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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제1장

역사적 전개과정

❘제1절❘ 네덜란드 사회보장체제의 특징과 유형
네덜란드 복지국가체제는 일반적으로 혼합 유형(hybrid type)으로
평가된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모형에 의하면 보수적 조합
주의 모형에 속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탈상품화 지수
가 높아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1). 즉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체제 유형의 특성이 혼
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네덜란드 사회보장체제는 직업군에 따른 제
도배열과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역연금
등과 같은 사적 제도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보수적 조합주의 복
지국가 형태를 띠고 있다. 동시에 전체 시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보
장제도로서 기초연금과 공공부조가 존재하며, 복지급여의 수급조건
이 관대하고 급여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체제인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1) 에스핑 안데르센의 탈상품화 지수에 근거한 복지국가 분류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덴
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더불어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
은 그룹에 속한다. 네덜란드는 유럽 대륙국가형에 속하면서도 탈상품화 지수가 높은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의 정치적 동원의 산물인 동시에 오랜 전
통을 지닌 보수주의적 가톨릭 개혁주의의 소산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네덜란드는 초기에 보수주의적 가톨릭 개혁주의의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높은 수
준의 탈상품화된 사회정책을 발전시켰으며, 이후에 강력한 노동운동의 정치적 위상
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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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국가 및 복지체제의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생산체제, 시장경제체제 등의 관점이 유용하며, 이러한 시각은 자본
주의의 다양성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네덜란드는 생산체제2)
유형(Sockice 1997, 1999)에 의하면 조정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로, 시장경제체제 유형(Pontusson 2005)에 따르면 사회
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로 분류된다. 조정 시장경제는
다시 대륙형의 산업부문별 조정 시장경제와 북유럽형의 국가차원
조정 시장경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는 대륙형 조정 시장경
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생산체제 유형과 복지국가 유형을 연계
하는 경우, 국가차원의 조정 시장경제는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부문
별 조정 시장경제는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로, 그리고 비조정 시
장경제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Kitschelt,
Marks & Stephens 1999). 시장경제체제3)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자유
시장경제로 구분하며, 전자는 다시 노르딕 사회적 시장경제와 대륙
형 사회적 시장경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론은 에스핑 안데
르센의 복지국가 유형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사회
적 시장경제 중에서 대륙형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산체제란 시장 및 시장관련 제도에 의한 생산조직을 의미한다. 생산체제는 자본주
의체제의 미시주체들 즉, 기업, 고객, 근로자, 자본가 등이 인센티브와 제약의 틀에서,
또는 미시주체들로 구성된 시장관련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게임의 규칙 틀에서 그들
의 상호관계를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는 방식을 지칭한다(Soskice 1999). 생산체제의
제도적 틀에서 중요한 것은 금융시스템, 노사관계제도, 교육 및 훈련시스템, 기업간
시스템 등이라 할 수 있다.
3) 조정 시장경제체제에서 조정이란 시장기구가 아닌 비시장적 조절양식 또는 전략적
조정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시장경제이론은 조정 자체보다 제도적 형태 즉, 노동
과 자본의 조직수준, 제도화된 단체교섭, 공적 사회보장제도, 고용보호제도 등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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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합주의가 강한 국가는 노사간, 노동간, 자본간 강력한 조정
을 통하여 완전고용, 성장 등의 경제적 성과를 이루는 동시에 복지
국가를 발전시켜왔다(Cameron 1984; Pontusson 2005). 이 과정에서
중앙집중화된 노동조직과 좌파 정당의 지배가 중요한 변수도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합의주의’ 전통으로 사회조합주
의가 발전하였다(김인춘 2005). 네덜란드는 정치적으로 좌파정당의
힘이 약하고, 노조조직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
고 사회조합주의가 강한 국가로 평가되어 왔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노조 조직률은 다른 대륙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인 반면에 단체협약
의 적용률은 북유럽 수준에 이른다. 또한 1980년대 이후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회조합주의가 강화되었으며 임금인상의 자제,
일자리나누기, 급여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복지개혁 등을 위한 사회
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네덜란드의 정치는 대공황, 파시즘의 출현, 2차 세계대전 등을 거
치면서 근본적으로 재구조화 되었으며, 이러한 시기에 노사간 타협
에 의한 사회조합주의가 정착되었다. 이후 사회조합주의는 경제적
조정, 복지제도의 발전 및 정치적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
다. 특히 네덜란드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는 집단간 합
의의 필요성을 요구하였고, 따라서 노사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조합주의는 1960년대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하였다(Kazenstein 1985).
또한 1980년대 이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협약을 체결
하는 과정에서 사회조합주의는 다시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
서 사회조합주의는 네덜란드의 경제성장과 복지체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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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네덜란드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1. 복지체제의 역사적 변천과 시대 구분
복지국가 발전과정과 사회복지체제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있어서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국
가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1901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
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제도 도입의 역사가 비교적 늦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도 전국적 수준의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하지 못하
는 등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뒤져있었다.
네덜란드는 1940년대 초반까지 보험원칙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체제를 유지하였고, 1950년대 이후에 비로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제도가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이 뒤쳐져 있었으나, 1960~1970년대에 네덜란드 복지체제는 가
장 높은 수준의 급여와 관대한 급여조건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1977년 파이낸셜 타임즈는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네
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된 선진 복지국가로 세계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높은 생산성, 낮은 노사분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사회
보장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1948~1958년 기간에 사
회보장 지출은 GDP의 10% 정도이었으나, 1960년대에 20%로 그리
고 1974년에는 24%를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70년대 초 석유위기 이후 경제침제로 네덜란드의 산업은 심각
한 타격을 입었다. 농업부문의 고용은 대규모로 감소하였고, 가족소
유의 소규모 사업체는 절반 정도 줄어들었으며 신발제조, 섬유, 선
박건조 등 전통산업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대규모의 경제침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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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회복지 지출을 급증하게 되었으며, 1970년 인구 100명당 46
명이 사회복지 급여대상자이었던 데 비하여, 1990년에는 100명당
85명으로 증가하였다. 경기침제와 실업의 급증으로 노동시장과 사
회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였고, 바세나르(Wassenaar)
협약이라고 불리우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네덜란드 경제는 상당한 정도의 회복세
로 돌아섰고, 사회복지제도도 일정 정도 안정화되었다. 또한 네덜란
드 사회복지체제는 사회민주주의 체제 유형에서 보수적 조합주의
모형 혹은 비스마크적 사회보험체제의 요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진행되었다. 즉 집합적 · 사회적 연대에서 개인의 책임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
지출은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정은 시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시기로 근대적
복지국가의 형성기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2차 세계대전 이
후부터 1970년대로 복지국가의 발전 및 제도 확대기로 이 시기 네
덜란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압축적인 성장을 경험하였고, 가장 관대
한 그리고 급여수준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를 형성하였다. 마지막 단
계는 1980년대 이후로 경제위기와 더불어 복지국가 재편기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앞에서 제시한 3단계로 나누
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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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절 근대적 복지국가 형성기 : 2차 세계대전 이전
네덜란드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복지국가 출발점은 1874년에
제정된 12세 이하 아동의 노동을 금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말에 국가 차원의 조사(national survey)에 의하
면, 전체 인구의 상당한 비율이 극단적인(dire)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인구의 광범위한 빈곤과 비참한 상황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의회에서 진행되었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은 1901년 제정된
산재보험인 노동자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act)의 제정이다.
이 법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 법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3가지 사회보험 중 최초로 제정되었다. 질병
보험과 장해보험은 법률의 집행과 제도 운영의 권한을 누구에게 귀
속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으로 제도 도입이 지연되었다. 노동자보상
법은 강제보험의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오
스트리아의 영향을 받았다. 독일의 경우 반(半)공공적 성격의 고용
주 단체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고, 중앙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국립보
험은행(national insurance bank)4)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보험료 산정
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부담금은 업종별로 재해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법률 제정과정에서 일부 개신교 정당과 사용자 단체들
의 반대가 있으며, 법률에 대한 반대과정에서 네덜란드 최초의 고용
주 단체가 결성되었다.
장애법(disability act) 또는 임의적 퇴직연금법(voluntary retirement in4) 네덜란드의 사회보험 운영기구는 은행(bank)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오늘날에도
사회보험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고용주 단체 및 노조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국가의
개입보다는 자치적 운영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험 운영기구가 국가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하더라도, 기구의 명칭은 중립적인 의미의 은행으로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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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ance act)은 1919년에 도입되었으나, 70세 이상의 노령인구만을 대
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사회당과 ‘국민
연금을 위한 연합’은 광범위하고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노령연금
의 시행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장애수당의 명목으로 지원되
는 노령연금의 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퇴직전 소득과 연계되어 있었
다.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사회정책을 담당해온 개신교 정당에 의
해서 지역별 노동위원회에 연금제도의 운영이 위임되었다. 노조와
고용주는 지역별 노동위원회를 총괄하는 이사회에 동등한 수로 참
여했으며, 이사회 의장은 정부에 의해 임명되었다.
질병법(illness act)은 1913년에 제정되었으나, 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되어 실질적인 시행은 17년이나
미루어졌다. 1921년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고용주와 노
조들은 사회보험제도가 산업보험연합(IIAs)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였다. 산업보험연합은 강제보험에서 탈퇴한 기업들
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별 노동위원회가
오스트리아 모델을 따라 질병법에 대한 운영책임을 맡고자 하였다.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었고, 1930년에 비로소 산업보험연합과 지역
별 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질병법의 운영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법률이 시행될 수 있었다. 최초 질병법의 내용은 1883년 독일의 질
병보험법과 유사하였으나, 의료종사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
서 질병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하고, 질병발생으로 인한 소득상
실분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질병치료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보험급여는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1942년 네덜
란드를 점령한 독일의 나치당에 의해서 보험급여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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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시기에 도입된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
영역
연금
공적부조

장애
실업
아동수당

법률/제도

년도

임의적 퇴직연금법 (voluntary retirement insurance act)

1919

빈곤법 (poor law)

1854

신빈곤법 (new poor law)

1912

노동자보상법 (workerʼs compensation act)

1901

질병법 (illness act)

1913

실업보험기금법 (unemployment insurance fund act)

1935

노동자아동수당법 (wage-earnerʼs childrenʼs allowance act)

1940

1901년 산재보험제도 도입 이후 2차 세계대전까지 도입된 장애,
노령, 질병 등의 사회보험제도는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도입된 사회보험은 공통적으로 국가 개입을 가능한 축소
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사회보험의 재원은 사회보험료로 충
당되었으며, 사적연금의 원리를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연대성에
기반한 재분배 정도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기업이익을 우선하면서
대부분의 사회보장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하였으며, 급여수준이 낮았다.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고용주가 원하는 경
우 개별기업 혹은 기업간 연합으로 강제보험을 탈퇴하여 별도의 제
도로 운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별 기업단위 또는 산업별 제도로
조직화됨으로써 이른바 파편화된(patchy) 제도적 배열로 구성되었
다.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은 현재 취업하고 있는 혹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just waged worker)로 한정되면서 노동자 중심의 사회
보장제도 이상으로 확장되지 못하였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부재정의 기여는 최소한 수준을 보증하는
역할에 한정되었으며, 빈곤법(poor law 1912)이 정하는 수준 정도의

17

1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가의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
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은 교회, 자선단체 등 사적영역에
의존하였다.
시행 초기 네덜란드 사회보장체계는 성장과 발전이 크게 지체되
었다. 이는 서로 다른 종교와 정치적 배경을 갖은 다양한 사회세력
들간에 사회정책의 내용과 제도 운영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사회세력들은 강력한 국가건설의 수단으로서 임금
인상 억제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반면에 사회보장급여
등과 같은 보상의 영역에서는 사회정책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분
열상태가 지속되면서, 국가의 통제역할 및 정책수행의 장애물로 작
용하였다.
가톨릭정당의 ‘보충성의 원칙’5), 자유당의 ‘자유방임 원칙’ 그리
고 개신교정당의 ‘칼빈주의 원칙’6) 은 사회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
을 제어하는 강력한 이념적 무기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정당들의 원
칙은 고용주들이 자연적으로 결합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기업들
은 국가의 역할이 제약되고, 관련주의가 확산되지 않고 사회보장제
도의 운영이 기업에 위임된다면, 사회보장비용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용주들은 독일
사례를 본받아 산업보험연합을 결성하였다. 반면에 사회당과 동일
한 입장을 갖은 사회주의 계열을 노조들은 국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을 선호하였다. 이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으며, 기업에

5) 외부효과가 작은 문제, 정치공동체의 일반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는 가능한
낮은 수준 혹은 단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
6) 가족, 기업, 교회는 자신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주권을 보유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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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사회주의 계열의 노조들이 네덜란드 노조
운동 역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1918년~1960년
의 기간 동안 가톨릭 혹은 개신교 계열의 노조가 사회주의 계열의
노조보다 많았다.
사회주의 계열의 노조는 1921년에 고용주단체와 사회주의 노조연
합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선호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양보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이사회에 노조도 고용주단체의 산업보험연합과 동일한 비
율로 참여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1921년 양해각서의 내용은 이
후 네덜란드 사회정책 입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3. 복지국가 확대·발전기 : 2차 세계대전 이후 - 197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 사회보장체제의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은 1945년에 런던에 있는 망명정부에 의해 구성된 국가자문위원
회 보고서이다. 반레인위원회(Van Rhijn Commission) 보고서는
1942년에 발간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 전쟁 이후
에 구성되는 첫 번째 정부에게 새로운 사회보장체계의 청사진을 제
시하고, 이와 관련된 권고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간되었다. 우선
사회보장체계를 노동자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서 전체 시민(all citizens)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한 노령, 사망(유족), 장애 등 포괄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제도로서
이른바 국민보험(people’s insurances)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각 사회집단들이 참여하는 3원적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19

20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적절하지만, 전반적인 감독과 제도운영의 기본적인 책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7).
반레인위원회 보고서는 발표된 수년 후에 순차적으로 입법과 제
도화의 과정을 거쳤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망명정부가 제안한 사회
복지 개혁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정률주의 방식의 사
회보험제도들을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복지
국가의 확장과 발전의 중요한 계기는 중도우파의 가톨릭정당이 복
지개혁 노선을 지지하게 되면서부터이다. 1946~58년의 노동-가톨릭
연립정부의 사회보장체제의 확대와 관련된 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들은 대부분 1960년대에 시행되었다8).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체제를 반대하는 주체들
이 주도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조합주의 기구에 의해 거부되
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보험, 노동자보험,
그리고 공공부조라는 3개 영역의 체계로 발전하게 된다. 일반 국민
7) 노동재단(STAR)에 참여한 사회집단들은 1921년 양해각서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회보
장제도의 운영 책임과 권한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다. 1948년
국가 자문위원회는 산업보험연합이 제도운영을 담당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중
앙행정기관(central administration office)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개신교
정당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이후에 사회보장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축
소하자는 스타펄캄프(Stapelkamp)의 수정안인 사회보장기구에 관한 법률(OSV)이 제
정되었다. 이 법률안의 내용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설립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감
독권한은 새로 설치된 사회보험위원회(SVR)에 위임되었다. 사회보험위원회는 정부가
소수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회집단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이
법률로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의 이원적 운영체제는 종결되었으며, 노동자보험의 운
영 및 시행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산업보험연합에 위임하였다.
8) 반레인위원회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이후에 1963년에 사회
부장관인 Veldkamp가 주도하여 네덜란드 사회보장에 대한 새로운 그리고 포괄적인
원칙은 확립하였다. 새로운 원칙의 내용은 ‘모든 시민은 자기 실현과 기회의 평등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후에 빈곤층을 위한 국가 의료보험, 국립학교 및 수
업 수당(allowances), 세입자를 위한 주거 급여 그리고 주택소유자를 위한 세금공제
(tax credits) 등 많은 제도들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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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보험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연대성 원칙을 중
심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국민보
험은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최저수준의 소
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47년 노령연금에 관한 긴급조
치가 발령되었는데, 이는 전후 네덜란드 사회정책에 있어서 가장 획
기적인 사건 중 하나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공적연금 시행에 관하여
1951년에 사회경제협의회 동의를 얻었다. 노령연금에 관한 긴급조
치는 1956년에 65세 이상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정액 수준의 공
적연금을 보장하는 공적퇴직연금법(public retirement pension act)으
로 전환하고, 1957년 1월에 시행하였다. 공적퇴직연금법은 네덜란드
최초의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로, 사회보장정책에 있어서 공적사회
보험의 개념이 도입된 사례이다. 개신교 및 가톨릭 고용주 단체와
노동조합은 보편적 사회보험의 제도화를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주도적 역할과 포괄적인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지지는 공
적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1959년에는 미망인 · 고아의 지원을 위한 공적연금법이 제정되었
고, 이어 1963년에 공적아동수당법이 제정되었다. 2차 대전 중 독일
점령 시에 설치되었던 질병기금은 1965년에 새로운 법적근거를 마
련하였으며, 1968년에는 예외적인 의료비 지출과 장기입원 비용을
포괄하는 제도로 확대되었다. 국민보험제도는 국세청을 통한 재원
조달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급여지급 등 정부기관에 의해 집행 관리
되었다. 의료비용기금은 종교적 혹은 이념적 기반이 서로 다른 다양
한 집단들이 참여하는 사적 연합단체가 운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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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에서 제 · 개정된 사회보장 법률
영역
연금
공공부조
장애

실업

의료

아동수당

법률

년도

공적퇴직 연금법 (public retirement pensions act)

1956

공적 미망인·고아 (지원)법 (public widows and orphans act)

1959

공공부조법 (public assistance act)

1965

장애보장법 (disability security act)

1967

공적장애급여법 (public disability act)

1976

실업법/실업자사회급여법 (unemployment act/social provisions for
unemployed)

1952

부가실업급여법 (extra unemployment provisions act)
*실업자사회급여법(1952)을 대체

1965

질병예방기금법 (preventative illness fund act)

1950

질병기금법 (illness fund act)
*질병예방기금법(1950) 대체

1965

공적부가의료비지원법 (public exceptional medical expense act)

1968

자영업아동긴급수당법 (emergency childrenʼs allowance for the
self-employed)

1952

공적아동수당법 (public childrenʼs allowance act)

1963

신아동수당법 (new childrenʼs allowance act)
*기존 3개의 아동수당법을 통합

1980

네덜란드 사회보장체제의 또 다른 영역인 노동자보험은 보험원리
를 기반으로 제도가 구성되었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질
병, 사고, 실업 등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수준과 연계
되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재원은 고용주와 노
동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여금에 의해서 충당되었으며, 제도의
가입조건은 신청자의 근무경력에 좌우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실업보험은 희망자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며,
일정비율을 국가가 보조하는 노조 소유의 특별기금에 의해서 운영
되었다. 독일 점령기 동안 노조활동이 금지되면서 실업보험기금의
운영도 중단되었다. 1941년 대서양 헌장과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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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전쟁 이후 실업보험은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1952년 실업법에 의하면 26주 동안 직전 임금
의 80%에 해당하는 소득을 보장하였다. 실업보험의 신청자는 비자
발적 실업자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전제조건이었다. 1965
년 시행된 부가실업급여법은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2년 연장하였
으며, 연장된 기간 동안 추가적인 조사 없이 직전소득의 75%에 해
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
1967년에 제정된 장애보장법은 1901년의 산재보험법을 대체하였
다. 장애보장법의 운영은 산업보험연합이 담당하였으며, 장애보상급
여는 직전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1년
동안 집령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장애보험 급여의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근로 중 사고에 의한 장애자와 사업장 이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장애자의 차별을 철폐하였다. 따
라서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가 직업상의 이유에서 발
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
의 독특한 특성이 시작되었다. 1976년에 시행된 공적장애급여법은
적용범위를 자영업자, 공무원 그리고 선천적 장애인까지 확대하였다.
네덜란드 사회보장체제의 세 번째 영역인 공공부조는 소득, 여타
사회보장급여, 생계수단이 없는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안전망의 역
할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실업보험급여의 지급기간이 종료한 이
후에도 실업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공공부조를 통해 소득을 보장한
다는 것이다. 1965년에 제정된 공공부조법은 1854년과 1912년의 빈
곤법을 대체하였다. 공공부조의 재원은 정부예산에서 충당되었고,
각 지방정부의 사회정책 대행기관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공공부조
의 급여수준은 1974년 이후부터 성인 1인당 최저임금의 70%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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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다. 공공부조의 급여지급은 자세한 소득 · 자산조사를 전제하는
것이었으며,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고용사무소에 등록해야 하고, 근
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공공부조의 급여
지급은 각 지방정부의 사회지원국이 책임을 맡았다.
1960~70년대 네덜란드 사회보장체제는 관대한 수급조건과 상대
적으로 높은 급여수준으로 북유럽국가들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체제
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배열이나 급여종류 등과 관
련해서는 전형적인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인 대륙형 모델의 전
형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대륙형 모델은 사회보험제도 중심의
사회보장체제, 직업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
험방식의 사회보장, 고용주와 노동자의 사회보장기여금(보험료)을
통한 재원조달, 전통적 개념의 가족유지, 남성부양자의 중요성 강조,
준정부 · 준민간기구에 의한 제도 운영, 기존 소득과 연계되는 급여
수준 등의 특징을 보인다. 유럽 대륙형 복지국가 중에서 네덜란드
사회보장체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성부양자 모델의 원칙이
고용,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에 강하게 투영되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범주에 포함되는 국가 중에서 네덜란드와 같이 사회보장
제도에서 기혼여성 노동자에 대해서 차별적인 제도를 가진 국가는
없다. 네덜란드 사회보장체계에서 남성부양자 모델은 기혼여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한다는 일반적 신
념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아동부양수당,
공공주택의 공급 등도 이러한 남성부양자 원칙에 입각한 제도적 선
택의 결과이다.
네덜란드 사회보장체제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뒤늦은 1960년대
부터 급속하게 발전을 하였으며, 이러한 급속한 발전의 계기는 가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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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의 영향이 컸던 조합주의에 기인한다. 가톨릭 정부하에서 대표적
인 보편적, 포괄적 사회복지제도9)가 도입 · 시행되었다. 1960년대 경
제번영에 힘입어 비사회주의적인 중도적 종교정당에 의해 복지국가
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노조간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네덜란드 정
치에 있어 계급적 요소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노동과 자본의 대립은
종교의 역할이 컸던 기존의 조합주의적 정책결정방식을 약화시켰
다. 이는 행정부와 의회의 힘을 강화시키고, 이익집단 등 시민사회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60년대 들어 정책결정과정
의 주도권이 조합주의적 기제에서 의회와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복
지제도가 급격하게 팽창되었던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대공황,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사간 타협
에 의한 사회조합주의가 뿌리를 내렸다. 사회조합주의는 자본주의
적 세계경제라는 외부적 압력으로 강화되었으며, 경제성장과 민주
주의 확장에 기여해 왔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는 이익집단
간 합의의 필요성을 강화시켰고, 노사협력에 기반한 사회조합주의
는 1960년대까지 경제 재건과 성장, 사회평화에 기여하면서 안정적
으로 작동하였다(Katzenstein 1985).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복지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 사회조합주의의 핵심에 노사관계가
있다. 조합주의적 사회정책의 전통은 초기 복지제도의 발전을 억제
하는 요인이 되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역설적으로 네덜란드 복
지제도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팽창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9) 미망인 · 고아공적연금법(1960), 공공부조법(1965), 장애보장법(1967), 부가실업급여볍
(1965), 질병기금법(1965), 공적아동수당법(196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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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위기와 복지국가 재편기 : 1980년대 이후
1973년 구성된 중도좌파 연합정부는 재분배 정책을 더욱 강화하
였다. 그러나 1973년 석유위기 이후 실업이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침제하기 시작하였다. 공공지출의 급
속한 증가로 GDP대비 공공지출은 1983년 61%까지 상승하였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부담률이 GDP대비 55%까지 상승하면서
경제 활력을 약화시켰다. 기업이윤과 투자가 축소되고, 이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유가 상승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는 집합성과 연대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팽창해왔던 네덜란드 사회보장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였다. 사회보장체제의 근본적 변화란 급여지출의 실질적 감
축과 경제위기에 따라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순응
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높은 비율, 남성과 여성의
역할패턴 변화, 인구 고령화 현상은 복지급여 지출의 감축을 넘어서
서 사회보장체제의 구조적 개혁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
다. 노동과 연계된 복지를 강조하게 되면서, 집합적 연대를 원칙으
로 하는 기존 모형에 근본적인 비판과 새로운 개념의 사회보장체제
로 재편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게 된다.

가. 재정지출 감축을 위한 사회복지개혁
이른바 ‘네덜란드 병’10)을 극복하기 위해 1982~89년의 루버스 정
10) 네덜란드 사회복지개혁의 시발점은 장해보험제도이다. 네덜란드 장애보험은 직업상
의 위험요소와 사회적 위험요소를 동시에 보장하는 포괄적인 제도라는 특징이 있
다. 1980년에 장애보험의 수급자는 66만명에 달했고, 1980년대 말에는 600만명의 경
제활동인구 중 10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장애보험 수급자가 된다는 전망으로 사
태가 심각해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당시 수상인 루버스는 ‘네덜란드는 병든 국
가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연금 수급자 문제는 단지 재정적인 차
원이 아닌 통치권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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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1989~94년의 기민당 · 노동당 연립정부, 1994년~2002년의 사민
당과 우파정당의 연립정부(purple 연합) 등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된
복지개혁의 핵심은 예산 건전성 제고이다. 1970년대까지 네덜란드
정부는 임금과 사회보장급여의 연동체계가 임금인상 억제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경쟁적으로 사회보장 확대를 요구하는 다양한 집단
들에 대한 제동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임
금인상 억제에 대한 조합주의적 협상체제가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연동체계는 오히려 사회보장 지출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즉 네덜란드의 실업급여, 연금, 장애급여 등은 퇴직전 최종
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
성적인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파동이라는 두 번의 외부
적 충격에 의해 경제상황이 악화되지,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체계는
비용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개혁은 과도한 재정부담과 실업률의 축소를
위하여 급여수준의 동결 및 하향조정, 수급자격 조건의 강화, 수급
기간 단축, 복지운영의 민영화 등을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복지급여
축소는 재정 건전성의 제고와 더불어 복지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
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구직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업급여의 수준을 최종급여의 80%에서 70%로 하향조정하였고,
수급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실업수당의 수급자는 실직 이전의 12개
월 동안에 26주 이상 일을 한 사람이어야 했다. 지급기간은 수급자
의 근무경력이나 연령에 따라 6개월에서 최장 5년까지 가능했다. 구
체적으로 1985년에 22세 미만의 노동자는 연장지원에서 제외되었
고, 1년에 6개월을 초과하는 실업수당 신청이 불가능하였다. 반면에
1984년부터 57세 이상의 노동자는 구직을 위한 등록의무는 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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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법정 퇴직연령인 65세까지 특별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상
병수당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들의 임금을 고용주가 일정기간 부담
함으로써 상병수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도록 하였다.
복지급여 축소를 위한 개혁의 핵심은 장애급여(WAO)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노동자의 해고가 어려우며, 이를 우회
하는 방편으로 장애연금이 활용되었다. 또한 네덜란드는 경제위기
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 조정과 이에 다른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장애연금을 활용하였다. 1970년대 이후로 유럽
대륙국가들은 보조금을 통해 노령근로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
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 진입시 보조금을 주고, 퇴출을 막는 방법
으로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전략
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 후반 네덜란드 경제는 노동시장, 노동투입
을 줄이기 위한 합리화 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체제가 서로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에 빠져 들었다. 고임금 경제에서 기업들은 노동생산성
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투입을 줄이기 위한
시설투자와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임금수준, 낮은 순소득, 생산성 낮은 노동
자의 퇴출, 사회보장지출 및 세금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은 다시 추가
적인 정리해고를 파생시키고, 노동 없는 복지의 악순환 구조를 더욱
심화시킨다.
네덜란드는 노동공급을 축소하기 위한 극단적인 전략을 실시하였
다. 독일, 프랑스의 경우 조기퇴직제도가 노동시장 퇴출을 위한 주
요 수단이었으며, 벨기에는 실업수당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을 활용하였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질병 및 장애보험제도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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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에 네덜란드의 55~64세 연령계층에서
장애연금 수령자가 취업자수를 상회하였다. 따라서 장애급여 수급
자 중 상당한 비율이 장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11), 장애급여
는 사실상 고령층의 장기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급여에 대한 개혁논의가 지속되었고, 관련
한 제도개선이 시도되었다. 1992년 3월에 ‘장애수당 청구자수의 축
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기업들이 장애보험과 질병휴직을 억
제하도록 하는 수단이 강구되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최소기간 이상
동안 부분장애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노동자의 반년치 임
금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1993년에는 질병휴직과 장애보험의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개혁이
시행되었다. 급여수준의 산정 기준이 과거 임금이 아니라 향후 소득
창출능력으로 변경되었고, 그 결과 과거 임금기준으로 100%에 해당
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도 수당의 일부만을 받을 수 있
게 되었다. 50세 이상 노동자의 자격요건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따
라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개혁조치의 영향을 받았다. 50세 미
만의 경우 장애수당은 대폭 축소되었는데, 지급기간이 단축되었으
며 급여수준도 이전 소득의 70%에서 법정 최저임금의 70%로 감소
되었다. 또한 장애판정에 있어서 노동시장 요건이 아닌 새로운 의학
적 기준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신체검사 실시하

11) 네덜란드의 경우, 장애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장애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참여 가능
성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노동시장 요건’을 활용하였다. 즉 장애란 노
동자의 생산성이 자신의 과거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의사들이 장애를 판정함에 있어서 노동시장 요건을 폭 넓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노
동시장 요건은 1987년 개혁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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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실업보험과 장애보험 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던
부분장애근로자에 대한 법적 기준도 강화되었다. 1998년 장애급여
의 개혁은 고용주가 정부 혹은 민간보험자에게 노동자의 5년간 급
여요구 경력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주가 작업
장내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 노동자의 재활에 노력하도록 유인을
강화했다. 수급자의 교육훈련 강화 및 구직활동의 촉진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재취업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러
한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장애급여
는 여전히 중요한 개혁과제로 남아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장애
급여에 대한 개혁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나, 개혁의 실행은 그다지 용
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1983년 이후 임금 · 물가 연동제가 폐지되기 시작하였으며, 1985
년에는 거의 모두가 폐지되었다. 퇴직전 최종급여의 80%까지 보장
되던 복지급여의 하향 조정, 수급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와
더불어 실질임금의 감소로 인하여 최저연금에 연동되어 있던 많은
복지급여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복지급여
의 축소는 단순히 급여의 양적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네
덜란드 사회복지체계의 성격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보편적 사회권
의 성격을 갖은 복지급여가 수급조건을 강화하면서 선별적 성격이
강화되었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보다는 노동시
장에 남아있도록 유도하였다. 1980년대 이후 네덜란드의 실업률 감
소는 복지급여 축소와 시장기제 강화 조치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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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부문의 축소와 시장역할 확대
복지급여의 축소로 인하여 소득계층간 격차가 확대된 것은 사실
이나, 네덜란드는 빈곤율과 불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로 평가되
고 있다. 그러나 시장기제의 강화와 더불어 개인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식의 개혁조치는 지속되고 있다. 실업보험과 장애보험의 운영에
있어서 민영화를 위한 시도가 강화되어 왔으며, 노후소득보장제도
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네덜란드 공적연
금은 보편적 기초연금의 성격을 갖으며, 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소득
계층에 있어서 소득대체율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로 네덜란드에 있어서 직역연금이 광범위하게 발달되었고,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직역연금의 발달 정도가 높고 적용범위가 넓다.
노후소득에서 공적연금의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과 1998년 사이
에 25%가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말을 기준으로 전체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의 비중이 45%, 직역연금이 30%, 개인연금(저축)이 25%를
차지한다.
공적연금의 비중이 감소하고, 직역연금과 개인저축의 비중이 증
가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영역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 확대를 의미한
다. 특히 산업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1993년의 임금완
화촉진법에 따라 시행된 세제혜택은 개인저축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현상을 네덜란드 복지체계에 있어서 민영화,
시장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며, 사회적 연대의 약화와 더불어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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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성부양자 모델의 약화
네덜란드는 탈상품화 수준, 복지급여의 보편주의적 속성 및 사회
통합의 정도가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남녀간의 노동분업체계
를 통해 사회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남성가장을 중심으로 한 급여
체계를 갖고 있는 남성부양자 복지국가의 특성이 강한 나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네덜란드는
전통적 남성부양자 모델이 두드러지게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980년대 이전까지 네덜란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국
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남성이 가계부양자이고 여성
은 결혼을 통해 가정내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성별노동
분업에 기초한 남성부양자 모델의 특성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아동
은 가정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으며, 네덜란드가
비교적 오랫동안 경제적 풍요를 향유했다는 점이 여성들로 하여금
전업주부의 역할에 안주하게 했으며, 여성의 낮은 취업률로 연결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취업 여성의 경우에도 시간제 노동자의 비
율이 높으며, 이는 아동양육이라는 무급 가사노동자로의 역할과 제
한적인 취업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병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은 남성과 국가에 의존하는 존재로서 경제활
동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복지 수급권에서 여성의 배제가 정당화
되었다. 네덜란드는 남성가구주에 대해서 조세, 임금, 복지급여 등
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의 경
우 1973년까지 부부간에 합산과세가 이루어졌고, 1984년까지는 남
성가장에게만 세액공제가 적용되었다. 1985년 연금개혁 이전에는
기혼여성의 경우 개별적인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였다. 또한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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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전에 실업보험의 연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양자라
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했다. 1980년대 중반 이전에 네덜란드의 사회
보험은 보험료 산정과 기여가 가구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사회
정책이 남성부양자 가구를 전제하고 있으며, 가족의 유지와 보호가
핵심 정책목표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12).
네덜란드의 남성부양자 모델의 변화는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에 있
어서 여성수급권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노동시장 개
혁은 시간제 취업을 창출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평균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귀결
되었다. 주목할 점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의 증가와 더불어 시간
제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이는 여성취업의 증가
가 상당부분 시간제 노동자로 취업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
한 구조적 변화는 일정 정도 네덜란드 국가정책에 의해서 유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형적인 남성부양자 모델에서 탈피하여 부부가
동시에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이른바 결합시나리오(combination
scenario)를 근간으로 진행된 것이다. 결합시나리오는 남녀 부부 모
두는 유급노동과 가정내 무급노동을 병행한다는 가정하에, 남녀 모
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당 최대 32시간의 노동시간
12) 남성부양자 모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성부양자가 부재한 독신모 집단이다. 이
경우 국가는 남성부양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네덜란드의
경우 기혼여성과 동일하게 독신모도 가정에서 자녀양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 1965년 도입된 공공부조제도에서 독신모들은 노동의 의무에
서 제외되었고,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네덜란드 사회의 전통적인 이념으로서 모성에 대한 강조는 생계부
양자가 없는 여성들이 비교적 후한 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즉, 독신모들
은 재생산노동의 제공자라는 지위로 인하여 복지급여의 수급권을 획득하였다는 것
이다. 이는 독신모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기본적으로 기혼여성이 배우자에 대해서
강한 의존성을 갖는다는 정책논리의 연장선에 있으며, 따라서 강한 남성부양자 모
델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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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고 있다. 부부 모두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정내 재생산노동
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명백하게 남성부양자 모델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련의 결과로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이 취업률이 1990년대 들어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중 시
간제 노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노동시간 유연화 경향은 유럽국가의 보편적 현상으로 네덜란드만
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특징은 시간제 노
동의 활성화를 통한 남녀간의 동등한 노동시간 분배와 유급 생산노
동과 무급 재생산노동간의 동등한 시간 분배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여타 국가들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에 따라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하던 재생산노동을 사회화 혹은 시장화하는 전략을 선
택한 반면에 네덜란드는 남녀간의 유급 노동시간을 재편성하는 독
특한 전략을 추구하였다. 이는 가정내 재생산노동의 책임을 공적부
문이 아닌 사적부문이 담당한다는 것이며, 정부의 재정지출을 절감
하려는 사회복지개혁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복지 수급권의 변화는 네덜란드 사회보험의 기본단위
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수급권 기반을 강화
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네덜란드 사회보장
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사회보험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공식적
차별을 단계적으로 철폐해왔다는 것이다. 여성의 복지 수급권 강화
를 위한 대표적인 조치는 1985년 연금개혁과 1987년 실업보험개혁
이다. 1985년 연금개혁은 남녀간의 동등한 연금권을 규정하는 입법
을 통해 기혼여성도 독립적인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여
성 배우자도 동등하게 50%의 연금을 수급하게 되었다. 1987년 실업
보험 개혁은 연장급여의 수급요건에서 가계부양자이어야 한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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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폐지하고, 아동양육기간을 취업기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조
치를 취하였다. 또한 1985년 의료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에서 가입
및 보험료 기여의 단위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변화함으로써 개인별
수급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부모휴가제도는 1989년에 공공부문, 1991년에 민간부문에 도입되
었는데, 이 제도는 남녀의 역할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
휴가는 양도하지 못하는 개인적 권리로 규정되었으며, 따라서 남성
이 자녀양육 등 무급 가사노동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였다. 또한 부모
휴가는 시간제 휴가방식을 설정함으로써 근로의 단절을 방지하였
다. 즉 부모휴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의 기간 동안 노동시
간을 주 2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간제 휴가방식은
유급 생산노동과 무급 가사노동 사이에 재분배를 하는 것이며, 동시
에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의 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사회보험에 있어서 여성수급권의 강화, 부모휴가제도의 도입 등
은 남성부양자 모델의 성격을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양성평등이
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덜란드의 복지개혁은 제한적인 효과를 보였
다. 부모휴가제도가 무급이며 6개월 동안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이 무급 가사노동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사노동의 책임은 결국 여성에게 귀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네덜란드 복지개혁이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즉 재
정을 절감해야 하는 동시에 실업률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노동의 촉진과 가사노동을 가구의 사적책
임의 영역으로 지속하는 것이 비용 절약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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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모두 전일제 노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에 대한
공적개입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과 노동
시장 유연화가 진행되는 상황속에서 이른바 ‘부모/노동자(parent/worker)’
모델을 지향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네덜란드의 결합시나리오 방식은 실용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라. 네덜란드 사회복지 개혁의 의미와 향후 전망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
이다. 복지국가의 기본적 속성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외부변화에
대한 적응과 기술혁신을 가로막고, 경제발전과 고용증가를 저해하
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네덜란드
복지개혁 사례를 보면 복지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에도 불
구하고,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복지국가의 역할과 그 가치를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사회보장체계는 비스마르크 모형에 근거한 남성가장 중
심적이고 조합주의에 기반한 유럽 대륙형의 전형으로서 변화와 개
혁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와 협상
을 통한 복지개혁의 추진, 그리고 사회보장체계의 현대화가 가능하
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사회복지개혁은 많은 장애요인과 불확실
성, 그리고 보장된 권리로서 사회권에 대한 재조정 등 정치적으로
위험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네덜란드 복지개혁은 복지지출 감축
을 위한 급여수준 축소, 수급조건 강화라는 측면과 사회정책의 기본
원칙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제도의 관리 · 운영의 효율화 등 폭 넓은
범위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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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복지개혁의 성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지출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점이다. <표 1-1-3>에서 알 수 있듯이 네
덜란드 사회보장지출은 1990년 이후에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실업
과 장애부문의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
출과 고용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명확
한 성과이다. 세 번째는 네덜란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초래하였
다는 점이다. 남성노동자는 물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급격한
증가, 서비스 부문의 팽창에 따른 시간제근로의 급성장은 두드러진
변화이다. 이러한 결과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생활양식과 가족구조
의 변화에 대해서 사회보장체제가 효과적으로 적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복지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유럽 대
륙형의 사회보장체계도 개혁이 가능하며, 나아가 큰 혼란과 갈등 없
이 개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표 1-1-3> 네덜란드 사회보장지출 연도별 추이(GDP 대비)
단위: %
년도
영역
노

령

연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금

6.1

5.9

6.3

5.5

5.3

5.5

유

족

0.8

0.7

0.9

0.7

0.4

0.3

장

애

6.5

5.5

6.3

5.0

3.9

3.5

질

병

5.1

5.2

5.4

5.9

5.0

5.9

족

2.5

2.1

1.7

1.3

1.5

1.7

원

0.5

1.3

1.3

1.4

1.5

1.3

실

업

1.6

3.3

2.5

2.8

1.3

1.6

주

거

0.3

0.3

0.3

0.4

0.4

0.3

가
고

용

지

기

타

1.3

0.9

0.8

0.7

0.6

0.6

합

계

24.8

25.3

25.6

23.8

19.8

20.7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199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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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1980~90년대에 걸쳐 사회복지개혁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였고, 그 결과 2000년대 들어서 사회보장체제의 현대화와 경제성
장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회보장체제
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리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사회보장
체제는 全지구적 경쟁의 심화, 인구고령화, 이민자 문제 등 중요한
직면하고 있다. 국제적 차원 경쟁의 심화는 기업 경쟁력 확보가 중
요한 관건이 되고, 이는 기술혁신과 더불어 노동비용 절감이라는 문
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비용 절감은 사회보장에 필요한 비
용부담 완화와 급여지출 감소와 연계된다. 인구 고령화 역시 사회보
장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며,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경제활동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민자의 증가는 새로운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문제를 제기한다. 사회보장체제는 기존의 시민에게는 적절한 서비
스와 급여를 보장할 수 있으나, 새로운 이민자들은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이로 인하여 빈곤에 처할 위험이 커진다. 결론
적으로 경쟁력 심화, 인구고령화, 이민자의 증가는 공통적으로 사회
보장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사회보장에 대한 비용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이중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네덜란드 복지모델은 전형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에 의존한다.
임금노동자의 조세부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복지체계는 실업의
증가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장기실업자나 근로무능력자의 증가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따라서 향후 네덜란드 사회보장체제의 지
속가능성은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달성이 핵심적 요인이
다. 또한 사회조합주의 전통이 강한 상황에서 평화적 노사관계 유
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속적 제도개혁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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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관리체제

❘제1절❘ 사회보장 관리운영의 시대적 변천
1.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초기 형성과 그 특징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보험, 노동보험 그리고 공공부조라
는 3원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보험은 사회적 연대라는 원리
를 바탕으로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저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목표를 갖는다. 1947년에 노령연금에 관한 긴급조치와 1956년 노령
연금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
로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
행되었다. 1959년에 미망인 및 고아지원을 위한 일반법, 1963년에
가족수당에 관한 일반법이 각각 제정됨으로써 국민보험 영역의 사
회보장체제가 기본 골격을 갖추었다. 국민보험제도는 재원조달을
국세청이 담당하고, 급여지급은 사회보험은행과 같은 공공기관이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관리운영체제의 기본 틀을 현재까지도 유지
하고 있다.
사회보장체제의 두 번째 영역인 노동보험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며 노동자의 질병, 사고, 실업 등의 위험을 보
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노동보험은 수지균형의 보험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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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급여수준이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 소득비례방
식 급여가 일반적이다. 노동보험 영역의 사회보장제도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부터 자율적인 민간기구인 산업보험연합(IIAs)에 의해서 운
영되었다. 실업보험의 경우 1941년 대서양 헌장과 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정부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게 되었
다. 이는 1930년대 실업의 급격한 증가로 지불해야 할 급여가 많아
져 운영에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하여 노조나 고용주단체가
실업보험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1901년에 제정된 산업재해법은 1967년에 근로장애법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근로장애법은 업무수행 중 사고에 의한 산업재해와 작
업장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장애자의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직업상의 위험과 사회적 위험을 동등하게 취급하였다. 1976년에 장
애보험의 적용범위를 자영자, 공무원 그리고 선천적 장애인까지 확
대하였다. 질병이나 장애가 직업상의 이유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
부를 구별하지 않고, 급여를 제공하는 네덜란드 사회보장체계의 독
특한 특성이 있다. 장애보험이 피용자 중심의 제한적 범위가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전국민을 대
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관리 ·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에 장애연금을 포함한 노동보험은 정부
가 아닌 자율적인 민간기구가 관리운영을 담당하였고, 현재에도 이
러한 역사적 · 문화적 전통은 지속되고 있다.
네덜란드 사회보장체제의 세 번째 영역인 공공부조는 최후의 사
회안전망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소득이나 생계수단
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조세수입을 기반으로 국가재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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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가 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였다. 공
공부조의 급여는 소득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지역의
고용사무소에 구직과 관련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1980년
대 이후 강조된 근로연계복지는 공공부조와 노동보험 영역의 제도
간 연계를 중시하였다. 그 결과 노동보험의 관리 · 운영 담당기구와
노동사무소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동시에 이들 기구가 단순한 민간
기구가 아닌 공공기구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었다.

2. 사회보장 관리체계 개혁과 시대적 변화
사회복지제도 발달 초기의 네덜란드 사회보장 관리운영체계는 분
산적이며 이원적인 특징을 보였다. 예를 들어 1920년대 산재보험의
경우, 국가의 강제보험에서 탈퇴한 기업들은 산업보험연합이 운영
하는 제도에 편입되어 있었다. 또한 장해보험의 경우에는 1930년에
지역 노동위원회와 산업보험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
도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이원적 운영체제는 1952년까지 지속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분산적, 이원적 관리운영체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1948년에 국가 자문위원회는 제도의 관리운영을 산
업보험연합이 담당하는 방식을 반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산업보험연합의 이사회, 노동재단, 사회경제위
원회에 참여한 노동자와 경영자 대표들의 조직적인 반대, 기독교정
당의 반대, 사회민주당의 모호한 태도 등으로 인하여 개혁법안이 의
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1952년에 중앙행정기관을 설립하는 안 대
신에 사회보험위원회(SVR)에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법
률을 제정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에는 정부, 노동자와 경영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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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정부는 위원회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방
식으로 제도화되었다.
네덜란드 사회보장 관리운영체계의 구조는 20세기 초에 형성된
이래 9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관리운영체계의 기
본구조가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이다.
네덜란드의 관대한 사회보장급여는 1970년대 이후 석유파동으로 초
래된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이른바 네덜란드 병으로 대표되는 ‘노
동없는 복지’의 악순환으로 빠져들었다. 사회보장체계의 위기는 단
순히 제도나 정책의 수준을 넘어서 국가 통치력의 위기로 연결되었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이 시도되었다. 복지급여의 축
소와 더불어 제도운영에 있어서 노동조합, 경영주 단체 등의 이익집
단들의 행태와 각 조직들의 권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1992년 3월
에 국가 감사기구가 발표한 보고서는 네덜란드 사회보장 관리운영
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을 시도한 계기가 되었다. 보고서에 따르
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3원적 체계의 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uncil)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관
리운영에 관련된 책임과 권한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원 합동의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1993년에 발간된 청문회 결과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특히 장애보험의 운영에 권한을 가진 조직들이 제도
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활용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
하였다. 또한 산업보험연합과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거
세게 비판하였다. 비난의 핵심은 산업보험연합은 조직의 유지와 확
대를 위하여 복지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근로능
력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실효성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만성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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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애에 대하여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노동시장으로 복귀를 촉진
시키기 위한 노력에 소홀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묵인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문회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집행은 사
회집단이나 이익단체들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된 정부기관이 담당해
야 하고, 정책집행과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하게 분리할 것을 요구
하였다. 구체적으로 3원적인 구조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정부가 통제
할 수 있는 집단과 단체로 구성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조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산업보험연
합도 지역 집행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보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긴밀한 연계를 가능
하게 하며, 복지급여와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을 모두 통합하는 일괄
지원방식의 정립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문특별위원회의 결론은 정치권과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
지를 받았으며, 네덜란드 사회보장 관리운영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를 촉진하였다.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된 ‘자주빛(purple) 연립’
내각은 청문특위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1995년에 사회보장
위원회는 두 개의 새로운 기구로 대체되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권
한은 관리이사회(CTSV)로 위임되었는데, 이사회는 정부가 임명한
독립적인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가 담당
했던 조정기능은 1997년에 개정된 ‘사회보장 조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국립노동보험기구(LISV)로 이관되었다. 국립노동보
험기구는 독립적인 위원들과 고용주 및 노조의 대표로 구성되며, 의
장은 정부가 임명한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산업보험연합은 종속적
인 위치로 강등되었으며, 정부의 대행기구로서 공공기관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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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사회보장 관리운영체계의 개혁은 지속되었다. 개
혁의 핵심은 사회보장정책에 있어서 ‘국가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것
이다. 2002년에 노동보험 영역의 사회보장정책의 집행기구를 통합
하여 UWV(Uitvoeringsinstituut Werknemersverzekeringen, Institute
for employee benefit schemes)라는 단일기구를 출범하였고, 2009년
에 다시 UWV와 지역의 고용사무소(WERKbedrijf)를 통합하였다.
동시에 공공부조에 있어서 근로연계복지의 성격을 강화하는 제도
(WWB)의 개혁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사무소와 지방정부의 사회복
지 담당부서간의 기관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민보험, 노동보
험 및 공공부조 영역의 개별 관리 · 감독기구을 통합하여 2011년에
단일 관리 · 감독기구(Inspectorate SZW)를 출범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네덜란드 사회보장 관리운영체계의 개혁은 조직의 효율성 제
고와 조직 통합을 통한 제도운영의 통합성을 촉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현황과 내용
1. 사회보장 관리체계 개요
네덜란드 사회보장 관리체계는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게 국민보
험, 노동보험, 그리고 공공부조라는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장정책을 총괄 관리 · 운영을 담당하는 부처는 사회고용부
(SZW,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이다. 2011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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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네덜란드 사회보장 관리체계(2011년)

사회고용부와 별도로 청년가족부(Ministry of youth and family)가
있으며, 이 부서에서는 가족수당과 아동부조 제도를 담당하였다.
2012년에 들어서 청년가족부가 폐지되고, 관련 사회보장업무를 사
회고용부가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장체계의 영역별로 제도 운영과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이 있으며, 국민보험 영역은 노령연금(AOW), 유족연금(ANW), 가족
수당(AKW), 아동부조(KGB) 등의 제도가 있으며, 이 중 노령연금,
유족연금, 가족수당은 사회보험은행(SVB, Social Insurance Bank)이
그리고 아동부조제도는 국세청이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노동보험
영역은 상병수당(ZW), 출산급여(WAZO), 장애급여(WIA, WAO,

47

4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그림 1-2-2] 네덜란드 사회보장 관리체계(2012년)

Wajong), 실업급여(WW), 그리고 보충급여(TW) 등의 제도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집행업무는 피용자급여협회(UWV, Institute for employee benefits schemes)가 맡고 있다. 공공부조 영역은 사회부조
(WWB, WIJ)와 특정계층을 위한 최저소득보장(IOAW, IOAZ)의 제도
가 있으며, 집행업무는 지방정부의 사회보장부서와 지역의 고용사무
소가 담당한다.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를 총괄하는 사회고용부는 노동관련 업무
를 책임지고 있으며, 각종 급여와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자활업
무, 소득보장정책, 일과 양육의 조화, 그리고 노동조건 등과 이와 관
련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고용부의 조직구조는 장관 산
하에 차관 및 3개의 국으로 이루어졌다. 장관 직속으로 홍보, 예산,
입법업무를 담당하는 3개의 과가 있으며, 차관 산하에는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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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네덜란드 사회고용부의 조직구조

회계, 운영지원 그리고 자문 · 보좌를 담당하는 4개의 과를 두고 있
다. 그리고 장관 산하에 소득보장국, 고용국 그리고 관리감독국의
3개의 국을 두고 있다. 소득보장국은 WWB, WIJ, IOAW 그리고
IOAZ와 같은 공공부조 업무를 담당하고, 고용국은 질병급여, 장애
급여, 보충급여 등과 같은 노동보험 영역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고용부의 조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갖는 조직은 관리
감독국이다. 관리감독국은 2012년 1월에 노동감독기관(IWI), 공공부
조감독기구, 그리고 사회고용부 내 관리감독부서를 통합한 조직이
다. 이전에 별도의 독립기관과 각 영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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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위한 개혁의 산물이다. 관리감독국의 업무는 크게 3가지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근로조건에 대한 관리감독이다. 이는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
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의 안전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국민보험 및 노동보험
영역의 제도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피용자급여협회(UWV)와 사회보
험은행(SVB), 그리고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부
서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이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준법성 감시
뿐 아니라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부당청구, 횡령 및
조직적 기만행위 등에 대한 조사업무이다. 조사업무는 대부분 국가
검찰기관의 지휘하에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개 조직을 통합한 관리감독국의 출범은 사회보장과 노동의 전분
야 걸쳐 준법성과 제도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들의 효율성 제고와 더
불어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사 ·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노동시장 참여와 재취업을 촉진
하는 제도 설계를 통하여 사회보장 급여지출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전체 국민의 기초소득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목표를 보다 효과
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다.

2. 사회보험은행 : 국민보험 영역의 정책집행기구
사회보험은행은 네덜란드 사회보장 관리체계에 있어서 핵심기관
의 하나이며, 국민보험 영역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및 가족수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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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사회보험은행의 직원은 2011년 말 현
재 약 3,200명으로, 비교적 전문성이 있는 숙련된 인력으로 구성되
어 있다. 사회보험은행의 본부는 암스테르담 근교의 Amstelveen에
있으며, 약 490만 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지급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사회보험은행은 독립적 위상을 갖는 기관으로 정부가 임명한 3인
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기관의 운영을 책임진다. 3명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사회보험은행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장
한다. 이사회 의장은 기관의 행정과 전략분야 업무를 총괄하며, 한
명의 이사는 급여와 관련된 서비스와 정보업무를 총괄하며, 또 다른
이사는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사회의 의장이 담당하는 행정 및 전략분야는 홍보, 행정 · 전략
담당, 자문기구, 내부감사, FVP, 법무 등의 6개 조직으로 구성된다.
FVP는 보충연금보험재단(supplementary pension insurance founda
[그림 1-2-4] 사회보험은행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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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으로 40세 이후에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노령연금의 수급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
도이다.
사회보험은행 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명의 이사는 서비스 및 정보
관리를 담당하며, 산하조직은 11개의 지역사무소, 정보서비스 및 정
보관리부서로 구성된다. 11개 지역사무소(kantoor) 중 9개는 네덜란
드 국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브레
다(Breda)와 네이메헨(Nijmegen) 사무소는 각각 벨기에와 독일에 관
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사무소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 거주하면
서 네덜란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 혹은 네덜란드에 거주하면
서 독일의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는 네이메헨 사무소
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행의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이사의 산하조직은 재정 및
총무, 인사, 시설관리 및 PGB 서비스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PGB 서
비스 센터는 예외적인 의료비 보상(AWBZ)과 만성질병, 정신질환,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지원제도(WMO)의 수급자를 대상
으로 비용 부담 완화와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위한 조언과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3. 피용자급여협회 : 노동보험 영역의 정책집행기구
피용자급여협회는 노동보험 영역의 사회보장제도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장애급여(WIA, Wajong, WAO), 출산 · 양육급여
(WAZ, WAZO), 실업급여(WW), 보충급여(TW) and 그리고 상병급
여(ZW) 등의 제도에 대한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고용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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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등록업무, 구인 · 구직 서비스 그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
할을 하는 기관이다. UWV는 2002년에 기존의 5개 노동보험 업무대
행기관(Cadence, Gak, GUO, SFB, USZO)를 통합한 조직이며, 2009
년 1월에 고용사무소(WERKbedrijf)와 추가로 통합하였다. 고용사무
소와 UWV의 통합은 지방정부의 사회보장부서와 긴밀한 업무연계
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또한 UWV가 공공기관으로 편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UWV의 업무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장 핵심기능은
고용지원 업무이다. 고용지원은 구직자들에게 직업을 구할 수 있도
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며, 특히 장애나 만성질환자와 같이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의 재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용관련 업무는 주로 네덜란드 전역의 약 100개의 고용사무소가 담
당하고 있다. UWV가 담당하는 또 다른 업무는 상병급여 지급과 관
련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계
속할 수 없을 경우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상병급여를 지급하고, 일
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병급여 수급자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질병으로 인하여 이전의 직무로 복귀하기 어렵
다면 적합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필요한 경우 재
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UWV는 노동보험 영역의 사회보
장제도의 급여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급여지
급은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급여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최근에는 급여청구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부당 · 허위
청구에 따른 급여 재산정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UWV가
담당하는 업무로는 정보의 수집과 제공이 있다. 노동보험 가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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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고용, 임금 및 급여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관리 그리고 제
공한다. 고용 및 급여관련 서비스가 온라인화 되면서 정보의 축적과
제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주 및 구직자에게는 고용관련 정
보를 그리고 정부에게는 급여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축적된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철저한 급여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
는 상황이다.
피용자급여협회는 정부(사회고용부)가 임명한 3명의 이사가 조직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리는 사회보험은행과 동일
하며,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된 사회보장 관리체계 개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UWV의 조직구조는 업무영역별 조직(divisions),
계선조직(line management) 그리고 참모조직(staff management) 등 3
부분으로 구성된다.
참모조직은 협회의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로 이사회운영지원, 감
[그림 1-2-5] 피용자급여협회(UWV)의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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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설관리, 인사관리, 정보시스템관리, 예산 · 회계 및 전략기획 ·
연구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계선조직은 수급자 및 기업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담당하는 부서와 준법감시부서가 있다. 협회
의 조직구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업무영역별 조직으로 고용사무
소, 사회적-의료담당(social-medical affairs), 고객 및 서비스, 급여지
급, 그리고 정보서비스부서 등 5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의 직원 수는 2011년 말 현재 19,529명이다. 2002년 노동보험
대행기구들의 통합 이후 2003~2008년의 기간 동안 약 8,000명의 직
원을 감축하였으며, 2009년 고용사무소와의 통합으로 직원 수가 다
시 증가하였다. 2011~2015년의 기간에 약 5,000명의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며, 따라서 2016년에는 직원 수가 약 15,000명으로 예상된다.
2011년 말 기준으로 풀타임 직원은 전체의 46%이고, 파트타임 직원
은 54% 수준이다.

4. 결론 :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특징
네덜란드 사회보장 관리체계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며, 기관의
수가 적다는 특징을 보인다. 20세기 초 사회보장제도 초기발달 단계
에 사회보장 관리체계는 분산적 그리고 이원적 구조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구조는 약 90년 동안 지속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앙정
부 차원의 통합적 사회보장 관리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
으나 좌절되었고, 네덜란드 특유의 조합주의에 의해 분산적 그리고
이원적 관리운영체계가 오히려 강화되었다. 복지국가 위기를 경험
하면서 사회보장 급여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은 관리운영체계의 효
율성 제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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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보장 관리체계는 관련단체와 이익집단의
권한이 축소되고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편되었으며, 동시에
분산적인 구조는 지속적인 조직통합 결과 통합적 구조로 변모하였
다. 특히 노동보험 영역의 제도와 관련하여 집행기구의 통합은 주목
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덜란드 사회보장 관리체계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은 사회보장의 영역별로 단순화된 구조와 역할분담이 명확하다는 점이
다. 사회보장영역 전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사회고용부로 단일화
되었고, 국민보험 영역은 사회보험은행이 노동보험 영역은 피용자급여
협회가 그리고 공공부조 영역은 지방정부가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두 번째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특징은 정책 및 제도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기구의 통합과 역할 강화이다. 2012년 1월에 기존의 노동
감독기관, 공공부조 관리감독기구, 그리고 사회고용부 관리감독 부
서를 통합하여 사회보장 전체 영역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출범하
였다. 통합 관리감독기구는 사회고용부 내부 조직으로 전환하였고,
이는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특징은 집행기관 사이의 수평적 연
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공공부조(WWB, WIJ, IOAW, IOAZ)의
급여는 피용자급여협회의 고용사무소에 신청하고, 급여신청과 동시
에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고용사무소는 공공부조 급여신청서를 지
방정부에 이관하고, 지방정부는 급여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수급여
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업무처리과정에서 사회보장급여와 고용지원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고용사무소와 지방정부간
의 긴밀한 업무연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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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구구조 및 인구문제

❘제1절❘ 인구구조
1. 인구변동요인
한 국가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는 인구변동요인 즉, 출산, 사망
및 국제이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 같은 인구변동요인들
은 경제, 고용, 사회보장, 문화, 환경 등 제 영역들과 상호작용을 통
해 끊임 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한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의 과거 추이와 현재의 모습은 물론 미래의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국가의 인구 현상을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출산
네덜란드의 합계출산율(이하에서는 ‘출산율’로 표기)은 1983년에
1.47명으로 최저점을 이룬 후 1990년대 중반에는 1.5~1.6명 수준에
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1996년 이후 출산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 1.74명, 2003년 1.75명, 2008년 1.77명, 2009년 1.79명, 2010
년 1.80명으로 나타났다. 출생아는 2000년 207천명에서 2007년 181
천명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2008년 185천명, 2009년 185
천명, 2010년 184천명이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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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출산율 변동은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
이다. 1970~1980년대 중반에는 결혼과 첫째자녀 출산연령 간 간격
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었는데, 결혼
에서 첫째아 출산으로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990년 평균 3.3
년에서 1999년에 2.9년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대부분의 여성이
2자녀가 있는 가족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였으며, 첫째자녀를 가진
후 바로 둘째자녀를 가지려는 경향도 있었다(Knijin and Rijken 2002).
한편, 2005년경 출산율(출생아수)이 감소한 것은 과거 70년대의
인구증가율 둔화에 따른 30대 여성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다. 여기
에 더해 경기 침체도 부가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유로
포커스, 2005.12.01일자).
최근 3년간은 젊은 층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규모가 증가하였다.
첫째아를 출산하는 여성도 2008년 82천명에서 2010년 86천명으로
증가하였다. 20대의 여성에게서 더 이상 출산을 지연하는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30~40대 여성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초산연령을 살펴보더라도 1990년 27.5세에서 2000년 29.1세, 2004년
29.4세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7년간은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혼외출산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첫째아 중 혼외출생아의
비율은 1980년대 이전에는 5%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16%까
지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185천명의 출생아 중 41%가 혼외출생
아이다(CBS Web magazine, 2011.7.7일자).

나. 사망
평균수명은 1995년 남성 74.6세, 여성 80.4세였으나, 꾸준히 증가
하여 2000년에 남성 75.5세, 여성 78.8세, 2010년에 남성 78.8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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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82.7세로 나타났다(Statistics Netherlands 2011).
[그림 1-3-1] 네덜란드의 출산력 추이
단위: 명

자료: http://www.cbs.nl/en-GB/menu/home/default.htm

[그림 1-3-2] 평균수명 변동 추이
단위: 세

자료: Statistics Netherlands(2011). Looking back. A century of Dutch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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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통계청 추계결과에 의하면, 기대여명은 2040년 남성
82.7세, 여성 85.7세, 2060년 남성 84.5세, 여성 87.4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 국제이동
네덜란드는 오랜 이민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이민형태는
다른 국가와 다소 차이가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네덜란드의
이민자는 주로 지중해국가의 노동이민과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
도네시아, 수리남, 앤틸레스제도 등에서 유입하는 이민자로 구성되
어 있었다. 특히, 앤틸레스제도의 경제위기 이후 연간 3,000~7,000
명 정도가 네덜란드로 유입하였다(Bennekom 외 2000).
2000년대 초반 이민자는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네덜란드의
망명자 정책이 강화되어 소말리아, 수단, 유고슬라비아 등에서의 이
민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감소비중은 2001~2003년 이
[그림 1-3-3] 이입자(immigration) 추이(1995~2010)
단위: 명

자료: http://www.cbs.nl/en-GB/menu/home/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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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인구증가에 대한 이민자의 기여도
단위: %

자료: http://www.cbs.nl/en-GB/menu/home/default.htm

민자 감소의 53% 정도를 차지한다. 네덜란드로 유입하는 이민자는
2005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전년 대비 약 4천명
이상이 증가한 147천명이 유입하였다. 증가한 이민자의 대부분은
정치적 망명자(asylum seekers)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 경기
침체와 EU에서의 노동이주, 일본 및 미국 등의 경기침체 등에 기인
한다(CBS, Web magazine, 2010.2.10일자). 이후에도 이민자는 꾸준
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160천명이 유입하였다.
이민자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네덜란드 인구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네
덜란드의 인구는 4.5% 증가하였는데, 이는 EU 27개국의 평균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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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하는 수준이다. 인구성장에 대한 이민의 기여도는 EU 27개국
81%, 벨기에 74%, 영국 57% 등으로 나타나나, 네덜란드의 경우
22%에 불과하다. 즉, 인근 국가와 달리 네덜란드의 인구 증가는 주로
자연증가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CBS Web magazine 2011.7.7일자)

2. 인구성장
비교적 높은 출산율과 꾸준한 이민자의 유입으로 네덜란드 인구
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50년 10,027천명 수
준에서 1964년 12,042천명, 2000년 15,864천명, 2011년 16,656천명
등으로 증가하였다. 통계청 추계 결과에 의하면, 총인구는 2016년
17,000천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의 총인구는 18,000
천명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2040년경 17.8백만명으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CBS Web magazine, 2011.12.23일자).
[그림 1-3-5] 네덜란드 총인구의 변동 추이
단위: 명

자료: http://www.cbs.nl/en-GB/menu/home/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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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율은 다소 불규칙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마이너스로 전
환되지는 않았다. 1950년 17.3%에서 1960년대 후반 10%까지 감소
하고, 1980~1990년대는 5~7%수준에서 유지되었다. 2000년대 들어
2006년 1.5%까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최근에는 5%수준(2008년
4.9%, 2009년 5.4%, 2010년 4.9%)에서 유지되고 있다.

3. 인구구조
네덜란드 인구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0~19세, 20~64세, 65세 이
상의 인구규모 및 비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0~19세 인구는 1972년
4,695천명에서 정점을 이룬 후 1993년 3,746천명까지 감소하였다. 이
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1년 현재 3,914천명으로 나타난다.
0~19세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그 규모
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인구는 2030년 3,766천
명, 2050년 3,771천명, 2060년 3,769천명으로 전망된다. 총인구 중 이
들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37.3%, 2000년 24.4%, 2011년
23.5%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2030년 21.3%, 2060년 21.2%
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20~64세)는 1950년 5,514천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0,147천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이후 2023년까지 천만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39년 9,381천명까지 감소하고, 2060년에는
9,571천명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총인구 중 생산연령인구의 비
중은 1950년 55.0%에서 1966년 52.5%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1994
년에 62.5%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60.9%로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난다. 이러한 감소세는 2039년(52.6%)까지 지속되다가 이후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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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연령집단별 인구 추이와 전망(1950~2060)
단위: 명

자료: http://www.cbs.nl/en-GB/menu/home/default.htm

년 53.7%, 2060년 53.9%로 높아질 전망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50년 771천명에서 1958년 1,000천명,
1993년에 2,000천명까지 증가하였다. 2010년부터 1차 베이비붐세대
가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노인인구는 2011년 2,600천명으로 증가하
였다. 향후 노인인구는 2039년 4,627천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60년에 4,402천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총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
지하는 비중은 1950년 7.7%에서 2005년 14.0%에 도달하여 고령사
회에 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15.6%로 나타난다. 이후 꾸준히 증
가하여 2021년 총인구 중 20.1%가 노인인구로 구성되어 초고령사
회에 진입할 것이며, 2039년 25.9%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여 2060년 총인구의 24.8%가 노인인구로 구
성될 전망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노동인구의 부담을 측정하기 위하여 Green pressure와 Grey pressure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우선, 생산연령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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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0~65세 인구 대비 0~20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Green pressure를 살펴보면, 1950년 67.9%에서 1963년 72.5%까지 증가하였으
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6년 39.0%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서는 39~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2060년
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1-3-7] 인구부담(demographic pressure) 전망(1960~2060)
단위: %

주: 총부양비=Green Pressure + Grey Pressure
Green Pressure=20~65세 미만 인구 대비 0~20세 인구 비율
Grey Pressure=20~6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자료: http://www.cbs.nl/infoservice

생산연령인구(20~65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Grey pressure는 1950년 14.0%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0
년 이후로는 과거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이 비율은 2011년 현재 25.6%로 나타나는데, 2040년 49.3%까지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의 노인인구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2060년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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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구문제
네덜란드의 출산율은 1.5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1.8 수
준으로 증가하였다. 네덜란드는 다른 독일어권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보육서비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는 사용률이 높지만 육아휴직
은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며,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도
매우 낮다. 또한 네덜란드 사회는 결혼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인 가
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일-가족양립’이 어
려운 조건들을 감안할 때, 출산율이 남유럽 국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놀라운 성과이다. 네덜란드 특유의 일자리나누기 시스템
이 출산율에 미치는 명확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지만
(Hara 2003), 시간제 근로가 일정한 수준에서 출산율 하락을 막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은기수 외 2005). 예로, 여성근로자 중
시간제 근무비율(2002)이 OECD 평균 24.7%(한국 10.6%)인데 비해
네덜란드는 58.8%로 높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어린자녀를 둔 부
모(특히 모)의 노동시장 참가를 유인하기 위해 보육료를 적극 지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모 부담액의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산 휴직 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최고 115%까지 국가
에서 지급하여 높은 임금대체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주간의 유
급부성휴가와 2일간의 유급연가도 제공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4).
그러나 네덜란드 인구의 출산율 수준은 여전히 인구대체수준 미
만에서 장기화되고 있고,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민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
른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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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 이러한 인구증가율 둔화는 장래의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
는 요소 중의 하나로 네덜란드 정부는 합법적인 이민을 고려하여
왔다(유로포커스, 2005.12.01).
네덜란드는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어 유소년인구가 최
근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연령층도 최근까지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노인인구는 평균수명의 상승과 베이비붐세대의 노년층 진입 등에
따라 2039년까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인구
고령화수준(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이미 1950년 7.7%에 도달하
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5년에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하
였다. 2011년 현재 고령화수준은 15.6%이며 2021년에는 20.1%에 도달
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즉, 네덜란드의 인구변동은 비교
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에서
머무르고 이민자의 유입 역시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는 반면 평균수명
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2010년부터의 베이비붐세대의 노년층 진입
효과가 발생하여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55년 이상
이 소요되었으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에는 약
3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서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프랑스 115년, 미국 72
년, 이태리 61년, 독일 40년 등으로 나타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프랑스 40년, 이태리 20년, 미
국 16년 등으로 나타난다. 즉, 네덜란드의 인구고령화는 프랑스 등
몇몇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13) 네덜란드 인구는 다소 안정적으로 기저를 가지고 있어 인근 국가와 달리 주로 자연
증가에 의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현 추이가 지속된다면 인구감소(depopulation)는
2040년 이후에나 나타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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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부재정

❘제1절❘ 개관
네덜란드는 1970~80년대 초반에 걸쳐 마이너스 경제성장, 극심한
실업률(최대 13%), GDP의 60%에 달하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
과 그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자 그리고 방만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과 그에 따른 높은 복지의존성 등으로 소위 ‘네덜란드병’이라는 이
름을 얻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특히 무분별한 복
지확충은 재정지출 증가, 임금 및 물가상승, 실업률 증가 및 경제성
장 저하, 복지 및 국가재정의 악화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90년대 이래로 탄탄한 경제성
장, 고용의 기적, 국가재정의 안정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네덜란드의
기적(Dutch miracle)이라고 불리며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받고 있다
(주OECD 대표부 2006).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7월 기준 네
덜란드의 실업률은 유럽국가 중 가장 낮고, 우리나라의 3.8%보다
0.4%가 적은 3.4%로 거의 완전고용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특히 미
국의 금융위기의 한파가 한창 몰아쳤던 2009년에도 실업률이 그 정
도라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다. 당시 OECD 평균은 8.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랍다. 고용률은 75.8%로 더더욱 경이로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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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다. 이는 OECD 평균보다 거의 9%p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도 유럽국가 중 가장 선두에 서 있으며, 최근 20년간
거의 플러스권에 머물러 있다. 정부재정적자도 가장 낮은 국가의 하
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유럽경제통합 당시 가장 먼저 EU 경제통합
기준으로서 정부재정적자기준(GDP의 3%)과 국가부채기준(GDP의
60%)을 맞춘 국가이다. 70~80년대 ‘네덜란드병’에서 벗어나 90년대
이후 ‘네덜란드의 기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
니라 과감한 노동시장 및 복지개혁, 정부재정 축소, 복지개혁,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 뼈아픈 노력의 결과였다.
본 장은 먼저 네덜란드 경제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네덜란
드 경제의 기적적 회성과정과 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정리한다. 나
아가 그 과정에서 정부재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
리하고 남은 과제를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표 1-4-1> 네덜란드의 고용현황(2009.7)
단위: %
실업률

고용률

OECD 평균

8.3

64.8

네덜란드

3.9

75.8

자료: 한국경제TV(2011).

❘제2절❘ 네덜란드 경제의 특징과 최근의 동향
1. 경제일반
네덜란드는 흔히 ‘작지만 강한 나라’의 하나로 불린다. 물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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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때 작다. 국토면적이 남한의 40% 수준이고 인구는 우리의 1/3
수준인 1,660만명(2010)의 소국이다(CIA). 하지만 국제적 지위나 경
제적으로 볼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다. 과거의 베네룩스 삼
국의 경제통합경험으로 유럽통합의 선구주자이자 가장 강력한 지지
자이다. 또 경제적으로는 2010년 기준 국가브랜드가치로 볼 때 세계
8위(참고, 우리나라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서부에 위치한 입
헌군주제 국가로 유럽의 절대강국 속에서 생존해왔다. 그만큼 국제
적으로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극복한
국가이기도 하다.
<표 1-4-2> 네덜란드의 국가브랜드가치와 순위
단위: 억 달러
순위

국가

국가브랜드가치

1

미국

10조 6510

2

독일

6조 4956

3

영국

3조 4956

4

일본

2조 7686

5

프랑스

2조 5363

6

중국

2조 2122

7

캐나다

1조 6946

8

네덜란드

1조 5239

9

이태리

1조 4514

10

한국

1조 2001

자료: 산업정책연구원(2010)

2010년 네덜란드의 경제규모(GDP)는 8,322억 달러(ppp기준 6,769
억 달러)로 세계 16위이며, 1인당 GDP도 40,764달러로 최고 부국
중의 하나이다. 실업률이 3%에 달할 정도로 거의 완전고용수준인데
다 빈곤율(1.05%)도 EU에서 가장 낮다. 나아가 세계교역량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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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유사하게 GDP규모에 육박할 정도로 개방적 국가이다. 그러
나 그 만큼 경제상황도 대외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 네덜란드는 해안을 접한 지리적 위치를 이용하여 일찍부터
동인도회사 등을 차려 세계무대에 진출하였으며, 근대에는 유럽내
륙과 기타 대륙을 잇는 해상무역, 지금은 가공 및 중개무역을 통해
발전한 국가이다.

2. 경제의 특징
네덜란드 경제는 현재 고도의 개방경제, 효율적인 산업구조, 신뢰
와 타협의 노사타협 문화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CIA). 먼저, 네덜란드 경제는 우리나라처럼 대외무역
에 크게 의존적이다. 총교역량(수입+수출)이 GDP를 훨씬 넘어설 정
도로 대외무역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는 물론 높은
국가경쟁력에서 기인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크지 않는
데다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임금수준, 높은 질적 수준의 인적자원 등
이 그러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높은 경상수
지 흑자(약 500억 달러)를 구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는 지리적으로
교통 및 물류요충지이며, EU 국가 중 최고 경제대국인 독일을 최고
의 무역파트너로 두고 있다.
효율적인 산업구조도 네덜란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중요한
기틀이 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서비스산업(금융, 도소매 등)이
전체 경제의 73.7%, 제조업이 24.4% 그리고 농업이 1.9%를 각각 차
지하고 있다. 일찍부터 중개무역이 발달한 만큼 도소매업과 물류업,
나아가 다국적 대규모 기업을 통한 금융서비스업(ING, AMR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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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서비스산업이 크게 발달했다. 제조업의 경우도 식품가공, 화학,
석유정제, 전기기계, 조선업 등에 있어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화학 및 석유정제 등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양 산
업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높은 친환경기술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의 국제경쟁력은 대단하다. 전체 노동인구의 약 2%만
이 종사하고 있지만 농산물 무역을 통해 벌어들이는 흑자규모는 엄
청난 수준이다. 나아가 네덜란드 경상수지 흑자에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1960년대에 발견된 북해산 천연가스이다. 이는 세계
9대 매장량을 자랑하며, 생산량의 2/3를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는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네덜란드
경제는 무역에 의존하다 보니 해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하다.
신뢰와 타협을 통한 노사타협문화는 네덜란드가 경제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네덜란드는 원래
부터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튼튼한 시민의식과 신용사회
이다. 시민 상호간의 신뢰와 노사정간의 신뢰가 임금삭감, 구조조정
등 고통분담을 쉽게 받아들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는 다시 주기
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며, 오늘날 네덜란드
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고 세계 7대규모의 해외투자(2009년
6,610억 불)를 끌어들이는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
의 안정정적 노사문화는 흔히 폴더모델 및 튤립모델(폴더는 간척지
라는 뜻이며, 튤립과 함께 네덜란드를 상징)로 불리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다른 국가들이 모방하고 싶어하는 노사경제협력모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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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의 경제동향
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네덜란드는 최근 20년간 유럽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
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및 2010년 EU국가의 부채위기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저하하고 실업률이 증가
하고 있다. 2008년 말부터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있고
실업률과 물가도 다소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5.0%대).
2007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대체로 네덜란드 경
제는 다른 국가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
을 구가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유로지역 국가들의 평균수준과 거
의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성장과 실업률을 시현하고 있다. 물론 그리
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국가재정적자나 부채가 높은 국가에 비해
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실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네덜란
드 경제가 이제까지 가졌던 경제성장의 동력이 다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표 1-4-3> 네덜란드의 주요 거시 경제지표

단위: 억 달러, 달러, %, 유로

지표

2004

2005

2006

2007

2008

GDP(억 달러)

6,107

6,340

6,709

7,658

9,191

1인당 GDP(달러)

37,542

38,832

40,896

46,413

55,504

경제성장률(%)

2.2

1.5

3.0

3.5

1.8

재정수지/GDP(%)

-1.8

-0.3

0.5

-0.4

0.7

물가상승률(%)

1.2

1.7

1.2

1.6

2.5

환율(달러당 유로)

0.81

0.80

0.80

0.73

0.65

자료: EU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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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4> 네덜란드와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구분

1997~2007

2008

2009

2010

1)

2011

유로지역

2.2

0.4

-4.1

1.7

1.5

독일

1.6

1.0

-4.7

3.6

2.2
1.6

프랑스

2.2

0.2

-2.6

1.6

네덜란드

2.5

1.9

-3.9

1.7

1.5

스페인

3.7

0.9

-3.7

-0.2

0.7

그리스

4.2

1.0

-2.0

-4.2

-3.0

포르투갈

1.8

0.0

-2.5

1.3

-1.0

주: 1) 2011년은 추정치임.
자료: 한국은행(2011), 유로지역내 경제력 불균형 현황과 과제, 국제경제정보
제2-11-21호에서 재인용.

[그림 1-4-1] 네덜란드와 주요 EU 국가의 실업률 비교
단위: %

자료: EU 통계청, 한국은행(2011), 유로지역내 경제력 불균형 현황과 과제, 국제경제정보
제2-11-21호에서 재인용.

나. 대외무역
최근 네덜란드는 대외경제의 악재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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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의 경우 수출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제성장률
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10년부터 수출이 다시 크게 회복되고 있
지만, 2010년부터 불거져 나온 유로존의 국가부채위기로 인해 다시
둔화되고 있다. 네덜란드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수출의 둔화,
그에 따른 경제성장의 저하는 다시 한번 국가적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높은 국제경쟁력으로 여전히 높은 경상수지 흑
자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네덜란드의 많은 기업들이 범세계적 시장에서 다국적 대기
업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다. 국민기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가전회사 필립스(Phillips), 세
계 170여개국에 맥주를 판매하는 맥주회사 하이네켄(Heinecken), 식
품회사 유니레버(Unilever), 석유업계 리더인 쉘(Shell), ABN AMRO
와 ING 그룹으로 대표되는 가국적 금융기업 등이 네덜란드 수출산
업과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 덕분에 최근 유럽의 국
가채무위기 및 그에 따른 국제금융위기 속에서도 거의 최대의 경상
수지 흑자폭을 달성하였다.
물론 현재 선진각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 그리스 등 유럽국가
들의 금융위기 악화 가능성 등은 일련의 불확실성 요인이 잔존해
있어 언제든지 경상수지는 급격히 악화될 위험에 놓여 있다. 그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은 네덜란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들은 네덜란드 정부로 하여금 재정건전화
를 위한 긴축재정을 불가피하게 할 전망이며, 이는 다시 당분간 경
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특유의 위
기극복 경험과 능력 그리고 유연한 노동시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세계경제가 회복하면 다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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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5> 네덜란드의 전년대비 수출입 증가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1~4

수출

7.6

-16.5

20.0

14.6

수입

9.5

-18.4

21.3

15.9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CBS)

<표 1-4-6> 대외 경제지표
지표

단위: 억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상수지

459

456

559

473

486

상품수지

409

450

453

506

509

수출
수입

3133
2725

3443
2993

3868
3416

4568
4063

5621
5112

43

68

28

25

20

자본수지

-478

-378

-566

-168

-

외환보유액

107

90

108

103

-

서비스수지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CBS)

<표 1-4-7> 네덜란드와 주요 유로국의 경상수지 비교
1997~2007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유로지역

0.4

-0.6

-0.2

0.1

0.0

독일

2.8

6.7

5.0

5.3

5.1

프랑스

0.8

-1.9

-1.9

-2.1

-2.8

네덜란드

5.3

4.3

4.6

7.1

7.9

스페인

-5.5

-9.7

-5.5

-4.5

-4.8

그리스

-8.0

-14.7

-11.0

-10.4

-8.2

포르투갈

-9.3

-12.6

-10.9

-9.9

-8.7

자료: EU 통계청, 한국은행(2011), 유로지역내 경제력 불균형 현황과 과제, 국제경제정보
제2-11-21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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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과거 경제위기와 극복과정
1.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네덜란드는 인근연안에서 발견된 대규모 천연가스에 심취해 1960
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실질임금의 폭발적인 인상과 방만
한 재정 및 복지지출을 지속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석유위기로
거품이 빠지면서 80년대 초에는 고인플레이션과 함께 실업률도 평
균 10%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다. 이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회보
장재정을 포함한 국가재정은 GDP의 12%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적
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기업경쟁력 또한 크게 약화되어 거의 치유하
기 어려운 증세의 병을 앓게 되었다.
당시 이러한 네덜란드의 병은 무엇보다도 과도할 정도의 복지확
[그림 1-4-2] 1인당 국민소득(달러)의 추이
단위: 달러

자료: EU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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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방만한 국가재정 운영, 임금을 둘러싼 팽팽한 노사간 대립과 그
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에 기인했다. 이에 198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의 개혁, 사회보장의 축소, 정부재정
건전화 등 일련의 경제 및 복지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혁이 실시되면서 경제에 거품은 빠져 8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1
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등 고통도 수반되었다([그림
1-4-2] 참조). 그러나 90년대 초반부터 네덜란드 경제는 서서히 회복
하면서 비로소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그 번영을 이
어가고 있다.

2. 주요 치유과정
가. 바세나르 협약
네덜란드병을 치유하게 된 최초의 발단이 바로 1982년 노사정 대
타협기구(후술 참조)에 의해 이루어진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ccord)’
이다. 당시 네덜란드는 정부와 노동 사이에 긴장과 대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였다. 이 위기 속에서도 노사정이 전통적인 사회파
트너십을 발휘하여 결국은 ‘대량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임금삭감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둔 ‘바세나르협약’이
체결되게 되었다(김득갑 2009).
특히 이 협약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
누기 정책(part-time work policies)’이었다. 근로시간을 줄여 한 사람
이 일하던 것을 두 사람 이상이 나눠서 일하되, 근로시간이 짧은 파
트타이머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 전략
을 구사하게 되었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자리를 나눠가졌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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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고, 실업문제가 해결의 길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일자리나누기와 함께 임금삭감도 1980년대의 고용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큰 정책수단이었다. 임금삭감은 바세나르협약에
서 노동조합단체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금조절에 동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1996년까지 최저임금은 평균소득 대비 20%
삭감되었다. 최저임금의 삭감은 이에 연동된 사회보장 급여의 축소
로 이었으며(참고로, 연금 등 네덜란드 사회보장급여는 대부분 최저
임금에 연동되어 있음),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회보험료 부담 및
그에 따른 노동비용이 감축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확대와 성장으로
의 선순환이 이어졌다(주OECD대표부 2006).
기업은 가능한 해고를 자제하되, 절제된 임금과 자유로운 근로시
간 조정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투자에 힘쓰
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시장에서 도태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
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사회불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사회보험료와 세금 등 국민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국가재정의 건전
화를 약속했다. 이때 최저임금의 삭감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축소는 자연히 국가재정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종합하면, 바
세나르 협약은 임금과 복지지출의 삭감과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골
자로 한 경제회생정책이었으며, 이는 곧 노사간 그리고 정부와 이익
단체간 타협과 협력의 산물이었다.

나. 신노선협약
바세나르 협약에 기초한 경제 및 복지개혁으로 90년대에 들어서면
서 네덜란드의 경제와 고용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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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전히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부족했다. 때마침 찾아온 세계경기의
회복과 함께 경제회복에 박차를 가할 추가적인 개혁이 요구되었다.
이에 1993년에는 노사정타협기구에 의해 ‘신노선협약(New Course
Accord)’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바세나르협약’에서 규정된 개혁 내
용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심화시킨 것이었다(주OECD대표부 2006).
여기에서는 소득보장보다는 일자리보장을 우선으로 하고, ‘노동
없는 복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복지개혁, 사업주 및 국가의 적극
적인 고용정책, 노동시간 단축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파
트타임근로의 장려(국고보조금의 지급 등) 등의 원칙과 정책들이 담
겨졌다. 이는 복지개혁과 파트타임제의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
연성을 더욱 강화하고, 그 대신 그에 따른 실업 및 빈곤 증가 등의
부작용은 적극적 노동시장을 통해 보완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사용
자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는 것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복지간의
상호보완을 통해 노동/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노력과 고민의 산
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사회보장급여가 축소되
고, 일부 사회보장제도가 민영화되는 등 복지국가 재편이 본격적으
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크게 강화되었고,
일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근로복귀 노력을 해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실업급여의 수준은 과거소득의 80%에서 70%로 삭감했
으며, 실업부조도 독신기준으로 최저임금의 70%에서 50%로 축소했
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일자리 알선서비스
는 공공부문에서 분리 및 민영화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시장친화적인 사회보장개혁은 2000년대 들어와서 사회보
장 전반에 걸쳐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2006년의 건강보험의

제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

민영화 조치(2006), 조기퇴직 및 기업구조조정의 통로로 이용되었던
상병 및 장애급여의 과감한 민영화와 실업보장급여의 축소 개편, 조
기퇴직연금(기업연금)의 세제혜택 폐지 등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개혁
이 추진되었다. 이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낮고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과도한 복지제도를 혁신함으로써 국가재정을
건실화하고 동시에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 유연안정성 협약
바세나르 협약과 신노선 협약은 다시 1996년의 ‘유연-안전성 협
약’으로 더욱 정교하게 구체화되었다. 이 협약은 임금, 복지 등 정규
직과 비정규직(파트타임)간의 차별을 철폐하여 파트타임 고용을 활
성화함으로써 노동의 유연성을 공고히 하고, 또한 파트타임 노동의
법적 보호를 제도화함으로써 노동의 안전성 확보하여 유연성과 안
전성 양자간의 균형을 강조하자는 것이 그 골자이다.
유연-안전성 협약으로 1996년에 제정된 ‘유연안전성에 관한 법률’
은 정규근로자의 보호완화(기업의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 등), 반대
로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의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등한 법적 권리 보장(법정 최저
임금, 유급휴가, 시간당임금, 사회보험가입 등 임금과 복지에 있어
정규직과의 차별 금지 규정), 고용주 해고 예고기간의 축소 및 해고
과정의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파트타임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과 복지에 있어
차별폐지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또한 이 유연-안전성 협약은 노
사간의 타협일 뿐만 아니라 노노간의 타협이기도 했다. 그래서 비정
규직, 파트타임 노동자들로 전환되는 사태에 놓인 당사자들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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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저항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이로써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순조롭
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네덜란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은
네덜란드 경제위기 극복 및 그에 이은 경제적 번영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하였고, 노사간 합의와 타협에 의해 이루어진 노동 및 복지개혁모
델(Polder Model)의 핵심이었다(한국경제TV 2011).

3. 노사정타협기구
네덜란드 경제위기의 극복에 크게 기여한 것은 바로 위기 시 타
협과 협의를 중요시여기는 원만한 노사관계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
사정합의기구인데, 이를 빼놓고 네덜란드 개혁모델과 최근의 발전
상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 네덜란드에서 사회적 합의는 오랜 전통의
노사 및 노사정합의기구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오고 있다. 그것은 바
로 FL(노동재단)과 SEC(사회경제협의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FL(노동재단: Labor Foundation)은 나치점령기에 레지스탕스 운동에
서 노동과 자본 간에 은밀히 기획된, 노사간 자율적인 민간협력기구
에서 유래하고 있다. 1945년에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 및
경제관련 이슈에 대해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민간협력기구로 발전하
였다.
그리고 이 FL의 권유에 따라 1950년에 설립된 것이 바로 SEC(사
회경제협의회: Social and Economic Council)이다. SEC는 우리나라
의 노사정위원회와 유사한 것으로 노사정 협의체이다. FL이 사법상
의 협의기구라면, SEC는 공법상의 협의기구이자 정부자문기구이다.
SEC에는 정부대표 11명, 노사대표 11명 그리고 공익전문가가 11명
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 및 사회입법안을 의회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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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전에 SEC의 자문을 얻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
다. 두 협의기구에서 정부는 협의를 잘 하도록 중립적으로 보조해
주는 역할에 국한하며, 노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있다. 실례로 1996년의 ‘유연안정성에 관한 법률’이 전적으로 노동
재단의 권고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처럼 FL과 SEC는 중앙 차원에서 노조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그리고 정부대표들이 서로 만나 협상과 의견 조율을 통해 노사 상
생협력을 끌어내는 사회협의체 또는 정책협의체이다. FL과 SEC의
상호연계된 이사회는 자본과 노동의 대표자, 그리고 사회부 및 경제
재정부의 각료들이 모여 경제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중요한 결
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노사협의체 및 노사정협의체는 고용, 사회
보장, 건강보험, 산업정책, 직장에서의 안전, 직업훈련, 환경정책, 보
건정책, 공공주택, 교통,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실로 국정 전반의 광
범위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FL과 SEC의 설치로 네
덜란드에서는 사회파트너십이 제도화되고 하나의 경제운영프레임
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파트너십 시스템은 소위 폴더모델(Polder model)로 불
리고 있는데, 사회적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와 타협을 통해 운영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즉, 시민사회의 이익단체들 간 혹은 그들과 정부
간의 소통과 타협, 정책협의를 통해 여러 사회경제적 아젠다를 사회
협약으로 끌어내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정책결정을 정부 일방적으
로 밀어붙이는 관료 전문가 중심의 국정운영과 반대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사회파트너십 시스템을 바탕으로 네덜란드에서
는 사회 저변층의 정책이해 관계자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소
통, 타협, 협상, 협의에 따라 사회경제적 이슈를 조율한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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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러 사회경제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게 되고, 노사 대립
과 갈등을 잠재워 사회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4. 성과
경제위기 초기에 취해진 거시적 · 미시적 차원의 노동 · 고용정책
은 경제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사실 당시 고용에는 큰 효
과가 없었다(김득갑 2009). 그러나 이는 네덜란드 경제 회복에 초기
동인을 제[공해 주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본격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인 1992/1993년에 걸친 임금동결 등도 경제위기극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평균실업률이 10%에 달할
때 네덜란드는 그 절반수준으로 유지하였으며, 미국발 금융위기 이
후에도 4% 미만으로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을 정도로 노동시장
이 안정되어 있었다. 90년대 초반 50%에 달하던 여성고용률은 70%
이상으로 향상되었다. 복지제도의 합리화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으로 고령노동자와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눈에 띠게 증
가하였다. 특히 네덜란드의 1인당 주당 노동시간은 짧은데도 1인당
생산성은 유럽 25개국 평균보다 약 15% 높다.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은 현재 비정규직의 천국이다(정희정 2007).
2004년 기준 근로자의 1/3(여성 60%, 남성 15%)이 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이며 그 비중이 선진국 중 가장 높지만, 차별은 없다. 특히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여성의 높은 파트타
임근로덕분이다. 그에 따른 여성해방,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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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이 크게 증대를 가져왔다. 아울러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촉진, 근로와 비근로(복지)간의 사회적 공평한 제고, 궁극적으로 실
업률의 하락 등으로 이어졌다.
임금조절과 파트타임제의 활성화는 사실 실업자나 구직자의 취업
확충에 충분하지 않았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여전히 청년
및 고령실업자, 장애인 및 구직의사가 있는 전업주부 등 상당수의
유휴인력이 존재했다. 이러한 다양한 집단의 고용촉진과 근로활성
화를 위한 일련의 미시적 차원의 고용정책이 도입되었다.
먼저, 사용자에게 이들의 고용을 보다 매력적이도록 하기 위해 그
들의 직업적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치, 직접적 개입수단으로
서 임금보조지원, 간접적으로는 조세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둘째,
이들 집단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주어진 일자리를 수
용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조치가 취해졌다. 예를 들어 적극적 인
식전환(re-orientation)을 위한 개별면담, 보너스와 벌칙의 강화, 사회
보장급여의 삭감, 취업소득에 대한 추가적 조세혜택 부여 등. 셋째,
장기실업자(job-pools)나 청년실업자(청년근로보장법의 제정: TWG
= Youth Work Guarantee Scheme) 등 특정계층의 추가적인 노동공
급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조치가 취해졌다.
일반인의 고용촉진책과 복지수급자의 근로활성화 대책은 긴밀하
게 연계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근로(소득)가 사회보장급여보
다도 더 나은 최고의 사회보호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근로복
지(welfare to work)의 관점은 이제 네덜란드 복지국가의 가장 큰 특
징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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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작용 및 과제
보수적인 단기 및 장기 장애보장제도는 사용자로 하여금 건강문
제를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장
애인들의 노동시장 접근을 오히려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Dutch Government 2008). 나아가 사회보장 긴축정책으로
인해 소득분배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 중이며 최근에는 빈
곤가구의 비중 및 워킹푸어의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도 지속되고 있
다. 한편, 네덜란드 역시 여타 유럽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세계화, 고
령화 및 이민자 문제에 직면하여 분배 및 빈곤악화 등의 부작용에
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사회보장의 위축을 불가피할 전망이고 최저보
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책임에서 개인책임으로 더욱
전가하는 등 자유주의노선에 더욱 점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영미권의 잔여적 복지국가로의 길과 같은 극단
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건건하고 공정한 복지국가는
광범위한 중산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계화와 고령화에
직면하여 네덜란드는 복지국가의 구조를 개편하여 현금급여를 줄이
는 대신 더욱 근로활성화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고령화에 대비한
생산력 강화를 위해 모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도록 해야 한
다는 것은 제1의 원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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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부재정
1. 정부재정의 현황
가. 재정수지와 국가부채
네덜란드는 90년대 중반 이래로 경제가 크게 회복되면서 정부재
정의 건전성도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1999년 유럽경제통합(EMU)
출범 시 가장 먼저 유럽연합의 정부재정적자(3%)와 부채규모(60%)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국가가 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유럽국가중 최고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2000년대에는 안정된 경제성장과 높은 고용률 덕분에 정부재정은
거의 흑자 기조를 시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국제경제
의 위기를 빗겨가지는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고용이 크게 둔화되
[그림 1-4-3] 1970년대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비중
단위: %

자료: Miljoenennota 2012, Rijksoveheid. 임성아(20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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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세수감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증가로 재정적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는 2009년부터 EU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재
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네덜란드 경제
기획청에 따르면, 2012년 이후에나 다시 EU 가이드라인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부채의 경우도 종전까지 평균 50%
내외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EU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최근 재정적자의 증가 등으로 2009년부터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66.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자나 부채규모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
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표 1-4-8> 네덜란드와 주요 유로국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비교
단위: GDP 대비 %
구분

1997-2007

2008

2009

2010

2011*

유로지역

-1.8
[68.9]

-2.0
[70.0]

-6.3
[79.4]

-6.0
[85.3]

-4.6
[86.5]

독일

-2.1
[63.3]

0.1
[66.3]

-3.0
[73.5]

-3.3
[83.2]

-2.7
[75.9]

프랑스

-2.6
[61.5]

-3.3
[67.7]

-7.5
[78.3]

-7.0
[81.7]

-6.3
[86.8]

네덜란드

-0.5
[51.7]

0.6
[58.2]

-5.5
[60.8]

-5.4
[62.7]

-3.9
[66.6]

스페인

0.1
[49.2]

-4.2
[39.8]

-11.1
[53.3]

-9.2
[60.1]

-6.4
[69.7]

그리스

-5.2
[101.1]

-9.8
[110.7]

-15.4
[127.1]

-10.5
[142.8]

-7.4
[150.2]

포르투갈

-3.6
[56.8]

-3.5
[71.6]

-10.1
[83.0]

-9.1
[93.0]

-4.9
[88.8]

* 2011년은 전망치임. [ ]안은 정부부채
자료: EU 통계청, 한국은행(2011), 유로지역내 경제력 불균형 현황과 과제,
국제경제정보 제2-11-21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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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네덜란드의 경제성장률(분기별)
단위: %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

나. 정부재정비중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국가경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는 높은 세율과 사회보장지출 비중 등에 기인하고 있다. 비
록 네덜란드도 80년대 초 경제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경제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사회보장을 포함한 GDP대비 정부수입 및 지출비중)은 EU 27개국
의 평균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1-4-9> 참조).
물론 네덜란드는 인구고령화의 진전이 다른 EU 국가에 비해 상
대적으로 양호하여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재정비중의 증가
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국가의 경우 2005~50년 기간
동안 EU의 노동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년인구 비중은 두 배 이상
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네덜란드는 노동인구의 안정으로 노인인
구의 비중과 그에 따른 소요지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날 전망이
다. 게다가 네덜란드는 의료보장의 민영화 및 공적연금의 낮은 비중
유지(사적연금에 큰 비중) 등 복지지출구조의 조기재편으로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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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9> 주요국의 재정수입 및 지출규모 및 전망 비교
단위: GDP 대비 %
정부수입

정부지출

1999-08

2009

2010

1999-08

2009

2010

EU 27국

44.7

42.4

42.5

46.5

47.4

48.6

유로존 16국

40.9

43.0

42.8

42.6

47.8

48.8

독일

44.5

44.3

43.0

46.5

48.2

49.0

프랑스

49.9

49.0

49.3

52.6

55.6

56.4

영국

40.5

38.4

39.0

42.4

51.2

51.8

네덜란드

45.3

44.9

44.1

45.6

48.3

50.2

북유럽3국

51.4

53.1

52.7

52.7

54.8

56.2

중동유럽10

38.1

38.9

39.3

40.8

43.8

45.2

미국

33.8

31.3

31.5

36.3

41.6

42.8

일본

32.1

34.5

33.4

37.8

42.3

42.1

한국

30.0

32.6

31.4

26.4

33.8

33.7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관련지출이 위협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고령화 관련지출의 증가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
로 예상된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2. 최근의 재정안정화 정책
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2010년 10월 14일 자유민주당(VVD), 기독민주당(CDA), 반이슬람
당(anti-Islam PVV)간의 연정을 통해 기민당의 Mark Rutte를 총리로
하는 우익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이 정부는 지난 Balkenede 수상의
중도(우익의 기독민주당과 좌익의 노동당간의 연합정부) 정부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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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는 정책들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박병국 2011; 임성아
2011).
신정부의 기본정책이념은 ‘자유와 책임’으로, 자율을 중시하면서
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기조는 최
근 대두된 정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 축소와 이를 위
한 예산 감축, 비용절감, 치안 등 법질서 강화 등 전 정부와는 사뭇
다른 긴축 정책들이 예고된 상태로 향후 경제 · 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2011년부터 20개 분야에 걸쳐 재정지출의
2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긴축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나. 2011 재정지출 절감대책
신정부는 먼저 공공행정 부문에서 재정지출을 삭감하기로 했다.
공공서비스 분야예산 180억 유로, 공영방송 예산 2억 유로 등을 삭
감하고, 상하원 의원수를 기존의 2/3로 축소(상원 150 → 100명, 하
원 75 → 50명)함으로써 국회예산도 크게 삭감하기로 했다. 또 신정
부의 긴축예산 중 복지부분의 예산삭감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우선 대외 공적원조 금액을 기존 GDP의 0.8%에서 0.7%로 축소
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공공복지의 절감, 아
동 및 의료 보조금의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예술부문의 예산도 크게 삭감할 전망이다. 네덜란드
는 그 동안,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대할 정도로 문화예술분야에 투
자와 지원(복지지원 포함)을 해 왔다. 예를 들어, 예술인으로 등록하
고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도 예술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100만
여원을 지급하고 있어, ‘예술인의 천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이로 인해 경쟁이 부재하고 무위도식 예술인이 다수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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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수많은 디자인 및 예술인
을 배출한 성과도 있었지만, 경쟁의식 결여, 무위도식 등 그에 따른
폐해도 많았다. 문화예술분야에 과다한 종사인력, 급조된 문화행사
등에 따른 예산낭비 등도 있었다.
노동부문에서는 최저임금의 인하 등을 통해 기본적 복지혜택을
축소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의 거의 모든 사회보장급여는 최저임금
에 연동되어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낮추면 연쇄적으로 사회보장지
출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하는 사회보장지출
을 억제 혹은 삭감하는데 중요하고도 즉각적인 통로가 된다. 다만,
실업수당 및 해고관련 법률에 있어서는 정책적 변화가 없을 전망이
다. 이외에도 연금분야에서 2020년까지 연금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여 복지지출을 억제하고, 대학생 보조금 지원기
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여 복지지출을 줄이기로 하였다.

3. 과제와 전망
네덜란드는 유로존의 국가부채 및 금융위기, 그에 따른 장기적 경
기침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유로존의 현 경제위기는 경제(단일통
화정책)와 정치(국가별 재정정책)의 비대칭성이라는 시스템 실패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단기간 내에 해소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유로존
(Euro zone)이라는 시스템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모두가 함께 가라
앉는 위기에 처하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각 나라들은 저마다의 살
길을 모색할 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유럽은
행이 천문학적인 돈을 이번 위기의 근원지인 그리스와 이태리에 쏟
아부었지만 결과는 비관적이다. 이제 공동기금까지 조성하여 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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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0> 네덜란드와 유로존의 경제 및 재정지표 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로존

1.6

1.8

1.8

1.9

1.8

1.7

네덜란드

1.5

1.5

1.6

1.7

1.7

1.8

유로존

9.9

9.6

9.1

8.8

8.5

8.3

네덜란드

4.4

4.4

4.3

4.2

4.1

4.0

유로존
재정수지
(GDP대비) 네덜란드

-4.4

-3.6

-3.0

-2.5

-2.1

-1.9

-3.8

-2.7

-2.1

-1.8

-1.3

-0.6

유로존
정부부채
(GDP대비) 네덜란드

87.3

88.3

88.4

87.9

87.2

86.3

65.6

66.5

66.7

66.5

65.7

64.4

경제성장률

실업률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1.4)

을 조달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여의치 않아 보인다.
사태는 점점 커져가고 있고 방만한 국가재정관리로 인한 국가 부
도위기에 놓인 유럽의 몇몇 국가들의 경제적 질병이 이제 주변국으
로 옮아가고 있다. 비교적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정부재정이 건전
한 네덜란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경제위기 속에서 프랑스나
독일에 비하면 국가재정건전성이 높아 직접적 경제적 타격이 상대
적으로 덜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확대정책보다는 금융위기에
대응한 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에 네덜란드 정부는 2013년까지 700만 유로의 예산을 줄이기로 하
였는데, 그 첫 번째 타깃이 문화예술 분야(200만 유로)이고 다음이
복지부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최근의 유로존 위기가 극복된다면 네덜란드의 경
제는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이러한 경기회복과 더불어 국가재정
의 건전성도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IMF의 중기 경제전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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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네덜란드는 2012년부터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되어 EU 가이
드라인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정부부채규모의 개
선속도는 다소 느려져 2016년에 가서도 여전히 EU 가이드라인
(60%)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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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와 사회보장재정

❘제1절❘ 소득분배
1. 소득분배 현황
네덜란드의 소득분배 현황 자료는 입수가능성 측면에서 제약이
많은 편인데, 여기서는 OECD, LIS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네덜란드의
소득분배 현황을 개관하고자 한다.
<표 1-5-1>은 1980년대 이후 네덜란드의 소득 불평등 지표의 추
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상대적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 1-5-1> 불평등지표 추이
단위: p, 유로
지니계수

1983

1987

1990

2004

0.252

0.236

0.266

0.266

Atkinson 계수 (epsilon=0.5)

0.055

0.050

0.065

0.065

Atkinson 계수 (epsilon=1)

0.115

0.116

0.141

0.133

분위수배율 (90/10)

2.900

2.758

3.015

3.018

분위수배율 (90/50)

1.725

1.694

1.732

1.737

분위수배율 (80/20)

2.052

2.001

2.109

2.049

균등화된 중위소득

19,840

21,686

26,747

18,673

균등화된 평균소득

21,864

23,683

29,654

20,869

주: 균등화된 소득은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임.
자료: 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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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인 지니계수는 장기간에 걸쳐 0.24~0.27 범위에서 크게 변화하
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대소득 불평등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불평등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척도로는 앳킨슨(Atkinson)
지수를 들 수 있다.14) 파라메터 값이 낮은 경우(epsilon=0.5) 불평등
이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파라메터 값에
대해서는 1990년까지 악화되던 소득불평등이 2000년 이후에 와서
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위수 비율의 경우에도 특별히 분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9분위수/중위값)이 장기에 걸쳐서
대체로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가구원수를 이용하여 균등화 한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을 살펴보
면 199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득분배에 관한 특별한
경향은 관찰되지는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빈곤 현황
다음으로 네덜란드의 빈곤 현황을 살펴본다. <표 1-5-2>는 1980
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주요 빈곤지표를 정리한 것이
다.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보고 계산한 상대빈곤율은 1980
년대 초의 6.46%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에는 6.34%에 이르고 있
다.15) 앞에서 중위소득이 90년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정하게 나
14) http://en.wikipedia.org/wiki/Atkinson_index 참조.
15) 이 표에서 1987년 자료는 상당히 특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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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2> 빈곤지표 추이
단위: %
1983

1987

1990

2004

상대빈곤율 - 전체 (중위소득 40% 기준)

4.016

2.206

3.818

3.711

상대빈곤율 - 전체 (중위소득 50% 기준)

6.464

3.892

6.331

6.338

상대빈곤율 - 전체 (중위소득 60% 기준)

10.252

8.307

12.2

11.774

상대빈곤율 - 아동 (40%)

2.876

1.231

4.917

4.886

상대빈곤율 - 아동 (50%)

4.815

2.198

8.225

9.150

상대빈곤율 - 아동 (60%)

7.206

6.692

13.89

15.482

상대빈곤율 - 노인 (40%)

2.926

0.161

2.191

0.964

상대빈곤율 - 노인 (50%)

5.530

1.052

3.223

2.453

상대빈곤율 - 노인 (60%)

13.635

7.791

19.449

8.180

소득그룹별 아동비율 (50-75%)

15.601

19.796

20.26

21.486

소득그룹별 아동비율 (75-150%)

66.629

67.608

62.427

58.659

소득그룹별 아동비율 (150% 이상)

13.585

10.399

9.087

10.705

아동빈곤율 - 양부모가정 (50%)

4.088

2.163

5.757

7.693

이동빈곤율 - 편모가정 (50%)

6.071

1.753

35.082

22.833

편모가정 아동비율

6.547

7.836

8.587

9.300

자료: LIS.

타났던 점을 감안하면 중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 계층은 1980년
대 후반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빈곤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한 편인데, 1980년대 초 4.8%에 불
과하였던 빈곤율이 2000년대 초에는 9.2%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나서, 아동빈곤 문제는 최근으로 올수록 그 심각성이 높아졌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아동빈곤의 경우와는 반대로, 노인빈곤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1983년 5.5%에 이르렀던 노인빈곤
율이 2004년에 와서는 2.5%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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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편모가정의 아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1990년 이후 편모가정의 아동빈곤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소득재분배
조세부담 이전과 이후의 지니지수를 비교해 보면 조세가 소득불
평등을 얼마나 감소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소득재분배 효
과라고 한다. <표 1-5-3>은 조세로 인한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정
리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니지수의 변화로 살펴본 소득재분
배 효과는 상당한 크기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세부과로 인
한 지니지수의 감소분은 2000년 무렵의 0.132에서부터 80년대 중반
의 0.201에 이르기 까지 다소의 변화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 크기는
상당한 편이다. 1970년대 중반의 경우 세전 지니지수는 0.426, 세후
<표 1-5-3> 조세로 인한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단위: 유로, p
7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

1990년
무렵

90년대
중반

2000년
무렵

2000년
대 중반

실질소득(평균)

19,205

17,952

21,057

21,362

23,880

25,146

실질소득(중위값)

16,419

15,296

18,102

18,433

20,713

22,230

지니지수(세전)

0.426

0.473

0.474

0.484

0.424

0.426

지니지수(세후)

0.263

0.272

0.292

0.297

0.292

0.284

차이(지니지수)

0.163

0.201

0.182

0.187

0.132

0.142

주: 소득의 단위는 유로임.
자료: OECD.
16) 여기서도 1987년 수치는 예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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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지수는 0.263인 것으로 나타나났다. 지니지수의 감소분은 0.163
에 이른다. 이는 조세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의 약 38% 정도가 감소
하였음을 의미한다.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세전 지니지수는 0.426, 세후 지니지수는
0.284였으며, 그 차이는 0.142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세전 및 세후
지니지수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세의 불평등 감소효과는 33%에 이르
고 있다.

4. 조세의 빈곤감소 효과
다음은 조세로 인한 빈곤감소 효과를 살펴보자. 네덜란드는 1970
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조세로 인
한 빈곤감소 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의 경우 세전 빈곤율은 23.8%이었으나 세후 빈곤율은 3.4%로
낮아졌는데, 이는 무려 1/7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에 있어서도 세전 빈곤율은 25.6%, 세후 빈곤율은 6.92%로 나타나,
조세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4> 세전 및 세후 빈곤율과 빈곤갭
단위: %
7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

1990년
무렵

90년대
중반

2000년
무렵

2000년대
중반

세후 빈곤율

2.703

3.404

5.71

6.918

6.588

7.801

세후 빈곤갭

29.97

31.169

27.898

26.262

28.283

17.978

세전 빈곤율

23.791

24.112

25.605

23.578

24.803

세전빈곤갭

69.833

68.982

67.941

64.629

59.205

주: 중위소득 50%의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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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의 경우에도 세전 빈곤율이 24.8%에서 세후 7.8%
로 나타나고 있어서, 조세의 빈곤감소 효과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Wang and Caminada(2011)에서는 Luxembourg Income Study (LIS)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의 빈곤감소 효과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04년 무렵의 기초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0.459, 가처분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0.263으로 나타났다. 이 둘의
차이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며, 그 크기는 0.196이다. 소득재
분배 효과를 다시 조세로 인한 재분배 효과와 이전(transfer)으로 인
한 재분배 효과로 분리해 보면, 이전(transfer)으로 인한 재분배 효과
가 0.156이고 조세로 인한 재분배 효과가 0.040로 나타났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경우 조세보다는 이전(transfer)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현저하게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17)
이들은 또 이전지출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별로 재분배 효과를 구
분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이전지출에 의한 재분배효과의 48%는 노
령 및 유족수당(state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에 기인하는 것
이고, 10%는 현금 형태의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cash benefits),
그리고 9%는 장해수당(disability benefits)에 기인한다고 한다. 반면,
질병수당(sickness benefits)이나 준현금 형태의 급여(near-cash benefits) 또는 기타 사회보험(other social insurance)의 소득재분배 효과
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7) OECD 평균을 살펴보면 기초소득의 지니계수는 0.468,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328, 따라서 재분배효과는 0.140이 된다. 이 중에서 이전으로 인한 효과는 0.118이
고, 조세로 인한 재분배 효과는 0.021이다(Wang and Caminada 20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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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보장재정
1.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3층(three pillars) 체계로 이루어
져 있다. 첫 번째 층(first pillar)은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
용자보험제도(employee's insurance scheme) 인데, 가장 오래된 역사
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피용자보험제도는 상병보험(ZW), 장애보
험(WAO), 실업보험(WW), 그리고 의료보험(ZFW)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층(second pillar)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보험제
도(National insurance scheme)이며, 노령연금(AOW), 유족급여(ANW),
특별의료보험(AWBZ), 그리고 아동수당(AKW)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노령연금(AOW)으로, 65세 이상으로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납세자)에게 최저소득을 보
장하고 있다.
세 번째 층(third pillar)으로는 최저소득(minimum guaranteed income)
〈표 1-5-5〉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체계
제 1층: 피용자보험제도
- 장애보험(WAO)
- 실업보험(WW)

- 상병보험(ZW)
- 의료보험(ZFW)
제 2층: 국민보험제도

- 노령연금(AOW
- 특별의료보험(AWBZ)

- 유족급여(ANW)
- 아동수당(AKW)
제 3층: 공공부조제도

- 부가급여(Supplementary benefits, TW)
- 실업부조(Income provision, IOAW, IOAZ)

- 장애급여(Wajong)
- 국가지원(National assistance, A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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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공공부조제도(social
assistance scheme)를 들 수 있다.
네덜란드의 공공부조제도로는 부가급여(Supplementary Benefits
Act: TW), 장애청소년을 위한 장애부조(Wajong), 노령 · 부분장애 실
업자를 위한 소득지원(Act on Income Provisions for Older, Partially
Disabled Unemployed Persons: IOAW), 노령 · 부분장애 실업 자영자
를 위한 소득지원(Act on Income Provisions for Older, Partially
Disabled Unemployed Formerly Self-employed Persons: IOAZ), 국가
지원(National Assistance Act: ABW)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회고용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와 보건복지운동부(Ministry of Public Health, Welfare and Sport)가
사회보장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상병(ZW), 모성(현물급여, ZFW),
특별의료급여(AWBZ)와 관련된 업무가 보건복지운동부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들은 모두 사회고용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보장제도는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해당하는
일반의료비보장제도와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특별의료비보장제
도, 그리고 의료비보충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의료비보장제도는 사회건강보험제도, 민간보험제도, 공무원
특별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건강보험제도와 특별의료비보장
제도는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일반의료비보장제도의
민간보험제도와 의료비보충제도는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임의보험
제도이다.
네덜란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나 질환에 대해서는 가
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방식을 통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대처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 가입방식의 민간보험을 통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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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6> 네덜란드 정부 수입 및 지출
단위: 백만 유로, %
2001

2005

2007

2008

2009

201,922

228,516

259,772

277,729

262,468

45.1

44.5

45.4

46.6

45.9

107,285

124,042

141,040

143,500

137,317

61,269

66,477

77,063

86,295

78,959

203,063

229,965

258,843

274,510

293,714

45.4

44.8

45.3

46.0

51.4

- 사회적 수혜

62,765

76,432

88,120

91,361

97,311

- 사회부조수혜

14,306

16,206

22,312

24,966

27,270

총수입
총수입/GDP(%)
- 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총지출
- 총지출/GDP(%)

주: 사회적 수혜는 현금.현물의 합임.
자료: 네덜란드 중앙은행, http://www.statistics.dnb.nl/

이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의료비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의 경우
에도 정부가 개입하여 가입자 선별 규제, 보험급여의 최저기준을 정
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유도하고 있다.
<표 1-5-6>은 네덜란드 정부수입 및 지출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
현재 네덜란드의 정부총수입 규모는 2,624.7억 유로이며, 이는 경상
GDP의 45.9%에 달한다. 조세가 1,373.2억 유로로 총수입의 52.3%,
사회보장기여금이 789.6억 유로로 총수입의 30%를 구성하고 있다.
2009년의 정부 총지출 규모는 2,937.1억 유로로 경상GDP의 51.4%
이며,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사회적 수혜는 973.1억 유로로 정
부지출의 33.1%, 그리고 사회부조가 272.7억 유로로 정부지출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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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수지 및 사회보호수혜 규모
다음은 네덜란드 정부지출 중 사회보호수혜 규모를 정리한 것이
다. 1995년 928.9억 유로이던 사회보호수혜는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619.1억 유로에 이르고 있다. 세부항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노령’인데 1995년에 285.8억 유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567.5억 유로까지 높아졌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질병 및 보건’인데,
1995년 251.3억 유로에서 2008년 524.6억 유로로 두 배 이상으로 증
가하였다.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세 번째로 큰 항목은 ‘장해’이
고, ‘가족’이 그 다음을 따르고 있다.
<표 1-5-7> 사회보호수혜 규모
단위: 백만 유로
1995

2000

사회보호

92,888

105,071

135,103

147,688

154,213

161,913

- 질병 · 보건

25,129

30,311

40,931

47,664

49,395

52,456

- 장해

11,110

12,150

13,002

12,751

13,759

14,128

- 노령

28,581

38,279

49,864

51,343

55,119

56,751

- 유족

4,933

5,575

7,018

7,747

7,129

7,222

- 가족

4,040

4,716

6,490

7,941

8,921

10,623

- 실업

8,756

5,310

8,150

7,335

6,510

6,153

- 주택

1,215

1,545

1,712

2,048

2,164

2,164

- 교육

4,633

1,746

1,653

1,811

1,623

1,769

- 그 외

4,492

5,439

6,283

9,048

9,593

10,647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

2005

2006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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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지출 추이
다음 <표 1-5-8>은 OECD Social Expenditure 기준으로 네덜란드
의 사회지출 규모를 정리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사회지출 규모는 경
상GDP에 대한 항목별 사회지출의 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지출의 합은 1980년 28.8%,
1985년 30.2%에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
와서는 27.0%에 이르고 있다.
사회지출을 다시 공공지출과 민간지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양자
간의 추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공공지출의 경우 1980
년 24.8%, 1985년 25.3%에서 1990년 25.6%로 증가하였다가 1995년
에는 다시 23.8%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이후에 와
서는 20% 전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민간
지출의 경우 1980년 4.0%, 1985년 4.9%에서 점차로 증가하여 2005
년에 최대인 8.2%에 이르렀다가 최근 2007년에는 7% 정도까지 낮
아졌다.
<표 1-5-8> 네덜란드의 사회지출 추이
단위: GDP 대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네덜란드-전체

28.8

30.2

31.7

30.5

27.1

28.9

27.3

27.0

공공지출

24.8

25.3

25.6

23.8

19.8

20.7

20.3

20.1

민간지출

4.0

4.9

6.1

6.7

7.3

8.2

7.0

6.9

OECD-전체

19.4

21.7

21.3

22.3

22.0

21.7

공공지출

17.6

19.4

18.9

19.8

19.5

19.2

민간지출

1.8

2.3

2.4

2.5

2.5

2.5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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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네덜란드의 사회지출 수준을 OECD 평균과 비교해 보
면 전체로 보나 항목별로 구분해서 보나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간지출에서는 그 차이가 현저함을 확
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네덜란드의 사회지출을 공공지출과 민간지출(법정 및
임의지출)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추이를 살펴본다. 1980년 24.8%
에 이르고 있던 공공사회지출은 등락을 보이면서 점차 낮아져 2007
년에는 20.1%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령연금’과 ‘가족’이 조
금씩 감소하였고, ‘유족연금’은 상당히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보건’관련 지출은 1980년의 5.1%에서 2007년 6.0%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
는 현상인데,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 의료비의 증가에 기인하는 현상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업’관련 사회지출은 경기변동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관련 지출은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 사회지출을 항목별로 살펴보자. 민간법정사회지
출의 경우 현저한 변화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민간임의사회
지출의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전체 규모면
에서 1980~2007년 기간 동안 1.3배 이상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해’는 점차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보건’은
2005년까지 높아진 다음 그 이후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노
령’이 1.47%에서 3.5%로 높아진 점과, ‘기타’가 0.75%에서 1.71%
로 높아진 점이 민간임의 사회지출의 증가를 견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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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9> 네덜란드의 공공 사회지출 추이(1980~2007)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4.791

25.344

25.567

23.808

19.783

20.708

20.304

20.078

- 노령

6.104

5.940

6.340

5.540

5.271

5.535

5.358

5.257

- 유족

0.818

0.711

0.915

0.729

0.395

0.297

0.273

0.249

- 장해

0

0

0

0

0

0

0

0

- 보건

5.147

5.175

5.374

5.916

5.020

5.907

5.947

5.952

- 가족

2.503

2.143

1.666

1.323

1.480

1.688

1.876

1.990

ALMP

0.545

1.306

1.269

1.364

1.474

1.300

1.179

1.078

- 실업

1.627

3.315

2.515

2.828

1.264

1.574

1.348

1.140

- 주거

0.260

0.307

0.328

0.398

0.37

0.333

0.379

0.378

- 기타

1.275

0.944

0.826

0.702

0.619

0.576

1.050

1.098

공공지출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표 1-5-10> 네덜란드의 민간 사회지출 추이(1980~2007)
단위: %
1980
민간-법정

0.455

1985
0.363

1990
0.448

1995

2000

2005

2006

2007

0.677

0.763

0.7

0.656

0.627

- 노령

0.005

0.004

0.004

0.004

0.004

- 유족

0.005

0.004

0.004

0.004

0.004

- 장해

0.455

0.363

0.448

0.667

0.755

0.692

0.647

0.619

민간-임의

3.638

4.532

5.628

6.061

6.584

7.484

6.349

6.278

- 노령

1.465

1.922

2.502

2.587

3.104

3.537

3.592

3.534

- 장해

0.646

0.710

0.769

0.402

0.492

0.493

0.502

0.490

- 보건

0.779

0.818

0.971

0.913

1.263

1.738

0.538

0.550

- 기타

0.748

1.082

1.385

2.159

1.725

1.715

1.717

1.703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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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배경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선진국이 지향하는 노후소득보
장체계는 사회구성원간의 연대의식에 바탕을 둔 공적연금제도를 통
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되,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공
적연금을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래전
에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이 공적연금에서
비롯된 재정불안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
실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확충을 통
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노후 소득 보장체계에서 사적부문
의 비중을 확대하여 다른 선진국이 겪고 있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불안정 현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연금통산기구인 서키트제도를 통해 기업연금제도 상호간 연금수급
권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선진적인 사회보장체계
를 구축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실업률이 낮고, 국민소득
수준은 높은 편이다. 또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체계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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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현실화 되고, 또 인구고령화가
지속된다면 향후 기초연금의 재원조달 문제는 세대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하향조정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적 최저 수준의 하락은
궁극적으로 노인빈곤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18)
네덜란드에서는 과거 20년 동안 1층 사회 보장제도의 장해연금을
사용자와 피용자가 조기퇴직 및 기업 인력구조조정 수단으로 이용
함으로써 노령인구의 심각한 조기퇴직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
라 노동력의 감소에 따른 경제 ·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
두되었다.
1층 공적기초연금의 축소는 2층 사적연금 확충으로 보충할 수 있
으나 네덜란드의 직역연금은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연기금 가
치의 심각한 하락을 경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1999년에 GDP의
150%에 달하였던 직역연금의 기금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100% 이
하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재정적 손실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였으
며,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대규모의 기금손실까지
경험하였다. 이로 인하여 최근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은 임금문제보
다는 산별, 기업별 연금기금에 대한 근로자 분담금 도입 여부가 되
고 있다(정경희 외 2011).
네덜란드의 소득보장체계 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체계의 구조적
개혁이 아닌 현행 다층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제도의 내용을 부분적
으로 고쳐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핵심내용을 살펴보
면 공적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재원조달과 재정균형의 달성, 그리고
직역연금은 기금투자수익의 변동성 축소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18)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은 사회부조 대상자수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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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노동당-자유당 연합정부는 공적기초연금에 추가적립기금
을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이 방안은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
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를 대비한 완충기금 역할을 하기위한 것인
데, 장기적으로 공적기초연금의 상한을 과세소득의 18.25%로 하고
그 여유분을 기금으로 축적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향후 공공적자의
발생 여부와 그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완충기
금의 존속여부는 불확실한 편이다.

❘제2절❘ 주요 개정방향
인구 고령화,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연금 운용사의 실적저조, 정
부지원 재원부족 등에 따라 네덜란드는 최근 국민연금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금제도 개혁은 미래의 재원부족이 예상되면서 수년 전부터 시
도되었으나 국민적 저항으로 계속 미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국가재
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되면서 정부, 고용주, 노동자
간의 장기간 협상을 통해 개정방향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재원부족 보충을 위해 퇴직연
령을 상향하는 방향, 즉, 연금수령액에 변화를 주지 않고 좀 더 오래
도록 일을 함으로써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기존 퇴직연령 65세
에서 2020년까지 66세, 이후에는 기대수명과 연동해 근로 기간을
늘려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므로, 결국 2020
년 이후에 가서는 퇴직연령이 점차 높아져서 2025년 무렵에는 67세
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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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네덜란드의 연금개혁 논쟁은 공적기초연금보다는 2층 직역
연금과 3층 개인연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환
경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면서 주로 확정급여형 방식으로 되어있는
기업연금 내에 확정기여적 요소를 도입하거나 확정급여 방식을 없
애자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또 2008~2009년에 많은 직역연금 기
금들이 심각한 재정문제를 경험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연기금 적립
규모를 축소하거나, 기업연금부문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자는 논의
가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영국에서와 같이 적용제외(contract-out)의
허용, 적용제외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가하면서 기업연금 내의 선택
의 여지를 넓히는 방안, 기업연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13년부터는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경우,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연령 이후 5년 이상 근로를 할 경우
연금액을 6.5% 인상시키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13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연금액을 0.6%씩 인상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금제도 개정은 주요 방향만 협의된 상태로 좀 더 정교
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근로 기간 연
장 → 연금재원 확충 →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주된 내용
이라고 볼 수 있다.

❘제3절❘ 시사점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도 고령화 사회가 진행
되면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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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 기업, 개인 등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 있고 특히,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서 연금제도 개혁이 단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네덜란드는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수년 전부터
진행해 오다가 최근 들어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비교적 빨리 본격적인 연금
제도 개혁에 첫발을 들여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세
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므로 앞
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정작업이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소득보장제도는 최종급여 대비 70% 수준의 소
득 대체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사적연금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됨에
따라 사적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재정 불안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적연금제도의 재정불안정이 야
기되는 경우 최종 부담은 결국 공적 부문으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
에 사적부문의 지나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네덜란드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시사점이라고 하겠다.
네덜란드의 경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다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사회보험의 기능과 사
회·정책적인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즉, 제도운영에 필요한 기
여액을 담당하는 주체가 분명한 사회보험제도와, 통상적으로 정부
의 일반재정에서 조달되는 공공부조의 정책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조달되는 공공부조 속성을 갖
는 제도가 근로능력을 보유한 근로자들의 조기퇴직 수단으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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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현상을 방지하되, 가급적 고령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 오래도록
잔류할 수 있게 하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령자들
이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여건
의 조성과 재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윤석명 외 1999).19)
또한 네덜란드의 과거 경험에서와 같이 사회보장제도 적용·관리
에 있어 국가가 배제되고 사용자 대표와 피용자 대표 위주로 운영
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 관리 · 운영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도의 적용 및 관리에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되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9)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연금 급여산식 개정과 관련하여 향후 예상되는 연금급
여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퇴직신청 교육공무원이 급증하여 교육공무원 수급
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특정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제도 성숙단계에
서의 경제 · 사회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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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제1절❘ 개관
네덜란드는 덴마크 등과 함께 고용정책에 있어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정책을 펴는 대표적인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유연안정성 정
책이란 노동유연성은 높이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나 실
업 등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과 근로복귀지원제도 등을 통해 보완
하는 고용/실업정책 나아가 경제성장정책 모델을 말한다. 네덜란드
에서의 노동유연성은 사용자의 자유로운 해고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 등 자유로운 노동시간 및 그에 따른 노동비용의
유연한 조정가능성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덴마크와 큰 차이가
있다. 그만큼 기업은 어려움에 처할 때 위기탈출의 기회가 높아 높
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및 임금
의 하락, 실업에 대비한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어 국민생활
의 안정성은 동시에 보장되고 있다(정희정 2007).
통상 영미권 국가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강해 노동/고용정
책도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한 나머지 고용의 안정성이나 실업에 대
한 대책 등 복지도 미흡한 편이다. 반면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
입이 강한 북유럽국가 등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노동시장에 대한 규
제와 복지제도가 강해 고용의 유연성이 취약하고 안정성이 크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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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다. 이러한 상반된 두 고용정책모델간 절충의 하나가 바로 네덜
란드형의 유연안정성(flexsecurity)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한
국가의 고용증대는 임금조절(최저임금 포함) 및 근로기간 조절, 해
고권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그리고
청년,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고
용정책(고용서비스)과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등 소득보장정책을 통
해 노동(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의 차원(노동의 유연성)은 네덜란드 고용정책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그를 통해 198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90년대 고용과 성장기적을 가져온 큰 요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
한 차원의 고용/노동정책은 사실 거시 경제정책의 일부분인데다 이
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관련부분(경제와 국가재정)에서 다루었으
므로 여기서 다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만 집중
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미시적 차원(소득의 안정성)에서의 네덜란드 고용 및 실업정책은
크게 고용보험대상자와 비대상자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유용한다. 고용보험의 대상자(일반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틀 내에서
소득과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고용보험의 비대상자인 나머지 계
층(청년, 장애인, 노인, 전업주부 등 취약계층)은 주로 실업부조(사
회부조)의 테두리 내에서 소득보장과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취약계층의 고용/소득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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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보장정책
1. 고용정책
가. 청년
네덜란드의 경우도 일찍부터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에 실업기간이 6개월을 넘기기 전에 직업훈련, 재훈련, 실습 등
새출발(new start)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업의 장기
화를 예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Dutch Government,
2008). 이러한 이유로 1992년부터 23세 이하의 청년실업자에 대한
포괄적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업에 처한 청년에게는
가능한 한 조기에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의 법적근거는 청년근로보장법(Youth Work Guarantee
Act)인데, 1998년에 구직자재고용촉진법(Job Seeker' Re-employment
Act: WIW)에 통합되었다. 이에 의하면, 청년고용촉진은 다음 두 단
계를 통해 진행된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고용사무소에 실업을 등록하거나 지자체 사회
서비스국에 사회부조를 신청하는 모든 청년은 해당 사무소의 담당
자(counsellor)와 함께 취업계획(ioint plan)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
은 해당 청년이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성공할 것이
라는 전제에서 수립한다. 즉, 초기에는 취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구직청년과 담당자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취업활동을 모
니터링하는 수준이다. 모니터링 중 스스로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람은 공동으로 교육, 직업체험, 취업원서작성훈련(job application
training) 등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취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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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취약계층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10목표

전체국민

64.2

63.3

63.2

64.5

66.1

-

청년(15-24세)

41.9

39.3

38.3

-

-

-

여성

53.9

53.6

54.1

55.8

57.7

65

소수민(이민자)

47.4

46.5

46.9

46.7

51.8

-

저숙련근로자

46.2

45.8

44.3

-

-

-

장애인

42.5

41.1

39.5

-

-

-

고령자(55-64)

38.0

39.2

39.7

41.7

44.9

45

주: 1) 자국기준의 경제활동참가율로, EU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그 보다 훨씬 높은
상황임. 예를 들어, 자국기준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7년
66.1%이었지만, EU 기준으로는 76%로 10%p 높았음.
자료: Dutch Government(2008)

두번째 단계에서는 교육이나 직업체험 등의 취업노력이 12개월
내에 취업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공공, 공익 및
기업사업장 등의 일자리(주당 32시간 근로 + 법정최저임금)를 제공
하게 된다. 이때 물론 WIW는 해당자의 고용기회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인턴십(Apprenticeship training) 등 다양한
직업체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연계된 일자리를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청년고용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지며
(노동사무소는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태임), 그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국고로 조달되고 있다. 청년고용서비스를 지자
체의 책임으로 하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지
자체)이 교육-고용-복지 등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
율적(사각지대 방지나 통제 등)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Dutch
Governmen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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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9년부터는 이러한 청년근로보장제도의 대상이 23세에서
27세로 확대되었으며(청년지속근로투자법), 18~27세의 자로서 사회
부조를 신청하는 청년에게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 및 일
자리를 수용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다(단, 이러한 의무적 제도의 도입
여부는 지자체 선택사항). 18~27세 사이의 저소득 청년실업자의 경
우 취업계획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지자체에
사회부조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만약 지자체가 제공하는 학업 및 취
업촉진계획을 거부할 경우 사회부조의 지급은 중단하게 된다. 이처
럼 급여수급의 교육 이수 등의 의무화 조건을 부여한 것은 EU 평균
에 비해 높은 네덜란드 젊은이들의 중등교육 조기퇴학률을 예방하
고 이를 통해 사전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나. 장애인
90년대 후반에 장애연금수급자가 90만 명이 넘어서고 있었다. 장
애인은 대개 일반노동시장으로 장기간 소외라는 요인과 함께 직업
적 장애는 노동시장에의 진입 및 복귀에 큰 장벽을 안고 있는 집단
이다. 이에 장애와 결부된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일차
적인 과제가 된다.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재통합법(Occupationally Handicapped Reintegration
Act)은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용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과 원직
복귀와 통합을 위한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장애인을 채용하거나 재
배치하는 사용자는 관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채용직전 질병
이나 장애가 발생한 피용자의 채용위험을 국가가 지는 것으로 하였
다. 아울러 동 법은 장애인 구직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는데, 먼저 장애인고용차별금지 규정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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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승진 및 교육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며, 동등처우권을 규정
하고 있다. 또 채용전 검강검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2006년 시행)에는 장애인이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근로활동에 복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장애연
금법도 대폭 개정하였다. 2002년에는 상병급여 및 장애연금의 장기
수급을 억제하기 위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책임을 크게 강화(재취업
노력의무 부여)한 Gatekeeper 규정이 도입되었다. 2004년에는 상병
급여수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동시에 기존수급자에 대
한 장애재심사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자영자장애연금제도가 폐지(민영화)되었으며,
피용자장애연금은 장애인의 근로활성화(activation)를 적극적으로 유
도하기 위해 WIA제도로 전면 개편하였다. 특히 부분장애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 및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
도하는 인센티브 장치도 대폭 확대되었다. 장애연금액도 더욱 보험
원칙에 충실하도록 조정되었다. 아울러 장애인의 근로복귀를 지원
하고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직업소개서비스 등
직업재활도 크게 강화하였다.

다. 고령근로자
고령화 시대에 고령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매우 중요
하므로 네덜란드에서도 고령근로자의 고용정책은 그 어느 취약집단
에 대한 고용정책보다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사실 1997년의
경우 고령근로자(55~64세)의 고용률은 유럽연합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령근로자가 근로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매력적이고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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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고 있다. 고령근로의 증가는 실업 및 장애급여의 지출을 줄
이고, 동시에 인구고령화 시대에 줄어드는 근로인구를 보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정부는 다양한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조
<표 2-1-2> 55~64세 인구의 고용률(1997)
단위: %
구분

계

남성

여성

네덜란드

31.4

43.0

19.9

EU 평균

36.3

47.0

26.1

자료: Dutch Government(2008). Eurostat에서 재인용.

<표 2-1-3> 네덜란드의 주요 노동시장 지표(1985~1998)
단위: %, 천 명
구분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고용률(%)

51

55

56

57

57

57

58

59

61

62

- 남성

68

71

72

72

71

70

72

72

74

75

- 여성

34

39

41

41

42

42

44

45

47

49

실업자(천명)

482

419

400

411

481

547

533

494

438

349

실업률(%)

8.7

7.0

6.6

6.7

7.7

8.7

8.3

7.6

6.6

5.2

고용증가(천명)

106

130

102

72

-8

5

134

136

171

182

노동력증가(천명)

40

97

83

83

62

71

120

97

115

93

취업자대비
복지수급자비중1)

83.2

82.1

81.6

81.3

83.2

83.2

82.4

80.2

77.6

74.6

취업자 대비
복지수급자비중2)

43.5

41.9

41.4

41.1

42.3

42.2

41.5

39.7

37.7

35.2

사회보장비지출의
대GDP 비중

19.6

18.7

18.7

18.8

18.9

17.9

17.0

16.5

15.5

14.9

주: 1) 노령급여수급자를 포함하는 경우
2) 노령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경우
자료: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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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금수급을 촉진하는 조기퇴직보장제도(기업연금부분)의 이용
을 제한하는 대책이다. 2005년부터 65세 이전에 조기연금을 수급하
는 경우 종전에 주어졌던 세금혜택(납부금에 대한 세금공제혜택 회
수)은 폐지되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이미 55~65세에 도달한 사
람에 대해서는 경과적인 조치가 취해졌는데, 보험수리적으로 공정
한 급여가 아닌 경우(즉, 보험수리에 기초하여 조기수급에 따른 연
금감액)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조기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는 대신 생애주기저축제도(lifecourse savings scheme)를 도입하였다. 이는 개인(기업이 대신 부담
해 줄 수도 있음)이 월 최대 소득의 12%까지(총저축액은 연간 소득
의 210%까지) 저축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저축한 돈은
휴가, 교육 및 조기퇴직 시에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에서 일과 돌봄 및 교육간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결국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실업보험 혹은 상병과 장애보험 등 피용자보험을 통한 조기
퇴직 인센티브를 차단하는 대책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별 해당보험
료의 차등화제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취업자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인친
화적 기업인사관리정책 및 노인고용환경 기반조성정책 등이 강조되
고 있다.
넷째, 57.5세 이상의 고령실업자에게도 구직의무와 제공되는 일자
리의 수용의무를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마
지막으로, 고령근로자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고심사제도의
강화, 채용 · 승진 · 교육훈련 등에 있어 연령차별금지, 고령근로자 교
육강화 등의 고용정책도 추진 중이다(Dutch Governmen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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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성 등 기타
네덜란드의 경우 90년대에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성별 가사분담은 여전히 여성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러한 현상은 쉽게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의 고용가능성을 제약
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출산하기 전까지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부부
의 경우는 여성과 남성의 사가분담은 거의 유사하고 전일제로 근무
한다. 그러나 자녀가 출산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데, 대부분은
여성이 파트타임 근로활동으로 전환하거나 상당수는 직장을 그만
두게 된다. 그 결과 25~45세 사이 여성의 낮은 고용가능성은 국제적
으로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로 이어지고 있다.
또 네덜란드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은 여성들은 다른
국가와 달리 기술교육 훈련에 큰 흥미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1993
년에는 중등교육과정에서 기술정보교육과정을 도입했으며, 양성간
의 돌봄의식과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돌봄관련 교육과정도 도입했
다. 아울러 성인교육훈련과정에서도 여성이 더욱 기술훈련과정에
참가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의 경우 옛 식민국가로부터 이민자가 많다. 그런데
이들 소수자(minorities)의 실업률(90년과 97년 각각 25%, 20%)은 내
국인의 그것(90년과 97년에 각각 7%, 5%)에 비해 크게 높아 사회통
합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이민소수자경제활동참가촉진
법(Act to Encourage the Labour Participation of Ethnic Minorities)를
제정하고, 3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소수이민자의 고용
규모, 적정고용규모와 갭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규이민자의 정착지원법(Naturalisation of Newcomers Act)을
의거하여 신규유입 이민자는 반드시 정착지원프로그램(교육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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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이민자 중에서 장기적 체류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하게 적응한 자 등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
록 했다. 이외에도 이민자들이 특히 복지 및 개호산업분야에 고용되
고 머물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다양한 고용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 소득보장정책
가. 실업부조제도
네덜란드의 실업부조제도는 크게 피용자제도와 자영자제도로 구
분된다. 피용자제도는 고령 및 부분장애 근로자의 실업부조법(Income
Provisions for Older or Partially Disabled Unemployed Persons Act:
IOAW)에 의거하며, 자영자제도는 고령 및 부분장애 자영자의 실업
부조법(Income Provisions for Older or Partially Disabled Formerly
Self-Employed Persons Act: IOAZ)에 의거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부
조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실업자의 경우(청년 등)에는 통상 지자
체에서 제공하는 일반사회부조(Employment and Social Assistance
Act)에 우선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물론 위의 실업부조제도의 대상
자 가구의 가용자원이 사회적 최저선에 미달하는 일반사회부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하에 대해서는 MSZW, 2011 참조).
1) 피용자실업부조제도
가) 제도특징

피용자실업부조제도는 실업보험급여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업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즉, 실업급여(WW)와 연계되는 급여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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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와 부분장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자의 범위
는 제한적이다. 또 일반사회부조제도와는 달리, 가구의 자산조사는
하지 않고 오직 가구의 소득조사만 한다는 점에서 수급요건이 다소
느슨하다.
나) 수급요건

첫째 5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이어야 한다. 이 사람은 또 3개월 이
상 완전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며, 실직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야
한다. 둘째, 50세 이후에 부분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장애
재심사에서 장애율이 35% 미만으로 떨어져 그 수급권을 상실한 경
우이어야 한다. 셋째, 공통적인 요건으로 가구소득(본인은 물론 파
트너의 소득 포함, 그러나 자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이 사회적 최
저기준(Social Assitance level)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
로 실업부조는 65세에 도달하면 수급권이 소멸된다.
다) 급여수준

실업부조는 보충급여이다. 즉, 본인 및 파트너(배우자 포함)의 총
가용소득이 사회적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
<표 2-1-4> 실업부조의 사회적 최저기준(2011.1)
단위: 유로
구분

최저보장기준(월)

23세 이상 단신

1169.50유로

22세 단신

914.76유로

21세 단신

770.48유로

21세 이상 단신 부모

1472.68유로

부부 및 동거가구(둘 다 21세 이상)

1521.58유로

자료: MSZW(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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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급여이다. 사회적 최저수준은 가족상황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표 2-1-4> 참조).
라) 관리운영

실업부조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사회서비스부서에서 관할한다.
물론 대상자는 지역고용사무소(UWV WERKbedrijf)를 통해서 신청
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지역고용사무소는 이를 다시 해당
지자체의 관할부서에 송부하게 된다. 지자체의 관할부서는 수급여
부와 수급액을 최종 결정한다.
마) 특별규정

2006.10월부터 2011.7월 사이에 실업자가 된 60세 이상이고 3월
이상의 실업급여(WW) 수급권이 있는 사람은 WW급여가 종료되면
실업부조수급권이 부여된다. 이 경우 적용되는 실업부조급여의 최
고액은 최저임금의 70%이다. 그러나 다른 실업부조와 달리 조득조
사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다. 즉, 파트너(배우자)의 소득은 조사대
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에 비례하여
실업부조금은 감액된다.
바) 재원

국고 90%, 지방비 10%로 조달된다.
2) 자영자실업부조제도(IOAZ)
가) 제도특징

이 제도는 자영업의 중단으로 실업자가 된 고령자의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피용자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최
저수준까지 가구의 가용소득을 보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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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요건

첫째, 자영자를 위한 최저소득기준(연 21,178유로) 이하의 자영소
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로 인해 자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55세 이상 자영자이어야 한다. 둘째, 평균연간소득이 신청직전
3년간 20,405유로 이하여야 하며, 앞으로도 21,178유로 이상의 소득
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셋째, 최소한 10년 이상
혹은 3년 이상(이 경우에는 자영업전에 7년 이상 피용근로활동이력
이 있어야 함) 자영업(전문자영업 포함)을 해왔어야 한다. 넷째, 자
영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연간 총 1,225시간 이상 일했어야 한다.
만약 파트너와 함께 일했다면 동일사업장에서 본인은 최소한 875시
간, 파트너는 525시간을 일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분장애자의
경우는 이미 2005.10월 현재 IOAZ급여를 받고 있어야 그 수급권이
계속 보장된다.
다) 급여수준

실업부조는 자영업을 중단한 이후부터 지급되며, 65세까지만 지
급된다. 실업부조는 실업자 본인과 그 배우자(파트너 포함)가 보유
한 총가용소득(근로소득, 사회보장급여 등)이 사회적 최저보장수준
(피용자의 경우와 동일함) 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보충하는 급여이
다. 특히 자영자의 경우에는 자산이 일부 고려되는데, 이 경우에는
122,094유로까지는 공제된다. 그리고 이를 초과한 자산은 연간 4%의
소득을 생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만큼 실업급여에서 공제된다.
라) 관리운영

자영자 실업부조는 자영업을 중단하기 전에 거주했던 지역의 고
용사무소나 지자체 사회서비스국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자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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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급여신청전 18개월 이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혼인 부부하나
동거부부는 함께 실업부조를 신청해야 한다.
바) 재원

국고 90% + 지방비 10%로 조달된다.

나. 최저임금제(Minimum Wage and Minimum Holiday Allowance Act)
네덜란드는 관대한 법정최저임금제(statutory minimum wage)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민최저선의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거
의 모든 사회보장급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회경제
적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는 실업에 가까운 취업취약계
층(워킹푸어)의 소득보장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복지
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취업자의 연령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23~65세까지 적용되는 성인 최저임금제(minimum wage)이고
다른 하나는 15~23세까지 적용되는 청년 최저임금제(minimum
youth wage)이다(MSZW 2011). 후자는 다시 연령구간별로 차등화되
어 있다. 다만, Wajong급여수급자는 UWV의 승인을 받아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
최저임금은 1년에 두 번 조정된다(1월과 7월). 최저임금과 함께
근로일당 4시간 이상의 유급휴가도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
당 5일을 근무할 경우 20시간의 휴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휴가시간
에 대해 사용자는 시간당 임금의 8%에 해당하는 휴가수당(holiday
allowance)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한다. 휴가수당은 연간으로 지급되
며 매년 5월 등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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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최저임금(2011.1)
단위: 유로
금 액

연령

주당

월

23세 이상

328.70

1424.40

22세

279.40

1210.75

21세

238.30

1032.70

20세

202.15

876.00

19세

172.55

747.80

18세

149.55

648.10

17세

129.85

562.65

16세

113.40

491.40

15세

98.60

427.30

* 일 8시간 주5일 근로기준
자료: MSZW(2011)

❘제3절❘ 일반근로자 소득보장 및 고용정책:

고용보험(WW)
1. 제도연혁
1949년에 처음으로 고용보험이 도입되었으며, 1960~70년대에는
매우 관대한 고용보험제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초반 국가
재정위기에 처하면서 연이은 개혁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의 고용
보험은 지금과 달리 57.5세 이상의 고령실업자에 대해서는 구직의
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65세까지 실업급여가 연장지급되는
등 사실상 장애연금과 함께 조기퇴직의 주요 통로로 크게 남용되고
있었다. 1996년, 2006년 등 큰 개혁을 통해 수급요건이 크게 강화되
고, 특히 근로활성화 조치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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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의 경우 단기급여의 수급요건은 최근 52주 중 26주 이상
근로에서 39주 중 26주 이상으로 강화되고, 고령근로자에게도 구직
의무를 부과하였다. 특히 고용알선서비스를 민영화하는 획기적 조
치가 이루어졌다(van Oorschot 2006). 2006년의 경우 단기와 장기급
여의 수급요건을 크게 강화하였다. 단기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시 실
직전 ‘39주’ 중 26주 이상 근로에서 ‘36주’ 중 26주 이상 근로로 강
화되었다. 나아가 장기급여의 수급가능기간은 최장 5년에서 3년 2
개월로 축소하였다. 장기급여의 급여기간은 연령기준이 아니라 가
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18년을 일하면 18개월간의
수급권이 부여되었다. 이는 특히 고령자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할 전
망이다. 나아가 개인별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성실 구직의무도
크게 강화(gatekeeper assesment)하였다.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2004년 중반 개별재취업계약제(Individual
Reintegration Agreement)를 도입하여 개인이 스스로 (민간)취업서비
스기관을 선택(종전에는 취업지원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UWV와
지자체가 민간취업지원서비스를 일괄 구매하는 형식)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주 OECD 대표부 2006). 현재 구
직자의 1/2은 이러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나아
가 취업지원서비스는 더욱 노동시장수요에 맞추도록 하고, 취업중
개서비스회사(민영)의 성과(취업성공)에 초점을 두어 성공보수를 지
급하도록 하여 취업중개노력의 인센티브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2. 적용대상
네덜란드의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Act)은 모든 피용

135

136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근로자이다. 이외에도 음악인, 영화제작자 및 예술인 그리고 이들에
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 등 일부 자영자도 당연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피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수급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3. 재원
실업보험기금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일반고용보험기금
(General Unemployment Fund: Awf)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조정기금
(Redundancy Payment Fund)이다. 전자는 산업별 경험률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차등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다. 이 보험료는 사용
자와 근로자가 분담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득
(2011.1월 상한: 연간 49,297유로)의 3.5%를 부담하고 사용자의 경
우 4.20%를 부담하고 있다. 재정조정기금은 사용자만 부담하며 평
균적으로 근로자소득의 1.90%이다.20)
<표 2-1-6>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체계와 사회보험료 부담구조
구분
국민
보험

피용자
보험

적용대상

보험료

노령보험

전국민

17.9% (전액 가입자만 부담-사용자부담 없음)

유족보험

전국민

1.1% (전액 가입자만 부담-사용자부담 없음)

건강보험

전국민

근로자: 기본건강보험(정액+비례 7.75%)+장기요양보험료(12.15%)*
자영자: 기본건강보험(정액+비례 4.95%)+장기요양(12.15%)

상병급여

피용자

사용자 전액부담(재직자상병급여)+고용보험료의 일부(실업자 등의
상병급여)

실업보험

피용자

노: 3.5%, 사: 4.75% (실업자 등 상병급여보험료 포함)

장애/폐질보험

피용자

5.7% (사용자 전액부담)

주: 1) 기본건강보험의 비례보험료 부담은 형식적으로 근로자이나 사용자가 보전하게
되므로 실제부담은 사용자임.
20) 사용자부담하는 산업별 재정조정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부가보험료(surcharge)가
추가로 징수되는데, 이는 아동양육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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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일반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의 지
급뿐만 아니라 상병 및 출산수당(현금급여)의 지급을 위해서도 사용
된다. 고용보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없다.

4. 현금급여
고용보험의 현금급여는 고용연계급여(소득비례성격의 보험급여
salary-related benefit)와 휴가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수급요건
먼저, 고용연계급여는 주당 5시간 이상의 근로기간 감소 (혹은 원
래 주당 10시간 미만 고용되었을 경우에는 주당 1/2 이상 근로시간
상실) + 비자발적 실업(자발적 실업이나, 과실로 인한 실업 혹은 퇴
직이나 해고 등은 실업급여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실업등록
(공공실업관리기관) + 일할 능력 보유 + 적정일자리 제안에 대한 수
용의사 + 65세 미만 + 최소 가입기간 요건 등을 갖추어야 수급이
가능하다(MSZW 2011, SSA 2011).
이중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가입기간 요건
이다. 가입기간 요건은 크게 주(周)기준 가입기간 요건(WW weeks
requirement)과 연(年)기준 가입기간 요건(WW years requirement)으
로 구분된다.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6개월
간 지급되는데, 전자의 요건은 최초 3개월간의 급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고 후자의 요건은 3개월을 넘어서는 급여지급기간을 결정하
는데 사용된다.
周기준 가입기간 요건은 최근 36주간 동안 최소 26주 이상 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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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음악인, 영화제작자 및 예술인 등: 실직전 39주 동안 16주 이
상 가입)를 말한다. 이때 1주란 한주 동안 1일 이상 일한 실적이 있
는 경우를 말하며, 휴가였던 주나 유급휴가였던 주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자영자로 일한 기간이나 과거에 지급된 실업급여에서 사용
되었던 주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年기준 가입기간 요건(WW years requirement)은 실직전 최근 5년
동안 4년 이상 고용(이때 연간 최소 52일 이상의 고용된 실적이 있
으면 1년의 고용기간으로 간주)된 경우를 말한다. 이때 연간 최소
52일 이상 일한 경우는 1년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실직
한 당년도의 가입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기준
가입기간 요건은 3개월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이며, 생애가입기간(overall employment history) 1년당 1개
월의 추가수급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최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때 생애가입기간은 18세 도달 시점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가
상의 가입기간: fictitious work history) + 1998년부터는 최소한 연간
52일 이상의 소득있는 고용이 있었던 연도(실제가입기간) + 1997년
이후의 비공식적 개호종사기간(informal care) 그리고 자녀양육기간
등을 말한다. 1997년부터 비공식적 개호종사기간을 신규로 생애가
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녀양육기간이란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를 중단한 기간을 말하는데, 2005년 이전의 양육
기간은 100%, 2005~2006년 기간의 양육기간은 75%, 2007년 이후부
터의 양육기간은 50%만 인정하고 있다. 비공식적 개호종사기간이란
환우가 있는 친척 등을 무급으로 보살피고 있었다면 그 기간의 50%
가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1997년에 실업급여법이 개정되
면서 새로운 조치들과 경과초지들이 많이 반영되었다. 특히 생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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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기간에 비례하여 급여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보험원칙의 강화
로 해석된다.

나. 급여수준
실업급여(Salary-related benefit)의 수준은 첫 2개월간은 실직전 12
월 동안 日평균소득(daily wage)의 75%, 그 이후 70%이다. 이때 일
소득은 상한선이 있으며 2011.1월 기준 188.88유로가 적용되고 있다.
실업급여는 보험급여이므로 배우자의 소득이나 가구의 자산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은 물론이다. 다만, 실업급여는 상병수당이나
완전장애연금(+근로병행)을 수급 중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들 급여는 모두 소득연계급여로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병급조
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장애연금수급자 중 부분장애연금
수급자가 실업에 처한 경우에는 상실된 소득의 보전차원에서 실업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수급자에게는 실업급여와 함께 휴가수당(vacation allowance)이 지급된다. 휴가수당은 매월 실업급여의 8%가 발생하며, 이
는 매년 5월에 한꺼번에 지급된다.

다. 수급자의 성실구직의무
모든 실업급여수급자는 가능한 조기에 근로에 복귀하려는 노력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때 피용자보험공단의 지역사무소(UWV
WERKbedrijf office)와 적정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MSZW 2011). 이때 적정한 일자리란
1년 이하 실업자의 경우 본인의 종전 직업경험이나 교육 및 훈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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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혹은 종전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을 고려한 일자리를 말한다. 그
러나 1년 초과 장기실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인적 요소를 고려
하지 않는 채 ‘어떠한 일자리’라도 적정한 일자리로 정의하고 있다.
수급개시 3개월 이후부터는 피용자보험공단 지역사무소는 수급자
가 구직노력을 충분히 하는지 등 구직계획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Gatekeeper test라고 하며,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급여액이
감액 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직노력의무와 감액처
분이 면제될 수 있다.
첫째, 이미 오랜 구직기간을 보낸 실업자로서 재통합(구직)프로그
램의 일부 즉,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당 20시간 이
상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6개월간의 소득있는
직장을 찾는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면제기간이 6개월
씩 더 연장될 수 있으나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노동사무소는 월
단위로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둘째, 비공식적 집중개호(informal
intensive care)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6개월 단위로 구
직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1년 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월단위로 적
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셋째,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최대 4주간 면제기간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을 개시(창업)한 경우 등이다. 자영업을 개시
(창업)하는 경우에는 개시 후 최대 6개월 동안 실업급여가 연장 지
급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영소득의 70%만
큼 감액된 실업급여만 지급한다. 한편, 자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잔여수급가능기간 동안 실업급여의 재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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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급여의 중단사유
실업급여는 먼저 취업한 경우에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이때 실
업급여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근로시간 미만으로 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액은 그 차액(혹은 근로시간)을 보충하는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차이가 주당 5시간 미만(종전에 주당
10시간 미만 일했다면 그 절반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자로 인정되
지 않으며 급여지급은 중단된다.
둘째,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할 때이다. 예를
들어, 완전장애연금을 수급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주하게 될 때이다.
셋째, 최대 수급가능기간을 종료할 때이다. 이 경우 아직 실업상
태라면 근로사회부조법(work and Social Assistance Act: WWB)이나
고령 · 부분장애인실업부조법(Income Provisions for Older and Partially
Disabled Unemployed Persons Act: IOAW)에 의거하여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급여는 부조급여이므로 가구소득(배우자 등 파
트너의 소득 포함)을 포함한 소득조사를 통과해야 수급이 가능하다.
개인자산은 IOW 급여의 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WWB 급여에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65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권은 종
료된다. 그 때부터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 장기실업자의 직업소개 수용의무와 실업급여
1년 이상 장기간 실업급여수급자는 종전 보다 낮은 직업적 기술
을 요구하거나 실업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제공
된다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이때 실업자가 그러한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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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수용 내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감액된다. 이 경
우 실업자가 그 일자리를 수용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단순히 줄어든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
에 기초하여 감액된다.
이는 실업자가 그러한 일자리를 수용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더 이
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벌어들이는 임금의
70% 만큼만 감액되므로 새로운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이득
이 된다. 이러한 소득보조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 있을 때에만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한 일자리의 소득이 종전소득의
87.5%를 초과하면 더 이상 소득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바. 실업급여의 제한
1) 해외취업출국과 실업급여
개인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실업
급여가 계속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해외국가의 범위는
EU 참여국가 혹은 EEA 협정국가 및 스위스에 제한된다. 이 외의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출국한다면 그 즉시 실업급여의 지급은
중단된다. 만약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에 실패하고 3월내에 귀
국한다면 실업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물론 3개월이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2) 질병과 실업급여
실업급여수급 중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UWV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병기간이 13주 이내라면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
는 상병수당법에 의한 상병급여의 수급권이 부여된다. 물론 상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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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에도 구직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아울러 교육훈련프로그
램의 참가나 취업원서의 제출활동 등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3) 실업급여수급자의 사망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법에 의거하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5. 현물급여
가. 취업지원서비스
1) 조기개입과 집중서비스
네덜란드는 비단 실업이 확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4주 이내에 실
업자가 될 사람도 고용사무소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처럼 실업전에 이미 조기개입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자
가 4주 이내에 실업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사
무소의 직원은 직업코치, 취업응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취업이 어려운 장기실업자에 대해 집중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전문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하고 있다.
2) 임시취업기회의 제공
취업기회가 적은 실업자에게는 인턴형태의 임시고용직이 제공될
수 있다. 임시취업기간은 최대 3개월간이며 이 기간 동안에도 실업
급여는 계속 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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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워크샵 개최
고용사무소는 취업지원서(이력서)의 작성 등 구직워크숍을 제공
한다.
4) 교육훈련기회
구직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훈련코스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및 훈련기간 동안에도 실업급여는 계속 지급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 및 훈련기간의 종료
2개월 전부터 구직노력을 하여야 한다. 교육 · 훈련기간 중에 개인의
최대 수급가능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은 중단된다.
5) 재통합프로그램의 운영
재취업의 기회가 많지 않고 이미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게는 재통합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경우 실업자는 ‘민간취업서비
스회사(reintegration company)’에 의해 통제와 감독을 받게 된다. 이
때 개인은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민간서비스회사를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다. 개인은 동회사와 개인별취업협약(individual reintegration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비스에 필요한 비
용은 UWV(고용보험기금)가 부담한다.

나. 실업급여수급자의 휴가권
실업급여수급자에게도 연간 20일간의 휴가권이 보장된다. 즉, 구
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한다. 연간 일정기간만 실업급

제2부 소득보장제도

여 수급자이라면 그에 비례하여 휴가일수가 보장된다. 물론 국가공
휴일, 주일 및 통상적으로 공인된 기독교휴일 등은 실업급여수급자
의 법정휴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57.5세 이상인 실업자의 경
우 통상적 실업자보다 긴 13주간의 휴가권이 부여된다. 휴가기간에
도 실업급여는 지급된다. 다만, 실업자는 사전에 휴가계획을 UWV
에 제출해야 한다.

6. 관리운영
고용보험은 사회고용부(근로소득감독서비스국)에서 전반적 감독
을 맡고 있다. 피용자보험공단(UWV) 및 그 지역사무소(고용지원센
터)가 실무적 차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세청은 고용보험의 징수업
무를 맡고 있다. 네덜란드는 공공취업서비스 중 직업소개 및 중개업
무는 민간부문에 위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원래 네덜란드도 취
업알선기능을 거의 공적부분에서 수행하다가 1996년부터 서서히 민
영화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 민간부문에 위탁(외주
화)하고 있다(Bekker 2008). 그러나 취업지원서비스의 위탁은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국한되며, 이 경우 개
인-UWV-민간취업회사간의 위탁계약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수급자외의 실업자(실업부
조 및 사회부조대상자 및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MSZW 2011). 지자체는 취업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민간취업알선
회사와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위탁(외주화)할 수 있다. 이때 물론
개인은 민간취업알선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네덜란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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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업급여수급자든 사회부조대상자든 취업지원서비스의 시장화
와 개인화된 취업지원프로그램(사례관리)을 통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민간취업알선회사에 대한
위탁서비스의 비용은 전액 UWV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표 2-1-7> 사회보장급여와 관할기관
구분

실무담당기관

국민보험(노령연금법, 유족급여법, 아동수당법,
장애아동가정보호부모지원법)

사회보험은행(Social Insurance Bank)

아동지원

국세청

피용자보험(상병급여보험, 폐질(장애)보험, 실업보험,
청년장애지원법 등)

피용자보험관리기관(UWV) +
민간취업지원회사(서비스제공자)

근로사회부조법, 보충급여법, 고령근로자·장애인
실업부조법 등

지자체 사회서비스국 +
민간취업지원회사(서비스제공자)

❘제5절❘ 최근의 개혁동향
1. 장기실업자와 적정일자리의 개념 변경
2008.1월부터는 1년 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모든 일자리는
적정 일자리(suitable work)로 간주된다(Dutch Government 2008). 종
전에는 실직자의 경력이나 학력 등에 부합하는 일자리만을 적정일
자리로 간주하고 수용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실
업자는 이제 고용사무소에서 소개해 주는 모든 일자리는 무조건 수
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장기실업자를 최소화하고
실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표 2-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관련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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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관련 급여수급자 및 급여기간(수급년수로 표시) 등이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각 관
련 사회보장제도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나 질병 그리
고 실업 등으로 인해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근로자의 규모
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네덜란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2-1-8> 고용활성화 정책관련 주요지표 추이와 전망
단위 : 10억유로, 1000년

장애/상병
고용보험
재취업지원비용
사회부조
(10억 유로)
보호고용
노동소득센터

2007

2008e

2009e

2010e

2011e

0.2
0.1
1.6
2.3
0.4

0.3
0.1
1.6
2.4
0.3

0.3
0.1
1.5
2.4
0.3

0.3
0.1
1.4
2.4
0.3

0.3
0.2
1.3
2.4
0.2

현금급여
비용
(10억 유로)

장애/상병
고용보험
사회부조

12.0
2.8
3.9

12.3
2.7
3.9

12.1
2.7
3.7

11.8
2.5
3.4

11.6
2.4
3.4

총급여기간
(1,000년)

장애/상병
고용보험
사회부조

843
183
311

835
152
291

823
151
284

812
137
269

801
127
268

주: 2008년 이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Ministry of Economic Affairs(2008)

<표 2-1-9> 실업보험(WW) 현금급여수급자의 추이(2000~2011)
단위: 천명

수급자수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4.0

182.3

310.1

279.7

174.6

267.0

259.6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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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의 관리조직 통합
네덜란드의 경우 최근까지 현물급여업무를 하는 고용서비스기관
(고용지원센터: CWI)과 현금급여를 취급하는 피용자보험관리기관
(UWV)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고용서비스기관은 모든 구직자와
실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일차적 창구였으며, 구직등록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나아가 실업급여의 신청, 사후관리와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반면, 피용자보험관리기관은 주로 현금급여
의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업무 등에 집중하고 있
었다(Bekker 2008).
그러나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관리의 분리는 비효율성을 초래했으
며, 하나의 관리기관이 현금과 현물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었다. 이에 2009년부터 현금과 현물의 원스
탑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UWV
(실업급여업무)에 통합되었다. 이제 고용지원센터는 UWV의 지역사
무소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실업급여의 지급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취업지원서비스
중 중개서비스는 상당부분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민간위탁은 2002년 고용안정서비스개혁법안
에 의해 제도화되고,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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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제1절❘ 개관
1. 제도의 연혁
네덜란드 연금제도의 시효는 1836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이
다. 일반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는 1919년 노령법의 제정(보험원리에
기초한 기초연금)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보험제도에서 제
외된 노인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었다. 사각지대 노인들
의 노후보장은 1947년 긴급노령연금법(우리의 기초노령연금과 유사
한 기능과 취지)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 제도는 당시
빈곤에 처한 노인들의 긴급한 생계보장을 위한 비상조치 성격이 강
했다. 1957년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을 지향하는 일반노령연금법(General
Old Age Pensions Act, Algemene Ouderdomswet: AOW)이 제정되면
서 1919년의 노령법과 1947년의 긴급 노령연금법이 흡수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VB 2008).
노령위험에 대한 위와 같은 공적소득보장제도 외에도 사망위험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기초연금)로서 일반유족연금법(General Surviving
Relatives Pensions Act: ANW)이 일반노령연금법과 함께 1959년에
도입되었다. 일반노령연금법과 일반유족연금법은 그 속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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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듯이 ‘전국민’을 대상한다는 것을 의미
하며, 이 두 제도가 사실상 다른 국가와 비교가능한 통상의 공적연
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우리나라 등 전형적인 연금보
험에서는 노령, 유족 그리고 장애까지 하나의 제도에 통합적으로 보
장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는 물론 장애위험을 보장하는 공적장애보험제도(WAO/
WIA)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이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적
으로 사업주 부담이라는 점 등에서 통상의 연금제도와는 그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SVB 2008). 즉, 장애보험제도는 산재보험에
가까운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장애보험제도는 기초연금의 성격
을 가진 일반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과는 달리 소득비례연금 및 고
용연계급여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연금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따
라서 네덜란드에서 연금제도라 함은 통상 장애보험제도(WAO/WIA)
를 제외한 ‘일반노령연금과 일반유족연금법’을 의미하는 바 아래에
서는 이 두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장애보험은 산재보험
의 범주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연금체계
네덜란드는 OECD나 IMF 등 국제기구에 의해 전형적이고 모범적
인 3층 혹은 다층 노후보장제도를 갖춘 국가로 자주 언급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1952년에 도입된 기업연금(‘연금및저축기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산업별 단체협약에 의한 準강제가입제도임21))이
21) 기업연금은 법적으로 강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산업별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
면 협약에 참여한 기업이나 산업은 기업연금을 당연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기업연금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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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발달되어 현재 전체 피용자의 95%가 적용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고, 아울러 부과방식, 보편적 기초연금의 공적연금과 적립방식,
비례연금의 기업연금이 유기적 연계와 보완을 통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제도를 통해 네덜란드는 평균소득자 기준 실수급액이 퇴직
전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하고 있다(MSZW
2008). 그러데 이러한 전체 보장수준 내에서 공적연금이 비대해지면
자동으로 사적연금(기업연금)이 축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다. 현재 기업연금은 네덜란드 국민노후보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
고 있는 핵심제도 중의 하나이며, 기타 사적연금과 함께 공적연금인
기초연금을 보완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표 2-2-1> 참조).
1)

<표 2-2-1> 소득계층별 및 제도별 완전연금액의 소득대체율

단위: %
소득계층

평균소득의 0.5배

평균소득자

평균소득의 1.5배

기초연금(AOW)

60.5

30.2

20.2

비례(기업)연금

32.9

58.1

66.5

계

93.4

88.3

86.6

OECD 평균

71.9

59.0

54.3

주: 1) 완전연금액은 근로자가 40년 가입 시 획득할 수 있는 최대연금액을 의미함.
자료: OECD(2009)

한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1층의 공적연금과 2층의 직역연금
에서 모두 보장(dual system)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직역연금(기
업연금)은 대부분 국가에서 노령위험보장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지
만, 네덜란드의 경우는 직역연금에서 사망이나 장애위험(유족/장애
연금)을 보장하는 사례 중의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
2-2-2>는 네덜란드의 연금체계를 다층체계개념에 입각하여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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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층과 2층의 연금제도
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외에도 노인 및 유족을 위한 0층 제도로서
노인기초보장제도(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한다.
<표 2-2-2> 네덜란드의 연금체계 개관
층 (Pillar)

주요 내용

1층
- 공적연금
- 강제적용

- 노령과 사망위험 보장: 노령연금법 (AOW) + 유족연금법 (ANW)
* 각 위험에 대해 별도의 법으로 제정
- 기여+수당 혼합형태의 보편적 기초연금
- 보험료는 가입자 전적 부담, 부과방식
- 급여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

2층
- 직역연금
- 단체협약

- 노령, 사망, 장애위험 보장(단, 사망과 장애위험은 임의)
- 연금 및 저축기금에 관한 법률 (Pensions & Savings Fund Act) 및 EU연금관리지침
(Pension Directive)에 근거: 공무원연금제도 (ABP), 산업연금기금 (BPFs), 개별기업
연금 (OPfs), 직접보험제도 등
- 소득비례 및 고용연계 급여, 노사 비용분담(대개 사업주 50% 이상 부담), 적립방식
- 단체협약에 의한 의무가입

3층
- 개인연금
- 임의가입

- 민간보험사 등이 제공하는 개인연금에 가입
- 세금공제혜택 등을 통해 가입유인 부여
- 기업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된 근로자나 자영자가 가장 큰 대상

❘제2절❘ 공적연금(AOW/ANW)
1. 제도성격
공적연금은 기본급여인 기초연금(flat rate pension)과 보충급여인
피부양배우자 급여(supplementary pension for partners)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모두 일반노령연금법(AOW: General Old Age Pensions
Act)과 일반유족연금법(ANW: General Surviving Relatives Act)에 의
거하여 규정된 급여이다. 이 급여의 수급권은 누구나 네덜란드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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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이력이 있으면 보편적으로 부여되므로 보편적 사회수당형 제
도에 가깝다. 다만, 급여액은 기여 및 거주기간에 따라 감액된다는
점에서 기여원칙을 가미하고 있다. 즉, 사회수당형과 사회보험(기여)
형의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의 재원은 거의 보험료로 조달된다. 이 보험료는
가입자 개인별 소득에 부과되며, 부과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과 자
영소득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등이다. 즉,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
구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사실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개념에 가깝다. 국고는 적자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
여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기초연금을 통한 위험보장범위는 노령과 사망 위험에 국한
하고 있다. 장애와 관련된 급여는 다른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데, 앞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되는 근로/재해보
장제도 부문에서 다룰 것이다. 노령과 사망위험에 대한 법률은 개별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즉, 네덜란드의 공적연금은 우리나라 등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하나의 제도로 보장하는 묶음형태
(package)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2. 가입대상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소득활
동여부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일반노령연금과 일반유족연금제도)의
강제가입대상이 된다. 여성과 남성, 취업자와 실업자 든 누구든 강
제가입대상이다. 네덜란드내에 살지 않더라도 외국인으로서 네덜란
드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자도 당연히 적용되고 보험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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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MSZW 2011).
당연가입제도 외에도 임의가입제도를 두고 있다. 먼저, 1년 이상
가입하고 해외 거주 혹은 해외 이주한 국민으로서 이주 후 1년 이내
에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해당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가입이 인정된
다. 단, 이 경우 최대 10년까지만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2011.1월 이후 해외에 거주했다가 귀국한 국민으로서 해외거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한 기간(15세 이후부터의 가입공백기간)에 대해 사
후납부(추납)할 경우 가입이 인정된다. 이러한 추납은 귀국 후 4년
이내에 연금 등 사회보장관리기관인 사회보험은행(SVB)에 신청하
여야 한다.
한편, 현행 제도가 1957년에 도입되었으므로 그 당시 이미 15세
를 넘은 사람은 완전연금을 수급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5세부터 제도도입당시의 연령까지는 가입기간(크레딧기간)으로 인
정해 주고 있다.

3. 재원조달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며, 기본적으로 보험
료로 조달된다. 노령연금의 보험료는 2010년 기준 17.9%이다. 이 보
험료는 18.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보험료부과대
상이 되는 소득의 상한은 근로자평균소득의 100%(연 32,738유로)
수준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나 선진국의 경우 근로자 (혹은
가입자) 평균소득의 2배 전후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이다.
유족연금의 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되며, 부과대상소득의 1.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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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보험료는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점이 특
징이다. 근로자의 경우도 사업주의 부담없이 가입자 개인이 전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령 및 유족연금보험료의
부과소득 범위는 근로소득과 자영소득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이다.
기초연금은 소득활동여부에 관계없이 거주하는 한 모두 가입대상
이고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모든 사
람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근로
소득(사회보장급여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서 임금 및 사업소득세 납부대
상자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실업급여, 상병수당, 장애연금 등)는
자동으로 연금보험료 납부대상이 된다. 취업근로자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보험료는 고용주 및 사회보험관리기관(사회보험은행)에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된다. 한편, 자영자의 경우에는 국
세청에 의해 결정된 과표(자영소득)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납부해
야 한다.
국민보험의 경우 보험료 외에도 국고보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고보험료율이 18.25%로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인구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연금재정상의 적자가 발생하면 국고는 이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01년부터 인구고령화 등으로 발생하
는 적자를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국고에서 미리 적립금을 일부 쌓
아가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0). 또한 국고는 노인가구의
소득이 사회적 최저수준에 미달하는 기초연금 수급 시 지급되는 노
인최저보장급여(아래 참조)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 등은 전액 국고에
서 조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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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
공적연금이 제공하는 급여에는 노령기초연금(피부양배우자 보충
수당 포함)과 유족기초연금 등이 있으며, 이를 보충하는 급여로서
노인최저소득보장제도(guaranteed minimum income)가 있다. 노인최
저소득보장제도는 우리와 유사한 최저생활보장제도로 사회부조성
격의 급여이다.

가. 노령기초연금(AOW)
노령기초연금은 네덜란드에 거주하였거나 보험료납부이력이 있
으면 누구나 수급이 가능하다. 노령연금은 65세부터 지급이 가능하
며, 65세 이전 즉, 조기에 수급할 수는 없다. 노령기초연금의 수준은
가족상황과 AOW 가입이력에 따라 결정된다(<표 2-2-3> 참조). 그
러나 과거소득 등은 기초연금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령기
초연금의 완전연금액수준(단신기준)은 가처분 최저임금(최저임금에
서 소득세부담분을 제외한 부분)의 70% 수준으로 설정되며 정액이
다. 이는 항상 최저임금의 변동에 연동된다(MSZW 2011).
완전연금은 15세부터 65세(50년)까지 네덜란드에 거주한 경우 혹
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지급된다. 거주한 경우도 수급권이 주어
지므로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예: 가정주부 등)도 50년
을 거주했다면 완전연금의 수급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15세부터 65
세 사이에 네덜란드에 거주하지 않았거나(단, 추납하거나 임의가입
한 경우 제외) 소득이 있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미납 및 체납
한 경우)에는 그 1년당 2%가 감액된다. 또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 완전연금액은 단신기준의 70%수준(이는 최저임금의 5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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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함)으로 감액된다. 다만 어느 한쪽이 개호가 필요한 상황이
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경우 감액하지 않는다.
<표 2-2-3> AOW 완전연금액(2011.01)
단위: 유로
월기본액

휴가수당

단신

1034.38

58.62

단신+18세 이하 자녀

1312.38

75.35

혼인 및 동거 부부(둘다 65세 이상)

각 710.51

각 41.87

혼인 및 동거 부부(배우자가 65세 미만으로
피부양배우자보충수당수급권이 없는 경우)

710.51

41.87

혼인 및 동거 부부(배우자가 65세 미만으로
피부양배우자보충수당수급권이 있는 경우)

1421.05

83.74

주: 1) 위의 지급률은 완전연금액을 의미함.
2) 위의 연금액은 총지급액으로 사회보험은행이 조세나 기여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순지급액은 더 낮을 수 있음.
3) 휴가수당은 매년 5월에 한번에 지급됨.
자료: MSZW(2011)

피부양배우자 보충수당(supplementary allowance)은 노령연금수급
권자의 배우자 혹은 동거자로서 65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은
경우(소득조사: 배우자의 월 근로소득 및 사회보장급여 등의 소득이
1,259.40유로 미만)에 지급된다. 이때 사회보장급여는 실업급여, 장
애급여 및 상병수당 등을 의미한다. 피부양배우자 보충수당은 보충
급여형태로 지급된다(완전보충수당은 2010년 기준 €6 698.58). 나아
가 해당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했거나 일했다면 그 기간만큼 보충수
당은 감액된다. 배우자보충수당은 해당배우자가 65세에 도달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수급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최근 재정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배우자보충
수당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MSZW 2011). 이는 195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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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후 출생자(2015년에 65세가 되는 자임)부터 보충수당이 지급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부가급여로서 휴일수당(Holiday allowance)이 있으며, 가
족상황 등에 따라 금액은 다르나 급여형태는 정액형태이다. 이는 매
월 5월에 1년치가 한꺼번에 지급된다.
2008년말 기준 노령연금수급자는 270만명에 달하고, 전체 65세
노인의 100%가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노령연금의 지출은 270억 유
로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동년도 GDP 대비 약 7% 수준이다(European
Commission 2010).

나. 유족기초연금(ANW)
1950년대에 도입된 유족연금제도은 1996년에 큰 변화에 직면했
다. 먼저, 남성부양자모델(male-breadwinner model)에 기초하여 여성
유족배우자(남성은 제외됨)와 혼인부부에 급여대상범위를 한정하던
것을 남성 및 비혼인 동거가족으로 확대하였다. 형식적인 대상범위
는 확대되었지만 사실 실질적인 대상범위는 크게 축소되었다. 즉,
1950년전에 출생한 사람, 18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배우자, 장
애인 등으로 수급대상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소득조사제도를 도입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혁으로 유족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달
리 보편적 국민보험의 성격이 크게 퇴색되었다(Oorschot 2006).
유족기초연금은 먼저 가입자가 사망 당시 유족연금에 가입중이었
거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중인 때 발생한다. 유족기초연금의 가입
대상은 노령기초연금과 동일하므로 가입 자체는 보편적이다. 유족
연금은 크게 배우자연금(Partner's pension), 반고아연금(half-orphan's
pension), 완전고아연금(full orphan's pension) 그리고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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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benefit)으로 구분된다. 유족기초연금은 노령기초연금과 마찬
가지로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정액급여이다. 그
러나 노령기초연금과 달리, 유족연금의 경우 급여액이나 수급요건
등이 가입기간에 연계되지 않는다. 또 유족연금은 소득조사를 통과
해야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엄격하다.
1) 배우자유족연금
먼저, 배우자연금을 수급하려면 유족배우자(비단 배우자뿐만 아
니라 이성 및 동성간의 동거나 형제자매관계 등의 동거관계자도 포
함)가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배우자는 1950년 이전에 출생
했거나, 그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거나 혹
은 45% 이상의 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이어야 유족연금의 수급
권을 가질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유족배우자의 범위를 단순한
배우자관계를 넘어 사망당시 동거하고 있는 비배우자(형제자매 등)
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별거 및 이혼수당을
받고 있는 이혼배우자도 유족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된다(MSZW 2011).
이러한 수급자 요건과 함께 유족배우자연금은 소득조사(income
test)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권이 부여된다. 소득조사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회보장급여소득만이 포함된다. 기타 자산이
나 자산소득 혹은 기업연금 등은 소득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최
저임금의 50%에 상당하는 근로소득 + 이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사
회보장급여소득(실업급여, 장애급여, 상병수당 포함)의 1/3에 상당하
는 금액은 공제대상이 된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급여액
은 감액된다. 공제 후 총소득이 2010년 기준 월 2,335.74유로(참고:
최저임금 1407.60)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수급이 불가능하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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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12.2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완전연금액이 지급된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유족연금은 감액하여 지급된다(MSZW 2011).
배우자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노령기초연금과 거의 동일하다(단
신기준 최저임금의 70% 상당의 정액). 유족배우자 기초연금은 재혼,
등록(공식) 동반자관계 및 동거 중단 시(단 6개월 이내 이러한 관계
가 종료될 경우 지급 재개가 가능함), 18세 미만 피부양 자녀의 파
양, 장애의 회복 시 등의 상황이 도래하면 지급이 정지된다. 아울러
65세에 도달하면 기초노령연금(AOW)가 지급되므로 유족배우자연
금은 자동으로 지급이 중단된다. 이러한 지급 정지 및 중단 사유에
도 불구하고 배우자 본인이 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수급자 스스로가
개호가 필요한 사람을 가정내에서 돌볼 경우에는 유족배우자연금의
수급권은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급여액은 50% 감액
되어 지급된다.
2) 반고아연금
반고아연금은 배우자연금수급자에게 18세 이하의 피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이다(MSZW 2011). 자녀의 소득이나 자
녀의 수에 관계없이 각 가구당 한 명의 자녀에 한해 반고아연금이
지급된다. 이 연금의 수준은 월 249.85유로(2011.1월, 최저임금의
20%, 휴가수당 별도)로 유족배우자연금에 추가하여 지급된다.22) 아
울러 배우자가 재혼 등으로 배우자연금수급권을 상실하더라도 반고
22) 반고아연금은 반드시 혈연관계의 부모에게만 지급되지 않는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거나 돌보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다. 아울러 반고아연금은 배
우자(후견인)가 유족배우자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되는 재혼 등을 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될 수 있다. 반고아수당의 수급권은 배우자나 그 친권자가 가진다는 점에
서 완전고아연금과 성격을 다소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일종의 피부양자수당이
며 독립적인 수급권으로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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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금의 수급권은 정지되지 않는다. 또 가구내 부양자녀 중 최소한
한 명이라도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계속하여 반고아연금은 지
급될 수 있다.
피부양자녀가 해당 부모가 아닌 다른 가정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위탁(후견인: carer)된다면 그 후견인이 반고아연금의 수급권을 가지
게 된다. 반고아연금의 수급권은 피부양배우자(혹은 후견인)가 65세
도달로 노령기초연금 수급권을 얻게 되면 중단된다. 이 경우 피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액을 수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3) 완전고아연금
이 연금은 16세(장애인 경우 18세, 학생인 경우 21세) 이하의 완
전고아일 경우에만 각 고아에게 지급된다. 즉, 두 부모가 모두 사망
한 경우에 지급된다. 완전고아연금은 유족배우자연금과 달리 소득
조사(income test)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아연
금은 비록 16세로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이거나(이 경우
18세까지 지급: 18세부터 청년장애부조급여에 의해 대체되므로 보
장의 공백이 없음) 고아연금의 수급권이 있는 다른 고아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 혹은 학업중인 경우(최대 21세까지)에는 연장 지급
<표 2-2-4> 유족연금의 급여수준(2011.1월)
급여 종류

단위: 유로
급여수준 (월)

휴가수당 (월)

유족연금

€1,097.88

€70.17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유족
(반고아연금)

€1,347.73
(€249.85)

€90.21
(€20.04)

완전고아연금 (10세 미만)

€351.32

€22.45

완전고아연금 (10세 이상~15세)

€526.98

€33.68

완전고아연금 (16~18세, 학생: ~21세)

€702.64

€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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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고아연금의 급여수준은 고아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되고 있으며 유족연금의 1/3수준(10세 미만 고아연금기준; 휴가수당
별도 지급)이다.
4)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death benefit)은 일종의 장례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피용자의 사망, 실업급여나 상병수당 및 장애급여 수급
자의 사망, 노령연금 및 그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수급자 및 그 피
부양자의 사망 시에 지급되는데, 각 상황에 따라 급여수준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피용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직
전 월소득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장애급여, 실업급
여 및 상병수당 등 피용자보험의 수급자가 사망 시에는 수급자가
수급하던 월급여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한편, 노
령연금수급자의 사망 시에는 월노령연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일
시금, 유족연금수급자의 사망 시에는 유족자녀에게 월유족연금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모든 연금은 연간 두 번 조정되
며, 최저임금의 변동에 연동된다.

다. 노인최저소득보장
65세 이상의 노인이 수급하는 노령기초연금 등의 가용소득이 국
민최저선(Social Minimum Standard)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사회부
조법(Work and Social Assistance Act)에 의거하여 노인사회부조급여
를 수급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기타 대상자
와는 다른 국민최저선을 적용하여 노인빈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고 있다. 이 급여는 가구의 소득 및 자산조사에 의거하여 지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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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사회보험은행(SVB)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최저
소득보장급여의 수급여부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하고 지급한
다(MSZW 2011).

5. 관리운영
노령기초연금 및 유족기초연금은 사회고용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및 그 소속의 노동소득감독국(Work and
Income Inspectorate: IWI)이 관장한다. 그 산하에 우리의 사회보험
관리공단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은행(Social Insurance Bank: SVB)을
두어 관련실무를 보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독립적인 조직체로 운영
되고 있다.23) 최근 사회보험은행은 조만간 노인최저소득보장의 급
여관리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러
나 급여지급여부 등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수행하면, 지급
만은 사회보험은행이 하게 된다(MSZW 2011).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국세청(The National Revnue Department)도
사회보험 업무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와 함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며, 이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보험료를 징
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소득감독국(IWI) 산하
에는 사회보험은행과 나란히 하는 ‘피용자보험관리공단(UWV)’이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피용자만을 대상하는 사회보험(장애연금, 실
업급여, 질병급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즉, 사회보험은행은
주로 국민보험을 관리하며, 피용자보험관리공단은 주로 피용자사회
보험을 관리한다.
23) 그러나 사회보험은행의 이사장 등 이사회 임원은 사회고용부 장관이 임명한다.

제2부 소득보장제도

[그림 2-2-1] 네덜란드의 공적연금 관리체계
사회고용부 노동소득감독국

피용자보험공단(UWV)
(피용자보험관리)

사회보험은행(SVB)
(국민보험등관리)

국
세
청
(사회보험료징수 지원)

❘제3절❘ 기업연금(2층제도)
1. 제도특성
네덜란드의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은 이미 보편적 공적연
금이 도입되기 이전인 1952년의 연금저축법(Pension Savings Act),
2000년의 산업별기금 및 전문직종자영자기금의 강제가입법, 2007년
의 연금법(Pensions Act) 등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특히 2000년의 강
제가입법은 산업별 혹은 전문직종별 단체교섭(대상기업의 60%가
동의하면 그에 속한 기업들은 자동으로 강제가입의무를 지게 됨)에
의해 가입이 확정될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해당근로자에게 기
업연금을 제공하도록 했다.
그래서 네덜란드 기업연금은 準 강제연금(quasi-mandatory schemes)
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업연금은 이러한 강제가입규정의 덕분에 현
재 전체 근로자의 약 95%가 가입해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
(OECD 2009). 네덜란드의 기업연금은 기초연금인 공적연금을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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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보완하는 2층의 제도로서 강제가입 비례연금의 성격을 띠고 있
다. 산업별 단체협약 등에 기초하게 되므로 개인단위의 저축에 비해
위험상쇄기능이 크다.
기업연금은 단체협약에 따라 DB(Defined Benefit Plan)와 DC
(Defined Contribution Plan)형태 혹은 최근에는 DB와 DC를 혼합한
Hybrid형 급여(CDC: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도 허용되고 있
다.24) 또 DB제도는 연금산식에 따라 최종소득 연계형(final pay
plan)과 생애소득연계형(career average plan)으로 구분된다. 어떤 형
태의 기업연금이든 모두 퇴직연령에 도달하면 연금형태로 수급하여
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연금은 아직 DB형을 제공하고 있지만, 재정
적 어려움으로 인해 최근 DC제도나 Hybrid형으로 약간씩이나마 전
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DB형의 경우도 재정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최종소득연계형에
서 생애소득연계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최종소득연
계형이 59%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1%로 줄어들었으며, 반면
생애소득연계형이 31%에서 87%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생애소
득연계형은 대개 특정연도의 소득(그 이후에는 대개 물가에 연동하
여 재평가)에 급여가 연계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최종소
득연계형의 경우도 재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정형태(moderate
final pay scheme: 일정연령까지는 소득상승에 연계하다가 그 이후
부터는 더 이상 연동시키지 않는 급여형태)도 운영되고 있다.

24) 하이브리드형은 기본형인 DB(급여의 안정성)와 DC(재정안정성)의 장점을 취한 형
태로 연금기금이 충분히 적립될 경우에 한해 DB형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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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기업연금의 급여형태의 변화
단위: 현재 가입중인 근로자 대비 %

DB형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최종소득
연계형

59

56

54

49

12

11

10

3

1

평균소득
연계형

31

32

32

35

73

74

77

85

87

8

8

8

10

10

9

9

1

0.5

DC형

기타형

1

3

3

3

3

4

4

5

5

CDC형

2

1

3

3

3

2

0.5

3

2

자료: DNB(네덜란드 중앙은행), Statistics bulletin, December 2008.

그러나 모든 기업연금은 통상적으로 35년 혹은 40년 가입기준 최
종소득의 70%를 통상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때 70%는 공적연금인
기초연금(완전)을 포함한 수준을 의미하며, 기업연금은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제외한 부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강제
연금, 집단적 위험상쇄라는 특징외에도 네덜란드 기업연금은 이동
성(portability)이 잘 보장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직장이동 시 기존 직
장에 쌓아놓았던 수급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으며, 옮겨가는 새
로운 직장으로 이전할 수 있다. 물론 각 기업이 운영하는 연금제도
에 따라 연금실질가치유지방법(임금연동 혹은 물가연동)이 다르므
로 수급권 이동에 따른 유 · 불리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2. 적용대상
기업연금을 당연적용하는 사용자 혹은 기업에 고용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모든 취업자는 당연히 가입대상이 된다. 산업별 단체협
약에 가담한 모든 기업은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공공부문 여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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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의 규모,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라 적용대상이 제한되지 않는
다. 다만, 수급권은 최소한 동일기업에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발생한다. 임의적용형태를 취하는 기업이든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는 임의 가입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실업급여수급자나 장애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에 의
거하여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자영자도 전문직 연금기금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3. 재원
기업연금의 보험료율은 해당기업별 혹은 산업별 단체교섭에 따른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보험료율은 평균적으로 임금(그러나 기초연
금보험료의 산정에 기초가 된 소득은 제외)의 약 16.1%이다. 그러나
개별 보험료는 연금기금에 따라 8~25%까지 크게 차이가 있다. 이러
한 보험료율의 차이는 급여형태의 차이, 연금제도간 인구통계학적
구조와 기금운용성과 등의 차이에 기인)에서 기인한다.
보험료는 노사분담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연금은 실질적으로 이
연임금(deferred wage)으로 보고 있어 사용자가 상당부분을 부담한
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67% : 33%의 비율로 기여하고
있다(MSZW 2011). 사용자는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기업연금사업
자(연금기금 혹은 민간보험사 등)에 납부하게 된다.
기업연금의 재정은 완전적립식으로 운영되며, 2005년 현재 적립
기금은 7억 3천만 유로로 GDP의 144%에 육박하고 있다. 거의 모든
연금펀드는 적립률 100%를 확보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운
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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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
기업연금이 제공하는 급여는 크게 노령퇴직연금(old-age pension)
과 유족연금(Partner's pension and orphan's pension) 그리고 장애연금
(disability pension)으로 구분된다. 노령연금은 강제사항이며 유족연
금이나 장애연금은 임의사항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연금기금은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제공하고 있다. 기업연금의 형태는 대부
분 확정급여형태로 경제변수, 평균수명 등 대내외적 변수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는 사용자가 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연금의 구체적인 내
용은 노동조합단체와 사용자단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MSZW
2011).

가.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동일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하면 그 수급권이 발생
하며, 65세 도달시점부터 지급된다. 55세부터 조기퇴직연금의 수급
도 가능하다. 급여수준은 35~40년의 최대가입기준으로 공적기초연
금 급여액과 합쳐 소득대체율(최종소득 대비 연금액)이 통상 70%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업연금액의 가입연수당 지급률은 2%(촤종
소득연계형) 혹은 2~2.25%(생애소득연계형)이 적용된다.
이때 연금산정기준소득(pensionable earning)은 총소득에서 공적연
금(기초연금)의 보험료산정에 기초가 된 소득부분을 제외(offset)한
소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제외한 부분을 프랜차이즈 제도(franchise
혹은 offset)라고 한다. 이러한 용어는 네덜란드의 경우 보편적 기업
연금이 도입된 후 공적연금이 시작되었는데 기업연금의 역할의 일
부를 공적연금에 위임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기업연금액은 재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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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재직연수당 지급율, 급여산정기준소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사연금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볼 때, 평균적으로 1층 공적제도가
32.60% 정도이고 2층이 37.40% 수준(합계 70%)을 보장하고 있다.
기업연금은 이직 시 항상 그 수급권이 완벽하게 보장된다(MSZW
2011). 이직자는 직장을 변경할 경우 자신의 수급권을 해당 연금기
금에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직하는 직장의 연금기금으로 옮길 수 있
다. 직장이동시 수급권을 이전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직장이
동 시 수급권은 해당 연금기금이 규정하는 과거소득의 재평가나 연
금연동방식(indexation)에 의거하여 퇴직 시 실질가치가 유지되는 연
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연동기준은 물가 혹은 임금 등 다양한 방
식이 있으며,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과거소득의
재평가율은 기지급 연금의 실질가치유지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야 한다.

나. 유족연금 등
기업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 당시 취업상태에 있어야
수급권이 부여되며, 주로 유족배우자나 자녀에 한하여 제공된다. 유
족연금은 공적노령연금(기초연금)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pension on
accural basis)와 그렇지 않는 경우(pension on risk basis)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급여수준은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반면
유족연금이 반드시 공적노령연금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위
험률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유족연금은
대개 후자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추세이다(MSZW 2011). 장애연금도
유족연금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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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금조직형태
2008년 기준 651개의 연금기금이 운영중이다(MSZW 2011). 연금
기금은 조직형태에 따라 특정회사나 하나 이상의 특정기업별 연금
기금(company-specific funds, 예: 필립스, AHOLD and 하이넥켄 등),
특정산업별 연금기금(industry-wide funds, 하나 이상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연합하여 설립한 기금), 특정직종별 연금기금(공무원, 철도
직원, 공공운송, 철강, 전기, 건설 등) 등이 있다.
2008년말 기준 651개의 연금기금 중 543개는 특정기업연금기금,
95개가 특정산업별기금이다. 기금수 측면에서 보면 전가가 대부분
을 차지하나 가입근로자 측면에서는 추자의 비중이 더 크다. 특정기
업별 연금기금이 전체 기업연금가입 근로자의 12%를, 특정산업별
연금기금이 76%를 각각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개별기업은 보험회사나 금융기관과 단체연금계약을 체
결하여 기업연금을 운영할 수 있다(직접보험제도). 이러한 보험계약
은 총 약 3만개에 이르고 80만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입자로 포괄하
고 있다. 이중에는 소규모기업이 연합하여 가입하는 연합기금제도
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약 22,000개의 소규모 기업을 포괄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전문직자영자단체기금(pension fund for professional
groups)이 있으며, 이는 전체가입자의 0.5%를 점하고 있다.
연금기금은 노사 혹은 그 단체가 임명하는 대표자로 구성된 독립
적인 의사결정체로서 이사회를 두어 운영된다. 이사회는 노동조합
과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동수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가입자, 수급
자 그리고 기업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보호해 줄 의무를 진다. 노
동조합협회(Labour Foundation)은 연금기금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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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을 설정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사회의 책임, 회계, 내부감독
구조, 보고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금보험회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수급자대표성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연금기금에는 통상 참여자평의회(council of participants)를 두어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과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평의회에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대표자로 구성되는데, 그 비율은
현역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에 상응하여야 한다.
한편, 연금법(Pensions Act)은 연금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 재정평가기준(Financial Assesment Framework: FTK)에 관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비용효과적인 법정 기본적립률(100%)을
규정하는 동시에 수급권 보장을 위해 추가적인 보충기금(buffer
fund: 연금부채의 20~30%)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립
율 기준에 미달하는 기금을 보유한 연금기금은 재정적자 해소방법
및 부족기금의 보충방법 등을 담은 정상화계획(recovery plan)을 세
워야 한다. 또 FTK에 따르면 연금기금은 연금실질가치 유지방법
(Indexation) 내지 유지가능성 등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의무
도 두고 있다.

6. 관리감독
기업연금에 대한 전반적 감독은 중앙은행(Dutch Central Bank:
DNB)과 금융감독원의 연금시장감독국(Netherlands Authority of the
Financial Markets: AFM)이 맡고 있다. 중앙은행은 연금기금 등 기
업연금사업자의 재정상태 등 연금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과 의무가
적정하게 충족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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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국은 기업연금에 대한 정보가 근로자 및 수급자에게 제대로
제공하는지 그리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등에 대해 감독하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고용사회부는 공적연금은 물론 사적연금을
포함한 노후보장체계에 대해 전반적 책임을 지며, 나아가 감독당국의
감독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최근 개혁동향
1. 공적연금
가. 인구고령화와 연금재정
네덜란드도 다른 서구선진국처럼 인구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2060년까지 근로인구는 일정수준 유지될 전망이지만, 연금수급자는
2030~40년대 피크기(peak periode)에 현재 수준의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7년 기준 공적연금의 지출규모는 GDP
대비 6.6%, 기업연금부문이 5.2%에 달하고 있는데, 두 제도의 지출
규모를 합할 경우 OECD국가의 평균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더
구나 2060년경에는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공사연금의 지출규모
가 GDP의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6> 기초연금 수급자의 추이

수급자수

단위: 천명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9

2,317.2

2,382.6

2,469.5

2,581.8

2,695.6

2,850.5

2,986.1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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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경제활동인구와 AOW 수급자수 전망
단위: 명

자료: SVB(2008)

나. 개혁동향
네덜란드는 사실 공적연금 자체만 두고 보면 다른 EU 국가에 비
해 연금시한폭탄은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더구나 공사연금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연금이 사실상 공적연금에 준하는 제도라는 점 그리
고 장기적으로 연금지출규모가 상당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
면, 인구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에 최근 다양한 연금재정안정화 개혁이 이루어졌다(SVB 2008).
먼저, 인구고령화의 피크기에 대비하여 1998년 ‘AOW를 위한 국가
저축기금조성법’을 제정하여 2001년부터 정부는 저축기금(Savings
Fund ; 일종의 고령화대비 완충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는 고
령화 피크인 2035년 전후기의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정부의 잠
재부채를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기금은 전액 정부 일반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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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원을 마련하되, 저축기금은 2020년까지 비축했다가 2020년 이
후부터 기금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2035년경 최대로 사용한 후
(GDP의 0.8%, AOW 지출액의 12% 상당) 2045년경에 소진시킬 계
획이다. 기금은 2005년 현재 2,300만 유로(’08년 GDP 6억 2,600만
유로 대비 4%)이 적립되었다. 1998년에 개혁 시 보험료율을 18.25%
선에서 고정시키는 것으로 하였는데(현재 AOW 17.9%), 장래 적자
가 발생할 경우 적립해 둔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표 2-2-7> 전체 연금보험료율1) 추이
단위: %
1994

1999

2004

2007

계

33.1

37.7

28.1

31.1

OECD 평균

20.0

20.7

20.2

21.0

주: 1) 연금보험료율은 모든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의무가입의 사적연금 보험료율도
포함.
자료: OECD(2009)

그 후에도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급여수준을 삭감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는 그 동안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보험료 부담 소득상한선의 상향조정도 고려되었
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수급연령의 점진적 상향조정도 이미 오
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으며 기본방향(2020년 66세, 2025년 67세로
상향)에 대해서는 2011년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박병국 2011).
이는 GDP의 0.7% 정도의 비용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방안이지만,
그 부작용으로서 장애연금 등 타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를 유발하여
수급연령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인하효과는 거의 상쇄될 것으로 예
측되어 쉽게 법제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외에도 조기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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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제반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 기업연금 차원에서 조기퇴직 관련 사회보장 및 세제지원 축소,
고령자 장기고용 유도, 공적연금에서 65세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 연
금지급 등)
결국 2010년에는 노령기초연금에서 피부양배우자 가급연금이 폐
지(2015년부터)되는 등의 재정절감대책이 실현되었다. 사실 1998년
의 공적연금 개혁이후로는 주로 기업연금차원에서 많은 개혁이 이
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2. 기업연금
가. 기업연금의 부분강제화(2000)
2000년에 기업연금이 부분적으로 강제화되었다(MSZW 2011). 그
법적근거는 산업별연금기금강제가입법(Wet Bpf 2000: Mandatory
Participation in an Industry-wide Pension Fund Act)이다. 이 법률은
기업연금을 최대한 활성화하고 특히 동일산업내에서 직장을 옮길
때에도 자연스럽게 가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을 강화하
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들 법에 따르면, 특정산업의 노사단체 대표자가 강제가입에 대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단, 이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고용하는 근로
자의 규모가 최소한 60% 이상이어야 함) 사회고용부장관에게 신청
하여 인가되면, 동일산업의 나머지 기업은 자동으로 기업연금을 의
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다.
2006년에는 항공기조정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자에 대한
기업연금의 강제화가 이루어졌다(전문직연금기금에 대한 강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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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Mandatory Pensions for Professional Groups Act)이다. 이에 따르
면, 동일 전문직종종사자의 60% 이상이 강제가입에 동의하고 이를
사회고용부장관은 신청하면, 기타 전문직종종사자는 자동으로 동직
종연금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총 13개의 전문직연
금펀드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문직연금기금은 사용자책임인 피
용자연금기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연금법(pensions act)은 부분적으로
만 적용된다.

나. 조기퇴직연금의 조세혜택 폐지(2005) 등
네덜란드는 모든 연금에 대한 EET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기여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공제)하고, 연금수급 시에 과세하고
있다. 게다가 종전에는 기업연금의 임의가입기여금이나 조기퇴직연
금에 대해 과세우대조치(비과세)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령근
로자의 조기퇴직을 억제하고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기업연금의 조기퇴직연금에 대한 조세상의 혜택을 폐지하였다.25)
다만, 경과조치로서 2005년말 이전에 이미 55세 이상에 도달한 사
람은 종전의 조기퇴직연금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러
한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연금이 보험수리적으로 공평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 장기근로를 유도할 목적으로 연금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사
람이 63세 이상의 연령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세금감면혜택을 그대
로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은퇴시점을 늦추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25) 이때
이는
에서
퇴직

조기퇴직제도를 대체할 생애저축제도(life-cycle savings scheme)가 도입되었다.
최종연봉액의 210%(연간 최대 총임금액의 12%까지)에 달하는 액수까지 임금
저축할 경우 세금혜택이 부여되는 제도로 교육 및 개호 등을 위한 휴가, 조기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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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 65세를 넘어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가입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 단순히 65세 이후로 연
금수급시점을 늦추는 경우 연당 9% 증액한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
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가입 혹은 연기연금의 인센티브
는 최대 70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다른 한편, 기업연금은 연금수급과 근로의 병행을 허용하는 부분
퇴직연금제(partial retirement)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 10년전부터 종전 근로시간을 50% 이상 줄인 파트타
임근로로 전환할 경우 완전연금의 수급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
종퇴직시점에 가면 그 동안 파트타임을 통해 가입한 기간이 추가로
감안한 연금액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퇴직을 가능한 한
늦추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 연금법(Pension Act)의 제정(2007)
2007.1월부터 시행되는 연금법(Pension Act)는 종전의 기업연금관
련법을 현대화한 것으로, 기업연금의 지급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재
정적 대책(기금적립율 강화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buffer fund의 활
성화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급권 강화대책, 근로자 · 사용자 · 연금
사업자간 명확하고 투명한 책임분담의 확립, 가입권과 수급권(보험
료 및 지급수준) 등에 있어 기업연금의 성별 · 고용형태별(정규직/비
정규직) 차별금지, 연금의식의 강화대책 등이 신규로 포함되어 있
다. 이중 수급권 강화대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
병국 2011).
먼저, 기업연금은 늦어도 21세 이전부터 가입권을 부여하도록 하
였으며, 노령 및 유족연금이 소액(2009년 기준 연간 417.74유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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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연금사업자에게는 매년 연금수급권(연금형태, 연금액, indexation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반드시 제공해
야 하는 정보제공의무가 부여되었다. 이때 정보는 명확하고 간단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이 직장이동 시 연금수
급권도 이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직장이동으로 종전직장에서 쌓은 기
업연금수급권를 남겨 두었을 경우 그 사용자는 그에 대한 정보를
5년마다 한 번 씩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직장이동 시의 수급권 통산권(portability)을 완전하게 보
장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중간퇴직자와 기존수급자 혹은 계속가
입자간의 연금실질가치를 차별화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직장이동 시
수급권을 이전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그것이 자신에게 유
리한 것인지를 충분히 자문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연금의식 강화대책(2008)
연금의식(pension awareness)의 제고와 관련된 규정(연금법)은 2008
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노후연금제도는 비록 잘 갖추어
져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보부족 등으로 노후준비가 불완전한 경
우가 많다. 이에 가입자 등에게 연금정보를 정기적이고 적기에 제공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먼저,
이미 부분적으로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연금법은 가입즉시 기업연
금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수급권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3개월
이내에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그 사실(starting letter)을 알리도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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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했다. 또 중도에 제도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즉시 가입자에
게 알려야 한다. 나아가 가입이력이나 적립되는 수급권 그리고 2009
년부터는 연금연동(indexation)의 상황(현재와 미래 포함) 등에 대한
정보는 연금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한편, 정부, 민간연금관리기관, 이해당사자 등간의 파트너십(연금
위원회: 아래 참조)을 통해 다양한 연금교육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고령화 대비 노후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루어지
고 있다. 먼저, 온라인(on line) 을 통해 바로 연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금포털(pension portal)의 운영이다. 연금법(Pensions Act)에
의거하여 ‘한눈에 보는 나의 연금 'my pension overview'’포털
(www.mijnpensioenoverzicht.nl)이 2011년부터 개설 운영되고 있다.
이는 모든 네덜란드 국민에게 연금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포털은 연금등록협회(Pension Register foundation)가 개설하고
운영중이며, 공적연금관리기관을 포함하여 600여개의 기업연금기금
+ 보험사 + 사회보험은행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 협회는 각
연금관련기관으로부터 연금가입이력정보 및 수급권정보를 실시간
으로 집적한 연금포털을 운영을 맡고 있다. 동 연금포털을 통해 개
인은 국가연금(기초연금)운영기관(사회보험은행) + 기업연금펀드 +
금융기관(보험회사와 은행 등에 가입한 개인연금) 등으로부터 집적
한 모든 공사연금의 가입이력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나아가 퇴
직 시 수급가능한 연금액(노령+유족연금)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기업연금의 경우 해당 기업연금펀드에서 입 · 탈퇴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므로 가입이력정보 종합적 안내가 필요했다. 이 포털
개설시 대대적인 홍보캠페인을 실시한 바 첫 3주간 약 1백만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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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연금가입 홍보와 금
융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노후준비 의식조사, 홍보 및 금융교육 등
을 공 · 사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업연금의 경우 단
체협약에 의한 반강제적용제도이지만, 자영자 등으로 전환되는 경
우 임의가입이 가능한데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공백이 생기게 되는
바 이러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연금의 적용이 임의사항이므로 가입률 제고가
필요했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연금관찰홍보협회((pension observer foundation;
pensioenkijker.nl foundation)를 조직하여 운영중에 있다. 동 협회에
는 중앙은행, 금융시장감독국, 사회고용부 등 정부기관과 민간사회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홍보협회는 전액 국고지원으로 운영
되며, 객관적이고 비상업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며, 네덜란드인의
노후준비(연금)의식을 연단위로 모니터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대
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협회 역시 각종 노후준비정보를
얻고 스스로 노후준비계획을 할 수 있는 연금계산기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네덜란드는 공사연금이 파트너십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정
보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형적이고 선진적인 사례에 속한다.
아울러 연금정보제공(연금등록협회)과 교육서비스(연금관찰홍보협
회)를 전담하는 기구가 분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화되는 점
도 특징이다. 강제가입의 기업연금 등 사적연금 중심의 연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국민의 노후준비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와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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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해보험

❘제1절❘ 개관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보험제도를 별도
로 두지 않고 있다. 즉, 산업재해에 기인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요
양과 소득보장을 위한 특수한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MSZW 2011). 그러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건강보험, 상병급여보험(건강보험과 분리된 별도법으로 제정) 및 장
애보험 등 재해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보장하는 점이 특
징이다(SSA 2011). 아울러 네덜란드는 산업재해와 일반재해를 구분
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제공한다는 점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즉,
사고나 질병의 원인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것이다.
재해(사고와 질병)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로는 건강보험, 상병급
여보험(ZW), 장애보험(WAO/WIA), 일반유족보험 그리고 청년학생
장애부조제도(Wajong) 등이 각각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사고나 질병에 대한 요양 및 치료보장(의료재활 포
함)은 건강보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득보장의 경우 단기적
소득보장(최대 2년)은 상병급여보험제도, 장기적(2년 이상의) 소득
보장은 주로 장애보험과 청년학생장애부조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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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산재/일반재해위험 관련 사회보장제도
구분

제도/법

포괄대상

치료와 요양

건강보험법(ZVW/AWBZ)

전국민 적용

단기적 소득보장

상병급여법(ZW)/민법(사용자책임)

피용자/단기(2년이내)

장기적
소득보장

장애
사망

장애보험(WAO/WIA)

피용자/장기(2년초과)

청년장애부조(Wajong)

선천성장애 및 학생장애

일반유족보험

전국민적용

치료와 요양 등의 경우 국민보험형태(즉, 전국민에게 적용)를 취
하고 있으며, 소득보장의 경우(상병급여보험, 장애보험)은 피용자보
험형태로 피용자에게만 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피용자제도는
사용자책임보험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산재보험의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위와 같은 재해관련 보장제도 중 건강보험, 유족보험 등 이미 다
른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제도에 대해서는 여기선 간단하
게만 언급하도록 한다.

❘제2절❘ 치료와 요양의 보장: 건강보험
재해 시 치료와 요양은 건강보험법이 맡고 있다. 건강보험법은 건
강보호보험법(Health Care Insurance Act: ZVW)과 특별요양급여비
용법(Exceptional Medical Expenses Act)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
호보험법은 기본요양급여(basic medical benefits)를 보장하고 특별요
양급여비용법은 특수한 의료적 위험 즉, 1년 이상 장기입원요양비
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즉, 두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전국
민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하는 국민보험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적용법, 재원조달방식, 관리방식 등이 다른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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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가. 기본요양급여
먼저, 기본요양급여는 기본적이고 의무적인 건강보험으로 네덜란
드 거주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이 된다. 즉,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은
당연가입대상이 된다. 정부는 기본적 요양급여의 내용을 규정하며,
개인은 민간보험회사(준공공보험자 포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형태로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이때 민간보험사는 누구든지 가입자
로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은 선택에 의거하여 기본요양급여
보험 외에도 보험자가 제공하는 보충적인 급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나. 특별요양급여(AWBZ)
특별요양급여는 1년 이상 장기 입원 내지 요양에 대한 서비스이
며, 모든 국민에게 강제 적용된다. 특별요양급여는 기본요양급여에
의해 포괄되지 않는 심각한 의료적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혹은 요양원 등)에서 장기요양
및 간병위험을 보장하게 된다. 기본요양보험에 가입대상이 되는 사
람은 자동으로 특별요양급여에도 당연 가입하게 된다.

2. 재원
가. 근로자
먼저, 근로자는 기본요양급여의 경우 민간보험자가 정한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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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90유로) + 국가가 정하는 소득비례보험료(7.75%)를 납부
한다. 정액보험료의 경우 보험자가 결정한다. 보험자별로 기본보험
료가 다르다. 그러나 민간보험자는 국가가 정한 상한액을 넘어선 보
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공공 및 민간보험자는 보험료를 두고 서로
가입유치경쟁을 하는 구조이다. 가구당 기본보험료는 가구원수⨯정
액으로 가구당 보험료가 결정된다. 단, 18세 미만의 자녀는 보험료
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액부과에 따른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는 저소득자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
(health care allowance)하고 있다. 이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
세청에 신청해야 한다.
기본요양급여의 비용조달을 위해 위의 정액 보험료외도 소득비례
보험료(7.75%, 2011년 상한 33,427유로 적용)도 징수되는데, 근로자
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원천 징수되어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보험자간 위험상쇄를 위한 보전금(보험자간 위험상쇄기금)으로 활
용되며, 국가가 정하게 된다. 비례보험료는 외형상 근로자가 전액부
담으로 되어 있으나 그 부담분을 사용자가 대부분 임금으로 보전하
고 있어 실질적 부담은 사실 사용자가 지는 형태이다.
특별요양급여의 경우 연소득(상한: 상동)의 12.15% 정률 보험료
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 보험료는 국가가 통제하며, 사용자
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서 납부하고 그 기금도 국가가 관리한다.

나. 자영자
자영자의 경우 기본요양급여를 위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액과
정률(상한: 상동, 4.95%)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정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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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가입자가 선택한 보험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영자의 정률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근
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그 부담을 보전해 주므로 상대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별요양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간소득(상
한: 상동)의 12.15%를 추가로 부담한다. 정액보험료만 보험자에게
배정되고, 비례보험료나 특별요양급여보험료는 국가가 징수하고 관
리한다.

다. 국고
기본 및 특별요양급여에 대해 국고는 연도별로 정해진 기여금과
저소득층 보험료보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표 2-3-2>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구조
단위: %
구분

피용자

자영자

가입자

사용자

기본요양보험

정액

비례부분(7.75%)

정액+4.95%

특별요양보험

12.15%

-

12.15%

자료: MSZW(2011)

3. 급여
기본요양급여는 민간보험자와 가입자간 보험계약에 의해 결정된
다. 일반 및 특별 캐어(care), 입원, 약제, 제한적 치과급여, 출산, 기
본적 재활, 교통비 등을 전액 보상한다. 다만, 장기 입원이나 인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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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또 교원비 등은 일부 개인부담이 있다. 물론 ‘기본’이라는 용어
가 의미하듯이 기본요양급여가 모든 의료수요의 100%를 결코 보장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본적 급여를 넘어서는 치과진료, 안경,
콘택트렌즈, 침술 등의 대안치료, 물리치료, 산후 도우미 등 기본보
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이 보험사에 임의선택으로 추가
가입하여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추가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1인당 0~50유로 정도이다(MSZW 2011).
기본요양급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치료 및 진료기간에 대한 제한
은 없다. 그러나 입원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특별요양급여에 의해
대체하게 된다. 특별요양급여는 366일째부터 입원에 대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이다.

4. 관리운영
기본요양급여는 네덜란드 보건성(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의 관리감독을 받아 민간보험회사가 관리한다. 특별요양급여는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한다. 보험료징수는 국세청에 전담하고 있다.

❘제3절❘ 단기 소득보장(상병급여보험)
1. 개요
재해(사고나 질병)로 인한 단기적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상병급여
제도(ZW)는 네덜란드 복지국가 개혁과정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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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중의 하나이다(Van Oorschot 2006). 원래 상병급여보험제도는 피
용자에게 70%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일련의
개혁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사용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
기 위해 거의 민영화(사용자가 개별부담)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임
산부, 부분장애자, 혹은 비정규직근로자나 직업훈련중인자 등 일부
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보험제도만 남아 있다.
반면, 근로자의 85%에 상당하는 다수는 이제 민법상의 사용자책
임규정에 의해 상병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상병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상병급여비용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민간보험사에 해당상품에 가입하는 형태로 상병급여를 지급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병급여 비용을 효과적으로 제
어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네덜란드
의 상병급여보장은 민법에 의거한 사용자책임보장을 축으로 하고
이를 공적보장제도가 일부 보완하는 공 · 사보장의 이원체제로 운영
되고 있다.

2. 적용대상
피용자보험제도인 상병급여보험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즉, 취업중인 근로자는 모두 급여대상이 된다. 상병급여는 최고 2년
(104주)의 상병기간 동안에 지급될 수 있다. 그 이후의 (장기)기간에
대한 보장은 장애보험(다음 절 참조)의 관할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민법’에 의거한 사용자책임보장의 경우 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후 5
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사용자책임의 상병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부
여되지 않는다(MSZW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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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상병급여보험법에 의한 상병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이외에도 상병급여보험법은 민법에 의한 상병수당을 수급하지 못하
는 사람, 예를 들어 실업자나 고용주가 없는 근로자(직업 및 재활훈
련 중인 자) 혹은 임시직 · 비정규직근로자, 임신 · 출산관련 상병이
발생한 자 등을 중심으로 상병수당을 보장하고 있다. 민법에 의거한
보장은 장기근속 및 정규직근로자가 대상이 되고, 상병보험법에 의
한 보장은 일시적 고용이나 비정규직근로자가 그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자영자나 자영업으로 전환한 과거 피용자였던 자는 임의가입을
통하여 상병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다. 이때 당연가입기간이 종료된
후 4주 이내 혹은 자영업 개시 후 4주 이내에 임의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는 경우, 실업기간 및 장애급
여 수급기간, 무급 개호근로를 하는 경우, 직장을 변경하는 기간 동
안 혹은 해외국가에 파견되는 개발원조근로자 등으로 일하는 등의
경우에도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임의가입을 위한 기준소득은 가입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종전소득이나 최고가입가능 소득(2011.1월 기준 일 188.88유로)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임의가입자의 상병급여액은 당연가입자의 상병
급여액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3. 재원
사용자책임의 민간상병급여(민법근거)는 고용주 스스로 급여지급
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MSZW 2011). 물론 고용주는
민간보험사 등에 가입을 통해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반면, 공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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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다(고용보험제도 부분
참조). 그러나 고용보험료에서 어떤 부분이 상병급여보험료인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또 이때 고용보험료는 실제 상병급
여보험 가입자나 그 사용자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
와 사용자가 동시에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담주체도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4. 급여
가. 수급요건
상병급여는 상병발생 시점에 65세 미만으로서 고용상태에 있거나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수급중일 때 지급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장기기증 혹은 출산 등으로 인한 요양치료를 받는 경우나 직업훈련
중(보다 정확히 직업훈련에 따른 보상급여를 수급하는 중)인 경우
상병수당의 지급이 가능하다. 또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직근로자, 파
견근로자 등의 비정규직근로자 그리고 일부자영자(음악가, 예술인
등)도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자영자는 임의가입을 통해
상병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나. 급여수준
상병급여는 질환이 발생하기 직전년도 평균소득의 70%(2011.1월
기준 일 최고 188.88유로), 최고 104주(2년) 동안 지급된다. 이때 경
우에 따라서는 지급기간이 추가적으로 52주간 연장될 수도 있다. 상
병수당의 지급연령은 65세 미만으로 제한된다. 그 이후에는 노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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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등에 의해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실업급여나
장애급여 등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상병급여법(Sickness Benefit Act)에 의한 상병급여는 경우에 따라
일당임금의 70% 이상도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에 기인하
는 상병이나 출산휴가 바로 직전 혹은 이후에 발생한 질환인 경우
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또 장기기증으로 인한 상병에 처하는 경
우에도 임금의 100%에 달하는 상병수급여가 지급되고, 부분장애인
으로 직장에 복귀했다가 상병을 얻게 된 경우에는 단체노동협약에
의해 보장된 급여(통상적 상병급여보다 높음)를 받게 된다.
그러나 상병급여는 최저임금수준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
급 2년차부터는 최저임금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근로자의
소득(상병급여 포함)이 국민최저선 미만인 경우 부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상병급여의 지급주체인 사용자(민법상의 상병급여)
나 UWV(상병급여법에 의거한 공적관리기관)는 상병 2년 동안 지급
하는 상병급여금액이 최대 발병직전 임금의 17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MISSOC).

다. 대기기간
상병급여는 원칙적으로 발병 첫날부터 수급권이 발생한다. 경우
에 따라서는 2일간의 대기기간 후 3일째부터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는 고용계약 및 노사협약에 의해 문서로 그렇게 규정된 경우
에는 허용된다. 또 가내근로자이거나 임시직근로자(영구고용계약이
없는 경우)인 경우에는 대기기간은 2일이다. 즉, 3일 째 되는 날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기기간은 발병 4주 이내에 해
당질병이 재발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에는 대기기간 없

제2부 소득보장제도

이 바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또 발병 4주 이내에 종전과 동일한 요
인에 의해 상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는 동일한 상병사유로 인정되
고 신규 상병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고용주책임의 상병급여가 지급되는 동안 체결된 고용계약
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UWV가 상병급여를 계속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고용주가 아니라 UWV가 상병급여의 지급의무는 물론 상
병의 관리 및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의무도 모두 맡게 된다. 통상
상병이 6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복귀
및 재취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
약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충분한 직업복귀노력이 취해지지 않았다
면 그 책임소재에 따라 상병급여의 계속지급의무(사용자의 과실일
경우)를 부과하거나 상병급여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근로자의 과
실일 경우).

라. 상병급여와 기타소득
상병급여 수급 전이나 혹은 수급중에 기타 근로소득이 있으면 이
를 관리기관(UWV)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기타 근로소득이 있으
면 상병급여는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상병급여는
소득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급권자에게 이미 질병
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한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다면, 이로 인
해서는 상병수당이 감액되지 않는다.

마. 상병급여의 수급기간
상병급여는 최대 104주(2년)간 지급될 수 있다(SSA 2011). 중간에
회복하였다가 다시 4주 이내에 질환이 악화될 경우에는 종전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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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된 기간은 제외된다.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병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수급권(WIA법)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장애연금수급
자로 판정되면, 상병급여는 장애연금법에 의해 장애연금으로 대체
하여 지급된다. 상병수당은 건강이 회복되는 때, 사망한 때, 65세에
도달한 때 그리고 발병후 2년이 경과한 때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바. 상병급여와 출산
출산 전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출산예정일로부터 6주전부터 상
병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그때부터 16주 동안 출산 및 모성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16주가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질환이 있는 경
우에는 상병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상황
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질병이 출산기간 동안의 질환
과 다른 경우에는 104주간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산기간 중
질환기간은 104주 지급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출산 후
질환이 출산기간 중 질환과 동일한 것이라면, 두 질환기간은 합산되
며 새로운 104주의 지급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오직 종전의 상병
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ESZW 2011).

사. 실업 중 발병
실업급여 수급 중 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UWV(피용자보험공단)
에 상병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업급여는 상병 발생 후 첫
13주 동안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지급이 중단되면서 상병급여로 대
체된다. 이러한 대체의 예외가 있는데, 출산에 따른 상병 혹은 장기
조직 기증에 따른 상병인 경우에는 상병수당이 계속 지급될 수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상병급여를 수급한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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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병급여와 휴가
상병급여 수급권자에게 국내에 머무를 경우에는 휴가권이 부여된
다. 즉, 상병신고의무가 그 기간 동안에는 면제된다. 그러나 해외에
서 휴가를 보낼 경우에는 해당관리기관(UWV)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해외로 이주할 경우에는 해외거주급여제한법
(Foreign Residence Benefit Restrictions Act)에 의거하여 지급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EU 회원국이나 EEC 회원국 혹은 사회
보장협정체결국 등으로 이주할 경우 상병급여 수급권은 그대로 유
지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정지될 수 있다.

5. 관리운영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등 피용자보험제도를 관장하는 노동소득감
독국(노동사회부 소속)의 관리감독을 받는 ‘피용자보험공단(UWV)’
에서 관리한다.

❘제4절❘ 장기 소득보장(장애연금 등)
1. 개요
재해와 관련한 장기 소득보장제도는 장애관련 제도와 사망관련
제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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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시의 소득보장
원래 장기적 장애보장관련 제도로는 피용자(WAO: Disablement
benefit Scheme)와 자영자 장애연금제도(AAW) 모두 도입(1967년)되
어 있었다. 이 중 피용자장애연금(WAO)은 2006년부터 새로운 제도
인 WIA(Work and Income according to Labour Capacity Act)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러나 자영자장애보장제도는 1998년 신제도(WAZ)로
변경되었으나 결국 2004.1월부터 폐지 즉, 사실상 민영화되었다
(ESZW, 2011). 다만,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장애를 당
하거나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은 보장된다. 자영
자장애연금이 폐지됨에 따라 자영자들은 직능단체나 민간보험회사
혹은 WIA 등에 임의가입을 통하여 보장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무기여 장애연금제도로서 청년학생장애부조제도(Wajong)
가 있다. 이는 17세 이전에 장애를 입은 경우(선천성 장애 포함)와
학업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서 세금을 재
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장애보장의 핵심제도인 피용자장
애연금과 청년학생장애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자영자장애
연금은 이미 폐지된 제도이므로 별도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나. 사망 시의 소득보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에서는 부양의무자 등이 사망할
경우 그 피부양자에 대한 소득보장은 국민보험인 일반유족연금법
(ANW)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사망이든 산재로
인한 사망이든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하든 수급자가 사망하든 상관
없이 동일한 소득보장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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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는 유족연금(surviver's pension)과 사망일시금(death bdenefit)이 있다. 이외에도 유족연금을 제공하는 기업연금에 가입해 있었
을 경우 추가적인 유족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기업연금의 유
족연금은 일반유족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과 병급이 가능하다. 이
러한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의 장에서 논의하였으므로 여
기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장애보장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기
로 한다.

2. 피용자 장애보험
가. 제도특성
현행 장애보험제도(근로능력에 따른 근로 및 소득보장법: WIA,
Work and Income according to Labour Capacity Act)는 2006년부터
기존의 장애연금 (WAO: Disablement Benefits Act)을 대체한 제도이
다. 다만, 2004년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WAO의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장애인은 WAO의 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다. 장애연금은 질
병 혹은 장애발생 후 2년이 경과(초기 2년은 상병급여제도에서 소
득보장)하여야 지급하게 되므로 동법이 비록 2006년부터 시행되더
라도 실제 대상자는 2004년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장애연금법은 연금수급요건, 근로복귀의무와 근로동기를 크게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종전의 경우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거의 영구
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였으나 신제도에서는 완전장애의 경우만 영구
적으로 지급하고 근로복귀의무를 않지만 그 외에는 급여는 단기간
만 지급되고 근로복귀의무가 엄격하게 부과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MSZW 2011).

197

19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아울러 장애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장애인이 일정수준 이상 소득
활동에 종사할 경우 높은 보전금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저수
준만 보장하도록 하여 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높은 급여를 보장하여
근로인센티브를 도입하였다. 장애인이 전일제든 파트타임이든 주어
진 능력만큼 근로에 참여할수록 재정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나. 재원
피용자 장애연금의 비용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조
달된다. 보험료는 기본보험료(basic contribution)와 차등보험료(differentiated
WGA contribution)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보험료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균등보험료로 근로자소득(2011.1월 상한 연간
49,297유로)의 5.7%이다. 차등보험료는 개별사업장별로 위험률(risk)
및 경험률(experience-rating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보험
료로서 이는 부분장애자의 직업재활(일터로의 복귀를 위한 제반 조
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게 된다. 차등보험료는 UWV(피용자
보험공단)에 의해 결정되며, 2011년 현재 평균 0.62%가 적용되고
있다.
기본보험료는 모든 사업장의 의무가입사항이지만, 차등보험료는
임의가입사항이다. 즉 사업장의 선택에 의해 납부여부가 결정된다.
개별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업재활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려 하거나 민
간보험사 혹은 UWV 등이 제공하는 다른 장애보험에 가입한다면
이 개별사업장에 부과되는 차등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차등보험료는 사용자가 장애 및 고령자를 고용 및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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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장애급여관련 비용부담구조
단위 : %
구분

장애보험(WIA/WAO)

청년학생장애수당등

기본보험료

차등보험료

근로자

⨯

⨯

⨯

사용자

의무(5.7%)

임의(0.62%)

⨯

국고

⨯

⨯

전액국고

다. 급여
1) 수급요건
장애연금의 수급조건은 장애급여 발생 당시 65세 미만 근로자이
어야 하며 104주(2년) 동안의 치료 및 재활 이후에도 근로 능력이
35% 이상 상실된 경우이다. 사고나 질병이 발생 한 후 처음 2년(104
주) 동안에는 사업주나 의료보험에서 제공하는 상병급여를 받기 때
문에 장애연금은 통상 장애발생 후 2년 째되는 시점부터 지급된다.
물론 그 이전에 장애가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장애연금을 지
급한다. 아울러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사고발생
전 36주간 최소 26주 이상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요건은 주로 의학적 근거 및 근로능력에 미치는 요소(학업,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능력 및 소득능력 상실정도(장애정도를 고
려한 가득능력과 과거소득간의 격차)에 의거하여 판정한다. 이때 장
애상태는 최초 질병 및 사고 발생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피용자보험
을 관리하는 피용자보험공단(Institute for Employee Benefit Schemes:
UWV)에서 판정한다. 완전장애는 80% 이상의 장애율(=소득상실률
80% 이상, 종전소득의 20% 미만의 소득만 획득가능)을 가지고 있
으며 장기적으로 거의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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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의 의무가 없으며, 완전장애연금(IVA급여)은 영구적으로 지급
된다.
부분장애는 장애율이 35% 미만인 경우와 장애율이 35~79% 사이
에 있는 경우(단 장애율이 80% 이상일 경우라도 회복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하면 부분정애로 분류)로 구분하는데 이는 모두 어느 정도
일할 능력이 있는 경우로 근로복귀의 의무가 부과된다. 장애율이
35%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의 사용자가 원직복귀 및 원직내
의 직무재배치를 해야 한다(사용자 책임). 그러나 연금수급권은 부
여되지 않는다. 장애율이 35%~79% 미만인 경우에는 부분장애연금
(WGA급여)이 지급된다. 부분장애연금은 장애정도와 실제근로소득
등에 따라 차등화된다. 이들에 대한 근로복귀서비스책임은 보험자
인 UWV가 지게 된다(MSZW 2011).
<표 2-3-4> 장애등급의 구분
구분

장애연금수급권

후속조치

소득상실률 35% 미만

장애연금 미해당

해당급여가 없으며 노동시장 당연 편입대상이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짐

소득상실률 35~80%미만
80% 이상 장애율+회복가능성
80% 이상+회복가능성 없음

부분장애연금
(WGA) 해당
완전장애연금
(IVA)에 해당

일시적 급여지급이 가능 + 노동시장
편입대상(UWV 책임)
일시적 급여지급이 가능 + 노동시장
편입대상(UWV 책임)
노동시장에의 의무편입대상이 아니며,
영구적(65세까지) 급여 지급

자료: MSZW(2011)에서 요약정리

2) 급여수준
완전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장애직전 소득(일당 임금: 최대 188.88
유로: 2010.1월)의 75%이다. 완전장애연금은 영구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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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분장애의 경우 연금액이 장애직전 소득이 아니라 최저임금
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나
아가 종전에는 연령에 따라 지급기간을 달리하는 것을 새연금법에
서는 가입기간(employment history)에 따라 지급기간을 달리하고 있
다. 신연금법에서는 가입기간(5~40년)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만 지급된다.26) 이 지급기간은 종전(6월~82개월)에 비해 크
게 단축된 것이다.
또 이 최대지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분장애연금은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근로소득이 잔존근로능력에 따
른 소득수준(가상표준소득: UWV의 전문가에 의해 설정됨) 이상인
경우 그 차액의 70%를 임금보조금(WGA wage supplement)형태로
지급한다. 이 임금보조금이 바로 근로인센티브가 된다. 그 외의 경
우(실업상태이거나 잔존근로능력의 50% 미만으로 소득을 버는 경
우)에는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다. 물론 이 경우 장애등급에 따
라 차등화되어 있다(<표 2-3-5> 참조).
<표 2-3-5> 부분장애연금의 장애등급별 지급률
단위: %
장애등급

지급률(최저임금 대비)

휴가수당(월)

35~44%

28%

장애연금의 8%

45~54%

35%

상동

55~64%

42%

상동

65~79%

50.75%

상동

자료: MSZW(2011).
26) 가입기간은 18세에 도달한 년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가상의 가입기간) + 1998년
부터 실제 고용되었던 기간(실제가입기간: 연간 52일 이상 소득활동일이 있어도 1년
가입으로 인정) + 크레딧기간(비공식적 개호종사기간 및 자녀양육기간 등)의 합산
기간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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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장애에도 불구하고 근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총
소득(연금급여 + 근로소득)이 증가하도록 하고 있다. 신장애연금법
(WIA)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직업적 재통합(occupational reintegration) 및 근로활동 복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장애보험은 장애
연금과 함께 개호가 필요한 경우 간병수당도 지급한다. 장애보험의
급여는 매년 두 번 조정되며, 최저임금의 변동에 연동된다.
<표 2-3-6> 구장애보험과 신장애보험의 비교
구분
취지
대상

구장애보험(WAO)
- 장애근로자의 소득보장

신장애보험법(WIA)
- 소득보장 + 근로복귀의무 + 근로인센티브

- 2004년 이전에 장애발생

- 2004년 이후 장애발생

수급요건

- 임금상실보전급여(loss of wages benefit)
: 사고나 질병이 발생시점에 가입 중 +
25% 이상 장애, 장애발생시점의 연령
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7년간 지급(단,
32세 이전의 장애는 미지급)
- 계속급여(follow-up benefit): 임금상실보
전급여의 지급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대
65세까지 지급 가능

- IVA급여(완전장애급여): 80% 이상 장애
율+회복불가,. 65세까지 지급
- WGA급여(부분장애급여): 35% ~ 80%
미만 장애율, 3월~최대 38개월간 일시적
으로만 지급
- 임금보전수당(wage supplement): WGA
급여의 지급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장애
가 존속하는 한 지급함.

급여수준

- 임금상실보전급여: 최대 75%(장애정도
에 따라 다시 차등).
- 계속급여: 최대액으로서 [최저임금+(실제
소득-최저임금)⨯2%⨯장애시 연령과
15세 연령간의 간격]에 의해 계산한 다음
장애율에 따라 차등
예) 45세에 장애 발생, 이 경우 15세부터
30년간 가입기간 가정. 따라서 실제소
득과 최저임금간 차액의 60%(30⨯
2%)와 최저임금의 합산액을 계속급여
로 수급가능
단, 계속급여의 최대액은 기준소득(일
당)의 75%로 제한됨.
그러나 장애인이 지속적 개호를 필요
로 하는 경우 기준소득의 100% 지급
가능

- IVA급여: 장애직전 소득의 75% + 휴가수당
- WGA급여: 첫2개월 75%, 그 후 70% +
휴가수당
• 이때 첫 2개월간은 아무런 급여제한 없
이 근로활동 가능
- 임금보전수당
• WGA급여의 지급기한이 경과한 후부터
는 실제근로소득이 잔존근로능력에 의
거한 소득(가상표준소득)의 50%를 초
과할 경우 실제소득과 잔존능력에 따른
가상표준소득간의 차액의 70%를 인센
티브로 지급 + 휴일수당
• 반면,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잔존근로
능력의 50% 미만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오직 최저임금에 기초한 급여만 지
급 + 휴일수당

재원

- 사용자전액부담 보험료

- 좌동

관리운영

- 피용자보험공단(UWV)

- 좌동

자료: SSA(2011), MSZW(2011)을 참조하여 저자직접 작성

제2부 소득보장제도

<표 2-3-7> 구장애보험(WAO)의 소득상실급여(비례급여)의 지급기간
단위: 년
연 령

지급기간

32세까지

0

33~37세

0.5년

38~42세

1년

43~47세

1.5년

48~52세

2년

53~57세

3년

58세

6년

59세 이상

65세까지

라. 관리운영
장애연금은 사회고용부(노동소득감독국) 산하 피용자보험공단(UWV)
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다른 사회보험료와 동일하게 징수업무는 국
세청이 담당한다.

3. 청년학생장애부조제도(Wajong: Disablement Assistance
Act for Handicapped Young Persons)
가. 수급대상
이 제도는 18세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선천
상 장애) 혹은 18~30세까지 학업이나 직업훈련 중 발생한 질병 혹
은 사고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 동안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
이 목적이다(MSZW 2011). 이때 장애전 학업 및 직업훈련기간은 최
소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아울러 1년 이내에 회복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근로를 통한 소득이 최저임금
의 75% 미만으로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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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율은 17세가 되는 시점(선천성 장애의 경우) 혹은 30세 이전
(학업 중 장애의 경우) 시점에 최소 25%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율은
장애보험과 동일하게 유사한 자격과 경력이 있는 비장애인의 소득
과 실제가득능력간의 차이 즉, 소득상실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UWV의 전문의사가 의학적 측면에서 Wajong 장애정도를 판정하며,
UWV의 고용전문가(employment specialist)가 직업적 능력측면에서
소득상실률을 결정한다.

나. 재원
청년학생장애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 급여
급여는 대기기간 1년 이후부터 지급된다. 장애부조의 급여수준은
기본적으로 장애상태, 연령 그리고 장애상태에서 취득하는 소득수
준에 달려 있다. 장애율을 기준으로 보면, 완전장애연금(장애율 80%
이상)은 최저임금의 80%(정규적인 개호나 활동지원 등이 필요한 경
우 100%), 부분장애연금(장애율 25~79%)은 장애율에 따라 최저임
금의 21~50.75%를 지급한다. 이때 최저임금은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말하며, 장애수당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계되어 있음
을 의미한다.
이 장애수당은 18세부터 지급하며 65세에 도달하면 지급이 중단
된다. 또 장애수당은 장애상태의 변화, 소득 등이 변화하면 그에 상
응하여 조정된다. 장애수당의 관리기구인 UWV는 정기적으로 그러
한 변화를 점검한다. 청년장애수당은 해외이주 시 자동으로 수급권
이 정지된다. 다만, 건강상 필요에 의해 이주하는 경우나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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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더 큰 경우 혹은 돌보아 주는 사람(개호자;
carer)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은 계속 지급될 수 있다.
이외에도 간병수당이 지급되는데, 완전장애연금의 30% 수준이다.
청년학생장애수당의 조정방식은 장애연금과 동일하다. 청년장애수
당 역시 근로인센티브가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급여액은 스
스로 버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상승한다. 그러나 일정수준 이상의 소
득이 있으면(소득조사) 청년학생장애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피용자 장애연금수급자는 물론 청년학생장애수당 수급권자에게
자산조사에 기초한 보충수당(social assistance)이 지급될 수 있다. 수
급권자가 속한 가구소득이 사회적 최저수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라. 관리운영
청년장애수당은 장애연금과 동일하게 사회고용부(노동소득감독
국)에서 관장한다. 피용자보험공단(Institute for Employee Benefits:
UWV)이 수당의 지급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을 제공한다. 이 경우
에는 먼저 청년장애인은 UWV의 지역사무소(종전: 근로소득센터:
Centre for Work and Income)나 임시직고용청(temporary employment
<표 2-3-8> 청년학생장애지원수당
구분
취지및목적

주요내용
선천성장애자 및 학령기 장애의 소득보전 및 소득활동지원

수급요건

18세 이전 장애발생, 18~30세 사이 학업 및 직업훈련 중 장애발생

급여수준

최대 최저임금의 100%(장애정도, 연령, 개호필요여부, 소득활동여부 등에 따라 차등)

재원
관리운영

전액 국고
일반장애연금과 함께 피용자보험공단(UWV)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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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에 실업을 등록해야 한다. 각 해당기관은 직업소개, 시험고
용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제5절❘ 최근의 개혁동향
1. 의료보장
네덜란드의 의료보장제도는 원래 중저소득자를 중심으로 운영되
던 공적제도(고소득자는 민간보험에 임의 가입)가 크게 우위를 점하
는(전체가입자의 2/3점유) 공 · 사 혼합형 제도였다. 그러다가 2005년
에 공적의료보험을 일정부분(기본요양보험부문) 민영화하는 획기적
개혁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가는 의료보장에
있어 규제자 역할에 국한하고 실질적 운영은 민간보험자에 맡기는
관리경쟁체제(managed competition)로 전환한 것이다. 보험자간 경
쟁을 유도하여 국민의료비 부담 및 의료비용을 억제하고 나아가 서
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006년부터 시행된 신의료보험에 의하면, 기본요양보험에는 종전
에는 의무가입이 면제되었던 고소득자를 포함하여 전국민이 의무가
입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의무보험의 보험료 상한을 설
정해 두고 그 이하에서는 보험자가 자유로이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을 통한 가입자유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아울러 보험자와 의료기관간에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수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가 많은 보험자일수록 높은 협상
력을 통해 수가를 인하할 여지가 생겼으며, 의료기관 역시 좋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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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와 계약하기 위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되었다(Van Oorschot 2006).
2005년의 개혁성과가 이미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개혁직전인 2005년에 120개 달하던 보험사는 2007년 20개로 감소
하였으며, 상위 5개사가 9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즉, 행정비용
의 절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아울러 2007년의 의료비
용은 전년도에 비해 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의
료비 억제기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국민의 의료비부담은 높은 편이다. 사실 의무기본보험(성인 1인
당 90유로)과 선택추가보험(최대 50유로)을 모두 가입한 2인 성인가
구를 가정할 때 가구소득(2008년 가구평균소득 2790유로)의 거의
10%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
담하는 비례보험료와 특별요양보험료(개인부담)를 감안하면 높은
의료보장성은 높은 비용부담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병급여
사실 종전의 상병급여(장애급여, 기업연금의 조기퇴직연금을 포
함한 3대 보장제도)는 노사 모두 경영상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
단 내지 조기퇴직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그래서 의료보장부문보
다 더 일찍 상병급여제도의 민영화 조치가 취해졌던 것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상병수당수급자가 가능한 한 조기에 근로에 복귀
하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를 사용자(사용자책임급여) 및 보험관리자
(UWV)에게 부과하여 상병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MSZW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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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용자(UWV 포함)는 가능한 한 조기에 상병근로자를 원직장
으로의 직무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촉진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직 복
귀가 어려울 경우 사용자는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
무전환 혹은 재배치나 민영직업소개회사(reintegration company)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직을 위한 전문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근로복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작용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사용자와 근로자는 질병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
장전문의사 등은 발병 후 6주 이내에 직업복귀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나아가 8주 이내에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회복 및 재통합계획
(recovery and reintegration plan)을 수립하고, 사례관리자(case manager)
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민영직업촉진회사에게 직업
복귀계획의 추진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활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우선 중립적인 전문가에게 중
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중개역할은 UWV가 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 중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귀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발생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그 동안
의 계획추진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고 차기년도에 달성해야 할 구체
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20개월 이후에
도 완전히 직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와 함께 재통합결
과보고서(reintegration report)를 작성 · 제출하고 UWV의 장애연금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 이때 UWV는 재통합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직업복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를 점검하며(2002년 도입된
Gatekeeper test 제도), 사용자가 충분한 직업복귀노력을 기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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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 판단하면 사용자는 1년 더 상병수당(임금의 70%)의 지급
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처벌을 부과한다. 물론 사용자도
근로자가 발병이후 2년 동안 직업복귀노력에 충분히 공조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면 상병급여의 지급을 중단할 권한도 있으며 나아가 해
고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3. 장애연금
상병급여제도와 함께 최근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보장제
도의 하나가 장애보험제도이다(Van Oorschot 2006). 장애보험제도는
1967년에 피용자제도와 자영자제도가 나란히 도입되었지만, 1980년
대 경기침체 시 급여에 대한 접근성이 지나치게 쉽고 관대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장애보험은 실업급여에 비해서 관대했으며,
이러한 관대한 조건으로 인해 장애보험은 고령근로자를 조기에 퇴
직시키는 주요한 통로로 남용되었다. 특히 59세부터 65세까지의 고
령실업자는 거의 아무런 제한없이 높은 수준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MSZW 2011). 이는 장애에 기초한 고령근로자의 근로활
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당시 장애연금수급자가 100만명
(전체 근로자의 1/6)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가. 피용자장애연금의 개편(2001)
이에 90년대 초반에는 사용자측면에서 장애발생을 줄이고 장애인
의 취업률 제고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다. 장애연금보
험료를 사업장의 장애발생률(경험률)에 부분적으로 연계시키는 장
치(변동보험료)도 도입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장애인을 고용하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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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를 감액해 주고(보너스), 다른 한편 해고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
는 당근과 채찍정책도 동시에 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
들은 장애발생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인구가 늘어났고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자연적인
장애발생률의 증가가 정책을 통한 장애발생률의 억제 폭을 상쇄시
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에 도입된 게이트키퍼제도(Gatekeeper regulation)는
장애연금 수급자를 억제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는 근로자
와 사용자가 근로복귀 노력을 충분히 하였음을 입증해야만 상병급
여에서 장애연금으로의 전환 내지 접근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가장 혁신적인 조치는 2001년 개혁(2006년부터 시행,
WAO를 WIA로 전환)에서 이루어졌다. 종전과 달리 근로무능력에
대한 소득보장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잔여근로능력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형태로 정책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부분장
애자는 사용자와 함께 기존 직장 내외에서 잔여근로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최대한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한 노력에서
성공하는 장애자는 높은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낮은 보상에
남아 있어야 한다.
나아가 완전장애에 대한 의학적 정의를 엄격히 하고 부분장애요
건도 강화하였다. 완전장애를 장기적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장애
로 재정의했다. 부분장애의 경우도 종전 장애율이 25% 이상이면 장
애로 인정하던 것을 35%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50세 미만의 모든
장애연금수급자는 매년 장애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러한 장애요
건 및 장애재심사의 강화를 통해 장애연금수급자의 1/4은 수급권이
해지되었다. 나아가 완전장애연금의 급여수준도 80%에서 70%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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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되었다. 장애연금의 지급기간은 종전에는 연령에 따라 차등화하
던 것을 생애가입기간에 연동하도록 하여 기여원칙을 강화했다. 부
분장애연금의 지급기간도 크게 조정하였다. 완전장애이고 거의 회
복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만 영구적으로 높은 수준의 장애연금을 지
급하고 부분장애인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만 지급을 제한하거나 급여
수준을 축소하였다.
특히 부분장애의 경우 근로복귀의무와 함께 노동시장 복귀인센티
브(return to work)도 신규 도입하였다. 부분장애연금의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만 높은 수준의 총소득을 보장
(임금보전수당)하도록 하였다. 근로에 참여하지 않거나 일정수준 미
만으로 소극적으로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연동
된 최소한의 급여(계속급여)만 보장하도록 하였다. 즉, 근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만 임금보전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형태(making work pay)로 급여구조를 개선하였다.
WAO에서 WIA제도로의 제도전환은 장애연금지출 억제 및 장애인
의 근로활동참가율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2-3-9> 장애급여 수급자 추이(2000~2011)
단위: 천건
2002

2004

2006

2008

2010

계

2000
842.4

987.2

968.2

879.3

842.1

829.7

825.0

WAO

759.5

798.2

772.6

669.6

580.0

503.0

453.3

WIA

-

-

-

9.8

48.9

96.4

131.1

Wajong

125.7

132.2

140.1

151.1

172.4

198.2

213.7

WAZ

57.2

56.8

55.5

49.6

40.7

32.2

26.9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 http://statline.cbs.nl/StatWeb/publication/

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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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장애연금수급자의 입 · 퇴출자 및 총수급자 추이

자료: Dutch Government(2008).

나. 자영자장애연금(WAZ)의 민영화
피용자연금제도에 비해 자영자장애연금은 더욱 급진적으로 변화
되었다. 2001년 개정법에 따라 2006년부터 동 제도가 민영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개인은 스스로 장애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
어, 자영자는 일반 민간 장애보험에 가입하거나 다양한 전문직종단
체에서 제공하는 집단형 개인장애보험에의 가입을 통해 장애에 대
비할 수 있다. 또는 상병수당보험이나 UWV가 제공하는 공적장애보
험(WIA)에 임의가입도 가능하다. 이때 국가는 자영자가 자유로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장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보험은 개인의 의학적 상태나 연령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거나 차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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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제1절❘ 복지개혁과 가족수당제도
1. 복지개혁
네덜란드는 복지개혁 이전까지는 유럽에서도 가족 중심의 보수적
인 국가군에 속하였다.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낮은 전형적인 남성일
인부양자모델 국가이었다. 그리고 과도한 복지로 인하여 국가는 과
중한 비용부담을 안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고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복지개혁 전까지 전체 복지급여의 소득대체율은 80%나 되
었다.
이러한 복지년을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는 1982~89의 루버스 정부, 1989~94년 기민당-노동당 연립정부,
1994~2002년 ‘자줏빛’ 정부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김학노
2004). 개혁의 특징은 전반적 복지수준의 축소, 민영화 강화, 그리고
남성부양자 모델 약화를 통한 여성 노동시장의 진출 촉진이다(김학
노 2004).
네덜란드는 전통적인 ‘남성부양자 모델’27)을 약화시킴으로써 여
27)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란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수급권이나 각종 세
제혜택을 통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여성은 가정내에서 돌봄노동
을 하도록 기대된다(Lewis and Ostner 1991: 김영미 20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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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파트타임 노동을 증가시켰다(김학노 2004).
1980년대 이전의 네덜란드 여성의 취업률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
다 낮았는데, 복지개혁 이후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 증가하였다. 특히 파트타임 비율이 증가하였다. 복지개혁은 부부
가 함께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결합 시나리오’를 근간으
로 하고 있다(김학노 2004).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여성의 복지 수급권이 향상되었고, 기혼
여성도 독자적으로 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어, 배우자간에는 동등한
50%의 연금 수급권이 주어졌다(김학노 2004). 실업보험 수급에서도
가계부양자이어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폐지되었다(김학노 2004). 사
회보험의 기여단위는 가구에서 ‘개인’으로 바꾸어서 개인별 수급권
을 보장하는 기반을 다졌다(김학노 2004).
[그림 2-4-1] 네덜란드 여성(25-54세)의 파트타임 및 고등교육 비중(2009년)
단위: %

네덜란드
OECD

자료: OECD(2007). Doing Better For Families: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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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으로 네덜란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졌다.
최근에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은 다수의 계약직과 유연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그림 2-4-1] 참조). 이는 네덜란드의 고용의 4분의 3이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특이하게 네덜란드에서는 ‘유급출산휴가제도’가 없고 육아휴직은
무급으로(비록 고용주가 지급할지라도 정부는 지급하지 않음) 제공
된다(고경환 외 2009). 2007년의 경우 어머니의 약 44%가 그리고
아버지들의 21%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OECD 2007). 여성은 대
부분은 계약직에 있으면서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기를 희망하고 있
다. 네덜란드에서는 영유아를 보육시설에서 돌보는 것보다 가정에
서 직접 키우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네덜란드 복지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복지개혁 후인 지금도 70%나
되고 있다. 특히 고령노동력 축소 수준으로 이용된 노동자보험 장애
급여(WAO)와 상병급여(ZW)는 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서 복지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소득격차는 낮은 편이다.
아울러 네덜란드의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편으로, 이러한 높은 최저
임금이 여러 복지급여의 수준을 일정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기
여하였다. 이러한 매우 안정된 사회안전망 혹은 Flexicurity를 기반
으로 하여 여성의 파트타임 고용의 급속한 성장으로 고실업과 경기
침체를 겪었던 네덜란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즉, 복지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을 통해서 네덜란드의 ‘기적’을 이루
게 된 것이다(류만희 2002).
네덜란드의 고복지 내용 중의 하나가 가족수당제도라고 할 수 있
다. 네덜란드는 일찍이 1939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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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추가적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2. 가족수당의 도입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소득이 가족을 부양하는데 충분치 않아서
도입된 제도이다(Misra 1998). 가족수당을 지원하는 배경에는 아동
양육의 비용을 사회화하는 의미가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아동양육
을 통해서 가계를 전승하고, 장래의 노동력을 육성하며, 또한 노인
을 부양하는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다(박경일 2004).
가족수당의 기원은 1870년대 프랑스 행정부와 철도청이 가족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부가급여를 주는 것에 기원하고
있다(Ozawa 1971a). 한편 가족수당의 전신으로 별거수당을 들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참전한 가족에게 제공된 별거수당으로 인
하여 여성과 아동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
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실업자(즉, 부양자)에게 제공되던 실업수
당은 모든 실업가족에게로 확대되었다. 임금은 가족수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이기 때문에 아동이 많은 가족은 임금소득
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를 고려해서
가족수당은 성인 남성근로자 임금의 5% 내외를 지급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가족수당을 도입한 국가는 뉴질랜드로 1926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박경일 2004). ILO 협약 제102호에서는 아동수
당을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정
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이 양자의 혼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Verstraeten 1989: 이재완 · 최영선 2005에서 재인용).
즉, 아동수당 혹은 가족수당의 형태는 다양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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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을 제공하는 연령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가족수당을 ｢사
회보험과 유사 서비스보고서｣에서 가족수당 도입을 주장한 베버리
지는 이 수당을 아동이 6세가 될 때까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Burgess and Locke 1945). 1945년 ｢가족수당법｣을 통과한 캐
나다는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족수당을 제공하고 있다(Burgess
and Locke 1945). Ozawa(1971b)는 바람직한 소득보전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가족의 소득 부족분을 채워주고, 근로 동
기를 저해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비빈민도 찬
성하는 제도이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영국의 노동당은 가족수당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고용주가 가족수당을 임
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한 선례도 있다. 노동운동가들은 가족수당보
다는 적절한 주거, 교육비, 학교급식, 무료 우유, 의료 서비스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영국의 베버리지는 ‘모든 아동’을 위해 정부가 가
족수당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버리지의 계획에는 가
족수당과 함께 의료정책, 완전고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족수당제도가 도입
되었다. 가족수당제도는 2006년 현재 세계 92개국에서 실시하고 있
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이다(박경일 2004). 주요 국가별
가족수당 도입 시기는 <표 2-4-1>과 같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1962년 사회보장협약(Convention on Social
Security)과 사회정책협약(Convention on Social Policy)에서 가족수
당제도의 필요성을 명시하였고, 협약에 비준한 국가들이 가족수당
을 포함한 9개 급여를 도입하여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이선주
외, 2006). 9개 급여에는 의료보험, 병가수당, 출산휴가급여, 장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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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금급여, 배우자급여(Survivors benefits), 산업재해급여, 실업급
여,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다.
<표 2-4-1> 주요 선진국의 가족(아동)수당관련법 제정 및 개정시기
구분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영국

독일

일본

도입시기 및 개정시기
최초도입 - 1926년
개
정 - 1973년 (사회보장법),
- 1978년 (사회보장법) 1999년 (조세법)
- 2007년 (소득세 및 세제혜택)
최초도입 - 1932년 (아동수당법)
개
정 - 1946년
최초도입 - 1939년
개
정 - 2000년 (장애아동수당 도입)
- 2007년 (아동부조 도입)
최초도입 - 1941년 (아동수당)
개
정 - 1991년 (사회보장), 1995년 (사회보장) 1996년 실행
1999년 (실제적인 가족 자산조사) 2000년 실
최초도입 - 1945년 (아동수당) 1987년 (가족세제혜택: Family Credit)
개
정 - 1992년, 2002년 (아동세제혜택: Child Tax Credit)
최초도입 - 1954년 (아동수당), 1985년 (아동양육수당)
개
정 - 2004년 (아동양육수당), 2005년 (아동수당)
- 2007년 (부모수당)
- 2009년 (소득세제혜택)
최초도입 - 1971년 (아동수당) - 셋째 자녀만
개
정 - 1972년, 1981년, 1985년 (둘째자녀), 1991년 (셋째자녀)
- 2000년 (의무교육 취학 전인 6세에 도달한 해의 연말까지 확대)
- 2004년 (9세까지 확대)
- 2010년 (아동수당급여법)

자료: 이재완·최영선 (2005).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뺷한국영유아보육학뺸, 제42권. p169. issa (2010).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

대부분 국가에서는 ‘아동 수’에 따라 가족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는 흔히 ‘아동수당(child benefit)’으로도 통용되고 있다(박경일,
2004). 가족수당은 현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지원 서비스
및 각종 수당 등의 형태로 다양하다.
가족수당제도는 일종의 무기여의 ‘사회수당’으로 재원은 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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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하는 유형과 기업으로부터의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유형
이 있다. 베버리지는 가족수당의 목적은 가족의 최저수준의 생계의
유지에 있다고 지적하였다(Vandyk 1956). 이는 아동을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아동이 있는 가족이 빈곤
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가족수당의 또 다
른 목적은 차세대의 웰빙을 지원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
는데 있다(Vandyk 1956).
가족수당제도는 실질적인 양육비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전 육성에
이바지하게 되고 가계소득의 보충적 기능을 갖는다. 이는 임금을 보
충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임금은 가족수와 무관하게 지급되어 가족
수가 많으면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러한 임금과 가계지출 간
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자녀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가족
수당이다(박경일 2004).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가족수당을
도입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일부 공무원 및 기업에서 부가입금 형식
으로 도입하고 있다(박경일 2004).
가족수당 프로그램 유형은 크게 보편주의와 고용관계 시스템으로
나누어진다. 용어도 국가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 가족수당보
다는 아동의 생활보장을 구체화시키는 현금급여로서 아동수당(child
benefit)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박경일 2004). 이
를 가족수당이라고 부르는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고, 아동수당으로
부르는 국가로는 일본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가족수당의 목적은 자
녀에게 수당금 또는 현금급여를 지원하기보다 가족에게 최저한 이
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박
경일 2004). 스웨덴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족과 아동이 없는 가족간
의 생활수준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였다(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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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04). 한편, 장화경(1999)은 일본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은 아동양
육의 비용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수당이 아동만을 대상으로 아동의
생활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되는 현금을 가리키는 것
이라면, 가족수당은 지급 대상을 모든 부양가족으로 하고 현금이외
에도 현물이나 서비스 급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도이다(박경일,
2004).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론자의 요구에 의해서 가족수당은 임금보전
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별거수당(sepearation allowances), 고부
수당(widow's pensions), 피부양자 실업수당(unemployment dependents' benefits) 등도 포함하고 있다.

❘제2절❘ 가족수당제도 (Family Allowances)
1. 가족수당 개요
가. 가족수당 도입
네덜란드에서는 비교적 일찍인 1939년 가족수당제도를 도입하였
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부와 고아가 양산되자 이들 가족
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가족수당제도이었다.
가족수당제도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그 의미가 바뀌게 된다.
이는 근로자의 일종의 소득보전 정책으로의 기능으로 전환된 것이
다. 특히 아동이 있는 가족이 아동이 없는 가족에 비해서 지출규모
가 더많음을 감안한 정책이다. 근로소득은 가족수를 감안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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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가계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가족수당 또는 아동수
당제도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가족수당제도를 도입하고 확대 개편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OECD 국가는 가족을 위해 각종 현금은 물론 아동보육서비스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OECD 국가의 GDP 대비 가족지출은
2007년 현재 2.2%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4-2] 참조).
[그림 2-4-2] OECD 국가의 GDP대비 가족지출비율(2007년)
단위: %

자료: OECD(2007). Doing Better For Families: The Netherlands.

네덜란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지출 중 현금의 비중보
다는 서비스의 비중이 더 많고, 세제혜택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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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0.9%가 근로장례세제 및 세금 공제로 활용되고 있다(OECD
2007). 그럼에도 아동에 대한 지출(교육비 지출 포함)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다음 [그림 2-4-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
이 네덜란드에서는 아동 1인당 지출비용이 167,000유로로 OECD 평
균인 128,000유로보다 많다.
[그림 2-4-3] 네덜란드의 아동연령별 누적지출비
단위: 유로
National currency uni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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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07). Doing Better For Families: The Netherlands.

나. 가족수당의 유형
네덜란드의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
다. 여기에는 아동수당(child benefit), 아동부조(child budget), TOG
장애아동 양육수당(TOG care allowance), 그리고 아동양육수당(child
care allowance) 등이 있다. 때에 따라서 가족수당은 국내 및 국외에
서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도 아동을 받는 경우라도, 만약 국내 수당
이 더 높으면 그 차액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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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수당의 주요 내용
가. 아동수당(Child Benefit)
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제공되는 수당으로 가족의 아동
부양 및 양육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를 네덜란드에
서는 아동수당(Child benefit, kinderbijslag)이라고 부른다. 이는 국가
아동수당법(National Child Benefits Act: AKW)에 의거해서 지불된
다. 아동수당의 대상은 본인의 자녀뿐 아니라 입양아, 위탁아동, 의
붓자녀, 기타 자신의 자녀와 같이 키우고 있는 아동 등이다.
다른 국가나 다른 국제기구로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일정 조
건이 충족되면 네덜란드로부터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
러한 조건에는 부모 혹은 파트너가 국제 기구에서 일하는 경우, 네
덜란드 이외의 국가에서 정부공무원으로 일하는 경우, 부 또는 모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나, 파트너는 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다. 아동
수당의 액수는 자녀수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OECD 2011).
<표 2-4-2>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아동
단위: 유로
아동연령

아동당 수당액

0-5세

188.57

6-11세

228.98

12-17세

269.39

자료: 네덜란드. SVB homepage

아동급여의 액수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아동이 6세가 되
면 액수가 늘어난다. 아울러 아동이 12세가 되었을 때 수당이 다시
늘어난다. 액수는 매년 조정된다. 아동수당 액수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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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전에 태어난 아동의 수당은 아동수에 영향을 받는다. 아동
이 많을수록 수당을 많이 받는다. 1994년에 태어난 쌍둥이의 경우는
2명이 아동 3명에 해당되는 액수를 2명이 받는다(1인당 322,73 유
로). 2001년 이후에 태어나 쌍둥이의 경우는 2명이 아동 4명에 해당
하는 수당을 받게 된다(아동 1인당 349.11유로).
<표 2-4-3>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아동
단위: 유로
아동연령

아동당 수당액

0-5세

188.57

6-11세

228.98

12-17세

269.39

자료: 네덜란드. SVB homepage

아동수당은 분기별로 지급되고, 첫 지급은 아동생일이 지난 다음
의 분기에 제공된다. 즉, 아동수당은 1사분기는 4월 (5일경), 2사분
기는 7월 (5일경), 3사분기는 10월 (5일경), 4사분기는 1월 (5일경)에
지급된다. SVB(네덜란드 사회보험은행: Social Insurance Bank)가 매
분기 말에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18세에 도달하면 지급이 중단된
다. 그러나 아동이 18세 미만이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으면 지
급이 중단된다. 아동이 근로를 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 때,
아동이 사망했을 때, 아동은 집을 떠나고 가족은 분기당 408유로 이
하를 아동에게 지원할 때, 아동이 타국에서 살려고 할 때, 아동이
16~17세 인데 교육을 받지 않고 지자체에 협조하지 않을 때, 아동이
학자금 대여를 받았을 때 등이다. 만약 아동이 장애가 있거나 직업
훈련 및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면 아동의 상황에 상관없이 아동수당
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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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1995년 이전에 태어난 아동
단위: 유로
아동 수

아동 당 수당액 (14-17세)

1

269..39

2

309.40

3

322.73

4

349.11

5

364.11

6

375.50

7

383.03

8

396.59

9

407.13

10

415.56

자료: 네덜란드. SVB homepage

아동수당은 사회보험은행(SVB: the Sociale Verzekeringbank)에서
제공하고 있다.

나. 아동부조(Child Budget)28)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아동부조의 대상이 된다. 아동부조는 정
부가 저소득가족에게 매월 제공하는 부가급여(extra monthly contribution)로 이는 국세청(Tax Administration: Belastingdienst)이 관장
한다. 아동부조의 수급여부는 가족의 월소득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리고 이는 신청할 필요가 없이 국세청 사무소에서 해당가족에게 통
보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급여가 개시되었을 때, 국세청 사무
소는 가족에게 급여 수급을 알린다. 만약 부모가 사실혼 혹은 동거
상황에 있으면 이 제도가 아니라 ‘공동양육 co-parenting’제도에 의
거하여 지원된다.
28) 저소득에게 제공되는 이 급여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의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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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아동 양육수당(TOG Allowance)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이다. 아동이 상당히 아프거나 장애가
심할 때, 아동을 돌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재가장애아동을 위한 TOG 양육수당이라고 부른다.
TOG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네덜란드에 살
거나 일을 해야 하고, 아동은 네덜란드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
며, 3세에서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주당 10시간 이상의 보
호가 필요함을 증명해야 하고, 다른 민간 수당을 받지 않고 있고, 외
국으로부터 TOG와 같은 성격의 수당을 받지 않고 있어야 한다. 아
울러 TOG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매우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TOG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TOG 수당은 아동이 18세가 되면 중단된다. 아울러 아동이 집을
떠나거나, 양육자가 더 이상 아동을 보호하지 않거나, 아동이 더 이
상 주당 10시간 이상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리고 TOG
양육수당과 유사한 수당을 받고 있을 때는 중단된다.

라. 아동양육수당 (Childcare Allowance)
아동이 유치원(pre-school), 보육시설(daycare), 방과후 보육시설
(afterschool care) 등에 다니면 아동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네덜란드
의 아동양육수당(kinderopvangtoeslag)은 네덜란드 정부와 고용주가
근로자 가구의 아동양육 비용을 지원해주는 매우 중요한 보조금지
원제도이다. 이 수당은 네덜란드 세무서(Dutch Tax Office)에서 지급
한다. 이는 가족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단, 저소득가족은 일
반적으로 고소득 가족보다 수당을 더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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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수당의 대상은 네덜란드에 살면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가족이다.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양부모가 소득을 받고 있을 것
▪ 지원자가 네덜란드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고, 배우자 혹은
파트너도 일하고 있을 것
▪ 아동은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 데이케어센터(daycare center), 방과후 케어센터(out-of-school care
center)
그러나 미등록 보육사(unregistered caregivers), 놀이집단(play
groups), 학교 관련비용(schooling costs) 등은 아동양육수당에 의해
서 지원되지 않는다.
아동양육수당의 규모는 양육되는 아동의 수, 아동양육시간, 부모
의 소득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2010년 기준 최대 아동양육수당 지
급액은 전일제 방과후 보육의 경우 시간당 6.25유로이었다. 2011년
기준 전일제 보육에 대한 최대 지급액은 시간당 6.36유로이고, 방과
후 보육의 경우 5.93유로이다.

❘제3절❘ 가족수당의 시사점
1. 네덜란드의 성과29)
네덜란드는 강한 가족복지와 높은 아동 삶의 질을 가지고 있다.
29) 이 부분은 OECD(2011)의 ‘Doing Better for Families: The Netherlands’를 주로 참조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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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이 가족수당만의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이것도 일부
가족 및 아동복지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본다.
UNICEF(2007)에서 OECD국가를 대상으로 6개 영역에서 조사한
아동의 삶의 질 분석 결과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아동의 삶의 질 전
반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적을 보였다. 특히 주관적 삶
의 질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는 2위를
보이고 있다. 가족과 동료관계 3위, 위험수준 3위 등 매우 양호한
상황이고, 물질적 복지만 10위로 가장 성적이 낮았다. 네덜란드는
매우 아동 중심적인 사회여서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BBC News,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는 OECD 평균에 비해 고용률, 부모의 교육
수준, 출산률 등도 모두 높은 상황이다. 여성의 취업률도 2009년 현
재 OECD 평균이상으로 여성의 취업률은 70.6%나 되어 OECD 평균
60.4%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OECD 2011). 여성의 취업률은 1980년
대에는 35%에 불과했는데 2009년에는 2배가 되어 70% 이상이 된
것이다. 물론 여성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전체 취업여성의 55%를 차
지하고 있다(OECD 2011). 이로 인해 네덜란드 여성의 직업만족도
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여성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도 파트타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합계출산율은 2005년 현재 1.73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아동빈곤율은 7.6%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OECD 2007). 아동과 청
소년의 지표들도 양호한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 실업률이 매우 낮
고, 문맹률도 낮다. 반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11~15세 아동의 93% 이상이 만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아
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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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매우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 가족수당관련 쟁점
가족수당의 효과에 대해서는 양극단적인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가족수당의 도입으로 인하여 가족의 소득이 보전됨에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Misra 1998). 특히 일부 여권론자들은 가족수당이 여성을 가사노동
을 강요한다고 하여 반대하고 있다. 가족수당은 여성의 가족에서의
역할 강조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불리하게 하여 임금
노동권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Pedensen 1993: Misra 1998에서 재인용).
또한 가족수당은 사회수당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들지 않는다. 임금은 가족수를 고려하지 않고 제공되지
만, 가족수당은 가족수를 고려하여 제공됨으로 대가족의 경제적 어
려움을 더는데 기여한다(Ozawa 1971b). 이 제도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Ozawa 1971b).
세계 최초로 가족수당을 도입한 뉴질랜드에서는 아동수당을 폐지
하고 대신 근로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바꾸었다(박경일
2004). 이로 인해 가족수당은 가족양육수당(family care allowance),
아동양육수당가족(child care allowance) 등과 같이 ‘care’를 강조하여
이를 돌봄수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박경일 2004). 프랑스도
가족수당에 아동양육보호수당(infant care allowance)과 재가보육수
당(an allowance for child care at home)을 도입하여 가족수당이 양
육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박경일 2004).
에스핑 앤더슨(2008)은 2005년 리스본 European Commissio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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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 일과 돌봄노동
의 조화,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강조와 함께 제기된 이슈이다(Knijn
& van Oorshot 2008). 오래전부터 유럽 국가들은 아동이 있는 가족
과 아동이 없는 가족간의 소득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족수당을 도입
하여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매우 표적화된 사회정책을 넘어서 아동
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서 복지국가를 지속가능하게 하
고 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
고 있다(Knijn & van Oorshot 2008). 첫째, 공공이 양질의 보육, 교
육, 의료에 투자하여 질 높은 아동서비스가 제공되면 출산율이 증가
된다. 둘째, 아동빈곤을 줄이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인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가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이 제공되면 증가할 것이다. 셋
째, 사회적으로 양질의 돌봄과 교육에 투자하면 아동의 인지발달과 사
회기술이 제고되어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 강조하면
서 이를 통해서 아동빈곤을 줄이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
고 있는 것은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일,
돌봄, 교육 및 연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도입했던 능동적 복지와 유사한 ‘능동적 정책’(Activation policies)과
조기퇴직의 감소를 강조하고 있다(Knijn & van Oorshot 2008).
네덜란드는 아동관련 지원에 있어서 유럽의 평균을 밑돌고 있다
(Bradshaw & Finch 2002). Knijin과 van Oorshot(2008)은 네덜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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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가진 부모는 아동이 없는 가족에 비해 구매력이 낮다고 지
적하였다. 이는 아동이 있는 가족은 다양한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가족이 이를 부담해야 하므로
결국 서비스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족수당과 관련한 다른 쟁점은 본 수당의 목적에 있다. 국가마다
가족(아동)수당의 목적이 다른 상황이다(Knijn & van Oorshot 2008).
영국과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에서는 가족수당의 목적이 아동빈곤율
을 감소시키는데 있는 반면, 유럽 대륙국가에서는 가족수당은 아동
이 있는 가족과 아동이 없는 가족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있는
것이다. Bradshaw와 Finch(2002)는 각종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많을수록 아동빈곤율이 감소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아동
이 있는 가족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공적 지원이 많을수록 아동빈곤
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예외이다.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
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동빈곤율
이 낮은 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네덜
란드의 아동빈곤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부모가족의 증가
와 이민가족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수당(혹은 child allowance)은 다양한 현금 및 서비스를 포함
하고 있는 패키지 형태이다. 여기에는 아동수당, 육아휴직, 아동양
육보조금, 맞벌이 혹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무료교육, 무
료 의료혜택 등이 포함된다. 국가마다 다양한 조합의 혜택을 제공하
고 있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미래세대의 인지능력이 개발되
어 삶의 기회가 증대하고 이로 인해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제
고되기 때문에 많은 에스핑-앤더슨과 같은 사회정책 학자들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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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출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Knijn &
van Oorshot 2008).
네덜란드가 제공하는 가족수당 중 눈에 띄는 제도는 아동부조로,
이는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기초보장제도와
달리 신청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해당 아동을 자동적
으로 발견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정확한 소득파악
이 가능하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제도일 것이다. 이와 같이 대상자
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가족수당제도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가
족 및 아동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현금지원을 구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행정인력, 운영 비 등 행정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추
측된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수당이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
거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호수당과 공무원과 기업체 근
로자를 위한 가족수당 등이 있다. 최근 불거진 보편복지 논쟁은 주
로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대
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는
편이다. 바라기는 차제에 빈곤아동부터라도 부족한 양육비를 보전
하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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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제1절❘ 네덜란드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네덜란드 사회복지체계의 기본전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수준(minimum)의 소득
을 보증한다는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 상당한 정도 약화되었
지만, 여전히 남성부양자 모형에 근거한 사회복지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가입과 기여, 그리
고 급여구조가 가족단위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
덜란드 사회복지체제는 사회보장, 노령연금, 그리고 공공부조의 3가
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보
험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피용자보험을 포함한다. 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그리고 사적연금이 핵심을 이
룬다. 공공부조는 사회안전망(safety net)으로 간주되며, 네덜란드의
모든 시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보
유한다는 점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현행 네덜란드 공공부조제도는 18~65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을 대상으로 일과 공공부조를 연계하는 제도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18세 혹은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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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보장은 가구 단위 혹은 부모에 대한 소득보장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공공부조제도는 1854년의 빈곤법(the poor law)과
1912년의 신빈곤법(the new poor law)에 기원을 두고 있다. 현행 네
덜란드 공공부조와 유사한 제도는 1965년에 시행된 ABW(Algemene
Bijstandswet, National Assistance Act)제도 이다. ABW는 국가 재정
을 재원으로 하여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며, 자
산조사(means-test)를 전제로 한다. 1996년의 개혁으로 ABW의 급여
수준이 변경되었다. 당시 제도의 급여수준은 독신자는 최저임금의
50%, 독신부모(single parent)는 70%, 부부 혹은 동거가구는 100%
등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독신자와 독신부모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20%의 보충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다. ABW의 집행을 담당하
는 지방정부는 거주지역,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교육보조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ABW의 수급자에게는 노동시장 참여를 위하여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일과 급여를 연계시킴으로써 노동시
장의 참여 혹은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일과 급여를 연계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도로 2004년에 WWB(Wet
Werk en bijstand, work and social assistance act)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WWB는 기존의 ABW를 대체하였다. 새로운 공
공부조제도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 혹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공공부조제도는 네덜란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시민
을 대상으로 스스로 부양할 수단을 갖지 못한 경우에 최저소득을
보완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을 가진 배우
자나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은 공공부조의 대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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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공공부조의 급여액은 정액이 아닌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소득과 공공부조 기준선의 차이를 보충하는 방식으
로 수급액을 산정한다. 또한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포함
한 고용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급여와
근로활동이 연계되어 있다.

❘제2절❘ 공공부조제도(Work and Social

Assistance, WWB)
1. 공공부조 관리운영기구
공공부조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사회고용부(SZW,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이다. 사회고용부는 전국
적인 차원에서 급여수준의 결정, 관련된 고용지원정책을 집행, 그리
고 지방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
한다. 지방정부는 보충급여와 지원을 포함하여 공공부조 수혜자에
적합한 형태의 맞춤형(tailor made) 급여를 제공한다.
근로연계 공공부조의 재원은 일반조세에서 충당되며, 지출은 생
계지원을 위한 현금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지방정부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 배분의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데, 지
방정부는 인구 규모에 따라 4만 이상의 대규모, 2.5만~4만명의 중규
모, 그리고 2.5만명 이하의 소규모 등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가 지
방정부에 할당한 예산에서 급여지급과 고용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지
출하고 남은 예산은 중앙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기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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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편입된다. 이와 반대로 공공부조의 지출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
우, 적자는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공공부조의 예산과
지출에 대한 책임성을 지방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정책집행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공공부조 수혜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
인으로 작용한다.
근로연계 공공부조의 급여 신청은 각 지역에 있는 노동보험협회
의 노동사무소(UWV WERKbedrijf, Institute of Employee Insurance
Work office)에서 담당한다. 노동사무소는 신청서를 지방정부로 보
내고, 지방정부는 신청자격에 대한 심사를 하여 수급 여부와 급여액
을 노동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공공부조의 신청요건과 절차
근로연계 공공부조는 네덜란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18세 이상
의 사람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최소수준의 소
득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신청과 수급을 위해서
는 네덜란드에 합법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과 18
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이 전제가 된다. 그런데 거주자의
국적에 따라 거주기간의 조건이 상이해진다.
네덜란드 국적 보유자를 포함한 유럽연합(EU)의 국적을 가진 사
람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3주 이상이면 공공부조를 신청할 수 있
다. 다만,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목적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라면
일단 취업을 해야 한다.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3주 이상을 거주하여도 공공부조의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국적 보육자가 취업경력이 있고 거주기간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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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상에서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공공부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
나 경우에 따라서 공공부조를 신청하는 경우에 거주권리를 철회하
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5년 이상 거주자는 공공부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거주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럽연합 이외의 국적 보유자로 네덜란드에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공부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체류허가의 기간에 따라
공공부조의 수급 여부가 달라진다. 한정된 기간 동안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공부조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허가의 조건이
공공부조를 포함한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제한규정을 포함되어 있
다면 공공부조 신청은 거절되고 체류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반면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합법적인 체류허가 즉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
의 경우에는 공공부조의 신청과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체류허가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망명을 요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인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
허가를 가진 경우에는 공공부조의 신청과 수급 자격이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부조 이외에 필요한 사회복지 급여를 지급하
는 것이 가능하다.
연령과 거주기간 이외에 공공부조의 수급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보유 자산이 필수생활비(essential living costs)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수급 여부는 자산조사(means
test)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산조사에서 고려하는 자산의 종류는 저
축, 자동차, 주택 등이며, 자산의 기준은 6개월에 한 번씩 재조정된
다. 2011년 1월 현재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가치가 가족의
경우 11,110유로, 독신인 경우 5,555유로를 넘지 않아야 한다. 주택
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46,900유로 이하 이어야 한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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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산정에 있어서 모기지(mortgage)와 같은 주택채무는 제외한다.
공공부조 급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거주지역 인근의 노동사무소
(UWV, 이전에는 CWI)에 신청한다. 노동사무소는 신청자가 작성한
서류를 지방정부에 보내고, 지방정부는 공공부조의 수급 여부를
8주 이내에 결정한다. 공공부조 수급여부를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며, 따라서 노동사무소는 결정 이전에 신청자에게 급여를 미
리 지급할 수 있다. 결정 이전에 미리 지급하는 급여는 예상 급여액
의 90% 수준이며, 매 4주마다 지급한다. 지방정부는 급여수급 여부
와 급여 액수에 대한 결정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이후에 공공부조
급여와 취업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 수급자가 지
켜야 할 의무사항과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있
는가에 대한 설명도 첨부한다. 신청자가 지방정부의 결정에 동의하
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objection)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결
정통보를 받은 이후 6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집
행관에게 제기 한다. 이의 제기에 대한 재심결과에도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6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 급여 산정 : 부조 기준선(assistance standards)
공공부조 급여수준은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급여 기준선의 2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공공부조의 급여 기준선은 수급자의 연
령에 따라 26세 이하, 27세에서 64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3 유형으
로 구분된다. 공공부조 급여가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산정되므로,
급여는 급여 기준선과 수급대상자의 소득과의 차이로 계산된다. 수
급대상자의 소득30)은 근로소득, 실업급여와 같은 근로와 관련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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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세금공제(tax credit)31), 학비보조(study grants)32), 생계를 같이
하는 다른 가족의 소득33), 이혼수당(alimony) 등을 고려한다. 다만
월 € 183 이하의 근로소득은 소득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 2-5-1> WWB의 급여 기준선(2011년 7월 현재)
단위: 유로/월, %
합계

최저임금
대비 비율

65.99

1,319.85

100

877.70

46.20

923.90

70

독신자

626.93

33.00

659.93

50

독신부모 및 독신자
보충급여(21-64세)

250.77

13.20

263.97

-

대상자

급여

부부, 동거가구

1,253.86

독신부모

휴일수당

자료: SZW(2012), A Short Survey of Social Security

27세에서 64세인 수급자에 대한 공공부조(WWB) 급여 기준선은
최저임금의 70~100% 수준에 해당한다. 27세에서 64세의 부부 또는
동거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인 1,253.86유로이며, 여기에
휴일수당 65.99유로를 포함하여 매월 1.319.85유로까지 급여를 수급
할 수 있다. 반면에 아이를 양육하는 독신자는 최저임금의 70%, 그
리고 자녀가 없는 독신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50%가 급여 기준
선이다. 또한 독신부모와 독신자의 경우에 최저임금 20%까지 보충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다.
30) 신청자 소득산정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한다. 자원봉
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월 € 150(연 € 1,500)의 소득은 비용으로 인정하며, 직업훈련
이나 재활과 관련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월 € 95(연 € 764)의 소득은 비용으
로 인정하여 공공부조의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1) 18세 미만의 아동, 청년 장애인의 세금공제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또한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독신부모의 세금공제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32) 학비보조금을 받는 독신자는 공공부조 대상자가 아니다.
33)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은 가구소득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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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수급자를 위한 공공부조(AIO, supplementary old age
pension)는 노령연금(AOW)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일부만을 수급하
는 경우에 보충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AIO의 급여 기준선은 노
령연금(AOW)과 유사한 수준이며, 근로연령층의 공공부조(WWB)에
비해 약간 많은 수준이다. 부부 혹은 동거가구의 경우에 급여기준은
월 1,325.77유로이며, 휴일수당 69.76유로를 더하여 총 1,395.13유로
이다. 자녀가 있는 독신자와 자녀가 없는 독신자의 급여 기준선은
각각 월 1,275.53유로와 1,013.58유로이다.
<표 2-5-2> AIO의 급여 기준선(2011년 7월 현재)
단위: 유로/월, %
대상자

급여

부부, 동거가구

1,325.37

69.76

1,395.13

독신부모

1,211.75

63.78

1,275.53

962.90

50.68

1,013.58

독신자

휴일수당

합계

자료: SZW(2012), A Short Survey of Social Security

26세 이하에 대한 공공부조는 수급대상자의 연령이 18세에서 20
세인 경우와 21세에서 26세인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18
세에서 20세인 수급대상자의 공공부조 급여 기준선은 아동급여
(child benefit, AKW)와 동일하다. 20세 이하의 경우에 생계유지의
1차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며,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 추가적
인 보충급여를 지급한다. 만일 부모가 양육할 수 없거나 혹은 부모
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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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 WIJ의 급여 기준선(2011년 1월 현재)
단위: 유로/월
1)

수급 대상자의 유형

급여기준( € / 월)

부부(동거), 모두 20세 이하
부부(동거), 21-26세 + 20세 이하
2)

부부(동거), 한쪽이 20세 이하 또는 27세 이상
부부(동거), 모두 21-26세
2)

부부(동거), 21-26세 + 27세 이상
독신, 18 - 20세
독신, 21 - 26세
독신부모 수당

자녀 없음

456.08

자녀 있음

720.05

자녀 없음

887.97

자녀 있음

1,151.94

자녀 없음

228.04

자녀 있음

492.01

자녀 없음

1,319.85

자녀 있음

1,319.85

자녀 없음

659.93

자녀 있음

923.90

자녀 없음

228.04

자녀 있음

492.01

자녀 없음

659.93

자녀 있음

923.90
최대 263.97

주: 1) 급여기준선에는 5%의 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2) 부부(동거) 중 어느 한쪽이 27세 이상인 경우에 WIJ의 대상자 아님.
자료: SZW(2012), A Short Survey of Social Security

21세에서 26세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2009년 10월에 기존
의 공공부조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였다. 새로운 제도
는 WIJ(investment in sustainable work for young people act)라 불리
우며, 기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급여 혹은 보충급여를 정
리하여 일원화 하였다. WIJ를 새로 도입한 이유는 21~26세의 경우
대부분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34).
WIJ 급여 기준선은 급여대상자의 연령, 결혼 여부, 그리고 자녀
34) WIJ 수급대상자가 전업학생(full time student)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와 연계되는 공
공부조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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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에 따라 상이하다. 급여기준선은 부부 모두 21~26세인 경우에
월 1,319.85유로이고, 자녀가 있는 독신자는 월 923.90유로, 자녀가
없는 독신자는 월 659.93유로이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20세 이하
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월 1,151.94유로, 부부 모두가 20세 이하
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월 720.05유로, 그리고 자녀가 있는 20
세 이하의 독신자의 경우에는 월 492.01유로가 급여기준선이 된다.
또한 자녀가 있는 독신자에게는 최대 월 263.97유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세 이하의 경우에 급여 기준선이 낮아지는 것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세 이하는 결혼, 자녀 유무의 관계없이 부모가 생계에
대한 1차 책임을 갖기 때문이다. 부부 모두 20세 이하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 급여 기준선은 월 720.05유로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
는 월 456.08유로이다. 20세 이하의 독신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월 492.01유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 급여 기준선은 월 228.04유로이
다. 반면에 27세 이상인 경우에는 WIJ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27세 이상이면 급여기준선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예를
들어 부부 한쪽이 21~26세이고, 다른 한쪽이 27세 이상인 경우에는
독신자와 동일한 기준선이 적용된다. 또한 부부 한쪽이 27세 이상이
고, 다른 한쪽이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가 있으면 월 492.01유
로, 자녀가 없으면 월 228.04유로이다.

4. 급여 조정 및 추가적 보충 급여
가. 공공부조 급여의 조정과 수급자의 의무
공공부조 급여 산정35)은 급여 기준선에 근거하여 본인 및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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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한다. 이런 맥락에
서 급여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상황에 따라서 공공부조 기준선을
하향 조정하거나 혹은 기준선 이상의 추가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거비용을 공유하는 부부의 경우, 대학 졸업자, 그리고
21~22세의 수급자의 경우 공공부조 수급이 구직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판단될 때는 급여 기준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필요하거나 급여가 생계비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는 급여 기준선을 초과하여 보충급여를 지급한다. 관절계통
의 만성질병 환자의 난방비, 시력보조기구,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급여의 수급조건은 매우 다양하다. 수급 대상자는 필요한 비용
을 지출하기 이전에 노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지방정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사정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 만
성질환 보유자, 장애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없이도 특별급여를
지급한다.
공공부조 급여 수급을 지속하기 위해서 수급자는 몇 가지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급여 수급자는 ① 노동사무소(UWV WERKbedrijf)
에 구직을 등록하고, ② 자신 및 배우자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최대한(utmost)의 노력을 해야 하며, ③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일자리에 지원하되, 반드시 직업훈련이나 자신의
경력에 적합하지 않은 일자리도 포함하여 지원해야 하며, ④ 지원한
일자리에 취업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하며, ⑤ 직업훈련과 같이 지
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협조하고, ⑥ 필요한 경우에 가정방문,
35) 공공부조의 급여 산정이 잘못된 경우 혹은 기준과 관련된 사항이 변화가 있을 때는
급여를 재산정(reclaim)한다. 부정이나 사기로 인한 급여 재산정을 할 경우도 있으며,
만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급여가 € 6,0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정부는 이를 경찰
에 고발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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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 의학적 검사를 받고, ⑦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정보의 수정 사
항을 지방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수급자가 이러한 의무사항을 지키
지 않을 때, 지방정부는 급여를 축소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중병에 걸린 가족을 간병하거나 자신의 질병 등의 경우에는 급여
수급에 따른 의무사항이 면제된다. 또한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독
신부모는 사안에 따라 의무사항이 면제되지만, 이 경우 6년 이상이
기간이 면제되지 않는다. 의무사항 면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나. 추가적 보충급여
수급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22세 이상 64세 이하의 공공부조 수
급자에게 장기보충급여(long-term supplement)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다. 장기보충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 급여기간이 5년
이상이고, 근로 또는 근로와 관련된 소득이 없어야 하며, 구직을 위
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장기보충급여의 수준은 지방정부
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급여수준은 각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
으나 평균적으로 부부는 월 498유로, 독신부모는 월 447유로, 독신
자는 월 349유로(2009년 기준) 수준이다.
네덜란드에서는 18세 이상의 모든 거주민은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공부조 수급자와 같은 빈곤층은 보험료를 부담하
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료 지
원은 정부가 건강보험회사에 직접 지불하므로, 공공부조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현금이 아닌 현물지원의 형태가 된다.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은 독신인 경우 월 45유로, 부부는 월 83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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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수급자가 급여를 받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취업 수당(reintegration allowance)을 지급한다. 재취업 수
당은 공공부조의 탈수급과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을 갖으며, 1년 동안 최대 2,267유로(2011년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
원을 한다. 재취업 수당은 취업자 개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
니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용목적이 제한된다.

❘제3절❘ 공공부조 이외의 최저소득 보장제도
1. 부가급여(TW, Supplementary Benefits Act)
부가급여(TW)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최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급여를 통하
여 최저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부가급여는 다른 사회보
장 급여에 추가하여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급조건이 다소 복
잡하고 엄격하다. 부가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병급여(ZW), 실
업급여(WW), 장애급여(WAO), 자영자 장애보험(WAZ), 청소년 장
애인을 위한 장애지원(Wajong), 군인장애보험(Wamil), 노령실업자
소득보조(IOW) 등의 급여를 수급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과 사회복
장 급여를 합계가 일정 기준선 이하이어야 한다. 부가급여 수급 기
준선은 가족구성에 따라 변경된다. 가구의 합산소득이 부부(동거)는
최저임금의 100%,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독신자는 최저임금의
90%, 그리고 독신자는 최저임금의 70%가 부가급여의 수급 기준선
이다. 합산 소득이 기준선 이하인 경우라도 21세 이하인 경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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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우자가 197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12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급여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급여의 수급액은 가구의 합산소득과 수급 기준선 금액과의
차이로 결정된다. 부가급여의 상한액(2011. 1 현재)은 자녀가 없는
독신자는 50.04유로/일, 자녀가 있는 독신자는 62.34유로/일,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 65.99유로/일 이다.

2. 노령 및 부분장애 실업자를 위한 소득보조(IOAW)
IOAW는 부분장애(partially disabled)라는 명칭을 포함하고 있으
나, 주로 노령 실업자들을 위한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
다. 소득보조제도의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 종료된 이후에도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며, 급여는 신청자 및 가
구의 소득과 급여기준선간의 차액으로 산정되는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산정된다.
IOAW 제도는 2005년에 기존의 실업급여제도(WW)와 장애급여
제도(WAO)와 같이 개혁하였으며, 그 결과 수급조건과 급여 내용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기존 제도의 수급자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급여
조건이 다소 복잡하게 변화되었는데, 급여 수급요건을 다음과 같다.
① 실업을 했을 때 연령이 50세 이고 실업급여를 3개월 이상 수
급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② 50세 이상의 연령에서 실업을 하고 부분장애를 위한 재활급여
(WGA)를 수급하였는데, 장애재심사 과정에서 장애율이 35%
이하로 판명되어 WGA의 수급권리를 상실한 사람.
③ IOAW제도가 개편된 2005년 12월 현재 IOAW 급여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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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이 배우자가 1971. 12. 31 이후에 출생하였고 12세 미
만의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부가급여(TW)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표 2-5-4> IOAW의 급여 기준선(2011년 7월 현재)
단위: 유로/월
수급자의 연령 및 가족상황

급여기준액
(8%의 휴일수당 포함)

23세 이상의 독신자
22세의 독신자
21세의 독신자

1,175.35
923.14
777.14

21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독신자

1,481.29

부부(동거), 모두 21세 이상

1,530.82

IOAW의 급여 수준은 수급자의 연령과 가족상황에 따라 상이하
며, 20세 이하는 원칙적으로 급여수급의 대상자가 아니면 또한 22세
이하는 수급기준을 하향 조정한다. 23세 이상의 독신자의 경우 8%
의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급여 기준선은 월 1,175.35유로이고, 21세이
독신자는 월 777.74유로이다. 또한 21세 이상으로 부부는 월 1,530.82
유로이고, 자녀를 있는 독신자는 월 1,481.29유로이다.
IOAW의 급여 신청 절차는 다른 공공부조제도와 동일한데, 거주
지역의 노동사무소(UWV WERKbedrijf)에 신청한다. 부부 혹은 동
거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하며, 이는 두 사람 모두의
소득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급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개인소유주택이나 저축과 같이 자본소득은 제외된다. 노동사무
소는 신청서를 지방정부 해당부서로 보내고, 지방정부는 신청서 내
용을 검토하여 급여수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2부 소득보장제도

3. 노령 실업자를 위한 소득보조(IOW)
노령 실업자를 위한 소득보조(IOW)는 앞에서 서술한 IOAW와 매
우 유사한 제도이나, 다만 수급 대상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은 낮아지
고, 소득이 낮아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IOW는 IOAW에 비해
서 수급조건과 급여수준이 관대하고, 급여산정방식도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2006년 10월 이후에 직장을 잃은 60세 이상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이
후 IOW를 수급할 수 있다. 따라서 IOW는 노령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업급여(WW)를 보충하는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 IOW 급여
수준은 최대로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며, 부부 및 동거가족의 경우
에는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4. 노령 및 부분장애 실업자영자를 위한 소득부조(IOAZ)
IOAZ(income provisions for older or partially disabled formerly
self-employed person act)는 제도의 명칭 그대로 자영업을 하던 사람
이 부분장애등의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 최저소득을 보장하
는 제도이다. IOAZ는 다른 공공부조와 동일하게 가족의 소득을 고
려하는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급여를 산정하며, 급여는 65세까지
지급한다.
IOAZ의 급여 수급요건으로는 ① 55세 이상이 자영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 자영자 최저소득(21,329유로/년, 2011
년 7월 기준)이하의 소득 이하인 경우, ② 과거 3년간 평균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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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5/년 이하 였고, 향후 소득이 21,329유로/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총 10년 이상의 사업을 한 경력이
있으며, 특히 최근 7년 중 3년은 사업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④
1년에 1,225시간 이상 일을 한 경력이 있으되, 만일 배우자와 같이
자영업을 한 경우라면 본인은 연 875시간 이상 그리고 배우자는 연
525시간 이상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⑤ 2005년 12월 현재
IOAZ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1971. 12. 31 이후
에 출생하였고 12세 미만의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부가급여(TW)를
수급하지 않아야 한다.
보유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 122,094유로 수준까지는 소득산정에
고려하지 않지만, 기준을 넘어서는 자산금액은 연 4%의 소득이 발
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에서 제외한다. IOAZ의 급여 기준선은
23세 이상의 독신자의 경우 8%의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월 1,175.35
유로(2011년 7월 기준)이고, 21세 이상으로 자녀가 있는 독신자는
월 1,481.29유로, 양쪽 모두 21세 이상인 부부 또는 동거가족은 월
1,530.82유로이다.
IOAZ 급여의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노동사무소(UWV
WERKbedrijf)에 하며, 결정절차는 IOAW와 동일하다. 신청기간은
사업을 종료하기 18개월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을 종료한 이후
에 급여수급이 시작된다. 또한 결혼 혹은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신청해야 한다.

❘제4절❘ 공공부조를 포함한 최저소득보장제도의

평가
네덜란드는 직업군별로 편제되어 있는 공적보험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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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보험, 공공부조 등 다양한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달된 사
회보장체제를 갖춘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전국민
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속성과 근로활동과의 연계를 강화
하기 위한 선별적 속성의 공유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
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는 수급대상자의 연령과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 18~64세의 근로가능 계층, 그
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등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5-1] 네덜란드의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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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사회보장체계가 남성부양자 중심의 가족구조에 기반하
여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소
득보장은 아동수당(AKW)과 같이 부모를 지원하거나, 유족급여(ANW)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보편적 기
초연금방식의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국가노령연금(AOW)과 노령연
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노인계층을 위한 보충연금(AIO)을 통해서 소
득보장을 제공한다.
아동과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보편적 복지제도를 통해서 이루
어지는 반면에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소득보장은 근로활동의 연계를
강조하고, 급여의 보충성 원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선별적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소득보장은 근로활동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이 핵심제도이며, 빈곤층과 실업 등의 이유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 근로연계 공공부조(WWB, work and social assistance act)를 통하여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WWB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연계를 강조하는 제도이며, 수급자가 급여를 받
기 위해서는 구직등록, 직업훈련 등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지원 서비
<표 2-5-5> 65세 미만 사회복지 수급자의 변동 추이
단위: 천명
년도
급여유형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장애

860

953

979

993

980

964

904

861

실업

395

194

166

205

280

322

307

249

공공부조

512

377

364

363

378

379

368

337

유족연금

185

157

152

147

141

135

128

121

합계

1952

1680

1661

1707

1778

1799

1707

1569

자료: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SCP); European Commission(2009),
The Netherlands Minimum income scheme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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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본인 및 가구의 소득과 자산
을 고려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등 공적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장애급여과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진행된 복
지개혁은 2000년대에 공공부조제도의 개혁으로 연결되었다. 그 결
과 복지급여의 수급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표 2-5-5>에서 알 수 있듯이 1995년에 65세 미만의 복지급여 수급
자는 195만 명에서 2000년에는 168만 명, 그리고 2006년에는 157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수급자의 감소는 장애급여와 공공부조 수급자
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장애급여 수급자는 2002년에 99만 명을 정
점으로 하여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로 2006년에는 86만 명으로 감소
<표 2-5-6> 주요 선진국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추이

미국
일본
스페인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1980년대
중반
17.9
12.0
14.1
11.8
10.3
6.7
14.6
10.6
5.6
5.4
3.3
5.2
6.1
7.6
3.4
6.0

1990년대
중반
16.7
13.7
11.8
10.7
14.2
10.5
10.8
11.0
7.2
5.5
3.7
4.1
7.4
7.6
6.9
4.7

2000년
전후
16.9
15.3
13.7
11.4
11.8
11.0
10.4
15.4
7.6
5.5
5.3
5.3
9.3
7.2
6.6
5.1

2000년대
중반
17.0
14.9
14.1
11.7
11.4
10.3
8.8
13.6
8.3
8.1
5.3
6.6
6.6
7.2
7.8
5.3

단위: %

2000년대
후반
17.3
15.7
14.0
12.0
11.4
11.0
9.4
9.1
8.9
8.5
8.4
8.0
7.9
7.2
7.2
6.1

자료: OECD Stat 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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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히 공공부조 수급자는 1995년에 51만 명으로 전체 복지
급여 수급자의 1/4을 차지하였으나, 2002년에는 36만 명으로 복지급
여 수급자의 1/5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06년에는 수급자 규모가
3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 네덜란드에서 공공부조 수급자 규모가 감소한 것이
빈곤율의 줄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공공부조 급여조건을 강화된 결
과인지 분명하지 않다. <표 2-5-6>에서 알 수 있듯이 네덜란드는 주
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률이 낮은 국가에 속하고 있으며,
2000년대의 상대적 빈곤률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부조의 수급자 감소는 빈곤의 감소
가 아닌 수급조건을 강화한 제도개혁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러나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분포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할 수 있
으나, 공공부조의 정책대상자인 빈곤층의 규모를 직접적으로 설명
하지 못한다.
<표 2-5-7> 네덜란드 빈곤기준에 따른 인구 대비 빈곤계층의 비율
단위: %
2001년
기본욕구기준
적정기준

3.7

2005년
4.6

2007년
3.7

2009년
4.4

5.8

6.8

5.4

6.2

독신부모

23.0

26.7

22.7

22.7

비서구지역 이민자

18.5

19.7

16.1

17.9

0~17세 아동

8.7

10.2

8.0

9.1

독신자

9.9

10.7

9.2

10.0

65세 이상

3.6

3.3

2.7

2.5

자료: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2012), The Social State of the
Netherland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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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정책대상이 되는 빈곤층의 규모는
절대적 빈곤율의 개념과 유사한 빈곤선(poverty threshold)을 기준으
로 파악한다. 빈곤선은 기본욕구기준(basic need criterion)과 적정기
준(modest but adequate criterion)으로 파악하는데, 기본욕구기준이란
식품, 의복, 주거 등의 구입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생계비와 여가비
용을 충당할 수 있는 필요 지출수준을 의미한다. 적정기준이란 지난
3년 동안에 중위소득자가 식품, 의복, 주거 등에 지출한 비용의 평
균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빈곤선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기준이다. 빈곤층의 규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변동을 보
이고 있으나, 기본욕구기준으로 약 4%, 적정기준으로 약 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빈곤층 규모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며, 이는 네덜란드의 공공부조제도가 빈곤층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그림 2-5-2] 복지급여 수급 전후 중위소득 60% 이하 비율의 연도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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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stat(2010), Combat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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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급자를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활동과의
연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실업률을 줄이고, 공적지원에 대한 의존성
을 감소하려는 공공부조 개혁의 목표를 어느 정도를 달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체계의 유효성을 분석하는 기준
은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전후의 빈곤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네덜란
드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수급 전후에 중위소득 60% 이하 계층의 비
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2007년에 복지급여 수급 이전에 중위소
득 60% 이하 계층은 20.6%, 수급 이후에는 그 비율이 10.2%로 복지
급여의 빈곤감소 효과는 10.4%p임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빈곤 감소효과는 2008년에 9.4%p, 2009년에 9.4%p, 그리고 2010년
에는 10.8%p로 약 10%p 수준이다.
[그림 2-5-3] 복지급여 수급 전후 중위소득 60% 이하 비율의 국가별 비교
(2010년)
단위: %

자료: Eurostat(2010), Combat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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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빈곤감소 효과를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2-5-3]과 같다. 2010년에 사회보장급여의 빈곤감소 효과는 EU 27개
국가의 평균은 9.5%p(수급 이전 25.9%, 수급 이후 16.4%)이며, 네덜
란드는 10.8%p로 EU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빈곤감소 효과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그리스(3.7%p)와 이탈리아(5.1%p)가 낮은 수준
이며 덴마크(15.8%p), 핀란드(13.9%p), 스웨덴(13.8%p), 그리고 노르
웨이(15.4%p) 등 북유럽 국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네덜란
드는 복지급여 수급 이후에 중위소득 60% 이하 계층이 10.3%로 EU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네덜란드 공공부조제도는 근로연계를 강조하는 선별
적 제도내용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을 포괄하는 보
편적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조를 포함한 네덜란드의 사회
보장제도는 낮은 빈곤율의 유지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빈곤감소 효
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 공공부조제도는 수급자 감소
를 통한 지출 절약과 빈곤감소 효과의 유지라는 서로 모순적인 정
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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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의료제도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제도는 2006년에 개혁을 단행하여 새로운 규
제 메커니즘 및 구조를 수립하였다. 이 개혁으로 단일의료보험체계
가 도입되었으며, 다수의 민간보험회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쟁
하는 체계로 변화되었다. 보험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적정한 양,
가격을 제공하는 공급자와 협상하고, 정부는 의료의 질, 접근성, 이
용도를 관리하는 등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가 시장에서 역할을 하
고 있다. 본 장에서는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제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의료보험제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되
므로, 의료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
에 관해 조직구조, 재정, 자원, 서비스 전달체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제1절❘ 보건의료제도의 구조
1. 조직구조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제도는 2006년 개혁을 단행하면서 다수의 민
간의료보험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는 관리된
경쟁 체계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양,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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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 지를 감시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보험사, 보험가입자, 보건의료공급자가 실제 보건의료시장에
서 주요 이해관계자가 된다. 이들 간 상호관계는 (1) 의료보험 (2)
보건의료공급 (3) 보건의료구매의 3개 시장에서 작동한다([그림 3-1-1]
참조). 의료보험시장에서는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보험 패
키지를 제공하고, 보건의료구매 시장에서는 보험사가 보건의료가격,
양, 의료의 질을 토대로 공급자와 협상하게 된다. 보건의료공급시장
에서 공급자들은 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원칙적
으로 환자는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림 3-1-1] 2006년 이후 네덜란드 보건의료제도 내의 시장

정부(규제 및 감독)

보건의료제도와 관련된 조직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그림 3-1-2]
에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조직 구조 및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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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네덜란드 보건의료체계의 조직구조

자료: Schäfer W et al., Health system in transition: The Netherlands,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Vol.12 No.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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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정부의 역할
네덜란드의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은 대체로 민간영역에서 제
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
체에서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감독기관의 역할
보건의료제도의 감독 및 관리는 정부에서부터 독립적 기관으로
이임되었다. Dutch Health Care Authority(NZa)는 독립적인 행정기관
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재원을 받으며 보건의료시장 규제관련 법안
마련을 담당하고 있다. NZa의 주된 업무는 보건의료공급시장, 의료
보험시장, 보건의료구매시장을 모티터링하고, 의료보험법 및 특별의
료비지출제도에 대한 법률적 시행을 검토한다.
Health Care Inspectorate(IGZ)는 보건의료의 질적 측면과 접근성
을 감독한다. IGZ는 보건복지부와 독립된 기관으로, 보건의료와 관
련된 고충사항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IGZ는 또한 보건
복지부의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며, 의사에 관한 문제점을 의사규율
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한다.
Dutch Competition Authority(NMa)은 일반 경제의 모든 부문에 대
해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기관으로, 보건의료측면에서는 보험
자와 공급자간을 감독한다. 카르텔 방지, 담합평가, 지배시장 지위
남용 방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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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문단(advisory bodies)
네덜란드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의사결정은 정부와 이해관계집단
간의 자문, 합의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문단이 이러한 과정 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Health Council(Gezondheidsraad)은
보건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의 자문기관으로, 의학, 보건의료, 공
공보건, 환경보건 등의 과학적 영역에 대해 자문한다. 이 자문단은
보건의료 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된다. 40개의 임시조직과 7개의
상시조직으로 운영된다. 이 자문단은 정부가 100%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Council for Public Health and Health Care(RVZ)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치되지만 독립적인 정부 자문기관이다. 전공분야가 다양한 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치적 의사결정 이전에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이 요청될 경우 장단점, 장단기 기대효과를 균형있게 검토한다.
Health Care Insurance Board(CVZ)는 의료보험법(Zvw)과 특별의
료비제도(AWBZ)에 관한 재정을 관리하고 급여관련 규제를 관할한다.

라. 관련 연구기관
RIVM(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은
1500명으로 구성된 가장 큰 규모의 보건의료관련 연구기관이며, 정
부의 질병관리, 예방, 신약 도입 등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외
에도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SCP), Medicines
Evaluation Board(CBG), Netherlands Vaccine Institute(NVI)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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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보건서비
스(GGD)를 수립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역보건서비스에는 해당
지역의 건강정보 수집, 예방프로그램 제공, 의료환경 개선, 아동보
건의료제공, 전염성질환 관리 등이 포함된다. 2007년부터 지자체의
Wmo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재정구조
네덜란드는 2006년 개혁이 도입된 이후, 보건의료공급자의 지불
제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GP는 현재 인두제와 행위별
수가제의 조합으로 지불받고 있고, 병원은 DBC(Diagnosis and
Treatment Combinations)의 지불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장기요양제
공자는 돌봄수준패키지(care intensity packages)에 따라 지불받는다.
네덜란드의 전반적인 재정 흐름도는 아래의 [그림 3-1-3]에 제시되
어 있다.
네덜란드는 2007년을 기준으로 GDP의 8.9%를 보건의료비로 지
출하였는데, 유럽국가의 평균 GDP대비 의료비 지출규모인 8.92%
(2006년 기준)와 유사한 규모이다. 국민의료비의 재원을 보면 의료
보험료 66%, 본인부담 10%를 포함하여 민간부문 14%, 정부지출
14%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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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네덜란드 보건의료체계의 재정 흐름도

자료: Schäafer et 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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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국민의료비의 재원 비중

14%
government

66%
Premiums/
contributions
AWBZ and Zvw

자료: Statistics Netherlands 2008

[그림 3-1-5] 네덜란드의 유형별 국민의료비 재원(2007년)

자료: Statistics Netherlands 2008

중앙정부의 지출은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지
출, 병원재정체계 발전, 건강증진, 의료인 양성 등을 위한 지출이며,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Wmo의 지출이 주를 이루고 있
다. 정부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사회적 돌
봄(social care)으로, 정부가 전체 사회적 돌봄 지출의 1/5을 부담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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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자원
가. 병상수
유럽에서는 급성 질환 치료를 위한 병상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이
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부터 2006년까지 급성병상수는 약 25%정
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비용통제를 위해 병원의 병상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한 결과이기도 하며,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급성병상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급성병상의 평균 재원일수도 지속적인 감
소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6] 네덜란드의 인구 백만명당 급성병상 수 추이
단위: 개

자료: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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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네덜란드의 급성질환 평균 재원일수
단위: 일

자료: OECD 2008.

[그림 3-1-8] 네덜란드의 의사수 추이
단위: 명

자료: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09

271

27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나. 인력분포
네덜란드는 1996년 이후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및 간호사 수
가 급격히 증가해서 EU 평균보다 상위에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나
약사 수는 상대적으로 EU 평균보다 낮은 수치에 머물러 있다.
[그림 3-1-9] 인구천명당 의사 및 간호사 수
단위: 명

자료: 왼쪽막대=의사수, 오른쪽막대=간호사수

다. 교육 및 훈련
네덜란드에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문제는 시민들이 GP를 찾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또는 대기시간문제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공급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문제는 업무량 과다로 연결될 수
있어 보건의료인력계획은 인력수급의 균형을 관리하고 예측하기 위
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의사 수급에 대한 예측은 Capacity
Body에서 수행되며 간호사의 수급은 regiomarge프로그램으로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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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니터한다. 분석결과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건복
지부와 교육부에서 인력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네덜란드의 의학교육은 4년동안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Master 과
정을 이수하게 되고 2년동안의 교육을 거쳐 Doctor과정 시험을 합
격해야 한다. 이후에는 임상과정에 투입된다. 인턴기간을 거쳐 GP
또는 전문의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의사들의 계속교육을 위해 CPD(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라고 불리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Central College of Medical
Specialists (Centraal College Medische Specialismen, CCMS)에서 전
문의를 대상으로 한 계속교육을 관할한다. 약 5년동안에 재등록을
위해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는데, 예를 들어 GP의 경우
연간 40시간의 교육과 최소 10시간의 peer review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그림 3-1-10] 네덜란드의 의학교육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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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 권리
2006년 이전에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방향은 서비스 공급측면에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공급측면에서 수요측
면으로 관심이 변화되었다. 의료시장 내에 경쟁이 도입되었기 때문
에 환자의 권리가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 환자는 자유롭게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자는 가입자를 선별적으로 가입시
키지 못하며, 건강상태나 연령 등에 따라 차별을 둘 수 없다. 이러한
환자의 선택 자유권은 보험사가 의료의 질과 가격으로 경쟁하도록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가 환자를 유치하도록
함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모든 네덜란드 시민들은 GP에 등록해야하며 GP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기본적 의료보험으로 보장된다. 이론적으로
는 환자가 GP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어, Utrecht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활동
하는 의사만을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GP 수
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 GP를 찾는 과정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기도
한다.
정부는 인터넷으로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36), 소비자는
다양한 의사 또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 또는 가격, 대기시간, 서비스 질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의 질에 대한 정보는 Health
Care Inspectorate에서 측정도구인 Consumer Quality Index (CQI)를
통해 조사한다. 병원서비스에 대해서는 Dutch Health Care Authority
36) site: www.kiesbete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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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a)가 의료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은 다소 제
한점이 존재하여, Health Care Inspectorate(IGZ)에서 이러한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서비스에 대한 80% 투명성 확보(2011년기준)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환자는 병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GP와 상담하
거나(42%), 친구 등 지인을 통하거나(11.4%), 홍보물(7.8%), 병원홈
페이지(7.5%) 등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제2절❘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민간보건의료공급자와 의료보험자
가 주요한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예방서
비스, 일차의료서비스, 이차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로 구분된다.
예방서비스는 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로 제공되며, 일차의료에서는
일반의(GP)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지기(gatekeeping)
원칙은 네덜란드 체계의 주된 특징이며, 병원 서비스나 전문의 서비
스는 GP의 의뢰가 있는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환자들은 의뢰서를
받은 이후에 치료받고자 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우선 네덜란드 국민들의 건강수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예방서
비스, 일차의료서비스, 이차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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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수준
1970년부터 2006년까지 네덜란드 인구의 기대여명은 73.6세에서
79.7세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의 기대여명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수명(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 HALE)는 2002에 71세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에는 73세로 증가하였다.
<표 3-1-1> 기대여명 및 영아사망률
1970

단위: 세, %

1980

1990

2000

2005

2006

기대여명, 여성

76.5

79.2

80.1

80.6

81.6

81.9

기대여명, 남성

70.8

72.5

73.8

75.5

77.2

77.6

기대여명, 전체

73.6

75.7

76.9

78.0

79.4

79.7

영아사망률(인구천명당)

12.0

8.7

7.2

4.6

4.6

4.5

5세이하사망률(인구천명당)

15.7

10.7

8.8

6.2

5.5

5.3

자료: World Bank, 2009

<표 3-1-2> 건강수명

단위: 세
2002

2003

2007

건강수명(HALE), 전체

71

71

73

건강수명(HALE), 남성

70

70

72

건강수명(HALE), 여성

73

73

74

자료: WHO, 2008, 2009

2.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병예방, 건강증진은 지자체의 역할이다. 29개의 보건의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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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GGDs)가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공공
보건의료서비스가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Public Health Act(2003)
에 의해 몇 가지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0세~19세의 영유아 및 청소
년 보건(youth health care), 환경보건(environmental health), 사회의학
적 권고(socio-medical advice), 주기적 위생 점검(periodic sanitary inspections), 보호시설자를 위한 공공보건(public health for asylum
seekers), 건강검진(medical screening), 역학(epidemiology), 건강교육
(health education), 지역사회 정신보건(community mental health)이
포함되며, 공공보건서비스를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할 경우 영유아
및 청소년 보건과 예방적 검진 및 예방접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0세부터 19세까지 연령에 대해서 예방서비스
(youth health care)를 제공하고 있다. 4세까지의 아동들은 아동건강
센터(child health centres)에서 의학적 권고를 제공하며 성장과 발달
을 모니터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위험요인(육체적 문제 및 사회적
문제) 조기 발견, 검진 및 예방접종, 건강관련 권고 등이 제공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동건강센터(child health centres)에서 GP에게
의뢰하게 된다.
아래의 <표 3-1-3>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과 같이, 거의 모든 영유
아가 1회 이상의 방문을 하고 있다. 5세이전까지 평균적으로 15회정
도로 아동건강센터(child health centres)를 방문하게 된다. 5세 이후
의 학교검진은 5세, 10세, 13세의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277

27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표 3-1-3> 0세~4세의 예방서비스 보장률

단위: %, 회

연령

보장률

방문수(평균)

0

100.0%

5.4

1

98.6%

4.8

2

92.2%

1.8

3

88.2%

1.5

4

78.8%

1.5

자료: Statistics Netherlands 2008

2005년도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평균 95%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2006년 기준으로 자궁암 검진 66%, 유방암검진 81.7%의 참여율을
보였다.

3. 서비스 전달체계
네덜란드는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환자들이 처음 대면하게 되
는 사람은 GP이다. 아래의 [그림 3-1-11]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GP는 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GP의 의한 의뢰절차 또는 GP에 의한 처방약 구매가 필요하다
는 의미이다. 이외에 직접 접근 가능한 의사는 가정간호의사, 또는
산업의학 의사이다. 이들 의사도 전문의에게 의뢰하거나 처방약을
처방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의학 의사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보험자 이러한 처방약에 대해 급여를 대체로 하고 있
지 않다. 그리고 2007년이후부터는 전문간호사가 당뇨병 또는 천식
의 경우에 한해서 처방약을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아래의 [그림 3-1-11]에서 환자들은 대체로 굵은 선을 따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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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처음에 환자를 치료하는 GP와 접촉이 이루어지며, 의약
품을 처방받거나 2차 의료 제공자에게 의뢰를 받게 된다.
[그림 3-1-11] 네덜란드의 만성질환 치료 서비스 전달체계

주: 굵은 선은 대부분 환자의 서비스 전달과정을 제시, 응급치료 제외
자료: Schäafer et al.(2010)

가. 일차의료서비스
네덜란드에서는 일차의료에 대한 환자의 선호가 변화하고 수요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다. 일차의료는 문지
기 역할을 하는 일반의(GP)에 의해 서비스가 전달되며, 병원서비스
또는 전문의 서비스는 GP의 의뢰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
은 GP로 등록된 리스트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2008년도에는
8,783명이 GP로 활동하였다. GP 중에 51%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였
으며 29%는 두 명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나머지 20%는 혼자서 활
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시민들은 연간 평균 GP를 5회정
도 방문하였으며, 이는 서유럽 12개 회원국 평균 7.7회(2007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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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은 수치이다.
<표 3-1-4> GP 평균방문건수(대면 및 전화 포함)

단위: 건

남성

여성

0-4세

3.2

3.0

계

5-14세

2.2

2.2

2.2

15-24세

2.0

4.2

3.1

25-44세

2.7

5.1

3.9

45-64세

5.3

7.3

6.3

65-74세

9.1

11.0

10.1

75세이상

13.9

16.0

15.2

계

4.3

6.4

5.4*

3.1

주: 서유럽 12개 회원국의 평균=7.7, 유럽지역 평균=7.85
자료: NIVEL various years 2008

나. 2차의료, 입원 및 응급서비스
GP,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와 같은 일차의료공급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에 2차의료에 접근할 수 있다. 병원은 입원서비스 또는 외
래서비스,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 일반병원
– 대학병원
– 특정질병 및 특수형태치료별 전문병원(예, 천식전문병원)
– 독립치료센터(independent treatment centres)
– 전문센터(예, 암센터, 장기이식전문센터)
– 트라우마센터(trauma centres)
응급의료서비스는 사고 또는 급성질환의 발생 시 제공되며,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은 GP에게 연락하여 응
급차를 요청하거나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직접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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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응급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Schäafer et al.(2010)

다. 의약품
네덜란드는 외진 지역에서 GP가 처방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처방약은 약사가 조제하여 공급한다. 일반의약품의 경우에
는 약국 또는 화장품판매처에서 모두 구매할 수 있다. 약국은 일반약
국, 병원약국, GP조제로 구분되는데, 일반약국이 전체 인구의 92%를
커버하고 있으며 나머지 8%는 외진지역의 GP로 커버된다. 대부분의
약국은 개인 소유이며 1/3정도는 체인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3절❘ 보건의료개혁 동향 및 규제내용
1. 보건의료개혁 동향
2006년에 단행된 보건의료개혁이외에 1989년부터 2009년에 걸쳐
수행한 주요 보건의료개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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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주요 보건의료개혁 내용(1989~2009)
주요 내용
공공보건

의료의 질

1989 Collective Prevention
in Public Health Act

- 예방 및 공공보건, 감염성질환, 영유아 및 청소년 보건의
료에 관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정의

1990 Tobacco Act

- 정부의 흡연관련 정책 반영(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이후
작업장에서의 금연과 대중교통장소에서의 금연으로 확
대(2004), 호텔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에서의 금연(2008)

1992 Population Study Act

-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임상연구에
대해 연구참여자 보호

1998 Infectious Disease Act

- 선정된 감염성 질환 예방 및 확산 방지, 의사들의 특정감
염성 질환에 대한 지자체 보건당국에 보고체계

2008 Public Health Act

- Collective Prevention in Public Health Act, Infectious
Disease Act, Quarantine Act 통합, 감염성 질환 위협에
대해 EU 규제와 통합

1991 Quality of Health
Sevices Act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료 질 정책 규제

1993 Individual Health Care - 보건의료전문가에 의한 의료공급 및 의료 질 규제
Professional Act
- 환자보호
1995 Medical Treatment
Agreement Act

- 처치, 처방 정보, 의무기록 접근성에 대한 환자권한
- 치료기간동안 개인의 사적 권한 요구

2000 Act Establishing the
- 의료보험 감독위원회 창설 및 Sickness Fund Act 실행과
신 제도관련 Supervisory Board for Health
관련된 감독구조 개혁
Care Insurance
2006 Health Insurance Act,
Health Care Allowance Act, - 2006년 보건의료개혁
Health Care Market Act
2009 Act for Allowances for
the Chronically Ill and
- 만성질환 및 장애자의 경우 고액의료비에 대한 정액보상
Handicapped Persons
2009 Amendment to the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 이주자 치료 재정관련, 불법이주자의 필수적 보건의료서
Exceptional Medical
비스 비용에 대해 공급자에게 재정적 급여
Expenses Act
의약품

1991 Regulation
Pharmaceutical Treatment

- Sickness Fund Act 하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급여 관련
- 환자는 급여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에 한해서 상환받게 됨

1996 Pharmaceutical Pricing
- 4개의 참조국가의 의약품 가격을 기초로 최대가격 설정
Act
2007 Medicines Act

- 의사와 약사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보고의무

2007 Transition Agreement - 제약산업, 약사, 보험사, 보건건복지부간에 규제가격에서
on Pharmaceutical Care
자유시장으로의 이행에 동의
자료: Schäafer et 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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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영역에서는 2008 Public
Health Act를 통하여 감염성 질환 위협에 대해 EU 규제와 통합하였
으며,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건의
료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료 질관련 정책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만성질환 및 장애자의 경우 고액의료비에 대한 정
액보상을 실시하며, 이주자에 대한 필수치료서비스에 대해 급여하
고 있다.

2. 규제체계
보건의료부문의 규제를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 규제, 구매관련 규
제 및 거버넌스, 의료의 질 관련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관련
담당기관과 이의 주요 업무를 요약하면 <표 3-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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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보건의료관련 규제 시스템 및 규제 과정
단위: %
업 무

정부

자문기구

중앙정부

-

국가의 보건의료예산 설정
기본적인 의료보험 패키지 내용 결정
서비스부과요금체계 설정
공공보건 목표 설정
장기요양제도 범위 설정
보건의료 가용성, 효율성, 접근성, 의료의 질 확보

지자체

- 지역단위의 공중보건 목표 설정
- 사회서비스 및 재가서비스 예산 결정

보건의료청
NZa

- 보건의료시장의 투명성 및 기능 감시
- 비협상 치료에 대한 부과금 설정

의료보험위원회
CVZ

-

Health Council

- 예방서비스 및 기타 보건관련 이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문

지역 지원기구 ROS
Capacity body
Medicines Evaluation
Board

급여패키지 내용 설명
급성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보건의료공급 개선
의료보험관련 보건복지부에 자문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보건복지부에 자문
의료보험기금 관할
위험조정(risk adjustment) 수행

- 일차의료에서의 협력 촉진
- 전문의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의료인력계획과 관련하여 보건복
지부에 자문
- 의약품 안전성, 효능, 질적 수준 평가
- 의약품 승인

Council for Public Health
- 보건복지부의 보건정책아젠다 자문
and Health Care
감독기관

협회
(selfregulation)

NZa

- 보건의료시장규제 제도 수행

보건의료감시단
IGZ

- 공급자의 안전성 및 질 감독
- 고충 또는 사고 조사
- 의료보험법 수행 감독

Committee on
Pharmaceutical Care

- 의약품관련 효능, 효율, 부작용 평가
- 급여목록 포함이전에 이용관련 평가

Royal Dutch Medical
Association

- 졸업후 의학교육
- 전문의 신임(GP 포함)
- 자격증 질적 수준 개선

Dutch College of GPs - GP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Association of Medical
- 전문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Specialists
자료: Schäafer et 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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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건의료제도 평가
네덜란드는 보건의료제도가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공된 자원으로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있는 지, 그
리고 가용자원을 통하여 충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지에 관한 모
니터링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건의료 성과 보고서(Dutch Health
Care Performance Report (DHCPR)를 격년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평
가항목으로는 의료의 질, 접근성, 비용 및 효율성 측면에서 점검하
였다.

1. 보건의료 접근성
네덜란드의 경우 모든 거주자에게 기본적인 급여가 보장되는 보
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OECD 국가들 중에 본인부담이 상대적
으로 낮은 국가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사람들(85%)은 보건의료 접
근성에 대해 거의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90%
는 필요할 경우 항상 또는 거의 보건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하였다. 보건의료 이용측면에서도 저소득집단과 고소득집단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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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보건의료접근성 관련 조사결과

단위: %

자료: CKZ / NIVEL, 2010

2. 보건의료의 질
2008년도의 보건의료 질관련 순위는 2004년과 2006의 순위와 상
당히 유사하였다. 예방적 검진 수검율은 매우 높았으며 회피가능한
입원율은 낮아, 이는 일차의료와 외래진료의 강점을 제시하는 측면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14] 유방암(50~69세 여성) 및 자궁암(20-69세 여성)의 수검률
단위: %

자료: OECD Healt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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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의 2/3정도가 임상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아사망률이 2008년에 출생아 천명당 3.8명으
로 감소하였으며, 암의 5년생존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3-1-15] 인구 십만명당 회피가능한 사망률과 일인당 의료비
단위: 10만명당 명수

자료: OECD Health data

[그림 3-1-16] 급성심근경색의 30일이내 재입원 사망률

자료: OECD Health data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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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Hip surgery 및 cataract 수술에서는 환자의 65%가 기능개
선되었다는 상위의 점수를 받았으나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급성
질환의 30일이내 재입원 사망률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3. 보건의료비 지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건의료비 지출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최근 OECD 국가의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네덜란드의 실질
의료비 증가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평균수준 정도이다. 의료비 증
가 원인은 진료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2002년이후 네덜란드 병원
에서 제공된 진료량은 매년 4.2% 증가하였다.37) 입원율은 3% 증가
하였고 낮입원은 10%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 병원의 입
원서비스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가격은 최근에 극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처방의약
품 양에서 2008년에 15% 증가를 보였다. 노인들을 위한 치료 분량
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외래의 경우 평균 5.5%, 가정간호에 3.4%
정도 증가하였다. 정신보건영역에서 외래환자 수가 연간 8%정도 증
가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치료도 증가하여 2004년이후 매년 평균
9% 증가하고 있다.
진료행태에 있어 지역마다 발생하는 변이문제가 있다. GP의 진료
실외부에서의 진찰 예를 들어 저녁 또는 심야, 주말의 진찰료가 지
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8년에 최저
37) 평균 의료비 가격은 매년 1.6%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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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에서 최고 ￡184까지로 분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역마다 저
렴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정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8년
에 어떤 지역에서는 새로 복용하는 환자의 50% 미만에게 보다 저렴
한 의약품을 처방한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환자의 80%에게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처방하였다.

4. 수요자 만족도 평가
네덜란드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0점(매
우 나쁨)부터 10점(매우 우수)으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2005년보
다 2008년에 7점 이상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0~6점

7~8점

9~10점

2005

9.5%

65.7%

24.8%

2006

10.2%

64.4%

25.5%

2007

8.4%

62.9%

28.7%

2008

9.1%

64.7%

26.2%

주: 0점(매우 나쁨)~10점(매우 우수)
자료: Damman et al. 2006; De Boer et al. 2007; Hendriks et al. 2005; Reitsma-van
Rooijen et al. 2008

<표 3-1-8>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만족도의 국가간 비교

단위: %

네덜란드

독일

영국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작동한다

42%

20%

26%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49%

51%

57%

완전히 다시 구축해야 한다

9%

27%

15%

자료: Grol and Fab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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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의 국가간 비교에 있어서, 네덜란드가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소결
네덜란드의 의료개혁은 최근에 단행되었고 규제된 경쟁체계로 발
전하고 있다. 개혁의 주 목표는 보건의료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좀 더
중심적 역할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 이의 성과는 시간과 인내심이
수반된다. 현재, 의료보험사는 보험정책의 가격과 서비스 비용에 대
한 경쟁에서 아직은 제한적이며, 의료의 질이 구매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직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의료의 질, 환자의 치료결
과에 대한 정보도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체계는 다른 서유럽국가들의 주요한 지표와
비교하여 의료서비스 질과 효율성에서 평균적인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개혁을 통하여 수요에 기반한 의료서비스를
만들고 보건의료체계 내에 효율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시점에서 2006년의 개혁결과로 효율성
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른 시기인 것
같다.
다만,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에게 가격과 서비스 질에
대한 지속적으로 개선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의료의 질적 측면이
관찰가능하고 측정가능할 수 있어야하며, GP 및 병원에 대한 가격
체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Schäfer 2010). 그리고 보험사는
공급자를 위한 협상의 여지가 확대되어야 하며 협상과정이 합리적이고
단기간이 이루어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Schäf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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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료보장

❘제1절❘ 일반적 특성
네덜란드(Kingdom of the Netherlands)는 영국과 같은 입헌군주제
국가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면적은 41,526㎢로 남한의 약 40% 정도
이다. 정부는 내각책임제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12개의 주(province)
와 467개의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로 구성되어있다. 의회는 상
원(the First Chamber) 및 하원(the Second Chamber)의 양원제이며
하원만이 단독 법률안 발의 · 수정권을 보유하여 상원보다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주요 정당으로는 온건중도파인 기독민주당
(CDA:Christian Democratic Appeal), 중도좌파인 노동당(PvdA:Labour
Party), 우파인 자유민주당(VVD:The People's Party for Freedom and
Democracy), 사회당(SP:the Socialist Party)이있으며 이 밖에도 자유
당(PVV:Party for Freedom), 기독교 연합(Christian Union), 민주
66(Democrats 66), ToN(Proud of the Netherlands)당 등이 있다.
경제력 규모를 보면 2010년 기준 전체 GDP규모는 705.6억 달러
(US$)이며, 국민 1인당 GDP는 42,255달러(US$)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는 세계 8위의 수출 강대국인 반면 무역의존도가 높아
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쉽다는 취약점도 지니고 있다.
인구현황을 보면 2011년 9월 기준 16,693,035명의 인구가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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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약 80%정도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2008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15%정도이며 이는 OECD 34개국 평균
인 14.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그림 3-2-1] 참조).
[그림 3-2-1] 65세 이상 인구비율
단위: %

자료: OECD Factbook 2011-2012.

❘제2절❘ 보건의료 개요
네덜란드의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3-2-2]
에서 제시되었듯이 2009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12.0%이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인 9.5%
보다 높으며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규모가 17.4%인 미국 다음
으로 높다. 이를 국민 1인당 의료비지출규모로 살펴보면 1인당 국민
의료비 지출 수준은 2009년 기준 4,914달러(US$)로 나타나 OECD
평균인 3,223달러(US$)에 비해 높으며 OECD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OECD국가의 의료비재원 중 대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조달
되는데 네덜란드의 경우 역시 2009년의 경우 84.7% 가량이 공공재
원에서 조달되었으며 이는 OECD평균인 71.9%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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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2009년)
단위: GDP 대비 %

공공부문

사적부문

자료: OECD Health Data 2011.

평균수명정도를 살펴보면 2009년 네덜란드 국민의 평균수명은
80.6년으로 OECD평균인 79.5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
아 사망률은 1000명당 3.8명으로 OECD평균인 4.4명보다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수명의 차이가 지역에 따라 크게 나타나는
데 건강상태가 양호한 지역과 취약한 지역의 평균 수명 차이는 약
15년에 달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of
Netherland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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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2009년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

공공부문

단위: us 달러

사적부문

자료: OECD Health Data 2011.
주: 1) 네덜란드의 경우, 보건의료 투자에 대한 공적 지출과 사적 지출 비중을
정확하게 구별해 내기가 힘듦.
2) 벨기에의 국민의료비 지출은 보건의료 투자비가 제외됨.

네덜란드 보건의료 특징으로 주치의 제도(General Practitioner,
GP)를 들 수 있다. 이는 일차의료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전체 보건의
료의 약 95%를 담당하며 문지기 기능(Gatekeeper)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네덜란드와 한국의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비교, 정리해
보면 <표 3-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009년 네덜란드 병원의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4.7병상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총
병상수 5.1병상보다 0.5병상 적으며, 병원 급성기의료병상수는 3.1병
상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병상수 3.5보다 0.4병상이 적은 수준
이다. 2008년 기준 네덜란드 활동간호사의 수는 인구 1,000명당 8.4
명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활동간호사 수인 4.5명보다는 대략 2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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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인 9.1명보다는 다소 작은 편이다.
최신 의료기술인 CT, MRI 확산은 OECD 회원국가의 의료비 증가
의 주요 요인들 중 하나이며, 이들 장비는 광범위한 질병을 진단하
는데 이용되는데 2009년 네덜란드의 CT(전산화단층촬열) 스캐너 보
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11.3대로 OECD 평균 보유 대수 22.5대
보다 작으며, MRI(단층공명영상)의 보유 대수는 11.0대로 OECD 평
균 보유 대수 12.3대보다 다소 적은 수준이다.
<표 3-2-1> 한국과 네덜란드 보건의료자원 현황
단위: 개, 명
비고(단위)

국가
2004년
2009년
네덜란드
4.5
4.7
병원 총 병상수
한국
5.4
8.3
(병상수/인구 1,000명당)
1
OECD 평균 (32)
5.4
5.1
네덜란드
2.9
3.1
병원 급성기의료병상수
한국
4.4
5.5
(병상수/인구 1,000명당)
2
OECD 평균 (31)
3.8
3.5
네덜란드
8.1
8.4(2008년)
활동 간호사
한국
3.8
4.5
(명/인구 1,000명당)
3
OECD 평균 (24)
8.5
9.1
네덜란드
7.1
11.3
CT(전산화단층촬영)스캐너
한국
31.5
37.1
(수/인구 1,000,000명)
4
OECD 평균 (27)
18.8
22.5
네덜란드
6.2
11.0
MRI(자기공명영상)장비
한국
11.1
19.0
(수/인구 1,000,000명)
5
OECD 평균 (25)
9.0
12.3
네덜란드
9.8
9.9
의대 졸업자
한국
8.7
8.8
(수/인구 1,000,000명)
6
OECD 평균 (32)
9.2
9.9
주: 1) 평균은 2004, 2009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자료로
구성되었음.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제외
2) 평균은 2004, 2009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자료로
구성되었음. 칠레,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제외
3) 평균은 2004, 2009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자료로
구성되었음. 벨기에, 칠레,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터키, 미국 제외
4) 평균은 2004, 2009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자료로
구성되었음. 벨기에, 칠레,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제외
5) 평균은 2004, 2009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자료로
구성되었음. 벨기에, 칠레, 독일,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제외
6) 평균은 2004, 2009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자료로
구성되었음. 룩셈부르크, 멕시코 제외
자료: OECD Health Data 2011.

297

29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제3절❘ 의료보험 제도
1. 2006년 개혁 이전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방식의 의료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보험자형태로 운영되며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국가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인데 반해, 네덜란드의
경우는 다보험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이전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3개의 영역(compartment)으로 구분
되어 운영되었다. 제1영역(first compartment)은 장기요양과 치료에
대한 특별의료비보험(AWBZ: Exceptional Medical Expenses)으로 장
기(long-term)요양환자, 정신질환자나 중증고액(catastrophic)급여환자
및 무보험자 등의 의료를 보장하는 영역이다. 네덜란드의 모든 거주
자가 강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으로 의료비 지출의 약 44%가 제
1영역 특별의료비보험에서 지출되었다. 제1영역에서의 재원은 보험
료, 본인부담금, 정부보조금으로 조달되며 주요 재원은 보험료이다.
보험료는 매년 정부에서 결정하며 소득에 기초(소득의 13.25%)하여
세금과 같이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며 사용주의 부담금은 없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이나
연령 및 동거가족 수에 의해 차이가 있었으며 정부보조금은 재정상
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매년 결정하였다. 제1영역의 특별의료비법에
의한 급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제2영역(Second compartment)은 일반건강보험(ZVW)으로 소득수
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공보험과 자발적인 가입의
민간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1인당 연간 소득이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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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약 5,214만 원)이하 소득계층인 국민이 공보험 가입자이며 전
체 가입자중 67%정도를 차지하였다. 1인당 연소득 33,000유로 이상
의 소득자는 민간보험가입자로써 전체 가입자중 33%정도였다. 공보
험의 보험료는 정률과 정액보험료로 나뉘는데 소득을 기반으로 책
정되는 정률보험료의 경우 사용주가 6.75%, 근로자가 1.25%을 부담
하며, 정액보험료 책정 시에는 피부양자 수가 고려되며 평균적으로
연간 1인당 320유로(505.600원)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는 위험균등화를 통해 질병금고별로 할당되는 방식이었다.
민간보험에서는 위험률과 연령별 부과금을 종합하여 개인별로 보험
료가 차등 적용되어 운영되었다. 공보험 가입자와 민간보험 가입자
는 제1영역의 특별의료비보험(AWBZ)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공
보험과 민간보험 영역에서 의약품 급여 및 진료대기시간 등에 있어
서는 가입자간 다소 차별이 존재하는 불편이 존재하였다.
네덜란드 건강보험에 있어서 제3영역은 제1영역, 제2영역에서 포
함되지 않는 사치적 입원시설(luxury hotel service), 성인의 일부 치
과 진료, 성형, 장기적인 물리치료, 대체의학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보충형 민간보험(Supplementary)이었다. 자율적인 가입
을 기반으로 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었으며 제3
영역의 보충보험은 위험률에 기초한 기여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003년도에 대부분의 치과진료와 물리치료가 기본 급
여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 부분을 보장받기 위해 민간건강보험에 가
입하기 시작했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90%이상이 이 보충
적 민간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험료가 소액이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이었다. 급
여 범위와 보험료 수준은 보장내용, 보장범위, 건강상태에 따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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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보험자가 결정하며,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일반적인 관리감독기
준을 담당하였으며 다른 별로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2006년 이
전의 보충보험은 보충적으로 치과보험, 물리치료, 안경, 상급병실료,
보철, 보청기, 선택진료, 의약품, 외국에서의 진료비용을 보장하는
방식이었다.

2. 2006년 개혁 후의 신 건강보험 제도
가. 개혁의 배경
2006년에 이루어진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태동과 주요 개혁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까지
네덜란드 건강보험 제2영역은 소득수준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었다.
즉, 일정소득이하의 사람들을 위한 공보험과 소득 상한선 이상의 사
람들을 위한 임의가입 민간보험형태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유지하
고 있었다. 이러한 공·사보험이 분리된 체계로 운영되다보니 민간보
험에서 과거병력, 피부양자수, 소득, 영주권, 시민권 소지 여부에 따
른 보험종류와 보험료 차이로 인한 불평등이 지속되었고, 저소득 가
입자의 경우 저보장성에 대한 불만과 소득상한선 초과가입자의 경
우 역진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민간보험사가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가입을 기피하거나 가
입을 허용하더라도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
였고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무보험자 비율(총 인구의 2%)이
증가하였다. 또한 공보험 가입자의 보험자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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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사이에 경쟁을 유인할 동기가 불필요했으며 의료공급자들에
게도 업무 효율화에 대한 동기 부족 등 의료비를 절감해야 할 인센
티브가 부재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 및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다. 네덜란드 GDP 대
비 국민의료비는 1980년대 7.5%수준에서 1990년대 8.0%, 2006년엔
9.2%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비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자측면에서는 만성적
인 대기 시간이 문제가 되었다. 대기 시간은 전문의 진료, 선택적 수
술 등의 급성기 진료뿐만 아니라 노인 장기요양시설 등에서도 제기
되기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부인과 진료의 경우 51일, 안과는 88
일, 일반외과는 59일 정도를 평균 대기시간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심장수술의 경우는 매년 약 100명 정도가 대기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혁의 과정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이지만 정부는 건강
보험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6
년 개혁의 중요한 근거가 된 법, 정책 및 자문보고로는 1987년
Dekker 위원회 보고서, 1988년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들 수 있다. 또한 1987년의 Dekker 위원회의 제안을 골자로 한 1990
년 사이몬의 계획(Simons Plan)이 개혁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먼저, Dekker위원회의 개혁논의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 째로, 건강보험의 재원조달을 단일화하고 전 국민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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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향상시킨다.
두 번째로, 가입자의 선택권보장, 보험자(건강보험조합)와 공급자에
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마지막
으로, 보건의료 관리체계를 국가에 의한 통제나 규제 중심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방식
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사이몬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당
시 제공되던 급여의 85%를 보장하는 법정급여를 제공하고, 건강보
험자간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였다.
건강보험 개혁과정은 개혁관련 보고서를 채택한 후 2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네덜란드 건강보험 제도분야에서는 1990년
대부터 이미 위험균등화, 정액보험료, 의료기관 계약 및 보험자 선
택에서 개혁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여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개혁내용의 기본 틀은 유지된 상태에서 변화를 추구한 점을 특징으
로 들 수 있다.

다. 개혁의 주요 내용
[그림3-2-4]는 2006년 개혁을 기준으로 변화된 건강보험구조를 나
타내고 있다. 주요 개혁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사회보험(1천만명)과
공직자 건강보험(90만명)을 포함한 질병기금과 민영 건강보험(490
만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구조가 사회건강보험(Social-Private
Insurance)(1,600만명)으로 단일화되어 운영되는 형태로 개혁되었는
데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사회보험성격을 나타내
고 있다. 즉, 민간 보험형태로 운영되지만 전국민이 가입되며, 국가
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사회민간보험(Social-Private Insurance) 형식

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으로 변화되었다. 제도적으로는 주로 제2영역에서 이루어진 민영보
험으로의 운영체계 통합이 이루어졌고 정부주도형에서 보험자, 공
급자 환자주도형으로 전환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4] 2006년 개혁 전·후 네덜란드 건강보험구조

제1영역

제2영역

2006년 개혁전

2006년 개혁후

고액진료비 지출에 대비한
국민건강보험
(전국민 강제가입)

고액진료비 지출에 대비한
국민건강보험
(전국민 강제가입)

질병기금
(일정소득
미만 강제가입)

제3영역

민간건강보험
(대부분
임의가입)

⇒

사회민간보험
(Social-Private Insurance)
(전국민 강제가입)

보충형건강보험
(선택)

보충형건강보험
(선택)

자료: 네덜란드 신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 1월.

<표 3-2-2> 개혁 전·후 건강보험제도 비교
내용

적용대상
보험료

2006년 이전

신건강보험

공보험

민간보험

사회민간보험

▪일정 소득 이하인 자
▪의무가입
▪총 인구의 약 70%

▪일정 소득 이상인 자
▪자발적 가입
▪총 인구의 약 30%

▪전 국민 의무 가입

▪정액보험료(85%)
▪정률보험료(15%)

▪가입 상품별 차등

▪정액보험료(50%)
▪정률보험료(50%)

급여

표준화

개별화

표준화

현물급여/상환

현물급여

상환방식

혼합

일정액공제

없음

있음

있음

집단 계약

없음

있음

있음

자료: 이건세, Dutch Health Care Reform 발표자료, 2008(재인용).

네덜란드의 개혁으로 인한 민간보험사에 의한 관리경쟁체계라는
점과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는 미국의 HMO관계와 유사하지만, 자
유로운 경쟁체계이고 임의가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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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사회연대의 이념에 입각해 국가에 의한 관리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전인구가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혁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제한된 경쟁체계(managed competition)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 이전에 나타나던 소득상한제
로 인한 보험료 형평성 문제나 강한 공급통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가 민간보험정책을 엄격히 규제하는 정부주도
의 제한 경쟁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잠재적인 시장실패를 통
제하고, 질, 접근성, 비용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고 제시하며, 가입자
는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질을 감시하면서 의료선호
도를 보험자에게 알리는 등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을 책임지
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의료공급자는 양질의 의료와 효
율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보험자는 최상의 의료
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점도 개혁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험자는 가입자를 최대한 확보
하기위해 경쟁하고 의료공급자와의 수가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계약을 통해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
시킨 것이다.

3.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가. 재원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재원확보는 [그림 3-2-5]를 통해 그 흐름을
이해 할 수 있다. 재원은 사용자와 정부, 보험가입자가 나누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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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모든 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한 지불능력에 따라 보험료
를 지불한다. 소득비례로 부과된 정률보험료 50%와 정부기금 5%가
중앙기금으로 조성되는데 이 기금은 위험균등화(Risk Equlization)
작업을 거쳐 보험자에 배분된다. 이러한 위험균등화기금은 위험선
택으로 인한 가입자 차별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고위험환자에 대
한 보험자의 위험부담을 상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보험가입자는
기본보험의 정액보험료를 민영보험사에 납부하는데 이는 약 재원의
45%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 재원은 소득부담금(50%), 정부출연기
금(5%), 정액보험료(45%)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5] 개혁 이후 신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자료: 황라일, 고민정, 김진수, 건강보험포럼, 2008.

재원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득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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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순소득을 기반으로 정률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국세청에 의해 징
수된다(근로자 3.25%, 사용자 3.25%, 자영자 4.4%). 소득부담금의
소득상한선은 2006년 기준 연간 30.015유로이며, 이 금액 중 근로자
와 사용자는 각각 3.25%인 975유로까지를(근로자와 사용자는 총합
연간최대 1,950유로임), 자영자와 연급수급자는 4.4%인 1,320유로까
지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갹출된 소득관련부담금은 정부 출연기금
과 의료보험기금(Health Care Insurance Fund)으로 조성하여 위험균
등화 작업을 통해 위험정도에 따라서 보험자에게 지급된다.
다음으로 정부출연기금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국세청을 통해 세금
공제의 형태로 보건의료수당의 지급하는데 인구의 38%정도가 포함
된다. 또한 정부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액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3-2-6] 건강보험 재정 흐름도(2011년 기준)

자료: 독일·네덜란드·벨기에 출장 결과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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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1인당 정액보험료를 민영보험자에 매달 납부하는데 총
재원의 4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직접 보험자에게 정
액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
다. 단, 보험료를 산정할 시 다른 보험상품일 경우 차등적으로 보험
료를 부가할 수 있으나, 같은 보험상품일 경우 가입자의 개인적 특
성(연령, 질병력 등)에는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나. 보험료 부과
2006년 건강보험 개혁을 거치면서 이원화되어 있던 부과체계는
단일화되었으며, 보험료는 소득기반 정률보험료와 정액보험료로 구
분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률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
로 부과되며, 확보된 재원은 가입자의 위험 균등화(risk equalization)
지수에 따라 보험자에 분배되며 이렇게 보험자에 지급된 진료비는
다시 의료기관으로 지급된다. 다음으로 정액보험료는 의료비를 효
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가입자가 민영보험사에 매달
직접 납입하고 있다.
2008년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매년 진료비 중 150유로까지는 일
정공제액(obligatory deductible)을 지불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선택한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액을 지불(voluntary deductible)해야 하는데 가
입자는 일정공제액 650유로까지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
하다 정액보험료는 일정공제액이 높을수록 낮아지는데, 국민의 약
95% 가량이 150유로의 일정공제액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일정공제액이 150유로일 경우 연간 평균 보험료는 약
1,105유로(1,745,900원)정도이며, 일정공제액이 650유로일 경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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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평균 보험료는 약 899유로(1,420,420원)수준이다.
<표 3-2-3> 일정공제액에 따른 보험료

단위: 유로
일정공제액

€ 150

€ 650

보험료 최소금액

€ 936

€ 684

보험료 최대금액

€ 1,164

€ 1,020

평균 보험료

€ 1,105

€ 899

자료: 네덜란드의 신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 5월.

기본보험료의 경우 국가 개인 대부분이 거의 동일한 기본보험료
를 지불하고 있다. 기본보험료는 보험회사에게 경쟁을 유도하는 인
센티브로 작용하고,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의료비지출을
하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기본보험료는 개별 보험회사가
책정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는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보험상품일 경우 같은 보험료가 책정된다.

다. 보험자의 역할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기시간, 의료
수가, 진료항목 및 진료기관 등에 대해 계약하며 보험수가의 경우
의료공급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진료수가에 대한 범위
역시 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는데 병원의 경우 앞으로 DTC38) 가격
의 90%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민간보험회사가 병원을 선택
하여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협소하거나 협상력
38) DTC는 네덜란드형 DRG라고 할 수 있는데 진단 및 치료의 조합으로 구성된 사례중
심(case-based) 지불체계로써 치료(treatment)별로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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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약한 병원은 퇴출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해 네
덜란드 정부는 보건부나 의료감독기관, Counterfraud Agency 등의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계약절차 중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성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
민간보험사와 의료공급자는 급여내용 등에 대해 협상하여 조정하
는데, 보통 일반개원의와는 인두제 가격, 상담료 등을 계약하며, 병
원과는 대기시간, 서비스 내용, 가격 등을 계약한다. 보험자는 의료
비를 절감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며, 만성질
환자에게 생활습관 개선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예
를 들어, 만성질환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행 및 심장병환자를 위한
건강식품 할인 쿠폰 등을 들 수 있다.

라. 급여의 형태
급여는 현물급여(in-kind), 현금방식(reimbursement), 혼합방식(Mix)
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현물급여는 의료사용자가 가입한 보험
사와 계약한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별도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않는데 이는 전체 계약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현금
방식은 환자가 선택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직접 지불한
뒤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전체 계약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혼합방식은 위 방식들인 현물급여와, 현
금방식의 혼합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병원을 이용할 때에만 진료
비의 100%를 환급받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병원을 이용할 경
우 100%를 보상받을 수 없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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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진료비 지불제도
진료비 지불제도는 일반의 진료의 경우 인두세를 적용하며, 일부
부가서비스나 전문간호사 서비스에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병원의 경우엔 총액예산제가 적용되는데 진료 행위에 대해서
는 포괄수가제 형태인 DTC(Diagnostic Treatment Combination)로 지
불된다.

바. 전달체계
한국의 경우, 의료 사용자는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환자의 입내원일수나 진료내용에 관해 보험자가 통제 할 만
한 규정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부 대학병원 이용 시에만 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의원급은 주
치의제 운영으로 환자가 등록한 주치의로부터 1차 진료서비스를 제
공받고 주치의의 진료의뢰서가 없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치의 및 병원 전문의 진료를 하기까지 상
당한 진료 대기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사. 위험균등화 제도
네덜란드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위험균등화 제도
로서 위험균등화 제도는 가입개방으로 인한 보험자의 불공평한 위
험부담(특히,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재정적인 위험으로
부터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보험자가 가입자의 위험도에
따라 선별하려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위험균등화 작
업을 거쳐 개인의 위험도를 산출해내고 이를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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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보전해주는데 아래 [그림 3-2-7]은 이러한 위험균등화 작업
을 통한 위험보정 후 지불액을 산출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금고는 가입자의 성별, 연령, 주거지역,
고용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투약이나 질병 등을 고려한 위험균등화
작업을 통하여 위험보정을 거친 지불액을 각각의 대상자가 가입한
민영보험사에게 지불하고 있다. 예를 들어 40대 여성이 속한 민영보
험사에게는 4,307유로를 추가로 지급하며, 38세 남성이 가입한 민영
보험사에 563유로를 삭감하여 지급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민
영보험사는 할당된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예방 및 관리효율화를 달성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3-2-7] 위험균등화 작업을 통한 위험보정 사례
단위: 유로 1년/연

주: PCG＊: Pharma Cost Group, DCG＊＊: Diagnosis Cost Group.
자료: 네덜란드 출장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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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환급제도 운영(No Claim Bonus)
네덜란드 정부는 2005년부터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효과적
으로 감소시키고자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5년도
기준 연간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 최대 255유로까지 환급받을
수 있었고 연간 의료이용량이 255유로 이하일 경우에는 정액보험
료를 일부 상환받을 수 있었다. 2005년 당시엔 질병급고 가입자만
환급제도 대상이 되었으며 1차 의료서비스 저비용에 대해 약 400만
명이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 중 53%는 무청구
보상을 받았으며 18.5%는 전액을 상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6
년도엔 기본건강보험 가입자 중 18세 이상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의료이용이 250유로 이하일 경우 일부를 상환하였다. 그러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불형평성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08년도부터 폐지되었다.

4. 의료보장제도의 평가
가. 긍정적 측면
1) 가입자의 선택권 강화 및 영향력 향상
네덜란드 의료보험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보험회사
의 진출을 통하여 의료보험 시장을 창출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 선
택의 폭이 넓어짐과 동시에 고객유치를 위한 비영리 질병금고와의
경쟁이 촉발되었다. 제도 운용에 있어 보험자 변경자유 등의 가입자
선택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네덜란드 국민의 활발한
보험자 변경은 선택권 보장에 의한 혜택이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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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네덜란드 국민은 정액 보험료가 연간 € 10만 저렴하여도 보
험자를 변경한다고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보험체계 변
경이전인 2005년 보험자 변경비율은 2~3%였던 반면, 변경 첫해
18%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07년 4.5%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2006년 1월부터 제도개혁 후 4개월 동안 보험자
변경비율은 2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였으며, 기존 공적건강보험
가입자의 16%와 기존 민간건강보험 가입자의 24%가 보험자 변경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변경비율은 10%에서 안정될 것
으로 예상된다(Jorine Muiser 2007).
또한 집단계약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를 통해 최대 10% 까지 보
험료 절감이 가능해 졌다. 단체협상을 통한 가입자의 보험료 조정
기능은 정부와 더불어 보험자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를 가져왔다.
또한, 집단계약은 가입자 단체의 다변화를 가져왔는데 만성질환별
환우회, 각종 동호회, 운동 모임, 비흡연자 단체, 채식주의자 단체
등의 가입자 모임이 생겨났으며, 그 가운데 환자단체가 강한 영향력
을 가지게 되었다. 만성질환별 환우회의 집단 계약 시 이들의 보험
상품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자가 만성질환 관리프로
그램 개발을 확대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전체 보험계
약 가운데 집단계약의 비율은 2005년 30% 미만에서 2006년 44%,
2007년 57%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 보험자의 협상력 강화 및 의료기관 통제
보험사는 모든 의료서비스제공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이
후보 가운데 최상의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해 계약할 수 있으며, 서비
스의 가격, 내용, 및 서비스 조직 등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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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설정 할 수 있다.
3) 재정 안정화(보험료 인하효과)
2006년 기준으로 개혁이후 세금과 보험료를 약 10억 유로 정도
적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입자들은 이익집단을 형성해 단
체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어 당초 보험료 예상치 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대비 실제
보험료는 2006년 -7%(76유로 감소), 2007년 -2%(18유로 감소),
2008년 -1%(10유로 감소) 로 나타났다.
4) 국민만족도
네덜란드의 국민만족도 평가는 정부지원으로 시민단체에서 실시
하고 있으며, 개혁 이후 단기적 평가에서 선택 자율성 보장, 보험료
수준, 의료의 질 등의 국민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
를 들어, 두 영역의 기존 공보험 가입자들의 정액보험료(2005년
320유로에서 2006년 1,038유로) 부담은 증가하였으나, 정률보험료
(1.25% 경감) 부담은 감소하여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시간 등 일부 존재하였던 차별은 시정된 것
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제도 시행이후 결과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
체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기관 정보제공
국민의 가입개방으로 보험자들은 질과 비용 측면 모두에서 의료
공급자들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료서
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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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수 발표, 이메일 질문에 대한 응답시간, 상위 10개 보험사 발
표 등을 들 수 있다.
6) 가입자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보험자의 역할 증대
위험균등화 단계를 거쳐 보험사로 지급되는 기금은 보험자에겐
이익 창출을 위한 기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사는 위험도
가 높은 만성질환자의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에 노력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보험자는 만성
질환자의 생활습관 개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
고 있다.

나. 부정적 측면
1) 무보험자 발생 및 체납자 문제
건강보험 신개혁 이후 모든 국민의 가입이 원칙이나 여전히 약
28만명 정도의 무보험자가 존재하는데 이 중 불법 이민자들이 다수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의체납자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
기금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수혜자에게 계약정지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130%의 벌금을 징수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으며, 보
험자 역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에게 소송하고 다른 보험자로
변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5년 이상 체납자의 경우 보험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
결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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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공급자의 불만
보험자는 의료공급자와의 계약과정에서 오는 규제나 통제 강화와
수가 인하로 인해 의료공급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3) 관리운영비의 증가
보험자는 효율적인 의료제공자와 계약을 하고자 함에 있어 전산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등 제도의 규제와 계약에서 오는 관리비용의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관리비용 등의 상한이 규정되
어 있지 않으며 연간 관련 광고비가 7천만 유로에 이르고 있다. 보
험사별로 관리비용은 대략 5~10% 수준인데 보험사별로 변동폭의
차이가 있다. 위험균등화 정책 시 고려되는 질환이 많을수록 관리운
영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는 이렇게 보험금을 차등 지급
함으로써 인센티브 기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진료대기시간 문제
개혁 전 문제가 제기되던 진료대기 시간 역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긴 진료대기시간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나
타나고 있다.
5) 정액보험료 인상문제
2007년의 기본 보험료는 2006에 비해 약 8% 증가하였고 2008년
도에는 Central Planning Office(CPB)는 기본형 보험료를 10~12% 인
상시키기로 한 바가 있다. 네덜란드의료감독기관은 지속적인 고령
화와 가입자의 고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의료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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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료 인상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실제 보건의료비가 소비자에게 완전히 공개되
지 않고, 보험자의 관리비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의료공급자와의 협상을 통해 보험료를 낮게 유지
하고자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정문제로 연결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5. 시사점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신건강보험제도 개혁은 비효율적인 의료
보험료 감소 등을 통한 재정적인 안정화 추구,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국민만족도 향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
도와 관련해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네덜란드
는 2006년 1월 Dekker 의료개혁위원회의 개정안을 골자로 하여 기
존의 공적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을 통합하여 민간보험사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로 개혁하였다. 그러나 민간건강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성, 접근성이나 역선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
부는 철저히 관리된 경쟁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러한
점은 건강보험이 단일보험자에 의한 공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 본부 간 제한된 경쟁체계를 운영하고 유도함으로
써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네덜란드 건강보험제도에서는 필수적인 급여에 대해서는 국가차
원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전국민이 가입의 의무를 지님으로써 본인
부담이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기본적 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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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분하게 마련된 상태에서 개인별 특성에 부합하게끔 보험상품
을 다양화하여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게 함으로써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는 대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 민간보험회사는 효율적인 의료공급자를 선택하여 계약
할 수 있으며 의료수가 등을 의료공급자와 협상하여 체결할 수 있
다. 이것은 의료공급자간 적절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비효
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의료비를 절감을
위해 보험자는 가입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의료
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사례관리 프
로그램을 보다 발전시키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선택적 주치의 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이다.
의료기관간 적절한 경쟁 방안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
해선 우선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표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보험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정
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객관적인 지표로 성
과평가를 측정하고, 좋은 성과평가를 얻은 의료기관에게는 긍정적
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 건강보험 재정은 정액보험료와 정률보험료로 나누어져
충당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된 재정 체계가 마련되고 있
다.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선 보험사나 의료공급자뿐만 아니
라 의료소비자들로 하여금 비효율적인 의료비 비용을 억제 시킬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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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1절❘ 네덜란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구조
네덜란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시
기적으로 가장 빠른 1968년에 실시되었다.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
든 사람들은 장기요양급여인 특별의료비보장제도(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 Exceptional Medical Expenses Act: AWBZ)
하에 보장을 받게 되는데, 노인뿐 아니라 고액의 본인부담이 소요되
어 민간시장의 보험을 이용할 수 없는 만성질환자도 포함된다.
AWBZ는 신체수발서비스(personal care), 간호서비스(nursing care),
지원서비스(assistance), 치료서비스(treatment), 일시적 시설거주 서
비스(stay in an institution)의 서비스 패키지를 보장해 주고 있다. 과
거의 지원서비스(assistance)는 외출하거나 쇼핑이나 교회에 나가는
등의 사회참여를 개선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의 지원서비스(assistance)
는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사도
움서비스(domestic help)가 AWBZ에서 제공되다가 2007년에 Wmo
(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 Law on Social Support)로 이
전되어 지역단위에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아래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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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에서와 같이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는 6가지 유형으로 제공되
고 있다. 여기에서 임시거주 서비스 이용자를 제외하고 현물급여 또
는 현금급여(또는 두가지 조합)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표 3-3-1> AWBZ에서 보장하는 서비스의 기능별 분류
구체적인 예시
신체수발 서비스
(personal care)

목욕하기, 옷입기, 면도하기, 화장하기, 화장실가기, 식사 등에 대한 수발

간호 서비스
(nursing)

상처 드레싱, 질환관리에 관한 조언, 주사놓기, 스스로 주사놓는 방법
보여주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supportive guidance)

일정계획 및 관리 도움, 주간보호, 주간활동제공

생활개선 지원 서비스
(activating guidance)

행동적 또는 정신적 문제가 있을 경우 새로운 행동 유형을 알려주거나
바로잡아주기 위한 도움

치료 서비스
(treatment)
임시거주 서비스
(Accommodation)

불안정 상태 또는 정신적 문제와 연계한 치료
독립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요양시설을 제공

AWBZ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는 모든 국민을 대
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포괄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예
산 내에서 AWBZ 지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신 정부가 출
범할 때마다 다음 4년동안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와 신 정부의 정책
내용을 포함하여 AWBZ 지출에 필요한 예산을 예측한다. 네덜란드
의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s: VWS)는 소요
지출이 예산범위 내에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법 또는 공급자에게 지출하는
급여를 삭감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정부는 의회에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비용억제조치가 지나치게 불
이익을 초래한다는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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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o는 보험체계 내에 있는 것이라, 사회서비스 공급과 관련이
있다. 사회서비스는 가용재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역 위
원회(local council)는 목적세 형태의 예산이 아닌 일반세 형태의 예
산을 받게 된다. 개인들의 사회참여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 가구 운영
∎ 거주지 내외부의 이동
∎ 교통수단을 활용한 지역내외 이동
∎ 외부 사람과의 교류, 사회관계 유지
네덜란드 중앙정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책임
을 맡고 있으며,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건들을 만들
어가야한다. 일반적인 시스템 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있
다면, 민간의료공급자는 미시적 수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Dutch Healthcare Inspectorate(IGZ)는 서비스의 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요구에 순응하는 지도 감독하고 있다. 그리로
Dutch Healthcare Authority(NZa)는 장기요양의 일부인 시장 기능을
감시감독한다.
AWBZ가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기본 철학은 네덜
란드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필수 의료에 대한 고비용에 대
해서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인들에게는 본인부담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과부담 지
출이나 민간부담으로 설정된 서비스에 대해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한편, Wmo는 다소 다른 철학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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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사회적 지원(예를 들어, 비공식적 돌봄)에 대해 개인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지역위원회에 지
원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지역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
해 나가게 된다.
아래의 [그림 3-3-1]은 AWBZ에 대한 급여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3-1] 특별의료비보장제도(AWBZ)의 구조

potential client
concession of
the government
assessment:
CIZ

mandate of health
insurers

regional care office

personal budget

care in kind

long-term care
provider
자료: Mot E et al., 2010

2. 등급판정(Assessment of needs)
AWBZ 서비스 요청에 따른 등급판정은 CIZ(Centrum Indicatiestelling
Zorg; Centre for Care Assessment)라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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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CIZ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의사결
정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독립적이고, 객관
적이며 통합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의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있을 경우 AWBZ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39).
– 신체적, 노인성치매 또는 정신질환
– 지적, 신체적, 감각기관 장애
평가절차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CIZ는 한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AWBZ가 제공하는
신체수발서비스, 간호서비스, 지원서비스, 치료서비스, 일시적 시설
거주 서비스 각각에 대해 필요서비스 양이 결정된다.
AWBZ 인정자는 현물급여 또는 현금급여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현금급여는 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현금급여는 개인
계정(personal budget)의 형태로 제공된다.
CIZ는 깔때기 모형(funnel model)이라는 몇 단계로 구성되는 평가
모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CIZ는 AWBZ 인정자의 상
황을 분석한다. 단순히 정신이상 및 기능제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
라 개인이 활동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한다. 이러한 환경에는 생계,
복지, 돌봄, 노동, 교육을 위해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와
일상적인 돌봄과 비공식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를 고려한다.
정신이상 및 기능제한은 4점척도로 점수가 부여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CIZ는 서비스 대상자의 돌봄 문제가 가장 잘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 CIZ는 해결방식이 제한을 완화시
39) 과거에는 사회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도 AWBZ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부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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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한 문제인지, 환경을 보완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의료용구
활용에 관한 문제인지 등에 대한 개입유형을 찾을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 아래의 세 가지 방향을 점검한다.
– 일상적인 돌봄 여부
– AWBZ 서비스 이외의 다른 공공재원의 서비스 이용여부
–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 여부
[그림 3-3-2] CIZ의 평가를 위한 funnel model

자료: CIZ Indicatiewijzer, versie 1.0.

세 번째 단계에는 자발적 돌봄(voluntary care)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은 일상적인 돌봄(usual care)을 공급하게 되
지만 일상적 돌봄 이외의 것은 자발적이다. 다시 말해서, 일상적 돌
봄을 벗어나는 비공식 돌봄에 대해서는 AWBZ가 돌봄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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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게 된다. 급여자는 개인계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비공식
돌봄 서비스를 받고 지불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CIZ가 시설 돌봄 서비스나 재가돌봄서비스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시민들은 거주할 보호 환경이 필요할
때 CIZ는 시설 서비스로 결정하게 되며, 만약 시민들이 재가서비스
를 선호할 경우 이것이 비록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
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끝으로, 이러한 정교한 과정들은 Algemene Wet Bestuursrecht
(General Administrative Law Act)을 근거로 하여 의사결정하게 된다.

3. LTC 제공서비스 유형
네덜란드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는 크게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가정 내의 비공식 돌봄
∎ 가정 내의 공적 돌봄
∎ 시설 내의 공적 돌봄
네덜란드의 노인대상 비공식 돌봄은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할 경
우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돌봄 수요자대비 비공식 제공자 수는 2007년에 350만명이었고, 비
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해서 급여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계정으
로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예산으로 비공식 돌봄 뿐 아니라
전문적 돌봄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AWBZ로 커버되는 가정 내에서의 공적 돌봄 서비스는 지원서비
스, 신체수발서비스, 간호서비스, 치료서비스가 포함된다. Wm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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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 식사제공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및 교통서비스를 커버하고
있다.
시설돌봄서비스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이전에는 시설돌봄서비스가 간호
서비스(nursing home care)와 거주돌봄서비스(residential care)로 구
분되었다. 2009년부터 10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severityof-care packages(ZZPs; zorgzwaartepakketten)로 언급되고 있다. 이
패키지는 돌봄 기능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ZZP는 “sheltered living
with some assistance”(ZZP1)에서 “sheltered living with very intensive
care, because of specific disorders, with the emphasis on care and
nursing”(ZZP8)에 대한 범위에 이른다. 시설서비스 중에 숙박, 식사,
세탁 등이 AWBZ에 보함되지만, 거주자는 소득에 비례하여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본인부담형태는 충분한 지불능력을 보유한
노인들에게 부과된다.

4. 서비스 제공 조직 및 관리
장기요양제도의 전반적인 관리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게 되며, 서
비스 구매는 환자 개인이 개인 계정을 통해 구매를 하거나 지역사
무소(zorgkantoren) 환자를 위해 현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환자는 현물급여 또는 현금급여 중에 선택 가능하지만, 현금급
여는 현물급여보다 25% 적게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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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니터링과 질 관리
서비스 질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서비스 질에 대한 일차적 책
임은 공급자가 지니고 있고 Healthcare Inspectorate(IGZ)가 감독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서비스 질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법에서 직접 명
시하고 있다.
– Law on quality in care organisations(Kwaliteitswet zorginstellingen
KWZ);
– Law on professions in personal healthcare(Wet op de Beroepen
in de Individuele Gezondheidszorg; Wet BIG).
KWZ는 돌봄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 및 단체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가정간호, 병원뿐 아니라 심리치료사와 협력하는 그룹상담
(group practice) 등을 포함하여 기관 내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보
장하기 위한 질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매년 질관련 보고
서를 IGZ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09년 IGZ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재가돌봄서비스 공급자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언
급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모니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인 돌봄 전문가는 Wet BIG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는
다소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BIG 법안에서는 제공자(의사, 치과의
사, 약사, 임상심리치료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교육자격을 명시하
고 있으며, 제공자는 BIG에 등록해야 하지만, home-helper는 등록하
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등록명단에서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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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TC의 통합서비스
AWBZ에서 커버되는 서비스가 장기요양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다른 체계(the Health Insurance Act
ZVW, and the Wmo)로 규제되고 있다. Wmo는 주거환경 개선, 교
통, 식사제공, 청년문제(support for young people with problems), 비
공식돌봄 제공자 지원, 홈리스 지원, 학대여성, 약물중독자 치료 · 보
호소 등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하고 있다. AWBZ는 장기요양 뿐 아
니라 특정 치료서비스나 재활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
<표 3-3-2> LTC 통합

LTC

AWBZ

Wmo

ZVW

Assisstance
personal care
nursing care
treatment
stay in an institution

Home help

Some medical devices

Meals on wheels,
Home adjustment,
Transport

LTC 맥락에서의
사회서비스

non-LTC

자료: SER, 2008

Maternity care,
rehabilitation in a nursing
home or at home,
temporary care

Many social services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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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1. AWBZ
AWBZ 재정은 2007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GDP의 약 4%
(220억 유로)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을 위한 지출뿐 아니
라 임시적 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금액이다. 순수하게 노인들만을
위한 LTC 지출은 GDP의 2.5%보다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3-3-3> AWBZ 지출
단위: 백만 유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Mental healthcare

3,164.5

3,455.0

3,743.6

4,006.6

3,791.9

4,071.4

Care for the disabled

3,974.6

4,386.2

4,594.4

4,887.6

5,058.2

5,169.5

Nursing and care for elderly and
others
Other care
Other non-care AWBZ
expenditures
Total

9,847.5 10,855.8 11,164.5 11,394.4 11,914.3 11,178.3
291.7

128.0

133.7

125.7

339.2

255.9

1,137.3

1,459.6

1,636.2

1,740.2

1,713.4

1,811.0

18,415.6 20,284.6 21,272.4 22,154.5 22,817.0 22,486.1

자료: www.cvz.nl(2009.5)

AWBZ는 원칙적으로 사회 보험료와 본인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한
다. 그러나 AWBZ 보험료는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설
정되지 못하여 AWBZ 지출의 일부가 조세로 조달되고 있다. 2008
년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비례 보험금이 AWBZ의 전체 재원 중에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인부담은 9%, 조세는 2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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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AWBZ 재원(2008년)
단위: 백만유로, %
보험금

비 율

소득비례 보험료

13.1

68%

본인부담

1.7

9%

주정부 보조금(일반세)

4.96

24%

계

19.3

100%

자료: SER, 2008

AWBZ 보험료는 소득이 첫 번째 두 구간에 있을 경우, 소득의
12.15%를 보험료로 지불해야 하며, 저소득층에 있는 경우의 최대
본인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3-3-5> 조세 및 사회보험료(2009년)
단위: euro, %

Tax

AWBZ

AOW
(공적
연금)

ANW
(모성
세대주,
소년소녀
가장)

상위1구간: 17,878

2.35

12.15

17.9

1.1

6.9

2구간: 14,249

10.85

12.15

17.9

1.1

6.9

3구간: 22,649

42

4구간: open

52

ZVW
(의료)

ZVW
(flat rate)
1064

주: AWBZ(long-term care), AOW(public pension), ANW(benefits for widows and
orphans), ZVW(healthcare, 2009년 기준 소득에 대한 최대프리미엄=32,369euro)
자료: Centraal Economisch Plan, 2009

2. Wmo
지역위원회(local council)은 가사도움서비스(domestic help)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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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산을 받게 되는데 2007년도 예산은 12억 1,800만 유로이었다.
2007년에 약 1억 5천만 유로가 잉여금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는 다
른 목적으로 위해 자유롭게 활용되었다. 본인부담은 약 2억 1,400만
유로를 부과하여 home help를 위해 전체 14억 3,200만 유로를 사용
하였다.
지역위원회의 예산은 Social and Cultural Planning Bureau (SCP)
의 자문을 토대로 중앙정부에서 매년 결정한다. 이전연도(t-1기)의
서비스 양과 가격에 대해 조정하여 예산규모를 확정짓게 된다.

3. AWBZ와 Wmo의 비용 분담
AWBZ와 Wmo의 비용 분담(cost-sharing)은 시설서비스와 재가서
비스 간에 차이가 있다. 시설 외부에서 AWBZ 급여자는 시간당 돌
봄 서비스에 대해 12.60유로(최대)를 지불하는데, 이는 소득 뿐 아니
라 가구 내의 가구원 수, 65세 이상이 있는지 등으로 결정된다. 1인
거주 노인의 경우 연간소득이 14,1812유로 미만이면 4주당 비용분
담액 최대액은 17.20유로이며, 시간당 돌봄 가격보다 적은 금액이
다. 한편, 40,000유로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4주동안 최대
307.83유로를 분담해야 한다.
Wmo하에서 가사도움서비스(domestic help) 대한 비용 분담은 동
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역위원회는 비용분담 최대액이
AWBZ 최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위
원회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최대 비용분담액보다 낮을 수 있다.
시설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비용분담 수준이 있다.
낮은 비용분담은 처음 6개월 또는 특별 상황 하에 적용되는데,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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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유로에서 최대 741.20유로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5%
를 지급한다. 높은 본인부담 하에서는 최대 본인부담액인 매월
1,838.60유로이다.

❘제3절❘ 장기요양보험의 수요와 공급
Pommer et al.(2007)은 유럽국가들의 formal care와 informal care
의 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공적 돌봄
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비공식 돌봄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
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3] 유럽국가의 공적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

자료: Pommer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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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식 돌봄의 공급과 수요
가. 비공식 돌봄의 공급
2007년에 비공식 돌봄을 받은 사람 중에 절반 이상(57%)이 65세
이상(80세 이상 31%)이었으며, 돌봄을 받는 사람의 2/3가 여성(65%)
이었다. 다수의 비공식 돌봄은 자신의 가구 외부의 사람을 도았으
며, 40%는 부모 또는 시부모를 돌보았고 11%는 친구, 1/5는 파트너
를 돌보았다.
<표 3-3-6> 비공식 돌봄의 특성
단위: %
제공자
성
연령

39

48

여

61

52

18-34세

12

20

35-44세

20

22

45-54세

27

20

55-64세

24

18

65세 이상

17

19

좋음

81

83

나쁨

19

17

자신의 건강상태
가구 세대구성

18세 이상 인구

남

1인가구

21

23

성인2인(아이없음)

39

38

성인2인(아이있음)

35

35

한부모

5

4

자료: De Boer et al, 2009

나. 비공식 돌봄 수요
대부분의 연구들이 비공식 돌봄 제공자와 이들의 특성, 부담수준
에 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어 비공식 돌봄을 받는 사람의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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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SCP에 의하면 30세 이상
250,000명이 시설 이외에서 비공식 돌봄을 받고 있고, 노인의 경우
약 160,000명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3-3-7> 비공식 돌봄 이용자 수(2005년)
단위: 천명, %
연령

천명

%

Only informal care

146

Total informal care

247

65세미만 남성

52

21

65세미만 여성

38

15

65세이상 남성

82

33

65세이상 여성

75

30

자료: Eggink et al. (2009),

2. 공적 돌봄의 공급과 수요
AWBZ 하의 공적 돌봄은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세 개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 돌봄 및 간호
∎ 장애인을 위한 돌봄
∎ 정신적 문제(mental healthcare)
노인장기요양에 관한 돌봄 서비스뿐 아니라 65세 이하의 만성질
환, 급성치료, 정신적 장애치료를 포함하고 있다.
2007년말 AWBZ이용자는 588,000명으로 전체인구의 3.6%에 해
당된다. 이중에서 현물급여는 500,000명이며, 현급급여는 70,000명,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둘다 이용하는 경우는 18,0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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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BZ 이용자 중에서 노인이 약 2/3를 구성하고 있고 이들 노인
중에서 42%는 시설서비스를, AWBZ 이용자 중에서 82%는 신체적
문제로 인한 이용이었고 나머지 18%는 치매로 인한 이용이었다.
<표 3-3-8> AWBZ 이용자 수(2007년)
계
노인

신체적 문제

319,000

단위: 명
시설
109,000

재가
210,000

치매

72,000

55,000

17,000

계

391,000

164,000

227,000

신체적 장애

113,000

66,000

47,000

정신적 장애

84,000

23,000

61,000

계

588,000

253,000

335,000

주: home help 이용자 제외
자료: Letter to the chairperson of Parliament, from the Assistant Secretary of VWS,
January 29, 2009.

<표 3-3-9> formal LTC 이용자 수(2006년)
연령

시설,
end of year

단위: 명
시설

재가

65-70세 미만

4,615

8,080

41,300

70-75세 미만

9,870

16,895

70,235

75-80세 미만

21,625

34,650

114,320

80-85세 미만

37,885

56,770

134,685

85-90세 미만

42,470

61,230

90,960

90-95세 미만

27,130

39,460

33,610

8,860

13,930

7,015

계(65세 이상)

95세 이상

152,455

231,015

492,125

계(18세 이상)

160,190

243,910

607,575

주: 시설의 경우 장애자 및 psychiatric 환자 제외
자료: CBS(Dutch statistical office)

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formal LTC 이용자 수는 18세 이상의 경우 160,000명(2006년 연
도말기준)이 시설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재가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
우는 약 608,000명이었다. 네덜란드 통계청에 의하면, 2004년과
2007년사이 재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사람당 연간 3.2% 증가하였
고 시간당 연간 8.6% 증가하였다.
아래의 [그림 3-3-4]에서와 같이 시설서비스 및 재가서비스에 대
한 수요가 첨자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재가서비스의
경우 매년 평균 0.9% 증가하고 시설서비스의 경우 매년 평균 2.2%
증가하고 있다.
[그림 3-3-4] 65세 이상 노인의 시설 돌봄 서비스 이용 추이

자료: CBS(Dutch statistic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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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65세 이상 노인의 재가 돌봄 서비스 이용 추이

자료: CBS(Dutch statistical office)

❘제4절❘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 동향
1. 정책 목표
네덜란드는 2008년에 장기요양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목표를 “To
ensure that for persons with a long-term or chronic disorder of a
physical, intellectual or psychological nature, care of good quality is
available and that the cost level of this care is acceptable to society.”
로 설정해 두고 있다. 즉,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만성질환 보유자
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비용수준에서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7년~2011년에 시범적용가능한 정
책목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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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 자발적 간병인(voluntary caregivers) 수와 informal 간
병인 수의 증가(government goal #35);
▪ 고객들이 AWBZ 돌봄 제공자에 대해 90% 이상으로 서비스 질
에 대한 평가(government goal #45c);
▪ 환자와 고객의 법적 권한과 의무가 2011년에 확립되며,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government goal
#45d);
▪ 현대화된 돌봄 개념과 혁신으로 반응하는 서비스(government
goal #46).
2009년 정책계획 내용에서 다수의 LTC 목표 중에 성과지표를 결
정하여 바람직한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 LTC 제도 내에 시민들의 지위 강화(LTC 공급자에 대해 인터
넷으로 공급내역과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
▪ 필수적 돌봄은 모든 환자들이 이용가능(평가와 대기시간에 대
한 양적 목표)
▪ 돌봄은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고객에 의해 긍정적으로 경험되
어야함(양질의 돌봄 제공; 질적 정보 및 질적 수준에 대한 계
량적 목표; 예, 2.8% pressure ulcers in 2009 and 2% in 2011)
▪ 돌봄비용이 사회적으로 수용가능(21.8 billion euros in 2009
and 22.5 billion euros in 2011).

2. 개혁 동향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상충되는 목표에 직면하게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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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점에서는 비용절감을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두게 되며, 다른 시점에서는 시민들의 반응도(responsiveness)
에 우선적 목표를 두게 된다. 1990년대에는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을 보장하는데 주된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시기간 및
대기목록이 길어지는 문제를 낳았고, 2003년에 AWBZ 현대화를 추
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서비스 유형과 관계없이 기능 위주로 제공되었고 소비자의 선택
권과 자율권도 확대되었다. 장기요양제도 내에 고객의 반응도
(responsiveness)가 개선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AWBZ의 재정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2003년에 비용은 10% 증가하였으며 2004
년에 본인부담 비중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림 3-3-6] AWBZ의 변화

변화 후

AWBZ (2006년)
완전이동

home help

WMO, 2007

assistance
제한적, 2009

personal care
부분이동

nursing care
treatment
stay in institution

부분
이동

ZVW
(급성정신과치료)
2008
부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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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네덜란드는 장기요양서비스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
로 수행하고 있다. 2007년에 AWBZ로부터 가사도움서비스(domestic
help)는 완전히 Wmo로 이관함으로써, 재정지속성을 위해 그리고 이
용자에게 자신의 돌봄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책임을 부과하는 인
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역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 급성정신과치료에 대해서 의료보험체계(ZVW)로 이관
하여, AWBZ 체계의 일관성을 개선시키는 반면, 급성정신과치료는
통합된 치료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두어 의료보험 내에 각 가정에서
보다 고려되도록 하였다.

3. 최근 논의사항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개혁을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덜란드의 장기요양제도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AWBZ
는 비용통제기전으로 급여범위 축소, care intensity package 자격 기
준 강화, 공급자에게 급여상환 동결 또는 감소를 적용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LTC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 지속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으며, LTC 제도의 효율성관련 인센티브 부재,
LTC 인력확보 문제, 서비스 질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가. LTC 제도의 효율성관련 인센티브 부재
AWBZ는 서비스 공급에 효율성을 기하고 비용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몇 가지 기전을 마련하였다. 지역사무소(regional care office)는
보다 강력한 LTC 구매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운영비용(fixed
budgets)을 통제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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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할 수 있고 LTC 기금(fund)에 대한 청구서를 허가할 수 있다.
2007년부터 지역위원회가 가사도움서비스(domestic help)에 대한 구
매자가 되어 이에 대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과정에도 효율성을 위한 몇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 평가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설정된
서비스 표준과 프로토콜로 평가과정을 가이드하는데 사용한다.

나. LTC 인력확보 문제
돌봄 영역의 노동시장에 있어서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돌봄 제공자 공급 감소도
수반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수급 균형에 대한 방안에 관심을 둘 필
요가 제기되고 있다.

다. 서비스 질 확보 문제
서비스의 질적 수준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이전보다 부각되고 있
다. IGZ(2004)는 가정간호의 20%만이 서비스 전달에 대해 최소기준
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치매와 관련한 가정
간호의 2/3정도는 지속적인 감독이 부족하며 거주자의 물리적 제한
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 홈케어 시장에 대한 신규 제
공자에 대한 질적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IGZ 2009), 심각한
질적 수준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직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간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나 서비스
표준을 알지 못하며 활용되고 있지도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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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네덜란드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은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
든 시민들이 재난적 지출(catastrophic expenses)에 관한 상황에서 보
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장
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리스크를 보험가입자에게 전가
시키는 경향이 있는 민간보험사와 대립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네덜란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니고 있는 약점은 첫째,
특정 상황 하에서 부여해야 하는 보험자격 결정을 위한 명확한 가
이드라인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간호와 같
은 활동에 대해 어떤 경우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
하다. 이는 비용증가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둘째, 효율성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재하다는 측면이 있다. 제도
내에서 비용증가는 통제하기 어렵고 향후 재정 지속성에 있어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된다. 가사도움서비스(domestic help)의 Wmo로의 이
동은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또 하나의 조직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하였다.
셋째, 공급측에서의 시장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재가서비스
시장이 소수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NZa(2008)에 의하면, 소규모의 시장 참여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사무소가 돌봄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넷째, 네덜란드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현금급여가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이점과 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 현금급여는 의도와는 다른 이용(unintended use), 환자 직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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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에 따른 서비스 질 감시기능 저하 등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
다섯째, AWBZ는 고령화 또는 인구구조적 문제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 그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장기요양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급여 축소, 본인부담 증가, 효율성
향상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장기요양체계에서 효율
성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소 취약한 실정이다. 효율성이 향상되기 위
해서는 상충관계에 있는 접근성 또는 서비스 질적 측면과 선택의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최적의 인센티브 하에
서 가장 중요한 trade-off는 개인의 위험 감소와 사회적 연대
(solidarity) 유지 간의 문제가 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향후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다음
과 같은 이슈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Mot et al 2010).
▪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의 기능과 범위에 관한 문제
▪ 사회적 연대와 관련한 정치적 선택 문제: 사회적 책임 수준과
개인 책임으로의 이동 수준
▪ 평가과정에서의 정치적 선택문제: 재정적 고려를 위한 역할 수준
▪ 제도 내 효율성 인센티브의 적정성 문제
▪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문제
▪ 공공제도 하에서 어느 수준의 질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지에 관한 문제
▪ 민간보험의 역할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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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1절❘ 서론
아동 및 보육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는 주로 학령기전 0~6세 아동의 발달, 보호, 교육을 목표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아동 및 보육서비스는 양
육과 교육의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어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개념은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제공하
는 직접적인 보육서비스를 의미하며 형태로는 가족보육, 시설보육,
유치원 조기교육 등이 있다. 광의의 개념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자 부모 양육기능 강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가족친
화정책, 영유아건강서비스, 아동빈곤 감축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Bennett 2008: 1-2).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공은 빈곤을 감소시켜 아동의 건강, 복지,
교육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이론적 및 경
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얻어지는 효과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적 및 노동시장의
반사이득이고 둘째는 교육적 반사이득이다. 아동 및 보육서비스는
사회정책, 성평등, 생산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개개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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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동 및 보육서비스는 아동에 대한 장기적 미래투자로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 및 보육서비스가 요구되는 당위성 즉 시대
적 사회적 배경은 크게 세 가지이다. 즉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변
화, 인구구조의 변화와 다양화, 교육평등과 조기교육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교육사조이다. 첫째, 아동 및 보육서비스 확대가 요구되는
근거 가운데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변화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급증하였다. G7 국가의
여성 노동참여율은 2006년 66.1%에 달했으며 이는 1996년에 비해
2.7% 증가한 것이다(OECD 2006).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여성의
학력 상승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
으로 예측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서비스
지원정책이 없을 경우 아동 양육 및 교육과 크게 충돌할 수밖에 없
다. 아동 양육과 교육을 가정에서 가족을 통한 비공식적 방식으로는
보육의 질, 안정성, 지속성 등의 문제로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육아부담 외에 가사분담 문제를 야기한
다. 성공평(gender equality)이란 사회에서 여성의 평등한 처우를 의
미한다. 즉 취업, 고용, 임금, 승진 등 직업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평
등한 처우를 말한다. 반면 성평등(gender equity)은 가정에서 아동양
육과 가사분담의 평등까지도 포함한다(Bennett 2008: 26). 그러나 경
제활동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은 여전히 남편들에 비해 육아와 가
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OECD 2006). 이
는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가능치 못하게 하여 여성이 노동
을 중단함으로써 경력이 단절되거나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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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 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된다.
둘째, 아동 및 보육서비스 확대의 근거를 인구구조의 변화와 다양
화에서 찾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
니라 네덜란드를 포함한 OECD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저출산이
내포하는 심각성 가운데 하나가 출산력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
어져 노동력 공급의 차질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다. 가
장 큰 원인은 아동양육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의 증가이나, 여성노동
과 관련된 기회비용과 같은 간접적 비용의 증가도 출산을 막는 원
인으로 작용한다. 학력 취득기간의 연장과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실업 및 임시직 · 시간제 고용도 미혼 남녀의 혼인기피, 만혼현
상과 더불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증가는 인구구조 및 특
성의 변화 원인이 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증가는 인구구성의
다양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와 교육 영역에
새로운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 일반화할 수 없으나 대체로 다문
화가정 아동들이 일반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교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아동들이 학령기를 지나 청소년
기를 거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및 성장 후 청소년 문제 및 사회 부
적응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될 소지가 있다. 이들 아동들의 장기적 사
회통합을 위하여 아동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이다.
셋째, 아동 사회서비스 투자의 당위성 가운데 하나가 미래의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한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교육평등의 실현이다. 취학
전 질 좋은 조기교육을 경험한 아동들은 이후 학령기를 거쳐 청소
년기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입증하고 있다.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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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보건상태, 사회적 기능, 정신적 및 행동적 소양을 갖추는 것
도 영유아기에서 가능하며 한 번 고착되면 이후 수정하기가 어렵다
는 것이다. 따라서 조기교육은 아동의 건전하고 건강한 전인적 발달
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아동빈곤은 아동의 사회적 및 교육적 영역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Brooks-Gunn & Duncan 1997).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회수율이 가장 높은 기간이 아동기 특히 영
유아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연구에서 헤드스타트와 같
이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취학전 교육프로그램이 아동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는 효과성이 밝혀지고 있다(Brooks-Gunn &
Duncan 1997). 이 때문에 취학전 프로그램과 같은 아동 및 보육서비
스는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역할 변화와 함께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
가에서도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제도적인 기반을 갖
추고 있으며 복지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아동분야 사회서비스에 투
자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네덜란드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정책적
발전과 제도현황을 살펴본 후 한국사회에 미치는 함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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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발달과 변화
1. 역사적 발달과 사회적 배경
네덜란드에서는 19세기 후반 최초의 탁아소가 설립되었다. 네덜
란드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는 주로 빈곤가정 아동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탁아소가 주종을 이루었다. 20세기 들면서 아동 및 보육서비
스에 정부의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정점에 이를
때까지 아동복지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경제
침체와 더불어 지방분권화와 규제완화로 선회하였다.
네덜란드는 최근 아동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다시금 모이는 중이
다. 현재사회와 미래사회를 위해서 아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는 한편, 아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속가
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는 정치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에 따라 아동 및 가족정책을 점차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양질의 풍
부한 아동 및 보육서비스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다.
아동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대중적 및 정치적 관심을 야기하게
된 네덜란드 사회의 변화와 추세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하나는 네덜란드 경제와 노동시장이 고도의 전문적 서비스 정
보사회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와 미래 노동시장의 수
급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도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는 점이다. 네덜
란드는 지금의 아동청소년을 미래 사회와 노동시장에 대비하기 위
하여 평생교육행동프로그램(Action Program Lifelong Learning)과 혁
신적인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보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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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교육은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
도록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것을 커다란 교육과제
로 삼고 있다.
둘째, 네덜란드에는 인구구성의 다양화와 함께 결혼이민여성의
출산율이 높아 다문화가정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 앞서 서론에서도 논의하였듯이 다문화가정 아동수의 증가는 인
구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와 보육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하층민이 많
아 이들 가정의 아동은 교육기회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배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의 초기 연령부터 다문화
가정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일하는 여성 특히 출산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거나 보육아동
을 두고 일을 시작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
난 10년간 보육기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이나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보육장려책(Childcare Incentive Schemes)을 만들고 보육시설
을 상당히 많이 증설하였으나 여전히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가족내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성역할분담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즉 사회와 가정에서 일과 가사로
대변되는 가정내 노동 분담과 부부관계에 대해 상당한 대중적 및
정치적 논의가 일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유급노동과 가족내 의무와
활동을 엮기 위해 새로운 규정(Framework Act ‘Labour & Care’)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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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정책
네덜란드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도를 뒷받침하는 고용정책은
한 마디로 가족친화적 노동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맞
벌이부부의 노동시간과 노동 요일에 융통성이 많은 편이다. 네덜란
드의 노동참여율은 2000년 77.3%이며 특히 5~34세 여성의 노동참
여율은 56.8%나 된다(Ministry of Health, Welfare & Sport, VWS/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 Science, OCenW 2000). 따라서 네
덜란드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주 대상은 맞벌이부부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정에 비해 고소득층 가정이 보육서비스를 더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네덜란드는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 및 보육정책 목표
를 달성하고자 교육, 사회복지, 보건의료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서비스 틀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훈련제도와 질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투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표준과 목표량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네덜란드는 최근 국가차원에서 소수민족아동이나 다문
화아동을 포함하는 위기아동에 보다 더 투자를 하는 쪽으로 선회하
였다. 이것은 초기 네덜란드 정부가 시도하였던 개혁 실험적 서비스
의 일환이기도 하다. 서비스 가운데 집중조기교육프로그램은 연구
에 의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정치적 차원에서도 가치 있는 것
으로 인식되어 현재 학교 안팎에서 아동권익을 위해 주류적 정책으
로 편승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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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적 발전
네덜란드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도의 특성은 지방분권화와 규
제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분권화를 원인으로 아동 및 보육서비
스 제공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1997년 이후 10년 이상 지속된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조기교육에 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미 복지정책의 분권화가 시작된 바 있다. 분권화 정책에 따라 정
책 및 서비스 예산은 총괄보조금 방식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
되어 지방비에 전부 포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적 책임은 지방
정부에 이관되는 중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
정책입안이 규제완화와 맞물리면서 타 영역의 책임과 영향이 증
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보육영역에서 고용주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부각되고 있다. 부모단체, 노동조합, 지원기관 등도 의사결정
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보육서비스 재정의 원천자로서 아동 및
보육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즉 규제완화와 더
불어 네덜란드 정부의 목표는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공에 직접 관
여하는 측과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측에 책임을 묻겠
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제도로는 1998년 체결된 새방식동반자협약
(New Style Partnership Agreements, Bestuursaccoorden Neiuwe Stijl BANS)인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여 몇몇 정책 영역에
상호적 정책 목표, 계획, 협력을 명시하면서 정책 개발과 수행에 대
한 공통된 관점을 교류하는 것이다. 영역 가운데 하나가 아동청소년
정책이며 특히 0~6세 아동에게 가장 우선순위를 부여한 바 있다.

353

354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4. 전달체계
네덜란드는 아동 및 보육정책과 서비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한다. 중앙정부는 법규 제정, 정책적 틀 개발,
국가 표준과 목표량 구성, 개혁 추진, 질 모니터링과 같은 책임을 맡
는다. 아동 및 보육서비스 관련 중앙정부 부처는 다음의 5개 부처이
며, 이 가운데 보건복지스포츠부(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VWS)와 교육문화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OCenW)가 주로 역할을 담당한다. VWS는 주로 가족지원,
사회교육활동, 아동보육 지원과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OCenW는 4
세 이상의 아동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담당한다. 한편 지방에서는 아
동 및 보육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부모, 보육기관, 보육사 등
의 참여 또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3-5-1> 네덜란드 아동 및 보육서비스 중앙부처
부처 명

담당

보건복지스포츠부(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VWS)

보육, 부모지원, 아동발달프로그램, 보건의료,
특수아동, 스포츠

교육문화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OCenW)

일반교육, 특수교육, 조기교육, 교육소외정책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아동보호, 위탁, 범죄예방대책

사회고용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SZW)

근로와 양육의 양립정책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Kingdom Relations, BZK)

소수민족 통합정책, 도시융합정책(Greater Cities
Policy, G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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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아동 및 보육서비스 현황
1. 보육아동 현황
1998년 네덜란드의 0~6세 보육아동은 136만 9천명으로 추산되었
으며 전체 인구의 8.7%를 구성하였다. 2010년 현재 124만 6천명으
로 줄어들었으며 구성비는 전체 인구(1,647만명)의 7.6%이다. 한 가
정의 평균 아동수는 2.1명이고 다문화가정의 아동수는 3.7명으로 최
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현재 대부분의 아동이 친부모던
동거부모던 양부모 하에 성장하고 있으며, 11.1%는 한부모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1명은 외동이다.
네덜란드 국가통계에 의하면 전체 아동 가운데 85~90%는 일반
아동 및 보육서비스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 10~15%는 학대, 빈곤 등
특수욕구를 가진 위기아동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 가운데 2~3%는
범죄와 마약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소지한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3-5-2> 18세 이하 아동의 가구형태(2007)

단위: %

가구형태

부모 없음

한부모

동거부모 (2명)

양부모 (2명)

전체

비율

0.3

11.1

13.1

75.5

100.0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네덜란드는 가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가운
데 하나가 근로와 보육의 양립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양립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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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인데 시간제 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
직, 세금공제, 보조금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아동 및
보육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네덜란드는 1989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법으로 정하였다. 출
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여성은 16주의 유급
출산휴가(6주 산전휴가+10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6개월
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임금의 100%가 보전되는데 질환급여법
(Sickness Benefits Act)을 근거로 지원받는다. 비근로여성의 경우에
도 16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영인장애급여법(Self-employed persons Disablement Benefts Act)을 근거로 본인 소득규모에
의하거나 아니면 평균 최저임금의 100%를 지원받거나 한다.
네덜란드의 육아휴직은 1991년 도입되었다. 아동이 만6세 생일이
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6개월 이용할 수 있으며 시
간제와 분할제가 다 가능하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휴직이 연장된다.
육아휴직을 위해 일주일에 적어도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을 정하
고 있다. 임금을 정률로 보전해 준다. 여성의 37%가 육아휴직을 활
용하는 반면 남성의 13%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0년대
급격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
지로 네덜란드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다.
<표 3-5-3> 네덜란드 법정 육아휴직 제도(2008)
제도

권리기초

급여 보전

아동 연령

추가
보육휴가

시간제

분할제

다자녀
휴가

내용

개인

정률

만6세

없음

있음

있음

쌍둥이 출산

자료: OECD Famil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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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현황
네덜란드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0-6세
아동을 위한 일반적 보육서비스, 추가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개입서비스, 장애아동 및 위기아동 특별서비스이다. 즉 아동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한 층씩 늘려가는 방식이다([그림 3-5-1] 참조).
[그림 3-5-1] 네덜란드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정책구조
특별집중 서비스(장애아동)
가족개입 서비스(저소득층 아동)
일반적 서비스(모든 아동)
아동과 가족

일반적 보육서비스는 0~6세 아동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2~3세 아동을 위한 놀이방, 0~3세 아동을 위한 보
육시설, 4~12세 아동을 위한 방과후프로그램, 4~12세 아동을 위한
조기교육(유치원교육), 그리고 0~18세 아동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분류된다. 아동 및 가족 개입서비스는 빈곤가정
과 같이 주류에서 낙오되는 아동 및 가족을 위해 추가적 지원을 함
으로써 이들이 주류사회에 편승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주로 아동발달프로그램이나 부모지지프로그램이 그 예이다. 세 번
째 서비스는 특수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심각한 문제를 지닌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로 장애아동 특수교육서비스, 학대아동 아동보호서
비스, 심리적 및 법적 보호조치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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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 네덜란드의 일반 보육 및 조기교육서비스
보육 및 교육

조기교육

초등교육

아동연령

0-2.5세

2.5-4세

4-6세

6-12세

보육서비스

보육서비스 준비
프로그램

보육시설
놀이방

1-2학년(기존의
유치원)

3-8학년

보육 및 조기교육
자료: Broekhof K. Preschool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2006.

아동 및 보육서비스 유형은 다양하다. 민간 설립과 공공 설립, 공
식적 보육과 비공식적 보육, 가정보육과 시설보육 혹은 직장보육으
로 구분한다. 대부분의 보육센터는 비영리재단이다. 공식적 아동보
육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보육센터(Child half or day-care centers): 6주~4세 아동 대상,
전일제 혹은 반일제 운영, 전일제 주중 8시간과 반일제 주중 5
시간 서비스 제공.
∎ 가정보육(Family day-care): 개인 가정에서 가정보육교사에 의
해 서비스 제공.
∎ 방과후보육(Out-of-school care center): 4~12세 아동 대상, 등교
전후 혹은 점심시간, 방과후, 주말 등 서비스 제공.
비공식적 보육은 주로 가족이나 친지, 이웃에 의해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7%인 반면, 83%의 부모는 공식적 보육서비스와 더불어 유료 혹은
무료의 비공식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보육서비스의 이용률은 보육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모
자보건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첫 해 95%로 가장 높고 4년째 80%에
이르면서 점차 이용률이 떨어진다. 아동은 만5세부터 초등학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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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육이 시작되지만, 만4세 아동의 99%가 자발적으로 조기교육의
혜택을 입고 있다.
다른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이용률은 아동과 부모의 욕구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다. 0~12세 전체 아동의 62.5%는 가정보육을 받
는다. 0~3세 아동의 17%가 가족이 아닌 공공 보육서비스를 이용하
고 있다. 직장보육을 활용하는 아동은 전체 0~4세 아동의 50%를 차
지한다. 고용주는 직장에 따로 보육시설을 설립하거나 장소를 보육
센터에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보육시설에는 반드시 안전장
치가 된 놀이터와 0~4세 아동을 위한 수면실도 갖추어야 한다.
2~3세 아동의 62.5%는 보육시설이나 놀이방을 이용하여 조기교
육을 받는다. 놀이방은 2~4세 아동에게 가장 인기 있는 보육서비스
이며 2~4세 아동의 50~70%가 놀이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센터나 놀이방 이용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이나 점차 조기
교육의 이점을 깨달은 부모들이 참여를 늘리는 실정이다. 놀이방은
주로 독립적인 사립재단으로 설립되며, 다른 전국규모의 조직이나
복지단체에 소속하게 된다. 아동은 일주일에 평균 2회(매회 2~3시
간) 참여하게 된다. 놀이도구 등 물품은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충
당되나 부모의 소득에 따른 기여도 요구되는 형편이다. 지방자치단
체에 따라 지역적 교육 및 복지정책의 큰 틀에서 놀이방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최근 공적 보육서비스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네덜란드 정부는 수급 격차
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 공급을 늘이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가장 큰 틀에는 4~12세 아동을 위한 초등
교육이 있다. 4~5세 아동을 위한 조기교육(구 유치원교육)은 무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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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네덜란드의 의무교육은 5세에서 시작한다. 의무교육은 5세부터
시작하나 4세 아동도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실제로 거의 모든
아동이 다니고 있다. 4세 아동의 95~98%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5세 이상 아동의 학교 출석은 엄격하게 지켜지
기 때문에 5~16세 아동의 출석은 거의 100%이다. 초등학교의 2/3은
사립이나 전부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97년 말 0~3세 아동을 위한 보육센터는 1,499개,
0~12세 아동을 위한 종합보육센터는 479개, 4~12세 아동을 위한 방
과후센터는 462개, 가정보육기관은 271개로 보고되고 있다.
<표 3-5-5> 네덜란드 아동 및 보육서비스 실태(1989~1997)
1989

단위: 개

1993

1995

1996

1997

보육시설수
0-3세

17,624

56,806

59,487

62,079

66,078

4-7세

3,624

13,943

14,718

17,001

17,200

전체

21,248

70,749

74,205

79,080

83,278

0-3세

2.34

7.25

7.54

7.79

8.58

4-7세

0.46

1.91

1.97

2.19

2.24

0-3세

34,783

87,955

106,379

115,336

125,699

4-7세

9,858

13,579

17,051

20,690

26,517

아동100명당 보육시설수

보육아동수

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표 3-5-6> 네덜란드 보육 및 조기교육 현황 요약(2006)
0-6세 보육아동 수: 124만6천명(2010)
보육시설 이용 2-3세 아동 비율: 62.5%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251,000
평균 보육일: 매주 2.5일
1개 보육집단 평균 아동수: 7-12명
초등학교 수: 7,000개
초등학교 재학 4세 아동 비율: 98%
초등학교 재학 아동수와 비율: 1,600,000명, 100%
초등학교 1-2학년(구 유치원) 재학 아동수: 400,000명
초등학교 1-2학년(구 유치원) 학급 평균 아동수: 20명

4. 보육인력
원칙적으로 보육교사로서 자격취득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4년제
대학졸업이나 2년제 대학졸업과 2~3년 근무경력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근무하는 동안 시설이나 학교에서 직무연수를 받도록 한다. 방
과후보육센터나 놀이방의 보육교사들은 근무 중 직무연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는 채용요건 혹은 임금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일부
놀이방에서는 무급 자원봉사자나 인턴을 고용하기도 한다.
초등학교 교사는 반드시 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4년간 교육을 이
수하여야 한다. 학급은 4~8세 아동학급과 5~12세 아동학급 2개로
나누어지며 본인의 전문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학급을 택
하더라도 임금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직업은 고급 직종으로 치부되지 않으
며 보육시설이나 놀이방의 보육교사들에게 해당된다. 대부분의 보
육교사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보육시설과 놀이방 보
육교사들의 임금이 상승되었다. 학급당 아동수 감소에 따라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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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사의 채용과 공급부족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임금 상승이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으로 투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대 교사 비율은 아동의 연령대에 맞추어 정해진다. 0~1세 아
동 4명당 1인, 1~2세 아동 5명당 1인, 2~3세 아동 6명당 1인, 3~4세
아동 8명당 1인, 4~12세 아동 10명당 1인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아동 대 교사 비율은 이보다 높지만 최근 20:1로 낮아졌다. 특
히 위기아동을 위한 개선책과 질 관리를 위한 투자가 늘어나는 정
책을 수립하면서 학급당 아동수도 대폭 줄어들었다.
<표 3-5-7> 아동 연령대별 보육사 1인 담당 아동수

단위: 명

아동연령

0-1세

1-2세

2-3세

3-4세

4-12세

아동수

4

5

6

8

10

자료: OECD, Family database.

<표 3-5-8> 아동보육교사 현황(1995)

단위: 명

보육시설
A
정규직
비정규직

놀이방
B

A

B

기타

전체

2,468

6,160

3,985

4,156

11,280

28,049

100

138

348

131

437

1,154

자원봉사자

260

147

6,987

4,799

1,357

13,550

인턴

737

1,219

1,231

893

2,663

6,743

주: A=한 개 시설 B=여러 개 시설

5. 부모참여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전 유형에 걸쳐 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
어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부모의 공식적 참여와 영향력 행사를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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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해놓았으며, 아동 및 보육서비스 욕구에 부합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부모의 참여와 지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질 법’(Act on Educational
Quality) 제정과 함께 부모의 역할이 가일층 강조되었다. 법의 제정
과 함께 1999년 이후 모든 학교는 학교 안내서와 계획서 작성을 통
하여 학교정책과 교육의 질을 부모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부모지원과 아동발달에 혁신을 추구하고 있음에 따라 부
모는 아동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시간 부족, 자신감 부족, 사회기술 및 언어기술 부족으로 모든 부모
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근로하는 부모
는 시간을 찾기 어렵고,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
문이다.

6. 비용과 재정
아동 및 보육서비스 비용은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하고 개인이 부
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 및 보육
서비스 비용도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 상한가격은 보건복
지스포츠부(VWS)가 정하게 되는데, 정부의 목적은 보육비용을 지
방정부, 고용주, 부모 3자로부터 공평하게 분담시키려는 것이다. 전
체적으로 부모의 비용부담 비율이 높은 편이나(40%), 보육비용은
정부나 고용주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있다. 놀이방은 지방자치단체
가 재정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부모 부담은 없다. 전일제 보육서비스
를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는 평균 부모의 순수 임금의 6~21%를 구
성하는 정도다. 비용은 실제 보육서비스 사용과 비례하며 비용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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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교육문화
과학부로 재정을 지원받으나 부모로부터 자발적 기여를 받기도 한
다. 초등학교는 보조금 지원 아동집단과 비지원 아동집단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재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충당된다. 직장보육의 경우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직장시설을 대여하며 이때 근로자들
은 일정 비용을 지불한다. 고용주들은 비용의 30%를 근로자 세금에
서 공제해 준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재정이 충당되는 경우도 있다. 부모의 기여가 있는 경우도 없는 경
우도 있다. 민간시설의 경우 부모가 보육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비
용은 임금수준에 따라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표 3-5-9> 서비스유형에 따른 부모 비용부담률(2000)

단위: %

보육서비스 유형

부모 부담률

전일제 보육(매일 5-10시간)

100%

반일제 보육(매일 5시간까지)

66%

방과후 보육

50%

네덜란드는 2000-2002년 사이 저소득층 아동이나 다문화아동 등
위기아동을 위한 보육 및 교육서비스 재정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계
속해서 2-6세 아동의 50%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0-6세 아동
을 위한 재정을 중앙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나 아직까지 수
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네덜란드는 정부, 고용주, 부모의 3자가 공
평한 비용분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는 정부가 보육서비스 재정

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의 대부분을 지출하였으나 점차 부모와 고용주의 기여도가 커지는
실정이다. 1997년 정부는 공식적 아동보육서비스 재정의 35%를 부
담하였다. 1992~199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170백만 길더(약 77백
만 유로, 약 105백만 달러)를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출하였고, 1996년
156백만 길더(약 71백만 유로, 약97백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6. 위기아동 투자
네덜란드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 특징 가운데 하나는 최근 위기아
동에 대한 투자를 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가정 아동은 장애
아동, 저소득층 아동, 다문화아동을 포함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도
이민인구의 구성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문화아동은 전체 아동의
약 15%를 구성하고 있는데,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위기아동 가운데 다문화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보육시설에 다니는
비율이 낮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아동의 사회통합
과 교육서비스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장애아동을 위
한 특수보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장애아동들이 일반 보
육서비스에 통합되는 추세이다. 네덜란드의 빈곤율은 2000년 현재
7.7%이며 따라서 이들 아동을 위한 보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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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사점과 제언
1. 시사점
네덜란드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하는 부모
를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노동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보육재정의 지
방분권화와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 비용의 상당부분은 부모가 담당한다. 특히 보육비,
기회비용, 시간비용 등 대부분을 부모가 감당하게 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부모가
지는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지방분권화가 진
행되는 가운데 운영, 인력훈련, 보육서비스 접근성, 질 관리 등을 통
하여 정부는 제도의 조정과 집중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발전은 놀이방, 보육시설,
방과후학교를 지역사회 학교와 보육센터와 협력과 통합을 이룬 것
이다. 과거 네덜란드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정책은 보호와 돌봄이라
는 인식이 팽배하였으나 놀이방과 유치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특히 보건, 교육, 보육을 아우르는 통합교육을 표방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종합보육센터의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늘
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포함하여 위기가정 아동에 대한 정
책적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보육재정의 확충을 도모하
는 것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에도 문제점이 존
재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보육교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육
교사의 부족은 낮은 지위, 직종의 불안정성,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 등에 기인하며 정책적 관심을 요하는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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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네덜란드 아동 및 보육서비스 현황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도 확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몇 가지 거론
하고자 한다.
첫째, 보육시설의 확충이 가장 먼저 강조된다. 비용이 저렴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설의 확충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으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 보육아동을 일하는 장소에서 같이
돌볼 수 있는 것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 이상
의 여성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는 보육시설을 설립하거
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을 법으로 정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아동 및 보육서비스 유형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에서 전일제 외에 반일제 보육서비스가 가능하며, 점심시간, 방
과후, 주말 등 이용 가능한 시간대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시간대 활용은 맞벌이부부의 노동시간을 감당
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저출산율 저하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한국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보육 및 조기교육 서
비스 확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적 증가는
아동인구 구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육 및 조기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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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결혼이주여성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혼인비율이 다른 유
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한국어 및 한국문
화를 완전하게 습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인 모로부터 가정내 아
동 보육 및 조기교육을 충실하게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가정의 아동은 교육기회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적 배제를 조기에 차단하고 효과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
동의 초기 연령부터 다문화가정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아동 및
보육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포함하는
위기가정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는 아동권리를 증진시키는 측면에
서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질의 풍부한 아동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관건은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 혹은 보육사의 공급에 있다.
네덜란드의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가운데 하나는 네덜란드가 보육교사의 훈련제도와 질 관리
를 위해 많은 노력을 투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획과 발맞추어 장·단기적 보육인
력의 수급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
수치를 책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보육
교사를 포함하여 보육인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직
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근무환경 등 보
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방식을 궁구
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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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주거서비스

❘제1절❘ 서 론
주택 · 주거서비스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사례가 우리사회에 알
려지게 된 이유는 아마도 40%에 육박하는 ‘높은 사회임대주택 재고
율’ 때문일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5%가 채 되지 않는 우
리나라의 현실에서 네덜란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회임대주택 정책은 네덜란드 주택 · 주거서비스의 일면
만을 보여줄 뿐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임
대료 보조와 각종 자가소유 지원정책을 함께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그동안 네덜란드의 다양한 주택 · 주거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나 이해는 매우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글은 네덜란드 주택 · 주거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
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40). 우선 네덜란드 주택시장 및 주거
실태를 간략히 검토한 후, 사회임대주택, 임대료 보조, 자가소유 지

40) 국내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들의 한계로 인해 비록 최근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네덜란드의 주택 · 주거서비스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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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 정책수단별로 주택 · 주거서비스 정책을 개괄할 것이다. 그리
고나서 결론을 대신하여 네덜란드 주택 · 주거서비스가 우리에게 시
사하는 바를 논하고자 한다.

❘제2절❘ 주택시장 및 주거실태
네덜란드의 주택가격은 1970년대 후반 크게 상승했다가 1980년
대 초반 석유파동(oil crisis)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급격한 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다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
데, 특히 1990년대 후반에 급상승하여 2000년 평균 주택가격은
1990년에 비해 2.5배까지 상승하였다(Scanlon and Whitehead 200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부터 주택가격이 다시 하
락했으나, 2003년 이후 명목 주택가격 성장률은 연간 4%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가격상 꾸준히 안정된 추세를 보였다
(Ball 2011).
1970년대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지속 증가하였다. 아래 [그림
3-6-1]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가격 상승에 비해 임대료 상승도 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질 주택가격과 실질 임대료 상승을 비교
하면 주택가격 상승이 임대료 상승에 비해 2배 정도 더 컸으며41),
이로 인해 주택구입을 통한 자가 확대는 상대적으로 지체된 측면이
있다(Toussaint and Elsinga 2007).
41) 네덜란드에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상한액 및 연간 상승률 제한 규제를 받는다. 또
한 임대차계약은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집주인은 네덜란드 민법에서 규정하
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Toussaint and Elsing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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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 추이(1975~2002)

자료: Toussaint and Elsinga(2007: 178)

한편, 네덜란드 주택은 유럽에서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한다. 1인당
주거면적은 41㎡(2000년)이며, 호당 주거면적은 98㎡(2000년)로, 벨
기에, 프랑스, 영국 등보다 약 10% 더 넓다(Ball 2011). 또한 주택당
방수는 평균 4.3개(2009년)이며, 평균 가구원수는 2.4명(2008년)이
다42). 저소득가구로 간주되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과밀가구
는 6.3%(2008년)로 말타(Malta), 사이프러스(Cyprus)를 제외하면 유
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가구소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은 23.2%(2005년)로 EU평균인 21.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Dol and Haffner 2010; Czischke and Pittini 2007).
네덜란드의 1,000명당 주택수는 431호(2008년), 공가율은 전체 주
42)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주거면적은 25㎡, 호당 주거면적은 67.4㎡
이며, 평균 가구원수는 2.69명이다(통계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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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재고 대비 1.5%로 양적인 주택부족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43).
주택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 3-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
회임대주택 재고율이 30%를 상회할 정도로 사회임대주택의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민간
임대주택이 지배적인 주택점유형태였으나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사회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발달시켰던 것이
주요 배경이다.
더불어 자가율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47년에는 28%였으나 2008년 58%까지 늘어나 사회임대주택 재고
율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다. 특히 자가율은 2000년대로 접어
들면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사회임대 부문의 위축과 관련이 깊
다. 2000년대 들어 정부정책 기조가 자가소유 촉진에 맞춰졌고, 이
에 따라 자가소유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임대주택 매각을 병행
추진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Scanlon and Whitehead 2004).
<표 3-6-1> 1,000명당 주택수 및 주택점유형태별 비중
단위: 호, %
구분

1980

1990

2000

2004

2008

1,000명당 주택수

343

393

416

421(`05)

431

자가율

42

45

53

56

58

임대주택 재고율

58

55

47

44

42

사회임대주택 전체 주택수 기준
재고율
임대주택 재고 기준

34

38

36

34

32

58

70

75

77

75

자료: Dol and Haffner(2010)

43) 참고로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1,000명당 주택수는 363.8호이며, 미국 409.8호(2010
년), 영국 438.7호(2009년), 일본 450.7호(2005년)이다(통계청 2011).

373

374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네덜란드

❘제3절❘ 정책수단별 지원제도
1. 사회임대주택 공급
가. 사회임대주택의 지위
유럽에서 네덜란드만큼 주택시장에서 사회임대주택이 지배적인
국가는 없다. 네덜란드 가구의 1/3 이상이 사회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회임대주택은 비영리민간조직
인 주택협회가 공급 · 관리하고 있다. 사회임대주택 공급조직을 운영
하는 지자체가 일부 있으나 이들이 관리하는 주택은 많지 않다. 주
택협회들은 상업적 기반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이윤으로 적절한
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소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
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주택협회가 매입하거나 신축한 주택수와 매
각 및 철거한 주택수는 매년 거의 동일하여 1995~2005년간 약 240
만호를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1998~2002년의 5년간 주택협회는 14
만호의 사회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였으나(8만호 건설, 6만호 매입),
기존 15만호에 대해서 매각 또는 철거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회임대주택의 법적 토대가 되었던 것은 1901년 주택
법(Housing Act)이었다. 그러나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진 것은 1920
년대 이후로, 특히 1945~1990년 사이에 대부분의 사회임대주택이
건설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부족으로 정부는 신규주택의
계획 및 건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1970년대 초반 주택건설
이 정점에 달한 이후 1990년대부터 주택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했으
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사회임대주택의 신규건설 또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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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 사회임대주택 재고 변화추이
단위: 호
구분

전체 주택
(천호)

사회임대
주택(천호)

사회임대주택

전체
신규건설

신규건설

매각

철거

1995

6,195

2,432

93,836

29,090

8,158

13,691

1996

6,283

2,442

88,934

31,079

13,108

11,513

1997

6,366

2,410

92,315

25,876

16,511

12,527

1998

6,441

2,434

90,516

21,454

18,214

13,098

1999

6,522

2,475

78,625

17,651

15,880

14,354

2000

6,590

2,439

70,650

15,209

12,789

13,528

2001

6,649

2,440

72,958

14,089

11,395

15,555

2002

6,710

2,436

66,704

12,654

14,057

12,738

2003

6,764

2,420

59,629

12,974

15,795

12,633

2004

6,810

2,412

65,314

14,140

15,103

15,910

2005

6,859

-

67,016

17,000

-

13,907

자료: Elsinga and Wassenberg(2007: 137)

나. 주택협회와 정부지원
2005년 기준으로 주택협회는 500여 개가 있다. 1990년에는 1,000
여개가 넘었고 1990년대 중반에는 860여 개였으나, 효율성과 규모
의 경제를 위해 주택협회간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개수가 줄어들었
다. 평균적으로 주택협회당 4,500호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가장 큰
규모의 주택협회들은 5만~8만호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협회의 역할과 책임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사
회임대부문 관리에 관한 법령(Decree on Management of Social
Rental Sector)’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주택협회는
① 적절한 주택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공급, ② 양질의 주택
관리, ④ 임차인 참여 보장, ⑤ 책임감 있는 재정운용, ③ 활기찬 근
린 형성, ⑥ 노인, 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더불어 주택협회가 수행하는 업무들은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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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주택협회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
원을 받게 된다. 법인세를 면제받으며, 일반 자본시장에서 사회주택
보증기금(Guarantee Fund for Social Housing)이 보증하는 저리대출
을 받을 수 있고,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를 할인된 가격으
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금융상 문제에 봉착하였거나 그 결과 파산
한 주택협회는 1988년 설립된 중앙주택기금(CFV)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신규주택 건설에 대한 일반보조금은 1995년
폐지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었다.
한편, 1995년 정부는 주택협회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는 대신
사회임대주택에 대한 건설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하였
다. 이에 따라 주택협회는 임대료와 보유자산매각 등 자체적인 노력
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했다. 그 대신 정부는 임대료를 자유화하여
정부가 정한 최대치의 범위 내에서 주택협회가 자유로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지방정부의 보조금
등을 통합한 도시재생투자기금(ISV)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림 3-6-2] 사회임대주택 지원체계

자료: Ouwehand and van Daalen(200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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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배분 및 임대료
사회임대주택의 배분은 1947년 주택배분법(Housing Allocation Act)
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입주 신청자들은 대기시간과 주거소요
(housing needs)에 대해 점수를 받았으며, 이렇게 부여받은 점수는
입주자의 순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됐다. 그런데 ‘소요’에 대한 정의
가 모호하기 때문에 청탁이나 부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입주 신
청자들은 다양한 이유를 대며 우선순위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
고, 일부 신청자들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요에 대비해 미리
등록한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입주신청자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경
우가 자주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순위별 주택 배분 계획은 자주 수
정되어야 했으며, 비효율성과 투명성 부족은 사회임대주택 배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됐다.
1990년 약 10만 명이 거주하는 델프트(Delft)시와 그곳의 주택협
회들은 지방에서 관리하던 대기자 명부를 폐기하고 새로운 배분 체
계를 도입했다(Ouwehand and van Daalen 2002). 이것은 현재 영국
에서 선택에 기초한(choice-based) 배분 체계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적으로 네덜란드에서는 공고방식(advertisement model)이라 일컬어
진다. 공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잡지나 신문에 게재하고, 공고를
통해 제시되는 입주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입주신청을 하는 방
식이다44). 델프트 시에서 시행된 방식이 시범 사업으로 성공한 후,
44) 공고 방식을 통한 주택 배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매주 신문, 인터
넷, 지방 케이블방송 등에 주택이 공고된다. 공고에는 소득 수준, 가구 규모와 같은
입주 신청자의 조건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더불어 신청시 지켜야 할 규칙과 절
차, 회신용지가 공고와 나란하게 인쇄되어 있다. 공고된 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은 회신용지로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주택협회에 연락을 취한다. 해당
직원들은 모든 회신용지의 신청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한다. 입주신청자들은
대기시간이나 연령, 또는 현재 거주기간과 같은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순위를 부여받는다. 신규 입주신청자들보다는 오랫동안 기다린 입주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이주하려는 임차인들에게는 거주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
지는데, 거주기간이 긴 가구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Ouwehand and van Daale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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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전국적으
로 급속히 확산됐다. 그 결과 사회임대주택의 대부분이 공고방식을
통해 배분되었고 일부 농촌지역에서만 기존 배분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사회임대주택 임차인들은 가구원수가 적거나 가구원 연령
이 많은 가구,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가구 등의 비중이 높다.
특히 사회임대주택 임차가구의 34%는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중 한사람 이상이 외국인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임대
주택에는 중간소득층 이하의 가구가 많지만 대부분의 근린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다양한 소득계층이 혼합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낙인
효과(stigma)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6-3> 사회임대주택 임차인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회임대주택

전체 주택

평균 가구원수

1.9

2.3

단독가구

47

32

자녀거주(한부모가구 포함)

28

38

자녀가 양친과 함께 거주

17

31
22

65세 이상 가구원

29

주당 12시간 이상 근로

48

65

맞벌이 가구

28

45

복지수당 수급가구

21

11

하위소득 20% 가구

35

20

외국인가구

34

25

자료: Elsinga and Wassenberg(2007: 137)

임대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통제되어 왔으나, 1975년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이후 정부는 임대료가 시장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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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전체 임대주택 재고의 95%(2005년기준
615유로/월 이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대료 총액 및 연간 상승률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 2005년 기준 사회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353유로, 민간임대주택은 416유로로, 사회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약
17.8%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2008년 들어서 정부는 임대료 규제완화를 제안했으며, 이
에 대한 임차인조직, 좌파정당의 반대에 부딪혀 전체 임대주택 재고
의 25% 정도만 연간 임대료 상승률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합의하
였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소득 증가가 나타났는데, 한
편으로는 임대료보조에 대한 정부의 지출 또한 늘어났다.

라. 주요 이슈
이상에서 네덜란드의 사회임대주택의 운영체계를 살펴보았는데,
정책변화에 따라 주택협회와 정부 사이에는 일정정도의 긴장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Oxley and Smith 1996; Elsinga and Wassenberg
2007).
첫째, 건설보조금 폐지로 주택협회는 자금조달을 자본시장에 전
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주택협회의 기
업가적 마인드가 강해질 수 있으며, 신규주택건설은 더 많은 리스크
를 가지게 된다. 결국 주택협회는 해당 지역의 주거소요에 부합하는
양을 공급하는 데 신중해질 것이며 장기적으로 저렴주택 공급이 위
축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주택협회
가 공적인 의무와 책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기능 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역수준에서 지자체와 공식적인
협약을 맺도록 하며,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축적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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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둘째, 그동안 주택협회는 낮은 이자율, 보유자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힘입어 재정적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는 주택협회의 재정력을 활용하여 이들의 역할을 확대하기를 원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임대료보조 예산에 기여하도록 하거나, 홈리스,
장애인, 노인, 학생 등을 위한 케어 비용, 학교나 쇼핑시설 등 기반
시설 설치에 주택협회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협회에서는 자신들의 재정적 이득은 다량의 보유자산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처분가능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부 주
택협회들은 보유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근린의 삶의 질 개선을 위
한 투자 차원에서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셋째, 향후 비중있게 다뤄질 문제 중 하나는 기존 주택재고의 재
생이다. 리모델링, 재건축 등 다양한 수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
한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대부분의 재생지역에는 사회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들어서 있다. 정부는 다양한 점유형태가 혼합된 지역을 조
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근린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러다보니 그동
안 지방정부와 주택협회 사이에서는 어느 조직이 도시재생프로그램
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결
과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부족, 사업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주택
협회가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중요한 논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넷째, EU는 회원국들이 주택사업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주택협회의 모든 활동을 지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에 2005년 주택부장관은 일정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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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가구로서 사회임대주택의 목표집단(target group)을 새로이
정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주택협회의 활동을 목표집단에 대한 공급
과 시장에서의 일반적 사업을 구분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의 지원이
나 대출에 대한 보증, 세제혜택 등이 후자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의도라 할 수 있는데, 주택협회는 이러한 조치가 교차
보조(cross subsidy)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다소 비
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임대료 보조45)
가. 도입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주택생산을 촉진하고 저렴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이 핵심정책으로 자리잡았고,
임대료도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임대료 통제
가 원활한 주거이동을 제약하는 한편 정부의 주택재정 지출이 늘
어남에 따라 시장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1960년대 이후 정책방향은 임대료 통제 완화, 사회주택에
대한 정부재정 지출 축소에 맞춰졌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소득비례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임대료보조(housing allowance)가 검토되기 시
작했다. 규제완화에 의해 임대료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주택은 부
담가능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70년 임대료보
조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임차인들이 높아진 임대료에 적응할 때까지
45) 임대료 보조에 대한 내용은 진미윤 · 남원석 외(2007)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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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두 차
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문제가 심화되면서
1975년 임대료보조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1984년
임대료보조법(Housing Allowance Act)을 제정하였다.
이 당시 임대료보조제도 운용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임대료보조는 임대료지출이 많고 평균소득 이하의 가구가 수
급신청을 하면 정부예산의 제약없이 지원이 가능했다. 둘째, 임대료
보조는 사회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모두에 적용되었다. 셋째, 임대
료보조는 1년간 지급되며, 수급자는 매년 임대료보조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넷째, 임대료보조에 의한 지급액은 임대료 수
준과 가구소득에 따라 결정되었다.

나. 제도 운용방식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임
대료보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아래 <표 3-6-4>와 같이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각각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가구주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
준을 적용한다.
<표 3-6-4> 임대료보조 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기준(2004년)
단위: 유로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소득(세전,)

자산

1인 가구

18,700

20,300

2인 이상 가구

25,075

37,600

1인 가구

16,625

34,725

2인 이상 가구

21,675

48,050

자료: Priemus and Elsinga(2007: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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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택은 가구구성에 따라 상이하다. 2004년 기준으로 가
구주가 23세 이하인 가구는 월임대료46)가 325.91유로 이하 주택, 1인
가구와 고령자가구는 597.54유로 이하 주택, 2인 가구는 466.48유로
이하 주택, 3인 이상 가구는 499.92유로 이하 주택이 지원 가능하다.
임대료보조 지급액은 실제 월임대료와 가구가 지불해야 하는 기
준임대료(2004년 기준 191.61유로)의 차액에 대해 가구구성별 50%,
75%, 100%의 요율을 정하여 산정된다. 아래 [그림 3-6-3]에서 보듯
이, 가구주가 23세 이하인 가구는 월임대료가 325.91유로 이하의 주
택이라면 기준임대료와의 차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가구
와 고령자가구는 325.91유로 이하의 주택이라면 기준임대료와의 차
액 전액을 지원받으며, 466.48유로 이하의 주택은 차액의 75%,
597.54유로 이하의 주택은 차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인 가
구와 3인 가구의 경우 1인가구 및 고령자가구와 지급비율이 유사하
나 월임대료가 각각 466.48유로, 499.92유로를 초과하는 주택은 임
대료지원이 안 된다.
[그림 3-6-3]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임대료 보조 금액 비율

고려

3인 이상 가구

노인 가구

자료: 진미윤, 남원석 외(2007: 250), Priemus and Kemp(2004: 658)
46) 임대료는 주차장 등에 부과되는 비용을 제하되 서비스 이용료(승강기, 상하수도, 공
동전기, 공용공간 청소, 경비 등)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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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임대료 산정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아래의 <표 3-6-5>
와 같이 평균적으로 총임대료가 200~400유로인 주택에서는 임대료
보조의 효과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그러나 총임대료가 500유로
가 되면, 임차가구가 지불하는 순임대료가 크게 늘어나는데 이는 임
대료수준에 따라 지급요율을 차등화하기 때문이다.
<표 3-6-5> 평균 임대료 보조액
단위: 유로/월
총 임대료(A)

임대료 보조액(B)

순임대료(A-B)

200

8

192

300

108

192

400

189

211

500

239

261

600

0

600

자료: Priemus and Elsinga(2007: 197)

한편, 임차가구의 임대료보조 신청방법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 사회임대주택 임차가구는 임대사업자인 주택협회에 수급신청
을 하고, 주택협회가 임대료보조를 국가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따라
서 임차가구는 임대료보조를 제외한 금액을 임대료로 지불하면 된
다. 민간임대주택 임차가구는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임대사업자가
아닌 지방정부를 통해 임대료보조를 신청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후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불한다. 임대료보조의 수급을 희
망하는 가구는 주택을 확보한 후 임대료보조를 신청하게 된다.
2002년 현재 전체 임차가구 중 31.3%에 해당되는 963,108가구가
임대료보조를 받고 있다. 또한 아래 <표 3-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2001년간 수급가구는 34.8만가구에서 96.3만가구로 2.8배 늘
어났다. 그 결과 전체 임대주택 거주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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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증가하여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15.4%가 임대료 보조를 받고 있다(Dol and Haffner
2010).
<표 3-6-6> 임대료 보조 수급가구수 추이
단위: 가구, 호, %
구분
수급가구수(A)

1975
348,320

1980
455,864

1985
777,692

1990
953,000

1995
922,300

2000
991,622

2001
962,817

임대주택 재고수(B) 2,694,614 2,809,976 3,033,305 3,168,153 3,189,469 3,119,397 3,097,670
수급가구 비중(A/B)

12.9

16.2

25.6

30.1

28.9

31.8

31.1

자료: Priemus and Elsinga(2007: 200)

임대료보조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는 아래 <표 3-6-7>과 같이
2001년 현재 15억6천만 유로이며, 가구당 1,622유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75년에 비해 각각 3.7배, 10.1배 늘어난 규모이
다. 그 결과 GDP 대비 임대료보조에 대한 재정소요액 비율도 1975
년 0.15%에서 2001년 0.35%로 증가하였다. 한편, 2006년 임대료보
조 예산은 19억 유로로, 전체 주택예산 34억 유로의 약 56%를 점하
고 있다.
<표 3-6-7> 임대료 보조 지원액 추이
단위: 유로, 백만 유로, %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가구당 지원금액

442.7

627.3

786

1,044

1,260

1,728

1,622

총 지원금액

154.5

285.9

611.6

807.3

997.9

1,551.4

1,561.7

GDP 대비 비중

0.15

0.18

0.31

0.33

0.33

0.39

0.35

자료: Priemus and Elsinga(2007: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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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이슈
네덜란드에서 임대료 보조제도는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대료 보조제도를 통해 1981년 기준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5.7%에서 17.7%로 감소했다. 그리고
2002년에는 36.3%에서 23.5%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임대료 보조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1970년대
이후 시행된 임대료 통제 완화와 1990년대의 사회임대주택 건설보
조금 폐지로 인해 임대료 보조에 대한 의존도 증가의 결과라고 해
석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임대주택이 점차 저소득가구의 주거지로
변모함에 따라 임대주택 거주가구의 평균소득이 낮아짐으로써 나타
난 결과로도 파악하고 있다.
여하간 이러한 경향은 임대료 보조에 대한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임대료 보조제도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재정부담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네덜
란드의 임대료 보조제도는 예산제약없이 수급자격을 갖춘 가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운용
방식은 경제침체기 임대료보조에 대한 저소득가구의 의존성을 높여
재정지출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에 1990년대에는 임대료 보
조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출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또한 임대료 보조가 빈곤의 덫(poverty trap)을 유발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했다. 전체 가구소득이 증가할
때조차 임대료 보조 수급가구의 실제 소득은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
되고 있음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현행 임대료 보조가 자발적 실업

제3부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등 근로의욕 저하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의 근거가 되고 있다. 나아
가 민간임대부문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결탁을 통해 더 많은
임대료 보조를 받으려는 등의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의 임대료 보조액은 임대료 수준에 따라 산
정되는데,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저소득가구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소득가구의 주거과소비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의 여러 문제로 인해 2000년 중앙정부가 발표한 <각서: 국민
들은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사는가(Memorandum: What people want,
Where people live)>에서는 기존 임대료 보조제도를 미국의 주택바
우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여기에는 미국과
같이 임차가구뿐만 아니라 자가소유가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임대료 기준을
주요하게 활용하기보다는 가구소득과의 연계를 더욱 중요시하고 미
국과 같이 예산할당방식(cash-limited)을 통해 재정부담을 덜자는 제
안이 담겨 있었다.

3. 자가소유 지원
가. 정책기조 변화
과거 네덜란드 정부는 임대주택 부문에 비해 자가소유 시장에 대
한 개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가에 대한 수급문제는 시장을 통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와서
정부의 정책목표가 제시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자가소유 지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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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다(Boelhouwer and Neuteboom 2003).
1974년 <임대 및 보조금정책 각서(Rental and Subsidy Policy
Memorandum)>에서 자가소유 촉진이 정부정책 목표의 하나로 제시
되었다. 모든 소득계층들은 임대주택과 자가소유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여기에 1973~1978년 경제호황
을 지나면서 자가소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1980년
대 들어 석유파동 등에 의한 경제침체가 시작되면서 자가소유는 정
체상태에 접어들었다.
그 후, 1983년 <자가소유 각서(Homeownership Memorandum)>를
통해 자가소유가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다시 등장했다. 이 때는 자가
시장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이를 위해 값싼 주택의 재
고를 늘리고, 자가소유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부보
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1989년 <1990년대 주택 각서(Housing in the 1990s Memorandum)>
는 사회임대부문의 독립과 주택정책의 분권화를 핵심내용으로 하였
는데, 자가소유는 1990년대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특히 자가율을 현행 50%에서 2000년 55%까지 상향하는 정책목표
를 제시하였다.
1993년 주택부 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자가소유 정책
은 다시 한번 새로이 부각되었다. 강조점은 주택소비자로서 개인의
책임성과 선택의 자유에 맞춰졌고, 자가소유 지원은 사회임대주택
에 거주하는 고소득계층의 이주를 유도하는 수단이자, 주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2000년 <각서: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사는가(Memorandum:
What people want, Where people live)>는 시민으로서 개인의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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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강조하는 정책기조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주택 설계, 관리,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가율을 2010년까지 65%로 상향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10년간 약 70만호의 사회임대
주택을 매각 또는 불하하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나. 정책수단
네덜란드에서 자가소유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은 크게 세제, 주택
수당, 모게지(mortgage) 보증이 있다. 세제와 관련해서 자가소유자들
은 모게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았다. 이 때문에 국민
들은 자가소유를 소득공제를 위한 투자재로 인식하였고, 정부는 세
제를 자가소유 촉진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다. 당초 모게지
이자의 소득공제는 기간제한이 없었으나, 2001년 정부는 소득공제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주택투자 이외의 목적을 위한 2순위 저
당(second mortgage)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
하였다.
자가소유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성격을 지닌 주택수당은
1970년대에도 시행되었으나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그 이후, 저소득
가구를 위한 특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
했고, 주택수당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가소유촉진법(Promotion
of Owner-occupied Housing Act)>이 2001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저
소득가구의 자가소유에 따른 높은 주거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30년
의 모게지 상환기간 동안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주택협회가 사회임대주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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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기존 임차인들에게 시장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팔 수 있도
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모게지 보증(National Mortgage Gurantee)은 1973년 지자체 보증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택수당과 마찬가지로 저소득가구의 자
가소유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1995년 민영화 되었으며 현재
는 자가소유기금(Home Ownership Fund)를 통해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금은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재정적 곤란에 빠질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다. 만일 모게지 차입
가구가 이자 및 원금에 대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가구는 모게지 보증을 통해 0.2~0.5%의 이자율 할인을 받을 수 있
다. 물론 모게지 금액이 20만 유로 이하인 경우만 지원을 받는다.
이상 네덜란드의 자가지원 정책수단의 주요 내용을 정부지출액과
함께 정리하면 아래 <표 3-6-8>과 같다.
<표 3-6-8> 자가소유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구 분
세제혜택

주요 내용

정부지출(2005)

모게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단, 주택가격의 0.8%를 귀속임대료로 부과)

90억 유로
(귀속임대료 수입 15억 유로)

소득 대비 대출비율이 높은 가구를
보증하고, 이자율을 낮춤

정부가 보증기구의
안전망 역할 담당

자가소유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

140만 유로

모게지 보증
자가소유 수당

자료: Toussaint and Elsinga(2007: 181)

다. 주요 이슈
네덜란드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자가소유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책효과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슈가 존재한다(Boelhouwer
and Neuteboom 2003; Toussaint and Elsing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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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가소유 지원의 핵심수단인 세제혜택은 자가소유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고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강력한 유인
이라 할 수 있으나 적용기간 등에 있어서 지원폭이 너무 크다는 문
제가 있다. 이는 약간의 정책변화, 즉 세제혜택이 축소되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자가구입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곧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유연한 정책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은 소
득이 감소할수록 그 효과가 감소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중간소득층
이상의 가구가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대체로 중간소득
층 이하의 집단인 생애최초구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정부 보조의 혜
택이 적을 수밖에 없다.
둘째, 그동안 은행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모게지 대출한도를 최대
한 확대하기 위해 가구주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원 소득까지 신용평
가에 포함시켜 왔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일반적인 관
행이 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타 가구원들 중 일부는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고, 경제불황이 닥치면 모게지 상환
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모게지 대출에 대한 제한의 필
요성이 아직 정책적으로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주택수당이 적용되는 자가주택은 20만 유로 이하의 주택가
격에 모게지가 9.6만 유로 이하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주택구입이 장기적으로 자본이
득을 가져다주겠지만 저소득가구의 경우 단기적인 주거비 부담 증
가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주택수당이 저소득가구의 자가소유를 촉
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자가소유기금에 의한 모게지 보증이
거의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보증기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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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부가 굳이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도 논쟁거리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자가율 목표는 쉽게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당시 정부는 2010년 65%의 재고율 목표를
제시했으나, 2008년 기준 58%로 목표달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Dol and Haffner 2010). 1990년대 이후 주택가격은 200% 이
상 상승했지만, 사회임대주택 임대료 역시 낮은 수준을 지속 유지하
면서 주택구입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이 하나
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주택협회로 하여금 70만호
의 사회임대주택을 시장가격보다 30%까지 할인하여 매각 · 불하하
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협회는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사회임대주택
을 매각하려 하지 않고 있어 자가율 제고를 위한 주택 확보도 여의
치 않은 상황이다.

❘제4절❘결 론
이상에서 주택 · 주거서비스와 관련한 네덜란드의 주요 정책수단
을 살펴보았다. 어느 사회나 완벽한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에,
네덜란드의 주택 · 주거서비스 역시 정책수단에 따라서 여러 문제점
이 내재되어 있고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
도 네덜란드의 주택 · 주거서비스 정책이 갖는 중요한 특성을 꼽자
면 ‘주택점유형태의 중립성(tenure-neutrality)’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택점유형태의 중립성이란, 가구가 어떤
주택점유형태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에 대한 정부지원의 혜택이나
효과는 동일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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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점유형태에 대한 소비자들
의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거
주해야 하며, 부유한 사람들은 자가에 거주한다는 식의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의 구분은 정책적으로 지양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임
대주택에 소득 8~10분위의 고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거나, 저소득
층의 자가소유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Priemus(2001) 등 일부 연구자들은 네덜란드의 주택 · 주거서
비스가 주택점유형태의 중립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상대적으로 주택 · 주거서비스가 충분
히 발달되지 않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네덜란드의 사례는 주택점
유형태의 중립성이 현실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 · 주거서비스의 효과가 주택점
유형태 구분없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주택점유형태의 중립성’
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
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수단별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임대주택의 경우, 네덜란드의 가장 큰 특징은 비영리민
간조직인 주택협회에 의한 공급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사회임대주
택이 임대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에 Kemeny(1995)
는 네덜란드의 사회임대주택정책을 단일모델(unitary model)의 대표사
례로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단일모델은 비영리임대부문과 민간임
대부문이 사회적 시장(social market)이라는 하나의 임대시장으로 통
합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 즉 사회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과 직
접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임대부문 전반적으로 임대료를 안정화시키
는 효과를 거두면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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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단일모델에 대비되는 것이 이원모델(dualistic model)이다.
비영리임대부문과 민간임대부문의 구분이 확연히 이루어지는 특성
을 보이는데, 비영리임대부문은 공공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
택이 중심이 되어 소수의 빈곤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잔여적인 성격
을 갖기 쉽다. 따라서 최저소득가구를 제외한 저소득가구들은 높은
임대료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정반대인 이원모델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비영리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
름으로 공공부문에 의해 직접 공급되고 있고 비영리민간조직들의
참여가 제한돼 있어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5% 수준에 머물고 있으
며, 이로 인해 임대시장을 견인한다거나 민간임대주택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원모델보다는 단일모델이 수요자의 입장
에서는 더 바람직할 수 있겠으나, 제도적으로 매우 큰 변화가 필요
한 만큼 수십년간 축적돼 온 시스템을 일시에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원모델의 한계가 있으나 그 내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 중 하나는
양적인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적어도 10% 수준까지 상
향하기 위한 노력이다47).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가율(보유
기준)은 61.3%이므로 약 40%가 임대주택 거주자라 할 수 있다. 이

47) 이원모델, 단일모델의 구분을 떠나서 주요 선진국들의 공공임대주택(사회임대주택)
재고율은 대개 10%를 상회한다. OECD 평균이 11.5%이며 EU평균은 13% 수준이며,
프랑스 17%, 영국 18%, 스웨덴 20% 등이다(김종림, 진미윤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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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적어도 1/4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재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공급주체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부
문 중심의 공급체계는 자칫 다양화되는 주거소요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지 못하고 양적 목표 달성에만 치우치는 공급의 경직성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민간비영리조직들이 저렴주택을 공
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노숙인, 장애인, 고령자,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영리민간조직들은 대체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해당지역의 주거소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지역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안정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네덜란드는 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민간임대
주택에서 생활하더라도 사회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주거비 지출에
대한 과도한 부담없이 생활유지가 가능하다. 네덜란드의 사회임대
주택 재고율이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부정
적 효과가 크지 않아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임대료 보조제도가 있
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임대료 보조제도를 아직 시
행하고 있지 않다. 2006년 2월 기획예산처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직성,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근거로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이후, 3차례에 걸친 연구용역 및 사
업계획 수립 등이 추진되었지만, 재원조달 문제 등을 이유로 중앙정
부가 본격적인 시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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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보조제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민간임
대주택 거주자간의 수평적 형평성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민간
임대주택의 저소득가구들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면
서 더 나은 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계획하기 어려울 것이며, 공공임
대주택 입주대기자는 증가하여 입주를 위한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따라서 임대료 보조제도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필요한 정책수단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료 보조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적
주장에 앞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우선 가구별
소득과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
이 급선무이다.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정책과의 역할분담,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주거급여와의 통합여부 등 기존 정책과의 연
계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기왕에 정부가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을 제
안한 상황인 만큼, 임대료 보조제도의 실시시점을 정하고 그에 맞춰
인프라 정비, 시범사업 추진 및 평가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
면서 제도를 정비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자가소유 지원정책에 있어서 네덜란드는 세제혜택뿐
만 아니라 주택수당, 모게지보증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가소유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가소유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저소
득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라 할 수 있겠는데, 본래 자가소유 촉진이
주택정책의 큰 방향이었던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정책은 미흡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주택공급과 관련한 재원투여에 소극적이었기 때
문에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가소유 촉진은 중요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들은 분양가격에 상응하는 자산이 충
분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용도가 높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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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들 가구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을
통해 자산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애초부터 자
가소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가구들과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커
졌다.
물론 1990년대 후반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공적 모게지
를 도입하였고 2008년 보금자리주택 중 하나로 분양가격에 대한 분
할납부가 가능한 분납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모게지 원리금 상
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분납형 임대주택은 공급량 등을 감안할 때 아직 보편화된 정책수단
이라 보기 어렵다. 주택수당이나 모게지보증 등 네덜란드 사례를 포
함하여 외국의 다양한 자가소유 지원정책을 참고하여 자가소유에
대한 저소득가구의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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