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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사회정책이란 의 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책이다. 역사

으로 지 까지는 주로 경제  빈곤이나 불평등을 사회문제의 핵심으로 

생각했고 사회정책은 주로 이에 한 해결 노력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범 를 어떻게 보는가는 사회나 연구목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일단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에 해당하는 역으로 국한하 다. 그

러나 보건복지로 정책 역을 국한 하 다 하여도 사회정책의 목표는 동

일하다.

본 연구의 주안 은 사회정책으로서의 보건복지정책을 논의할 때 이

러한 사회정책의 목표의 달성 자체에 을 맞추는 것이 불필요한 긴 

논의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사회목표의 실질  달성에 주안 을 

두는 경우에는 명분 인 이유로 수단을 제한시키지 않는다는 것과 가장 

근본 이고 효과 인 수단을 알아내고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최소한으

로 들어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보건복지정책 자체와 함께 경

제 인 측면이 명분 인 제약을 넘어서 사회정책목표의 실질  달성을 

해서 가장 근본 이고 효과 인 수단이라는 인식에 입각하고 있다. 이

러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의 목 달성을 해서 경제의 상태

가 보건복지정책 자체와 같이 요한 고려의 상이 된다. 따라서 사

회정책의 실질  달성을 주안 으로 하는 시각에서는 보건복지와 경제와

의 선순환이 가능한 상태가 최선의 지향 이 된다. 장기 복지운용방향



도 결국 이러한 단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지

향 이다.

이를 하여 본 연구는 먼  사회정책목표의 실질  달성을 한 이

론  논의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사회정책목표의 실질  달성을 논의하

기 한 두 가지 요소로서 사회정책목표 자체와 자본주의 경제순환과 

복지와의 계를 다룬다. 다음으로 사회정책목표의 실질  달성과 련

된 사례로서 부담 복지의 일본과 고부담고복지의 스웨덴 사례를 복지

와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우리나

라의 장기 복지재정운용에 주는 시사 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유근춘 박사의 책임 하에 요코하마 시립 의 국 호 교수

와 본 연구원의 김태은 연구원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한 본 연구의 진

행과정에서 귀 한 조언을 해주신 국회 산처 박용주 국장, 연세  양재

진 교수, 한남  황진  교수와 원내의 고경환 박사, 신화연 박사께 심

심한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 인 견해가 아니라 연

구진의 개별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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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d and Long Term Policy Directions of 

the Social Expenditure for the Real 

Attainment of the Social Policy Goals

The moving motivation of this study was that the discussion 

about the social expenditure is usually long but has no real 

outcomes and to avoid this the real attainment of the social policy 

goals should be emphasized. If the policy instruments are chosen 

only by the criterium of the real attainment of the social policy 

goals, the virtuous circle between economy and the welfare system 

must be the main object. 

In order to address this research problem the social policy goals 

and the relation between economy and the welfare system are 

specifically presented and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method is 

applied. The study leads to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the high burden and high welfare type or the low 

burden and low welfare type has no definite relation to the 

economy performance. That is, the good and bad economic 

performance is equally possible for the each type. It means that 

there are conditions for each type that lead to the good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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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and it is very important to realize this preconditions.

Secondly, Korea has not explicitly chosen a course between two 

typ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find consensus about 

the course between the two types of welfare systems and to build 

the pre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that chosen course.

Thirdly, the low economic growth and the tight financial 

condition on one side and the expanding demand for the social 

expenditure on the other side lead to the compromised financial 

policy direction, that is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the social 

expenditure.

Fourthly, in the case of the social policy goals the two final 

goals, that is the social peace and the economic sustainability, 

must be equally considered and the core part of the each goal is 

selected and the expenditure must be concentrated on the core 

part. For the goal of social peace the core part could be the social 

assistance and for the goal of economic sustainability the social 

investment expenditures, for example investment for the children.

Fifthly, to increase the financial capacity it is necessary that the 

large social expenditure areas such as public health insurance and 

the public pension insurance must be restructured and be 

supplemented by the private financing.

Sixthly, there must be a balance between targeted and universal 

expenditure. Under the tight financing condition the targeted 

expenditure has the priority. But if the investment effects of the 

social expenditure are remarkable, the universal expenditure in that 

area must be considered.



요약

Ⅰ. 요약과 결론

가장 요한 시사 은 남유럽 재정 기를 계기로 일부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이 고부담 고복지인 유럽모델이 실패하여 종언을 고하여야 하는 

모델이라 단순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이다. 즉 실을 보면 고부담 고

복지 모델과 부담 복지 모델 각각에서 경제  성과를 기 으로 할 

때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고부담 고복지인 유럽모델  스웨덴과 독일은 국가경쟁력이 우수하

여 성공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역시 고부담 고복지인 이태리

는 실패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고부담 고복지로 환하고 있

은 것으로 보여 지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역시 실패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부담 복지에 속한다고 보여 지는 국가  일본은 70년 와 

80년  성공 이나 90년  이후 성공 이지 못하다. 한국은 최근 성공

이다. 국과 미국은 재 실패 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각 복지모델은 경제와의 계를 기본으로 할 때 

나름 로의 성공기 과 실패기 이 있어 이  어느 쪽이 실 되는가는 

각 국가에서 각각의 성공과 실패의 조건  어느 쪽의 조건을 갖추는가

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 이러한 기반조건을 갖추는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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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끌고, 문제가 생긴 경우 한 응을 하는 것이 요한데 이는 

정부가 얼마나 유능하고 강력한가에 달려있다고 단된다.

Ⅱ. 우리나라의 중장기 복지재정운영에 주는 시사점

  1. 기본적 방향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고부담 고복지와 부담 복지 사이에서 뚜렷

하고 안정 인 선택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단된다. 따라서 요한 은 

국민들이 두 방향  어떤 쪽을 선택하는 지를 정치과정을 통해 확인하

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어떤 선택을 하든 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

라 해당 선택의 경제  성공기 이 작동하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하여서는 정치경제학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정치경제학  

연구의 가장 기본 인 수 의 연구는 어떤 주어진 조건하에서 어떤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합목  인가를 보

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 연구에서는 통상 어떤 특정한 정책수단의 

실행을 한 정치  결정이 내려질지 혹은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러한 결

정이 내려질 수 있는지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상기한 기본  수 의 연구를 넘어서서 경제  

실에 한 교과서  지식이 정치  의사결정과정에서 수용될지, 혹은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수용될지, 그 결과 원하는 결과를 가

져올지에 해 연구가 이루어 져야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정치  의사결정의 구조와 과

정자체를 정치과정의 상으로 삼는 연구를 한다. 즉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자체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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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치경제학의 진 을 염두에 두면 상기 논의를 통해 실에서 

발견되는 복지모형인 ‘고부담-고복지’와 ‘ 부담- 복지’는 경제성장(국

제경쟁력)과 재정건 성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성공의 가능성과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치과정에서 성공을 

한 여건이 선택되는 가이다. 따라서 이제는 어떤 수단이 어떤 조건 하

에서 어떤 목 을 성공 으로 이룰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수 을 넘어, 

그러한 성공 인 수단이 정치과정에서 선택되어 실 될 수 있는 조건과 

그 실 을 한 정치과정의 제도  조건을 어떻게 구 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선택과 집중: 재정수단의 제한과 새로운 복지투자 요구의 조화

가. 문제

우리나라의 실에서는 성장과 재정압박에 의한 재정수단의 제한과 

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복지투자 확 의 상충 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제약과 확 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원칙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논리 으로 선택과 집 이 될 수 밖에는 없다.

선택과 집 을 정책 으로 실행시키기 해서는 그를 결정하는 범주

와 각 범주에서의 우선순 에 한 구상이 있어야 한다. 다음에서 이에 

한 고려를 한다.

나. 선택과 집중의 범주와 우선순위

첫째로 고려되는 범주는 복지의 사회경제  의미이다. 이는 사회정책

목표에 해당하는 범주이다. 역사 으로 복지제도는 사회구성원에게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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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자유를 부여하고 평등 인 사회  정의를 구 하여 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에 궁극  목 을 

두었다(사회  가치 측면에서의 용인). 그러나 복지제도가 발 하고 사

회 여건이 변화( 출산 고령화, 세계화. 지식경제 등)함에 따라 복지시스

템 유지의 기반인 경제  지속가능성이 복지시스템의 요한 단범주로 

등장했다. 즉 사회의 평화와 경제  지속가능성이 역사 으로 사회정책

의 두 가지 최종목표로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책의 두 가지 최종목표를 기본으로 할 때 사회가 용인

하는 수  이상에서 사회의 평화를 확보하는 고 인 복지지출(구사회

 험에 한 보장이 주로 해당됨: , 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을 유

지하면서 가능하면 최 한 경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복지투자(신사

회  험에 한 응이 주로 해당됨)를 넓히는 것이 기본방향이 될 수 

있다.

사회  평화라는 사회정책의 최종목표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

보장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2차안 망인 기 보장에서 1차안

망인 기여 심의 사회보험으로 이동시키는 기 이 필요하다. 

경제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정책의 최종목표의 핵심은 출산고령화

에 따른 잠재성장의 감소를 막는 노동력의 양과 질의 향상과 련된 투

자이다. 로서는 아동청소년에 한 투자, 여성과 고령 노동자의 활성

화를 한 투자 등이 될 수 있겠다. 이는 고부담고복지의 성공  기 에

서 요한 역할을 한 생산  사회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둘째로 선택과 집 의 고려에서 targeting과 보편  지출의 범주를 

한 고려하여야 한다. 재정력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는 지출의 효과가 높

은 targeting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를 들어 앞으로 늘어날 

고령지출에 하여 모든 노인을 상으로 하기보다는 필요가 있는 노인

을 상으로 하여 복지지출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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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제  효과가 뚜렷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외 으로 보

편  지출이 가능하다. 를 들어 노동력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보육

이나 극  노동시장 정책 등의 정책에 해서는 그 경제  효과가 뚜

렷하다고 단되는 경우 보편  지출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투자의 성과

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달성하기 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역시 첫 번째에서 지 한 고부담고복지에서 성공

인 기 으로 요한 역할을 하는 생산  사회지출 분야와 련있다.

세 번째로 고려되는 범주는 복지재정의 여력을 넓히기 한 선택과 

집 의 범주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지출구성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연 과 건강보험이다. 따라서 이들에서 재정의 부담을 

낮추고 개인의 책임을 확 하는 것이 복지재정의 여력을 넓히는데 요

하다.

연 보험의 경우 재처럼 다층소득보장으로 나아가 기업과 개인의 

역할을 넓히는 개 이 계속 진행되어 공 연 에 의한 재정부담을 정

하게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다음으로 부담이 큰 것은 건강보험이다. 

이는 특히 그 증가경향이 두드러져 재정  안정화 조치가 긴요하다. 장

기 으로 총액 산제, DRG 등의 지불보상제 개편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복지와 경제의 관계, 중장기 복지재정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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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 간 논쟁 등과 같이 재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의 구성과 그에 따른 복지재정의 수   구성에 한 논쟁이 정책

안으로 두되어 있다. 이러한 논쟁은 그 결정이 미루어질수록 사회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재의 복지재정 련 논

쟁의 결정에 다양한 실질  근거를 제공하여 이러한 논쟁의 비용을 최

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 이라는 용어를 명칭을 어떻게 하든 원하고자 하

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목표 간의 계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질  근거를 제공하는 목 의 일환으로 기존 선진복지국가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실을 토 로 합의가 가능한 사회정책목표를 도출하고, 이

러한 사회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와 복지의 구체 인 상호작용

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단지 복지재정의 양 인 수 을 논하는 단계

를 넘어 실질 으로 사회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함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경제와 복지 간의 상호작용에 한 논의의 심화  확

에 기여하고, 복지지출 수 과 구성에 한 논의를 넘어서서 구체 으로 

제시된 사회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 인 경제와 복지의 상호작

용에 입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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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의 장기 재정운용방향에 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  최 욱 외(2005)1)는 재정지출 분야별 재원배분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재정정책에서의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하

여, 분야별 지출수 과 구성에 한 국제비교와 회귀분석 등을 통한 재

정지출의 결정요인분석,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  향에 한 기존논

의 평가, 경제, 복지, 기타 분야 지출에 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향후 

체 재정규모  분야별 재원배분에 한 논의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근춘 외(2008)2)는 국가 보건복지재정 지출의 기본  근거로부터 시작

하여 체계 으로 환경변화를 고려한 정화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하여,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기본  근거와 경제사회여건 변화  우리나

라 보건복지 환경 특징에 따른 문제와 보건복지 재정투자 방향, 국제비

교에 따른 우리나라 보건복지재정 지출과 부담의 황과 망, 국제비교

에 근거한 우리나라 장기 보건복지재정투자 수 과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형수 외(2009)3)는 인구-거시경제-재정부문을 모두 포 하는 동

시에 이들 3개 부문간의 상호연 을 명시 으로 고려하는 장기재정모형 

안에서 사회복지지출을 세분화하여 장기 재정추계모형을 개발하여 추

계를 하고 장기  정책  함의를 제시하기 하여, 인구  거시부문 

모형 제시, 재정수입  사회복지 이외의 지출 모형,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 구축된 모형을 이용한 사회복지지출의 장기 망, 장기재정 망, 

정책 시뮬 이션  련 정책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장기 재정운용방향에 한 논의들은 지출수 과 구

1) 최 욱 외(2005),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 유근춘 외(2008), 보건복지재정 정화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박형수 외(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한 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한 연구, 보건

복지부,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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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그리고 부담수 의 과소와 그 향을 논의하는 수 에 그치고 실질

으로 그러한 제시된 정책방향을 통해 실질 으로 바람직한 상태가 달

성될지에 한 논의를 결여하고 있다. 이를 해서는 경제와 복지의 선

순환에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제와 복지와의 계를 

논의하는 문헌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4)

고 선(2005)는 분배구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 경제성장이 분배

구조에 미치는 향을 정 인 방향과 정 인 방향에서 바라보는 기

존의 문헌에서의 논의와 그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어 분배정

책과 경제성장 간의 계에 한 기존논의와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성장

과 분배를 조화시키기 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고 선(2007)은 2005

년의 논의를 요약하고 보완하여 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을 

제시하고 있다. 재분배정책의 경제성장에 한 정  향으로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 1. 자본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데 기여

한다. 2. 시장에서 공 되지 않는 보험기능을 수행한다. 3. 경제개 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4. 사회통합을 제공하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정치  안정을 제공한다. 재분배정책의 경제성장에 한 

부정  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 1. 조세로 인한 

경제효율성의 하락(사 손실). 2. 높은 복지혜택의 복지의존성 래. 3. 

민간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 이러한 정  부정  향을 논의한 

후에 재분배정책은 경제  고려와 독립 으로 소득  부의 공평한 분

배 상태 자체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경제성장에 한 고려

4) 주로 다음의 문헌들에 입각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외국의 실증문헌에 한 논의는 본 연

구단계에서는 아직 다룰 필요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며, 이에 해서는 다음 

각 문헌에 다루어져 있는 것을 참조하라. 1. 고 선,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한 과제, 
KDI, 2005. in 장기 정책우선순 와 재정운용방향, 2. 고 선, 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 KDI, 2007. in 재정사업 심층평가지침, 3. 최 욱 외(2005, 재정지출의 분

야별 재원배분에 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의 부록 4 소득분배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계에 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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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얼마나 재분배정책을 추구하는 가에는 향을 주고 있다고 결론 짓

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복지와 경제 사이의 계에 한 논의가 명

시 으로  자본주의의 체 인 구조를 인식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에 미비 이 있다는 단 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Ryu(2003)에 제시된  화폐경제의 한 가지 가능한 구조로서 자본주

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경제의 성공조건을 제시한 후 이에 따른 복지

와의 선순환 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목 , 그리고 선행연구 고찰에 따른 본 

연구의 방향이 제시된다. 2장에서는 사회정책목표의 실질  달성에 한 

이론이 제시된다. 먼  사회 목표의 실질  달성을 한 두 가지 이론

 요소가 사회정책목표 자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과 자본주의 경제순

환이라는 것을 제시한 후, 이어서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다룬다. 3장에

서는 2장의 논의를 기반으로 사회정책목표의 실질  달성에 한 실제

사례연구를 제시한다. 이를 해 먼  본 연구의 논의에 기반한 성공

인 복지와 경제의 상호작용 모형의 과정을 제시하고, 실제로 성공과 실

패를 논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확정한다. 이어 복지국가 모형

(북구형, 륙형, 미형, 남유럽형, 한국과 일본)에 따른 16개국을 종합

으로 연구하고, 이들 국가  일본과 스웨덴을 개별사례로 자세히 다

루어 본다. 4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고, 이어 우리나라의 장기 

복지재정운용에 주는 시사 과 연구의 제한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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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방

향과 틀을 결정하 고, 사회정책목표의 실질  달성을 한 장기재정

운용방향의 도출을 해서는 성공과 실패를 제시할 수 있는 모형연구, 

이에 근거한 지표제시를 한 계량연구, 지표를 통한 국제비교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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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에 관한 이론

제1절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의 두 가지 요소: 

사회정책목표와 자본주의 경제순환

우선 사회정책목표의 실질  달성을 해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사

항의 일반 인 내용과 계에 해 간략히 서술하고 각각의 세세한 내

용은 다음의 두 에서 하도록 하겠다.

사회정책의 목표는 출발 은 서구 선진국의 발달과정에서 보면 사회

 평화(=사회  통합) 다. 이의 기본  조건은 사회가 생산한 물질  

자원이 크기나 격차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정의롭게) 분배되는 것이었다. 더 구체 으로 들어가면 권력, 명성 등과 

같은 다른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수 과 격차의 문제도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가장 근본 인 문제는 물질 인 경제  부의 분배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일단 경제 인 분배 외의 다른 가치의 분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게 경제  자원의 분배에 있어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사

회  통합이 해되지 않고, 따라서 사회  평화라는 역사 으로 최우선

인 사회정책목표가 실질 으로 달성될 수 있는 토 (즉 수단  차원)

는 그러한 물질  자원 자체의 크기가 커지고, 생산된 물질  자원이 사

회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자(즉 물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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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자체의 크기가 커짐)는 경제가 정하게 성장하여 경제  지속가능성

이 확보될 때 달성된다. 이의 가장 핵심 인 문제는 자원배분에 한 경

제  의사결정이 시장과 비시장의 어떤 조합을 통해 가장 효율 으로 

이루어지는 가이다. 후자(즉, 한 사회의 생산된 물질  부가 사회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배되는 것)는 생산된 물질  부의 분배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어되어 사회통합을 해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때 달성된다. 이의 핵심 인 문제는 시장을 

통한 소득의 기능  분배(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5)에 의한 

일차  시장 소득분배와 복지제도6)  조세제도 등을 통한 이차  소득 

재분배의 결과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가이다.

이 게 최우선 인 사회정책목표인 사회평화를 실질 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논의를 해서는 사회정책목표와 그 실 수단 그리고 가장 

근본 인 실 수단인 물질  수단을 결정하는 경제  요소에 한 논의

가 필요하다. 이는 다음의 두 인 사회정책목표와 자본주의 경제순환에

서 각각 다루어진다.

제2절 사회정책목표

⧠ 사회정책목표와 보건복지목적함수

사회정책목표는 사회정책의 범 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상 보건복지라 불리는 상의 범 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5) 통상 경제학의 분배이론에서 다루어지는 생산요소에 한 가격이론에서 다루어지는 소득분

배이다. 이에 속하는 소득으로서 토지에 한 지 , 노동에 한 임 , 화폐자본에 한 이

자, 기업활동에 한 이윤이 있다.(cf. 조순, 경제학원론, 제3 정 , 서울: 법문사, 1987, 
257-337) 가계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의 근원은 노동소득(임 )과 자산소득(지 , 이자, 배
당 등)의 두 가지이다.

6) 복지제도와 련하여 사회  임 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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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라는 것은 내용상 경제학이나 경 학에서 다루는 목 함수와 일

치한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정책목표라 하는 것은 보건복지의 목

함수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를 포함하여 일반 으로 목 함수의 유무 그리고 목 함수의 

확실성 여하가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다. 일반 으로 목 함수는 목

의 선택에 의해 포기되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가치 을 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것의 도출을 해서는 고도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보건복

지제도 기능여부의 단 기 은 그 목 함수를 실질 으로 달성하는지의 

여부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제목의 ‘실질  달성’이라는 어구의 일

차  의미는 사회정책목표 즉 보건복지의 목 함수를 보건복지제도의 수

단들을 통하여 충족시키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실질 이라는 은 목

표달성 혹은 목 함수 충족에 을 맞추어 수단을 단하는 것이다.

⧠ 보건복지제도의 궁극적 목적함수

보건복지제도의 궁극  목 함수는 사회내부의 평화와 경제  지속가

능성이다.8) 참고로 이 두 가지의 목 함수는 일반 으로 국가가 당

으로 하여야 하는 두 가지 기본 인 기능과 연결되어 있다. 즉 비경제  

목 인 사회내부의 평화는 일반  국가의 당   ‘동등한 심과 존

’(equal concern and respect)에 상응하며, 경제  지속가능성에의 기

여는 ‘기본  능력의 구비’(basic capabilities)와 상응한다.9)

자는 비경제  목 인 사회 내부  통합에 의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

7)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에 의거 논의를 진행한다. 윤석철, 삶의 정도, 서울: 즈덤하우

스, 2010.
8) Lampert and Althammer(2007)의 논의를 기반으로 한다.
9) Rothstein, Bo, Just Institutions Matter: The Moral and Political Logic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Kymlicka, 
Will,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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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물질  자유(최 생활보장 등)와 사회  정의(출발, 참가, 분배 등 

측면)의 실 을 통한 기본인권의 실 과 확장의 결과로서 달성된다. 후자

는 경제  목 으로서 보건복지 지출이 최소한 경제  지속가능성을 

해하지 않고, 더 나아가 경제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의 비경제  목 과 경제  목  사이의 계를 생각해보면 

보건복지의 비경제  목 에는 사회마다 어떤 이유로든 그 이하로 내려

가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핵심수 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은 다른 

궁극  목 인 경제  목 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

나 그 이상의 비경제  목 의 추구는  사회의 발 단계에서는 경제

 목 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원칙은 두 가지 이유로  사회에서 정당화 된다고 생각된

다. 하나는 경제  지속가능성이 사회  평화의 물질  기반과 동일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즉 ‘최선의 복지는 경제’라는 주장에 그 일단이 

나타나 있는 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  평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재 가장 근본 으로 걸리는 제약요소가 경제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에서는 경제  지속가능성이 통 인 

사회  평화와 함께 보건복지제도의 궁극  목 함수가 되는 것이다.

⧠ 보건복지제도의 수단적 목적

이러한 궁극  보건복지제도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추구되어야 

하는 수단  목 이 필요하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10)

○ 건강의 보호와 회복

○ 자구  생계확보의 기반으로서의 직업과 생계획득 능력의 조성, 

확보  개선

10) Lampert and Althammer(200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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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한 취 의 원칙에 기반하고 사회정의상 의무가 있는 인간존엄 

 직장 안과 밖에서의 자유로운 개성발 을 한 제의 보장

○ 사회보장의 확립

○ 상시스템에 합한 재분배정책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 불평등 그

리고 부담불평등을 조정

⧠ 보건복지수단의 일반적인 세 가지 차원

보건복지의 수단  목 을 추구하는 데는 보건복지의 수단이 필요하다. 

보건복지의 수단으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물질  수단: 경제  기반과 재원으로서 경제력이 해당됨.

○ 정신  수단: 사회보험, 공공부조, 긴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제도를 만들고 효율 이며 효과 으로 운 하는 것이 해당됨.

○ 사회  수단: 신뢰, 인격(희생, 양보 등), 개방성(투명성) 등이 해

당되며, 를 들면 사회복지지출  국민부담률에 한 국민 인식

이 신뢰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는지의 여부 등이 해당됨.

⧠ 보건복지의 목적들과 수단의 관계

상기한 보건복지의 목 과 수단 들 사이의 계는 재의 환경을 고

려할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 출산고령화, 노동시장유연화 등의 여건변화로 보건복지수요는 

계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나 이를 충족시키기 한 재정수

단이 거시경제 인 성장과 재정압박에 의해 제한되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 인 의사결정의 원칙은 략 인 선택과 집 이다. 

○ 사회의 내부  평화: 이는 두 가지 궁극  목   역사 으로 우

선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물질  비물질  삶의 여건의 수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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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사회  평화를 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를 한 사회  최 용인 수 이 있어 이는 보편 으로 보장되어

야 한다. 이는 두 번째의 궁극  목 을 경제  지속가능성이라 표

한 것과 조한다면 사회  지속가능성이라 표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  내부평화의 목 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의 핵

심  부분은 첫째로, 근로무능력, 긴 상황 등의 사정에 의하여 

일자리 여부와 무 하게 무조건 으로 보장되는 핵심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은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긴 지

원제도 등을 통한 최 생활보장에 해당된다. 이러한 제도 안에

서도 핵심  수  이상은 다른 수단의 제약, 특히 경제  여건

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둘째로, 근로능력자와 긴 상황이 아닌 경우의 핵심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일자리를 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실에서 존재하는 로는 사회보험을 통

한 사회  험의 보장이 있겠다. 이 경우에도 핵심 인 필요

보장 수  이상은 부담능력에 따른 보장 수  차이가 가능하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에 한 핵심  부분 사이에는 첫째가 우

선되는 계가 존재한다.

○ 경제  지속가능성

－ 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과 양 향상 련 정책은 투자

 성격이므로 그 투자효과를 극 화하는 방향으로 지출이 이

루어져야 한다. 이에는 아동청소년에 한 생애주기  사  

방  투자(보육과 일과 가정양립(여성노동력)을 한 투자 포

함), 사  방  건강투자를 통한 인 자본 역량형성, 장애인

을 포함한 근로능력제한자들의 역량형성  근로보장, 자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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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개편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사회서비

스와 사회  일자리, 극  노동시장정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보건복지 목 함수를 달성하기 한 수단들은 경제시스

템의 효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

어야 한다.

제3절 자본주의 경제순환과 복지의 관계: 성공적인 복지와 

경제의 상호작용 모형

앞에서 사회정책목표 즉 보건복지 목 함수의 실질  달성을 하여 

다루어야 할 두 가지 요소  출발 인 사회정책목표 자체에 해 알아

보았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요소인 자본주의 경제 순환을 복지와의 계

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는 특히 경제  지속가능성과 련하여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목표의 실질  달성의 첫 번째 의미를 사회정책목표 

즉 보건복지의 목 함수에 을 두고 그의 실질  달성을 해 수단

을 진정 수단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는 명분 인 이유로 

수단을 제한시키지 않는다는 것과 가장 근본 이고 효과 인 수단을 알

아내고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최소한으로 들어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번째로 경제 인 측면이 명분 인 제약을 넘어서 사회정책목표의 실

질  달성을 해서 가장 근본 이고 효과 인 요소라는 것이 사회정책

의 실질  달성의 두 번째 의미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한 것은 

보건복지와 경제 사이의 선순환  계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 의 자본주의  경제와 복지의 계를 기본 으로 알아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해 구체 이고 수리모형 인 수 에서는 다루

지 않지만 그러한 선순환  계의 가능한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수 에

서의 일반  논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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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대화폐경제의 모형제시를 통한 자본주의의 규정

가. 현대 화폐경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정책목표 즉 보건복지의 목 함수를 실

질 으로 달성하기 해서는 경제와 보건복지제도와의 계, 특히 선순

환  계의 가능성에 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먼  

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에 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경제를 화폐경제로 개념지우고 그것의 가능한 형태로 재의 자

본주의경제질서를 규정하고자 한다.11) 화폐경제란 거의 모든 경제행 가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그 지 않은 경제행 는 외 으로 되는 경

제이다. 이러한 화폐경제의 구조가 보건복지와 경제와의 선순환의 가능

성과 보건복지제도의 경제  지속가능성을 가장 근본 으로 결정지어 주

는 구조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 구체 이고 수리모형

인 개를 못한다 해도 그 논리 인 연결 계는 근본 인 구조수 에

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화폐경제 구조는 다음의 [그림 2-1]이 나타내는 바와 같은 이 순환12)

으로 표 된다.

화폐경제에서 가장 요한 사항은 화폐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

하는 일이다. 이러한 화폐순환이 계속되면 동시에 반  방향으로 재화와 

서비스인 실물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가 제

로 기능하는 경우이다.13) 

11) Ryu(2003)을 참조하라.
12) 이때 화폐의 순환이란 지불을 통해 지불능력이 재생되는 것을 말한다. 즉 지불이라는 경

제시스템의 원소를 통해 다시 경제시스템의 원소인 지불이 재생산되는 자기생산

(autopoiesis)을 순환(circulation)이라고 하는 것이다. Luhmann, 1988, 131쪽.
13) 물론 이를 자세하게 다루려면 물가, 화폐의 양, 화폐구매력의 공평한 분배 등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는 일단 가장 근본 인 화폐의 순환 자체만을 문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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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를 알기 해서는 화폐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요인을 알아보아야 한다. 먼  화폐는 경제주체가 지불을 하

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에 경제주체에 따라 지불의 이유가 달라진

다. 이를 나타내는 것이 이 순환의 안쪽이다. 한 경제의 경제주체로는 

가계, 정부, 기업이 상정되고 있다. 가계와 정부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하여 지불을 한다. 가계의 경우에는 사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 지불을 

하고, 정부는 집단욕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정치과정을 통해 지불을 한

다. 이는 각각 이 순환도의 오른쪽과 왼쪽에 표시되어 있다. 반면에 기

업의 지불은 투자비용으로서 비용이상의 화폐액을 회수하기 하여 지불

이 이루어진다. 이는 이 순환도의 쪽에 표시되어 있다.

〔그림 2-1〕이중 순환으로서의 현대 화폐경제 구조

수익성 (기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 W´ – G´ : 판매]

<지불불능의보전 =
지불불능의떠넘김

조세혹은
기타강제징수
(국가: 예산)

노동
(가계: 예산)

집단욕구의
충족

<지불이유=
지불능력의이전이유>

사전욕구의
충족과
세금

투자
[G – W (Pm, A) ... P...] 

와세금

수익성 (기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 W´ – G´ : 판매]

<지불불능의보전 =
지불불능의떠넘김

조세혹은
기타강제징수
(국가: 예산)

노동
(가계: 예산)

집단욕구의
충족

<지불이유=
지불능력의이전이유>

사전욕구의
충족과
세금

투자
[G – W (Pm, A) ... P...] 

와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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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순환이 계속되려면 이러한 지불의 이유가 계속 있어야 하고, 

한 그 지불의 이유를 감당할 수 있는 화폐구매력이 각 경제주체에 계

속 구비되어야 한다. 지불의 이유인 사 욕구, 집단욕구, 투자욕구는 계

속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의 지불의 이유를 감당할 수 있는 화폐

구매력의 구비라는 측면을 살펴본 것이 이 순환도의 바깥쪽이다. 이는 

각 경제주체가 어떻게 화폐구매력을 계속 보 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순환의 안쪽이 화폐구매력의 달을 나타내고, 바깥쪽이 화폐구매력

의 환수를 나타냄으로 화살표의 방향이 반 로 되어 있다.

먼  가계는 자산이 크지 않은 한 노동소득을 통해 사 욕구 충족을 

한 지불로 사라지는 화폐구매력을 계속해서 보 해야 화폐경제에서 계

속 경제행 를 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남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공 가계

인 정부는 집단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지불로 사라지는 화폐구매력을 

조세 혹은 기타 강제징수를 통해 계속해서 보 해야 화폐경제에서 계속 

경제행 를 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남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투

자비용으로 지불되어 사라지는 화폐구매력을 매를 통해 계속 보 해야 

계속해서 경제행 를 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남을 수 있다. 가계와 정부

의 화폐구매력 보 은 각각 아래 오른쪽과 왼쪽의 바깥쪽 화살표에 의

해 나타내 진다. 기업의 화폐구매력 보 은 이 순환의 쪽의 바깥쪽에 

나타나 있다. 

화폐구매력의 보  메커니즘에 있어 가계  정부와 기업 사이에는 

근본 인 차이가 있다. 이는 이 순환에서 기업의 경우는 안쪽의 지불이

유를 나타내는 화살표와 바깥쪽의 화폐구매력 보 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직 으로 이어졌음을 나타내는 동그라미 화살표로 이어져 있으나, 가

계와 정부의 지불이유를 나타내는 안쪽 화살표는 각각의 화폐구매력 보

을 나타내는 바깥 화살표와는 직  련이 없어 이어져 있지 않고, 

화폐구매력의 보 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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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투자비용으로 지불할 때 이미 바깥 화살표의 매를 통한 회수

가 가능한 경우, 즉 수익성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불을 하므로 기업의 지

불은 수익성 조건에 의해 조건 지워 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불자체에 

화폐구매력 보 의 메커니즘이 용되어 있다. 반면에 가계나 정부의 지

불은 지불자체에 의해 화폐구매력이 보 되는 메커니즘이 되어있지 않

다. 따라서 화폐구매력을 보 하기 해서는 각각의 보  메커니즘에 의

해 확보되는 산의 범  안에서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가계

와 정부의 지불을 조건지우는 조건은 산조건이 된다.

나. 자본주의로서의 현대 화폐경제

에서 살펴 본 화폐경제는 자본주의 으로 조직될 수도 있고 아

닐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자본주의로 조직된  화폐경제를 정의하고

자 한다.

상기한 지불의 수익성 조건과 산조건의 두 조건  수익성 조건은 

자본주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수익성 조건이 맑스

(Marx)가 정의한 개별자본의 순환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14)

 화폐경제의 조직은 이러한 두 가지 지불의 조건, 즉 자본주의  

조건과 산조건  어느 것이 주된 조건이 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

14) 자본주의의 개별 화폐자본의 순환은 G–W(Pm, A) … P … W – G, 단 G = G + g, 
g >0 으로 나타내 진다. 자본주의 기업은 화폐자본(G: Geld)을 가지고 매할 상품(W : 
Waren)을 생산하는 생산행 (P: Produktion)를 하기 해 상품(W: Waren)이 된 생산요

소인 생산수단(Pm: Produktionsmittel)과 노동(A: Arbeit)을 구매하는 지불행 (G – 

W)를 한다. 이 과정(G – W(Pm, A) … P … W‘)이 투자과정이고 기업은 투자를 

해 지불한 액만큼(G) 지불불능이 된다. 이 지불불능이 일정한 기간 내에 보 이 안 되

면 그 기업은 지불불능이 되어 산(bankruptcy)하게 되는 것이다. 지불불능을 떠넘기고 

지불가능으로 환되는 과정이 생산된 상품(W )의 매과정(W’–G‘)이다. 단 이과정은 

수익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G’ = G + g, g >0 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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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를 포함한 자본주의 사회들에서는 지불의 자본주의  조건이 우

를 차지하고 산조건은 부수  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주의  수익성조건이 경제 체의 화폐구매력 보

에 있어 결정  역할을 하는 화폐경제를 자본주의 경제로 정의한다. 이 

경제질서 하에서는 부분의 산조건에 따른 지불의 보 도 자본주의  

화폐순환의 과정에 포함되게 된다.15)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질서는 맑스의 개별자본순환에 나오는 항목을 

사회 으로 집계(aggregation)한 거시  경제과정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거시  집계치를 굵은 문자로 표시하고 자본주의의 거시  경

제 질서를 밝힌 그림이 아래의 [그림 2-2]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개별가계와 국가의 화폐구매력 

보 이 자본주의  수익성 지불조건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거시 경제

으로 자본주의  화폐기 이 문제없이 작동될 때 경제 체 으로 화폐구

매력의 보 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화폐구매력의 이 도 계속해서 이루

어짐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거시경제하에서의 자본주의  화폐구매력의 

보 은 그림에서 보듯이 생산자가 받기를 기 하는 가격의 총합 즉 t기

의 총가격 (Xt) 을 t기의 총유효수효 (Et) 가 구매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다. 이러한 동  안정성의 조건이 계속 충족되어 화폐구매력이 계속 

이 되고, 화폐구매력이 계속 보 되면 경제는 마치 분사추진의 원리에 

의해 계속 유지되고 발 되게 되는 것이다. 이 게 화폐기 이 별 문제 

없이 작동하는 한 실물 재화의 생산과 소비도 별 문제없이 계속해서 이

루어진다. 즉 실물의 생산과 소비가 화폐기 의 작동에 부수해서 발생하

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경제를 화폐경제라 할 수 있다.

15) 를 들어 노동에 의한 가계의 화폐구매력 보 은 기업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구매(G-W(A))하기 때문에 가능해 진다. 한 정부의 조세수입의 상당부분은 기업의 수익

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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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자본주의의 거시적 경제질서

  2. 성공적인 자본주의 경제순환의 조건과 복지와의 관계

가. 성공적인 자본주의 경제순환의 조건

와 같이 성공 인 자본주의 경제순환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 재화가 

지속 으로 생산, 소비되기 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화폐구매력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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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련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로 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 있

는 투자기회가 계속 으로 유지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둘째로 정부의 경

우에는 공공지출의 재정충당이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가계의 경우에는 노동소득을 한 일자리의 창출이 계속해

서 성공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게 화폐구매력이 계속 보 되고, 계속해서 이 되는 동 인 체계 

안에서  화폐경제는 동 인 안정성을 갖게 되고, 성공 인 자본주의 

경제순환도 이루어진다.

나. 성공적인 복지와 경제의 상호작용 모형

  1) 문제제기

남유럽국가들의 재정 기가 유로화 가치를 하면서 동시에 유럽복

지모델의 지속가능성에 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2차 

 후 계속 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고부담 고 여의 유럽형 복지모

델을 발 시켰다. 그러나 출산과 연장되는 기 수명에 의한 고령화, 

최근 경제의 성장 등은 고지출과 감소하는 수입을 야기하여 정부재정

자의 증가를 래하 다. 그 결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이

태리 등의 취약국가들은 물론 다른 유럽국가들에서도 재정 기에 응하

기 해 다른 조치들과 함께 연 과 보건 련 여삭감, 퇴직연령 상승 

등 복지분야의 개 조치가 이루어졌고 지 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고부담 고 여 형태의 복지국가에 한 지속가능성에 

한 부정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를 하게 된 동기의 하나는 이러한 평가가 무 단순할 수 있

다는 인식이었다. 즉 유럽의 고부담 고 여 형태  남유럽 형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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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에 해 문제가 제기 되고 있지만 북유럽 형태는 국제비교에

서 우수한 형태로 평가되고 있어 지속가능성에 해 재로서는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 않으며, 륙형 모델에 해서도 독일과 같이 선

제  개 을 통해 재는 지속가능성에 해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지 

않고 있는 경우와 랑스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혼재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남유럽 형태의 복지국가모델에서 지속가능성의 문

제가 발생하 다고 해서 그것이 속한 유럽의 고부담 고복지 형태 체

에 해 지속가능성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부담과 복지지출의 고 가 아니라 복지를 가능

하게 하는 경제기반과 용인되는 사회문제 수 과의 계라고 생각된다. 

즉 고부담 고복지 이든 혹은 부담 복지 이든 이를 국민들이 정치

과정을 통해 선택하고, 복지의 기반이 되는 경제와 선순환 인 계를 

이루면서 사회문제를 용인되는 수 에서 리할 수 있다면 이를 해당

국가에 해서는 지속가능한 정한 수 의 복지라 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그리고 동태 으로 선택된 복지모델에 문제 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해 해당국이 히 응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도 지속가능

한 정한 수 의 복지를 유지하는데 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재 유럽에서 발생한 재정 자로 인한 복지개 을 단순히 유

럽복지모델의 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며, 구체  단을 해서

는 정치과정에서의 선택, 보건복지의 기반인 경제와 보건복지의 선순환

 계, 보건복지에 의한 사회문제의 리정도 그리고 문제 에 한 

국가의 응능력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보건복지와 경제와의 선순환 계가 앞에서 언 한 사회정책목표의 

실질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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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와 복지의 계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사회정책의 실질  달성에 해 가장 요

한 단의 근거는 경제와 복지의 계이다.16)

경제와 복지의 계를 연구하기 하여 먼  복지의 형태에 한 구

분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와 련이 있는 범주로서 부담과 

복지지출의 고 를 선택하 다. 이에 따라 고부담 고복지와 부담 복

지라는 두 개의 복지형태를 기본형으로 삼고자 한다. 

부담 복지를 따로 설정할 경우(ex. 일본개 )도 상정할 수 있는데 

이에는 별도의 복지형태나 경제와의 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본형의 혼합으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부담 

고복지는 경제  지속가능성이 없어 과도기 이며, 고부담 복지는 경

제 으로는 지속가능하나 사회  지속가능성에 의해 역시 제한 이므로 

독립된 형태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고부담 고복지와 부담 복지의 두 경우에 해 각각 형 인 실

패와 성공의 모형을 제시하여 단의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부분이 

본 연구의 제한 이 있는 부분이다. 즉 체 이고 구체 인 수량  모

형을 가지고 복지와 경제와의 계를 연구하는 것이 최상의 단계라 생

각되나 재의 연구단계로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되어 일반

 자본주의 화폐경제의 성공조건에서 도출되는 형 인 성공과 실패의 

모형을 바탕으로 복지와 경제의 계를 연구하는 수 에 머무른다. 이는 

최상의 단계로 가는 유용한 차라는  외에 제한 이지만 실질 인 

16)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계를 본다는 것은 복지가 경제에 한 국가경쟁력에 향을 미

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에 한 국제경쟁력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다른 요한 요인들이 있다. 특히 과학과 기술에 련된 지식과 사회갈등의 효율  해결

을 한 도덕력이 가장 근본 인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이라 생각된다.(유근춘, 리스트(List)
의 정신자본이론과 그 의의, 경상논총, 26권 1호, 2008 참조) 이러한 국가경쟁력 결정요

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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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과 실패의 과정에 한 근거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제한 이라 생각된다.

가) 고부담 고복지의 경우

(1) 성공 인 기

고부담 고복지의 성공 인 기 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쇄 계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는 실에 존재하는 로서 덴마크의 황 삼각형이라 

불리는 모델이다. 

고부담 고복지 → 노동시장유연화 가능, 극  노동시장 정책과 훈련

으로 인한 인 자원개발(높은 고용율과 함께 생산성 향상) →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성장 → 고부담 고복지의 기반인 부담능력의 유지와 발 (잉여

축의 존재) 그리고 사회부담의 감소 → 고부담 고복지 지속가능 → ...

자본주의의 성공조건과 련되는 부분은 고부담 고복지에 의해 가능

하게 된 노동시장유연화와 극  노동시장정책과 훈련으로 인한 인 자

원개발이라는 요인이 기업에 있어 수익성 있는 투자기회를 계속 으로 

유지되고 확장시키기 때문이다.17) 이는 정부에 있어서는 공공지출의 재

정충당이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확장되는 것, 가계에 있어서는 노동소득

을 한 일자리의 창출이 계속해서 성공 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어

져서 성공 인 자본주의 경제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2) 실패 인 기

고부담 고복지 실패 인 기 은 고부담 고복지의 가능한 약 인 복지

17) 사회지출의 종류에 따라 경제에 상이하게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양재

진(한국복지국가의 발 략, 2012)의 경우 가족과 고용복지지출은 국가경쟁력과 재정건

성에 정  향을 미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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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과 근로의욕 하, 도덕  해이, 자본유출과 지하경제 등이 우세하

게 작용하고, 이에 정부가 히 응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에 

한 연쇄 계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부담 고복지 → 복지의존과 근로의욕 하, 도덕  해이, 자본유출과 

지하경제 → 국가경쟁력 하와 성장 → 고부담 고복지의 기반인 부

담능력의 쇠퇴와 사회부담의 증가 → 고부담 고복지의 지속가능성에 문

제발생(고지출과 수입감소로 인한 재정 자 등) → 한 응에 실패 

→ 고부담 고복지 유지 불가능과 리 불가능한 난국의 도래

이는 재 문제가 되는 남유럽 국가들이 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고부담 고복지로 인한 복지의존과 근로의욕 하, 도덕  해이, 자본유출

과 지하경제의 상은 기업의 수익성 있는 투자기회를 임으로써 기업

의 활동을 축시킨다. 이는 정부에 있어서는 공공지출의 재정충당에 문

제가 생기는 것, 가계에 있어서는 노동소득을 한 일자리의 창출에 문

제가 생기는 것으로 이어져서 성공 인 자본주의 경제순환을 불가능하게 

한다.

나) 부담 복지의 경우

(1) 성공 인 기

부담 복지의 성공 인 기 은 다음과 같은 연쇄 인 기 으로 나

타내 질 수 있다.

부담 복지 → 비용에 의한 가격경쟁력, 축과 투자의 증가 →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성장 → 부담 복지의 기반인 일자리 증가와 

소득상승(사회문제의 시장  해결, 세 인하 여력) → 부담 복지 지

속가능 → ...

이러한 연쇄기 은 실에서 공 시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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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될 수 있다. 이 정책의 심과제는 축과 투

자의 진에 의한 경제성장이다. 이는 부담 복지가 비용에 의한 

가격경쟁력을 실 시키는 경우 기업의 투자기회를 높여 성공 인 자본주

의 경제순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 된다. 

실에서 이러한 부담 복지의 성공기 이 실 된 것은 미국과 일

본의 성기라 생각된다. 그 이후에는 특히 융자본이 투기 쪽으로 발

한 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모형으로 생각된다. 즉 

부담 복지에 의해 발생된 축이 생산 인 투자로 돌기보다는 융

자본에 의한 투기로 흐르는 가능성이 높아져 자본주의의 성공 인 순환

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2) 실패 인 기

실패 인 기 은 부담 복지의 가능한 약 인 분배불평등으로 인

한 사회문제의 격화, 축과 투자가 진되지 않아 발생하는 비투자  

투기자본(idle money) 형성 등의 약 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이에 정부

가 히 응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는 다음의 연쇄 인 기 으

로 나타내진다.

부담 복지 → 분배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격화, 축과 투자

가 진되지 않고 비투자  투기자본(idle money)이 형성 → 국가경쟁

력 하와 성장 → 부담 복지의 기반인 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실패와 세 인하 여력 쇠퇴 → 부담 복지의 지속가능성에 문제

발생(사회갈등 증가와 수입감소로 인한 재정 자 등) → 한 응에 

실패 → 부담 복지 유지 불가능과 리 불가능한 난국의 도래

사회갈등이 주문제가 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실패한 남미의 국

가 등이 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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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비투자  투기자본의 형성은 기업의 투자기회를 낮추어 성공 인 

자본주의의 순환이 불가능하게 된다.

  3) 단의 근거와 연구내용

가) 단근거  

우선 복지의 형태에 한 단을 하기 해서는 부담과 복지수 에 

한 단근거가 있어야 한다. 복지수 의 고 는 OECD SOCX의 공

공사회복지지출의 국제  비교를 통해 단한다. OECD 평균보다 높은 

경우 고복지로 단하고, 낮은 경우 복지로 단한다. 부담수 의 고

는 OECD의 국민부담률 자료의 국제비교를 통해 단한다. 역시 

OECD 평균보다 큰 경우 고부담, 작은 경우 부담으로 단한다.

다음으로 경제와 복지의 계에서 성공과 실패에 향을 미친다고 생

각되는 요인으로 제시된 것들에 해 다음의 지표를 사용하여 단을 

한다. 즉 축률, 투자율, 노동시장유연성(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고용보호 입법지수), 생산  복지지출( 극  노동시

장정책, 가족, 실업) 등의 지표를 단근거로 사용한다.

셋째로 복지의 부담기반인 경제상태의 단근거로는 실질 GDP 성장

률, 명목 GDP 성장률, 실업률, CPI 상승률, 국가채무, 재정수지, 경상수

지, IMD 국가경쟁순  등을 사용한다. 국가경쟁력을 단하는 근거  

경상수지는 흑자인 경우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단한다. 이는 서비스

를 포함한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있는 경우에 경상수지 흑자가 가능하며, 

이런 흑자를 가지고 해외투자와 신용공여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

로 경상수지가 자인 경우 반 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단

한다.

단근거를 연구내용과 지표 간의 계로 나타내면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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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앞의 성공과 실패 기 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 으로 그

리고 특히 부담 복지 형에서는 간요인으로 높은 축률과 투자율이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잇는 고리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역시 앞의 성

공과 실패 기 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 으로 그리고 특히 고부담고복지

에서는 황 삼각형의 모델에서와 같이 생산 인 투자  사회지출인 가족

과 고용( 극  노동시장정책, 실업) 련 지출이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을 잇는 고리로 생각된다. 고용보호입법지수(EPL)의 경우 작을수록 노

동시장유연성이 높다. 일반 으로 그리고 특히 고부담고복지의 황 삼각

형 모델과 련하여 노동시장유연성이 높을수록 경제상태와 경쟁력이 좋

을 것으로 가정한다.

겅상수지는 흑자일수록, GDP 성장률은 클수록, 실업률은 작을수록,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작을수록, 국가채무는 작을수록, 재정수지는 

클수록 경제상태와 국가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단한다.

〈표 2-1〉연구 내용과 지표 간의 관계

지표/연구내용 부담수준과 복지수준
경제와 경쟁력에

영향 미치는 중간요인
경제상태와 경쟁력

지표 종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공공사회복지지출

저축률

투자율

EPL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가족

실업

실질 GDP 성장률

명복 GDP 성장률

실업률

CPI 상승률

국가채무

재정수지

경상수지

IMD 국가경쟁순위

상기 표의 지표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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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분석 지표 요약

(국가: OECD 19개국, 연도: 1970~2010)

구분 차원 측정단위 출처

조세부담률
(ratio amount of taxes)

by country
by year ratio of GDP OECD Revenue 

Statistics
국민부담률
(Total tax revenue)

by country
by year ratio of GDP OECD Revenue 

Statistics

공공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Public)

by country
by year 

by branch
ratio of GDP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저축률
(Household net saving rates)

by country
by year ratio of GDP OECD Statistics / 

Factbook
투자율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by country
by year ratio of GDP OECD Statistics / 

Factbook
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by country index
OECD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실질 GDP 성장률
(Real GDP growth)

by country
by year 

Percentage 
change from 

previous period

OECD Economic 
Outlook

명복 GDP 성장률
(Gross domestic product growth)

by country
by year 

Percentage 
change from 

previous period

OECD Economic 
Outlook

실업률
(Unemployment rate)

by country
by year 

Unemployment /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CPI 상승률
(consumer price index growth)

by country
by year 

Percentage 
change from 

previous period

OECD Statistics / 
Factbook

국가채무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by country
by year ratio of GDP OECD Statistics / 

Factbook

재정수지
(General government net 
lending)

by country
by year ratio of GDP OECD Statistics / 

Factbook

경상수지
(Current account)

by country
by year ratio of GDP OECD Statistics / 

Factbook
IMD 국가경쟁순위
(Overall ranking and 
competitiveness factors)

by country
by year ranking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주: EPL은 2008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980~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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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내용

국가군을 기존의 복지국가유형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선택하 다.

－유럽의 북구형: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유럽의 륙형: 독일, 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 미형: 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 일리아

－남유럽국가: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그리스 

－우리나라와 한 계가 있는 일본

－기존의 선진 복지국가유형으로 아직 분류할 수 없는 한국 

연구 상 국가들을 고부담 고복지와 부담 복지로 구분한다. 이때 

해당변수의 OECD 평균을 기 으로 하여 크면 높은 쪽으로 단하고 

작으면 낮은 쪽으로 단한다. 

연구 상 국가들의 부담과 복지 수 을 간요인을 거쳐 국가경쟁력

과 연결시킴으로써 연구 상 국가들에서 고부담 고복지 혹은 부담 

복지의 성공과 실패여부를 제시하여 복지모델의 경제와의 선순환(지속가

능성)에 한 단을 제시한다.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 하는 경우에 사회

정책목표가 실질 으로 달성되었다고 단한다. 즉 복지를 통한 사회  

평화와 경제  지속가능성이 동시에 달성되었다는 의미이다.

심층 인 연구를 하여 개별사례 국가를 연구한다. 연구 상은 일본

과 스웨덴이다. 자는 부담 복지의 사례이고, 후자는 고부담 고복

지의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합한 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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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2장에서 개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제1절 복지국가 유형별 실제사례 종합연구

  1. 저부담 저복지, 고부담 고복지의 판단

연구 상인 19개국의 평균을 심으로 부담과 복지의 고 를 단한

다. 평균보다 큰 경우 고부담이나 고복지가 되고, 반 의 경우는 부담

과 복지로 된다. 시기 으로 외 인 경우가 존재하나 체 으로 북

구형과 륙형 그리고 이태리는 고부담 고복지, 미형, 이태리를 제외

한 남유럽형, 일본과 한국은 부담 복지의 형태이다. 

다음 그림들을 보면 시기 으로 작은 외를 보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먼  륙형의 독일은 고복지로 남으면서 국민부담률

은 최근 2000년 에 평균 보다 약간 낮은쪽으로 이동했고, 같은 륙형

의 네덜란드는 반 로 최근 2000년 에 고부담으로 남으면서 복지는 평

균보다 약간 낮은 쪽으로 이동하 다. 남유럽형은 고부담고복지로 이동 

인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은 복지와 부담이 함께 움직이나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부담은 부담 쪽에 더 머무르면서 복지는 고복지 쪽으로 

이동해서 경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보일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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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공공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1980년대)

(단위: GDP 대비 %)

  주: 차트의 실선은 비교대상국가의 평균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19.3, 국민부담률 34.6임.
자료: OECD Stat

〔그림 3-2〕공공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1990년대)

(단위: GDP 대비 %)

  주: 차트의 실선은 비교대상국가의 평균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21.2, 국민부담률 36.7임.
자료: OECD Stat



제3장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에 관한 실제사례 연구 ∙47

〔그림 3-3〕공공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2000년대)

(단위: GDP 대비 %)

  주: 차트의 실선은 비교대상국가의 평균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21.7, 국민부담률 37.1임.
자료: OECD Stat

〔그림 3-4〕공공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2007)

(단위: GDP 대비 %)

  주: 차트의 실선은 비교대상국가의 평균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 21.7, 국민부담률 37.5임.
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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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국민부담률의 구체  수치는 다음표를 참조하라.

〈표 3-1〉OECD 주요국가의 국민부담률(1970~2010)

(단위: GDP 대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스웨덴 37.8 41.3 46.4 47.4 52.3 47.5 51.4 48.9 45.8

핀란드 31.6 36.6 35.8 39.8 43.7 45.7 47.2 43.9 42.1

노르웨이 34.5 39.2 42.4 42.6 41.0 40.9 42.6 43.5 42.8

덴마크 38.4 38.4 43.0 46.1 46.5 48.8 49.4 50.8 48.2

독일 31.5 34.3 36.4 36.1 34.8 37.2 37.5 35.0 36.3

프랑스 34.2 35.5 40.2 42.8 42.0 42.9 44.4 44.1 42.9

벨기에 33.9 39.5 41.3 44.3 42.0 43.5 44.7 44.6 43.8

오스트리아 33.8 36.6 38.9 40.8 39.7 41.4 43.0 42.1 42.0

네덜란드 35.6 40.7 42.9 42.4 42.9 41.5 39.6 38.4 38.21)

영국 36.7 34.9 34.8 37.0 35.5 34.0 36.3 35.7 35.0

미국 27.0 25.6 26.4 25.6 27.4 27.8 29.5 27.1 24.8

캐나다 30.9 32.0 31.0 32.5 35.9 35.6 35.6 33.4 31.0

오스트레일리아 20.9 25.1 25.9 27.5 27.8 28.1 30.3 29.8 25.91)

스페인 15.9 18.4 22.6 27.6 32.5 32.1 34.2 35.7 31.7

이탈리아 25.7 25.4 29.7 33.6 37.8 40.1 42.2 40.8 43.0

포르투갈 17.8 19.1 22.2 24.5 26.9 29.3 30.9 31.2 31.3

그리스 20.0 19.4 21.6 25.5 26.2 28.9 34.0 31.9 30.9

일본 19.5 20.7 25.1 27.1 29.0 26.8 27.0 27.4 26.91)

한국 14.9 17.1 16.1 19.5 20.0 22.6 24.0 25.1

19개국 평균 29.2 30.4 32.8 34.7 36.0 36.4 38.0 37.3 36.2

  주: 1)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의 2010년 국민부담률은 2009년의 수치임.
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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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OECD 주요국가의 시기별 국민부담률(1970~2010)

(단위: GDP 대비 %)

70년대 평균 80년대 평균 90년대 평균 2000년대 평균

스웨덴 42.4 48.8 49.1 47.6

핀란드 35.6 39.0 45.6 43.5

노르웨이 39.2 42.5 41.1 43.1

덴마크 40.4 45.7 48.1 48.7

독일 34.6 35.9 36.6 35.9

프랑스 35.6 41.8 43.4 43.5

벨기에 38.3 43.1 43.5 44.2

오스트리아 36.2 39.8 42.2 42.8

네덜란드 39.8 43.3 42.3 38.1

영국 33.8 36.6 34.2 35.3

미국 25.8 26.1 27.9 26.4

캐나다 31.0 33.1 36.0 33.1

오스트레일리아 23.5 27.2 27.8 28.9

스페인 18.5 27.4 32.9 34.2

이탈리아 25.9 34.0 40.9 42.2

포르투갈 18.9 24.8 29.3 31.4

그리스 20.2 24.6 29.5 31.7

일본 21.7 27.4 27.2 27.2

한국 14.8 16.5 19.9 24.6

19개국 평균 30.5 34.6 36.7 37.1

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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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제시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체  수치는 다음표를 참조하라.

〈표 3-3〉OECD 주요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1980~2007)

(단위: GDP 대비 %)

국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스웨덴 27.2 29.5 30.2 32.0 28.4 29.1 27.3

핀란드 18.1 22.4 24.1 30.7 24.2 26.0 24.8

노르웨이 16.9 17.8 22.3 23.3 21.3 21.7 20.8

덴마크 24.8 23.2 25.1 28.9 25.7 27.2 26.1

독일 22.1 22.5 21.7 26.8 26.6 27.2 25.2

프랑스 20.8 26.0 24.9 28.5 27.7 29.0 28.4

벨기에 23.5 26.0 24.9 26.3 25.4 26.4 26.3

오스트리아 22.4 23.7 23.8 26.6 26.7 27.4 26.4

네덜란드 24.8 25.3 25.6 23.8 19.8 20.7 20.1

영국 16.5 19.4 16.8 19.9 18.6 20.6 20.5

미국 13.2 13.1 13.5 15.4 14.5 15.8 16.2

캐나다 13.7 17.0 18.1 18.9 16.5 17.0 16.9

오스트레일리아 10.3 12.1 13.1 16.2 17.3 16.5 16.0

스페인 15.5 17.8 19.9 21.4 20.4 21.4 21.6

이탈리아 18.0 20.8 20.0 19.9 23.3 25.0 24.9

포르투갈 9.9 10.1 12.5 16.5 18.9 22.9 22.5

그리스 10.2 16.0 16.5 17.3 19.2 21.0 21.3

일본 10.4 11.2 11.3 14.3 16.5 18.6 18.7

한국  2.8  3.2  4.8  6.4  7.6

19개국 평균 17.7 19.7 19.3 21.6 20.8 22.1 21.7

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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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OECD 주요국가의 시기별 공공사회복지지출

(단위: GDP 대비 %)

국가 80년대 평균 90년대 평균 2000년대 평균

스웨덴 28.7 32.1 28.9

핀란드 21.2 29.4 25.2

노르웨이 19.4 23.3 22.3

덴마크 24.4 27.2 26.7

독일 22.5 25.8 26.8

프랑스 23.9 27.6 28.5

벨기에 25.3 26.0 26.2

오스트리아 23.0 25.9 27.2

네덜란드 25.4 23.8 20.4

영국 18.4 19.1 19.9

미국 13.3 14.8 15.7

캐나다 16.1 18.9 17.0

오스트레일리아 11.4 15.5 16.8

스페인 17.2 21.2 20.9

이탈리아 20.3 21.4 24.3

포르투갈 10.4 15.7 21.4

그리스 14.5 17.3 20.4

일본 11.2 13.6 18.0

한국  3.6  6.0

19개국 평균 19.3 21.2 21.7

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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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간요인과 경제상태 및 경쟁력

가. 북구형: 고부담 고복지18)

A. 체평균과 비교할 때 북구형평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중간요인에 대한 판단

먼  가계순 축률은 70년 부터 2000년 까지 체평균보다 작다. 

이는 고부담으로 인해 상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조고정자본형성에 한 투자율은 80년 와 2000년 에 체

평균보다 크고 70년 와 90년 에는 체평균보다 작다. 이는 70년 와 

90년 에 북구형 국가들이 상 으로 더 큰 경제 으로 어려움을 겪었

음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고용보호입법지수를 보면 2000년 에 체평균과 같다. 덴마크와 스

웨덴은 체평균보다 작아 노동시장유연성이 평균보다 크고,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체평균보다 커서 노동시장유연성이 평균보다 작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생산  투자여부를 보면 극  노동시장정책, 가

족, 실업 모두에 있어 북구형평균이 체평균보다 높아 북구형에서 생산

 사회복지지출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북구형의 간요인 체에 한 단을 경제상태  경쟁력과 련시

켜서 하면 사회복지지출은 월등히 생산 이어서 체의 다른 국가평균보

18) 북구형을 비교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노르웨이가 1975년 이후 산유국이 되었다

는 이다. 따라서 노르웨이의 간요인이나 경제상태  경쟁력에 한 단은 이를 고

려하여야 한다. 고려방향은 산유국이라는 강 이 다른 요인을 압도해 과도하게 작거나 큰 

수치 나오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다. 를 들어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게 크다든가 하

는 은 산유국이라는 요인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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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노동시장유연성의 경우 

북구형이 체평균과 같고, 이에 처하는 황 삼각형모델과 같은 기

이 있어 경제상태  경쟁력에 정 이라 생각된다. 축률에 있어서는 

경제상태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부정 이지만 련되어 있으면서 더 

결정 인 투자율에 있어서는 70년 와 90년 에는 체평균보다 작지만 

80년 와 2000년 에는 커서 그 효과가 나 어져 있다. 따라서 북구형

은 체국가와 비교할 때 반 으로 경제상태와 경쟁력이 우월할 수 

있는 사회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율에 따라 우월한 정도에 있

어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상할 수 있겠다.

⧠ 경제상태 및 경쟁력에 관한 판단

경쟁력의 표근거라 본 연구가 상정하고 있는 경상수지를 보면 수치

가 있는 90년 와 2000년  모두 북구평균이 체평균보다 커서 우수

하다. 

국가채무, 재정수지, CPI상승률, 실업률의 경우 북구평균이 모든 연

에 있어 체평균보다 우수하다.

실질GDP 성장률에 있어 북구형평균이 체평균보다 체 으로 약간 

작은 경향이 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그 차이가 어드는 경향이 있고 

그 차이도 0.3% 이하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에 있어 북구형평균은 

체평균과 비슷하다고 단할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체 으로 고부담에 상응하는 상 으로 

낮은 가계 순 축률에도 불구하고 낮지 않은 투자율과 생산 인 사회복

지지출로 경제상태와 경쟁력에 있어 북구형은 평균 으로 체 비교국가

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간상태를 보고 단한 상과 같은 

실 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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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각 국가별 평균을 국가 간, 북구형평균, 체평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중간요인에 대한 판단

가계순 축률의 경우 자료가 모두 있는 90년 와 2000년 를 보면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모두 북구형평균 이상이고 핀란드와 덴마크는 북구

형평균 이하이다. 특히 덴마크는 가계순 축률이 음의 크기를 보이고 있

다. 모든 북구형국가가 체평균보다 작은 축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고부담구조에 의한 결과로 단된다.

고정자본형성으로서의 투자율을 보면 노르웨이가 80년 를 제외하고

는 모두 북구형평균 보다 투자율이 컸다. 이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산유국이라는 특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스웨덴의 경우 70년

와 90연 에 북구형평균 보다 작고, 80년 와 2000년 는 북구형평균 

보다 크다. 이는  십년 의 어려움에 응을 성공 으로 하여 극복하

고 다음의 십년 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핀란

드는 80년 를 제외하고는 북구형평균 보다 투자율이 작다. 특히 90년

에는 음수의 크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에는 평균보다 작

지만 그 차이가 0.4로 그 게 크게 떨어지는 수 은 아니라고 단된다. 

덴마크의 경우 80년 와 90년 에 북구형평균 보다 투자율이 높으나 최

근 2000년 에는 크게 평균보다 작아서 최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단된다. 체평균과 비교하면 북구형의 각 국가가 북구형평균 보다 큰 

경우에는 체평균 보다 역시 투자율이 높았다. 이상의 투자율에 한 

결과를 종합하면 특수한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최근에 좋은 결과를 보이

고, 한 반복해서 어려움을 성공 으로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스웨덴이 

북구형 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핀란드와 덴마크는 최근 2000



제3장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에 관한 실제사례 연구 ∙55

년  투자부진을 다음의 십년 에 극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역량이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고용보호입법지수의 경우 덴마크와 스웨덴이 북구형의 평균보다 작아 

북구형 에서 노동시장유연성이 높고,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북구형평균

보다 커서 북구형 에서 노동시장유연성이 낮다. 체평균이 북구형평

균과 같아 체평균과 비교해도 같은 결과이다. 따라서 스웨덴도 덴마크

의 성공모델과 같은 황 삼각형모델 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

추고 있다고 단된다.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 각 국가를 북구형평균과 비교하면 노르웨이는 

모두 북구형평균 보다 작다. 스웨덴은 극 노동시장과 가족은 모두 북

구형평균 보다 크지만, 실업은 북구형평균 보다 작다. 이는 황 삼각형

모델의 성공  작동에 의해 실업이 상 으로 작게 유지된 으로 해

석된다. 반면 덴마크는 실업이 북구형평균 보다 모두 크고, 극  노동

시장정책과 가족은 최근 2000년 만 크고 나머지 연 에서는 작다. 덴

마크의 실업이 북구형평균 보다 큰 이유는 실제 실업률이 다른 나라 보

다 커서라기보다는 실업 여가 다른 나라 보다 한 에 있다고 생

각된다. 그러나 극  노동시장정책과 가족이 상 으로 북구형평균 

보다 작은 은 본 연구에서 요한 거 으로 생각하는 사회투자  

사회지출이라는 에서는 부정 인 조건이다. 그러나 체평균보다는 

크다는 에서는 덴마크도 체 으로는 생산 인 사회투자  사회지출

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형 안에서 우열을 

따진다면 생산  투자  지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스웨덴 보다 덴마크가 

상 으로 떨어진다고 단된다. 최근 2000년 에 덴마크도 스웨덴과 

같이 생산  투자지출이 모두 북구형평균 보다 커진 은 덴마크의 건

강한 실에 한 반응이라 단된다. 덴마크의 2000년 에는 실업이 

북구형평균 보다는 여 히 크지만 그 크기가 어들었다. 따라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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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가 스웨덴과 같이 극  노동시장정책과 가족은 북구형평균 보다 

크지만 실업은 작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아직 단을 할 수 없다. 핀란드의 경우 극  노동시장정책과 가족에 

있어 북구형평균 보다 작고, 실업은 90년 와 2000년 에 북구형평균 

보다 커져서, 이  덴마크와 같은 형태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북구형의 

복지모형으로서 확실한 특징을 보이는 것은 스웨덴과 덴마크라 생각된

다. 그러나 체평균과 비교하는 경우 북구형은 생산  사회지출의 성격

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극  노동시장정책과 가족에 있어 체평균보

다 체 으로 모두 커서19) 이들 국가가 모두 생산  사회지출을 하는 

것으로 단된다. 실업의 경우는 덴마크가 일의 으로 체평균 보다 크

고, 노르웨이는 일의 으로 체평균보다 작은 반면 스웨덴은 작다가 커

지거나 같은 쪽으로 변하고, 핀란드는 작다가 커지고 있어 실업에서도 

각국이 체 보다 커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실업률에 있어 

각국이 체평균 보다 작은 을 고려하면 경제성 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들 국가에서 실업에 한 한 여를 하고 있는 에 기인한다고 

단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노르웨이는 체 으로 북구형에 속하지만 산유

국이라는 특수 요인으로 인해 경제상태  경쟁력과 간요인을 연결시

킬 때 다른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노르웨이 이외의 국가  생

산  사회지출에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스웨덴과 덴마크를 비교하

면 스웨덴이 보다 생산  사회지출과 련된 지출이 주이고, 축률이 

더 높고, 투자율과 고용보호입법지수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여 경제상

태  경쟁력에 있어 약간이라도 우세한 경향을 보이리라 생각된다. 핀

란드는 이들 국가보다는 상 으로 생산  사회지출이 약하고, 축과 

19) 극  노동시장정책의 노르웨이 80년  하나만 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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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그리고 노동시장유연성에서도 우수하지 않아 이들 보다 경제상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단된다.

⧠ 경제상태 및 경쟁력에 관한 판단

북구 각국의 경상수지를 북구형평균과 비교해보면 공통 으로 있는 90

년 와 2000년 에 있어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모두 경상수지 흑자에서 

우수하고, 핀란드와 덴마크는 북구형평균 보다 작아 상 으로 덜 우수

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체평균과 비교할 때에는 모든 북구국가들이 경

상수지 흑자가 체평균 보다 커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 

지표로 볼 때 노르웨이의 특수한 치를 감안하면 스웨덴이 북구형국가 

 가장 경제상태와 국가경쟁력이 우수한 상태라는 단을 할 수 있겠다.

재정수지를 보면 덴마크가 북구형평균과 비교할 때 모든 연 에 걸쳐 

북구형평균보다 재정수지가 나쁘다. 다음으로 스웨덴의 경우는 70년 를 

뺀 다음의 30년 동안 북구형평균보다 재정수지가 나쁘다. 핀란드는 최근 

90년 와 2000년 에 북구형평균 보다 재정수지가 나쁘다. 반면 노르웨이

는 70년 를 제외하고는 이후 30년 동안 북구형평균 보다 재정수지가 우

수하다. 그러나 북구 각국은 체 비교국가들 평균보다 모두 재정수지가 

우수하 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덴마크와 스웨덴이 

북구형 국가 에서는 상 으로 국가의 역할이 큰 국가들이라는 에서 

재정수지의 상  약세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덴마크

와 스웨덴  스웨덴이 모든 십년 에서 재정수지가 흑자 다는 에서 

재정 자의 십년 가 2번 있었던 덴마크 보다 우수하다고 단된다.

국가채무의 경우 스웨덴이 북구형평균 보다 모든 연 에 있어 커서 

상 으로 나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핀란드와 70년 를 뺀 노르

웨이는 모든 연 에 있어 북구형평균 보다 작아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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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덴마크는 2000년  근소하게 북구형평균 보다 작고 이  연도들

에서는 크다. 체국 평균과 비교하면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모든 연 에

서 국가채무가 작고, 스웨덴과 덴마크는 최근 30년을 볼 때 최근에는 

작아졌고, 그 이  20년은 컸다. 이러한 을 고려할 때 북구형 국가들

의 국가채무는 체국가와 비교할 때 상 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

으며, 특히 최근 2000년 에는 모두 체국가 평균보다 작아졌다. 북구

형 국가들 사이에서는 특수 치의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핀란드가 우수하

고, 다음으로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이 상 으로 가장 약세이다. 그러

나 경향 으로 국가채무의 규모가 어들고 있고, 다른 북구국가와의 

 차이도 크지 않아 스웨덴이 이 에 있어 다른 북구형국가들 보다 

아주 나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없겠다.

북구형 국가들 간에 실질 GDP 성장률을 비교하면 북구형평균 보다 

덴마크는 항상 작았으며, 스웨덴은 최근 2000년 를 제외하고 작았다. 

노르웨이는 최근 2000년 를 제외하고는 이  30년 에서 북구형평균 

보다 컸다. 산유국으로서 특수한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핀란드가 실질 

GDP 성장률에 있어 북구형평균 보다 90년 를 제외한 나머지 30년

에 있어 모두 커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체평균과 비교할 경우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약간의 외를 보이지만 체 으로 북구형 국가들

이 실질 GDP 성장률에서는 뒤지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의 경제성과가 

작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경제발 의 단계에서 성장의 성숙단계에 들어

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단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북구형평균과 비교하는 경우 핀란드가 3개의 

십년 에서 북구형평균 보다 작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3국이 공통

으로 4개의 십년   2개의 십년 에서 북구형평균보다 작고, 연 의 

분포에 있어서도 특별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체평균과 비교한 경우 극소한 외를 제외하고는 북구국가들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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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서 물가가 상 으로 안정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에서 북구형평균과 비교하면 노르웨이는 모든 연 에 있어 작

고, 핀란드는 모든 연 에 있어 크다. 덴마크의 경우 80년 에 북구형평

균 보다 큰 이후로 이후 20년간에는 작았다. 스웨덴의 경우 최근 2000

년 를 제외하고는 이  30년 동안 북구형평균 보다 실업률이 작았다. 

모든 북구형 국가들이 체평균 보다 실업률이 작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북구형 국가 간 간요인의 비교에서 본바와 같이 특

수 치의 산유국인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스웨덴이 요지표인 경상수지와 

실업률에서 다른 국가를 앞서고 있으며 실질 GDP 성장률도 최근 좋아지

고 있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단된다. 다음으로 핀란드가 

실질 GDP 성장률에 있어 우수하나 다른 주요 지표인 실업률이 최근 좋

아진 덴마크와 비교할 때 그 우 를 논하기 어렵다고 단된다.

체 으로 종합하면 북구형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평균 으로 

축률은 뒤지지만 투자율은 뒤지지 않아 일반 인 경제상태와 경쟁력의 

여건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고부담고복지 국가의 성공과 실패에 

향을 미치는 요 연결고리로 상정한 생산  사회지출과 노동시장유연

성에 있어 다른 국가보다 체 으로 우수하여 본 연구의 가정에 의하

면 체 국가평균에 비해 상 으로 우수한 경제상태와 경쟁력이 상

되었고, 실제 이들을 나타내는 지표도 실질 GDP 성장률이 체평균 보

다 약간 작으나 격차가 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이외에 모두 

우수하다. 따라서 고부담고복지의 북구형은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에 성

공한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북구형 국가  스웨덴이 간

요인, 투자율 외에 특히 생산  사회지출이 상 으로 다른 북구형 국

가들 보다 우수하여 경제상태와 경쟁력의 상  우 가 상되었으며, 

실제지표로도 요 지표인 경상수지와 실업률이 다른 북구 국가들 보다 

우수하고, 실질 GDP 성장률도 최근 우수하여져서 상을 뒷받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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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한 고부담고복지의 성공기 으로 상한 본 연구의 가정에 

부합하는 결과라 단된다. 덴마크와 핀란드도 스웨덴 보다는 뒤지지만 

체평균과 비교하 을 때 스웨덴과 같은 단을 할 수 있겠다.

〈표 3-5〉북구형의 중간요인과 경제상태 및 경쟁력 지표

(단위: GDP 대비 %, %)

저축률 투자율 EPL
공공사회복지지출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

실업률
CPI

상승률

국가

채무

재정

수지

경상

수지ALMP 가족 실업

<스웨덴>

70년대 0.6 2.4 11.6 2.1  8.6 29.8 3.2 
80년대 4.3 1.8 4.0 0.7 2.3 10.4 2.8  7.9 61.6 -1.9 
90년대  3.7 0.6 2.3 4.0 2.0 1.8  5.0 7.4  3.3 73.9 -3.6 2.7 
2000년대  6.6 2.9 2.1 1.4 3.2 1.1 2.4  4.1 6.5  1.4 55.7 1.0 6.5 

<핀란드>

70년대 1.5 3.6 15.4 3.7 10.3 10.9 5.0 -2.0 
80년대 5.6 0.8 2.4 1.1 3.6 11.5 4.9  7.2 17.3 3.8 -1.9 
90년대  2.1 -0.3 1.3 3.7 3.2 1.7  3.8 11.8  2.2 51.7 -2.4 0.8 
2000년대  1.1 1.6 2.3 0.9 2.9 2.0 2.1  3.6 8.3  1.7 48.8 2.8 4.8 

<노르웨이>

70년대  3.9 5.1 4.7 12.6 1.7  8.4 39.8 2.9 
80년대  1.6 0.4 0.5 2.2 0.5 2.8 10.2 2.7  8.3 31.5 4.9 0.4 
90년대  4.4 3.5 1.0 3.4 1.0 3.6  6.0 4.8  2.4 31.4 2.6 3.8 
2000년대  5.2 2.6 2.7 0.7 3.0 0.5 1.7  6.9 3.6  2.1 48.7 13.4 14.3 

<덴마크>

70년대 1.8 2.5 12.7  9.3 0.8 
80년대 3.5 0.8 2.8 4.5 1.9  8.3 7.6  6.9 72.1 -2.9 
90년대 -1.9 3.6 1.4 3.5 4.2 2.4  4.2 7.5  2.1 77.6 -1.9 1.2 
2000년대 -1.2 0.7 1.9 1.7 3.4 2.8 0.9  3.5 4.9  2.1 49.9 1.6 3.0 

<북구형평균>

70년대  3.9 2.3 3.3 13.1 2.5  9.1 26.8 3.0 -2.0 
80년대  1.6 3.4 1.0 2.9 1.7 2.6 10.1 4.5  7.6 45.6 1.0 -0.7 
90년대  2.1 1.9 1.5 3.7 2.6 2.4  4.8 7.9  2.5 58.6 -1.3 2.1 
2000년대  2.9 2.0 2.2 1.2 3.1 1.6 1.8  4.5 5.8  1.8 50.8 4.7 7.1 

<전체평균>

70년대 12.1 3.8 4.1 15.1 3.9  9.9 41.8 -1.1 -0.5 
80년대 10.9 3.3 0.6 1.7 1.4 2.9 10.5 7.7  7.9 55.7 -3.1 -0.6 
90년대  8.7 3.0 0.8 1.9 1.6 2.6  5.7 8.0  3.4 72.1 -3.3 0.3 
2000년대  4.9 1.4 2.2 0.7 2.0 1.1 1.9  4.2 6.6  2.1 71.6 -1.1 0.6 

  주: 1) ALMP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임.
     2) EPL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는 고용보호 입법지수를 의미하며 2008년 수치(Ver3 기준)임.
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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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륙형: 고부담 고복지

A. 먼  고부담고복지의 륙형평균을 체평균과 비교하여 보겠다.

⧠ 중간요인에 대한 판단

가계순 축률의 경우 륙형평균이 체평균보다 모든 연 에서 커서 

정정인 방향의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투자율의 경우 륙형평균이 체평균보다 모든 연 에서 작

다. 이는 일반 으로 부정 인 방향의 결과이다.

고용보호입법지수를 보면 룩형평균이 체평균 보다 커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떨어지는 방향이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경우 극  노동시장정책, 가족, 실업 모두에서 

륙형평균이 체평균 보다 모든 연 에서 크다. 이는 생산  사회지출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정 인 방향의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고부담고복지인 륙형은 가계순 축률과 생

산  사회지출에 있어 체국가의 평균보다 경제상태와 경쟁력이 우수할 

가능성이 있으나, 반 로 투자율과 노동시장유연성의 요인에 있어서는 

부정 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 요인 간에 우열을 사 으로 논하기 어

려우므로 경제상태와 경쟁력에 해 체에 비교한 확정 인 상을 할 

수 없다고 단된다.

⧠ 경제상태 및 경쟁력에 관한 판단

우선 경상수지를 보면 체 으로 모든 연 에 있어 륙형평균이 

체평균 보다 커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해서는 모든 연 에 있어 륙형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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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평균보다 부정 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에는 모든 연 에 있어 륙형평균이 체평균

보다 안정 인 결과를 보여 우수하다.

실질 GDP 성장률에 있어서는 모든 연 에 있어 륙형평균이 체평

균보다 작으나 그 격차는 0.5% 포인트 차이 이내로 작다.

실업률의 경우 최근인 2000년 에는 0.1% 포인트가 크지만 거의 같

다고 볼 수 있고 이  3개의 십년 에서 2개 연 가 체평균 보다 작

아 실업률에서는 상 으로 우수하다고 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체국가평균에 비해 고부담고복지인 륙형국가들이 

요지표인 경상수지에서 우수하고, 실질 GDP 성장률은 뒤지지만 그 

차이가 고, 소비자물가성장률에서 우수하며, 실업률에서 역시 상 으

로 우수하여 체 으로 경제상태와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단된다. 국

가채무와 재정수지가 모두 상 으로 떨어지는 은 앞으로 주의해야 

할 요인으로 언 하고자 한다.

B. 륙형의 각 국가들을 체평균과 비교하여 각 국가의 성공과 실

패에 한 논의를 하겠다. 륙형평균과의 비교는 하지 않는다.

⧠ 중간요인에 대한 판단

축률에서 보면 모든 륙형 국가가 체평균보다 크다.

투자율에서 보면 독일과 네덜란드가 모든 연 에 있어 체평균 보다 

작다. 오스트리아는 70년 에 한 번 체평균 보다 컸던 이후에 이후 

모든 연 에 있어 체평균 보다 작다. 랑스와 벨기에는 최근인 2000

년 에 체평균보다 크고 이 에는 모두 작았다.

고용보호입법지수의 경우 네덜란드가 체평균과 같은 것을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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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륙형 국가는 2000년 에 체평균보다 커서 노동시장유연성이 

체평균보다 떨어진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경우 독일, 랑스, 벨기에는 극  노동시장정

책과 가족에 있어 모든 연 에서 체평균 이상이고, 실업의 경우 벨기

에는  연 에서 체평균이상, 독일과 랑스는 최근에 체평균이상

으로 변하 다.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극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네덜란드는 체평균 보다 모든 연 에서 

크지만 오스트리아는 작다. 가족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는  연도에서 

체평균 보다 크지만 네덜란드는 최근으로 올수록 체평균 보다 작다. 

실업에 있어서는 네덜란드는  연 에서 체평균 보다 크지만, 오스트

리아는  연 에서 체평균이하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축률은 모든 륙형 국가가 체평균보다 크지만, 

투자율을 최근 2000년 의 랑스 벨기에와 70년 의 오스트리아를 제

외하고는 체평균 보다 작다. 노동시장유연성의 경우 네덜란드를 제외하

고는 모두 체평균보다 크다. 생산  사회지출이라는 에서 보면 보

다 생산 이라 생각되는 극  노동시장정책과 가족에서 독일, 랑스, 

벨기에가 모두 모든 연 에서 체평균 이상이고, 네덜란드는 극  노

동시장에서 모든 연 , 오스트리아는 가족에서 모든 연 에서 체평균이

상이다. 실업은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모든 연 에서 평균이상이고, 다른 

국가들은 최근으로 올수록 실업이 체평균보다 커지거나 같아지는 방향

으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체 으로 보면 투자율 면에서는 특별한 경

향을 말하기 어렵고, 생산  사회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국가들이 

체평균보다 우수한 측면이 있어 고부담고복지에서 복지와 경제의 선순

환을 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노동시장유연성도 

나쁘지 않아 황 삼각형 모델의 성공가능성을 상할 수 있다. 생산  사

회지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오스트리아가 가장 낮은 상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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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태 및 경쟁력에 관한 판단

경상수지측면에서 보면 네덜란드가 자료가 존재하는 최근 30년  모두

에서 체평균보다 우수하다. 다음으로 독일은 90년 의 자를 제외하고

는 모든 연 에서 경상수지가 체평균보다 우수하다. 독일 90년 를 통

일에 의한 외부요인의 향으로 생각하면 독일 한 경상수지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단할 수 있겠다. 벨기에 한 자료가 존재하는 최근 20년에

서 체평균보다 경상수지가 우수하다. 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자료가 존

재하는 최근 20년  한 번 경상수지가 체평균보다 크나, 랑스는 최

근인 2000년 에 자를 보 고, 오스트리아는 90년 에 자를 보 다.

실질 GDP 성장률의 경우 약간의 외를 제외하고 체평균 보다 작

다. 그러나 그 차이가 최  0.7% 포인트 이하이고, 이들 경제가 성숙한 

성장 단계에 도입한 을 고려하면 이는 경제상태  경쟁력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단된다. 특히 뒤에서 보듯이 물가가 안정

이어서 낮은 실질 GDP 성장률에서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실업률의 경우 랑스와 벨기에는 자료가 있는 모든 연 에 있어 

체평균 보다 커서 부정 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모두 체 으로 실업률이 체평균 보다 작아 우수하나 독일의 

경우 최근인 2000년 에 실업률이 체평균 보다 커서 앞으로 주의를 

요한다고 생각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 모든 륙형국가들이 모든 연 에서 체평

균 보다 작아 안정 인 경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수지에 있어서는 륙형국가들은 체평균보다 자가 큰 경향을 

체 으로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에 있어서는 벨기에가 체평균 보다 

모든 연 에서 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모든 연 에서 작다. 랑스는 

최근인 2000년에 체평균보다 커지고 그 이 에는 모든 연 에서 작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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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 로 네덜란드는 최근 2000년 에만 체평균 보다 작고 이 의 

모든 연 에서는 컸다.

이상을 종합하면 고부담고복지인 륙형 에서는 체평균 보다 

륙형이 체 으로 뒤떨어진다고 단되는 재정수지와 실질 GDP 성장

률을 문제 삼지 않고, 한 륙형이 체 으로 우수한 안정  물가수

을 제외하고 보면, 가장 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상수지와 실업률의 측

면과 국가채무에서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체 으로 혹

은 최근으로 올수록 우수한 경제상태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단된

다. 반면에 랑스는 실업률은 체 으로 우수하지만 경상수지와 국가

채무가 최근인 2000년 에 악화되어 최근 10년에 실패 인 기 을 보

이는 것으로 단된다. 벨기에의 경우에도 최근 20년의 경상수지는 우수

하지만 실업률과 국가채무가 체 으로 좋지 않아 단이 정 이지는 

않다고 단된다.

체내용을 종합하면 륙형은 평균 으로 체국가평균 보다 경제상

태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단할 수 있으며, 그 근거로 생각할 수 있

는 것은 일반 인 근거  투자율은 우수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상정

한 고부담고복지의 성공기   생산  사회지출이 제 역할을 하고 있

다는 것이다. 륙형 국가들 안에서 개별 으로 살펴보면 독일, 네덜란

드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체 으로 혹은 최근으로 올수록 우수한 경제

상태와 경쟁력을 보이며, 그 주된 근거는 역시 본 연구에서 상정한 고부

담고복지의 성공기   생산  사회지출이라 생각된다. 특히 다른 북구

형과 달리 노동시장유연성의 측면에서도 우수한 네덜란드의 경우는 황

삼각형 모델이 용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생산  사회지출로 생각되는 부분은 가족뿐이지만 이 부분의 크기가 상

으로 커서 생산  사회지출의 성공기 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생각된다. 다만 랑스는 최근 10년의 경제상태와 경쟁력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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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고부담고복지의 실패기 이 작동하는 것으로 단된다. 벨

기에의 경우도 경상수지는 흑자지만 실업률과 국가채무의 성 이 명백히 

좋지 않아 고부담고복지의 성공기 이 작동한다고 볼 수 없겠다.

〈표 3-6〉대륙형의 중간요인과 경제상태 및 경쟁력 지표
(단위: GDP 대비 %, %)

저축률 투자율 EPL
공공사회복지지출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

실업률
CPI

상승률

국가

채무

재정

수지

경상

수지ALMP 가족 실업

<독일>
70년대 1.7 3.1 2.4 4.9 0.9 
80년대 1.4 0.8 1.7 0.9 2.0 6.1 2.9 1.8 
90년대 10.4 2.7 1.2 2.1 1.5 2.2  3.3 7.8 2.6  52.2 -3.3 -0.6 
2000년대 10.6 0.1 2.6 1.1 2.0 1.6 1.2  2.0 8.7 1.5  69.5 -2.2 3.9 

<프랑스>
70년대 16.4 3.1 4.2 13.7 8.8  32.6 -0.9 
80년대 10.9 2.3 0.7 2.6 1.0 2.3  9.6 9.8 7.4  35.3 -2.3 
90년대 11.3 1.6 1.1 2.8 1.7 1.9  3.4 11.4 1.9  56.8 -3.9 2.1 
2000년대 11.8 1.7 3.0 1.0 3.0 1.6 1.4  3.2 8.8 1.7  75.7 -3.6 -0.1 

<벨기에>
70년대 2.0 3.3 11.0 7.1  60.2 -5.9 
80년대 3.0 1.2 2.7 3.1 2.2  6.6 10.8 4.9 108.4 -10.6 
90년대 14.0 2.0 1.1 2.4 3.1 2.2  4.2 8.4 2.1 130.8 -4.7 5.2 
2000년대 11.8 1.6 2.6 1.1 2.6 3.1 1.6  3.7 7.7 2.1  99.3 -1.4 2.1 

<오스트리아>
70년대 4.2 3.8 10.5 6.1  23.0 -0.7 
80년대 1.8 0.3 3.0 0.7 2.0  5.9 3.8  48.0 -3.3 
90년대  9.8 2.7 0.4 2.8 1.1 2.8  4.6 3.9 2.4  64.6 -3.4 -1.7 
2000년대  9.6 0.4 2.4 0.6 2.8 1.1 1.7  3.4 4.3 2.0  70.6 -2.1 2.2 

<네덜란드>
70년대 1.2 3.4 11.2 3.2 7.0  56.1 -1.9 
80년대 2.6 1.0 2.1 3.0 2.2  4.4 10.1 2.9  79.1 -4.9 2.8 
90년대 13.9 4.5 1.4 1.4 2.5 3.2  5.3 5.9 2.4  86.3 -3.1 4.2 
2000년대  6.8 -0.4 2.2 1.4 1.7 1.4 1.6  3.9 3.8 2.0  61.3 -1.4 5.5 

<대륙형평균>
70년대 16.4 2.4 3.6 11.6 2.8 6.8  43.0 -2.3 0.9 
80년대 10.9 2.2 0.8 2.4 1.7 2.1  6.6 9.2 4.4  67.7 -5.3 2.3 
90년대 11.9 2.7 1.1 2.3 2.0 2.4  4.2 7.5 2.3  78.1 -3.7 1.8 
2000년대 10.1 0.6 2.6 1.0 2.4 1.8 1.5  3.2 6.7 1.9  75.3 -2.1 2.7 

<전체평균>
70년대 12.1 3.8 4.1 15.1 3.9 9.9  41.8 -1.1 -0.5 
80년대 10.9 3.3 0.6 1.7 1.4 2.9 10.5 7.7 7.9  55.7 -3.1 -0.6 
90년대  8.7 3.0 0.8 1.9 1.6 2.6  5.7 8.0 3.4  72.1 -3.3 0.3 
2000년대  4.9 1.4 2.2 0.7 2.0 1.1 1.9  4.2 6.6 2.1  71.6 -1.1 0.6 

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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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미형: 저부담 저복지

미형에 속한 미국의 경우 국내통화가 국제 기축통화도 되는 특수한 

치에 있다는 이 해석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 분석을 하기 

데 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북구형의 노르웨이가 산유국인 

이 강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과 유사한 이다.

A. 체평균과 비교할 때 부담 복지인 미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

을 보여주고 있다.

⧠ 중간요인에 대한 판단

먼  축률은 70년 와 80년 에는 체평균 보다 우수하 으나 90

년 와 2000년 에는 체평균 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는 부담 복지

의 성공조건  요한 요인이 최근 나빠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단

된다.

투자율의 경우 미형평균이 체평균 보다 모든 연 에서 크다. 이는 

고부담고복지 국가와 다른 부담 복지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단된다. 

이는 일단 부담 복지의 성공조건의 기본 인 요건을 갖춘 것이라 

단된다.

고용보호입법지수는 모든 미형 국가가 체평균보다 낮아 역시 유

연안정성정책을 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고부담고복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유연성을 통해 정  

기여를 할 가능성을 가진다.

생산  사회지출을 보면 미형평균은 체평균 보다 모두 작다. 이

이 고부담고복지와 명확히 조되는 특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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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간요인을 종합하면 투자율과 노동시장유연성의 요인에서는 

부담 복지의 성공가능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단된다. 다만 축률이 

최근 20년 간 체평균 보다 낮아진 은 부정  요인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생산  사회지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정  요인이 없다고 단

된다.

⧠ 경제상태 및 경쟁력에 관한 판단

실질 GDP 성장률의 경우 최근 30년 동안 미형은 체평균 이상이

어서 우수하다고 단된다. 단 고부담고복지 국가들인 북구형과 륙형 

국가들이 비록 체평균 이하이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특히 최근에 

올수록 차이가 어드는 경향이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부담 복지인 

미형의 경우에는 체평균 보다 크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실질 GDP 성장률에 있어서 실제 인 상  우수성의 차이는 그 게 

크지 않다고 단된다. 즉 다른 성공요인의 비 이 더 크다고 할 수 있

겠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경우 최근 2000년 를 제외하고는 모두 체평균 

보다 작았다.

재정수지는 모두 자이며 체평균 보다 크다. 이는 고부담고복지의 

륙형과는 같지만 북구형이 흑자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가채무의 경우에는 고부담고복지인 북구형과 륙형 모두 체평균 

보다 컸으나 부담 복지인 미형의 경우에는 70년 를 제외하고는 

모두 체평균 보다 작아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 다.

실업률의 경우 80년 를 제외하고는 모두 체평균 이하여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를 보면 70년 를 제외하고는 모두 체평균 보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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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두 자이며 그 크기도 작지 않다고 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70년 와 80년 까지는 평균 으로 좋은 지표와 나

쁜 지표가 섞여있어 일의 인 단이 어렵다고 단된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경제상태  경쟁력 단의 기본지표로 보고자 하는 경상수지를 

기반으로 단하면 70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상태도 

체평균 보다 나빠서 최근 성공 이지 못하다는 단을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화폐경제에서 가장 요한 사항은 화폐구매력의 확

보인데 경상수지의 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고부담고복지의 북구형과 륙형이 평

균 으로 성공 인 성과를 보이면서 모두 경상수지가 체평균 보다 컸

던 을 고려하면 더욱 확실해진다. 그리고 문제는 최근 20년에서 부

담 복지 성공의 주요특징인 고 축 고투자의 한 요한 요소인 축률

이 체평균 보다 작아졌고 재정수지 자가 동반되고 있다는 이다. 

물론 실업률은 2000년 에 체평균 보다 좋아졌고 작은 차이지만 실질 

GDP 성장률도 체평균 보다 큰 이 지 될 수 있지만 2000년 에 

물가는 체평균 보다 높아져 부정 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상을 종합해서 부담 복지 미형의 경제상태  경쟁력은 체평균과 

비교해 70년  이후 우수하지는 못하며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그 경향

이 더해 간다고 단하고자 한다. 이 에 해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본 

연구에서 상정한 부담 복지의 성공과 실패기   실패 쪽의 경향이 

더 강해진 것으로 단할 수 있겠다. 특히 고 축과 고투자의 연쇄고리

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0)

20) 이 에 해서는 재 융시장이 축된 화폐자본을 생산  투자와 연결시키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인 인 투기에 의해 수익을 올리려는 쪽으로 더 경도된 것이 주요인 의 

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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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형의 각 국가들을 체평균과 비교하여 각 국가의 성공과 실

패에 한 논의를 하겠다.

⧠ 중간요인에 대한 판단

축률에서 보면 미국과 국은 모든 연 에서 체평균 보다 작다. 

캐나다와 오스트 일리아도 최근 축률이 체평균 보다 작아졌다. 캐

나다는 최근 2000년을 제외하고는 이 에는 축률이 체평균 보다 높

았다.

투자율에 있어서는 체평균 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가 섞여 있어 

일의 인 단이 어렵다. 하지만 최근을 심으로 보면 오스트 일리아

는 최근 30년 동안 계속 투자율이 체평균 보다 높았고, 국과 캐나

다는 90년 와 달리 2000년 에는 체평균 보다 높아졌다. 반 로 미

국의 경우는 90년 와 달리 2000년 에 투자율이 체평균 보다 낮아

졌다. 특히 미국은 축률도 체평균 보다 작아 더 나쁜 조건이라 말 

할 수 있겠다. 캐나다의 경우는 90년 를 제외하고는 투자율이 체평균 

보다 높았다.

고용보호입법지수를 보면 미형국가들은 모두 체평균 보다 작다. 

그 에서도 미국이 0.9로 가장 작아서 노동시장유연성이 가장 크다. 다

음으로 캐나다, 국, 오스트 일리아의 순으로 노동시장유연성이 작아

진다.

생산  사회지출에 해서 보면 국의 극  노동시장정책이 체

평균 보다 작지 않고 가족은 큰 것과 오스트 일리아의 가족이 최근 20

년 큰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와 연 에서 체평균 보다 작다. 이는 

미형의 부담 복지의 특징에 상응하는 결과라 생각되며, 고부담고복

지의 성공과 실패의 요한 기 인 생산  사회지출이 미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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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고려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간요인을 종합하면 오스트 일리아가 최근 축률이 작아졌

지만 투자율이 높아 부담 복지의 성공 인 요건에 제일 들어맞는 국

가로 단된다. 반면 미국은 축률과 투자율에 있어 가장 나쁜 경제성

과를 측하게 한다. 단지 노동시장유연성이 가장 높은데 이 이 경제성

과와 경쟁력에 미치는 과정은 유연안 성과 같은 다른 메커니즘의 고려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과 캐나다는 최근 축률이 낮아졌지만 최

근 2000년에는 투자율이 체평균 보다 높아 부담 복지의 성공기

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 경제상태 및 경쟁력에 대한 판단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 오스트 일리아가 최근 30년 계속 체평

균 보다 높은 성장을 하고 있어 간요인에서 측한 결과와 상응하는 

것으로 단된다. 국과 캐나다도 최근인 2000년 에 체평균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간요인에서 상한 것에 상응한다. 미국은 

최근 20년 체평균 보다 작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을 보면 캐나다가 모든 연 에서 체평균 보다 높아 나쁜 성

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70년 를, 오스트 일리아는 90년 를 제외하

고는 모두 체평균 보다 낮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도 80년

에 체평균 보다 높다가 차 좋아져 2000년 에는 체평균 보다 

낮아져서 호 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캐나다는 모든 연 에서 체평균 이하로 안

정 이다. 국도 70년 를 제외하고는 체평균 보다 작아 안정 이다. 

미국은 안정 이다가 최근 2000년 에 체평균 보다 높아 졌다. 오스

트 일리아는 체평균보다 작았다 컸다를 반복하고, 최근 2000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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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평균 보다 커졌다.

재정수지의 경우 모두 자를 나타내지만 오스트 일리아는 모든 연

에서 체평균 보다 자가 작다. 국, 미국, 캐나다 모두 1개의 십

년 를 제외하고는 모두 체평균 보다 자가 크다. 캐나다는 최근 

2000년 에 재정 자가 체평균 보다 작아졌다.

국가채무의 경우 오스트 일리아, 국, 미국이 최근 30년 동안 체

평균 보다 작았다. 이는 미형의 부담 특성에 상응하는 결과라 생각

된다. 반면 캐나다는 지난 40연의 모든 연 에 있어 국가채무가 체평

균 보다 큰 특색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요시하는 경상수지의 경우 모든 미형 국가들이 모두 

경상수지가 자이면서 70년 의 국과 미국 그리고 최근 캐나다의 

2000년 를 제외하고는 체평균 보다 낮다. 이는 북구형과 륙형 국

가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이들 국가들의 경쟁력이 상 으로 낮은 것으

로 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오스트 일리아는 부담 복지의 기본  특징인 

투자율에서 최근 우수하고 실질 GDP 성장률이 상응하게 우수하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측면에서 확실하게 우수한 성 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도 최근 2000년 에 체평균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비

록 경상수지가 우수하지 못하고 2000년 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체평

균 보다 올라가긴 했지만 최소한 2000년 에는 부담 복지의 성공

 요인이 작용한 국가의 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경

제자체의 규모나 능력은 의문시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2000년 를 보

면 축률, 투자율,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경상수지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체평균 성과 보다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실업률과 국가채무 부분이 2000년 에 체평균 보다 낫기는 

하지만 체 으로 최근인 2000년 엔 부담 복지의 실패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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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국과 캐나다의 경우 

최근인 2000년 에 비록 축률이 체평균 이하이지만 투자율과 실

질 GDP 성장률이 체평균 이상으로 되는 본 연구에서 상정한 부

담 복지의 기본  성공패턴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2000년  

실업률과 국가채무가 체평균을 약간 상회하지만 경상수지와 재정수

지가 체평균 이상으로 좋아서 2000년 에는 나쁘지는 않다고 단

할 수 있겠다. 국의 경우에는 2000년 에 실업, 물가 그리고 국가채

무에서 체평균 보다 좋은 성과를 보이지만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는 

그 지 못하다. 따라서 국 2000년 는 좋다는 단을 내리기는 어렵

다고 생각된다.

체 으로 종합하면 부담 복지인 미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성

공보다는 실패기 이 더 지배 인 것으로 단된다. 국가로 보면 오스

트 일리아는 최근에 성공 이나 미국은 실패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단된다. 캐나다와 국은 최근 명확한 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자

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이고, 후자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정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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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영미형의 중간요인과 경제상태 및 경쟁력 지표

(단위: GDP 대비 %, %)

저축률 투자율 EPL
공공사회복지지출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

실업률
CPI

상승률

국가

채무

재정

수지

경상

수지ALMP 가족 실업

<영국>

70년대 1.8 2.4 16.2 12.6 58.3 -2.9 -0.4 

80년대 4.4 0.7 2.2 1.6 2.5 10.2 10.2  7.1 47.1 -2.8 -0.8 

90년대  5.4 2.9 0.4 2.3 0.8 2.5  5.9  8.0  3.3 45.4 -3.8 -1.3 

2000년대 -0.3 1.6 1.1 0.3 3.0 0.3 2.0  4.3  5.5  2.0 51.8 -3.6 -2.1 

<미국>

70년대  9.8 5.3 3.7 10.6  6.2  7.1 44.0 -2.1 0.0 

80년대  8.9 2.7 0.3 0.6 0.6 3.0  7.9  7.3  5.6 52.6 -4.2 -1.7 

90년대  5.7 5.7 0.2 0.6 0.4 3.2  5.5  5.8  3.0 67.7 -3.0 -1.6 

2000년대  3.6 -0.2 0.9 0.1 0.7 0.4 1.8  4.1  5.9  2.5 66.6 -4.5 -4.5 

<캐나다>

70년대 12.3 5.3 4.3 13.4  7.8  7.4 48.4 -1.9 

80년대 15.6 4.0 0.5 0.7 1.7 3.0  9.0  9.4  6.5 61.8 -6.0 -2.1 

90년대  9.2 2.1 0.5 0.7 1.5 2.4  4.1  9.5  2.2 92.8 -4.5 -1.9 

2000년대  3.8 3.9 1.0 0.3 1.0 0.7 2.2  4.7  7.1  2.1 76.0 -0.2 0.8 

<오스트레일리아>

70년대 16.0 3.0 3.0 14.3  3.7  9.8 -1.1 

80년대 11.8 5.1 0.3 1.1 1.0 3.4 11.8  7.6  8.4 22.8 -1.1 -4.1 

90년대  5.5 4.3 0.5 2.3 1.3 3.3  5.1  8.8  2.5 31.8 -2.8 -4.0 

2000년대  2.5 5.6 1.4 0.3 2.8 0.7 3.0  7.1  5.5  3.1 18.0 -0.4 -4.5 

<영미형평균>

70년대 12.7 3.8 3.3 13.6  5.9  9.2 50.2 -2.3 -0.5 

80년대 12.1 4.0 0.4 1.2 1.2 3.0  9.7  8.6  6.9 46.1 -3.5 -2.2 

90년대  6.5 3.7 0.4 1.5 1.0 2.9  5.1  8.0  2.8 59.4 -3.5 -2.2 

2000년대  2.4 2.7 1.1 0.3 1.9 0.5 2.2  5.1  6.0  2.4 53.1 -2.2 -2.6 

<전체평균>

70년대 12.1 3.8 4.1 15.1  3.9  9.9 41.8 -1.1 -0.5 

80년대 10.9 3.3 0.6 1.7 1.4 2.9 10.5  7.7  7.9 55.7 -3.1 -0.6 

90년대  8.7 3.0 0.8 1.9 1.6 2.6  5.7  8.0  3.4 72.1 -3.3 0.3 

2000년대  4.9 1.4 2.2 0.7 2.0 1.1 1.9  4.2  6.6  2.1 71.6 -1.1 0.6 

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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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유럽형: 이탈리아만 고부담 고복지

A. 체평균과 남유럽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중간요인에 대한 판단

90년 에는 축률과 투자율이 체평균 이상이었으나 2000년 에는 

모두 체평균 이하로 변하 다. 노동시장유연성을 나타내는 고용보호입

법지수의 경우에도 체평균보다 커서 노동시장유연성이 체평균보다 

작다. 생산  사회지출의 측면에서 보아도 자료가 있는 80년  이후 모

두 체평균 이하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남유럽형은 부담 복지의 축률과 투자율, 그리고 

고부담고복지의 생산  사회지출이라는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양쪽의 지표에서 모두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경제상태 및 경쟁력에 관한 판단

최근 20년의 경상수지는 물론 이  40년 의 자료가 있는 실질 GDP 

성장률,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에서 70년 의 

실질 GDP 성장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체평균 이하의 나쁜 상태를 보

여 경제상태  경쟁력에 있어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이는 

간요인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B. 남유럽형 각 국가들을 체평균과 비교하여 각 국가의 성공과 실

패에 한 논의를 하겠다.



76∙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복지재정운용방향

⧠ 중간요인에 대한 판단

고부담고복지인 이태리의 경우 최근 20년 축률은 체평균 이상이

지만 투자율, 고용보호입법지수, 생산  사회지출에서 모두 체평균 이

하이다. 이는 일반  성공조건은 물론 고부담고복지의 생산  사회지출

이라는 조건에서도 좋지 않은 조건이라 단된다.

부담 복지에 해당하는 남유럽의 다른 3개국을 보겠다. 스페인의 경

우 2000년  축률은 체평균 이상이다. 투자율은 최근 30년 동안 

체평균 이상이다. 고용보호입법지수는 체평균 이상이다. 생산  사회지

출의 경우 실업이 모든 연 에서 체평균이상이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

다. 최근 2000년 에 극  노동시장정책이 체평균과 같은 것을 제외

하면 극  노동시장정책과 가족 모두 체평균 이하이다. 포르투갈과 

그리스를 보면 생산  사회지출은 모두 체평균 이하이며 고용보호입법

지수는 체평균 이상이다. 최근 축률 모두 체평균 이하이지만 특히 

그리스는 2000년  음수의 축률을 보이고 있다. 투자율의 경우 포르

투갈은 20년간의 체평균보다 높은 투자율을 보인 후 최근 2000년

에 음수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는 80년  음수의 투자율을 보

인 후 최근 20년 간 체평균 보다 높은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 경제상태 및 경쟁력에 관한 판단

고부담고복지인 이태리를 보면 실질 GDP 성장률, 실업률, 소비자물

가지수상승률, 국가채무, 재정수지의 모든 면에서 체평균 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도 90년 에 체평균 보다 큰 이후

에 최근 2000년 에는 자이며 체평균 보다 나쁘다. 종합하면 간

요인에서 상한 바와 일치하는 나쁜 경제상태  경쟁력의 결과를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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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복지인 다른 남유럽의 3개국을 살펴보겠다. 스페인의 경우 실

질 GDP 성장률이 최근 20년 체평균 보다 컸고 국가채무가 체평균 

보다 작아서 정 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지표들인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 재정수지, 경상수지 모두 체평균 이하여서 좋은 경제

상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경우 스페인과 비교할 때 실질 GDP 성장률도 최근 20년  한 번만 

체평균 이상이고, 국가채무도 최근으로 올수록 나빠지고 있어 체

으로 경제상태와 경쟁력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체 으로 종합하면 남유럽형은 체평균과 비교할 때 간요인과 

경제상태  경쟁력에서 모두 실패 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개별국가를 

보면 남유럽형  고부담고복지인 이태리는 간요인과 경제상태  경

쟁력을 나타내는 거의 모든 요인에서 나쁜 결과를 보여 고부담고복지의 

실패 가 된다. 다른 부담 복지 국가들도 스페인만 2000년 에 부정

 단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이고,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최근인 90년

와 2000년 에 좋지 않은 경제상태  경쟁력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서 이들 국가는 부담 복지의 실패사례라 볼 수 있겠다. 앞의 부담과 

복지의 유형구분 시 이들 남유럽 3개국이 고부담고복지로 이동 인 양

태가 다른 이 지 되었다. 즉 스페인은 고복지로 이동하면서 부담도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이동 이었는데,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경우에는 

복지는 고복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부담을 상 으로 부담 쪽에 아직

도 남아있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 도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경제

상태  경쟁력이 나쁜 이유 의 하나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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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남유럽형의 중간요인과 경제상태 및 경쟁력 지표

(단위: GDP 대비 %, %)

저축률 투자율 EPL

공공사회복지지출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

실업률
CPI

상승률

국가

채무

재정

수지

경상

수지ALMP 가족 실업

<스페인>

70년대 1.9 3.8 19.7  4.5 14.4 -0.6 

80년대 4.9 0.4 0.3 2.3 2.8 13.0 17.4 10.2  41.6 -4.8 

90년대 3.4 0.6 0.5 3.2 2.7  7.3 19.6  4.2  64.4 -4.6 -0.9 

2000년대 6.4 1.4 3.1 0.7 1.1 2.2 2.3  5.6 12.1  2.9  54.5 -2.0 -5.9 

<이탈리아>

70년대 2.3 3.9 18.5  4.5 12.3  75.2 -6.9 

80년대 2.5 1.0 1.1 2.6 14.7 10.1 11.2  90.8 -10.8 

90년대 17.1 1.2 0.3 0.7 0.6 1.4  5.9 11.3  4.2 118.3 -7.4 0.7 

2000년대  9.0 0.6 2.6 0.6 1.3 0.4 0.7  2.9  8.1  2.2 119.4 -3.3 -1.7 

<포르투갈>

70년대 3.6 4.8 21.3  5.3 18.3 -4.4 

80년대 3.6 0.2 0.7 0.3 3.4 22.1  7.1 17.6 -5.4 

90년대  4.3 5.7 0.5 0.8 0.7 3.0  9.8  5.6  6.0  64.5 -5.0 -6.4 

2000년대  2.2 -1.6 3.1 0.6 1.2 0.9 0.9  3.5  7.0  2.5  76.5 -4.8 -9.8 

<그리스>

70년대 5.3 5.5 12.3 

80년대 -2.6 0.2 0.3 0.3 0.8  7.6 19.5 

90년대 3.9 0.3 0.9 0.4 1.9  9.0  9.1 11.1 100.7 -5.7 

2000년대 -4.9 1.6 3.0 0.2 1.1 0.4 2.4  5.6  9.9  3.3 120.7 -7.3 -9.3 

<남유럽형평균>

70년대 3.3 4.5 19.8  4.8 14.3  75.2 -4.0 

80년대 2.1 0.3 0.6 1.0 2.4 16.6 10.6 14.6  66.2 -7.0 

90년대 10.7 3.5 0.4 0.7 1.2 2.3  8.0 11.4  6.4  87.0 -5.7 -2.2 

2000년대  3.2 0.5 2.9 0.5 1.2 1.0 1.6  4.4  9.3  2.7  92.8 -4.3 -6.7 

<전체평균>

70년대 12.1 3.8 4.1 15.1  3.9  9.9  41.8 -1.1 -0.5 

80년대 10.9 3.3 0.6 1.7 1.4 2.9 10.5  7.7  7.9  55.7 -3.1 -0.6 

90년대  8.7 3.0 0.8 1.9 1.6 2.6  5.7  8.0  3.4  72.1 -3.3 0.3 

2000년대  4.9 1.4 2.2 0.7 2.0 1.1 1.9  4.2  6.6  2.1  71.6 -1.1 0.6 

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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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본과 한국: 저부담 저복지

A. 체평균과 일본  한국의 평균을 비교할 때 일본과 한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중간요인에 관한 판단

축률과 투자율이 최근 2000년 를 제외하고는 체평균 보다 커서, 

최근에 상태가 나빠졌다고 단된다. 고용보호입법지수는 체평균 보다 

작아 노동시장유연성이 체평균 보다 높다. 생산  사회지출의 측면에

서는 체평균 보다 모든 측면에서 찰된 연 에 작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은 부담 복지의 유형에 해당하는 복지와 경제

의 계를 나타내며 최근 2000년 를 제외하고는 성공 일 것으로 상

된다.

⧠ 경제상태 및 경쟁력에 대한 판단

경상수지, 실질 GDP 성장률,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90년  

체평균보다 0.1%p 큰 것 제외)의 지표가 체평균보다 모두 좋다. 재

정수지도 최근 2000년  이외에는 체평균 보다 우수하다. 반면 국가

채무는 최근 30년 동안 체평균 보다 크다. 

이상을 종합하면 일본과 한국은 평균 으로 체국가들에 비해 상

으로 경제상태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단할 수 있겠다. 단 2000년

인 최근에 약간의 약화는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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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체평균과 일본  한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중간요인에 대한 판단

일본의 경우 축률은 최근 2000년 , 투자율은 최근 20년을 제외하

고는 체평균보다 커서 최근 악화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호입법지수의 

경우 일본은 체평균 보다 작아서 노동시장유연성이 체평균 보다 높

다. 생산  사회지출의 경우 체평균 보다 모두 작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최근의 악화된 조건을 볼 때 최근 부담 복지의 실패 인 경우

를 나타낼 것으로 상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축률과 투자율에 있어 모든 연 에서 체평균 보다 

크고, 고용보호입법지수가 낮으며, 생산  사회지출은 모두 낮아, 부담

복지형의 성공 인 사례로 상할 수 있다.

⧠ 경제상태 및 경쟁력에 대한 판단

일본의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이 최근 20년 체평균 보다 작아졌다.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는 최근에도 체평균 보다 우수하

다. 다만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는 모두 체평균 보다 작다. 종합하면 일

본은 여 히 경상수지가 흑자이지만 최근 20년 실질 GDP 성장률, 국가

채무와 재정수지가 체평균 보다 낮아졌다. 특히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는 2000년에 크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부담 복지 유형의 성

공 인 사례에서 차 실패사례로 이행하고 있으며 2000년 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단된다.

한국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 외에 실질 GDP 성장률, 실업률, 국가

채무, 재정수지, 경상수지의 모든 측면에서 체평균 보다 우수한 결과

를 보이고 있어, 부담 복지의 성공사례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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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종합하며 일본과 한국은 부담 복지의 국가로서 일본은 

과거의 성공사례에서 최근 실패사례로 이동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 까지

는 부담 복지의 성공 인 복지와 경제의 사례로 되고 있다고 단할 

수 있겠다.

〈표 3-9〉일본과 한국의 중간요인과 경제상태 및 경쟁력 지표

(단위: GDP 대비 %, %)

저축률 투자율 EPL

공공사회복지지출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

실업률
CPI

상승률

국가

채무

재정

수지

경상

수지ALMP 가족 실업

<일본>

70년대  4.1  4.7 13.2 1.7  9.0  23.5 -1.8 

80년대  5.0 0.4 0.5  4.4  6.3 2.5  2.5  65.1 -2.1 

90년대 11.1  0.2 0.3 0.5 0.5  1.5  2.0 3.0  1.2  86.8 -3.4 2.4 

2000년대  2.7 -1.6 1.7 0.3 0.8 0.5  0.9 -0.4 4.7 -0.3 170.2 -6.0 3.3 

<한국>

70년대 13.9 17.9 10.3 31.4 15.2 0.5 

80년대 16.5  9.1  8.6 17.4 3.8  8.4 1.2 0.2 

90년대 21.1  6.7 0.1 0.1 0.1  6.7 13.4 3.3  5.7 2.3 0.7 

2000년대  5.1  3.5 2.1 0.2 0.3 0.2  4.6  7.2 3.6  3.1  26.4 2.9 2.3 

<일본‧한국평균>

70년대 13.9 11.0      7.5 22.3 1.7 12.1  23.5 -0.7  

80년대 16.5  7.0   0.4 0.5  6.5 11.8 3.1  5.5  65.1 -0.4 0.2 

90년대 16.1  3.4 0.2 0.3 0.3  4.1  7.7 3.2  3.5  86.8 -0.6 1.5 

2000년대  3.9  0.9 1.9 0.2 0.5 0.3  2.8  3.4 4.2  1.4  98.3 -1.5 2.8 

<전체평균>

70년대 12.1  3.8      4.1 15.1 3.9  9.9  41.8 -1.1 -0.5 

80년대 10.9  3.3  0.6 1.7 1.4  2.9 10.5 7.7  7.9  55.7 -3.1 -0.6 

90년대  8.7  3.0 0.8 1.9 1.6  2.6  5.7 8.0  3.4  72.1 -3.3 0.3 

2000년대  4.9  1.4 2.2 0.7 2.0 1.1  1.9  4.2 6.6  2.1  71.6 -1.1 0.6 

자료: OECD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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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참고로 스 스 국가경 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수 에 한 최근의 결과를 제시하겠다. 체성과, 경제성

과, 복지와 련된 사회  여건이 포함된 정부효율성을 보면 고부담고

복지인 북구형이 체 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스웨덴이 

체 으로 다른 북구국가를 앞서고 있다. 한 륙형 국가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상 으로 랑스나 벨기에 보다 우수한 경쟁

력을 보이고 있다. 남유럽의 경우 체 으로 떨어지는 경쟁력을 보이

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상 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한국이 상 으

로 더 우수해지고 있다. 미형의 경우 상 으로 미국, 오스트 일리

아, 캐나다가 우수한 경쟁력을 보이고 국이 좋지 않은 경쟁력을 보

이고 있다. 

IMD 국가경쟁력의 경우는 축 된 능력의 수 을 주로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기간별로 성과를 본 것과는 다른 면이 있다. 

특히 미형 국가들에 한 단은 본 연구의 결과와 상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을 고려한다면 경쟁력의 구성요소나 상  치, 

시간상의 변화경향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

된다.

이 을 고려하고 에서 본 결과를 종합한다면 경향 으로 본 연구에

서 단한 경쟁력과 IMD 국가경쟁력 사이에는 일치 이 많아 본 연구

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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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IMD 국가경쟁력 순위

전체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08 '09 '10 '11 '12 '08 '09 '10 '11 '12 '08 '09 '10 '11 '12 '08 '09 '10 '11 '12 '08 '09 '10 '11 '12

스웨덴  9  6  6  4  5 22 20 15 11 17 11 10 13  5  8  8  6  9  4  5  5  2  2  2  3

핀란드 15  9 19 15 17 36 40 44 37 40 13  6 15 14 12 17  5 16 15 16 12  3  6  6  5

노르웨이 11 11  9 13  8 10 19 19 26 16 15 11  7 11  6 13 10  8 12  8 10 10  7  8  9

덴마크  6  5 13 12 13 26 23 30 40 31  4  4 11 13 11  5  2 11  6 15  7  6  5  3  4

독일 16 13 16 10  9  6  6  9  6  5 26 27 28 24 19 28 19 25 16 17  6  9  8  7  7

프랑스 25 28 24 29 29 13 17 17 22 22 45 46 42 44 47 35 42 35 47 45 11 14 14 18 14

벨기에 24 22 25 23 25 19 10 13 23 18 42 37 43 39 41 23 23 30 23 29 15 15 19 19 21

오스트리아 14 16 14 18 21 17 18 18 24 20 20 24 27 27 33 15 12 12 20 20 13 13 10 13 16

네덜란드 10 10 12 14 11  7  7 14 19  8 17 14 17 18 15 12  8 15 13 14  9 11 12 12 11

영국 21 21 22 20 18 16 11 23 14 19 24 30 29 26 23 19 28 26 28 22 20 16 15 17 15

미국  1  1  3  1  2  1  1  1  1  1 18 20 22 19 22  3 16 13 10 11  1  1  1  1  1

캐나다  8  8  7  7  6 11 16 12 12 12  8  9 10  9  9 11  9 10  8  9  8  7  4  5  6

오스트레일리아  7  7  5  9 15 15 15  7 13 23  5  8  4  7 14  6  7  5  7 13 16 12 18 14 19

스페인 33 39 36 35 39 30 46 41 47 51 34 43 45 38 40 40 45 44 38 46 30 31 28 26 27

이탈리아 46 50 40 42 40 45 47 33 38 39 53 54 49 51 49 46 48 48 48 44 33 34 32 30 28

포르투갈 37 34 37 40 41 44 42 38 50 53 27 29 44 48 46 43 43 50 44 47 28 24 29 25 25

그리스 42 52 46 56 58 48 52 48 58 58 46 53 54 56 58 42 49 45 53 56 35 35 33 32 34

일본 22 17 27 26 27 29 24 39 27 24 39 40 37 50 48 24 18 23 27 33  4  5 13 11 17

한국 31 27 23 22 22 47 45 21 25 27 37 36 26 22 25 36 29 27 26 25 21 20 20 20 20

자료: IMD(2012). Over Ranking and Competitivenes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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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별 국가 실제사례 연구: 일본과 스웨덴

  1. 저부담 저복지 성공모형의 실제사례: 일본의 1970년대와 1980년대 
(국중호 교수)

가. 문제설정 및 주된 도출결과

 
  1) 문제설정

가) 시기구분

본고에서는 1970년 이후 일본을 상으로 경제와 복지의 계를 살펴

보기로 한다. 시기 구분은 1970년 (1971-1980), 1980년 (1981-1990), 

1990년 (1991-2000), 2000년 (2001-2010)로 나 고 있다. 각각의 시

기에 경제와 복지와의 사이에 어떠한 계가 있었는지에 해 살펴보고

자 한다.

 

나) 부담 복지의 성공과 실패의 기

일본은 부담 복지의 유형에 속한다. 이의 성공과 실패의 기 에 

요한 요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축률과 투자율이다. 그 표 인 가

능한 성공과 실패의 과정은 앞의 2장 3 을 참조하라.

 

  2) 주된 도출결과 시: 1980년 를 심으로

주된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경우 시기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 1980년 가 부담 복지의 메커니즘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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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즉, 1980년 는 실질 경제(GDP) 성장률(4.7%), 명목경제성장률

(6.2%)이 모두 높다. 물가도 안정되어 있다. 1980년  소비자물

가(CPI: consumer price index) 상승률은2.0%이다. 한 실업률

(2.5%)도 낮으며, 가계 축률(15.0%)도 높고, GDP 비 국가채

무비율(50.1%)도 낮다. 

(4) 국민소득 비 조세부담률(25.1%)이나 사회보장부담률(10.0%)은 

높은 편이 아니다. 

(5) 요컨 , 1980년 는 부담 복지의 상황으로 경제성장도 높은 

상황이었다.

(6) 이때 1980년  후반은 일본이 거품경제 시기 다는 에도 조심

해야 할 것이다.

 

  3) 그 이외 시기의 분석

에서는 1980년 의 도출결과의 요약이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1980

년 만이 아니고 1970년  이후 모든 시기에 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나. 시기별 총괄로 본 경제와 복지와의 관계

 

  1) 검증방법: 경제  재정변수의 선택

가) 총 특징의 의미

이하에서는 각각을 10년 단 로 한 각 시기별 경제  재정변수의 계

산 결과에 기 하여 각각의 총  특징을 보기로 한다. 여기서 총 특징

이라 함은 각각 시기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나타나는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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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평균값은 각 시기내에서의 동향을 나타낼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 다음 단락에서는 매년의 각 변수값을 이용하

여 각 기간내에서의 경제와 복지 는 재정과의 계에 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나) 경제  재정변수의 선택

일본의 1970년  이후 경제와 복지와의 계를 살펴 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수의 통계치를 이용하기로 한다.

경제변수로서는 국내총생산(GDP), 실질  명목 경제(GDP)성장률,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가계 축률 등의 통계치를 이용하

고 있다.

재정변수로서는 국가채무, 국가채무비율, 조세(지방세  국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재정 자 부담률, 잠재  국민부담률 등의 통계치를 이

용하고 있다.

의 경제  재정변수에 한 모든 기간(1971-2010년)에 걸친 분석

결과는 기간 간의비교 이해를 통해 각각의 특징이 보다 명확히 부각될 

것이다.

 

  2) 각 시기별 총  

가) 계산 결과

<표 3-11>는 1970년 부터 2000년  까지를 10년 단 의 네 시기

로 하여 경제  재정변수의 계산 결과 요약을 보이고 있다. 

<표 3-12>은 동 시기별 국민소득 비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국민부담률의 계산결과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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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표 3-11>와 <표 3-12>의 계산결과에 기 하여 시기별 

총 에서 경제와 복지와의 계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기

로 한다. 

〈표 3-11〉일본의 각 시기별 주요 경제재정지표

(단위: %, 조엔)

 
실질경제

성장률

명목GDP

성장률
실업률

CPI

상승률

가계

저축률

국가채무

GDP비율

국가채무

규모
명목GDP

1970년대 4.4 12.8 1.7 9.1 20.4 24.1 38.3 158.9

1980년대 4.7 6.2 2.5 2.0 15.0 50.1 169.3 337.7

1990년대 1.1 1.3 3.2 0.7 11.8 71.9 355.6 494.4

2000년대 0.7 -0.5 4.6 -0.3 3.5 159.8 792.3 495.7

  주: 국가채무의GDP비율(%)는 가중평균이고 나머지는 단순평균이다.
자료: 財務省, 경제산업성, 일본은행, 日經매크로경제데이터(CD-ROM). 일본통계청( http://www.stat.go.jp/data/index.htm).

〈표 3-12〉일본의 시기별 국민소득 대비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국민부담률

(단위: %)

 국세①
지방세

②

조세③

＝①＋②

사회

보장④

국민⑤

＝③＋④

재정

적자⑥

잠재적국민

⑦＝⑤＋⑥

GDP대비

국민부담률

1970년대 13.1 7.0 20.1  7.4 27.6 5.7 33.3 22.5

1980년대 16.0 9.1 25.1 10.0 35.1 4.4 39.5 27.6

1990년대 14.9 9.4 24.2 12.4 36.7 7.9 44.5 27.4

2000년대 13.2 9.9 23.1 15.1 38.3 8.6 46.9 27.8

  주: 마지막 열은 참고값으로 GDP 대비 국민(조세+사회보장)부담률이다. 
자료: 財務省（2011）.

 

나) 시기별 경제와 복지와의 계 총

각각의 시기에 경제와 재정변수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이들 시기에 경

제와 복지간에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보기로 한다. 각 시기별 총  도

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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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0년 (1971-1980)

  a. 부담 복지의 시기로 경제성장률도 높다.

  b. 실질 경제(GDP) 성장률(4.4%)도 높은 시기이나, 이에 비해 명목

경제성장률(12.8%)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물가상

승률이 매우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1970년  평균 소비자물

가(CPI: consumer price index) 상승률은9.1%로 매우 높다. 

  c. 1970년 는 평균 실업률도 1.7%로 낮으며, 가계 축률은 

20.4%로 매우 높다. 

  d. GDP 비 국가채무비율도 24.1%로 낮은 시기이다. 

  e. 국민소득 비 조세부담률(20.1%)이나 사회보장부담률(7.4%)도 

낮은 편이다. 이는1970년 가 일본의 사회보장 는 사회복지

가 본격 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일본의 사회보장이 성숙되지 않

았다는 도 한 몫하고 있다. 

  f. 국민소득 비 재정 자 부담률도 5.7%로 낮은 시기이다.

 

(2) 1980년 (1981-1990)

  a. 부담 복지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시기이다.

  b. 실질 경제(GDP) 성장률(4.7%)과 명목경제성장률(6.2%)이 모두 

높으며, 물가도 안정되는 시기이다. 1980년  소비자물가(CPI: 

consumer price index) 상승률은2.0%이다. 

  c. 실업률도 2.5%로 낮으며, 가계 축률은15.0%로1970년 에 비

해 낮아지지만 여 히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d. GDP 비 국가채무비율도 50.1%로 우려할 수 은 아니다. 

  e. 사회복지가 성숙해 가는 시기이지만 국민소득 비 조세부담률

(25.1%)이나 사회보장부담률(10.0%)도 높은 편이 아니다.



제3장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에 관한 실제사례 연구 ∙89

  f. 국민소득 비 재정 자 부담률은 4.4%로 낮아지는데, 이는 

1980년  건 재정을 추진한 시기 기 때문이다.

  g. 1980년 가 부담 복지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시기로 자

리매김 되는 데는 일본이 1980년  후반거품경제 시기 다는 

도 그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1980년의 분석에서는 이 

도 조심해야 할 것이다.

 
(3) 1990년 (1991-2000)

  a. 1990년 가 되면 일본의 경제와 복지와의 계가 크게 변한다. 

  b. 실질경제(GDP) 성장률(1.1%)과 명목경제성장률(1.3%) 모두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물가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시기이다. 1990년

 소비자물가(CPI: consumer price index) 상승률은0.7%이다. 

  c. 이에 비해 실업률은 3.2%로 올라가며, 가계 축률은11.8%로

1970년 의 축률(20.4%)의 거의 반 수 으로 내려온다. 

  d. GDP 비 국가채무비율도 71.9%로 차 우려할 수 으로 이

행하는 시기이다.

  e. 낮은 경제성장의 향도 있어 국민소득 비 조세부담률(24.2%)

은 오히려 1980년 보다 낮아지고 있다. 반면 이 시기부터 출

산 고령화라는 사회구조 인 변화라는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다. 그에 따라 복지지출도 증 에 한 우려가 두되면서 사회

보장부담률(12.4%)도 높아지고 있다.

  f. 경기활성화를 한 경제정책  사회보장/복지 지출 수요 증 에 

비하기 한 재원마련으로 공채발행이 증 되었다. 그로 인해 

국민소득 비 재정 자 부담률(7.9%)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이다. 

  g. 1990년 는 거품경제 붕괴에 한 응을 재정지출 확  는 

감세라는 인즈  경제정책에 의존한 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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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0년 (2001-2010)

  a. 2000년 는 일본의 경제와 복지가 더욱 악화되는 시기이다. 

  b. 2000년  실질 경제(GDP) 성장률은 0.7%로 1990년  비해 더

욱 낮아지며, 명목 경제성장률은 -0.5%를 기록하고 있다. 실질 경

제(GDP) 성장률이 명목경제성장률에 비해 낮다는 것은 물가가 하

락하 다는 것을 반 한다. 2000년  소비자물가(CPI: consumer 

price index) 상승률은 -0.3%로 디 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c. 실업률도 1990년 에 비해 더욱 높아져 4.6%로 올라간다. 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것은 가계 축률로 1990년  축률

(11.8%)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3.5% 수 으로 내려온다. 

  d. GDP 비 국가채무비율은 목할 정도로 악화되어 1990년 의 

두 배가 넘는 159.8%로 크게 우려할 수 에 이르는 시기이다. 

  e. 이 시기도 낮은 경제성장의 향으로 국민소득 비 조세부담률

(23.1%)은 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출산 고령화가 본격화 

되어 사회복지 지출이 증 되면서 사회보장부담률(15.1%)은 

1970년 의 그것(7.4%)보다 2배 이상 높아지고 있다.

  g. 공채발행은 계속 으로 증 되어 국민소득 비 그 이 의 시기

에 비해 재정 자 부담률(8.6%)은 더욱 높아진다. 

  g. 2000년 는 사회보장 계비와 공채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증 되

어 재량  재정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는 시기이다.

다. 각 시기별 경제와 복지와의 관계

 

에서는 1970년  이후 경제와 재정변수의 평균값을 이용한 각 각 

시기별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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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을 이용한 분석은 총 인 것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구체 인 내용까지를 알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시기에 경제와 재정변수 간에 어떠한 계가 있는

지를 매년에 걸친 경제  재정변수 계산값을 이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1970년

가) 계산 결과

<표 3-13>에서는 1970년  매년의 경제  재정변수의 계산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3-14>는 동 시기의 국민소득 비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국민부담률 등의 계산결과이다. 각 표(표 3-13에서 표 3-20까지)의 하단

에는 평균값을 싣고 있다. 각 시기의 이들 평균값만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 앞서 논의한 <표 3-11>와 <표 3-12>에 나와 있는 수치이다.

〈표 3-13〉1970년대 일본의 주요 경제재정지표 추이

(단위: %, 조엔)

 
실질경제

성장률

명목GDP

성장률
실업률

CPI

상승률

가계

저축률

국가채무

GDP비율

국가채무

규모
명목GDP

1971 5.0 10.0 1.1 5.7 17.8  9.4  7.6  80.6
1972 9.1 14.5 1.4 5.7 18.2 12.7 11.7  92.3
1973 5.1 21.8 1.3 15.6 20.4 11.7 13.1 112.4
1974 -0.5 19.3 1.2 20.7 23.2 10.6 14.2 134.2
1975 4.0 10.3 1.7 10.4 22.8 15.4 22.8 148.0
1976 3.8 12.0 2.1 9.6 23.2 19.7 32.7 165.9
1977 4.5 11.2 1.9 6.7 21.8 25.0 46.1 184.5
1978 5.4 9.9 2.1 3.9 20.8 30.8 62.3 202.6
1979 5.1 11.2 2.2 4.9 18.2 34.4 77.6 225.2
1980 2.6 7.8 1.9 7.5 17.9 39.1 95.0 242.8
평균 4.4 12.8 1.7 9.1 20.4 24.1 38.3 158.9

  주: 국가채무의GDP비율(%)는 가중평균이고 나머지는 단순평균이다.
자료: 財務省, 경제산업성, 일본은행, 日經매크로경제데이터(CD-ROM). 일본통계청( http://www.stat.go.jp/data/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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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1970년대 일본의 국민소득대비 조세 및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국세 ① 지방세②
조세③

＝①＋②

사회

보장④

국민⑤

＝③＋④

재정

적자⑥

잠재적국민⑦

＝⑤＋⑥

GDP대비

국민(참고)

1971 12.8 6.4 19.2 5.9 25.2 2.5 27.7 20.0
1972 13.3 6.4 19.8 5.9 25.6 2.8 28.4 20.7
1973 14.7 6.8 21.4 5.9 27.4 0.7 28.1 22.5
1974 14.0 7.3 21.3 7.0 28.3 3.3 31.6 23.0
1975 11.7 6.6 18.3 7.5 25.7 7.5 33.3 20.9
1976 12.0 6.8 18.8 7.8 26.6 7.2 33.8 21.8
1977 11.8 7.1 18.9 8.3 27.3 8.3 35.6 22.3
1978 13.5 7.1 20.6 8.5 29.2 8.0 37.1 24.0
1979 13.7 7.7 21.4 8.8 30.2 8.7 38.9 24.4
1980 13.9 7.8 21.7 8.8 30.5 8.2 38.7 25.0

자료: 財務省（2011）.

 

<표 3-13>와 <표 3-14>의 계산결과에 기 하여 1970년  경제와 복

지와의 계에 나타난 특징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나) 1970년  경제와 복지와의 계

① 일본은1973년 사회보험  사회복지를 크게 정비하 다. 그런 의

미에서 1973년을 ‘복지원년’이라 부르고 있다. 1973년의 개 으로 

일련의 부개선이 되었지만, 1970년 는 일본의 사회보장 는 

사회복지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도 있어 부담 복지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의료보험에서는 피용자보험의 부양가족 부율이 

50%에서 70%로 인상되었으며 노인의료비의 무상화가 실시되었

다. 한 연 에서는 5만엔 연 이 실 되었고 물가슬라이드방식

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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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70년 는 실질 경제(GDP) 성장률(4.4%)도 높은 시기이나, 이

에 비해 명목경제성장률(12.8%)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시기이

다. 그 이유는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1970

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9.1%을 보이고 있다. 이때 1970년

의 모든 시기에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연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시기는 1973

년 제1차 석유 기가 발생하고 나서이다. <표 3-13>에서 보듯이 

제1차 석유 기의 향으로 1974년은 -0.5%를 기록하나, 소비자

물가(CPI: consumer price index) 상승률은 1973년 15.6%, 

1974년 20.7%로 매우 높았다. 일본에서는 이 시기의 물가를 ‘

란물가’라 부르고 있다. 그러다가 1970년  후반은 물가가 안정되

어 1978년에는 3.9%정도로 안정되었다.

③ 1970년 는 평균 실업률도 1.7%로 낮게 나타나고, 가계 축률은 

20.4%로 매우 높다. 1973년 석유 기 있었다고는 하나 실업률 상

승이나 축률 하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표 3-13>에서 보

듯이 실업률은 제1차 석유 기 직후인 1974년 1.2%로 매우 낮은 

수 이며, 축률도 23.2%로 매우 높다. 실업률이 약간 높아지고 

축률이 약간 낮아진 때는 1978년 제2차 석유 기가 발생하고 

나서이다. 컨  제2차 석유 기 직후인1979년의 실업률은2.2%

로 제1차 석유 기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축률은 18.2%로 

1970년  반에 비해 약간 낮아지고 있다. 

④ 이 시기의 특징 인 사항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은 GDP 비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갔다고 하는 이다. 1980년  GDP 비 국

가채무비율의 평균은 24.1%이지만, 제1차 석유 기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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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경기부양을 한 정부지출의 증가로 꾸 히 상승하고 있다.

<표 3-13>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GDP 비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1974년 10.6%에서 꾸 히 상승하여 1980년 39.1%까지 올

라가고 있다. 석유 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복지원년을 계기로 국

가재정도 폭 인 자운 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러나 이 시기의 국가채무는 크게 우려할 수 이 아니었다.

⑤ 1970년 의 국민소득 비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이다. 이  

국세부담률은 큰 변화가 없고(1970년  평균 국세부담률은 

13.1%), 지방세 부담률이 약간 상승한 정도이다(1971년 6.4%에

서 1980년 7.8%로 1.4%포인트 상승). 이에 비해 국민소득 비 

사회보장부담률은 1971년 5.9%에서 1980년 8.8%로 2.9%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는 앞서 언 하 듯이 1970년  사회보장/

복지를 충실히 하려는 정책이 취해졌기 때문이다. 1970년 일본의 

고령화률(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정도

이다. 즉 석유 기 이 에는 재와 같은 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사회보장/복지지출의 증 는 문제되지 않은 시기 다. 오히려 

1973년 폭 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연 , 의료 등의 사회

보장부담을 증시키는 제도개 을 단행하 다. 그 다고는 하나 

이 시기의 평균 사회보장부담률 7.4%는 높은 수 이 아니다. 

⑥ 의 ④에서 이 시기에 GDP 비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갔다고 하

는데, 이는 국가채무(스톡 변수) 규모의 국민소득( 로우 변수)

에 한 비율이다. 국가채무(스톡 변수)가 재정 자( 로우 변수)

의 축 으로 이루어지는 에서 보면 이 시기의 재정 자 증가율

도 높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974년 GDP 비 재정 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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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3.3% 으나 1970년  후반은 8%를 상회( , 1979년 8.7%)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평균GDP 비 재정 자 부담률인 

5.7%는 우려할 수 은 아니었다.

 

  2) 1980년  

가) 계산 결과

<표 3-15>에서는 1980년  매년의 경제  재정변수의 계산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3-16>는 동 시기의 국민소득 비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국민부담률 등의 계산결과이다.

 

〈표 3-15〉1980년대 일본의 주요 경제재정지표 추이

(단위: %, 조엔)

 
실질경제

성장률

명목GDP

성장률
실업률

CPI

상승률

가계

저축률

국가채무

GDP비율

국가채무

규모
명목GDP

1981 3.9 7.5 2.1 4.0 18.4 40.9 106.8 261.1

1982 3.1 5.0 2.2 2.6 16.7 44.3 121.3 274.1

1983 3.5 4.0 2.7 1.9 16.1 48.1 137.2 285.1

1984 4.8 6.3 2.7 2.2 15.8 49.6 150.1 303.0

1985 6.3 7.4 2.5 2.0 15.6 50.3 163.6 325.4

1986 1.9 4.7 2.7 0.0 15.6 54.2 184.7 340.6

1987 6.1 4.0 3.0 0.5 13.8 56.1 198.6 354.2

1988 6.4 7.5 2.7 0.8 13.0 54.2 206.2 380.7

1989 4.6 7.7 2.3 2.9 12.9 50.7 208.0 410.1

1990 6.2 8.0 2.2 3.1 12.1 48.9 216.7 442.8

평균 4.7 6.2 2.5 2.0 15.0 50.1 169.3 337.7

  주: 국가채무의GDP비율(%)는 가중평균이고 나머지는 단순평균이다.
자료: 財務省, 경제산업성, 일본은행, 日經매크로경제데이터(CD-ROM).. 일본통계청( http://www.stat.go.jp/data/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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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1980년대 일본의 국민소득대비 조세 및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국세 ① 지방세②
조세③

＝①＋②

사회

보장④

국민⑤

＝③＋④

재정

적자⑥

잠재적국민⑦

＝⑤＋⑥

GDP대비

국민(참고)

1981 14.4 8.2 22.6 9.6 32.2 8.2 40.4 25.7
1982 14.5 8.5 23.0 9.8 32.8 7.9 40.6 26.1
1983 14.8 8.6 23.3 9.7 33.1 7.1 40.1 26.5
1984 15.1 8.8 24.0 9.8 33.7 5.9 39.7 26.6
1985 15.0 8.9 24.0 10.0 33.9 5.1 39.0 26.8
1986 16.0 9.2 25.2 10.1 35.3 4.3 39.6 27.7
1987 17.0 9.7 26.7 10.1 36.8 2.9 39.6 28.5
1988 17.2 9.9 27.2 9.9 37.1 1.4 38.5 29.0
1989 17.8 9.9 27.7 10.2 37.9 1.0 38.9 29.2
1990 18.1 9.6 27.7 10.6 38.4 0.1 38.5 29.5
평균 16.0 9.1 25.1 10.0 35.1 4.4 39.5 27.6

자료: 財務省（2011）.

 

<표 3-15>과 <표 3-16>의 계산결과에 기 하여 1980년  경제와 복

지와의 계에 나타난 특징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나) 1980년  경제와 복지와의 계

① 일본에서 1980년 는 부담 복지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시

기이다. 1973년의 석유 기를 계기로 일본경제는 (안정)성장기

로 들어섰으나, 물가도 안정되어 실질경제 성장률은 높았다.

② 1980년 의 실질 경제(GDP)성장률 4.7%, 명목 경제성장률 6.2%

로 모두 높으며, 물가도 안정되는 시기이다. 1980년  소비자물가

(CPI: consumer price index) 상승률은2.0%이다. 실질경제성장률

은 1986년을 제외하고 1980년  반 체 으로 6% 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컨 , 1985년 6.3%, 1988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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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6.2%). 주의해야 할 것은, 후술하듯이 1980년  후반은 

거품경제로 일컬어지는 시기라는 이다. 일본은 이 거품경제 시기

에 구조개 을 단행하지 못한 우를 범했다고 할 것이다. 

③ 1980년  평균 실업률은 2.5%로 낮으며, 1980년  기간에 걸

쳐 체로 2% 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가계 축률은15.0%

로 1970년 에 비해 낮아지지만 여 히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

다. 그러나 가계 축률이 계속 으로 낮아진 시기이기도 하다. 

1981년 18.4%이던 가계 축률은 1990년12.1%로 1980년 에 

걸쳐 6.3%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④ 높은 경제성장률과 재정건 화 정책에 힘입어 1980년 는 GDP 

비 국가채무비율도 50.1%로 우려할 수 은 아니다. 1979년 일

반소비세 도입을 내건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여 증세에 의한 

재정건 화 정책은 무산되었으나, 1980년  반 ‘증세없는 재정

재건’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국가정책이 가능하 던 

배경으로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입 증  실 을 들 수 있다. 

<표 3-15>에서 보듯이 국가채무의 GDP비율은 1981년 40.9%에

서 1987년 56.1%까지 올라가지만 그 후 다시 하락하여 1990년

에는 48.9%를 기록하고 있다. 

⑤ 1980년 는 사회복지가 성숙해 가는 시기이지만 국민소득 비 조

세부담률(25.1%)이나 사회보장부담률(10.0%)이 높은 편은 아니다. 

일본의 조세체계는 소득과세 심으로 되어 있다. 일반 으로 소

득과세 심의 조세체계인 경우 세수입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즉 소득탄력 인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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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된다. 소득탄력 이 되는 데는 소득세가 진세 체계로 되

어 있어 명목소득이 높아지면 높은 세율이 용되는 상(bracket 

creep)이 발생하는 것도 그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세부담률은 1981년 22.6%에서 1990년 27.7%로 5.1%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비해(표 3-16 참조), 실질경제성장률은 1981년 

3.9%에서 1990년 6.2%로 2.3%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즉 조세부

담률이 상승이 경제성장률의 상승보다 높게 나탄다. 이로부터 일

본의 조세체계가 소득탄력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분(5.1%p)  국세부담률 상승분이 3.7%포인트(1990년 

18.1%에서 1981년 14.8%를 차감한 값)이고, 지방부담률 상승분

이 1.4%포인트(1990년 9.6%에서 1981년 8.2%를 차감한 값)이

다. 이처럼 1980년 의 조세부담률 증가는 국세부담률 상승에 힘

입은 바가 컸다. 한 이 시기에는 나카소네(中曽根康弘)수상이 정

치 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회보장 부의 억제나 국고부담 삭감

이 실 되었다. 그 결과 사회보장부담률도 체 으로 10% 수

에서 유지되고 있다. <표 3-16>에서 보듯이 사회보장부담률은 

1981년 9.6%에서 1990년 10.6%로 1.0%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치

고 있다. 1980년 의 주요법률 개정  제정으로 1981년 아동수당

법 개정, 1982년 노인보건법 제정, 1984년의 건강보험법 개정, 

1985년의 연 법 개정(기 연 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법

률 개정  제정은 재정재건‧국고부담 삭감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⑥ 1980년  국민소득 비 평균 재정 자 부담률은 4.4%로 1970년

의 5.7%보다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1980년  건건재정을 추진

한 시기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 부담률은 그 시계열  

추이가 구체 으로 어떠했는지를 반 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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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완하기 해 매년의 변수값을 계산한 <표 3-16>을 보면 

1980년  건 재정을 추진한 결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표 

3-16>에서 보이고 있듯이 재정 자 부담률은 1981년 8.2%에서 

1990년 0.1%로 8.1%포인트나 하락하고 있다. 1990년 0.1%의 

재정 자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건 재정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 에서 언 한 재정재건‧국고부담 삭감

을 염두에 둔 1980년  반의 아동수당법 개정, 노인보건법 제정, 

건강보험법 개정, 연 법 개정 등은 공채의존도를 크게 낮추는데 

기여하 다. 1980년  후반에 들어서도 경제의 성장과 출산 

고령화의 진행으로 사회보장부담의 증가에 처해야 한다는 기조

를 유지하 다.

⑦ 1980년 후반 이후는 출산 고령화라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한 

인식도 확산되기 시작하여 그에 응하기 한 사회보장제도간 재

편, 통합의 움직임이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사회보장 에서 가장 

발달이 늦었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정비를 한 정책이 부상하 다. 

컨  1987년 사회복지의 분야에서 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나 

개호복지사의 국가자격이 창설되었고 많은 학에서 사회복지를 

공하는 학과도 생겨났다. 한 1989년에는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략’(Gold Plan)이 만들어져 1990년  들어 고령자를 

한 재택‧입소(入所)서비스가 크게 증가하 다.

⑧ 와 같이 1980년  말 재정건 화가 달성되었고, 1980년 를 

부담 복지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시기로 자리매김 할 수 있

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매김에는 동시에 주의도 필요하다. 1980년

 후반 일본이 거품경제 시기 다는 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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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일본을 착각에 빠지게 한 것이 1980년  후반 거품

경제이다. 1980년  후반 거품경제가 한창인 시기는 이 의 고도

경제성장을 실 하겠다는 분 기도 팽배하 다. 앞서 언 하 듯이 

거품경제로 인해 조세수입도 증가하면서 1980년  후반 공채의존

도도 낮아졌다. 이 시기에 일본은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한 경

제구조 환에 비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 다. 

  

  3) 1990년  

가) 계산 결과

<표 3-17>에서는 1990년  매년의 경제  재정변수의 계산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3-18>는 동 시기의 국민소득 비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국민부담률 등의 계산결과이다.

〈표 3-17〉1990년대 일본의 주요 경제재정지표 추이

(단위: %, 조엔)

 
실질경제

성장률

명목GDP

성장률
실업률

CPI

상승률

가계

저축률

국가채무

GDP비율

국가채무

규모
명목GDP

1991 2.3 6.0 2.0 2.7 13.2 47.8 224.6 469.4
1992 0.7 2.4 2.1 1.6 13.1 49.8 239.4 480.8
1993 -0.5 0.6 2.3 1.3 13.4 55.4 267.9 483.7
1994 1.5 1.0 2.8 0.3 13.3 59.7 291.7 488.5
1995 2.7 1.4 3.0 -0.2 13.7 65.9 326.4 495.2
1996 2.7 2.0 3.5 0.4 10.5 70.3 355.2 505.0
1997 0.5 2.1 3.3 2.1 10.3 75.3 388.1 515.6
1998 -1.5 -2.1 3.6 0.2 11.4 86.7 437.6 504.9
1999 0.5 -1.4 4.5 -0.5 10.0 98.3 489.4 497.6
2000 2.0 1.1 4.7 -0.6 8.7 106.5 535.6 503.0
평균 1.1 1.3 3.2 0.7 11.8 71.9 355.6 494.4

  주: 국가채무의GDP비율(%)는 가중평균이고 나머지는 단순평균이다.
자료: 財務省, 경제산업성, 일본은행, 日經매크로경제데이터(CD-ROM).. 일본통계청( http://www.stat.go.jp/data/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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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1990년대 일본의 국민소득대비 조세 및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국세 ① 지방세②
조세③

＝①＋②

사회

보장④

국민⑤

＝③＋④

재정

적자⑥

잠재적국민⑦

＝⑤＋⑥

GDP대비

국민(참고)
1991 17.1 9.5 26.6 10.7 37.4 0.5 37.9 29.1
1992 15.7 9.4 25.1 11.2 36.3 4.5 40.8 27.5
1993 15.6 9.2 24.8 11.5 36.3 6.7 43.0 27.5
1994 14.6 8.8 23.4 11.8 35.2 8.1 43.3 26.6
1995 14.9 9.1 24.0 12.7 36.7 9.3 46.0 27.2
1996 14.5 9.2 23.8 12.7 36.5 8.7 45.2 27.2
1997 14.5 9.5 24.0 13.1 37.1 7.7 44.8 27.6
1998 13.9 9.7 23.6 13.5 37.2 10.6 47.7 27.2
1999 13.5 9.6 23.1 13.6 36.7 12.9 48.9 26.8
2000 14.2 9.6 23.7 13.6 37.3 9.9 47.2 27.5
평균 14.9 9.4 24.2 12.4 36.7 7.9 44.5 27.4

자료: 財務省（2011）.

 

<표 3-17>과 <표 3-18>의 계산결과에 기 하여 1990년  경제와 복

지와의 계에 나타난 특징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나) 1990년  경제와 복지와의 계

① 일본은 1990년 에 들어서면서 경제와 복지와의 계가 크게 변한

다. 1980년  후반 구조개 을 단행하지 못하고, 1990년   거

품경제가 붕괴되면서 1990년 의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게 되

는 것이다. 

② 1990년 의 실질 경제(GDP) 성장률은 1.1%, 명목경제성장률은 

1.3%로 모두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물가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시기이다. 1990년  평균 소비자물가(CPI: consumer price 

index) 상승률은 0.7%이다. 1193년 2.3% 던 실질 경제(GDP) 

성장률은 1993년 -0.5%로 1973년 석유 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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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성장을 기록한다. 그 후 1995년 2.7%의 성장률로 회복되기

는 하 으나, 1998년에는 년의 아시아 융 기 등의 향으로 

-1.5%라는 경기 축을 경험하 다. 1990년 는 물가상승률도 낮

은 수 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시기이다. <표 3-17>에서 보듯이 

1991년 2.7%이었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1995년 -0.5%를 

기록하지만, 1997년에는 다시 2.1%로 상승한다. 그 후 다시 하락

하여 2000년 -0.6%로 디 이션을 경험한다. 일본은 1990년

에 들어서 디 이션에 한 우려가 표면화된 시기이다.

③ 1990년  경기가 악화되면서 실업률도 상승한다. 1990년 의 평

균 완 실업률은 3.2%이지만 이를 동시기의 시계열로 보면 실업

률 상승의 동향이 명확히 나타난다. <표 3-17>에서 보듯이 1991

년 2.0%이던 실업률은 1995년 3.0%로 상승하고 2000년에는 

4.7%까지 상승하고 있다. 1990년 의 평균 가계 축률은11.8%로 

1970년 의 축률(20.4%)에 비해 거의 반 수 이다. 그 다 

하더라도 10%를 넘는 평균 축률은 그리 낮은 편은 아니다. 주

목해야 할 것은 가계 축률도 시계열 으로 하락하여 왔다는 이

다. <표 3-17>에서 보듯이 1991년 13.2%이던 가계 축률은 

2000년 8.7%로 4.5%포인트나 하락하고 있다. 그만큼 1990년  

가계의 축여력이 하하 음을 의미한다.

④ 1990년 부터 특히 우려되기 시작한 것이 국가채무이다. 이 시기

의 GDP 비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71.9%이지만 시계열 으로 

보면 그 상승률이 크게 두드러진다. <표 3-17>에서 보듯이 1991

년 47.8%이던GDP 비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2000년 106.5%로 

두 배 이상이나 상승하여 차 우려할 수 으로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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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융기 은 거액의 불량채권을 안게 되었

고 공 자 (세 )이 투입되는 사태를 맞이하 다는 것이 그 배경

에 자리하고 있다.

⑤ 1990년 에 들어 낮은 경제성장의 향으로 국민소득 비 조세부

담률(24.2%)은 오히려 1980년 보다 낮아졌다. <표 3-18>에서 

보듯이 1991년 26.6%이던 국민소득 비 조세부담률은 2000년 

23.7%로 2.9%포인트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의 하락  두드러지는 

것은 국세부담률의 하락이다. 이는 1980년 와 반 의 메커니즘, 

즉 소득과세 심의 조세체계는 경기침체가 되면 세수입의 감소가 

경제하락률보다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표 3-17>에서 보듯이 1991년 경제성장률은 2.3%이고 2000년의 

경제성장률은 2.0%로 0.3%p 하락한다. 이에 비해 <표 3-18>에서 

보듯이 1991년 17.1%이던 국민소득 비 국세부담률은 2000년 

14.2%로 2.9%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부담률은1991년 

9.5%, 2000년 9.6%로 거의 변화가 없다. 이로부터 조세부담률의 

하락은 국세부담률의 하락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1990년 부터 출산 고령화라는 사회구조 인 변화가 표

면화되어 나타났다. 그로 인해 복지지출 증 에 한 우려가 두

되었고 그것이 사회보장부담률의 증가에 반 되어 나타났다. 1990

년 의 평균 사회보장부담률은 12.4%이지만, 동시기 사회보장부

담률의 시계열  동향을 보면 1991년 10.7%에서 2000년 13.6%

로 2.9%포인트 상승하고 있음을 찰할 수 있다. 사회보장부담률

의 증가와 함께 문제가 된 것이 연 운 방식의 변화이다. 처음에 

립방식이었던 연 재정은 립 을 헐어 쓰게 되면서 일본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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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방식을 수정 립방식이라 부르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 

립하여 장래의 연 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자 ( 립 )을 헐

어 쓰게 된 것이다. 

⑥ 1990년  일본은 경기활성화를 한 경제정책  사회보장/복지 

지출 수요 증 에 비하기 한 재원마련으로 공채발행이 증 되

면서 국민소득 비 재정 자 부담률이 크게 높아졌다. 이 시기의 

평균 재정 자 부담률은 7.9%이지만, 시계열  추이를 보면 <표 

3-18>에서 보듯이 1991년 0.5%이던 국민소득 비 재정 자 부

담률이 1999년 12.9%(2000년은 9.9%)로 12.4%포인트나 상승하

고 있다. 

⑦ 1990년 는 거품경제 붕괴에 한 응을 재정지출 확  는 감

세라는 인즈  경제정책에 의존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일본은 ‘잃어버린 10년(10년 

불황)’이라 불릴 정도로 장기 인 경제침체가 계속되었고 사회보장

의 재원확보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4) 2000년

가) 계산 결과

<표 3-19>에서는 2000년  매년의 경제  재정변수의 계산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3-20>은 동 시기의 국민소득 비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국민부담률 등의 계산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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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2000년대 일본의 주요 경제재정지표 추이

(단위: %, 조엔)

 
실질경제

성장률

명목GDP

성장률
실업률

CPI

상승률

가계

저축률

국가채무

GDP비율

국가채무

규모
명목GDP

2001 -0.4 -1.0 4.8 -1.1 5.1 122.0 607.3 497.7
2002 1.1 -1.3 5.2 -0.6 5.0 136.1 668.8 491.3
2003 2.3 -0.2 5.4 -0.2 3.9 143.4 703.1 490.3
2004 1.5 1.6 4.9 -0.1 3.6 156.8 781.6 498.3
2005 1.9 0.7 4.5 -0.2 3.9 164.9 827.5 501.7
2006 1.8 1.1 4.4 0.2 3.8 164.5 834.4 507.4
2007 1.8 1.6 4.0 0.4 2.4 164.1 846.1 515.5
2008 -3.7 -2.2 3.8 1.1 2.3 167.8 846.5 504.4
2009 -2.1 -6.6 4.3 -1.7 2.3 187.5 882.9 470.9
2010 3.1 1.7 5.1 -0.5 2.4 192.9 924.4 479.2
평균 0.7 -0.5 4.6 -0.3 3.5 159.8 792.3 495.7

  주: 국가채무의GDP비율(%)는 가중평균이고 나머지는 단순평균이다.
자료: 財務省, 경제산업성, 일본은행, 日經매크로경제데이터(CD-ROM).. 일본통계청( http://www.stat.go.jp/data/index.htm)

〈표 3-20〉2000년대 일본의 국민소득대비 조세 및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국세 ① 지방세②
조세③

＝①＋②

사회

보장④

국민⑤

＝③＋④

재정

적자⑥

잠재적국민⑦

＝⑤＋⑥

GDP대비

국민(참고)
2001 13.8 9.8 23.7 14.3 38.0 9.4 47.4 27.8
2002 12.9 9.4 22.3 14.5 36.8 11.1 47.9 26.7
2003 12.7 9.1 21.8 14.5 36.3 10.5 46.8 26.3
2004 13.2 9.2 22.4 14.3 36.8 8.2 44.9 26.8
2005 14.3 9.5 23.8 14.6 38.4 6.3 44.7 27.9
2006 14.4 9.7 24.2 14.7 38.9 4.6 43.5 28.6
2007 13.9 10.6 24.6 15.0 39.5 3.7 43.2 29.0
2008 13.0 11.3 24.3 16.3 40.6 6.9 47.5 28.9
2009 11.9 10.4 22.2 16.4 38.6 13.5 52.1 27.6
2010 12.1 9.8 21.9 16.8 38.7 11.9 50.6 27.9
평균 13.2 9.9 23.1 15.1 38.3 8.6 46.9 27.8

  주: 2009 년도까지 실적, 2010년도는 예상치이다.
자료: 財務省（2011）.

 

<표 3-19>와 <표 3-20>의 계산결과에 기 하여 2000년  경제와 복

지와의 계에 나타난 특징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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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0년  경제와 복지와의 계

① 일본의 2000년 는 1990년 에 비해 경제와 복지가 더욱 악화되는 

시기이다. 일본은 1990년 와 2000년 를 합하여 ‘잃어버린 20년’

이라는 표 조차 사용한다. 2000년 에는 일본의 간 사업이라 해

왔던 자산업의 쇠퇴도 두드러지며, 자동차산업의 경쟁력도 상

으로 떨어졌다.

② 2000년  평균 실질 경제(GDP) 성장률은 0.7%로 1990년  비해 

더욱 낮아지지만 반과 후반에서의 경제성장률 차이가 큰 편이다. 

2001년에서 2006년까지 고이즈미( 泉純一郎)정권에서 경제구조개

을 통해 경제기반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 노력이 어

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속성을 갖지는 못하 다. <표 3-19>

에서 보듯이 2001년 실질경제성장률은 -0.4% 지만 2003년은 2.3%

로 상승하고 그 후 2007년까지 1.8-1.9%의 성장률을 유지한다. 

   고이즈미 수상과 같은 자민당정권이었으면서도 그 후 2008년의 

후쿠다(福田康夫)정권, 2009년의 아소(麻生太郎)정권 등에서는 세

출확장으로 다시 정책기조가 바 었다. 여기에 미국발 서 라임

론( 소득자 등에 한 고 리 주택융자)문제가 불거지면서 2008

년 리먼쇼크라는 세계 인 융 기가 발생하 다. 그 향으로 

<표 3-19>에서 보듯이 2008년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3.7%, 2009

년은 -2.1%로 일본 경기가 축되었음을 볼 수 있다. 

    2000년 의 평균 명목경제성장률은 -0.5%를 기록하고 있다. 실

질 경제(GDP) 성장률이 명목경제성장률에 비해 낮다는 것은 물가

가 하락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9>에서 보듯이 2000년  

평균 소비자물가(CPI: consumer price index) 상승률은-0.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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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2000년 는 디

이션 문제가 본격화 된 시기이다. 특히 <표 3-19>에서 보듯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2000년  반은 모두 소비자 물가 상

승률이 마이 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 후 낮은 수 의 물가상승이 

있게 되지만( , 200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0.4%), 2009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시 마이 스를 기록한다.

③ 2000년 는 실업률도 1990년 에 비해 더욱 높아져 동기간에 걸

쳐 평균 4.6% 수 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1970년 의 평균 실

업률 1.7%에 비하면 2.7배가 상승한 것이다. 시계열도 보아도 

4~5%의 수 에서 유지되고 있다. 높은 실업률로 고용불안도 심화

되면서 생활을 지탱하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이 그 

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2000년  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것은 가계 축률이다. 

2000년 의 가계 축률은3.5% 수 으로 1970년  가계 축률

(20.4%)의 약 6분의 1 수 , 1990년  가계 축률(11.8%)의 약 

3분의 1으로 내려왔다. 시계열 으로 보아도 그 하락 정도가 두드

러짐을 알 수 있다. <표 3-19>로부터 가계 축률은 2001년 5.1%

에서 2010년 2.4%로 2.7%포인트나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가계 

축률이 목할 정도로 하락하 음을 여실시 말해주고 있다. 

④ 2000년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심각한 수 으로 악화되었다. 

2000년  GDP 비 국가채무비율은 1990년 (71.9%)의 두 배

가 넘는 159.8%로 크게 우려할 수 에 이르고 있다. 이를 시계열

으로 보면 그 악화 정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3-19>

로부터 GDP 비 국가채무비율은 2001년 122.0%에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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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로 무려 70.9%p나 상승한다. 참고로 2011년 말의 GDP 

비 국가채무비율은 212%에 이르고 있다.

⑤ 2000년 에도 낮은 경제성장의 향으로 조세부담률은 내려오고 

있다. 2000년  국민소득 비 평균 조세부담률 23.1%로 1990년

(24.2%)보다도 낮아졌다. <표 3-20>에서 보듯이 2001년 

23.7%이던 국민소득 비 조세부담률은 2010년 21.9%로 1.8%

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이 시기의 조세부담률의 하락에서도 두드

러지는 것은 국세부담률의 하락이다. <표 3-20>에서 보듯이 2001

년 13.8%이던 국민소득 비 국세부담률은 2010년 12.1%로 

1.7%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세부담률은2001년과 

2010년 모두 9.8%로 변화가 없다. 즉 조세부담률의 하락은 국세

부담률의 하락이 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다.

   조세부담률의 하락과는 반 로 사회보장부담률은 증 되었다. 그 

배경에는 출산 고령화가 본격화됨에 따른 사회보장/복지 지출의 

자연증가 요인이 크다. 2000년 의 평균 사회보장부담률은 15.1%

인데, 이는 1970년 의 동 부담률 7.4%보다 2배 이상 높아진 수

이다. <표 3-20>에서 보듯이 2000년  사회보장부담률의 시계

열  동향을 보면 2001년 14.3%에서 2010년 16.8%로 2.5%포

인트나 상승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7년 개호보험법이 제정되어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이 시행되기에 이르 고, 이와 함께 사

회보장 지출도 늘어났다. 2000년  들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사회복지제도 개  개 을 통하여 지출 억제를 도모하 으나 출

산 고령화에 따른 지출증 에 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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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00년 에도 공채발행은 계속 으로 증 되어 국민소득 비 재

정 자 부담률1990년 (7.9%)보다도 높은 8.6%에 이른다. 에서 

2000년  조세부담률이 낮아졌다고 언 하 다. 조세부담률은 낮

아지고 사회보장부담률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 복지지

출 재원을 조세부담 이외의 수단, 즉 재정 자에 의존하 음을 의

미한다. 2000년 는 사회보장 계비와 공채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증 되어 재량  재정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는 시기

이다.

라. 국내총지출 항목으로 본 경제변화의 고찰

  1) 각 시기별 총  

에서는 축률 등의 변수를 통하여 복지와 경제와의 계를 살펴보

았으나, 이하에서는 국내총지출 항목으로 본 경제변화에 하여 고찰하

기로 한다. 특히 국내총지출 항목  투자지출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

가에 주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 단락의 데이터는 일본 내각부의 국

민경제계산 계정(SNA)을 이용하고 있다. <표 3-21>는 1970년 (1971

∼1980)부터 2000년 (2001∼2010) 까지를 10년 단 의 네 시기로 하

여 국내총지출의 각 시기별 국내총지출 항목의 계산 결과를 요약하여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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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각 시기별 국내총지출 항목의 총괄

(단위: %)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 민간최종소비지출 56.3 58.8 56.5 58.1
2. 정부최종소비지출 9.3 9.5 13.8 18.6
3. 국내총고정자본형성 33.8 29.6 28.1 22.2
  a. 민간총고정자본형성 23.4 21.7 20.1 17.1
    a) 주택 7.0 5.4 4.7 3.4
    b) 기업설비 16.3 16.3 15.4 13.7
  b. 공적총고정자본형성 9.3 7.4 7.9 5.1
 4. 순수출 0.7 2.1 1.6 1.2
  1) 수출 12.2 12.6 10.0 14.1
  2) (차감)수입 11.5 10.5 8.4 12.9
 5. 국내총지출 100 100 100 100
자료: 内閣府통계데이터(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kakuhou/files/)

거시경제학에서의 국내총지출(Y)의 기본식은, 소비지출(C) + 투자지

출(I) + 정부지출(G) + 수출(X) – 수입(M)로 이루어진다. 즉, 다음식

이 성립한다.

Y = C + I + G + X - M     (*)

일본의 국민경제계산 계정에는 민간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 

국내총고정자본형성, 순수출(=수출-수입)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들 각각

의 항목에 있어 특히 투자와 련된 국내총고정자본형성은, [총고정자본

형성+재고품증가]로 이루어진다. 이  총고정자본형성은 민간총고정자

본형성과 공 총고정자본형성으로 나뉘어지며, 민간총고정자본형성은 주

택투자와 기업설비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공 총고정자본형성의 경우는 

주택투자와 기업설비투자와 함께 일반정부에서의 고정자본형성도 포함된

다. <표 3-20>에서는 공 총고정자본형성은 한 항목으로 축약하여 나타

내고 있다. 민간총고정자본형성에 보다 주목하기 함이다. <표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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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민간총고정자본형성 주택투자와 기업설비투자로 나 어 표시하고 

있다.  간단화를 해 재고품증가(=민간기업 재고품증가+공 기업 재

고품증가)는 생략하고 있다. (<표 3-21>의 국내총고정자본형성 비 에서 

민간총고정자본형성과 공 총고정자본형성의 비 을 차감하면 재고품증

가의 비 이 된다.)

<표 3-21>로 부터 알 수 있듯이 시기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은 1970

년 는 56.3%, 1980년 는 58.8%, 1990년 는 56.5%, 2000년 는 

58.1%로 큰 변화없이 안정되어 있다. 한 순 수출의 경우도 략 

1-2%로 큰 변화는 없다. 

이에 비해 시기별로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정부최종소비지출과 국내

총고정자본형성항목이다. 이들 두 항목은 서로 반 의 움직임, 즉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국내총고정자본형성은 크게 하락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 으로 보면 정부최종소비지출은 1970년 는 

9.3%에서 2000년 는 18.6%로 그 비 이 두 배나 높아지고 있는 반

면, 국내총고정자본형성 항목은 그와는 반 로 1970년 는 33.8%에서 

2000년 는 22.2%로 그 비 이 11.6%포인트(p)나 하락하고 있다. 

국내총고정자본형성  민간부문이1970년 는 23.4%에서 2000년

는 17.1%로 그 비 이 6.3%p나 하락하고 있으며, 공 부문이 동기간 

동안 9.3%에서 5.1%로 4.2%p하락하고 있다. 민간총고정자본형성 에

서도 주택투자는 1970년  7.0%에서 2000년  3.4%로 그 비 이 반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한 기업설비투자의 비 은 동기간 동안 16.3%

에서 13.7%로 2.6%p하락하고 있다. 

2000년  들어 투자지출이 크게 어들었다. <표 3-21>을 보면 국내

총고정자본형성의 비 은 1990년  28.1%에서 2000년 는 22.2%로 

그 비 이 5.9%p나 하락하고 있다. 이에 비해 1980년 는 1970년 에 

비해 민간총고정자본형성에 있어 주택투자가 7.0%에서 5.4%로 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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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간 어들기는 하 지만 기업설비투자는 1970년 와 1980년  모

두 16.3%로 같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일본이 1990년  이후의 민간투자 감소를 가져온 경기

침체를 정부소비지출 증가로 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1>에서 

보듯이 정부최종소비지출의 비 은1970년  9.3%, 1980년  9.5%로 

큰 변화가 없으나 1990년 의 그것은 13.8%로 1980년 에 비해 

4.3%p나 상승하고, 다시 2000년 는 그 비 이 18.6%로 1990년 에 

비해 4.8%p나 상승하고 있다. 즉, 1990년 와 2000년 의 20년 동안 

정부최종소비지출은 9.1%p(=4.3%p+4.8%p)나 상승한 것이 된다. 

1990년 와 2000년의 정부최종소비지출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앞 에

서 살펴본 국채발행의 증가와 직 인 계가 있다. 즉 일본은 정부지

출의 증 에 있어 투자지출보다는 소비지출 증 가 목할 정도로 많았

다. 그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량의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취하 다. 

여기에는 물론 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의 증 를 조달하기 

한 지출증 의 향이 컸다는 것도 그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 한편 1990년  이후의 정부지출 증 가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못하

는 결과를 래하 다는 도 간과할 수 없다.

요컨  <표 3-21>의 계산결과는 일본이 1970년 와 1980년  국내

총고정자본형성이 성숙기로 어들었고, 1990년  이후는 그리 생산

이지 못한 지출이 많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각 시기별 국내총지출 항목의 동향

에서는 1970년  이후 국내총지출의 평균값을 이용한 각 각 시기별 

특징이었다. 여기서도 앞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평균값을 이용한 분

석의 경우 각각의 시기에 구체 으로 어떻게 변화왔는지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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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가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시기의 국내총지출 항목이 매년에 

걸쳐 어떻게 보여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1970년

<표 3-22>에서는 1970년  국내총지출 항목의 계산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3-22>의 우측열에는 동 시기의 국내총지출 항목 별의 평

균값을 싣고 있다. 각 시기의 이들 평균값만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 앞

서 논의한 <표 3-21>에 나와 있는 수치가 된다.

〈표 3-22〉1970년대 일본 국내총지출 항목의 추이
(단위: %)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평균

1. 민간최종소비지출 53.6 54.0 53.6 54.3 57.1 57.5 57.7 57.7 58.7 58.8 56.3
2. 정부최종소비지출 8.0 8.2 8.3 9.1 10.0 9.9 9.8 9.7 9.7 9.8 9.3
3. 국내총고정자본형성 35.8 35.5 38.1 37.3 32.8 31.8 30.8 30.9 32.5 32.2 33.8
  a. 민간총고정자본형성 25.3 24.5 26.8 25.8 23.4 22.4 21.1 20.6 21.7 22.0 23.4
    a) 주택 6.3 7.0 8.3 7.4 7.0 7.3 6.9 6.8 6.9 6.4 7.0
    b) 기업설비 19.0 17.5 18.5 18.4 16.4 15.1 14.1 13.7 14.9 15.7 16.3
  b. 공적총고정자본형성 8.9 9.6 9.6 9.0 9.0 8.7 9.1 9.8 9.9 9.5 9.3
4. 순수출 2.7 2.3 0.0 -0.7 0.0 0.8 1.6 1.7 -0.9 -0.9 0.7
  1) 수출 11.7 10.6 10.0 13.6 12.8 13.6 13.1 11.1 11.6 13.7 12.2
  2) (차감)수입 9.0 8.3 10.0 14.3 12.8 12.8 11.5 9.4 12.5 14.6 11.5
5.국내총지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内閣府통계데이터(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kakuhou/files/)

1970년 는 경제운 에 있어 민간최종소비지출이 늘어나고 투자지출

인 국내총고정자본형성도 일본의 경제운 이 잘 이루어진 시기이다. <표 

3-22>에서 보듯이 민간최종소비지출은 1971년 53.6%에서 1980년 

58.8%로 5.2%p 늘어나고 있다. 국내총고정자본형성는 35.8%에서 

32.2%로 3.6%p 어들고 있으나, 그 내용은 1978년 제2차 석유 기에 

따른 기업설비투자의 일시 인 감소에 따른 향이 크다. <표 3-2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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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주택투자는1971년 6.3%, 1980년 6.4%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기업설비투자가 1971년 19.0%에서 1980년 15.7%로 3.3%p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때 1978년의 기업설비투자 비 을 보면 13.7%

로 1971년에 비해 크게 하락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기

업설비투자지출이 증가하여 1980년에는 15.7%로 그 비 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1980년

<표 3-23>에서는 1980년  국내총지출 항목의 계산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3-23〉1980년대 일본 국내총지출 항목의 추이
(단위: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평균

1. 민간최종소비지출 58.1 59.4 60.2 59.4 58.9 58.6 58.9 58.3 58.2 58.0 58.8
2. 정부최종소비지출 9.9 9.9 9.9 9.8 9.6 9.7 9.4 9.1 9.1 9.0 9.5
3. 국내총고정자본형성 31.1 29.9 28.1 28.0 28.2 27.7 28.5 30.4 31.3 32.3 29.6
  a. 민간총고정자본형성 21.2 20.6 19.6 20.0 20.7 20.6 21.6 22.9 24.1 25.2 21.7
    a) 주택 5.8 5.6 5.0 4.7 4.6 4.7 5.6 5.9 5.8 5.9 5.4
    b) 기업설비 15.4 15.0 14.6 15.3 16.2 16.0 16.0 17.0 18.3 19.3 16.3
  b 공적총고정자본형성 9.4 8.9 8.4 7.7 6.8 6.6 6.8 6.7 6.5 6.6 7.4
4. 순수출 0.8 0.8 1.8 2.7 3.4 4.0 3.1 2.3 1.4 0.7 2.1
  1) 수출 14.7 14.6 13.9 15.0 14.5 11.4 10.4 10.0 10.6 10.7 12.6
  2) (차감)수입 13.9 13.8 12.2 12.3 11.1 7.4 7.2 7.8 9.2 10.0 10.5
5. 국내총지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内閣府통계데이터(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kakuhou/files/)

1980년 도 1970년 와 더불어 일본의 경제운 이 잘 이루어진 시기

이다. <표 3-23>에서 보듯이 1980년 를 통하여 민간최종소비지출과 

국내총고정자본형성은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민간최종소비지

출은 1981년 58.1%에서 1990년 58.0%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국내총

고정자본형성은 동 시기 31.1%에서 32.3%로 1.2%p 약간 늘어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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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총고정자본형성의 내용을 보면 주택투자가1981년 5.8%, 1990

년 5.9%로 거의 변화가 없고, 기업설비투자가 1981년 15.4%에서 1990

년 19.3%로 3.9%p 상승하고 있다. 한편으로 공 총고정자본형성은 동

시기에 9.4%에서 6.6%로 2.8%p하락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일본이 

1970년 의 두차례에 걸친 석유 기를 극복하고 민간총고정자본형성(투

자지출)이 성숙화 단계에 이르 음을 반 한다. <표 3-23>에서 민간총

고정자본형성의 비 을 보면 1981년 21.2%에서 1990년 25.2%로 

4.0%p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1990년

<표 3-24>에서는 1990년  국내총지출 항목의 계산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3-24〉1990년대 일본 국내총지출 항목의 추이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평균

1. 민간최종소비지출 57.1 57.8 58.6 55.3 55.4 55.5 55.4 56.1 57.2 56.5 56.5
2. 정부최종소비지출 9.0 9.2 9.4 14.7 15.2 15.4 15.4 15.9 16.5 16.9 13.8
3. 국내총고정자본형성 32.2 30.8 29.7 28.0 28.1 28.6 28.1 26.1 24.7 25.1 28.1
  a. 민간총고정자본형성 24.8 23.0 21.0 19.6 19.3 19.4 19.6 18.2 17.6 18.1 20.1
    a) 주택 5.2 4.8 5.0 5.1 4.8 5.3 4.6 4.0 4.0 4.0 4.7
    b) 기업설비 19.6 18.1 16.0 14.4 14.5 14.1 15.0 14.2 13.6 14.2 15.4
  b. 공적총고정자본형성 6.6 7.5 8.6 8.6 8.5 8.7 8.0 7.6 7.9 7.1 7.9
4. 순수출 1.7 2.2 2.3 2.0 1.4 0.5 1.1 1.9 1.6 1.4 1.6
  1) 수출 10.2 10.1 9.3 9.0 9.1 9.7 10.7 10.8 10.2 10.9 10.0
  2) (차감)수입 8.5 7.8 7.0 7.0 7.7 9.2 9.7 8.9 8.6 9.4 8.4
5. 국내총지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内閣府통계데이터(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kakuhou/files/)

1990년 는 1970년   1980년 에 비하여 일본의 경제운 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정부최종소비지출

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민간총고정자본형성(투자지출)이 크게 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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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이다. <표 3-24>에서 보듯이 정부최종소비지출은 1991년 9.0%에서 

2000년 16.9%로 7.9%p나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국내총

고정자본형성 항목은 같은 시기에 32.2%에서 25.1%로 그 비 이 

7.1%pp나 하락하고 있다. 국내총고정자본형성  감소가 두드러진 것은 

민간부문이다. 공 총고정자본형성은 1991년 6.6%%에서 2000년 7.1%

로 그리 변화가 없는데 비하여, 민간총고정자본형성은 같은 시기에 

24.8%에서 18.1%로 6.7%p나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민간총고정

자본형성 에서도 주택투자는 1991년 5.2%에서 2000년 4.0%로 

1.2%p 내려가는데 그치고 있지만, 기업설비투자의 비 은 동기간 동안 

19.6%에서 14.2%로 5.4%p나 하락하고 있다. 이로부터 1980년 의 국

내총고정자본형성의 하락은 은 주로 민간기업설비투자의 비 이 하락한

데 기인하 음을 알 수 있다. 

라) 2000년

<표 3-25>에서는 2000년  국내총지출 항목의 계산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3-25〉2000년대일본 국내총지출 항목의 추이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1. 민간최종소비지출 57.3 57.9 57.6 57.3 57.8 57.9 57.3 58.3 60.1 59.2 58.1
2. 정부최종소비지출 17.7 18.3 18.3 18.2 18.4 18.2 18.1 18.6 19.9 19.8 18.6
3. 국내총고정자본형성 24.3 22.5 22.4 22.5 22.5 22.7 22.9 23.0 19.7 19.8 22.2
  a. 민간총고정자본형성 17.6 16.6 16.7 16.9 17.5 18.1 18.2 18.2 16.1 15.5 17.1
    a) 주택 3.8 3.6 3.6 3.6 3.6 3.7 3.4 3.3 2.8 2.6 3.4
    b) 기업설비 13.8 12.9 13.2 13.3 13.9 14.4 14.9 14.9 13.2 12.8 13.7
  b. 공적총고정자본형성 6.7 6.3 5.8 5.3 4.8 4.6 4.3 4.3 4.7 4.6 5.1
4. 순수출 0.6 1.3 1.7 2.0 1.4 1.3 1.7 0.2 0.4 1.2 1.2
  1) 수출 10.4 11.3 11.9 13.2 14.3 16.2 17.7 17.7 12.7 15.2 14.1
  2) (차감)수입 9.8 9.9 10.2 11.3 12.9 14.9 16.1 17.5 12.3 14.0 12.9
5. 국내총지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内閣府통계데이터(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kakuhou/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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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도 1990년 와 더불어 일본의 경제운 이 삐걱거린 시기이

다. 이 시기에는 이미 1990년  정부최종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

문에 동 소비지출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계속하여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총고정자본형성(투자지출)의 구성항목이 반 으

로 약간씩 어드는 시기이다. <표 3-25>에서 보듯이 정부최종소비지출

은 2001년 17.7%에서 2010년 19.8%로 2.1%p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내총고정자본형성 항목은 같은 시기에 24.3%에서 19.8%로 그 비

이 4.5%p나 하락하고 있다.

1990년  민간총고정자본형성이 크게 어 들었지만, 2000년 는 주

택투자, 기업설비투자, 공 총고정자본형성의 비 은 약간씩 어들고 있

다. 2001년과 2010년을 비교할 때 민간총고정자본형성은17.6%에서 

15.5%로 2.1%p 하락하고(이  민간주택투자는 3.8%에서 2010년2.6%

로 1.2%p 하락, 기업설비투자는 13.8%에서 12.8%로 1.0%p하락), 공

총고정자본형성은 6.7%에서 4.6%로 2.1%p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부문과 공 부문에서 투자지출이 하락하 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투

자환경이 민간과 공 부문의 양측 부문에서 좋은 투자처를 찾지 못했음

을 의미한다.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의 고이즈미 정권기간 동안 경제운 의 사령

탑기능이 상당정도 기능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기업설비투자의 

증 를 통한 민간총고정자본형성도 비율도 높아지고 수출과 수입의존도 

높아졌다. 그러다가 2008년 후반기에 발생한 리먼쇼크의 향도 있어 기

업설비투자나 수출과 수입의 무역의존도도 하락하 다. <표 3-25>에서 

보듯이 국내총지출  기업설비투자 비 은 2008년 14.9%까지 높아졌다

가 2009년에는 13.2%로 하락하고 있다.  2008년 수출과 수입이 국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은 각각 17.7%와 17.5%까지 높아졌다가, 2009

년에는 각각 12.7%와 12.3%로 양쪽 모두 약 5%p정도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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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본의 국가 대차대조표로 본 경제상황 변화

  1) 각 시기별 총  

에서는 로(flow)통계를 이용하여 일본이 경제상황 변화에 하여 

살펴보았다. 본 에서는 일본의 국가 차 조표의 각 항목, 즉 융자

산과 비 융자산의 자산과 부채‧국부(國富)라는 스톡(stock)통계로 본 경

제상황의 변화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에서는 국부라는 용어도 

사용하지만, 정미(正味)자산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기업의 차 조표로 

말한다면 자본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시계열 으로 국가의 차 조표를 보면, 일본의 자산, 부채, 국부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데이터는 일본 내각부의 국민

경제계산 계정(SNA)의 스톡통계를 이용하고 있다. <표 3-26>에서는 

10년 단 의 네 시기로 나 어 자산, 부채, 국부의 분류에 따른 계산 

결과를 요약하여 보이고 있다. 참고로 1980년  이후 차 조표의 분

류항목을 변경하 기 때문에 1970년 와 1980년  이후와는 그 분류

가 다르게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표 3-26>에서는 1970년 의 분류

항목과 1980년 부터 2000년 까지의 분류항목을 따로 구분하여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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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각 시기별 일본 대차대조표 계정의 구성

(단위: %)

항  목 1970년대 항  목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 재고  2.9
 2. 순고정자산 19.1  1. 비금융자산 42.8 37.1 32.9
 3. 재생산불가유형자산 28.4
 4. 금융자산 49.6  2. 금융자산 57.2 62.9 67.1
     이중 주식  5.2      이중 주식  6.8  5.2  5.4
   기말자산 100    기말자산 100 100 100
    (조엔) 1,597     (조엔) 5,208 8,169 8,635

 5. 부채  4.0  3. 부채 56.6 61.8 64.6
 6. 주식‧국부(國富) 56.0
   주식  5.3     주식  7.1  5.8  6.7
   국부(國富) 50.7  4. 국부(國富) 43.4 38.2 35.4
   기말부채·국부 100     기말부채·국부 100 100 100
    (조엔) 1,597      (조엔) 5,208 8,169 8,635
자료: 内閣府통계데이터(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kakuhou/files/)

<표 3-26>을 참조하면서 차 조표 각 항목으로부터 각 시기별 자

산, 부채, 국부의 동향이 어떠했는지에 하여 몇가지 특징을 지 할 수 

있다. 

우선 지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1970년 와 1980년 를 통하여 엄

청난 자산이 축 하여 왔다는 이다. <표 3-26>에서 보듯이 1970년

의 기말 평균 국가 자산규모는 1,597조엔인데 비해 1980년 의 그것은 

5,208조엔 규모로 3,611조엔이나 증 하고 있다. 한 1990년 의 평균 

자산규모는 8,169조엔으로 1980년 의 일본의 자산규모에 비해 2,961

조엔이나 증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의 자산 규모는 8,635조엔으

로 1990년 의 그것에 비해 불과 466조엔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한편 <표 3-26>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내각부의 국민경제계산의 스

톡통계에 따르면 1969년 일본의 기말자산 규모는 분류에 499조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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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것이 1970년 의 평균 국가 자산규모는 1,597조엔으로 1,000조

엔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일본은 60-80년  엄청난 국부

를 축 하여 왔지만, 1990년  이후는 국부의 축 이 더뎌졌음을 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3-26>은 평균값을 이용한 것이므로 총 인 

것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며 해당 연  안에서 구체 으로 어떻

게 변하여 왔는지를 알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시기

에 일본의 자산, 부채, 국부가 어떠한 동향을 보여왔는지를 매년에 걸친 

계산값을 이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1970년

<표 3-27>은 1970년  일본 차 조표 계정의 구성 비율과 자산 

 부채·국부의 기말잔액을 보이고 있다.

〈표 3-27〉1970년대 일본 대차대조표 계정의 구성

(단위: %)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평균

1. 재고 3.4 2.8 3.0 3.3 3.1 3.0 2.8 2.4 2.5 2.5 2.9

2. 순고정자산 16.6 16.0 17.7 20.1 20.0 20.3 20.4 19.9 20.1 19.9 19.1

3. 재생산불가유형자산 29.8 31.5 32.0 29.1 28.1 26.6 26.0 25.9 27.0 28.2 28.4

4. 금융자산 50.2 49.7 47.4 47.5 48.7 50.2 50.8 51.7 50.3 49.4 49.6

    이중 주식 4.8 7.4 6.2 4.8 4.2 4.9 4.4 5.3 5.1 4.6 5.2

   기말자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조엔) 702 933 1,178 1,301 1,439 1,628 1,782 2,032 2,335 2,642 1,597

5. 부채 44.8 41.6 40.7 42.4 44.3 45.0 46.0 45.9 44.9 44.6 44.0

6. 주식·국부(國富) 55.2 58.4 59.3 57.6 55.7 55.0 54.0 54.1 55.1 55.4 56.0

    주식 4.9 7.6 6.3 4.9 4.3 5.0 4.5 5.4 5.2 4.7 5.3

    국부(國富) 50.2 50.7 53.0 52.7 51.4 50.1 49.6 48.7 49.9 50.7 50.7

    기말부채·국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조엔) 702 933 1,178 1,301 1,439 1,628 1,782 2,032 2,335 2,642 1,597

자료: 内閣府통계데이터(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kakuhou/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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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의 상단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기말자산은 1971년 702

조엔에서 1980년 1,597조엔으로 약 900조엔 정도 증 하고 있다. 이를 

융자산과 그 이외의 비 융자산(재고, 순고정자산, 재생산불가능유형자

산)으로 나 어 보면, 동기간 동안 융자산은50.2%에서49.5%로, 비

융자산은 49.8%(재고자산 3.4% + 순고정자산 16.6%, 재생산불가능유

형자산 29.8%)에서 50.4%(재고자산 2.9% + 순고정자산 19.1%, 재생

산불가능유형자산 28.4%)로 두 자산 모두 그 비율에서 큰 변화를 보이

지 않고 있다. 즉, 1970년 는 융자산, 비 융자산 모두 균형 으로 

증 하여 온 시기라 평가할 수 있다. 

한 <표 3-27>의 하단에서 보듯이 1970년 는 국부  부채의 비

율도 큰 변화없이 증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1971년 일본은 자산 규

모 702조엔의 약 반정도인 352조엔(=702*50.2%)의 국부를 축 하고 

있었다. 1980년의 국부규모는 자산규모 1,597조엔의 약 반정도인 810

조엔(=1,597*50.7%)으로 1971년의 352억엔에 비해 458조엔이나 증가

하고 있다. 주식(자산모의 약 5% 규모)이나 부채(자산모의 약 45% 규

모)도 안정 인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요컨 , 자산 에서 융자산과 비 융자산이 약 반반의 비율, 국부

는 자산규모의 약50%, 부채는 약 45%, 주식은 약 5%의 비율을 유지

한 채 안정 으로 성장해온 시기가 1970년 다.

나) 1980년

1980년부터는 그 이 의 분류와는 약간 다른 분류를 하고 있다. 우선 

1980년 에의 차 조표에는 명시 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비 융자산

이라는 항목이 등장하고 있다는 이다. 비 융자산에는 체 으로 그 

이 의 재고자산, 순고정자산, 재생산불가능유형자산이 포함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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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그 항목의 이름이 약간 달라진다. 즉 1980년 이후는 비 융자산

을 생산자산과 유형비생산자산으로 나 고, 자의 생산자산에는 재고자

산,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한 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 부채와 국부의 되는 항목에서도 분류를 달리하고 있다. 특히 주

식의 분류가 달라지고 있다. <표 3-27>에서 보듯이1980년 이 에는 주

식을 주식·국부(國富)의 항목의 하나로 나타낸 다음 각각의 주식과 국부

의 값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80년 이후는 <표 3-27>에서 보

듯이 주식을 부채안에 포함시킨 다음 그 의 한 항목으로 하여 주식 

규모를 따로 표시하고 있다. 

<표 3-28>에서는 1980년 의 일본 차 조표 계정을 비 융자산과 

융자산으로 분류한 자산 규모와 부채와 국부 규모의 기말잔액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3-28〉1980년대 일본 대차대조표 계정의 구성

(단위: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평균

1. 비금융자산 46.7 45.8 43.7 41.9 40.8 40.7 42.4 41.1 41.3 43.9 42.8

2. 금융자산 53.3 54.2 56.3 58.1 59.2 59.3 57.6 58.9 58.7 56.1 57.2

   이중 주식 3.8 3.6 4.5 5.4 6.1 7.8 8.2 9.9 11.4 7.0 6.8

  기말자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조엔) 3,160 3,416 3,700 4,007 4,377 5,094 5,963 6,716 7,710 7,937 5,208

3. 부채 53.0 53.9 56.0 57.6 58.6 58.5 56.7 57.8 58.1 55.5 56.6

   이중 주식 4.0 3.9 4.9 5.8 6.4 8.2 8.6 10.3 11.8 7.3 7.1

4. 국부(國富) 47.0 46.1 44.0 42.4 41.4 41.5 43.3 42.2 41.9 44.5 43.4

  기말부채·국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조엔) 3,160 3,416 3,700 4,007 4,377 5,094 5,963 6,716 7,710 7,937 5,208

자료: 内閣府통계데이터(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kakuhou/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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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을 보면 1980년 도 1970년 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자산

축 이 한 시기 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기말자산은 1981년 

3,160조엔에서 1990년 7,937조엔으로 약 4,777조엔이나 증가하고 있다.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의 자산축 을 한 셈이 된다. 이 시기에서 주의

하여야 할 은 1980년  후반이 거품경제 시기 다는 이다. 즉, 

1980년 의 부의 증 는 반기보다 후반기에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다. 

<표 3-28>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1985년의 자산규모는 4,377조엔으

로 1981년의 3,160조엔에 비하여 1,217조엔 증가하 는데 비하여, 

1990년의 자산규모 7,937조엔에서 1986년의 자산규모 5094조엔에 비

해 2,843조엔이나 증가하 다. 이로부터 1980년 후반기(1986-1990)는 

반기(1981-1985)에 비해 두 배 이상(2.3배)이나 자산규모가 불어났음

을 알 수 있다.

자산규모의 증가를 융자산과 비 융자산으로 나 어 보면, 1980년

는 융자산의 비 이 비 융자산에 비하여 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한 

시기 다. <표 3-28>에서 보듯이 융자산은 1981년 53.3%에서 1990

년 56.1%로 2.8%포인트 상승하 는데 비하여, 비 융자산은 동 기간동

안 46.7%에서 43.9%로 2.8%포인트 하락하 다. 이  주식자산을 보면 

1981년 3.8%에서 1990년 7.0%로 3.2%포인트 상승하여 체 융자

산 비 의 상승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거품경제기의 정 이었던 1988년과 1989년을 보면 체 자산규

모에서 차지하는 주식 비 이 각각 9.9%와 11.4%로 매우 높은 비 을 

차지하 음을 볼 수 있다. <표 3-28>에서 보듯이 1985년과 1986년의 

융자산 비 은 59%를 웃돌다가 1988년과 1989년에 동 비 이 58%

의 비 을 유지하고 있다. 즉 체 융자산이 이 시기에 비슷하게 유

지된데 비해 주식자산 비 이 높아졌다는 것은 상 으로 다른 융자

산에 비해 주식자산의 가치가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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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980년에는 거품경제를 통해 후반기에 방 한 자산규모의 증

를 가져온 시기로서 비 융자산보다 융자산의 증 가 큰 시기 다. 

융자산 에서도 특히 1980년  후반에는 다른 융자산이나 비 융

자산에 비해 상 으로 주식자산의 비 이 높아졌다. 주식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산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부채이기도 하다. 그 

부채의 동향과 에서 언 한 융자산의 동향과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

고 있다. 

<표 3-28>의 하단에서 보듯이, 기말부채·국부  부채의 비 은1981

년 53.0%에서 1990년 55.5%로 2.5%p 상승하고 있다. 이  주식부채

를 보면 1981년 4.0%에서 1990년 7.3%로 3.3%p 상승하여 체부채 

비 의 상승(2.5%p)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부채 비 은 

1988년 10.3%, 1989년 11.8%로 융자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시기에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부채와는 반 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국부의 추이이다. 국부의 비

은 1981년 47.0%에서 1990년 44.5%로 2.5%포인트 하락하고 있으면

서 부채의 비 과는 반 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부채비 이 1980년에 

약간 하락한다고 하지만 다음에서 보는 1990년 와 2000년 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 이다.

다) 1990년

<표 3-29>에서는 1990년 의 일본 차 조표 계정을 비 융자산과 

융자산으로 분류한 자산 규모와 부채·국부 규모의 기말잔액 추이를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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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1990년대 일본 대차대조표 계정의 구성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평균

1. 비금융자산 42.2 40.9 39.4 38.2 36.8 36.3 35.9 35.0 33.2 32.8 37.1

2. 금융자산 57.8 59.1 60.6 61.8 63.2 63.7 64.1 65.0 66.8 67.2 62.9

   이중 주식 6.6 4.8 5.2 5.7 5.6 5.3 4.0 3.8 6.0 5.0 5.2

  기말자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조엔) 7,987 7,804 7,903 8,044 8,131 8,247 8,347 8,325 8,513 8,387 8,169

3. 부채 57.1 58.2 59.6 60.8 62.1 62.4 62.6 63.4 65.8 65.6 61.8

   이중 주식 6.9 5.1 5.6 6.2 6.1 5.9 4.4 4.3 7.2 5.9 5.8

4. 국부(國富) 42.9 41.8 40.4 39.2 37.9 37.6 37.4 36.6 34.2 34.4 38.2

  기말부채·국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조엔) 7,987 7,804 7,903 8,044 8,131 8,247 8,347 8,325 8,513 8,387 8,169

자료: 内閣府통계데이터(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kakuhou/files/)

1990년 는 그 이 인 1970년   1980년 와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1970년   80년 가 일본의 자산축 이 한 시

기라고 언 하 지만, 1990년 는 거품경제의 붕괴  평성불황과 함께 

부의 축 이 매우 더딘 시기 다. <표 3-29>에서 보듯이 일본의 기말자

산은 1991년 7,987조엔에서 2000년 8,387조엔으로 400조엔의 증가에 

그쳐 그 증가규모가 1980년 의 증가규모(4,777조엔)의 10분의 1에서 

못 미치고 있다. 

1990년 에 특기할 만한 상은 비 융자산의 비 은 크게 하락하고 

융자산의 비 이 크게 상승하 다고 하는 이다. <표 3-29>를 보면 

융자산이 1991년 57.8%에서 2000년 67.2%로 9.4%p 상승하 는데 

비하여, 반 로 비 융자산은 동 기간동안 42.2%에서 32.8% 9.4%p 하

락하 다. 체 으로 보아 1990년   비 융자산과 융자산의 비

이 4  6(즉, 2  3)이었던 것이 10년이 지난 2000년에는 1  3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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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 융자산 규모가 융자산에 비해 왜소해졌음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표 3-30>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융자산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융자산  국채보유 비율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3-28>에서 

보듯이 융자산  주식의 비 은 1991년 6.6%에서 2000년 5.0%로 

오히려 1.6%p 내려가고 있다. 이처럼 주식자산 비 이 내려가는데 비하

여 체 융자산 비 이 상승하 다는 것은 주식이외의 국채자산의 비

이 상승하 음을 간 으로 말해주고 있다.

앞서 거품경제가 있었던 1980년 가 후반기에 비 융자산보다 융자

산의 비 의 상승이 높았고, 그 게 높아진 이유로 융자산 에서도 

상 으로 주식자산의 비 이 높아졌음을 지 하 다. 1990년 에도 

1980년 와 같이 체 으로는 융자산의 비 이 높아졌지만 그 부채

의 내용은 1980년 와 다르다. 즉 1980년 의 융자산 비  증가원인

은 주식이 아닌 국채발행의 증가가 그 원인이었다는 이 1980년 와는 

다른 이다. 국채는 그 매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산이지만 발행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부채이다. 이로부터 1980년 는 주식을 통한 기

업의 부채가 많았지만, 1990년 는 국채발행에 따른 정부의 부채가 많

아졌다는 특징 인 차이를 지 할 수 있다.

2000년 도 융자산의 동향과 에서 언 한 부채의 동향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29>의 하단에서 보듯이, 기말부채·국부  

부채의 비 은 1991년 57.1%에서 2000년 65.6%로 8.5%p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  주식부채의 동향을 보면 체부채의 비 과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29>에서 보듯이 주식부채의 비 을 

1991년 6.9%에서 2000년 5.9%로 오히려 1.0%p 하락하고 있다. 

<표 3-29>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이러한 계산결과는 국채발행으로 

인한 부채의 비 이 크게 상승하 음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되었음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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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즉 국채발행은 많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업의 자산가치에 

부(負)의 향을 미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지 못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부채비율의 증가와 함께 국부의 비 도 내려가고 있다. <표 3-29>

로부터 동 비 을 보면 1991년 42.9%에서 2000년 34.4%로 8.5%p 하

락하고 있다. 

라) 2000년

<표 3-30>에서는 2000년 의 일본 차 조표 계정을 비 융자산과 

융자산으로 분류한 자산 규모와 부채·국부 규모의 기말잔액 추이를 보

이고 있다.

〈표 3-30〉2000년대 일본 대차대조표 계정의 구성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1. 비금융자산 34.8 34.0 33.0 32.3 30.9 31.4 32.6 34.3 33.2 32.8 32.9

2. 금융자산 65.2 66.0 67.0 67.7 69.1 68.6 67.4 65.7 66.8 67.2 67.1

   이중 주식 3.9 3.6 4.8 5.4 8.1 8.1 6.6 4.1 4.4 4.9 5.4

  기말자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조엔) 8,510 8,430 8,483 8,575 8,979 8,996 8,913 8,508 8,457 8,500 8,635

3. 부채 63.1 64.0 65.0 65.6 67.1 66.2 64.6 63.1 63.7 64.3 64.6

   이중 주식 4.6 4.2 5.8 6.6 10.2 10.4 8.5 5.3 5.6 6.2 6.7

4. 국부(國富) 36.9 36.0 35.0 34.4 32.9 33.8 35.4 36.9 36.3 35.7 35.4

  기말부채·국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조엔) 8,510 8,430 8,483 8,575 8,979 8,996 8,913 8,508 8,457 8,500 8,635
자료: 内閣府통계데이터(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kakuhou/files/)

2000년 도 그 이 인 1970년   1980년 와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는 1990보다도 오히려 국부의 축 이 악화된 시

기이다. <표 3-30>에서 보듯이 일본의 기말자산은 2001년 8,510조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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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0년 8,500조엔으로 오히려 10조엔의 감소를 래하고 있다. 그만

큼 2000년 의 경제운 이 심각한 상태 음을 말해주고 있다. 2000년

에는 비 융자산의 비 이 융자산의 비 보다 크게 낮은 상태로 유지

되어온 시기이다. <표 3-30>을 보면 융자산이 1991년 65.2%에서 

2010년 67.2%로 2.0%p 상승하는 상황이다. 이와는 반 로 비 융자산

은 동 기간동안 34.8%에서 32.8%로 2.0%p 하락하 다. 

략 으로 말하면 <표 3-30>의 계산결과는 2000년  비 융자산과 

융자산의 비 이 략 1  3의 비 으로 계속하여 융자산이 높은 

상태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70년 에는 비 융자산과 융자산

의 서로 비슷한 1  1(즉, 3  3)의 비 이었던 에 비하면 비 융자

산의 비 이 크게 왜소해진 상태이다. 이와같은 결과를 보이는 배경에는 

2000년  융자산  국채보유 비율이 크게 늘어난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하여 왔다는 을 들 수 있다. 

융자산  주식의 비 을 보면 2005년부터 2007년의 시기(6.6∼

8.8%)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의 동 비 은 3.6∼5.4%로 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 이 낮은 시기이다. 체 융자산 비 이 높은데도 주식자

산의 비 이 낮다는 것은 상 으로 국채 등의 다른 융자산 비 이 

높다는 것을 간 으로 말해주고 있다.

2000년  국채발행의 증 에 융자산이 높았다는 것을 반 로 말하

면 국가의 부채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말해 다. 2000년 도 1990년

와 마찬가지로 국채발행에 따른 정부의 부채가 많은 시기 고 그로 인

해 국부의 규모가 상 으로 축된 시기 다. <표 3-30>의 하단에서 

보듯이, 기말부채·국부  부채의 비 은2001년 63.1%에서 2010년 

64.3%로 2000년 를 통하여 계속하여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역

으로 말해 국부의 비 은 2000년 36.9%, 2010년 35.7%에 머물러 있

어, 부채규모에 억 리고 있는 시기가 2000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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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부담고복지 모형의 실제사례: 노르딕 국가의 황금삼각형 모형

으로서 스웨덴

가. 시기구분과 고부담고복지의 성공 및 실패기전

 

  1) 시기구분

시기 구분은 1970년 (1970-1979), 1980년 (1980-1989), 1990년

(1990-1999), 2000년 (2000-2010)로 나 고 있다. 각각의 시기에 경

제와 복지와의 사이에 어떠한 계가 있었는지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고부담 고복지의 성공과 실패기

고부담고복지의 성공과 실패기 에서 요한 요인은 생산  사회지출

이 제 로 역할을 하는 가의 여부라 생각된다. 이 측면에서 앞의 논의에

서 실에서 존재하는 성공 로서는 황 삼각형 모델을 들었고, 반 의 

기 도 제시하 다. 이를 해서는 2장 3 을 참조하라.

나. 시기별 총괄로 본 경제와 복지와의 관계

 

  1) 검증방법: 경제  재정변수의 선택

가) 총 특징의 의미

이하에서는 각각을 10년 단 로 한 각 시기별 경제  재정변수의 계

산 결과에 기 하여 각각의 총  특징을 보기로 한다. 여기서 총 특징

이라 함은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각각 시기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그

로부터 나타나는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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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평균값은 각 시기내에서의 동향을 나타낼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 이어서 매년의 각 변수값을 이용하여 각 기간

내에서의 경제와 복지 는 재정과의 계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경제  재정변수의 선택

경제  재정의 주요변수를 이용하여 스웨덴의 1970년  이후 경제와 

복지와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하는 지표는 실질  명

목 GDP성장률, 실업률, CPI상승률, 축률, 투자율, 국가채무, 재정수

지, 경상수지, 공공사회복지지출, 국민부담률 등이다. 

스웨덴의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국가의 특성의 차이로 변수의 선택과 

설명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스웨덴의 연구에서는 생산  사회지출

이 요하므로 사회지출에 한 고려를 하 고, 이는 앞의 종합  분석

과 련하여 설명이 되겠다. 한 앞의 부담 복지의 주된 간요인이

었던 축률과 투자율도 일반 인 간요인으로서 고부담고복지인 스웨

덴에서도 고려된다. 나머지 실질 GDP 성장률, 명복 GDP 성장률, 실업

률, CPI 성장률, 국가채무, 재정수지, 경상수지 등은 앞에서 경제상태 

 경쟁력을 단하기 해 사용했던 경제  재정지표들이다. 자료의 

일 성을 해 OECD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시기를 그

로 두었다.

의 경제  재정변수에 한 모든 기간(1970-2010년)에 걸친 분석

결과는 기간 간의비교 이해를 통해 각각의 특징이 보다 명확히 부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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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각 시기별 총  

가) 계산 결과

다음의 표는 각 지표를 10년 단 로 각 시기의 평균을 통해 나타낸 

표이다.

〈표 3-31〉각 시기별 스웨덴의 주요 경제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실질GDP

성장률

명목GDP

성장률
실업률

CPI

성장률
저축률 투자율

국가

채무

재정

수지

경상

수지
socx

국민

부담률

70년대 2.4 11.6 2.1 8.6 0.6 29.8 3.2 42.4

80년대 2.3 10.4 2.8 7.9 4.3 61.6 -1.9 28.7 48.8

90년대 1.8 5.0 7.4 3.3 3.7 0.6 73.9 -3.6 2.7 32.1 49.1

2000년대 2.4 4.1 6.5 1.4 6.6 2.9 55.7 1.0 6.5 48.0

자료: OECD Stat

나) 시기별 경제와 복지와의 계 총

각각의 시기에 경제와 재정변수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이들 시기에 경

제와 복지 간 계의 분석이 가능하다.

(1) 1970년 (1971-1980)

  a. 70년 의 자료로서는 고부담고복지의 요한 성공조건이 생산  

사회지출에 한 자료가 없어 단에 제한 이 있다. 일반  조

건으로는 투자율이 있는데 앞의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  

연구에서 사용한 19개국 체평균 보다 작았고 북구형 4개국 평

균보다도 작았다. 

  b. 실질 GDP 성장률은 체평균 보다 1.7%p 작았고 4개국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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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균 보다 작았다. 다른 경제  재정지표인 실업률, CPI 상

승률, 재정수지는 체평균은 물론 북구형평균 보다 우수하 다. 

국가채무는 19개국 체평균 보다는 우수하 으나 북구형평균 

보다는 근소하게 커서 우수하지 못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c. 따라서 70년 의 복지와 경제의 계는 복지의 형태를 자료상에

서는 확정할 수 없으나 체  북구국가들과 비교해도 상

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단할 수 있겠다.

 

  (2) 1980년 (1981-1990)

  a. 80년 에는 생산  사회지출에 있어 스웨덴은 실업을 제외하고

는 19개국 체평균은 물론 다른 북구형 국가를 포함한 북구형 

4개국 평균보다도 커서 고부담고복지의 성공과 련된 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반  성공요인인 투자율도 19개국 체

평균은 물론 4개국 북구형평균 보다 커서 성공을 한 조건이 

갖추어 졌다고 단된다.

  b. 실질 GDP 성장률의 경우 19개국 체평균과 4개국 북구형평균 

보다 여 히 작으나 그 차이는 크게 감소하 다. 실업률, CPI 

상승률, 재정수지는 체평균 보다 우수하나 4개국 북구형평균

에 비해서는 CPI 상승률과 재정수지가 좋지 않다. 국가채무는 

체평균과 북구형평균 보다 모두 커서 좋지 않다. 이는 고부담

고복지의 결과라 생각된다.

  c. 따라서 80년  스웨덴의 복지와 경제의 계는 70년 와 큰 차

이는 없으며 19개국 체국가와 비교할 때는 우수하며, 북구형

과 비교할 때도 나쁘지 않다고 단된다. 이는 스웨덴의 생산  

사회지출이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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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90년 (1991-2000)

  a. 생산  사회지출을 보면 19개국 평균 보다는 모든 면에서 크고, 

4개국 북구평균과 비교하면 실업만 작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부

담고복지의 성공을 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단된다. 투자율

의 경우 19개국 체평균은 물론 4개국 북구평균 보다도 작아졌

다. 투자율이 일반  성공조건이 될 수 있다는 에서는 나빠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b. 실질 GDP 성장률은 19개국 체평균은 물론 4개국 북구형평균 

보다도 여 히 작았다. 80년 에 비해 그 차이가 약간 커져 스

웨덴이 상 으로 성과가 뒤로 갔다고 단된다. 실업률과 재정

수지에서는 체평균과 북구형평균 보다 우수하다. CPI 상승률, 

재정수지에서는 체평균보다는 우수하지만 4개국 북구형평균보

다는 떨어진다. 국가채무의 경우에는 체평균은 물론 북구형평

균보다도 커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c. 따라서 80년 에 비해 실질 GDP 성장률이 나빠졌으나 다른 측

면에서 특별히 더 나쁜 결과를 보이지 않아 역시 19개국에 비해

서는 우수하고, 북구형평균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단할 수 

있겠다.

 

  (4) 2000년 (2001-2010)

  a. 생산  사회지출의 경우 19개국 체평균 이상이고 실업은 4개

국 북구평균 보다 작다. 그리고 일반  요인인 축률과 투자

율에서 모두 체평균과 북구형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체 으로 고부담고복지의 성공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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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실질 GDP 성장률이 처음으로 체평균은 물론 북구형평균 보

다 커졌다. 한 CPI 상승률과 경상수지 역시 체평균은 물론 

북구형평균 보다 크다. 실업률, 국가채무, 재정수지는 체평균 

보다는 우수하고 북구형평균 보다는 떨어진다.

  c. 따라서 2000년 의 스웨덴은 19개국 체는 물론 다른 북구형 

보다 우수하다고 단할 수 있겠다. 이유는 다른 북구형 보다 

좀 더 본질 인 실질 GDP 성장률과 경상수지에서 앞서고 다른 

지표에서 앞서거나 크게 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각 시기별 경제와 복지와의 관계

 

에서는 1970년  이후 경제와 재정변수의 평균값을 이용한 각 각 

시기별 특징이었다. 

평균값을 이용한 분석은 총 인 것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구체 인 내용까지를 알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시기에 경제와 재정변수 간에 어떠한 계가 있

는지를 매년에 걸친 경제  재정변수 계산값을 이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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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70년

가) 계산 결과

OECD 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32〉1970년대 스웨덴의 주요 경제재정지표 추이

(단위: GDP 대비 %)

실질GDP

성장률

명목GDP

성장률
실업률

CPI

성장률
저축률 투자율

국가

채무

재정

수지

경상

수지
socx

국민

부담률

1970 6.5 1.5 7.0 3.3 29.0 4.8 37.8

1971 0.9 8.1 2.5 7.4 -0.6 29.3 4.6 38.6

1972 2.3 9.4 2.7 6.0 4.2 29.2 4.2 39.9

1973 4.0 11.3 2.5 6.7 2.7 28.5 5.1 39.1

1974 3.2 13.0 2.0 9.9 -3.0 28.9 3.5 40.3

1975 2.6 17.4 1.6 9.8 3.1 28.0 5.1 41.3

1976 1.1 13.1 1.8 10.2 1.9 26.1 6.5 45.3

1977 -1.6 8.8 2.0 11.4 -2.9 28.4 1.6 47.5

1978 1.8 11.5 2.5 10.0 -6.8 32.8 -0.6 47.8

1979 3.8 12.1 2.3 7.2 4.5 37.6 -2.8 46.6

평균 2.4 11.6 2.1 8.6 0.6 29.8 3.2 42.4

자료: OECD Stat

나) 1970년  경제와 복지와의 계

1970년 의 추이에는 특별한 경향이 존재하지 않아 평균과 다르게 해

석해야 하는 을 발견할 수 없다.



136∙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복지재정운용방향

  2) 1980년  

가) 계산 결과

OECD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33〉1980년대 스웨덴의 주요 경제재정지표 추이

(단위: GDP 대비 %)

실질GDP

성장률

명목GDP

성장률
실업률

CPI

성장률
저축률 투자율

국가

채무

재정

수지

경상

수지
socx

국민

부담률

1980 1.7 13.6 2.2 13.7 3.5 46.9 -5.7 27.2 46.4

1981 -0.2 9.3 2.8 12.1 -5.8 55.4 -4.7 28.0 47.7

1982 1.2 9.4 3.5 8.6 0.6 65.6 -6.6 27.9 46.7

1983 1.8 12.2 3.9 8.9 2.6 69.6 -5.1 28.2 47.4

1984 4.3 12.2 3.5 8.0 7.4 70.9 -3.0 27.4 47.0

1985 2.2 8.9 3.1 7.4 7.0 70.4 -3.7 29.5 47.4

1986 2.9 9.6 2.8 4.2 1.1 69.7 -0.3 29.5 49.6

1987 3.5 8.5 2.3 4.2 8.0 61.9 3.3 29.6 52.1

1988 2.7 9.2 1.9 5.8 6.3 55.5 3.3 30.0 51.4

1989 2.8 11.0 1.6 6.4 12.1 50.4 3.2 29.3 51.9

평균 2.3 10.4 2.8 7.9 4.3 61.6 -1.9 28.7 48.8

자료: OECD Stat

나) 1980년  경제와 복지와의 계

사회지출의 커다란 변화가 없다. 투자율의 경우 70년 에 비해 체

으로 상향된 이 악되지만 특별한 경향은 없다. 실질 GDP 성장률

이나 실업률 그리고 CPI 성장률은 체 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변화

하고 있다고 악된다. 그 이외에 특이한 커다란 변화나 경향은 보여지

지 않아 평균 인 단에서 크게 다른 단이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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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990년  

가) 계산 결과

OECD 자료에 의해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표 3-34〉1990년대 스웨덴의 주요 경제재정지표 추이

(단위: GDP 대비 %)

실질GDP

성장률

명목GDP

성장률
실업률

CPI

성장률
저축률 투자율

국가

채무

재정

수지

경상

수지
socx

국민

부담률

1990 1.0 9.8 1.8 10.4 0.2 46.3 3.4 30.2 52.3

1991 -1.1 7.8 3.2 9.4 -8.5 55.0 -0.1 31.8 49.8

1992 -1.2 -0.2 5.7 2.4 -11.3 73.3 -8.9 34.7 47.3

1993 -2.1 1.1 9.3 4.7 -14.6 78.2 -11.2 -1.3 35.7 46.1

1994 4.0 6.7 9.6 2.2 7.0 82.5 -9.1 1.1 34.4 46.3

1995 3.9 7.8 9.0 2.5 7.5 9.9 81.1 -7.3 3.3 32.0 47.5

1996 1.6 2.5 9.9 0.5 5.4 4.7 84.4 -3.3 3.5 31.6 49.4

1997 2.7 4.3 10.0 0.7 2.4 0.6 83.0 -1.6 4.1 30.4 50.5

1998 4.2 4.8 8.3 -0.3 1.8 8.8 82.0 0.9 3.8 30.2 50.7

1999 4.7 5.6 7.1 0.5 1.6 8.7 73.2 0.8 4.0 29.7 51.1

평균 1.8 5.0 7.4 3.3 3.7 0.6 73.9 -3.6 2.7 32.1 49.1

자료: OECD Stat

  

나) 1990년  경제와 복지와의 계

투자율이 90년  반에 나빠지고 이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도 90

년  반에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도 90

년  반에 좋지 않아 이 시기에 경제와 복지의 계가 원활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겠다. 이러한 기에 해 스웨덴은 1994년과 1998년 동

안 사민당이 집권했음에도 의료개 , 학교개 , 노인복지개 , 연 개  

등을 하여 응하 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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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0년

가) 계산 결과

다음은 OECD 자료를 사용해 얻은 결과이다.

〈표 3-35〉2000년대 스웨덴의 주요 경제재정지표 추이

(단위: GDP 대비 %)

실질GDP

성장률

명목GDP

성장률
실업률

CPI

성장률
저축률 투자율

국가

채무

재정

수지

경상

수지
socx

국민

부담률

2000 4.5 5.9 5.8 0.9 3.1 5.7 64.3 3.6 3.7 28.4 51.4

2001 1.3 3.7 5.0 2.4 7.3 0.5 62.7 1.6 3.6 28.7 49.4

2002 2.5 4.1 5.2 2.2 7.1 -1.3 60.2 -1.5 3.8 29.4 47.5

2003 2.3 4.1 5.8 1.9 5.9 1.6 59.3 -1.3 6.9 30.1 47.8

2004 4.2 4.6 6.5 0.4 4.7 5.7 60.0 0.4 6.6 29.5 48.1

2005 3.2 4.1 7.7 0.5 4.0 8.1 60.8 1.9 6.8 29.1 48.9

2006 4.3 6.3 7.0 1.4 4.9 9.2 53.9 2.2 8.4 28.4 48.3

2007 3.3 6.2 6.1 2.2 7.2 8.9 49.3 3.6 9.2 27.3 47.4

2008 -0.6 2.5 6.1 3.4 8.9 1.4 49.6 2.2 9.1 28.9 46.4

2009 -5.0 -3.1 8.3 -0.5 11.2 -15.5 52.0 -0.9 6.7 46.7

2010 6.2 7.2 8.4 1.2 8.5 7.7 49.1 -0.3 6.7 45.8

평균 2.4 4.1 6.5 1.4 6.6 2.9 55.7 1.0 6.5 48.0
자료: OECD Stat

나) 2000년  경제와 복지와의 계

2000년 에 들어서는 실질 GDP 성장률이 2008년과 2009년의 경제

기를 제외하고는 90년  보다 높아졌고 경제 기에서도 빨리 회복이 

이루어졌다. 90년 에 비해 실업률, CPI 성장률, 국가채무, 재정수지, 경

상수지의 모든 측면에서 나아졌다. 이는 90년  반의 나쁜 결과에 

한 건 한 응이 가져온 결과로 단된다.

21) 최연 , 스웨덴 복지제도의 변화와 도 , 2011, mi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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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과 우리나라의 중장기 

복지재정운용에 주는 시사점

제1절 요약과 결론

가장 요한 시사 은 남유럽 재정 기를 계기로 일부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이 고부담 고복지인 유럽모델이 실패하여 종언을 고하여야 하는 

모델이라 단순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이다. 즉 실을 보면 고부담 고

복지 모델과 부담 복지 모델 각각에서 경제  성과를 기 으로 할 

때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고부담 고복지인 유럽모델  스웨덴과 독일은 국가경쟁력이 우수하

여 성공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역시 고부담 고복지인 이태리

는 실패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고부담 고복지로 환하고 있

은 것으로 보여 지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역시 실패 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부담 복지에 속한다고 보여 지는 국가  일본은 70년 와 

80년  성공 이나 90년  이후 성공 이지 못하다. 한국은 최근 성공

이다. 국과 미국은 재 실패 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각 복지모델은 경제와의 계를 기본으로 할 때 

나름 로의 성공기 과 실패기 이 있어 이  어느 쪽이 실 되는가는 

각 국가에서 각각의 성공과 실패의 조건  어느 쪽의 조건을 갖추는가

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 이러한 기반조건을 갖추는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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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끌고, 문제가 생긴 경우 한 응을 하는 것이 요한데 이는 

정부가 얼마나 유능하고 강력한가에 달려있다고 단된다. 이는 개별사

례에서 보듯이 일본은 환경변화에 응을 잘 못하여 성공에서 실패로 

변화한 반면, 스웨덴은 90년  반의 기를 사민당이 정당의 기조와는 

반 되는 개 을 함으로써 극복하고 있었다는 에서 잘 알 수 있겠다.

제2절 우리나라의 중장기 복지재정운영에 주는 시사점

  1. 기본적 방향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고부담 고복지와 부담 복지 사이에서 뚜렷

하고 안정 인 선택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단된다. 따라서 요한 은 

국민들이 두 방향  어떤 쪽을 선택하는 지를 정치과정을 통해 확인하

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어떤 선택을 하든 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

라 해당 선택의 경제  성공기 이 작동하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하여서는 정치경제학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정치경제학  

연구의 가장 기본 인 수 의 연구는 어떤 주어진 조건하에서 어떤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합목  인가를 보

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 연구에서는 통상 어떤 특정한 정책수단의 

실행을 한 정치  결정이 내려질지 혹은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러한 결

정이 내려질 수 있는지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상기한 기본  수 의 연구를 넘어서서 경제  

실에 한 교과서  지식이 정치  의사결정과정에서 수용될지, 혹은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수용될지, 그 결과 원하는 결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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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올지에 해 연구가 이루어 져야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정치  의사결정의 구조와 과

정자체를 정치과정의 상으로 삼는 연구를 한다. 즉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자체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의 진 을 염두에 두면 상기 논의를 통해 실에서 

발견되는 복지모형인 ‘고부담-고복지’와 ‘ 부담- 복지’는 경제성장(국

제경쟁력)과 재정건 성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성공의 가능성과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치과정에서 성공을 

한 여건이 선택되는 가이다. 따라서 이제는 어떤 수단이 어떤 조건 하

에서 어떤 목 을 성공 으로 이룰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수 을 넘어, 

그러한 성공 인 수단이 정치과정에서 선택되어 실 될 수 있는 조건과 

그 실 을 한 정치과정의 제도  조건을 어떻게 구 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선택과 집중: 재정수단의 제한과 새로운 복지투자 요구의 조화

가. 문제

우리나라의 실에서는 성장과 재정압박에 의한 재정수단의 제한과 

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복지투자 확 의 상충 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제약과 확 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원칙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논리 으로 선택과 집 이 될 수 밖에는 없다.

선택과 집 을 정책 으로 실행시키기 해서는 그를 결정하는 범주

와 각 범주에서의 우선순 에 한 구상이 있어야 한다. 다음에서 이에 

한 고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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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택과 집중의 범주와 우선순위

첫째로 고려되는 범주는 복지의 사회경제  의미이다. 이는 사회정책

목표에 해당하는 범주이다. 역사 으로 복지제도는 사회구성원에게 기본

 물질  자유를 부여하고 평등 인 사회  정의를 구 하여 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에 궁극  목 을 

두었다(사회  가치 측면에서의 용인). 그러나 복지제도가 발 하고 사

회 여건이 변화( 출산 고령화, 세계화. 지식경제 등)함에 따라 복지시스

템 유지의 기반인 경제  지속가능성이 복지시스템의 요한 단범주로 

등장했다. 즉 사회의 평화와 경제  지속가능성이 역사 으로 사회정책

의 두 가지 최종목표로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책의 두 가지 최종목표를 기본으로 할 때 사회가 용인

하는 수  이상에서 사회의 평화를 확보하는 고 인 복지지출(구사회

 험에 한 보장이 주로 해당됨: , 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을 유

지하면서 가능하면 최 한 경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복지투자(신사

회  험에 한 응이 주로 해당됨)를 넓히는 것이 기본방향이 될 수 

있다.

사회  평화라는 사회정책의 최종목표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

보장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2차안 망인 기 보장에서 1차안

망인 기여 심의 사회보험으로 이동시키는 기 이 필요하다. 

경제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정책의 최종목표의 핵심은 출산고령화

에 따른 잠재성장의 감소를 막는 노동력의 양과 질의 향상과 련된 투

자이다. 로서는 아동청소년에 한 투자, 여성과 고령 노동자의 활성

화를 한 투자 등이 될 수 있겠다. 이는 고부담고복지의 성공  기 에

서 요한 역할을 한 생산  사회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둘째로 선택과 집 의 고려에서 targeting과 보편  지출의 범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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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려하여야 한다. 재정력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는 지출의 효과가 높

은 targeting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를 들어 앞으로 늘어날 

고령지출에 하여 모든 노인을 상으로 하기보다는 필요가 있는 노인

을 상으로 하여 복지지출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  효과가 뚜렷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외 으로 보

편  지출이 가능하다. 를 들어 노동력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보육

이나 극  노동시장 정책 등의 정책에 해서는 그 경제  효과가 뚜

렷하다고 단되는 경우 보편  지출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투자의 성과

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달성하기 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역시 첫 번째에서 지 한 고부담고복지에서 성공

인 기 으로 요한 역할을 하는 생산  사회지출 분야와 련있다.

세 번째로 고려되는 범주는 복지재정의 여력을 넓히기 한 선택과 집

의 범주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지출구성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연 과 건강보험이다. 따라서 이들에서 재정의 부담을 낮추고 

개인의 책임을 확 하는 것이 복지재정의 여력을 넓히는데 요하다.

연 보험의 경우 재처럼 다층소득보장으로 나아가 기업과 개인의 

역할을 넓히는 개 이 계속 진행되어 공 연 에 의한 재정부담을 정

하게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다음으로 부담이 큰 것은 건강보험이다. 

이는 특히 그 증가경향이 두드러져 재정  안정화 조치가 긴요하다. 장

기 으로 총액 산제, DRG 등의 지불보상제 개편이 필요하다.

제3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명시 으로 사회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

과의 계에 주안 을 두는 경우 복지와 경제와의 선순환이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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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치를 차지함을 제시하고, 복지와 경제와의 선순환 논의에서 기존 

논의가 부족하다고 단되는 명시 인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의 제

시를 바탕으로 국제비교를 통하여 장기 복지재정운용에 한 시사 을 

제공하 다.

그러나 이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 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자본주

의 경제의 구조 안에서 가능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에 해서 가장 

표 일 수 있는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다 

체 이고 구체 인 선순환의 계에 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로, 이 게 연구된 선순환의 계에 해 더욱 정치한 연구를 할 수 있

는 수리 인 계량모형의 개발에 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셋째로, 

사회정책목표의 달성에 한 지표가 명시 으로 연구에 고려되지 않고, 

간 으로 고려되거나, 상정되고 있는 체 인 성공실패의 과정에서 

경제의 성공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에 의지하고 

있다. 사회정책목표의 지표, 를 들어 빈곤과 소득 혹은 자산분포에 

한 지표를 연구에 명시 으로 포함시키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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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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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편-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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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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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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