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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말

지난달(11.15) OECD는“경제위기이후사회

복지지출(Social spending after the crisis)”이라는

제목으로 30여년의 통계(1980~2009)를 발표하

였다. 본발표는OECD가 2년단위로공표하는

절차의 하나로 기 발표(1980~2007년)에 이어

2008~2009년을Update 한것이다. 또한OECD

는통계의시의성을높이기위해처음으로최근

3년(2010~2012)의 전망치도 발표하였다. 본 글

에서는 지출경향 분석, 복지지출의 실질증가율

비교, 현금및현물급여의지출구성, 핵가족단위

의가족지출, 그리고노인인구를위한지출분석

등에대해살펴보고시사점을제시하여본다. 본

글의 자료는 OECD가 이번에 발표한 사회복지

지출(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을 활

용한다.

2. 지출현황과특성

1) 경제위기이후지출경향분석

OECD는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로 회원국

들의공공사회복지지출평균(GDP대비)이2007

년 19.2%에서 2008년 19.9%, 2009년 22.1%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공복지지

출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22%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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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OECD가공표한우리의공공사회복지지출은GDP 대비9.4%(2009)로OECD평균22.7%의약40% 수준이다. 그러나지난

20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6.7%로 OECD평균(5.2%)의 3.2배이다.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는 결국 2007년을 기준한 2012년의 우리의

실질사회복지지출이OECD회원국중가장높은37%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그리스는-17%로가장많이감소하였다. 이는개

별국가의물가와경상지출액의변화정도에의한영향으로생각된다. 또한‘OECD국가평균’15%에이르는노인인구대상의사회복지

지출은전체지출의40%를분배하고있으나우리는 10%(2009년) 노령인구에25%를사용하고있다. 나아가사회복지지출의9개정책

영역중우리는‘가족급여’가회원국중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번OECD가분석한내용들이사회복지지출의내실화와투자우

선순위를점검하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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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러

한 상승의 원인을 OECD는 크게 두 가지로 보

고 있다. 먼저 실업이나 주택보조와 같은 사회

적지원에대한수요의증가를, 다음GDP의감

소 또는 증가 속도의 감소이다. 즉 지출수요의

증가또는경제성장의감소를들고있다.

2009년기준공공사회복지지출수준을개별

국가별로 보면 큰 차이가 있다. 프랑스와 덴마

크는 GDP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영

국과 일본은 20%이상을, 한국과 멕시코는

10%이하를 지출하였다. 즉 상위권 국가는 프

랑스(32.1%), 덴마크(30.2%), 독일(29.8%)이며,

중위권국가는영국(24.1%), 일본(22.4%), 뉴질

랜드(21.2%) 등, 그리고 하위권국가는 우리나

라(9.4%), 멕시코(8.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는공공사회복지지출이30개국중29위임을알

수있다(그림2 참조).

그림 1. 최근 사회복지지출추이: OECD평균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2012). Social spending after the crisis - Social expenditure(SOCX) data update 2012. 

표 1. OECD주요국가의공공사회복지지출(2009년)

(단위: GDP대비 %)

프랑스

32.1 30.2 27.8 27.8 24.1 23.9 22.4 22.1 21.2 19.2 19.2 17.8 9.4 8.2

덴마크 독일
이탈

리아
영국 그리스 일본

OECD

평균

뉴질

랜드
캐나다 미국 호주 한국 멕시코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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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연평균16.6%로OECD평균 5.2% 보

다 3.2배나 높았다. 2009년도에는 전년대비

1.1%p가증가한GDP대비9.4%로나타났다(표

2 참조). 최근3년간(2010~2012)의전망치는증

가하지않고9.2%선에머무르는것으로추계되

었다. 이러한 이유는 지출액과 GDP의 증가가

각각비슷하기때문이다. 복지지출의점진적증

가를통해 5대사회보험등사회보장제도의확

충과 사회안전망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즉

IMF경제위기이후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도입

과 보육을 포함한 가족정책의 확대 등 적극적

사회정책을통해신사회적위험에대응한복지

체계가구축되고있는것이다.

2) 복지지출의실질증가율

경제위기 상황이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이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07년을 기준(100)

으로 사회복지지출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

영한 2012년의 실질사회복지지출액의 증가율

을순위에따라OECD회원국을분류하면아래

<표 3>과 같다. 실질사회복지지출액의 증가율

이 상위권국가는 한국, 호주, 노르웨이 등이고,

중위권 국가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 그리고 하위권 국가는 이탈리아ㆍ포르투갈

ㆍ그리스(PIGS국가) 등이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 실질사회복지지출이

37%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림 2. OECD국가의공공사회복지지출순위(2009년): OECD평균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재구성



이어서 호주가 실질사회복지지출 29% 증가로

뒤를 이었다. 네덜란드는 실질사회복지지출이

10% 증가(OECD평균과 비슷)하였다. 반면 그

리스는실질사회복지지출이-17%로OECD회

원국 중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개별국가의 물가와 경상지출액의 변화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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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공공사회복지지출추이

(단위: 조원, GDP 대비 %)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표 2. 우리나라공공사회복지지출추이

구분

GDP대비%

지출금액(조원)

GDP(조원)

1990년

2.8

5.4

191.4

3.2

13.3

409.7

4.8

29.1

603.2

6.5

56.3

865.2

7.4

67.6

908.7

7.6

74.6

975.0

8.3

84.8

1,026.5

9.4

100.1

1,065.0

9.2

107.7

1,172.8

9.2

113.3

1,236.6

9.3

121.3

-

6.6

16.6

9.5

5.6

15.2

9.3*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망치 연평균증가율

2010년 2011년P 2012년P
1990∼

2009년

1990∼

2012년

주: p는 전망치,  *는 1990/2011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에서 재구성

표 3. 주요국가의실질사회복지지출증가비교(2012년, 2007년 기준)

한국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137 129 121 107 107 110 103 97 83

자료: OECD(2012). Social spending after the crisis - Social expenditure(SOCX) data upda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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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영향때문으로보인다.

참고로 실질사회복지지출액은 배분규모의

동향이나 추이분석에, 경상 사회복지지출액은

지출규모를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실질사회복

지지출의양상이서로다르게나타난OECD회

원국 중 대표국가로 그리스,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을제시하면〔그림4〕와같다. 

3) 현금급여와현물급여의지출구성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크게 고령 인구를 위

한노령급여(노령, 유족연금), 근로층의소득지

원인 현금급여와 공공보건지출 및 그 외 사회

지출의 현물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그림 5〕에서 사회복지지출을 현금급여와 현

물급여로나누어보면, OECD평균은현금급여

(GDP대비 12.6%)를 현물급여(GDP 대비 9%)

보다 더 높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대륙국가들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현금을 현물보다 높게 지출

하고 있으며, 노르딕 국가들(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캐나다, 네덜란드, 뉴

질랜드, 영국, 미국은현금과현물수당의비율

이유사하였다. 반면, 한국과멕시코와같은저

지출 국가들은 현물급여에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효

용을 극대화하고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

자 주권의 측면에서 선호되는 급여형태이다.

반면에현물급여는공공재를효과적으로제공

하는데유리한급여형태로의료서비스와교육

서비스, 음식, 주택, 직업훈련 및 상담 등 종류

가다양하다.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보다 선호되는 국가들

은두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프랑스와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일본 등은 사회보험의 발

달과함께소득보장정책이중요한제도로자리

잡은 국가들이다. 반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

리스, 스페인 등은 재정건전성에 비해 소득보

그림 4. 3개 OECD국가들의실질공공사회복지지출증가율추이

자료: OECD(2012). Social spending after the crisis - Social expenditure(SOCX) data update 2012. 



장수준이높아재정위기에빠진PIGS국가들이

다. 일반적으로복지국가가발전되기이전에는

현물급여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

책의목표효율성을높일수있는급여형태이기

때문이다.

4) 주요정책영역의지출

(1) 핵가족지원의가족지출

최근가족지출이광범위한소득조사를통해

이뤄지는국가들조차증가하고있어OECD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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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OECD국가공공사회복지지출현금급여와현물급여의규모비교(2009년)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2012). Social spending after the crisis - Social expenditure(SOCX) data update 2012.

표 4. OECD국가공공사회복지지출현금급여와현물급여간규모별분류

‘현금’이‘현물’보다높은국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

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등

‘현금’과‘현물’이비슷한국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등
한국, 멕시코, 아이슬란드, 호주

‘현물’이‘현금’보다높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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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증가율은 0.3%(2007~2009 증가), 지출수준

은2.3%(GDP 대비)로나타났다. 특히아일랜드

와 영국에서 가장 높은 지출수준을 보였다. 이

러한 이유는 최근 들어 두 국가에서는 한부모

가족의직업구하기가더욱힘들어졌다는점과

영국에서저소득가정의수가증가하였다는것

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가족지출은 회원국

중가장낮게나타났다(GDP대비0.8%). 아래의

〔그림 6〕에서 2009년의 통계는 2007년의 통계

에2007년에서2009년의증가를더하면된다. 

(2) 노령인구에대한지출

인구 구조는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2009년도‘OECD국

가 평균’15% 정도에 이르는 노인인구 대상의

사회복지지출(교육지출 포함)은 전체사회복지

지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7 참

그림 6. OECD국가의가족급여지출규모비교(2009년)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2012). Social spending after the crisis - Social expenditure(SOCX) data update 2012. 



조). 일본이나이탈리아같이노령인구가20%를

넘는국가들은복지지출의약60%가노인인구

에게 할당되고 있다. 노령인구가 10% (2009년

10.65%)에 이르는 한국은 전체의 25%정도를

분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들 국가에

비해상대적으로젊은국가이고아울러노인인

구에 대한 배분이 높지 않지만 앞으로 빠르게

고령사회로진입될것이라는점을감안할때적

절한수준과속도조절이필요하다고본다.

(3) 고령화로인한연금지출증가

OECD국가들은복지재정중주요비중의하

나인연금시스템의재정안정성을위해연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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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OECD국가의노령인구(65세+)에 배분되는공공사회복지지출크기비교(2009년)

자료: OECD(2012). Social spending after the crisis - Social expenditure(SOCX) data upda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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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을 실시해왔다. 예를 들어 수당 지급 과정에

물가연동을덜관대하게하며, 은퇴연령을높이

고, 민간과 확정 기여형 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등의 개혁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

재지출수준에즉각적으로영향을미치지는않

겠지만, 장차공공연금지출상승을줄일수있

을것으로보인다. 

2009년과 2025년의 노령 인구 및 GDP대비

연금지출 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국가들의65세이상인구증가율이연금지

출증가율(GDP대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한국만 연금 지출 증가율이 노령인구

증가율을추월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그림 8

참조).

그림 8. OECD국가의미래(2009~2025) 노인인구증가율과연금증가율비교

주: 공공연금은노령및유족연금포함.
자료: OECD(2012). Social spending after the crisis - Social expenditure(SOCX) data update 2012.



이러한 이유는 외국은 연금제도가 이미 성

숙되어 안정화 단계에 있는 만큼 연금지출이

고령화 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우리나

라는 연금제도가 성숙과정에 있고 고령화 속

도도 빨라 연금재정이 이중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3. 우리에의시사점

지금까지 OECD가 지난달 공표한 사회복

지지출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

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회원국 중 낮

지만 물가안정 속에 경상지출의 증가속도가

상위국가인 만큼 실질사회복지지출의 증가

율도 최상위로 나타났다. 물론 핵가족 단위

를 지원하는 가족지출은 회원국 중 가장 낮

았다. 이번의 공표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지출

이 경제위기를 흡수하고 또한 복지지출의 투

자우선 영역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살펴보고

자 한다.

1) 경제위기흡수를위한내실화노력

최근 2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후년도에는사회적위기에대한완충으로공공

사회복지지출이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

저 IMF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는

3.71%(GDP대비)에서 1998년에는5.13%로, 그

다음연도(1999년)에는6.15%로증가하였다. 다

음글로벌경제위기시(2008년) 8.26%에서2009

년에는 9.40%로 증가하였다. 경제위기별로 지

출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IMF경제위기시

는 근로복지서비스와실업급여, 연금일시금 등

이 급증하였으며, 다음 글로벌경제위기시는기

초노령연금 등 공공부조의 강화, 시설보호·근

로복지서비스의 확충, 실업급여·퇴직연금 등

의지출증가였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복지지출

이 우리사회의 사회적위기를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사회복지지출수준은아직낮

지만국민생활의안정과사회통합을위해효과

적으로작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앞으로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

이는내실화노력이필요하다.

2) 가족지출에대한투자우선

우리의‘가족급여’가회원국중가장낮은것

으로나타났다. 정부가저출산문제를해결하고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가족영역’의

지출은급증하였지만그수준은아직낮은실정

이다. 최근 9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우리는

2000년 0.1%(GDP 대비)에서 2009년 0.8%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OECD평균 수준과 비교하

면(2000년 1.9%, 2009년 2.3%) 약 5∼35% 수

준에불과하다. 

여전히낮은가족지출은가족부양시스템의

약화로 연결되는 만큼 가족기능 회복과 사회

통합의 기초 마련을 위해 앞으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진국의 모범사례로 스웨덴을 살펴보면, 고

도경제성장기(1965~1971)에여성취업률상

승이 전통적 가족체계를 붕괴 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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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율, 자살률, 그리고 젊은 층의 범죄율을

상승시키는 간접 원인이 되었다. 스웨덴은 가

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자녀 양육의 부모 공동책임 등의 정책을 통해

1980년대 이후 자살률과 이혼율 등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등 가족관계를 복원하게 되

었다.

이번에OECD가발표한내용들이우리의사

회복지지출의 내실화와 투자우선 순위를 다시

살펴보는계기가되길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