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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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기존주거 관련 정책의 전개, 문제점 및 정책수단

가. 독일 기존주거 관련 정책의 전개 및 문제점

1) 기존주거 관련 정책의 전개

독일의 기존주거 관련 정책은 주거자체의 대량부족사태에 직면하

여 일단은 규제정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예를 들어 주택

관련 행정기관에 의해 기존주택총량이 조사되고, 주택관련 행정기

관에 의해 주거공간이 배분되며, 1936년의 집세 동결 조치가 유지되

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결과 되는 주택시장의 인위

적인 경직성은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주거의 배분을 야기 시켰다. 예

를 들어 우연히 자리 잡은 세입자의 고착은 경직된 세입자 보호 때

문에 가구의 크기와 부담능력에 상응하는 주거배분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규제일변도의 기존주거 관련 정책은 불만스러운 임대관계의 

확대, 긴급한 수리의 지연, 주거변경의 저해, 주거공간의 사장, 임대

의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개인의 자발적 동인에 대한 저해, 주거에 

대한 요구의 증가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은 주택공급이 원활해지자 변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아무 공적인 재정적 도움 없이 건축된 주택에는 어떠한 집세에 대

한 제한도 적용되지 않았고, 조세상 혜택을 받은 주택들에 대해서는 

자유스럽게 합의된, 그러나 비용에 상응하는 집세가 허락되었다. 이

러한 완화가 시작된 후에 결국 1960년의 ‘주거규제경제의 철폐와 

사회적인 임대와 주거권리에 관한 법’을 통해 주거규제정책과 집세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이 규제철폐법은 이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한 집세수준을 인상시켰고, 주택부족상태가 3% 미만인 소

위 “백색지역”(“weisse Kreise”)에 속하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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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의 철폐를 가져왔다. 그 이전까지 적용되던 세입자보호기

준은 철폐되고, 사회적인 임대와 주거권리라는 기준을 통한 새로운 

주거시장질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공공주택건축에 의한 주거들에 대해서는 계속 집세와 임

대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즉 공공재정에 의해 지원된 주택들은 

1965년 8월 24일에 제정된 ‘공공주거 목적의 확보에 관한 법(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108)에 의

해 임대와 집세가격에 대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주택

들은 해당 주거권리가 있는 사랍들에게만 임대가 될 수 있고, 집세

도 비용에 상응하는 집세(Kostenmiete)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비

용상응 집세는 집주인의 경상비용이 증가하거나 한도 내에서의 리

모텔링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1970년 12월 14일 제정된 ‘주거수당법’109)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집단은 주거수당을 받게 되었다. 주거수당의 수령

권리는 가족 수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 소득한계를 넘지 않는 소득, 

특정한 순 주거면적의 준수, 특정한 주거비용의 초과라는 조건이 만

족될 때 주어진다. 평균적으로 해당 가구는 주거수당을 통해 약 

30%의 집세비용 경감혜택을 받는다.

독일에서는 주택관련 정책에 관해 “객체관련 지원”(Objektfoerderung)

과 “주체관련 지원”(Subjektfoerderung)의 구분을 사용한다. 전자는 

주택건설을 자금과 이자 보조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고, 후자는 세입

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1970년의 ‘주거수당법’을 통한 취약 

108) 현재 2001년 9월 13일에 개정된 법체계가 적용된다.

109) 현재 2001년 1월 21일에 개정된 법체계가 적용되며, 이의 최근 개정은 2003년 12월 

27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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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지원은 기존의 객체관련 지원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이

는 특히 기존주택에 대한 집세동결을 철폐하는 새로운 조치가 소득

취약계층에게 견딜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불가결하

였다. 

2) 기존주거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

주거수당이라는 주체관련 지원은 분배적 정의와 시장순응성이 더 

크다는 이유 때문에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조라는 객체관련 지원

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도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발생하였다.

첫째로, 공공주택 배분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련된 조건이 적용되

는데 이를 배분시점에서만 검사하는데서 발생하는 중요한 배분상의 

문제가 있다. 즉 약 400만 호의 공공주택 중 37.5%에 이르는 약 150

만 호의 주택이 더 이상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임대가 되고 있

었다는 것이다.110) 이는 더 이상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취

약계층을 위한 값싼 주거가 사용되어 공공주택에 대한 가수요가 발

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1981년 12월 22일에 제정된 ‘주거에 있어서 잘못된 보

조와 집세왜곡을 철폐하기 위한 법(Gesetz ueber den Abbau der 

Fehlsubventionierung und der Mietverzerrung im Wohnungswesen)’111)

이 발효하면서 대응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주거공간증진법 

(Wohnraumfoerdergesetz)’의 §§ 34 조항 이하의 규정에 의한 소득한

계를 최과하는 소득을 가진 공공주택 소유자로서 계속 공공주택에

110) Heuer, J. et al., Lehrbuch der Wohnungswirtschaft, 2. ed., Frankfurt am Main, 1985. 

Lampert and Althammer(2007, p.376)에서 재인용.

111) 현재 1994년 8월 19일자의 새로운 법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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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거할 것을 선택을 한 경우 소위 착오임대공과금(Fehlbelegungsabgabe)이

라 불리는 아주 작은 금액의 조정금액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 금액

은 권리가 있는 소득한계를 초과하는 퍼센트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데 평방미터 당 0.25에서 2.25유로 사이에서 정해진다. 이는 독일연

방 각 주의 재량사항이다.

둘째로, 공공주택의 노후정도의 차이에 비해 집세의 차이가 더 크

기 때문에 발생하는 잘못된 배분의 문제가 있다. 즉 다른 사항이 큰 

차이가 없다면 오래된 공공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이 훨씬 더 집세 

상 혜택을 받는다.

나. 독일 기존주거 관련 정책의 수단

기존주거 관련 정책은 위에서 보듯이 달성된 주거총량에 높은 정

도로 의존한다. 즉 주거총량이 많이 부족한 시기에 있어서는 정해진 

총량에 대한 국가의 주거규제정책, 집세의 엄격한 제한, 주택소유자

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심한 세입자의 보호 등외에는 거의 사용할 

만한 정책 수단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거의 항상 다음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지

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집세규제는 적절한 자본에 대한 이자회수를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유지와 보수조차도 어렵게 만들었다. 

장기간에 걸친 집세동결은 많은 유사한 예에서와 같이 도시의 쇄락

을 초래했다. 또한 자기자본 투자수익 기회의 결여와 주택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거의 전적인 제한은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의 건축동

기를 잠재웠다. 이렇게 규제조치와 집세동결로 결과 된 미미한 주택

증가는 또 다시 주택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집세결정을 허락할 수 없

는 상황을 만들어 악순환을 형성한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의 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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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이 강제된 주택건설정책에 의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주거공급이 원활할수록 규제정책과 세입자보호

규정을 완화할 수 있고, 따라서 최소한 비용과 이자를 보장할 수 있

는 집세에 의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증진될 수 있으며, 또한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집세보조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4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독일의 주거정책에 대한 상기한 고찰은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주거정책은 새로운 주거를 건설하는 정책과 기존의 주거

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는 전자가 충분히 

달성되었을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주거물량이 충분

하지 않으면 주거에 대한 규제나 집세동결 등의 규제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자율적인 주거시장의 형성을 방해하여 또 

다시 충분한 주거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따

라서 주거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강제된 주거건설정책이 우선한

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주거물량이 확보될수록 규제나 세입자 보호

를 완화할 수 있어 수익성 있는 독립적인 주택시장 형성이 가능하

고, 이어서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집세보조를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저소득자, 다자녀 가구 그리고 단독양육자, 노인, 장애인, 

무주택자와 같이 주택시장에서 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에 대

해서는 자기주거의 건축이나 집세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의 



640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경우 주택시장의 규제를 철폐하면서 이들 집단에 대해 더욱 필요해

진 지원은 특히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은 공공주택을 통해 이루어진

다. 즉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집세와 주거권

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셋째로, 독일 주거정책에서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조보다 취

약계층에 대한 주거수당이 분배적 정의와 시장순응성이라는 측면에

서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발생하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 독일과 같이 적절하게 정책

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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