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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세계화, 로벌 융 기로 인한 실업  불평등 심화, 그리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복지제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은 선진 복지국가들도 당면한 공통 상이다. 

유로존 기의 반복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망되는 상황에서 복지재정 확충을 한 한국경제의 성장 망도 불투명

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 에 그칠 것으로 측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성장시 에 직면한 반면에 무상복지 논쟁으로 각 계층

들은 비용 부담 없이 복지 확 만 원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여건에

서 18  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공약을 실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이 아닐 것이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 하기 해서는 합리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한 국민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복지국가 유형별 선진 

복지국가의 복지재정 황  재원조달 방식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상은 복지국가 유형별 표국가인 스웨덴, 랑스, 그리고 국으

로 하 다.

세계화와 로벌 경제 기 등에 따른 한국에의 복지재원 조달에 한 

정책  시사 을 도출하여 보았다. 



나아가 한국의 복지정책  조세‧재정정책의 방향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어 좋은 기 자료가 될 것으로 기 하며 정책수립자, 정부의 

재정담당자  계 문가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라 기 한다. 

본 연구는 고경환 연구 원의 주  하에 본 원의 김태은 연구원과 계

명 학교 윤 진 교수, 인하 학교 강병구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귀 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원내 원종욱 연구 원과 유근춘 연구 원께도 감사의 말 을 드

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 인 견해가 아니라 연

구진의 개별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C
ontents

Abstract ···················································································· 1

요 약 ·························································································· 5

제1장 서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 ······································································· 27

제2절 연구의 방법 ······································································· 30

제2장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구조의 특징과 성과 ······················· 35

제1절 조세체계 ············································································ 36

제2절 재정지출구조 ····································································· 39

제3절 사회경제적 성과 ································································ 43

제4절 소결 ·················································································· 47

제3장 사민주의형 복지국가: 스웨덴 ·········································· 53

제1절 서론 ·················································································· 53

제2절 스웨덴 경제 현황과 복지모델의 발전과정 ·························· 54

제3절 스웨덴 복지모델과 조세 및 재정 현황 ······························· 68

제4절 스웨덴 복지개혁의 동향 : 1980-2010년 ·························· 82

제5절 스웨덴 복지모델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지속가능성 ············· 93

제6절 한국에의 시사점 ······························································ 119

제4장 보수주의형 복지국가: 프랑스 ········································ 127

제1절 서론 ················································································ 127

제2절 경제‧사회적 현황 ···························································· 129



제3절 사회보장체계와 복지재정 및 복지재원조달 현황 ·············· 137

제4절 복지개혁 동향 ································································· 162

제5절 성과와 지속가능성 ··························································· 166

제6절 한국에의 시사점 ······························································ 171

제5장 자유주의형 복지국가: 영국 ··········································· 177

제1절 서론 ················································································ 177

제2절 영국의 경제사회적 현황 ·················································· 178

제3절 2008년 이후 경제위기 극복정책 ····································· 185

제4절 재정정책과 복지재정의 변화 ············································ 190

제5절 성과와 지속가능성 ··························································· 201

제6절 한국에의 시사점 ······························································ 207

제6장 한국형 조세정책의 모색 ················································ 213

제1절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한 전제조건 ····························· 213

제2절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 219

제3절 복지재원조달방안 ····························································· 224

참고문헌 ················································································· 233



Contents
표 목차

〈표 2- 1〉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2010)····································36
〈표 2- 2〉 조세수입의 구성(2010)·················································38
〈표 2- 3〉 OECD 회원국의 최고세율 변화······································38
〈표 2- 4〉 복지수준의 국제비교(2009)··········································40
〈표 2- 5〉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성(2009)····································41
〈표 2- 6〉 영역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2009)····························42
〈표 2- 7〉 복지국가유형별 고용, 분배, 재정건전성 지표··················47
〈표 3- 1〉 조세-복지지출 연계모형·················································73
〈표 3- 2〉 최고세율의 국제비교(2011)··········································74
〈표 3- 3〉 스웨덴 재정 총량지표·····················································75
〈표 3- 4〉 스웨덴 GDP 대비 총조세부담률·····································82
〈표 3- 5〉 OECD 국가 재정의 소득 재분배 개선 기여도(2008)·····99
〈표 3- 6〉 OECD 국가 재정의 빈곤율 감소 효과··························100
〈표 3- 7〉 스웨덴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추이······························102
〈표 4- 1〉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 비중

(성별‧연령별 장기실업자)············································130
〈표 4- 2〉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132
〈표 4- 3〉 EU 주요 국가의 고용률(2011)···································133
〈표 4- 4〉 연간 생활수준과 불평등 지표········································134
〈표 4- 5〉 생활수준의 불평등 축소에 기여하는 다양한 이전(2010)··136
〈표 4- 6〉 사회보호레짐별 제도적 부문·········································141
〈표 4- 7〉 공공행정 기능별 지출 추이···········································144
〈표 4- 8〉 공공행정 부문별‧기능별 지출 추이·······························145
〈표 4- 9〉 사회보호제도 관련 지출 추이(이전 제외)······················146



〈표 4-10〉 사회보호급여의 위험별 구조 발전································148
〈표 4-11〉 레짐별 사회보호급여의 구조·········································148
〈표 4-12〉 레짐 유형별 급여(2010)············································149
〈표 4-13〉 위험 유형별 및 레짐 유형별 사회보호 급여(2010)·····150
〈표 4-14〉 2010년 기준 레짐별 재원 구조···································153
〈표 4-15〉 GDP 대비 총조세부담률··············································154
〈표 4-16〉 민간부문 임금근로자에게 부과된 법적 보험료율(2012)··157
〈표 4-17〉 사회보호를 위한 조세 및 국가 조세 수입 비교(2010)··159
〈표 4-18〉 다양한 사회보호레짐에 대한 정부보조금·······················162
〈표 4-19〉 사회보장에 대한 임금근로자와 고용주의 기여···············173
〈표 5- 1〉 영국의 산업구조(2011)···············································179
〈표 5- 2〉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상태(15~64세, 2011)··············183
〈표 5- 3〉 경제위기 대책의 국제비교············································187
〈표 5- 4〉 노동시장정책································································187
〈표 5- 5〉 영국의 부가가치세율 변화············································191
〈표 5- 6〉 영국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192
〈표 5- 7〉 영국의 법인세율 변화···················································193
〈표 5- 8〉 영국의 국민부담률 및 재정지출규모(2010)·················196
〈표 5- 9〉 조세수입의 구성(2010)···············································198
〈표 5-10〉 조세수입의 구성의 변화(2007~2010)·······················199
〈표 5-11〉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성(2009)·································200
〈표 5-12〉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성 변화(2007~2009)·············201
〈표 5-13〉 복지국가유형별 중앙정부 부채비율의 추이····················202
〈표 5-14〉 조세 및 이전지출의 재분배효과 및 빈곤율 감소효과·····205
〈표 5-15〉 사회지표······································································206



Contents
그림 목차

〔그림 2- 1〕 복지국가유형별 경제성장률··········································44
〔그림 2- 2〕 1인당 실질GDP··························································45
〔그림 3- 1〕 스웨덴의 GDP 성장률 (1950~2010)·······················56
〔그림 3- 2〕 재정지출규모와 복지지출 간 관계································77
〔그림 3- 3〕 재정지출규모와 조세부담 간 관계································78
〔그림 3- 4〕 복지지출과 조세부담 간 관계·······································79
〔그림 3- 5〕 스웨덴의 자살률 추이(1901~2002)························108
〔그림 3- 6〕 스웨덴의 이혼율 추이(1947~2005)························109
〔그림 3- 7〕 스웨덴의 범죄율 추이(1950~2007)························109
〔그림 3- 8〕 복지국가의 트라일레마 상황······································111
〔그림 3- 9〕 스웨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추이···············118
〔그림 4- 1〕 소비자 물가지수(CPI) 및 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129
〔그림 4- 2〕 ILO 기준 실업률 추이··············································130
〔그림 4- 3〕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추이···································131
〔그림 4- 4〕 빈곤율 추이 ·····························································134
〔그림 4- 5〕 총 가처분소득 중 사회적 급여 비중···························135
〔그림 4- 6〕 사회보호, 사회보험과 사회보장·································142
〔그림 4- 7〕 제도적 부문별 급여 증가 추이···································146
〔그림 4- 8〕 사회보호 재원의 다양화(이전 제외) ·························151
〔그림 4- 9〕 재원구조(2010년 기준)···········································152
〔그림 4-10〕 사회보장의 총조세부담액··········································154
〔그림 4-11〕 총임금근로자수와 임금과 연계된 실질 보험료 추이···155
〔그림 4-12〕 유형별 사회보험료 추이 ··········································156



〔그림 4-13〕 사회보험료 구성(2010년 기준)·······························156
〔그림 4-14〕 사회보장세 추이·······················································159
〔그림 4-15〕 사회보장세의 수혜를 받는 레짐(2010)····················160
〔그림 4-16〕 사회보호의 수입과 지출 ··········································167
〔그림 4-17〕 불평등 추이 ····························································168
〔그림 4-18〕 구매력 추이······························································169
〔그림 4-19〕 1인당 GDP와 1인당 국민소득·································169
〔그림 4-20〕 전일제와 파트타임 비중 ··········································170
〔그림 4-21〕 출산율 추이······························································170
〔그림 4-22〕 유럽연합국가들의 유형별 사회보호 재원조달(2009)·171
〔그림 4-23〕 사회적 기여금 비중(2009)······································172
〔그림 5- 1〕 영국의 경제성장률····················································180
〔그림 5- 2〕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81
〔그림 5- 3〕 영국의 고용률(15~64세)·······································182*
〔그림 5- 4〕 영국의 실업률(15~64세)·········································182
〔그림 5- 5〕 영국의 지니계수························································184
〔그림 5- 6〕 영국의 빈곤율···························································185
〔그림 5- 7〕 통합급여의 구성························································195
〔그림 5- 8〕 국민부담률의 추이····················································197
〔그림 5- 9〕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200
〔그림 5-10〕 영국 중앙정부의 부채비율·········································202
〔그림 5-11〕 지니계수의 추이·······················································203
〔그림 5-12〕 빈곤율의 추이··························································204
〔그림 5-13〕 합계출산율 추이·······················································205
〔그림 5-14〕 자살률 추이······························································206



Abstract

Financing Policy for Sustainable Welfare for 

Korea: A Case Study of Sweden, France and the UK

This report provides an overview and assessment of European 

countries’ taxation and financial policies to navigate effective way 

to reach sustainable welfare of Korea. It compares Sweden, 

France, England’s fiscal structure, crisis managements and 

economical/social successes. It selects Sweden as the typical 

Scandinavia-social democracy country, France as the Western 

european-conservative country and England as the Anglo 

-Saxon-liberal country. To investigates economical success, it 

examines each country’s economic growth, income distribution, 

fiscal balance and government debt. For the social successes, It 

checks quality of life, suicide rates, fertilities. 

 Swedish social welfare model which is represented as universal 

social welfare suggests that the way of distribu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way of taxation. Even though Sweden has low 

degree of cumulative taxation, it has great distribution effects. 

Sweden is also represented as Rehn-Meidner Model which 

promotes the solidarity income and the active labou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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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Since the temporary employee can raise the financial 

demand of social policies in Korea, Swedish model such as ‘the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gives considerable solution 

for temporary employees problem in Korea. This report also hints 

the way to increase the tax by lowering the real tax burden for 

individual like as Sweden. Above all, it emphasizes that Swedish 

politics and policy trusted by civil influences positively on 

effectiveness of social welfare system.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in France is very complicated, 

segmented and accompanied nation's low involvement. These 

factors make social actors hard to negotiate. France begins social 

protection with social insurance programs which is based on 

Bismarckian model. However after the 1990’s deepening poverty, 

France introduced tax-based income replacement system originated 

from Beverigian model to solve the poverty and create the jobs. 

The France’s combination of the Bismarckian model based on the 

solidarity of income earners and the Beverigian model based on 

the security of social rights is suggested as one of the viable 

alternative. Since Korea has fragile taxation footing which is 

resulted from lack of taxation infrastructure, it is limited to 

promote tax-based social security programs widely. The social 

insurance system which is fully depending on income earner also 

can widen the poverty gap in the labour market. Therefore, To 

find proper combination of these two is one of the principal 

challenges for the sustainable social welfare system in Korea.

Since finance and insurance is of great importance in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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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the economical crisis of 2008 hits England harsher than 

average of OECD countries. While recovering the crisis, England 

concentrates on the active labour market programs and expands the 

government funding on fiance and other industries. However, 

continuing recession starts to bring the reformation of Social 

Security, and the reduction of the tax concessions and the public 

expenditures. The reformation contains policies for building up the 

work incentive, diversifying the taxation source and replacing the 

means-tested benefits by universal credits. These discretionary 

fiscal policies and efforts on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of 

England shows diverse progress of the welfare state. 

The expansion of the social welfare brings not only benefits 

such as social cohesion and political stability but also costs. As to 

the funds for social welfare, this report implies that it is important 

to find proper combination of tax and contribution. The trust in 

politics and the knowledge on institutions is also the key of 

decision-making process on social welfare policies and taxation 

policies. However, it is risky to imitate the other countries’ case 

unconditionally. The report suggests to find the way to pursue 

sustainable social welfare by considering the relations of the other 

policies and taking a comprehensive approach.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최근 세계화, 로벌 융 기로 인한 실업  

불평등 심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제도와 재정의 지속가능

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정책  복지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

기 어려움.

－복지정책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

보될 때 확보됨.

⧠ 선진 복지국가들은 복지정책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해 재정 칙 마련, 복지제도의 개 을 단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

하고 있음.

○복지제도의 개 과 조세  재정제도의 개 은 각국의 역사 , 사

회경제 , 정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추진되었음.

－국가별 복지제도의 특성, 정치  요인, 경제사회  요인 등에 따라 

정책  응도 다르게 나타나 경로의존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한편 세계화, 로벌 융 기, 인구 고령화 등의 외부환경이 복

지  재정제도에 미치는 향이 비슷한데도 국가별로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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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복지국가의 경제‧사회  성과는 정부의 정책  응에 의해 향

을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른 근

본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음.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른 차별  성과와 각 정부의 정책  응

에 을 맞추어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선진 복지국가들의 경험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의 지속가능

성을 한 조세‧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함.

○합리 인 복지재원 조달과 정책을 설계하기 해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재정 황  재원조달 방식에 한 분석을 하고, 한국의 복

지재원 조달에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유럽 복지국가들의 복지재원 조달  복지재정의 구조

와 세계화와 로벌 경제 기 등에 한 정책  응을 분석하고, 국

가별 경제  사회  성과를 비교 평가함.

○국가별 복지정책과 경제‧사회  성과의 연계 분석을 하는데 경제

 성과로서 경제성장, 소득 재분배,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분석하며, 사회  성과로서 삶의 질(생활만족도, 행복), 자살률, 출

생률 등의 사회  지표를 살펴 .

－국가별 비교는 복지국가의 유형별 형 인 복지모델을 보여주는 

스웨덴(사민주의-스칸디나비아형), 랑스(보수주의-서유럽형), 

국(자유주의-앵 로색슨형)을 상으로 복지정책  제도와 

조세‧재정정책에 한 국내외 문헌 분석함.

○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복지정책  조세‧재정정책의 방

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복지재원 조달에 한 시사 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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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구조와 사회경제적 성과

  1.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 및 재정지출 구조

⧠복지국가 유형별로 조세 및 재정지출 구조에 차이가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국민부담률의 경우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에서 가장 작고,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 일찍이 비스마르크형 복지제도를 발전시킨 서유럽형 복지국가

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가장 높고, 남유럽형 복지국

가의 조세부담률은 작지만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은 서유럽형

복지국가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둘째, 조세수입의 구성을 보면 앵글로색슨형과 스칸디나비아형 복

지국가의 경우 서유럽형과 남유럽형 복지국가에 비해 소득세의 비

중은 높고,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낮음.

－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에 비해 재산세의

비중이 매우 높고, 서유럽형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가장 크고, 남유럽형 복지국가에서는 소비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모든 유형의 복지국가에서 법인세보다는 개인소득세, 개별소비

세보다는 일반소비세의 비중이 큼.

○셋째, 공공사회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유럽형

복지국가에서 가장 크지만, 복지급부율과 1인당 공공사회복지지출

은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에서 가장 큼.

－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의 경우 복지의존 인구에 대한 복지제도

의 관대성이 가장 크고, 서유럽형과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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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비율이 높아 여타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노령인구를 

상으로 하는 연 부조건이 하며,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

의 경우 모든 복지지표에서 스칸디나비아형과 서유럽형 복지국

가보다 낮은 수 을 기록하고 있음.

○넷째, 복지지출의 구성을 보면, 서유럽형과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소득 체형 사회지출의 비 이 크고, 앵 로색슨형과 스칸디

나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사고 응  사회지출의 비 이 상

으로 큼.

－다만,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정부서비스의 비 이 

크다는 에서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시장 련 사회지출을 보면 서유럽형 복지국가에서 그 비

이 높고, 앵 로색슨형에서는 낮은 비 을 보이고 있음.

  2. 복지국가 유형별 경제‧사회 성과와 특징

⧠ 재정수입과 복지지출 구조의 차이는 사회경제  성과의 차이를 래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복지국가 유형별로 그 성과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음.

○복지국가유형별 경제성장률은 1970년 에는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성

장률이 가장 높고,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성장률이 가장 낮았음.

－그러나 1980년  이후에는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성장률이 

높은 수 을 유지하 음.

○반면에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는 다른 복지국가 유형에 비해 1인

당 실질GDP가 높은 수 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률이 가장 높음.

－가처분소득은 물론 시장소득을 기 으로 측정된 지니계수도 작

아 분배구조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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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정부의 부채비율은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는 서유럽과 남유럽

형 복지국가에 비해 낮은 수 을 기록하 고, 2008년 경제 기 이후

에는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보다 낮은 수 을 유지하고 있음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경우 앙정부의 부채비율은 가장 낮지

만, 가처분소득을 기 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가장 큼.

－고용률 한 스칸디나비아형과 서유럽형 복지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고용률은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와 거의 비

슷한 수 임.

－가처분소득을 기 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가장 작고, 앙정

부 부채비율은 다소 높은 편임.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고용률은 가장 낮음.

－ 앙정부 부채비율과 시장소득을 기 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가장 높음.

Ⅲ.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시사점 

  1. 사민주의형 복지국가: 스웨덴

⧠ 스웨덴 복지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의 집’에 토 를 둔 보편주

의 복지제도임.

○보편주의 복지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부담의 존재방식이 

진 인가 역진 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담이 어떻게 사용되

느냐의 문제임.

－ ‘재분배의 역설’에서 보듯이 보편주의 복지제도는 조세의 진

도가 약하더라도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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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보편주의 복지모델을 통해 국민이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

되는 공동체  사회를 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국민의 집’에 토 를 둔 보편주의 복지제도는 한국형 복지모

델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마이드  모델의 핵심인 연 임 제와 극  노동시장정책은 스

웨덴 복지모델의 주요한 특징임.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달리 노조 가입률이 낮고 노사정 합의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 임 제 도입은 어렵지만,

○연 임 제가 표방한 ‘동일노동 동일임 ’ 원칙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복지재정수요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확 될 가능성이 있고,

－사회통합에도 엄청난 장애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임.

○스웨덴의 극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포

섭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음.

－취업 재교육과 일자리 주선을 국가가 담당하고 취업 비 일 

때 충분한 실업수당을 지 하는 것은 실업의 부정  효과를 충

분히 상쇄해주는 것으로 단됨.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고용을 보장하는 스웨덴의 극  노동

시장정책은 우리에게도 우리 실정에 맞게 정책을 개발의 벤치

마킹 상으로 삼을 수 있음.

⧠ 스웨덴은 보편  복지와 맞물려 복지재원 마련 방법으로서 국민들의 

실질  부담을 이는 방식으로 증세 략을 추진하 음.

○스웨덴은 고부담- 고복지 국가 유형에 속하며, 오늘날에는 세

계에서 가장 높은 조세부담률을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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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 마련 방법으로서 증세의 표 인 사례는 소득세의 인

상, 부가가치세의 도입, 사회보장기여 으로서의 고용주세 등이 

심을 이루고 있음.

－스웨덴의 총조세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 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들의 조세 항이 덜한 이유는 실질 으로 국민 개인과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임.

∙공 연 , 질병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보면 개인 부담분

은 7%에 불과하며, 개인 부담분 7%도 소득세에서 공제해

으로써 실질 인 개인 부담이 크지 않음.

∙기업은 고용주로서 사업자 부담분이 31.42%(자 업자는 28.9%)

에 달해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지만 법인세가 26.3%로 다른 선

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감당할 수 있는 수 이며, 그룹내 

배당 에 한 과세 공제 등 다양한 우 제도가 있음.

○우리나라도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할 시 에 복지- 부담 

수 에서 벗어나 증세가 필요한 시 임.

－한국형 복지모델의 기본은 보편주의 복지모델이 되어야 할 것

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실질  부담을 이는 스웨덴의 

조세정책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경제에는 작은 정부, 복지에는 큰 정부’의 시장원리  산업정책과 

보편  복지정책은 산업구조 환과 고용증   노동생산성 향상이

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음.

○스웨덴은 시장  기업에 해서는 정부가 일체 개입하지 않는 

소  ‘경제에는 작은 정부’의 시장주의 원칙을 철 하게 용하고 

있음.

－이러한 시장주의 원칙은 1970년  석유 동의 경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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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았으며, 2008년 로벌 융 기 이후 

기업처리 문제에도 그 로 용되었음.

○반면 기업 도산으로 발생하는 실업자에 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구제해주는 ‘복지에는 큰 정부’가 지속되었음.

－충분한 실업보험 을 지 하고 취업 재교육을 시키며 직장을 

알선하는 기능을 수행함.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경

제에는 큰 정부, 복지에는 작은 정부’가 지속되고 있다.

－복지국가 시 를 맞이하여 정부와 재정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

될 필요가 있음.

⧠ 복지제도와 정치에 한 국민의 신뢰는 무형의 사회자본으로 작용함.

○신뢰와 력이라는 사회자본은 시민의 정치참여 수 을 제고시켜 

정책의 성과 개선에 기여함.

－정책결정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국민의 정책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제도와 정치인에 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음.

∙ '국민의 집' 이라는 이념을 통해 국민은 정부의 복지정책을 

이해하고 고부담을 받아들 음.

－정부와 국민이 신뢰를 바탕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계가 형성

되어 있음.

∙ 1990년  경제 기 상황에서 고강도의 복지제도 개 을 거

치며 복지 혜택을 축소했지만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는 원상

회복하 음.

○이와 같은 스웨덴 국민의 제도와 정치에 한 신뢰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정 으로 기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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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극의 노력

과 합리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보수주의형 복지국가: 프랑스

⧠ 랑스의 사회보호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분 된 시스템이며 복지재

원조달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상 으로 낮기 때문에 사회  행 자

들과의 상이 쉽지 않음.

○재정정책의 에서 비스마르키언 사회 안 망을 갖춘 국가에서는 

수혜자와 납세자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개 이 용이해 보이지만,

○실제 기여‧고 여를 바라는 수혜자들의 이해 계를 조정하는 것

이 쉽지 않음.

－ 랑스는 제도  로그램의 복잡성  다양성으로 인해 조합

주의 복지 짐 국가에 고유한 행정고비용, 용 상의 불명확

성, 여수 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 격한 개 이 불

가능함.

○ 랑스의 사회보호시스템은 기 사회보험시스템을 사회보호제도

의 근간으로 하는 비스마르키언  모델에서 시작하 으나, 1990

년  이후 계속 심화되는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만

들기 해 조세에 기반한 여체계를 도입하며 비버리지안 유형으

로 확장되어 왔음.

－자산 조건 없이 지불되는 가족수당, 최 노령지원 는 CMU 

등 사회보호의 재원조달 내에 조세수입의 비  증가하 고, 개

별  책임에 근거한 사회보험시스템에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시

키기 해 조세를 도입하여 복지재원의 조달 측면에서 사회보

험과 조세로 이 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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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와 실업 증 , 사회  배제

의 확  등은 부분 으로 사회보험시스템의 실패의 결과이기 때

문에 특정한 정책은 사회보험의 개 과 련될 수밖에 없고 새로

운 종류의 제도는 통 인 사회보험시스템과 분리되는 것이었음.

○사회보장기여 에 근거하는 비스마르키언 사회보험시스템은 소득 

불평등을 복지의 불평등으로 연계시킬 뿐만 아니라 무능력 빈곤층

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비스마르키언 시스템은 사회보장 수 이 소득계층별, 직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복지를 둘러싸고도 계층간, 직업간 갈등이 표

출되면서 사회  합의에 근거한 개 이 어려워질 수 있음.

○임 소득자의 연 에 기 한 비스마르크 방식의 재원조달체계와 

범사회  시민권에 토 를 둔 비버리지 방식의 재원조달체계의 결

합을 복지의 상품화에 한 실 인 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사회계층별 사회보장의 차별화로 인해 복지의 양극화를 래할 

수 있는 비스마르키언 사회보험 방식의 사회보장을 무조건  도

입하는 것은 양극화 심화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 합하지 않음.

⧠ 복지확 는 경제  에서 조세  사회보장기여 으로 나타나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  비용이지만 동시에 정치  안정  사

회통합력 제고라는 정치 이고 사회 인 편익을 가져옴.

○국민  수요에 맞추어 복지재정을 확 하면서도 재정 건 성을 유

지하기 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한 재원배분

이 필요함.

－이를 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한 다양한 제

도  기반 확립, 안정 이고 합리 으로 복지재정을 확보하기 

한 재원배분구조의 조정, 합리 이고 형평성에 맞도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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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확 , 조세제도의 간편화와 투명성 확보, 복지재정의 재

원조달방식에 한 합의와 함께 조세수입구조 조정이 이루어져

야 할 것임.

○ 랑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시스템의 비용은 조세로 부

담할 수도 있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기여 으로 

충당할 수도 있음.

－한국은 과세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조세로 부담하

는 것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

∙이는 납세능력이 있는 자 업자나 변호사, 의사 등의 문직

들이 소득 악이 상 으로 쉽지 않은 등 과세인 라가 취

약한 상태에서는 실제 근로소득자들의 부담만 가 될 것이기 

때문임.

－그러나 사회보장기여 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시스템의 구축은 

랑스의 경험에서 보듯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빈곤층들

을 계속 재생산하면서 복지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복지정책의 확  과정에서 재원조달을 한 사회보장기여

과 일반조세수입의 최  결합을 찾는 것이 요한 과제가 됨.

  3. 자유주의형 복지국가: 영국

⧠ 국은 국제 으로 융  보험업의 비 이 상 으로 높고, 세계

의 융시장과 긴 히 연계되어 있어 2008년 미국의 융 기로부터 

큰 향을 받았음.

○ 2008년 경제 기로 인한 경기하락폭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회복수 은 낮아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OECD 회

원국 평균을 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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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시

장소득이 감소하고 소득분배구조는 악화되었음.

⧠ 국은 경제 기의 극복과정에서 리정책, 화폐발행, 국채매입 등 통

화정책을 주로 이용하 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극  노동시장정책에 

집 하 음. 한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보다는 은

행과 산업에 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로그램을 확 하 음.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재정 자 규모의 감축

을 해 세제혜택의 축소, 공공지출의 삭감, 사회보장제도의 개  

등 다양한 재정 건 화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조세체계 공정성과 효율성의 원칙하에 근로에 한 보상, 명목

세율(headline tax rate)의 인하, 세원의 확   다양화, 그리

고 조세감면의 축소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소외계층에 한 보호와 함께 자산조사형 복지 여를 통합 여

(Universal Credit)로 체,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Work 

Program에 한 개편 등 소득 복지 여 수 자의 근로유인

체계 강화  납세자와 사회보장수 자에 한 공정성 유지 등

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복지개 을 추진하고 있음.

⧠ 2008년 경제 기 이후 재량  재정정책의 시행과 국가재정 건 성 

회복 노력, 그리고 복지제도 달체계의 개선을 통한 복지재정의 효

율화 등은 국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요한 시사 임.

○그러나 국과 우리나라는 복지제도의 역사와 실, 습과 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부분 으로 답습하는 것은 매우 험함.

－다른 제도와의 계를 고려한 총체  에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복지국가 발 의 다양성이라는 시각에서 새로운 개편

이 모색되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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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조세정책의 모색

  1.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한 전제조건

⧠ 각 국가의 복지개 은 복지와 경제  성과를 연계시켜 복지재정의 효율

성을 높이고 복지재원의 조달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진 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복지수 의 수렴 상으로 국가별 차이가 어들고 있음.

○역사  맥락이나 정치‧사회‧경제  환경의 차이로 다른 나라의 모

델을 그 로 따를 수는 없으나,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 사회에 어

떻게 실 시킬 수 있는가에 한 검토가 필요함.

○복지확 를 통한 분배구조의 개선이 경제의 안정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복

지정책을 한 제조건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복지재정의 확 를 해서는 재정‧조세개 을 통한 성장형 복

지국가의 비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것

이 요함.

○복지정책은 지속 인 성장을 한 인  자본에 한 투자이며, 이

를 통해 동반성장이 가능함.

－복지재정의 확 를 통한 양극화  출산‧고령화 책은 미래

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조세수입의 증 와 재정건 성의 유지를 

해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책과제임.

⧠ 둘째,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제도 개 이 이루어져야 함.

○형평성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정책 고유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재

정건 성을 유지하면서도 복지재정투자를 한 재원확보를 해서

는 재의 불합리하고 후진 인 조세구조를 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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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만들기 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와 정치에 한 신뢰가 매우 요함.

○재원배분과 재정 자의 정도는 자본과 노동, 소득계층간, 직종간, 

세 간 갈등과 력의 총체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  수요에 맞

추어 재정규모  복지재정의 확  여부를 결정해야 함. 

－스웨덴이 보편  복지모델의 표  국가로 자리매김된 것은 

스웨덴 정치에 한 국민들의 강한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이 정

부의 복지정책을 이해하고 고부담을 받아들 기 때문임.

○정부에 한 불신이 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가 과거 개

발연  방식의 경제개입은 지양하되,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공공사회서비스 인 라  인력을 확충하고 경제정책과 사

회정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특히 양극화 해소를 한 재정지출의 방향과 수 에 한 국민

 합의가 필요함.

⧠ 넷째, 사회구성원간의 연 와 사회  리스크로부터의 보호를 해 

체 여시스템을 재구축하고 합리 인 여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임의 이고 행정편의주의 인 재정지출이 아닌 한국 사회의 복지

재정모델  체 여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합리 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어떠한 여시스템들을 선택하고 어떤 종류의 여에 재원을 

집 하는가에 따라 경제  효과는 달라지며, 사회  이 시스

템의 재분배효과는 채택된 사회보장제도의 혼합(mix)에 의해 

많은 향을 받기 때문임.

－재정수입과 복지지출 구조의 차이는 사회경제  성과의 차이를 

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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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장에 정 인 효과를 미치면서 동시에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 진형 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2.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 우리나라의 복지수 은 양  규모가 하게 낮은 수 이기 때문에 

재원이 허용되는 한 모든 분야의 복지지출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함.

○양극화 극복과 출산‧고령화 사회에 비하기 해서는 복지확

라는 에서 사회  시 성과 필요성을 고려한 복지정책의 우선

순 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공보육 강화,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개선, 노인빈곤문제의 해

결, 공공의료를 확 와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자 리, 사회서비스 심의 사회안 망의 공  확 , 극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소득 비정규직의 4  사회보험 용확

 등 복지정책의 우선순 를 설정

  3. 복지재원조달방안

가. 기본방향

⧠ 복지제도가 지속가능성을 갖기 해서는 복지제도를 뒷받침해  재

정이 반드시 필요함.

○양극화 심화와 출산‧고령화 사회의 두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복지재정의 확 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해서는 한 수

의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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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 조달을 한 증세 여부  구체 인 증세 방법은 국

민  합의에 기 한 정치  상을 통해 가능하며, 복지재원조

달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복지재정의 재원조달을 해서는 일반 으로 국가채무 증 , 

조세부담 증가, 국가채무와 조세부담 증가의 결합 등 3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음.

○국가채무  조세부담의 증가에 한 국민들의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

므로 장기  에서 재원조달방안에 해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재원을 국가채무로 조달하는 방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

시키고 미래세 에 부담을 가시킨다는 에서 장기 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세율인상 는 새로운 세목 신설을 통해 조세로 복지재원을 조

달하는 방안은 근본  세제개편과 련되는 문제로 좀 더 장기

 에서의 사회  합의가 필요함.

－국채와 조세로 나 어 충당하는 방안은 세율인상폭은 다소 

어들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나 미래세 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

은 마찬가지임.

⧠ 둘째, 복지정책의 확  과정에서 재원조달을 한 사회보장기여 과 

일반조세수입의 결합의 최 을 모색해야 함.

○복지확 는 경제  에서 조세  사회보장기여 으로 나타나

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  비용이지만 정치  안정  사

회통합력 제고라는 정치 이고 사회 인 편익을 가져올 것임.

－사회보험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면서 복지확 를 한 추가  재

원은 국민 모두의 조세로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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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조세의 형평성 제고  선진화를 통한 재원확보도 필요함.

○합리 이고 형평성에 맞도록 과세기반을 확 하고 조세제도의 간

편화와 투명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의 발 에 책임을 지는 조세제도를 확립해야 함.

○복지의 실 을 한 재원조달은 원칙 으로 공평과세에 의해 이루

어져야 함.

－공평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과세된다’는 원칙의 실

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과세기반이 강화되고 형평성은 높아

지면서 세수는 증 될 것임.

⧠ 넷째, 국민  수요에 맞추어 복지재정을 확 하면서도 재정건 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한 재원배분

도 이루어져야 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한 재원배분은 정부 산 약과 정

부재정에 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에도 기여할 것임.

－재정지출의 효율성 강화를 해서는 다양한 제도  기반이 확

립되어야 하며, 안정 이고 합리 인 복지재정 확보를 해서

는 재원배분구조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음.

○복지재정의 확 를 해 다른 분야의 지출을 축소하기 보다는 재

정규모의 확 와 함께 복지재정이 확 되어야 함.

⧠ 다섯째, 복지재정의 재원조달방식에 한 합의와 함께 조세수입구조

도 조정해야 함.

○성장에 있어서 요한 것은 조세수 보다는 조세구조이므로 조세

수입구조의 조정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음.

○소득세는 일반 으로 불평등 감소에 가장 효과 인 조세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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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우리나라는 소득세 부담이 낮기 때문에 소득세의 과세자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소득수 별, 가족구성별로 소득세 부담을 조

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근로소득과세자의 비율이 낮고 자 업의 비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보장기여 을 주된 복지재원으로 할 

경우 4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각지 가 매우 많아질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기  에서 과세인 라를 강화하여 

소득과세의 비 을 높이면서 복지확 를 해 조세를 통한 복지재

원 조달이 타당할 것임.

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전략

⧠ 복지확 를 해서는 증세가 필요하지만 조세부담률의 인상은 정치

으로 실 하기 쉽지 않음.

○복지요구의 증가 상황에서 재정건 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부

담‧ 복지에서 벗어나 증세를 해야 함.

－조세부담의 증가를 통한 복지확 로 인해 어떠한 사회  혜택

을 릴 수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함.

－ 장기 인 복지국가 목표와 조세개 의 로드맵을 제시하여 단

기 인 정책과의 연 성을 명확하게 밝 주어야 함.

－국민들에게 증세의 필요성을 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

인 목표로서의 복지정책의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한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필요로 되는 재원확보를 한 증

세 방안을 제시해야 함.

－납세자들의 조세 항을 방하기 해서는 조세체계 반에 걸

쳐 과세형평성을 회복하는 세제개편이 우선 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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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주의 복지모델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한 증세가 선별  복지

모델보다 용이함.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집 하는 선별  복지에 치 하면 복

지 수혜자와 담세자가 분리되어 정치과정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음.

○보편주의 복지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부담방식의 진성 

는 역진성의 문제가 아니라 부담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의 문제임.

－스웨덴의 경우 총조세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 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조세 항이 덜한 이유는 개인과 기업이 실질 으로 

조세부담을 감당할 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임.

－이는 조세부담률은 명목 으로 높지만 고복지로 인해 국민들이 

조세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실질 인 감소를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보임.

∙스웨덴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개인 부담분(7%) 보다는 사업

자 부담분(31.42%, 자 업자는 28.9%)이 더 높음.

∙개인 부담분도 소득세에서 공제해 으로써 실질 인 개인 부

담이 크지 않고, 기업은 고용주로서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지

만 법인세(26.3%)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그룹

내 배당 에 한 과세 공제 등 다양한 우 를 받고 있음.

⧠ 보편복지의 확 를 해서는 장기 으로 보편증세가 필요하지만, 우

리나라 조세체계의 공평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먼  공평과세를 

실 하는 차원에서 조세체계의 진성을 강화한 후 보편증세의 방식

을 채택해야 함.

○이를 통해 국민들의 조세 항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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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의 진성 강화를 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고소득층  재벌 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상의 혜택을 축소시

켜 법인세 과세기반을 확충

－소득세 최고세율이 용되는 과세표 을 낮추어 용 상자 확

－과세표  1000억원 이상 기업에 해서는 보다 높은 법인세

율 용과 최 한세율을 인상

－상장주식과 생상품의 양도차익에 한 면 과세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장기여  비 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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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08년 미국의 융 기에서 시작된 경제 기가 세계 역으로 확산

되었다. 시장만능의 자본주의는 이제 끝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다. 

2010년 유로존에 속한 그리스의 재정 기는  다시 세계경제의 기를 

몰고 왔다. 세계 각국의 만성 인 재정 자의 과 그로 인해 증하

는 국가채무는 융시장의 불안 등을 래하여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속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한 재정

칙 마련 등 각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응을 하고 있다. 

더불어 선진 복지국가들은 복지정책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

지하기 해 복지제도의 개 을 단행하고 있다. 복지와 재정은 바늘과 

실처럼 한 계가 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정책  복지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개 은 곧 조세 

 재정제도의 개 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들의 개 은 각국의 역사 , 

사회경제 , 정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기  2008년 로벌 융 기를 거치면서 

사회 반 인 양극화 상이 심화되었다. 시장소득 기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2010년 0.315, 가처분소득 기  지니계수는 1990년 

0.256에서 2010년 0.289로 증가되었다. 산층으로 구분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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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0% 인구의 비 은 가처분소득 기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 시장소득 기  같은 기간 73.7%에서 63.7%로 하락하 다.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상회하여 1953년 69달러의 약 

300배에 달하는 양 인 고도성장을 기록하 지만, 최근 20년간 우리나

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소득분배, 자살률 등 삶의 질과 련된 사회지표

가 빠르게 악화되었다. 

양극화는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향을 주며 사회  통합을 해한다. 양극화 해소는 출산‧고령화 문

제와 함께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두되었다. 문제는 양

극화 해소를 한 복지정책의 확 는 ‘재정’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

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되

었고 2012년 정부 복지지출 산은 92.6조원으로 체 재정에서 차지하

는 비 은 28.5%이다. 201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1990~2007년

까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연간 11%씩 증가하여 OECD 국가  

가장 빨리 증가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 은 

OECD 국가에 비해 상 으로 낮아 2009년 기  GDP 비 9.4%(고

경환 외, 2011)로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복

지‧ 부담 국가에 속한다.  

세계화와 시장경쟁은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출산‧고

령화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행 복

지제도만으로도 장기 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재정 건 성

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유로존 기의 지

속 인 반복 등으로 인해 세계 인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망되는 

상황에서 복지재정 확충을 한 한국경제의 성장 망은 불투명하다. 실

제 2012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 로 망되고 2013년에도 한

국경제의 성장률은 기껏해야 3%  상반부에 그칠 것으로 측된다. 따



제1장 서론∙29

라서 18  선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복지공약을 실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한 합리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한 국민  합의 도출이 필요한 시 이다.     

본 연구는 합리 인 복지재원 조달과 정책을 설계하기 해 선진 복

지국가들의 경험분석을 통해 조세‧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

이다.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재정 황  재원조달 방식에 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복지재원 조달에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연구 상 국가는 스웨덴, 랑스, 국이다.

최근 세계화, 로벌 융 기로 인한 실업  불평등 심화, 인구 고

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제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

진 은 선진 복지국가들의 공통된 상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선진 복지국가들의 정책  응이 달랐다는 이다. 각 국가의 정

책  응은 경로의존  특성을 보여 다. 국가별 복지제도의 특성, 정

치  요인, 경제사회  요인 등이 다름에 따라 정책  응이 다르게 나

타난다.

여기서  하나 주목하는 은 복지국가의 특징  성격에 따라 경제

‧사회  성과가 다르다는 이다. 세계화, 로벌 융 기, 인구 고령화 

등의 외부환경이 복지  재정제도에 미치는 향이 비슷한데도 국가별

로 경제‧사회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 재정수지, 국가

채무, 소득 재분배 등의 경제  성과와 삶의 질, 행복수 , 자살률, 이혼

율 등의 사회  성과가 복지국가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에는 

경제  성과보다 사회  성과에 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이 더 이상 국민의 행복 수 을 높여주지 않는다”는 이스털린

의 역설이 사회과학계에 확산되면서 경제  성과보다 삶의 질에 을 

둔 사회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복지국가의 경제‧사회  성과는 정부의 정책  응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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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른 근본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지국가의 유

형에 따른 차별  성과와 각 정부의 정책  응에 을 맞추어 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 복지국가의 복지정책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

지하기 한 조세  재정정책을 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 을 찾아 한국의 복지정책  조

세‧재정정책의 방향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유럽 복지국가들의 복지재원 조달  복지재정의 구조를 

분석하고 세계화와 로벌 경제 기 등에 한 정책  응을 분석하고

자 한다. 그리고 국가별 경제  사회  성과를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유럽 복지국가로서는 Esping-Andersen(1990)과 Castles(2004)의 복

지국가 유형 분류를 참조하여 스웨덴, 랑스, 국을 상으로 한다. 

Esping-Andersen(1990)은 탈상품화의 정도를 기 으로 복지국가의 유

형을 자유주의(liberal), 보수주의(conservative), 사민주의(social 

democratic) 복지국가로 분류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에는 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보수주의 는 조합주의 복지국가에는 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이 포함된다. Castles(2004)는 공공정책의 

유형화에 따라 복지국가를 앵 로색슨형(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

드, 국, 미국), 스칸디나비아형(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서

유럽형(오스트리아, 벨기에, 랑스, 독일, 네덜란드), 남유럽형(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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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분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사민주의-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로서 스웨덴, 보수주

의-서유럽형 복지국가로서 랑스, 자유주의-앵 로색슨형 복지국가로서 

국을 상으로 한다.1) 각 복지국가 유형별로 하나의 국가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하지만 필요한 경우 비교 차원에서 다른 국가를 포함한 복

지국가 유형별 비교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별 복지정책과 경제‧사회  성과의 연계 분석을 하는데 

경제  성과로서 경제성장, 소득 재분배,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분

석하며, 사회  성과로서 삶의 질(생활만족도, 행복), 자살률, 출생률 등

의 사회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성과에 심을 갖는 것은 최

근 행복학이 사회과학계에 향을 미치고 있는 을 반 한 것이다. 행

복학에서 제시되는 명제들은 그동안 경제학에서 개발한 이론들을 수정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결정에 핵심  역할을 했던 경제학  명제들

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제 로 규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

이다. 이제 복지정책이나 조세  재정정책을 단하는 기 이 ‘국민의 

행복을 얼마나 증진시켰는가’에 두어져야 한다. 행복이 정책목표의 최우

선 순 가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 사회과학계의 새로운 흐름이다.

연구 방법으로서는 우선 복지국가의 유형별 형 인 복지모델을 보

여주는 스웨덴, 랑스, 국의 복지정책  제도와 조세‧재정정책에 

한 국내외 문헌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세  재정과 경제‧사회

 성과에 한 각종 데이터는 통계청, 한국은행, OECD, IMF 등의 자

료를 활용할 것이다. 각종 데이터는 시계열자료 는 복지국가 유형별 

비교분석 자료를 만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최근 재정 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형 국가도 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

으나 시간  자료상의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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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재정구조는 사회복지정책은 물론 경제정책의 반 인 특

징을 반 하고 있으며, 복지국가 유형별로 일정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국가 유형별로 고용  분배, 그리고 재정건 성의 성과에서 

차별을 보이기 때문에 재정구조의 복지국가 유형별 특징은 주된 연구의 

상이다.

본 장에서는 정치‧제도  변수와 각종 사회경제  지표를 이용하여 

공공정책을 유형화한 Castles(2004)에 따라 복지국가를 앵 로색슨형(호

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국, 미국), 스칸디나비아형(덴마크, 핀

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서유럽형(오스트리아, 벨기에, 랑스, 독일, 네

덜란드), 남유럽형(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분류하 다. 

남유럽형을 제외할 경우 이러한 복지국가의 구분은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유형화의 기 으로 용한 Esping-Andersen(1990)의 자유주의(liberal), 

보수주의(conservative), 사민주의(social democratic) 복지국가와 체

로 일치한다. 이때 노동력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란 개인 는 

가족이 시장에의 참여 여부와 계없이 사회 으로 수용할만한 수 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 으로 탈상품화지수는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높고,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낮

은 것으로 평가된다.2)

2)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한 자세한 논의는 강병구(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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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복지국가유형별로 조세체계와 재정지출구조를 비교 분석

하고, 고용, 분배, 재정건 성의 세 측면에서 성과의 차이를 복지국가유

형별 특성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제1절 조세체계

조세체계(tax mix)는 다양한 세목으로 구성되며, 개별국가의 역사 , 문

화 , 그리고 제도  환경의 차이에 따라 세목의 종류와 조합, 그리고 세

수입 비 은 달라진다. 먼  <표 2-1>에서 보듯이 시장 심의 선별  복

지제도를 특징으로 하는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경우 국민부담률

(29.3%)이 가장 낮은 수 이고, 보편  복지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스칸디

나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국민부담률(44.6%)이 가장 높다. 일 이 비스

마르크형 복지제도를 발 시킨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사회보장기여  

부담률(14.6%)은 가장 높은 수 이다. 최근 재정 기에 직면하고 있는 남

유럽형 복지국가들은 조세부담률은 낮지만 사회보장기여  부담률(11.3%)

은 서유럽형 복지국가 다음으로 높은 수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부담

률과 조세부담률은 4가지 복지국가유형에 비해 낮지만, 사회보장기여  부

담률은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2010)

(단위: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기여금부담률

앵글로색슨형 29.3 25.3  4.0
스칸디나비아형 44.6 36.0  8.6
서유럽형 40.6 26.0 14.6
남유럽형 34.3 23.0 11.3
한국 25.1 19.3  5.8

자료: OECD, Stat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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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의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수입의 구성을 보면 앵글로색슨형과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서유럽형과 남유럽형 복지국가에 비해

소득세의 비중은 높고,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에 비해 재산세의 비

중이 매우 높다. 서유럽형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가

장 크고, 남유럽형 복지국가에서는 소비세의 비중이 크다. 모든 유형의

복지국가에서 법인세보다는 개인소득세, 개별소비세보다는 일반소비세의

비중이 크다.3)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와 소비세의 비중이 크고 일반소

비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이가 크지 않다. 또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수입

의 비중이 크지 않고,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표 2-2〉조세수입의 구성(2010)
(단위: %)

앵글로색슨형 스칸디나비아형 서유럽형 남유럽형 한국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45.8
33.3
11.7

44.9
33.0
10.7

28.2
22.9
5.1

27.6
20.2
7.2

28.2
14.3
13.9

사회보장기여금
  종업원
  고용주
  자영업자

13.4
5.4
7.4
0.6

19.8
5.4

13.5
1.1

36.2
13.2
18.7
4.3

33.2
9.0

20.1
4.1

22.8
9.5
9.9
3.4

급여세 1.3 1.9 2.0 0.0 0.2
재산세 9.7 3.0 4.6 4.5 11.4
소비세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27.4
18.0
9.4

28.8
20.2
8.6

26.1
18.2
7.9

30.7
20.2
10.5

32.8
17.6
15.2

기타 2.3 1.2 2.4 3.3 4.5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3) OECD(2010)에 따르면 조세체계(tax system)는 개별 세목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유기적 통

일체로 파악되어야한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평가할 경우 가장 선호되는 세목은 재산세이며, 
소비세, 개인소득세, 법인세의순서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비세는 개인소득세에 비해 누진성이 약하고, 심지어는 역진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

비세의 비중을 늘릴경우 조세체계의 누진성이 약화된다. 마찬가지로법인세의 비중을 줄이고

소비세의 비중을 늘릴 경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낮추어 소득불평등(income equality)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주식가격의 상승을 통해 부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을 심화시킨다. 
즉, 조세체계에서 소비세와 개인소득세 및법인세 비중의 차이는 효율성과 공평성 사이에 존재

하는 상충관계(trade-off)의 문제를 유발시키며, 복지국가유형에 따라 세목의 조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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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8년 경제 기에 응한 각국의 조세정책은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세율인상을 통한 재정건 성의 회복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먼  개인소득세의 경우 <표 2-3>에서 보듯이 

2008년 이후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뉴질랜드, 폴란드에서 

개인소득세가 하락한 반면,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포르

투갈, 국에서는 상승하 다. 국과 아이슬란드는 2008년부터 2010년

의 기간에 개인소득세를 각각 10% 포인트와 8.9% 포인트 인상하 고, 

덴마크와 폴란드는 동기간에 각각 7.5% 포인트와 8% 포인트를 인하

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2010년 24.1%의 소득세 단일세율을 폐지하고 3

단계 진세율(최고세율 33%)을 도입하 다.

〈표 2-3〉OECD 회원국의 최고세율 변화

(단위: %)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008 2010 2008 2011 2008 2011

세율인상

영국 40.0 50.0 28.0 26.0 17.5 20.0
그리스 40.0 45.0 19.0 23.0
아이슬란드 37.2 46.1 15.0 20.0 24.5 25.5
아일랜드 41.0 47.0
멕시코 28.0 30.0 28.0 30.0 15.0 16.0
포르투갈 42.0 45.9 21.0 23.0
칠레 17.0 20.0

세율인하

한국 27.5 24.2
덴마크 59.7 52.2
핀란드 50.1 49.0
헝가리 36.0 32.0 20.0 19.0
이스라엘 46.0 45.0 27.0 24.0
뉴질랜드 39.0 35.5 30.0 28.0
폴란드 40.0 32.0
체코 21.0 19.0
록셈부르크 29.6 28.8
슬로베니아 22.0 20.0

  주: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수치임. 한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2012년에 38.5%에서 41.8%로 인상되었음.
자료: OECD, Tax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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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경우 2008년 이후 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국 등

이며, 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 , 아이슬란드, 멕시코 등이다. 2008년

부터 2011년의 기간에 그리스, 캐나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율이 각각 

5% 포인트, 3.8% 포인트, 3.3% 포인트 인하되었고, 그리스와 칠 , 멕

시코의 경우 동기간에 법인세율이 각각 5% 포인트, 3% 포인트, 2% 포

인트 인상되었다. 한 2008년 경제 기 이후 OECD 회원국  15개 

국가에서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되었다. 특히 2008년부터 2011년의 기간

에 헝가리와 그리스의 부가가치세율은 각각 5% 포인트와 4% 포인트 

인상되었고, 뉴질랜드와 국은 2.5% 포인트 인상되었다.

제2절 재정지출구조

먼  <표 2-4>에서 보듯이 2009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GDP에서 차

지하는 비 은 서유럽형 복지국가에서 가장 크지만, 복지 부율(welfare 

state generosity ratio)과 1인당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스칸디나비아형 복

지국가에서 가장 크다. 복지 부율은 복지의존인구(65세 이상 인구와 실

업인구) 1%당 GDP 비 복지지출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복지제

도의 성을 나타낸다.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의 경우 복지의존인구에 

한 복지제도의 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서유럽형과 남유럽형 복

지국가의 경우 AGE비율(GDP 비 노령 비 /65세 이상 인구 비 )

이 높아 여타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노령인구를 상으로 하는 연

부조건이 하다. 그러나 복지 부율과 AGE비율은 각 나라의 평균

치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복지 여를 필요로 하는 부문간 여의 차이를 

반 하지는 못한다. 를 들면,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핵심노동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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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어지는 연 혜택은 주변노동자와 실업자들에게 비해 훨씬 하다.4)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경우 모든 복지지표에서 스칸디나비아형과 

서유럽형 복지국가보다 낮은 수 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복지

지표는 남유럽형 복지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 이다. 2009년 우

리나라의 GDP 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 과 복지 부율은 각각 9.4%

와 0.70에 불과하고, 짧은 국민연 제도의 역사와 연 의 사각지 로 인

해 AGE비율 한 0.18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복지 상태를 반 하여 

2009년 우리나라의 1인당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의 

1/3수 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5)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
복지급부율 AGE 비율

1인당 

공공사회복지지출

앵글로색슨형 20.8 1.19 0.35 7,160
스칸디나비아형 27.7 1.43 0.42 9,810
서유럽형 28.2 1.39 0.52 9,310
남유럽형 25.8 1.10 0.56 6,497
한국  9.4 0.70 0.18 2,378

〈표 2-4〉복지수준의 국제비교(2009)

       (단위: %, 2000년 기준 PPP US달러)

  주: 복지급부율=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65세 이상 인구비중+실업인구비중). 1인당 공공사회복지지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1인당 실질GDP)/100. AGE비율=GDP 대비 노령현금급여비중/65세 이상 

인구비중.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표 2-5>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성을 보면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

의 경우 상 으로 보건, 가족, 주거 련 지출의 비 이 크고, 스칸디나

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무능력, 가족, 극  노동시장 로그램(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 련 지출의 비 이 크다. 서유럽형과 남유럽

형 복지국가는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노령  유족, 실업 여의 

4) 자세한 내용은 Castles(2004) 참조.
5) 복지 부율, AGE비율, 1인당 공공사회복지지출 등의 변수는 Castles(2004)를 참고로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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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 크지만, 무능력  가족 련 사회복지지출의 비 은 낮다. 우리나

라의 경우 보건지출 비 (42.8%)은 모든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높은 

수 이지만,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실업 여 련 지출비 은 낮다.

〈표 2-5〉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성(2009)

                               (단위: %)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노동

시장

실업

급여
주거 기타

앵글로색슨형 24.8 2.2 10.3 37.1 12.5 1.8 4.7 2.6 4.1
스칸디나비아형 31.6 1.6 16.8 24.9 12.6 3.6 4.7 1.6 2.7
서유럽형 32.9 5.7 8.9 29.1  8.8 3.9 6.6 1.6 2.3
남유럽형 40.9 8.5 7.4 27.3 5.9 2.2 6.0 0.7 1.0
한국 22.1 2.9 6.4 42.8 8.6 4.3 4.1 0.0 8.8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성격을 고려하여 <표 2-5>를 재구성하면 <표 2-6>

과 같다. 서유럽형과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소득 체형 사회지출

(income-replacing social expenditures)의 비 이 크고, 앵 로색슨형과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사고 응  사회지출

(contingency-based social expenditures)의 비 이 상 으로 크다. 

다만,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정부서비스의 비 이 크다는 

에서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노동시장 련 

사회지출을 보면 서유럽형 복지국가에서 그 비 이 높고, 앵 로색슨형

에서는 낮은 비 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득 체형 지출비

(29.5%)이 낮은 반면 사고 응  사회지출의 비 (62.1%)이 높다는 

에서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고 응

 사회지출 가운데 정부서비스의 비 (9.7%)이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

가 다음으로 높은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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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영역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2009)

                        (단위: %)

소득대체형

공공사회복지지출

사고대응적 공공사회복지지출 노동시장관련

공공사회복지지출빈곤완화 및 보건 정부서비스

앵글로색슨형 35.9 53.0  4.6  6.5
스칸디나비아형 39.9 36.1 15.7  8.3
서유럽형 44.7 39.1  5.7 10.5
남유럽형 55.7 33.3  2.8  8.2
한국 29.5 52.4  9.7  8.4

  주: 소득대체형 공공사회복지지출=노령+유족+무능력 관련 급여. 사고대응적 공공사회복지지출=보건+가족+주거+기타. 
노동시장관련 공공사회복지지출=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실업급여. 정부서비스=노인+장애+가족 관련 서비스.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이상에서 보듯이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는 빈곤완화에 치 하면서 낮

은 수 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지출은 잔여 (residual) 성격을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는 높은 수 의 복

지 여율과 사회복지지출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서비스를 

통해 고령자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용친화 인 사회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보 의 목표를 달

성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비 의 소득 체형 공공사회복지지출에 반

되어 있다. 그러나 서유럽형 복지국가에서는 근로계층과 고령자에 한 

복지 부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잠재 으로 경제활동참가에 향을 주어 

노동시장의 경직성(labor market inflexibilities)을 래하고 나아가 장

기실업과 과소고용의 문제를 지속시킨다.6)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복

지 부율은 낮지만 고령층에 한 연 여는 상당히 한 사회복지지

출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불균형 으로 낮은 수 의 가족 련 사회복지

지출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7)

6) 자세한 내용은 Esping-Andersen(1996), Scharpf(2000), Kenworthy(2003) 참조.
7) 사회복지지출구조의 복지국가유형별 특성은 1980-1998년의 기간을 상으로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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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복지지출의 규모  구성, 그리고 여체계의 복지국가유형

별 차이는 그것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향을 매개로 자동안정화장치의 차

이를 래하는 것으로 단된다. 즉, 사회복지지출의 규모가 크고, 복지

여체계에 근로유인이 히 장착되어 있으며, 고용친화  로그램의 비

이 클수록 근로자와 복지 여수 자들이 경기변동에 보다 탄력 으로 

응하고, 그 결과 사회복지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8)

제3절 사회경제적 성과

Iversen and Wren(1998)에 따르면 서비스경제에서 재정건 성, 평등, 

고용은 일종의 트라일 마(trilemma)의 계에 있으며, 개별 국가가 어

떠한 조합을 선택할 것인가는 해당 국가의 정치연합, 제도, 정치경제  

제약조건 등에 의존한다. 신자유주의(liberal) 국가는 재정건 성과 고용

의 조합을 선택한 결과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키고, 조합주의(corporatist) 

국가는 재정건 성과 분배를 요시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동력을 약화시

킨다. 반면에 사민주의(social democratic) 국가는 연 임 과 공공부문

에서의 사회  일자리를 통해 고용과 평등을 추구하지만, 재정건 성의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사민주의 국가는 신자유주의 는 조합주의 방식

을 선택해야 하는 딜 마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론 으로 

그들은 서비스부문에서의 생산성 증 를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Huber and Stephens(2002)에 따르면 한 복지를 통한 빈

곤과 불평등의 감소, 그리고 인 자본에 한 투자는 사회 체의 생산

Castles(2004)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8)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지출의 자동안정화장치는 유연안 성(flexicurity) 정책과도 

한 련을 갖는다. 김 환(2010)은 유연안정성의 에서 단순한 재정확 가 아니라 노

동, 복지  거시정책을 아우르는 고용친화  사회경제정책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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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향상과 고용증 를 래하고, 이는 다시 복지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

한 세원을 확 하여 국가의 재정건 성에도 기여한다. 즉, 평등과 고용, 

그리고 재정건 성은 상호보완 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Bogedan(2008)과 Obinger et al.(2010)에 따르면 덴마크의 경우 복지

서비스의 확 를 통해 서비스경제의 트라일 마에 한 해법을 찾은 것

으로 평가된다.

복지국가유형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1970년 에는 남유럽형 복지국가

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성장률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1980년  이후에는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성장률이 높은 수

을 유지하 다. [그림 2-1]에서 보듯이 2000년  앵 로색슨형 복지국

가의 연평균 성장률은 2.5%이고,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연평균 성장률은 

1.4%를 기록하 다. 그러나 2010년에는 경제 기의 향으로 스칸디나

비아형 복지국가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남유럽형 복지국가는 마이 스

의 성장률을 기록하 다.

〔그림 2-1〕복지국가유형별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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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에서 보듯이 1인당 실질GDP의 추이를 보면 스칸디나비아

형 복지국가는 다른 유형에 비해 지속 으로 높은 수 을 기록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GDP는 1970년  이래 남유럽형 복지국가보

다 낮은 수 이었지만, 2009년을 기 으로 이들 국가의 평균을 추월하

다. 2005년 기  구매력지수를 반 한 달러화(US$ PPPs)로 측정한 

2011년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1인당 실질GDP는 36,705달러로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34,994달러보다 많다. 우리나라는 27,541달러로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24,407보다 높은 수 이다.

〔그림 2-2〕1인당 실질GDP

                     (단위: 2005년 기준 US$ P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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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Extracts.

한편 복지국가유형별로 노동시장성과, 소득분배, 재 건 성 등을 종

합 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는 이들 세 가지 목표가 상호보완 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먼  <표 2-7>에서 보듯이 스칸디나비아형 복지

국가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고용률이 가장 높고, 가처분소득은 물론 

시장소득을 기 으로 측정된 지니계수도 작아 분배구조가 가장 양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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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에서 높은 고용률은 여성의 

높은 고용률(70.8%)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한 앙정부의 부채비율에 

있어서도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는 서유럽과 남유럽형 복지국가에 비

해 낮은 수 을 기록하 고, 2008년 경제 기 이후에는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보다 낮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9)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경우 앙정부의 부채비율은 가장 낮지만, 

가처분소득을 기 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가장 크고, 고용률(68.8%) 

한 스칸디나비아형과 서유럽형 복지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고용률(69.1%)은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와 거

의 비슷한 수 이지만, 가처분소득을 기 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가장 

작고, 앙정부 부채비율은 다소 높은 편이다.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경

우 고용률은 가장 낮은 수 이고, 앙정부 부채비율과 시장소득을 기

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가장 높은 수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률(63.8%)은 남유럽형 복지국가보다는 높지만,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 이고, 특히 여성의 고용률

(53.1%)이 낮다. 시장소득을 기 으로 측정한 지니계수(0.344)는 모든 

유형의 복지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 이지만, 가처분소득을 기

으로 측정한 지니계수와의 차이가 0.03에 불과해 조세  이 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매우 미약함을 보이고 있다. 앙정부의 부채비율

(30.2%)은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 다음으로 낮은 수 이다.

9) 2008년부터 2010년의 기간에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앙정부 부채비율은 GDP 비 

평균 39.8%이지만,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평균은 32.7%를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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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복지국가유형별 고용, 분배, 재정건전성 지표

                 (단위: %)

고용률(2011년) 지니계수(2000년대 후반) 중앙정부

부채비율전체 남자 여자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차이

앵글로색슨형 68.8 73.5 64.1 0.471 0.342 0.129 28.3

스칸디나비아형 72.9 75.0 70.8 0.429 0.254 0.175 31.8

서유럽형 69.1 74.0 64.1 0.471 0.280 0.190 59.3

남유럽형 58.6 66.2 51.0 0.488 0.329 0.160 82.5

한국 63.8 74.5 53.1 0.344 0.314 0.030 30.2

  주: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은 2005년-2010년의 평균치임.
자료: OECD, StatExtracts.

제4절 소결

2008년의 경제 기는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한 재편

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극복의 과정에서 보다 효율 이고도 공평한 복

지국가로의 이행이 모색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다양성(variety of 

capitalism)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것은 자칫 단

순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복지국가의 유형별 특징과 성과에 한 

분석은 개별 국가에 합한 복지모형을 모색함에 있어서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10)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국민부담률의 수 은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

으며, 조세체계(tax mix)를 구성하는 세목의 종류와 조합, 그리고 세수

입 비  한 개별국가의 역사 , 문화 , 그리고 제도  환경의 차이에 

보이고 있다. 복지지출의 구성에 있어서도 복지국가 유형별로 작지 않은 

10) 자본주의 발 의 다양성에 해서는 Hall and Soskice(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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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를 보이고 있다.

먼  국민부담률의 경우 비교되는 4가지 유형의 복지국가  앵 로

색슨형 복지국가에서 가장 작고,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에서 가장 크

다. 일 이 비스마르크형 복지제도를 발 시킨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경

우 사회보장기여  부담률은 가장 높은 수 이다.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조세부담률은 작지만 사회보장기여  부담률은 서유럽형 복지국가 다음

으로 높은 수 이다.

복지국가 유형별로 조세수입의 구성을 보면 앵 로색슨형과 스칸디나

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서유럽형과 남유럽형 복지국가에 비해 소득세의 

비 은 높고, 사회보장기여 의 비 은 낮다. 한 앵 로색슨형 복지국

가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에 비해 재산세의 비 이 매우 높다. 서유럽형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장기여 의 비 이 가장 크고, 남유럽형 복지국가

에서는 소비세의 비 이 크다. 모든 유형의 복지국가에서 법인세보다는 

개인소득세, 개별소비세보다는 일반소비세의 비 이 크다.

한편 공공사회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은 서유럽형 복지국

가에서 가장 크지만, 복지 부율과 1인당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스칸디나

비아형 복지국가에서 가장 크다.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의 경우 복지의

존인구에 한 복지제도의 성이 가장 크다. 서유럽형과 남유럽형 복

지국가의 경우 AGE비율이 높아 여타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노령인구

를 상으로 하는 연 부조건이 하다.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경우 모든 복지지표에서 스칸디나비아형과 서유럽형 복지국가보다 낮은 

수 을 기록하고 있다.

복지지출의 구성을 보면, 서유럽형과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소득

체형 사회지출의 비 이 크고, 앵 로색슨형과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

가의 경우 사고 응  사회지출의 비 이 상 으로 크다. 다만, 스칸

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정부서비스의 비 이 크다는 에서 앵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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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슨형 복지국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노동시장 련 사회지출을 

보면 서유럽형 복지국가에서 그 비 이 높고, 앵 로색슨형에서는 낮은 

비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정수입과 복지지출구조의 차이는 사회경제  성과의 차이를 

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복지국가유형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1970년 에는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성장률이 가장 낮았지만, 1980년  이후에는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성장률이 높은 수 을 유지하 다. 반면에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는 다른 복지국가 유형에 비해 1인당 실질GDP가 높은 수 을 

기록하고 있다. 한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고용률이 가장 높고, 가처분소득은 물론 시장소득을 기 으로 측정된 지

니계수도 작아 분배구조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앙정부의 부채비율에 있어서도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는 서유럽과 

남유럽형 복지국가에 비해 낮은 수 을 기록하 고, 2008년 경제 기 

이후에는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보다 낮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경우 앙정부의 부채비율은 가장 낮지만, 가처분

소득을 기 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가장 크고, 고용률 한 스칸디나비

아형과 서유럽형 복지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유럽형 복지

국가의 고용률은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와 거의 비슷한 수 이지만, 가처

분소득을 기 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가장 작고, 앙정부 부채비율은 

다소 높은 편이다.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고용률은 가장 낮고, 앙

정부 부채비율과 시장소득을 기 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가장 높다.

복지국가의 유형화로 인한 단순화의 오류를 극복하기 해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는 복지국가 유형별로 표  국가인 스웨덴, 랑스, 국을 

상으로 복지제도와 조세  재정체계를 심층 으로 분석하고, 정책시

사 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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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스웨덴 복지모델은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스웨덴은 ‘경제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 ‘높은 세

과 높은 행복수 을 유지하는 나라’, ‘큰 정부이면서 시장원리주의

인 나라’ 등으로 불린다. 얼핏 들으면 서로 모순되는 두 상이 공존하

는 나라가 스웨덴이다. ‘스웨덴 패러독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만

하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느낌이다. 

스웨덴의 경제‧사회  성과도 세계 최고 수 이다. 2010년 1인당 명

목 국내총생산(GDP)은 4만 8,875달러,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순  

2 , OECD 국가 가운데 2011년 행복지수 세계 3 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채무도 GDP 비 49.1%(2010년)로서 건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 <가디언>은 “스웨덴이야말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성공

한 사회”라고 평한 바 있다.

가장 모범 인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스웨덴은 왜 이 게 경제‧사회  

성과 면에서 좋은 성 을 올리고 있을까? 스웨덴 복지모델은 어떻게 구

축되었을까? 복지모델 구축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스웨덴

은 경제 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정부의 조세  재정정책은 어

떤 방식으로 응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스웨덴 복지모델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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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근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 이다.

여기서는 먼  스웨덴 복지모델의 발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조세 

 재정 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  재정 측면에서 복지모델의 지

속가능성을 살펴보기 해서는 그 발 과정과 특징을 알아야 하기 때문

이다. 둘째, 스웨덴 복지모델의 경제  성과와 사회  성과를 알아보고

자 한다. 과연 스웨덴 복지모델은 정  평가를 받을만한 것인가를 분

석하는 것이다. 셋째, 스웨덴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 기 상황에 한 조세  재정정책  응에 을 맞춰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스웨덴 복지모델이 한국에 

주는 시사 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스웨덴 경제 현황과 복지모델의 발전과정

  1. 스웨덴 경제 현황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경제는 매우 요한 역할을 한

다. 스웨덴 경제는 복지를 떠받치는 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스웨덴의 

산업 명은 국보다 100년 정도 늦으며, 랑스, 독일 등 다른 유럽국

가에 비해서도 늦다. 그러나 산업 명이 본격 으로 진행되는 1870년  

이후 스웨덴의 경제성장의 속도는 어느 국가보다 빠르다. 국민총생산 증

가율을 보면 1870~1890년 동안 국, 랑스, 독일, 미국이 1.1%에 그

친 반면에 스웨덴은 2.8%에 이른다. 1890~1910년 동안에 국, 랑

스, 독일이 1.2%, 미국 1.6%이지만 스웨덴은 1.7%로서 더 높다. 일인

당 국민소득 증가율도 1890~1910년 동안 스웨덴은 2.4%로서 미국

(2.2%), 국(0.9%), 기타 유럽국가와 일본(1.4%)보다 높다. 산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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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스웨덴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원

목, 제지, 펄  산업 등이 성장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최연 , 2012: 

101). 산업 명 선발국가들의 펄 , 철 석 등의 원자재에 한 수요가 

증한 것도 스웨덴 경제가 성장한 배경이 되었다.

그런데 스웨덴 경제의 특징은 기 빠른 산업화 이후 계속되는 원자

재 산업에서 인  자본과 지식산업으로의 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데서 찾는다(Kokko, 2010). 인  자본과 지식산업으로의 환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1842년의 의무교육과 15세기와 16세기에 설립된 웁살라 

학과 룬드 학이 설립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한다. 의무교

육은 한 세 만에 문맹률을 제로로 만들었으며, 기 법학과 신학 심

의 학들이 19세기 들어 자연과학에 역 을 둔 것이 크게 경제성장에 

기여하 다. 한 기술 문 학이 여러 도시에 설립되어 지식산업으로의 

환에 기여하 다. 이후 스웨덴 산업구조는 1940년  반 농림업 

심의 1차 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 보다 낮아지기 시작하 으며, 

제조업도 1970년 를 정 으로 차 감소하기 시작하 다. 재 스웨덴

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율이 25% 내외이며, 서비스업이 70%를 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스웨덴 경제성장 과정을 보면 제1차 세계  때 마이 스 성장을 기

록한 이 있지만 1920년 에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1970년까

지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한다. 이후 1971년부터 1990년  반까지 20

년 동안은 5% 미만의 성장을 기록하며 미국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 다. 1970년 에는 석유 동 등의 외부 요인이 작용

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정책  응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

다. 1932년 사민당 집권 이후 2011년까지 4번 마이 스 성장을 기록하

는데 그  3번의 마이 스 성장은 모두 보수연합 정부시기에 이루어졌

다. 1976~1982년의 6년 동안 앙당 등의 도보수연합이 집권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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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1.6%, 1981년 -0.2%의 마이 스 성장을 기록했다. 두 번째 

시기는 온건당 심의 보수연합의 칼 빌트 수상이 집권할 때인 1991년 

1994년 사이 3년 연속으로 마이 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리고 2008년 

미국 융 기에서 비롯된 경제 기가 발생했을 때 2008년과 2009년 

연속 마이 스 성장을 기록한다. 최연 (2012: 104-106)은 이러한 마이

스 성장의 원인을 보수우익 정부의 경제통제 능력 상실에서 찾고 있

다. 그런데 2010년 6.1%, 2011년 3.9%를 기록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좋은 경제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는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

로존의 경제 기 상황이란 을 감안할 때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그 결과 라인펠트가 이끄는 보수우익 정부는 2010년 선

거에서 재집권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좋은 경제성과는 건 한 재정과 

수출 호황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한다. 재정건 성이 좋은 것은 이  사

민당 정부가 1990년 의 재정  경제 기를 겪고 난 후 마련한 재정

칙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스웨덴의 GDP 성장률 (1950~2010)

(단위: %)

자료: 최연혁(2012: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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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웨덴 복지모델의 발전과정

모범  복지제도로 평가 받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이해

하기 해서는 그 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발 과정에 해서는 논자들이 체로 유사한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신필균(2011: 42)은 스웨덴 복지국가 건설의 역사를 4단계로 구분한다.

○투쟁기(1870-1920년  기): 격렬한 노사 립기로 동등한 권리의 

실 을 한 투쟁과 보통선거권의 쟁취

○성장기(1920-40년  반): 사민당이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기 한 

‘국민의 집’ 건설 주창과 노사 계 합의주의 실  등을 내걸고 집권

하면서 스웨덴 최  정당으로 성장

○완성기(1945-80년경): 보편복지 이념의 확립과 주요 사회보장제도 

개 의 수행으로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델 형성

○변화기(1980년 - 재): 탈산업사회와 세계화 과정에서의 변화와 응

기획재정부(2011)는 스웨덴 복지제도의 발 을 3단계로 설명한다.

○태동기(19세기말～1920년 ): 뒤늦은 산업화 과정에서 독일의 사회보

험제도에 강한 향을 받은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기본  사회보장제

도가 서서히 도입됨. 의무교육(1842년), 질병보험(1891년), 산재보험

(1901년), 실업사무소 창설(1906년), 기 연 (1913년) 등 입법

○형성기(1930～1940년 ): 사민당이 집권한 1932년(복지국가원년)부

터 복지제도의 기본틀을 형성함. 모든 국민을 상으로 기 연 을 

보편화(1935년)하고 실업보험(1935년), 출산수당(1937년), 아동수당

(1948년) 등을 도입

○발 기(1950～1980년 ): -마이드  모델에 의해 완 고용과 경제

성장이 정착되면서 高부담-高복지 체계를 형성함. 여성의 노동시장 참

여, 인구 고령화 등으로 탁아, 노인 수발 등 사회서비스도 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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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 도 1900년  부터 시작된 사회보장제도의 태동기, 1920년

와 1930년 의 비기, 2차 세계 을 거치면서 이룩한 사회보장제도

의 황 기, 1970년  에 지 기 등 세계경제의 도 과 세 의 확 를 

통한 보편  복지제도의 재확립기, 최근 융 기를 거치면서도 건실하

게 유지되고 있는 시기 등으로 설명한다(최연 , 2012: 11).

여기서는 앞의 스웨덴 복지모델의 발 단계의 구분을 참조하여 다음

과 같이 발 단계를 구분하고자 한다. ⑴ 태동기(19세기말～1920년 ), 

⑵ 형성기(1930～1940년 ), ⑶ 완성기(1950～1980년 ), ⑷ 변화 응

기(1990년  이후). 복지모델의 발 은 사회경제  요구와 정치  응

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회경제  요구에 해서 정치 으로 어떻게 응

하느냐에 따라 복지모델의 특징이 규정된다. 여기서는 스웨덴 복지모델 

발 과정을 사회경제  요구와 정치  응이라는 두 축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가. 태동기(19세기말～1920년대)

스웨덴의 산업 명은 19세기 반에 시작하여 1870년  들어 본격화

되었다. 스웨덴의 산업 명은 국을 비롯한 랑스, 독일보다 늦어 스

웨덴은 후발 산업국에 속한다. 산업화 과정은 농  인구의 도시로의 이

동과 량의 노동자들을 발생시켰다. 기 산업화 단계의 노동자들은 

임 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며, 빈곤상태에 있었다. 당시 많은 빈민

들은 신 륙으로 이주했다. 1850년에서 1890년에 이르는 산업화 시기에 

약 1백만 명의 스웨덴 국민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밝 졌다. 당시 인

구의 20~25%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이들은 부분 미국으로 건 갔다

(신필균, 2011: 40).

산업화 이  단계의 스웨덴 사회복지 역사는 빈곤으로부터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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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의 사회구제는 상당부분 교회가 담당하 다. 1800년  들어 교

회의 사회구제 사업을 한 디아코니(Diakoni)가 국 으로 결성되어 

체계 인 사회구제 운동이 개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11). 

한편 길드 조직형태의 기술자 심의 도제제도도 사회부조 활동을 개

한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보장이 시작된 것은 1847년 구제법이 제정되고 지

방정부가 교회 신 빈곤구제 역할을 맡은 것부터이다. 이후 의무교육

(1842년), 직업안 법(1889년), 질병보험(1891년), 산업재해보상법(1901년), 

실업사무소 창설(1906년), 기 연 (1913년) 등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특

히 질병보험, 산재보험, 기 연  등의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도입으로부터 강한 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게 기본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 것은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서다.

그러나 오늘날 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는 사회민주당의 역사와 함께 

한다. 스웨덴 사민당은 1889년 스톡홀름의 사회민주주의 회의 주도로 

사회민주주의 정치조직과 노동조합의 두 축을 심으로 설립되었다. 다

만 당시 노동조합은 5분의 1만이 표되었다고 한다. 1898년에야 육체

노동자 심의 앙노조인 LO가 설립되었다. 이후 정치조직과 노조의 

결합은 진 으로 강화되어 스웨덴 사민주의 운동의 특징이 되었다.

사회민주당 최 의 당 회에서 평등한 보통 선거권, 노조 조직권, 8시

간 노동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보통 선거권 쟁취는 사민당의 요한 정

치투쟁이었다. 투쟁의 결과 1907년과 1909년에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24세 이상의 스웨덴 남성의 선거권을 보장받았다. 이후 1919년 자유당

과 사민당의 연립정부가 성립된 이후 완 한 보통 선거권이 실 되었다. 

이때 8시간 노동제도 함께 실 되었다. 1910년  보통 선거권 운동이 

개될 때 노조의 노력으로 1916년 산업재해보험법이 제정되고, 노동환

경 개선과 사회보장에 한 요구가 차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  



60∙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환경은 스웨덴만의 특징은 아니다. 당시 산업 명을 경험한 유럽 여러 

나라들의 공통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면 오늘날 스웨덴 복지

국가 모델의 단 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산업 명은 시민계 의 경제  상을 높이면서 시민계 의 정치  권리

가 강화되었다. 보통 선거권과 평등 선거권은 표  이다. 산업 명은 

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두 계 구조를 만들어냈다. 노동자들이 임

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결국 오늘

날 스웨덴 복지모델의 단 는 사회주의 운동가 심의 정치조직과 노동조

합이 결합되어 사회민주당을 만들고 사민당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가

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틀은 정치가 만든 것이다.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기 를 형성한 사람은 스웨덴 사회주의의 아

버지 칼 얄마르 란 이다. 그는 스웨덴 사민주의 정립에 이론 ‧실천

인 면에서 핵심 역할을 하 다. 그는 1880~90년 에 당시의 랑스와 

독일의 지도  사회주의 이론가  노동운동가들과 교류하면서 스웨덴 

사민당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요한 역할을 했다(신필균, 2011: 43). 

이후 란 은 1920, 1921, 1924년 3번에 걸쳐 수상을 역임했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틀을 만드는 데에 란 의 역할은 다른 나라와 

두 가지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사민당 내의 개  노

선과 명  노선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개  노선이 승리

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이다. 그는 사민주의를 민주주의의 사회‧경

제  외연을 확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공산주의는 과두제 지배체제라

는 이유로 반 했다. 이러한 그의 역할은 러시아 명과는 다른 길로 스

웨덴을 이끈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명  사회주의자들은 사민당에서 

이탈하여 좌익사회당을 창당했으며, 이후 스웨덴공산당이 되었다. 이후 

스웨덴공산당은 좌익당이 되었다.

 다른 역할은 란 이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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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했다는 이다. 1930년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복지국가 모델

을 형성하는 기 가 란 의 사민주의 이념이었다. 이것은 독일 복지국

가의 틀이 비스마르크에 의해 형성된 것과 비교된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는 시민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해서가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

는 차원에서 보수  군주와 료들을 해 복지정책을 도입했다(신 , 

2011: 34). 당시 독일도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운동이 단히 

활발했던 데다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할 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

스마르크는 명을 사 에 방하는 차원에서 복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한 진정성이 떨어진 것이다. 이 에서 스

웨덴과 독일의 복지모델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단 가 있다고 본다.

나. 형성기(1930～1940년대)

오늘날 스웨덴 복지국가의 틀은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1932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32년이야말로 복지국가 원년인 셈이다. 이후 사민당이 1976년

까지 44년간 연속 집권하면서 사회민주주의의 황 기를 이어가게 되었다. 

오늘날 스웨덴 복지모델은 이 기간 동안 형성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민당이 집권한 이후 1935년에 실업보험제도를 면 으로 시행하

으며, 모든 국민을 상으로 한 기 연 제도를 도입하 다. 소  보편  

복지의 틀을 다지기 시작한 것이다. 1936년에는 사민당이 우익정당인 농

민당과 연립정부를 수립하고 노동자의 단체조직법  상권에 한 법

을 제정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한 기반을 마련했다. 1937년에

는 여성의 출산수당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본격

화되면서 직장 여성이 임신할 경우 상사의 치와 출산비용의 부담 등으

로 낙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1938년에는 노동조건을 획기 으로 개선하기 해  노동자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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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 유  휴가제를 시행하 다. 유  휴가제는 명목상의 법규정이 아

니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게 회사를 계도하고 벌  등의 제재를 가하

면서 실행력을 높여 제도 정착을 이루었다. 그 결과 국민들의 건강  

여가에 획기 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 복지제도를 왜 도

입하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복지제도는 곧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직  목 이 있는 것이다. 1948년에는 체 아동들에게 아동수

당을 지 하기 시작했다. 아동수당은 당시 평균 체 가계 산의 4%를 

차지할 정로로 비 이 컸고 소득층의 경우 매우 요한 수입원이 되

어 출산의 요한 인센티 로 활용되었다고 한다(최연 , 2011). 이때 

보편  복지의 틀을 거의 갖추게 되었다.

보편  복지로서의 스웨덴 복지모델이 구축되는 데에 기여한 사람으

로 1932년부터 1946년까지 14년간 수상을 역임한 페르 알빈 한손을 들

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제창한 ‘국민의 집’ 사상은 스웨덴 복지모델의 

이념이 되었다. 가족 개념을 확 하여 국민이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되는 

공동체  사회를 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원래 ‘국민의 집’은 노벨 경

제학상 수상자인 군나르 뮈르달의 생각이라고 한다. 국가가 아버지가 되

고 국민이 자녀라는 생각으로 확 되어 국가 체가 집이 된다. ‘국민의 

집’이 갖는 목표는 국민의 연 와 평등을 기 로 자유롭고 자립심과 독

창성을 갖춘 훌륭한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1928년 한손이 수상이 되기  의회에서 행한 연설은 ‘국민의 집’ 사

상을 집약 으로 보여 다(신필균, 2011: 64).

집(가정)의 기본은 공동체와 동고동락에 있다. 훌륭한 집에서는 구든 특권의식을 느

끼지 않으며 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독식하는 사람도 없고 천  받는 아이도 없다. 다

른 형제를 얕보지 않으며 그를 밟고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약한 형제를 무시하거나 억

압하지 않는다. 이런 좋은 집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며, 력 속에

서 함께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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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집’ 사상에는 평등, 공동체, 력, 합의 등이 함축되어 있다. 

‘국민의 집’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공정한 사회를 지칭하며,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토 가 되었다. 보편  복지와 사회  연 의 모태가 

된 것이다. 이후 ‘국민의 집’ 사상은 엘란데르 수상과 팔메 수상에 의해 

실 정책으로 실 되었다. 그리고 1996년 페르손 수상에 의해 생태 가

치가 통합된 ‘녹색 국민의 집’으로 발 한다.

 하나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획기 인 특징을 형성한 사건은 

1938년 체결된 살트셰바덴 약이다. 살트셰바덴 약은 스웨덴 경 자

총연맹이 표하는 사용자 국 조직과 LO가 표하는 노동자 국 조

직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노동시장 규율에 한 노사 합의주의 모델

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약은 노동자 측에서의 임  인상 자제와 

사용자 측에서의 완 고용과 복지개 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살트셰바덴 정신은 상호 조, 상호 존 , 타 에 입각한 평화  해결 

그리고 사회  책임으로 표 할 수 있다(신필균, 2011: 46). 이후 스웨

덴 노사 계의 심 원칙으로 이어지고 있다.

1948년에는 노동시장 원회를 신설하여 실업자의 재취업 교육과 직업

소개소 기능을 합친 실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스웨덴 복지모델

의 한 특징인 극  노동시장 정책이 자리잡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득 연 생활자들에게 주택보조 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다. 완성기(1950～1980년대)

1950년 와 1960년 는 스웨덴 복지모델과 련하여 두 가지 흐름을 

지 할 수 있다. 하나는 1946년부터 1969년까지 23년간 수상을 역임한 

타게 엘란데르의 ‘국민의 집’ 사상을 보편  복지정책으로 구체화한 것

과 성장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이드  모델이라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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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완 고용과 물가안정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 것이다.

제2차 세계  이후 스웨덴 복지정책은 주로 노동환경 개선과 여성 

 아동의 권리 등과 련된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1950년  

반 건강 빈부격차가 사회 으로 이슈화 되면서 국민의료  보건정책

에 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1955년부터  국민을 

상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하 다.  국민 상 의료보험은 보편  복지의 

완성 이라고 볼 수 있다. 1955년에는 한 노동조건 향상과 연계된 산

업재해보험의 상범 를 폭 확 하 다. 

한편 엘란데르 정부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건강, 출산, 육아휴직 등

을 확 하고 출산보조 을 지 하는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책  

지원을 확 해나갔다. 이러한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은 엘란데르 수상의 

‘강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성장정책을 추진한 것과 련이 있다. 

여성을 한 정책은 ‘국민의 집’ 구 이라는 복지 차원에서의 정책이라

고 볼 수 있지만 높은 경제성장을 실 하기 해 여성 인력을 새로운 

노동력으로 유입하려는 것과 련이 있다. 엘란데르 정부는 여성의 취업

을 진하기 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 다. 탁아소와 보육원 등 하드

웨어  정비를 커뮤니티 단계에서 추진하고 육아휴가와 육아수당 등 법

제도도 정비했다. 1969년에는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주거수당을 지 하

는 정책을 시행했다. 다른 한편 여성의 일하는 것을 장려하는 의식개

을 강조하 다. 그 결과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1940년 9.4% 는데 

1950년 13.7%, 1960년 23.9%, 1965년 31.9%, 1970년 48.7%로 증

했다(기타오카 다카요시, 2010: 67). 이러한 여성을 한 정책은 사회민

주당의 이념인 ‘여성을 가정에서 해방시킨다’와 ‘양성 평등’을 실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통  가족형태의 해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노동환경  노동조건의 개선 노력은 1960년 에도 지속 으로 진행

되었다. 1960년 주 45시간 노동시간이 모든 작업 장에 용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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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1953년부터 시행된 3주 휴가제는 1963년 4주 휴가제로 확 되었

다. 1971년부터는 1일 노동시간 8시간과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국민의 집’ 사상이 제도로 정착되는 과정이 꾸 히 진행된 것이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독특한 성격의 하나는 -마이드  모델이다. -마

이드  모델의 등장배경을 보면 제2차 세계  이후 스웨덴 경제의 호

황과 한 련이 있다. 후 스웨덴 경제는 고도성장, 무역수지 균형, 

완 고용에 가까운 호황을 맞이하 다. 이런 경제호황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과 임  상승  이로 인한 물가상승 압박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서 1951년 LO는 완 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모델을 제시하

다. 이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LO의 경제학자 스타 과 루돌  마

이드 이다. 이들의 이름을 딴 -마이드  모델은 동일노동‧동일임 의 

연 임 제도와 극  노동시장정책으로 완 고용을 달성하고, 긴축  

총수요 리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보고서는 1956년 사민당 당 회에서 채택되었다.

완 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는 동시 달성이 쉽지 않은 거시경제 

목표인데 이를 시도한 은 -마이드  모델이 갖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완 고용을 해서는 연 임 제도와 극  노동시장정책이라는 

비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물가안정은 부가가치세를 통한 소비 억제와 

정부의 흑자재정 구 이라는 재정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다. ‘동일노

동‧동일임 ’이라는 연 임 제는 공정한 소득분배를 목 으로 한다. 실

제로 양성 간 임 격차를 여 양성평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물가안정을 해 부가가치세를 통한 소비 억제와 정부의 흑자재정 구

이라는 재정정책을 시행한 것은 재정 건 성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 완 고용 정책은 과세기반 확충으로 재정수입을 

확 하는 데에 기여하 으며, 낮은 실업률은 복지지출 소요를 최소화하

는 역할을 하 다. 이것은 곧 재정 건 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1992년의 



66∙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경제 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체로 재정 건 성을 양호하게 유지해왔

다. 결국 -마이드  모델은 1950~60년 의 고도성장, 완 고용, 물가 

안정, 보편주의  사회복지로 나타난 이른바 복지국가의 황 기를 가능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한다(신필균, 2011: 71).

1970년 는 스웨덴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구축

되는 시기로 평가한다(최연 , 2012: 23). 사각지 에 있는 국민들을 사

회보장 망에 편입해 보호해주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회보장 망에서 제외

된 사람이 없도록 촘촘한 망을 구성한 에서 스웨덴 복지모델의 완성

기 내지 성숙기라고 말할 수 있다. 1971년 주당 40시간-주 5일 근무제, 

1972년 출산유  휴가제, 1973년 국민치과 보험제와 5주 휴가제, 1974

년 병가보험 지 률 90% 확 와 부모보험 실시, 1976년 장애인 보험제

도 재정비  보험 액 인상, 1977년 노동자 경  참여권을 한 공동

결정권을 한 법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1970년 를 복지, 노동, 평등

을 바탕으로 한 스웨덴 모델의 틀을 완성한 시기로 평가한다.

그런데 1970년 의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은 증세를 통한 복지자원 확

보를 통해 달성하 다. 1960년  이 까지 스웨덴의 총조세부담률은 유

럽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엘란데르 정부는 

국민의 집 이념을 실 하기 한 복지정책  제도를 유지하고 운 하

기 해 1960년 부터 증세정책으로 환한다. 이때부터 오늘날의 ‘고부

담‧고복지’ 체계의 스웨덴 복지모델이 탄생하게 된다. 1970년 에는 소

득세 인상 등의 본격 인 증세가 이루어져 고부담 국가가 된다.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의 마련은 국민의 소득세 인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복지재

원 부담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은 피고용자를 고용할 때마다 각 

개인의 퇴직자연 , 실업연 , 의료  건강연  등의 부담을 기업에 할

당해 복지재정을 기업이 분담하게 했다. 이러한 개인과 기업의 고부담은 

1973년과 1978년의 세계 에 지 기를 맞이하여 복지국가의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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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한 바 있다. 스웨덴 국민들은 당시의 힘든 상황을 ‘고난의 70년 ’

라고 부른다. 결국 1976년 선거에서 사민당이 패배하게 된다.

1980년 는 국가주도의 복지서비스를 지방정부로 이양해 정착하는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지방정부인 란드스 은 소외계층을 체계 으

로 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 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다

양하게 구분하여 다양한 소외계층의 요구를 체계 으로 지원하게 한 것

도 이 시기다. 소  복지 달체계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

도를 한 시기다.

라. 변화적응기(1990년대 이후)

스웨덴 복지모델은 고복지-고성장 모델로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

성하는 모범  복지모델로 평가받아 왔다. 이러한 평가는 1950~60년

의 고도성장, 완 고용, 물가 안정, 보편주의  사회복지로 나타난 이른

바 복지국가의 황 기를 린 것에서 증명되었다. 1970년  두 차례에 

걸친 에 지 기를 겪으면서 복지국가로서의 기를 맞기도 했으나 

1980년 까지 안정 인 복지제도의 정착  성숙단계를 거쳤다.

그런데 1990년  들어 스웨덴 복지국가는 심각한 기에 착한다. 

1980년  후반 융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스웨덴 경제의 거품이 빠지면

서 심각한 융 기가 발생한다. 세계화의 충격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은 1991년부터 마이 스로 환되어 3년 연속 마이 스 성장률을 

기록한다. 정부의 재정수지도 1991년부터 7년 연속 자를 기록하며, 

국가채무는 GDP 비 80% 까지 상승한다.

이에 따라 스웨덴 복지모델의 재조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복지 여  

혜택을 이고 긴축재정을 펼쳐 재정 건 성을 확보하는 데에 최 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1991년 칼 빌트가 이끈 온건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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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된 도우 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1994년 재집권에 

성공한 사민당의 칼손 수상은 재정 건 성을 확보하기 한 강력한 재

정 칙을 마련한다. 이때 마련된 재정 칙은 이후 경제 기를 겪었을 때 

기 극복의 효과 인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우 연합은 2006년에 다시 정권을 맡아 데리크 라인펠트 수

상을 심으로 스웨덴 복지모델의 개 을 단행한다. 2008년 로벌 

융 기에서 비롯된 경제 기와 유로존 재정 기에서 확산된 경제 기를 

다른 국가들보다 더 잘 극복하게 된다. 1990년 와 2000년  반 이

후 스웨덴 복지모델의 변화 응 방식은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두 번의 복지모델에 한 응 방식은 스웨덴 복지모델의 지속가

능성을 단하는 요한 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정부의 경제

기의 응방법에 해서는 제4 에서 논의한다.

제3절 스웨덴 복지모델과 조세 및 재정 현황

  1.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

앞에서 스웨덴 복지모델의 발 과정을 살펴보았다. 스웨덴 복지모델은 

사회민주당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사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일 된 복지

모델을 구축한 에 특징이 있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에 해서는 

논자들이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 

신필균(2011: 67-73)은 ① 국민의 집, ② -마이드  모델, ③ 도 

노선과 기능 사회주의론을 들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 모델의 특징을 평

등과 사회정의를 기본으로 한 ‘사회  가치’와 ‘사회  연 ’, 행정집행

의 ‘효율성’, 그리고 ‘합의 문화’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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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스웨덴 사 에서 만든 보고서(2006)에서는 스웨덴 모델의 특징

을 ① 보편  복지제도, ② 력  노사 계, ③ 기업 주 성장주의

 경제정책을 들고 있다. 

유모토 지‧사토 요시히로 (2011: 15-30)는 스웨덴 모델을 복지와 

성장의 양립을 꾀하는 시스템의 집합체라고 칭하며, 그 특징을 7가지로 

제시한다. 즉, ① 개방경제와 건 한 거시경제‧재정운 , ② IT 인 라의 

정비와 신을 탄생시키는 략  연구개발, ③ 높은 여성 노동참가율과 

양육지원 체제, ④ 포 이고 담한 환경정책과 높은 국민의식, ⑤ 연

임 제도, ⑥ 극  노동시장정책과 실용성지향의 교육제도, ⑦ 노동 

인센티 와 기업 활력을 배려한 과세제도  사회보장제도이다.

스웨덴 복지모델을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 으로 언 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

은 여섯 가지 특징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의 집 이념을 반 한 보편  복지제도다. 1932년 사민당이 

집권할 때 수상이었던 페르 앨빈 한손이 제창한 ‘국민의 집’ 사상은 스

웨덴 복지모델의 이념이 되었다. 국민이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되는 공동

체  사회를 복지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국민의 집’ 이념은 스웨덴 복

지모델이 보편  복지모델로 구축되는 데에 결정  역할을 하 다. 그러

나 스웨덴의 보편  복지모델은 이미 1913년 기 연 제도 도입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게 복지시스템 구축에 보편주의를 선호하

게 된 맥락  요소로 Kuhnle & Hort(2004)는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기 제도  측면이다. 1500년  이후 스웨덴 복지 로그램은 교

회가 담당하 는데 교회와 국가 복지 로그램이 통합되면서 보편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 둘째, 문화  동질성이다. 스웨덴은 문화  동질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지 로그램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기가 어려웠

다. 셋째, 산업사회  단계의 평등주의  사회이다. 농업사회 시기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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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유럽국가들의 건 주제와 달리 자유로웠던 스웨덴 농민계층은 다

른 집단을 배제하지 않는 문화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성

향은 1932년 사민당이 집권할 때 농민당과의 녹동맹을 통해 반 되었

다. 스웨덴의 보편  복지모델은 평등, 연 , 합의 등을 특징으로 하며, 

스웨덴이 좋은 경제‧사회  성과를 거두는 데에 기여하 다. 선별  복

지의 틀을 갖춘 앵 로색슨형 복지모델이 좋은 경제‧사회  성과를 얻지 

못한 것과 비된다. 특히 보편  복지모델은 증세 등 국민부담률을 인

상하는 과정에서 국민  합의를 쉽게 이끌어내는 바탕이 되었다. 이것은 

재정의 건 성 유지에도 정  역할을 하 다. 

둘째, -마이드  모델에서 제시한 연 임 제도와 극  노동시장정

책이다. -마이드  모델은 완 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정책방

향을 제시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동일노동‧동일임 의 연 임 제도와 

극  노동시장정책으로 완 고용을 달성하고, 긴축  총수요 리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필립스 곡선에

서 보듯이 완 고용과 물가안정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인데 

이 모델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실제로 연 임 제는 노동생

산성을 높이고, ‘동일노동‧동일임 ’ 원칙을 통해 공정한 소득분배와 양성 

간 임 격차를 여 양성평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극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자의 재취업 교육과 직업 알선을 통해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고용을 보장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역할을 한 것이다.

셋째, 복지와 성장의 양립을 도모하는 시장주의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은 성장과 복지를 별개의 정책목표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추구하

는 목표로 설정한 이다. 보편  복지는 사람에 한 투자로 이어져 고

용 증가와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 다. 그리고 정부부문

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기업  시장에 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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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주의를 고수한 이 특징이다. ‘복지에는 큰 정

부, 경제에는 작은 정부’ 원칙을 용한 것이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표 인 사례가 IT 기술을 의료와 돌  서비스 분야에 목하여 새로

운 복지 련 서비스와 의료기기 등 제품 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스웨덴

에 의료복지 분야의 세계  기업이 많은 것이 그러한 사실을 보여 다.

넷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양성평등정책이다. 엘란데르 정부는 

성장정책을 추진하기 한 방편으로 여성 인력을 새로운 노동력으로 유

입하는 정책을 추진하 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신한 여성 노동자

의 건강, 출산, 육아휴직 등을 확 하고 출산보조 을 지 하는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책  지원을 확 해나갔다. 이러한 일-가정 양립 정

책은 양성평등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 다. 기에는 통  가족형태의 해체라는 부작용을 낳기

도 했지만 이를 보완한 정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복지모델을 구축하

다. 일과 가정의 양립, 자녀 양육의 부모 공동책임 등의 에서 정

책을 만든 것은 행복학 패러다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노동 인센티 와 기업 활력을 배려한 고부담-고복지 체제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은 세계 최고수 의 총조세부담률을 기반으로 하

고 있는 이다. 조세부담은 이익정치의 표  사안이기 때문에 조세부

담률을 인상하는 일은 정치 으로 실 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낸 것은 보편  복지시스템과 련이 있다. 충

분한 실업수당과 무상의료복지 등의 높은 수 의 복지수혜는 국민들이 

안정 으로 직장과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에서 노동 인센티

를 부여하고 국민들의 조세 항을 이는 역할을 하 다. 더욱이 총조세

부담에서 복지 여를 제외한 순국민부담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 

부담분이 많기 때문에 국민 개인들은 감내할 수 있는 수 으로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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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로 기업 활력을 크게 손상되지 

않는 수 에서의 부담과 복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여섯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문화이다. 스웨덴 모델의 가장 

요한 특징이자 장 으로 사회  자본을 꼽는다. 특히 정부와 국민 간

에 형성된 신뢰는 정책설계를 하는 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국민

 합의를 얻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경제  재정이 어려울 

때에는 복지 수혜의 정도를 낮추었다가 경제가 호 되면 다시 국민들의 

복지 수혜의 폭을 확 하는 정책을 펴면서 국민들로부터 복지제도와 정

치에 한 신뢰를 쌓고 있다. 특히 1991년 가을부터 7년 동안 당

인 논의를 거쳐 실 된 연 제도 개 은 스웨덴 정치의 리더십과 합의

문화를 단 으로 보여  이다. 

  2. 스웨덴 조세 및 재정 현황

가. 조세-재정지출 연계모형에서의 스웨덴 재정

복지국가의 재정틀을 조세와 재정지출의 통합  근을 하면 <표 3-1>

과 같은 4가지 유형이 나온다. 이것은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합하여 보는 

체제론  이다. 조세제도는 복지지출의 수   방향성과 연계하여 

단할 필요가 있다는 에서 통합  근은 재정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다. 조세는 진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한 경우와 강

한 경우로 분류하고, 재정지출은 복지지출의 보편  복지지출과 선택  

복지지출로 구분한다. 

이 게 조세제도와 복지지출의 계를 연계할 때 <표 3-1>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만들어진다. 첫째 유형(Ⅰ)은 조세의 진도가 약하고 

보편주의 복지지출을 하는 경우다. 둘째 유형(Ⅱ)은 조세의 진도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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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선별주의 복지지출을 하는 경우다. 셋째 유형(Ⅲ)은 조세의 진도

가 강하고 보편주의 복지지출을 하는 경우다. 넷째 유형(Ⅳ)은 조세의 

진도가 강하고 선별주의 복지지출을 하는 경우다.

〈표 3-1〉조세-복지지출 연계모형

구       분
복지지출 유형

보편주의 복지지출 선별주의 복지지출

조세의 누진도
약함 Ⅰ Ⅱ

강함 Ⅲ Ⅳ

조세-복지지출 연계모형에서 스웨덴은 Ⅰ유형에 속한다. 조세의 진

도가 약하고 스웨덴 복지모형은 보편주의 복지제도의 형에 속한다. 스

웨덴 조세는 정률 비례과세인 경우가 많다.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사

회보험료가 정률세이다. 스웨덴 소득세에는 정률의 지방소득세 외에 국

세인 소득세도 있다. 국세인 소득세는 일정 액 이상의 고소득자만이 

세 을 내며, 개인 소득에 따라 20%, 25%의 2단계 진과세이다. 소득

세만 볼 때 지방소득세와 국세를 포함하여 최고세율이 56.6%로서 

OECD 평균 41.5%는 말할 것도 없고 국과 일본의 50%, 독일 

47.5%, 랑스 46.7%보다 높다. 그러나 국세인 소득세가 세수 체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3%에 지나지 않는다. 스웨덴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6.3%로서 OECD 평균 25.5%(한국 24.2%)보다는 약간 높지만 일본 

39.5%, 미국 39.2%, 랑스 34.4%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스

웨덴은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주세가 31.42%로서 다른 나라보다 크게 

높기 때문에 기업이 법인세와 함께 부담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료는 정률로서 기업이 고용주세 31.4%(자 업자는 

28.97%), 가계가 7%(연 보험료)를 부담한다. 부가가치세는 25%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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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세이다. 그런데 Hoeller 등(2012)은 스웨덴을 포함한 노르딕 국가들이 

보편  이 지출  높지 않은 조세 진도를 갖고 있지만 지출  

조세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한다. 조세의 

진도는 약하지만 보편  복지지출 규모가 큰 스웨덴은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크다. 소  ‘재분배의 역설’이 용된다.

우리나라를 조세-복지지출 연계모형에서 보면 조세와 재정지출 양 분

야에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으로 미약하여 어느 유형에 포함시

키기가 민망한 수 이다. 굳이 연계한다면 Ⅱ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

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41.8%로서 미국이나 OECD 평균 수 과 

비슷하지만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에 속한다.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4.2%로서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이다. 그리고 

복지지출은 아직 선별  복지지출 수 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재정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매우 취약

한 것으로 드러난다.

〈표 3-2〉최고세율의 국제비교(2011)

               (단위: %)

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율

한국 41.8 24.2 10.0
일본 50.0 39.5  5.0
미국 41.9 39.2 -
영국 50.0 26.0 20.0
독일 47.5 30.2 19.0

프랑스 46.7 34.4 19.6
스웨덴 56.6 26.3 25.0
덴마크 52.2 25.0 25.0

OECD평균 41.5 25.5 18.5

  주: 1)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모두 부가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수치임.
     2) 한국의 경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2012년 수치임. 
자료: OECD Tax Database; 강병구(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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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웨덴 재정의 위상

스웨덴 재정을 말할 때 정부부문 비 이 크고, 복지지출 규모가 크며, 

국민들의 조세부담 비율이 높다고 말한다. 이러한 스웨덴 재정의 상에 

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여기서는 총량지표인 재정지출, 

복지지출, 총조세부담률 규모를 OECD 국가들 간에 비교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지출은 2008~2010년의 일반정부지출, 복지지출은 2005~2007년

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총조세부담률은 2008~2010년의 사회보장기여 을 

포함한 총조세수입 각각의  GDP 비율의 3년 평균값을 살펴본다. 이

게 계산한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표 3-3>과 같다. 스웨덴

의 재정지출 규모는 GDP 비 53.3%로서 매우 높은 수 이며 OECD 

국가  4번째로 큰 규모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8.3%로 2 , 총조세

수입은 46.3%로 2 의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 총

량지표들이 OECD 국가  최하  수 인 과 극명하게 비된다.

〈표 3-3〉스웨덴 재정 총량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일반정부지출1) 공공사회복지지출2) 총조세수입3)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스웨덴 53.3  4(32) 28.3  2(34) 46.3  2(34)

한  국 31.5 32(32) 7.1 33(34) 25.7 30(34)

OECD평균 43.6 19.5 34.2

주: 1)과 3)은 2008~2010년, 2)는 2005~2007년의 평균값임.
   2) ( )는 OECD 국가 중 통계에 포함된 국가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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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재정의 총량지표인 재정지출, 복지지출, 조세부담률의 계

를 통해 스웨덴 재정의 상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기로 한다(윤

진, 2012 참조). 먼  재정지출규모와 복지지출 간 계를 보면 스웨

덴은 매우 큰 정부(재정지출)이면서 고복지 유형에 속한다. 복지지출

규모가 큰 국가는 재정지출규모도 크다. 체로 비례 계에 있다. 랑

스, 덴마크, 핀란드 등이 가장 오른쪽에 치하고 있다. 재정지출규모는 

매우 크지만 복지지출 수 이 낮은 국가에는 그리스, 아일랜드 등이 속

한다. 우리나라는 재정지출규모도 매우 작으면서 복지지출 수 도 매우 

낮다.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재정 상이 무 비된다.

재정지출규모와 조세부담 간 계를 보면 스웨덴은 역시 매우 큰 정

부(재정지출)이면서 고부담 국가군에 속한다. 재정지출규모와 총조세

부담 간의 계도 비례 계다. 재정지출에 해 총조세수입이 뒷받침

되어야 재정 건 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에서 재정지출에 

비해 총조세수입이 상 으로 은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미국, 일

본 등이 재정 기 는 재정 자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작은 정부(재정지출)이면서 부담 국가 유형에 속하

고 있다.

복지지출과 조세부담 간 계를 보면 스웨덴은 고복지- 고부담 국

가 유형에 속한다. 복지지출과 조세부담 간 계도 비례 계다. 복지재

원은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복

지- 부담 국가 유형에 속한다. 고복지- 고부담 국가인 스웨덴을 

외 인 국가로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스웨덴 모델이 경제 ‧사회  성

과 면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를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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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재정지출규모와 복지지출 간 관계

[공공사회복지지출]

초고복지

(25-30%)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태리

고복지

(20-24%) 룩셈부르크

헝가리

포르투갈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스

OECD평균

(19.5%)

스위스

슬로바키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미국

체코

이스라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중복지

(15-20%)

저복지

(15%미만)

터키

한국

멕시코

에스토니아

매우작은정부

(30%대)

작은정부

(평균이하 

40%대)

OECD
평균

(43.6%) 

큰정부

(평균이상 

40%대)

매우큰정부

(50%대) [재정규모]

  주: 가운데 실선은 OECD 평균수준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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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재정지출규모와 조세부담 간 관계

[조세부담]

초고부담

(40%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태리

고부담

(평균이상 

30%대) 룩셈부르크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독일

체코

영국

아이슬란드

OECD평균 

(34.2%)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캐나다

폴란드

이스라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중부담

(평균이하 

30%대)

저부담

(20%대)

스위스

슬로바키아

호주

한국

터키

칠레

멕시코

일본

미국
아일랜드

매우작은정부

(30%대)

작은정부

(평균이하 

40%대)

OECD
평균

(43.6%) 

큰정부

(평균이상 

40%대)

매우큰정부

(50%대) [재정규모]

  주: 가운데 실선은 OECD 평균수준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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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복지지출과 조세부담 간 관계

[조세부담]

초고부담

(40%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태리

고부담

(평균이상 

30%대) 체코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영국

독일

OECD평균 

(34.2%)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뉴질랜드

캐나다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중부담

(평균이하 

30%대)

저부담

(20%대)

한국

터키

칠레

멕시코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일본

호주

미국

저복지

(15%미만)
중복지

(15-20%)

OECD
평균

(19.5%)

고복지

(20-24%)
초고복지

(25-30%) [복지지출]

  주: 가운데 실선은 OECD 평균수준을 표시함.



80∙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다. 스웨덴 복지재원 마련 방법

스웨덴 복지모델을 논하면서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했을 지에 해 

궁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비 27.3%(2007년), 

총조세수입은 45.8%(2010년)로서 고복지에 고부담을 하는 스웨덴

이 복지제도의 구축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을지 알아보는 것은 우

리에게 매우 큰 시사 을  것으로 본다.

1) 형성기(1930～1940년 )

먼  스웨덴의 총조세부담률의 추이를 살펴보자. 여기서 총조세부담률

은 사회보장기여 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을 지칭한다. 1930년까지는 

8~10% 수 의 낮은 총조세부담률을 기록했는데 1932년 사민당이 집권

한 이후 조세부담률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1935년 12%를 시작으로 

1960년까지 5년마다 약 3%p 정도씩 증가한다. 1960년에는 30%에 육

박하는 28.7%에 이른다. 1930년 9.9%에 비하면 거의 3배에 해당한다. 

이 수 은 2010년 한국의 25.1%보다 높은 수 이다. 사민당에 의해 복

지제도를 도입  정착시키기 한 재원 마련을 꾸 한 증세를 통해 실

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소득세 세율이 1930년 8.49%에서 1935년 10.47%로 약 2%p 

인상되었다. 이후 1940년 10.53%, 1945년 10.17%, 1950년 9.97%, 

1955년 12.24%를 유지한다. 이 시기 개인소득세 세율은 크게 인상되지

는 않았다. 한편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인상도 총조세부담 증가에 

기여한다. 부유세도 총조세수입의 1% 미만이지만 도입되었다.11) 

11) 스웨덴 부유세 도입 시기에 해서는 노 훈(2012)은 1910년, 최 (2012)은 1947년이

라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스웨덴 부유세는 2007년까지 존속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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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성기(1950～1980년 )

1960년  들어 스웨덴의 총조세부담률은 격히 증가한다. 1960년 

14.63%에서 1965년 35%, 1970년 40.1%, 1975년 46.6%로 5년마다 

5~6%p씩 증가한다. 특히 1960년 에 격히 조세부담률이 증가한 것은 

1960년 도입된 부가가치세의 향 덕분이다.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복지

제도  복지정책의 재원을 뒷받침하기 한 목 도 있지만 -마이드  

모델의 향을 받은 바 크다. -마이드  모델이 추구하고자 한 완 고

용과 물가안정 목표 에서 특히 물가안정을 한 소비 억제와 정부의 

흑자재정 구 을 달성하기 해서 부가가치세 도입이 강력하게 추진된 

것이다. 그리고 개인소득세 세율도 1955년 12.24%에서 1960년 

14.63%, 1965년 17.25%, 1970년 21%로 5년마다 2~3%p씩 지속 으

로 인상되었다.

1970년 부터 총조세부담률이 40% 로 올라선 이후 1980년 에는 

50% 로 증가하여 세계 최고 수 의 조세부담을 유지하게 된다. 1970

년  들어 조세부담률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고용세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고용세는 1970년 11.9%에서 1975년 24.27%, 1980년 32.45%, 

1985년 33.46%로 증해 스웨덴 복지재원의 큰 비 을 차지한다. 이후 

1990년 38.97%까지 치솟았으나 1990년  반 경제 기를 겪은 후 

32% 수 으로 인하되었다. 개인소득세 세율도 1975년 25.23%에서 

1980년 29%를 거쳐 1990년  이후 31% 수 을 유지한다.

3) 변화 응기(1990년  이후)

스웨덴 총조세부담률은 2000년 51.5%로서 매우 높은 수 을 유지했

으나 이후 차 감소하 다. 2006년 도우 연합이 집권한 이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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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6년 48.3%, 2008년 46.5%, 2010년 45.8%, 

2011년 44.5%로 차 비 이 고 있다. 보수  정당의 감세정책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총조세부담률은 아직도 

세계 최고 수 이다.

그리고 부유층의 투자를 유도하기 해 지난 60년간 유지해온 부유세

를 2008년부터 없애기로 결정했다. 스웨덴에선 국민의 2.5%에 해당하

는 22만명의 부유층이 부유세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체 세수에서 부유

세가 차지하는 비 은 별로 크지 않다.

〈표 3-4〉스웨덴 GDP 대비 총조세부담률

(단위: %)

연도 1900 1905 1910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세율 7.6 8.4 8.3 8.6 9.7 9.5 9.9 12.0 14.8

연도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세율 18.0 21.0 24.8 28.7 35.0 40.1 46.6 50.0 51.8 

연도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세율 55.7 47.9 50.3 50.7 51.2 51.5 51.5 49.5 47.5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율 47.8 48.1 48.9 48.3 47.3 46.5 46.9 45.8 44.5

자료: Ekonomifakta;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125)에서 재인용

제4절 스웨덴 복지개혁의 동향 : 1980-2010년

  1. 스웨덴 복지개혁의 동향

스웨덴 복지모델은 1932년 복지원년을 기 으로 1970년 에 이르러

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성숙된 제도로 자리 잡는다.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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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도록 촘촘한 망이 구성된 것이다. 그 결과 

1970년 를 복지, 노동, 평등을 바탕으로 한 스웨덴 복지모델의 틀을 완

성한 시기로 평가한다. 그러나 1973년과 1978년의 세계 에 지 기를 

맞이하여 복지국가의 기를 맞이한 바 있으나 잘 극복하 다. 

1980년  이후 스웨덴 복지제도의 개 은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한 응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는 출산

‧고령화, 세계화, 로벌 융 기, 유로존의 재정 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스웨덴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복지제도의 개 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980년  복지제도 개 의 방향은 분권화이다. 앙정부 주도

의 복지서비스를 지방정부에 폭 이양하 다. 스웨덴의 지방정부는 

역지방정부인 20개의 란드스 (Landsting)과 고틀란드,12) 기 지방정부

인 코뮨(Commune)으로 구분된다. 1982년 다시 집권한 사민당은 진정

한 평등사회를 구축하기 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역 을 두고 생계지원법을 제정하 다. 이때부터 소외계층의 체계  

리와 지원을 해 역지방정부인 란드스 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최연 , 2012: 28). 1980년 는 사회서비스법이 개정되어 서비스 

내용이 폭 강화되었으며, 이를 시행하는 각 코뮨의 자율권과 책임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고틀란드를 제외한 란드스 은 제반 업무의 90퍼센

트가 보건  의료에 한 것이다(신필균, 2011: 231). 1990년  이후 

노인에 한 의료서비스는 코뮨이 맡고 있다. 코뮨은 학교교육, 노인복

지, 아동복지, 장애자복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앙정부는 연 과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장을 담당하고 있어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 있다.

12) 고틀란드는 한 개의 코뮨으로 이루어진 작은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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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장  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을 높이기 한 응  개 이 이루어졌다. 우선 시간이 지나면서 복지

국가에 한 생각이 변했다. 1950년 에는 ‘복지국가란 경제성장의 산

물’이라는 생각이 공통된 견해 으나 1980년  이후 ‘복지국가와 사회

보장제도는 경제성장  사회  안정에 필수  요소’라는 견해로 바 었

다(Kokko, 2010: 19). 고도 성장을 이루던 시기에는 복지제도가 성장의 

결실로 여겨졌다. 그러나 성장 국면으로 어들고 출산‧고령화가 진

행되면서 경제성장과 완 고용을 달성하기 해서 복지정책  복지제도

의 개 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스웨덴은 일 이 고령 사회로 들

어섰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 이상

인 고령화 사회에 1887년에 진입하 으며, 고령 사회(14% 이상)에는 

1972년에 이미 진입하 다. 그리고 고령 사회(20% 이상) 진입은 

2014년 정이다.13) 스웨덴이 얼마나 이른 시기에 ‘노년 인구국’이 되

었는지 알 수 있다. 낮은 출산율과 기 수명 연장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

지고, 높은 소득세와 한 복지혜택은 근로유인을 하시켜 경제성장

률을 낮추고 복지제도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게 되었다. 출산 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해 1970년 에 이미 부모보험제를 

도입하고 남성에게도 출산휴가를 부여했다. 1980년 에는 다자녀 아동

에게 추가 아동수당을 지 하고, 부모보험의 혜택 일수를 확 하 다. 

2000년  들어서도 아동수당을 인상하고 개인 탁아소 운 시 보육비용

을 제공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한 정책을 꾸 히 시행하 다. 그리고 

고령화에 한 비용부담을 이기 해 의료보험 혜택기 의 강화와 복

지제도 무임승차에 한 통제정책을 강조하 다.

셋째, 세계화의 향은 1980년  후반 융자유화 조치를 취하는 결

13) 우리나라는 2010년에야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 



제3장 사민주의형 복지국가: 스웨덴∙85

과를 래했으며, 결국 복지국가의 심각한 기를 맞게 된다. 스웨덴은 

1980년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은행들의 출제

한을 푸는 조치를 단행한다. 그 결과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유동성이 확

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 가계부채의 증가로 경제 기를 래하게 

된다. 경제 기는 곧 복지국가 기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한 응

으로서의 개 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한다.

넷째, 2008년 미국 융시장으로부터 시작된 로벌 융 기는 스웨

덴에도 경제 기를 가져왔다. 2008년과 2009년 연속 마이 스 성장을 

기록하며, 재정수지도 2009~2010년 자를 기록한다. 그러나 2010년 

5.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회복된다. 한 재정수지도 

1% 미만의 자를 기록하여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건 한 재정상태를 

보여 다. 이러한 경제  성과는 보수우익 집권정부의 정책  응이 잘 

된 것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1990년  경제 기를 겪으면서 마련

한 응기제가 작동한 것이 향을 미쳤다. 이에 해서는 다음에 살펴

보기로 한다. 다만 보수우익 정부는 감세 정책과 일부 복지수혜 폭의 축

소라는 정책  응을 하게 되는데 이는 보수주의 이념을 정책에 반

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여 히 스웨덴 모델은 유효하다.

  2. 스웨덴의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스웨덴은 1970년  이후 세 번의 경제 기를 경험한다. ① 1970년  

석유 동, ② 1990년   융 기, ③ 2008년 미국 융 기에 의해 

발된 경제 기이다. 경제 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심했지만 

정치권과 국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기를 잘 극복하

다. 경제 기는 자칫 복지국가의 기를 래할 수도 있었지만 스웨덴 

사람들은 오히려 ‘ 기극복 역량’을 키움으로써 새로운 기에 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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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세 번의 경제 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가. 1970년대 석유파동의 극복

1973년 제1차 석유 동이 일어나  세계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졌다. 

스웨덴 경제도 석유 동의 향으로 심 한 경제침체기에 빠진다. 기간

산업이었던 조선업과 철강업이 크나큰 손실을 입었다. 당시 스웨덴은 유

럽 최고의 조선기술 보유국이었는데 이미 1960년  말부터 과잉투자와 

과잉생산으로 기의 조짐이 있었다. 그런데 석유 동으로 탱커 수요가 

폭 하락하고 임 , 물가, 세율이 오르자 노동비용도 동반 상승해 기업

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산업구조의 근본  문제 이 드러났다.

경제침체가 지속되자 사민당은 1976년 총선에서 참패하 다. 경제침

체와 더불어 1970년  들어 빠르게 상승했던 소득세와 고용주세에 한 

항이 일어나면서 사민당이 참패하고 3당 연립의 도보수내각이 출범

했다. 그런데 도보수 연립정부는 6년동안 집권하면서 3차례나 변경되

는 등 정치  리더십을 제 로 발휘하지 못하 다.

1970년  스웨덴의 평균 성장률은 2.5%로 1960년 에 비해 크게 떨

어졌다. 1977년에는 마이 스 1.6%를 기록하여 ‘고난의 70년 ’로 불

린다. 기업도산과 실업의 증으로 국민들과 노조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

치권은 고용유지를 해 조선업과 철강업 보호에 막 한 세 을 쏟아 

부었다. 조선업은 산상태의 회사를 국 화하고 엄청난 공  자 을 투

입하여 구제하 다. 그러나 경쟁력을 상실한 조선공장은 결국 모두 폐쇄

되고 말았다. 철강업 역시 정부가 구제에 나섰다. 다만 조선업과 달리 

업계의 정리통합과 경  합리화를 제로 지원하 다. 1977년 말 국

기업 SSAB가 설립되어 경 난에 빠진 철강 기업 3사를 흡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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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력 축소와 경 체제 합리화 등 정비통합을 통해 공장폐쇄와 규모 

해고도 단행했다. 그 결과 1982년부터 흑자경 으로 환되었고, 1994

년에 민 화되었다(유모토‧사토, 2011: 71). 이때의 경제 기 극복의 경

험은 후에 볼보자동차 등의 기업처리 문제에서 스웨덴 정부가 일체 개

입하지 않는 소  ‘경제에는 작은 정부’의 원칙의 토 가 되었다.

한편 복지에는 큰 정부가 지속되었다. 주당 40시간-주5일 근무제, 출

산유  휴가제, 국민치과보험제, 5주 휴가제, 부모보험 실시 등의 복지제

도가 도입되어 1970년 에 스웨덴 복지모델의 완성을 보게 된다. 

나. 1990년대 초 금융위기의 극복

1990년  들어 스웨덴 복지국가는  한번 심각한 기에 착한다. 

1980년  후반 융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스웨덴 경제의 거품이 빠지면

서 심각한 융 기가 발생한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스웨덴 정

부는 1985년 은행 출 한도를 올리고 규제를 철폐하는 등 융자유화 

조치를 단행한다. 크로나 하로 수출 경쟁력이 회복되자 무역흑자가 확

되었고 기업들은 잉여자본을 축 하 다. 잉여자본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어 주가는 10배 이상, 부동산 가격은 2배 이상 폭등했다. 

융자유화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결국 거품경제는 붕괴하고 부분의 은행 출이 회수불능 상태에 빠

졌고 불량채권이 증했다. 우리나라 1997년 외환 기 때와 비슷한 상

황이 발생한 것이다. 융 기는 통화 기와 겹치고 동유럽의 시장개방

이 경기후퇴를 가속시키면서 스웨덴 경제는 1991년부터 3년 연속 마이

스 성장률을 기록한다. 실업률도 1990년 1.5%에서 1993년에는 8.2%

로 폭 상승한다. 정부의 재정수지도 1991년부터 7년 연속 자를 기

록하며, 국가채무는 GDP 비 80% 까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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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제  재정 기에 해 스웨덴 정부는 어떻게 정책  응

을 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991년 집권한 칼 빌트(온건당)의 도우

연합은 ‘은행구제 로그램’을 통해 GDP 비 4.3%에 이르는 공  자

을 융기 에 투입한다. 경 탄에 빠진 민간은행을 국유화한 정부

는 우선 출채권을 우량자산과 불량자산으로 분리하여 별개로 처리한

다. 우량채권은 은행에 남기고 자본투입을 하며, 불량채권은 새로 설립

한 정부의 특별채권 회수은행(Bad Bank)으로 넘겨 채권회수나 자산매

각을 통해 불량채권을 신속히 처리했다. 이러한 스웨덴 불량채권 처리모

델은 ‘스톡홀름 솔루션’으로 극찬을 받으며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되었다

(유모토‧사토, 2011: 75). 우리나라의 외환 기 당시 융개 에도 원용

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로 1994년부터 러스 성장으로 환되었다. 그

리고 경제가 안정된 후 스웨덴 정부는 국유화한 은행들의 정부 보유 주

식을 매각함으로써 최종 으로 수익을 얻고 투입한 공  자 의 부분

을 회수했다. 이때 제1 야당이었던 사민당도 융 기 극복에 당  

력을 하 다. 이러한 정치  리더십이 스웨덴 경제 기를 극복하는 원동

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경제 기는 복지국가의 기로 연결될 수도 있었는데 스

웨덴은 단순한 융 기 극복만이 아닌 근본  구조개 을 단행하 다. 

1991년 세제 개 , 1992년 에델 개 으로 불리는 복지제도의 개 , 

1993년 앙은행 독립성 강화  인 이션 타기  도입, 1995년부터 

재정 건 화를 한 재정제도 개 , 1999년 ‘세기의 개 ’으로 불리는 

연 제도의 개 이 단행되었다. 여기서는 세제  복지제도의 개 과 재

정제도 개 을 살펴보기로 한다.

1991년의 세제 개 은 경제 기가 한창일 때 단행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먼  근로의욕과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한 감세 정책이 추진되었

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73%에서 51%로 인하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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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에서 30%로 폭 인하하 다. 노동과 자본비용을 인하해  것이다. 

둘째, 근로소득세를 진과세화하고, 자본소득을 30%의 정률로 분리과세

하여 이원  소득과세제를 도입하 다. 이것은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민의 자산투자를 진하기 함이다. 셋째, 이산화탄소 등 온난화 가스

의 배출에 과세하는 환경세를 도입하 다. 본격 인 환경정책의 시작이다. 

넷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확 , 출 리의 세액 공제, 법인세의 투자

비  폐지, 복리후생비에 한 과세 강화 등을 시행했다. 이러한 세제 

개 이 성공 으로 이루어진 것은 경제 기 이 부터 수년 동안 여야당

이 당 으로 논의해 온 정치  리더십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복지제도의 개 은 1992년 노인 복지를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에

델 개 ’이라고 불린다. 에델 개 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의료비

가 증함에 따라 노인 의료비 억제와 노인 돌 의 질  향상  효율

화를 달성할 목 으로 시행된 개 이다. 노인 복지정책의 심을 의료에

서 복지로, 치료에서 방으로, 입원  시설 장기요양에서 재택 장기요

양  돌 으로 변경함으로써 의료비용을 감하고 렴한 비용으로 안

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만들었다. 그리고 노인과 장애자에 한 복지서

비스를 면 으로 란드스 에서 코뮨으로 이 하여 장기요양, 재택돌 , 

기 의료서비스가 코뮨의 할 아래 일원화되었다. 이로써 에델 개 은 

스웨덴 ‘분권형 복지제도’의 토 를 이루게 되었다.

재정 건 화를 한 재정제도 개 은 이후 스웨덴 재정의 건강도를 

유지하는 결정  역할을 한다. 1994년 9월 재집권에 성공한 사회민주당

은 막 한 재정 자를 축소하기 하여 재정 자 축소조치와 재정제도 

개 을 동시에 단행한다. 당시 스웨덴 재정은 1991년부터 재정 자로 

환된 이후 1992년 8.9%, 1993년 11.2%, 1994년 9.1%의 매우 큰 

재정 자를 연속 기록하며 심각성을 더해갔다.  

이에 따라 재정 건 성 확보를 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GD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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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에 이른 폭 인 세출 삭감과 증세 조치를 단행했다. 세출 삭감은 

보육수당 폐지와 아동수당의 다자녀 가산  축소, 연 의 물가연동폭 억

제, 실업수당이나 질병수당의 부율 인하 등 사회보장의 수혜 삭감을 

심으로 단행했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재조정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증세는 국세 소득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고,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 다. 증세는 부유층을 상으로 한 제한  증세 으며, 법인세는 

1994년 최고세율을 30%에서 28%로 오히려 인하하 다.

1996년 수상이 된 페르손은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튼튼한 재정에 

있다고 보고 재정제도 개 을 단행한다. 페르손은 재무부 장  출신답게 

재정 건 성을 확보하기 한 강한 재정 칙을 만든다. 재정 칙(fiscal 

rule)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 인 재정지표에 해 

구체 인 목표 수치를 동반한 재정운용 목표를 법제화한 정책을 의미한

다(박형수, 2010: 9). 

페르손 정부가 택한 재정 칙은 ①　다년도 산제와 산지출 상한제

(ceiling) 도입,　② 재정 자 GDP 비 3% 이내 유지, ③ 공공 축기

 신설이다. 그리고 이러한 칙의 법  구속력을 강화하기 해 1994

년 헌법의 재정 계 규정을 개정하고, 1995년 재정법을 제정하 다.

산지출 상한제는 27개 세출 분야마다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범  

안에서 우선순 를 정하여 지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다년도 산

제가 3년제 산으로 운 됨으로써 자재정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재정균형을 달성하도록 재정수입 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

약 산지출 상한액을 과할 경우 동일 액의 증세나 세출삭감으로 

응하는 PAYGO 원칙이 용되는 것이다. 스웨덴 다년도 산제도는 

우리나라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훨씬 더 강제력이 큰 제도이다. 

그리고 1995년 EU에 가입한 이후 EU의 재정규범인 ‘재정 자를 

GDP 비 3% 이내로 유지한다’는 마스트 히트 조약을 반드시 지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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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다. EU 규범에는 국가채무도 GDP 비 60% 이내로 유지하

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스웨덴의 재정 건 성 확보를 한 제도 에 흥미로운 것은 

재정 기 시에 사용할 공공 축기 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7년의 경제 

사이클 기간 동안의 평균 1%의 공공 축기 을 만들어 일종의 버퍼 역

할을 하게 한 것이다. 이 기 은 재정 기 시에 사용한다. 2000년에 

산정책 목표와 국가 산에서는 2%로 결정되었으나 비 실 이라고 단

하여 2010년부터 1%로 하향 조정하 다(최연 , 2012: 134). 

이러한 재정 칙은 의회가 감시하고 계도함으로써 강력한 강제력을 

갖는다. 각국의 를 보면 재정목표의 구속력이 없는 ‘약한 칙(soft 

rule)’보다 정부가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도와 권한을 부여한 ‘강한 

칙(hard rule)’이 효과 임을 보여 다. 실제로 약한 칙보다 강한 

칙을 택한 국가에서 재정 건 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von Hagen, 2005). 스웨덴도 강한 칙을 마련함으로써 재정 건

성 확보에 효과 인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고강도 개 은 재정 자와 국가채무 수 을 낮추는 결실을 맺

었다. 드디어 1998년에 재정흑자를 시 하 으며, 국가채무도 GDP 

비 80%를 넘었으나 2000년부터 60% 로 감소하고, 재는 50%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 마련된 강력한 재정 칙은 이후 도우 연합에 

정권이 넘어간 이후에도 재정 건 화를 한 효과 인 정책수단으로 자

리잡고 있다.

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의해 촉발된 경제위기의 극복

1990년  고강도 구조개 을 통해 스웨덴 경제와 재정은 어느 때보다 

튼튼해졌다.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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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도 꾸 히 시 되었다. 그런데 2008년 가을 미국 리먼 쇼크를 계기

로 확산된 로벌 융 기로 인해 소규모 개방경제인 스웨덴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2008~2009년 연속 마이 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

기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 실업률은 9.5%로 상승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25%로 심각한 상태에 이른다.

당시 스웨덴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은 자동차 산업이

다. 볼보와 사  등 자동차 생산업체들과 부품업체들은 2008년 말부터 

2009년 반에 걸쳐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결국 버티지 

못했다. 볼보는 국 기업에, 사 는 네델란드 기업에 매각되었다. 이 과

정에서 자동차업체는 정부에 경제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매각 교섭에서도 정부가 신용보증 형태로 융자를 해주면 쉽게 

매수가 이루어지고 경 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리기 쉽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들어주지 않았다(유모토‧사토, 2011: 86). 

이 게 정부가 기에 처한 기업을 방임한 것은 1970년  경제 기 

시 겪었던 경험 때문이다. 당시 기에 처한 조선업을 지원했다가 공  

자 으로 지원한 국민의 세 만 날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해 노동조합과 야당은 격렬하게 비 했다. 그러나 2006년 집권한 라

인펠트 수상의 도우 연합은 1970년  사례를 들어 완강하게 반 했

다. 사양산업과 도산 기업은 구제하기보다 정리퇴출하고 그로 인해 남은 

노동력은 생산성이 높은 산업과 성장기업으로 이동시킨다는 산업정책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실업자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구제한다는 원

칙을 천명하 다. 실업보험 지 과 직업훈련을 통해 국가가 실업자를 구

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업자 구제를 통해 결국 경제의 구조조정은 

큰 항 없이 원만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 결국 사양산업에 투입할 공  

자 을 복지에 환할 수 있게 만든 셈이다. 다시 한번 스웨덴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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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인 ‘경제에는 작은 정부, 복지에는 큰 정부’를 실감하게 된다.

도우  연립정부는 복지제도 개 을 복지제도의 효율성 증진과 개

인의 책임성  선택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 다. 개인이 아이를 

돌볼 때 보육비 제공(2006), 1차 진료소 자율  선택권(2007), 의료보험 

혜택기 의 강화와 개인별 재활훈련을 통해 3개월 내 직장 복귀(2008), 

1차 진료소와 약국의 자유화(2009) 등으로 복지제도 무임승차에 한 

통제정책과 개인 선택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최연 , 2012: 38).

이 게 융 기로 인한 경제 기에 하게 응함으로써 스웨덴 

경제는 2010년 5.7%의 고도성장을 기록하 다. 이러한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라인펠트 수상이 이끄는 도우  연립정부는 2010년 선거에

서 재집권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 재정 기로 시작된 유로존 경제 기 

상황에서도 2011년 3.9%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안정  성장궤도를 달리

고 있다. 재정 건 성도 매우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제5절 스웨덴 복지모델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지속가능성

  1. 스웨덴 복지모델의 경제적 성과

가. 경제성장 측면

경제성장과 복지의 계에 해서는 복지가 경제성장에 부정  향

을 미친다는 계와 정  향을 미친다는 계로 나 어져 있다. 성

장과 복지 는 성장과 분배에 한 계를 이분법 으로 보아야 하는

가에 해서도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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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스웨덴의 경우 -마이드  모델에서 보듯이 성장과 복지가 

양립가능하며, 상호 정  효과를 미친다고 받아들여진다. -마이드  

모델은 4개의 목표와 5개의 정책수단을 토 로 한다. 4개의 목표는 완

고용, 물가안정, 경제성장, 형평  분배이다. 성장, 고용, 분배, 물가라

는 4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들 목표를 달성

하기 한 5개의 정책수단은 연 임 제, 극  노동시장정책, 긴축재

정정책, 공공 축, 특별고용지원책이다. 이 모델은 분배를 통한 사회정의

가 이루어지고 노-노 갈등이 해소되며, 노사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양극화가 해소되며, 기업경쟁력이 올라가 경제성장과 분배  복지가 동

시에 가능하다고 보았다(최연 , 2012: 129). 이 게 욕심 많은 정책모

델이 제시될 수 있고 한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 스

웨덴이 갖는 장 이다. -마이드  모델은 1955년부터 1976년까지 복

지 황 기를 완성한 시기를 담당한 모델이었다. 

실제로 -마이드  모델의 핵심 내용인 ‘동일노동‧동일임 ’ 원칙은 

경제  산업정책 체에 매우 정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다. 

‘동일노동‧동일임 ’ 원칙이란 같은 직능이나 근속연수의 종업원은 같은 

수 의 임 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의 실 과는 무 하다. 따라

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산업과 기업은 여수 을 실 에 따라 인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익을 올리게 된다. 반면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산업이

나 기업은 임 지불이 어려워져 결국 도산하거나 폐업하게 된다. 고수익

을 올리는 기업은 남은 자 을 재투자하고 확  재생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업은 한층 더 성장하고 고용은 확 된다. 요컨  ‘동

일노동‧동일임 ’ 원칙이 경제 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성장으로 이끄

는 구조에 기여한 것이다(유모토 지‧사토 요시히로, 2011: 137).

그리고 산업과 기업의 도태로 인해 해고된 사람들은 실업수당을 받으

며, 극  노동시장 정책의 상이 된다. 국가가 취업을 한 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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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알선을 책임진다. 국가 지원 아래 실업자가 재교육을 받고 능력을 

갖추게 되면 업종이나 직능 간 이직이 용이해진다. 평생 직장이 아닌 평

생 고용을 보장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원활한 구조 환이 이루어지고 인 이션도 

억제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마이드  모델의 실효성에 한 평가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 이션 억제 효과는 별로 없었지만 산업의 구조 환을 원활

히 함으로써 경제 효율성이나 성장률의 향상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유모토 지‧사토 요시히로, 2011: 138). 

최연 (2012: 130-131)에 의하면 1960년 부터 1980년 까지 사민당 

집권 기간 동안 스웨덴 정부의 세입‧세출 형태를 보면 -마이드  모델

에 따라 정책을 추진했으며, 그 성과도 컸다고 평가한다. 이 기간 내내 

실업률 4% 이하의 완 고용과 임  평등을 이루었으며, 긴축재정을 통

해 경제안정을 이루었다. 연 임 제의 결과 기업의 잉여자 으로 연

구투자와 재창업으로 고임 을 이기지 못해 산한 소기업 인력을 흡

수하면서 산업이 화되어 갔다. 고임 을 이겨낸 소기업은 경쟁력

이 확보되는 등 산업 생산력과 경제 체질이 더욱 강화되었다.

경제성장 과정을 보면 1932년 사민당 집권 이후 2011년까지 4번 마이

스 성장을 기록한다. 그  1939년 2차 세계 이 발발한 시기에 거

국내각을 구성한 경우를 제외하면 3번의 마이 스 성장은 모두 보수연

합 정부 시기에 이루어졌다. 1976~1982년의 6년동안 앙당, 온건당, 

자유당의 도보수연합이 집권했는데 토르비에른 펠딘 수상 시 인 

1977년 -1.6%, 1981년 -0.2%의 마이 스 성장을 기록했다. 두 번째 

시기는 온건당 심의 보수연합의 칼 빌트 수상이 집권할 때인 1991년 

1994년 사이 3년 연속으로 마이 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리고 2008년 

미국 융 기에서 비롯된 경제 기가 발생했을 때 2008년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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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마이 스 성장을 기록한다. 

세 번의 경기 후퇴는 모두 외  여건으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1970년 에는 두 번에 걸친 세계 석유 동으로 인한 경제 기, 1990

년  반에는 1980년  자본 자유화 이후 융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로 인한 경제 기 다. 2008년에는 세계 융 기로부터 비롯되었

다. 그런데 외  여건이 안 좋은 시기와 보수우익 정부 집권 시기가 

우연히 일치되긴 하지만 경제 침체의 원인을 보수우익 정부의 경제통제 

능력 상실에서 찾는 학자도 있다. 최연 (2012: 104-106)은 1970년  

경제 침체는 보수우익 정부가 3개 정당으로 이루어진 연립정부 기 때

문에 정책공조가 쉽지 않았고 당시 원자력 폐기문제로 불 화음을 일으

켜 정부가 불안정하여 경제가 제 로 통제되지 못 했던 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 한다. 1991년 다시 집권을 한 보수우익 정부도 4개 정당의 

연립정부 는데 막 한 재정 자와 3년 연속 마이 스 성장을 기록함으

로써 낙제 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1990년  경제 불황은 1985년 사민

당 집권시 추진한 자본 자유화 조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연립정

부의 경제정책 잘못이 크다는 주장을 인용한다. 1992년과 1993년의 재

정운용과 노동시장정책 실패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방치, 국가부채의 증

가, 환율정책의 실패 등이 복합 으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외 경

제 여건에 한 정부의 정책  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경제  성과에 

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다.

나. 소득 재분배 측면

1) 재분배의 역설

Korpi and Palme (1998)는 보편주의 모델은 소득 수 과 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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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 계층에게 동일하게(flat-rate) 복지 혜택을 주지만 어떤 의미에

서 소득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체제라고 주장한다. 이를 ‘재분

배의 역설(paradox of redistribution)’이라고 부른다. 보편주의 복지국가

일수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Rothstein(2001: 219)도 ‘재분배의 역설’에 해 소득 재분배가 가장 

잘 된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과세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

하게 혜택을 주는 국가라고 해석한다. 일반 으로 조세의 진도가 클수

록, 한 소득층에게 집  지원하는 선별  복지정책이나 제도일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Rothstein은 동일한 혜택

과 비례  과세체제를 갖춘 보편  복지국가가 진  과세체제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보편  

복지국가로 스웨덴을 비롯한 몇몇 나라를 꼽는다.

Bergh(2004: 748)는 재분배 효과가 큰 보편  복지국가의 표  모형

을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 고 있다. 첫째, 공 으로 생산되고, 보

편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의료 돌 , 교육, 아동 돌 , 노인 돌 ), 

둘째, 시민권에 입각하여 동일 혜택을 부여하는 보편  체제( : 기본연

, 아동수당), 셋째, 의무  사회 보험(소득연계 연 , 질병수당, 부모보

험)이다.

2) 스웨덴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재분배의 역설’은 스웨덴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보편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는 스웨덴 재정의 소득 재분

배 기능은 당연히 큰 것으로 나타나는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

니계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OECD 28개 국가의 재정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기여도를 보면 45.8%로 스웨덴이 단연 일등이다.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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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는 작지만 조세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재분배 기능이 크다. 보편  

복지지출 규모가 큰 것도 재분배 기능이 클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시장

소득과 가처분소득을 비교한 소득분배 개선도에는 사회서비스 등 물

여가 제외되었다. 만약 사회서비스 등 물 여까지 포함한다면 스웨덴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더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체로 조세의 진도가 크고 보편  복지제도를 갖춘 랑스나 독일

은 40% 이상의 개선 기여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조세의 진도가 

약하고 선별  복지제도를 갖춘 미국(16.6%), 국(27.2%), 일본

(27.5%) 등은 개선 기여도가 하 권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 바로 

앞 순 에 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개선 기여도는 7.7%로서 OECD 28개 국가  

27 로서 꼴  수 이다. OECD 평균(30.6%)의 4분의 1 수 에 불과

하다. 바로 앞 순 (26 )인 미국은 16.6%로서 우리보다 2배 이상의 개

선 기여도를 갖고 있다. 다행히 시장에 의한 일차  소득분배 상태가 그

나마 양호하기 때문에 재정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거친 후 불평등도가 

OECD 국가  하 권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기여도가 극히 미흡한 이유는 우선 사회복지지출 비 이 최하 권

에 속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나 조세 분야에서의 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도 향을 미치고 있다. 

강병구(2012)에 의해 계산된 OECD 국가 재정의 빈곤율 감소 효과도 

스웨덴과 우리나라가 극명하게 비된다. 스웨덴은 재정을 통한 빈곤율 

감소율이 68.5%인데 우리나라는 14.3%에 불과하다. 스웨덴의 가처분소

득 기  빈곤율은 8.4%로서 우리나라 15%에 비해 반 수 이다. 

조세-복지지출 연계모형에서 Ⅰ유형에 속하는 랑스, 독일, 덴마크 

등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재정을 통해 빈곤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추가  복지재정수요을 억제한



제3장 사민주의형 복지국가: 스웨덴∙99

다는 에서 장기 으로 바람직하다.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흡할 

경우 그것은 결국 복지재정수요 증가라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표 3-5〉OECD 국가 재정의 소득 재분배 개선 기여도(2008)

국  가 시장소득 Gini 계수 가처분소득 Gini 계수 개선 기여도(%) 순위

스웨덴 0.432 0.234 45.8  1
벨기에 0.494 0.271 45.1  2
덴마크 0.417 0.232 44.4  3
체코 0.473 0.268 43.3  4
룩셈부르크 0.454 0.258 43.2  5
프랑스 0.482 0.281 41.7  6
슬로바키아 0.459 0.268 41.6  7
헝가리 0.497 0.291 41.5  8
독일 0.507 0.298 41.2  9
오스트리아 0.433 0.265 38.8 10
이태리 0.557 0.352 36.8 11
노르웨이 0.433 0.276 36.3 12
네덜란드 0.423 0.271 35.9 13
폴란드 0.568 0.372 34.5 14
호주 0.458 0.301 34.3 15
핀란드 0.386 0.269 30.3 16
그리스 0.454 0.321 29.3 17
뉴질랜드 0.473 0.335 29.2 18
포르투갈 0.542 0.385 29.0 19
일본 0.443 0.321 27.5 20
캐나다 0.436 0.317 27.3 21
영국 0.460 0.335 27.2 22
아이슬란드 0.368 0.280 23.9 23
스위스 0.352 0.276 21.6 24
아일랜드 0.416 0.328 21.2 25
미국 0.457 0.381 16.6 26
한국 0.338 0.312 7.7 27
스페인 0.338 0.319 5.6 28
OECD 평균 0.448 0.311 30.6 　

  주: 개선기여도 = - (가처분소득 Gini 계수 - 시장소득 Gini 계수)/시장소득 Gini 계수 x 100 
자료:　OECD Factbook 2010: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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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OECD 국가 재정의 빈곤율 감소 효과

국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빈곤율 감소

(% 포인트)

빈곤율 

감소율 (%)
순위

체코 25.6  5.5 20.1 78.5 1
프랑스 32.6  7.2 25.4 77.9 2
헝가리 26.6  6.4 20.3 76.1 3
핀란드 30.1  8.0 22.1 73.4 4
덴마크 22.1  6.1 16.0 72.5 5
오스트리아 28.8  7.9 20.8 72.5 6
독일 32.5  8.9 23.6 72.5 7
슬로바크 24.7  7.2 17.4 70.7 8
네덜란드 24.1  7.2 16.9 70.2 9
벨기에 31.4  9.4 22.0 70.0 10
스웨덴 26.5  8.4 18.2 68.5 11
룩셈부르크 26.9  8.5 18.4 68.4 12
슬로베니아 25.3  8.0 17.3 68.3 13
노르웨이 23.8  7.8 16.0 67.3 14
아이슬란드 19.0  6.4 12.6 66.2 15
이탈리아 33.3 11.4 21.9 65.8 16
그리스 31.1 10.8 20.4 65.5 17
영국 31.2 11.0 20.2 64.7 18
폴란드 27.7 11.2 16.5 59.5 19
포르투갈 28.4 12.0 16.4 57.9 20
스위스 19.9  9.3 10.6 53.3 21
에스토니아 26.6 12.5 14.1 53.2 22
캐나다 24.7 12.0 12.6 51.2 23
뉴질랜드 22.4 11.0 11.4 50.9 24
스페인 27.2 14.0 13.1 48.3 25
호주 27.2 14.6 12.6 46.2 26
일본 28.7 15.7 13.0 45.2 27
미국 27.0 17.3  9.7 35.9 28
이스라엘 27.7 19.9  7.8 28.2 29
터키 22.0 17.0  5.0 22.7 30
칠레 21.4 18.4  3.1 14.4 31
한국 17.5 15.0  2.5 14.3 32
멕시코 23.6 21.0  2.7 11.2 33
OECD평균 26.3 11.1 15.2 57.7

  주: 1)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측정된 수치임.
     2) 칠레(2009), 덴마크(2007), 헝가리(2007), 터키(2007), 일본(2006)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8년 기준임.
자료: OECD Statistics Database; 강병구(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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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측면

스웨덴의 1990년 이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1990년 에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91~1997년 동안 연속 재

정 자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2~1994년에는 9~11%의 매우 높은 

재정 자 수 을 기록하고 있다. EU의 재정 칙인 마스트 히트 조약이 

제시한 GDP 비 3% 이하 기 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OECD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 의 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속되는 

재정 자는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졌다. 1990년 국가채무 수 이 GDP 

비 46.3% 는데 1992년부터 증하여 1994년에는 EU 재정 칙 

60%를 넘어서는 82.5%를 기록하고 있다. 

1990년  재정 자와 국가채무의 은 1985년 사민당 집권시 추진

한 자본 자유화 조치와 융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해 공  자 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때 집권 정부는 온건당 칼 

빌트 수상이 이끈 보수연립 정부 다. 빌트 연립정부는 국가 재정 건

성을 회복하기 해 복지제도의 일부를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실업

자 기 의 소득 체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이듬해 다시 

80%로 하향 조정했다. 다자녀 가족의 아동수당을 인하하고, 고등학생과 

학생의 학비 보조  기간을 10개월에서 9개월로 조정하 으며, 병가

수당의 최  1일을 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다. 그러나 복지제도의 

축소로 인해 소득층의 반발을 사게 되어 1994년 사민당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결국 1994년 사민당이 재집권하게 되며 잉바르 칼손 수

상이 이끄는 사민당 정부는 고강도 재정  복지제도 개 을 시행한다. 

그 결과 재정 자는 계속 감소하고 1998년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환

되게 된다. 국가채무도 1996년 84.4%를 최고 으로 이후 계속 감소하

며, 2000년 에는 EU 재정 칙 기  60% 로 낮아지고 200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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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하 수 으로 내려갔다. 2010년 재 국가채무는 49.1% 수 으로 

건 한 수 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세계 융 기로 인해 2009년과 2010년 다시 재정 자를 기

록하지만 1990년  재정 건 성 확보를 한 구조조정 덕분에 최소한의 

수 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OECD 평균 재정 자가 2009년 8.2%, 

2010년 7.7% 수 이지만 스웨덴은 0.9%와 0.3% 수 에 머문 것이다. 

당시에도 보수우익 연립정부가 집권한 시기인데 한 정책  응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결국 스웨덴의 재정상태는 본래 건 한 수 을 유지했는데 1990년  

경제 기를 맞이하여 매우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 으며, 구조개 을 통

해 잘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재의 스웨덴 재정 건 성은 양호한 편

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7〉스웨덴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추이

(단위: 대 GDP 비율,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재정수지 3.4 △0.1 △8.9 △11.2 △9.1 △7.3 △3.3 △1.6 0.9 0.8

OECD평균 △3.1 △3.8 △4.6 △5.1 △4.3 △4.8 △3.3 △1.9 △2.2 △1.0

국가채무 46.3 55 73.3 78.2 82.5 81.1 84.4 83 82 73.2

OECD평균 57.9 60.1 64 68.8 70 72.4 73.9 73.5 74.2 72.5

'00 '02 '04 '05 '06 '07 '08 '09 '10

재정수지 3.6 △1.5 0.4 1.9 2.2 3.6 2.2 △0.9 △0.3

OECD평균 0.1 △3.3 △3.4 △2.8 △1.2 △1.3 △3.3 △8.2 △7.7

국가채무 64.3 60.2 60 60.8 53.9 49.3 49.6 52 49.1

OECD평균 69.8 71.6 74.9 76.3 74.5 73.1 79.3 90.9 97.6

자료: OECD, Stat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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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웨덴 복지모델의 사회적 성과

가. 스웨덴의 삶의 질 수준

OECD는 2011년 창설 50주년을 맞아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itiative: BLI)’를 개발하여 발표하 다. BLI는 생활조건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수로서 주거, 소득, 고용, 교육, 환경, 건강, 삶의 만족

도, 안  등 11개 역 2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BLI의 특징은 

거시지표보다는 개개인의 행복과 행복의 조건을 나타내는 미시지표에 

을 맞추고 있다. 객  지표는 물론 주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수는 각 국가의 경제지표와 여론조사 등을 토 로 평가가 이루어

진다.

2012년 OECD가 36개국(34개 회원국과 러시아, 라질 포함)을 

상으로 조사한 BLI를 보면 호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었으

며, 스웨덴은 4 로서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함께 상  그룹에 속

했다. 한국은 24 로서 하 권이다. 스웨덴은 소득 부문에서는 상 으

로 낮은 수 지만 공동체, 환경, 삶의 만족도 등에서 높은 수를 받

았다.

가툼 연구소는 2012년 가툼 번 지수를 발표했는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1~3 를 차지했다.14) 스웨덴은 3 다. 한국은 27 다. 가툼 

번 지수는 세계 144개국의 경제의 힘, 기업가 정신과 기회, 지배구조, 

교육, 건강, 안 과 치안, 개인의 자유, 사회  자본 등 8개 항목을 평가

해 지수화한 것으로 한 나라의 국부와 복지수 의 잣 가 된다. 경제와 

복지가 측정된다는 에서 GDP 지표에 삶의 질 지표를 더한 의미를 갖

14) 가툼 연구소는 뉴질랜드의 억만장자 크리스토퍼 챈들러가 2006년 두바이에 설립한 투

자회사 가툼 그룹에 속한 공공정책 조사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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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최근 경제성장이 행복을 더 이상 증진시켜주지 않는다는 생각과 GDP 

지표의 한계 에 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행복지수에 한 개발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행복지수 개발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74년 히

말라야의 조그만 불교국가인 부탄에서 새로 왕 에 오른 지그미 싱  

왕추크 국왕이 앞으로 국민총생산(GNP)이 아닌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을 국가발 의 주요 지표로 삼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에서 비롯된다. 2012년 4월 UN은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를 통해 행복도 객 으로 측정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이러한 세계  흐름 속에서 여러 나라들은 행복지수 개발  정책에

의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기 들이 발표하는 스웨덴의 행복지수 는 삶의 질 지

수는 매우 높은 수 으로 밝 지고 있다. 이 게 스웨덴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스웨덴의 보편주의 복지모델과 한 련이 있다고 

단한다. 보편주의 복지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다른 노르딕 국가들의 행

복수 이 높게 나오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보편주의 복지모델은 빈곤과 질병 등의 구 사회  험은 말할 것

도 없고, 양극화, 고령화, 가족 계 해체 등의 신 사회  험에 해서

도 국가  차원에서 치 하게 국민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보편주의 복지모델은 무엇보다도 평등사회를 구 한다는 에

서 국민들의 행복수 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의 평등성의 정

도는 사람의 행복과 건강에 많은 향을 미친다. 일반 으로 평등한 사

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임을 밝히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Argyle(1998: 34)은 국가  행복을 가늠할 때 소득수 의 높낮이보다 

소득의 평등이 더 강력한 지표라고 결론짓는 여러 연구사례를 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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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소득의  액이 아니라 상  수 에 

따라 단한다는 것이다. 심리  행복은 당사자의 소득 수  자체가 아

니라 비교할 여러 가지 소득 잣 와 자신의 실제 소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한 사회일수록 행복수 은 높

아질 수밖에 없다. 소득 불평등은 강력범죄와 살인 같은 사회  계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살인율에 한 국가 간 연구에서 

가장 일 된 결과는 소득 불평등과 살인율이 정(正)의 계에 있다는 것

이다. 높은 수 의 살인율은 소득분배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 의 불평등

과 언제나 동시에 찰된다는 것이다.

‘재분배의 역설’에서 보았듯이 스웨덴은 보편주의 복지제도로 인해 가

장 평등한 국가에 속한다. 앞에서 소득 재분배 개선도의 OECD 국가간 

비교에서 보듯이 스웨덴은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가장 앞설 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 기  지니계수가 0.234로서 OECD 국가  덴마크 

다음으로 가장 낮다. 우리나라는 0.312로서 하 권이다. 평등한 사회

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라면 복지국가와 평등은 함께 가야 하

는 동반자 계다. 스웨덴은 보편주의 복지모델로 그것을 실 하고 있다.

나. 복지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삶의 질 변화

행복수 을 측정할 때 불행과 련된 지표들을 통해 역으로 행복수

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자살률, 이혼율, 범죄율 등이 그것이다. 한때 스

웨덴은 자살률과 이혼율이 높아 스웨덴 복지제도와 련이 있을 것이라

는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과연 스웨덴 복지제도가 자살률, 이혼율 등

을 높인 것일까?

스웨덴 자살률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편에 속한다. 2006년 스

웨덴 자살률은 13.2명으로 우리나라의 31.7명(2011년)의 약 3분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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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 여기서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표시한다. 스웨덴 

국민의 행복지수가 세계 최고 수 인 을 감안하면 자살률이 높지 않

은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림 3-5]의 1901년부터 100년간의 스웨덴 자살률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제1차 세계 과 제2차 세계 이 

일어난 시기에 자살률이 낮다. 쟁은 자살률을 낮춘다. 그래 를 보면 

1945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살률이 상승하고 있다. 1945년 

13명에서 1970년 22명으로 증가하 다. 이 시기는 스웨덴의 고도 경제

성장기이다. 그리고 2차 세계  이후 사민당이 곧 집권하여 스웨덴 

복지모델을 제도화해가는 과정에 해당한다. 세 도 계속 인상되어 간 시

기다. 원래 고도 성장기에는 자살률이 하한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

우 고도 성장기 자살률은 감소하 다. 그 다면 증가하는 자살률이 고부

담‧고복지의 복지정책 때문일까? 스웨덴 복지모델과 자살률 간에는 어떤 

계가 있을까?

고부담‧고복지 모델이 자살률을 높인다는 가설이 성립할 수 있다. 소

 복지병이 자살률을 높인다는 가설이다. 정부가 국민을 돌보아주고 국

민은 세 을 많이 내기 때문에 사회에 활력이 없고 특히 은 세 들이 

미래에 한 꿈이 없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타

오카(2010)는 이 가설은 틀렸다고 말한다. 1970년 이  증가하는 자살

률은 스웨덴 복지모델이 완성되기  단계의 시기이다. 복지모델이 완성

된 1970년  이후에는 자살률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의 스웨덴 자살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낮은 수 에 속한다.  

복지국가와 자살률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서는 연  지표인 이혼

율과 범죄율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지표들도 사회의 스트

스를 반 하기 때문이다. 이혼율을 보면 1960년  반까지 안정 이었

는데 1960년  반부터 1970년  반에 걸쳐 상승한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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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반에 강하한 뒤 안정  추이를 보여 다. 이혼율이 하락

한 것과 련해서 이 시기부터 사실혼이 확산된 것과 련이 있다고 추

정한다.

[그림 3-7]의 범죄율을 보면 1950년  이후 1990년 까지 꾸 히 증

가하고 있다. 1960년  반부터 상승한 후 1990년 까지 계속되다가 

이후 안정  추세로 환된다. 1970년 부터 1990년 까지 반 으로 

상승세이지만 연도에 따라서는 년 비 감소하기도 한다. 그런데 1960

년 부터 1970년  반까지 외 없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일반 으

로 고도 성장기에는 범죄율이 낮아지는데 스웨덴은 반  상이 일어난 

것이다.

스웨덴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자살률, 이혼율, 범죄율이 증가하는 특이

한 상을 보여 다. 일반 으로 고도 성장기에는 자살률, 이혼율, 범죄

율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스웨덴은 반  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 기타오카(2010: 65)는 ' 통  가족의 변용'이라고 해석한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틀을 사실상 정착시킨 타게 엘란데르 수상은 '강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경제 강국을 만들기 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 다. 그 에서 새로운 노동력 확보를 해서 여성 취업 지원정책

을 펼친 것이 통  가족의 붕괴를 겪게 했다. 고도 성장기의 여성 취

업률 상승이 통  가족의 존재양식을 바꾼 것이다. 그 결과 통  가

족의 붕괴는 이혼율, 자살률, 그리고 은 층의 범죄율을 상승시키는 간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경제학과 행복학에서의 정책을 바라보는 이 차이가 있

음을 보여  부분이다. 여성 취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 경제학

의 이며, 여성 취업이 가족 계를 훼손한다는 것은 행복학의 이

다. 행복학에서는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가장 요한 것을 계  요인으

로 꼽는다. 소득보다 계 요인이 더 요하다. 계 에서 가족 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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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매우 요한 결정요인이다. 가족 계의 훼손을 가져오는 정책은 

결코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이제 경제학 패러다임에만 갇  있어서는 안 되며 행복학 패러다임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1980년  이후 자살률과 이혼율 등이 감소 추세로 

환한 것은 스웨덴 정부의 복지정책이 행복학 패러다임에 코드를 맞추

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자녀 양육의 부모 공동책

임 등의 에서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 곧 행복학 패러다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제도의 보완을 통해 가족 계의 복원을 이룬 것

이다.

〔그림 3-5〕스웨덴의 자살률 추이(1901~2002)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2004년도 인구동태 조사 특수보고; 기타오카(2010: 5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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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스웨덴의 이혼율 추이(1947~2005)

자료: 기타오카(2010: 63)

〔그림 3-7〕스웨덴의 범죄율 추이(1950~2007)

자료: 스웨덴 통계청 데이터베이스에서 산정; 기타오카(2010: 6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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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웨덴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 평가

가. 복지국가의 트라일레마

Iversen and Wren(1998)은 서구 국가의 복지제도 분석을 통해 성장

률이 낮아진 서비스경제 시 에 소득 형평, 고용 증가, 재정 안정을 모

두 만족시킬 수는 없는 트라일 마(trilemma)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

한다. 복지  분배, 고용, 재정 건 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웨덴은 -마이드  모델을 통해 완 고용, 물

가안정, 보편 복지, 그리고 경제성장까지 무려 4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했으며, 물가안정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정도 성공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목표가 추가된다. 재정 건 성 유지이다. 복지는 재정

이 추구하는 목표이면서 재정은 복지의 제약조건이 된다.  

그런데 Iversen and Wren(1998)은 소득 형평, 고용 증가, 재정 건

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  둘을 선택해야 하는 삼자택이  상황을 에스

핑 안데르센 모형과 연계시켜 삼자택이  삼각형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사민주의 모형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불평등 완화

라는 목 을 추구하지만 재정 건 성에는 심이 덜하다. 반면에 유럽 

륙국가의 기민주의 모형은 소득 불평등 완화와 재정 건 성을 강조하

지만 일자리 창출은 역 을 덜 두고 있다. 미권의 자유주의 모형은 일

자리 창출과 재정 건 성을 강조하지만 소득 불평등 완화는 정책목표로

서 약하게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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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복지국가의 트라일레마 상황

자료: Iversen and Wren(1998)

그런데 스웨덴은 소득 불평등 완화와 일자리 창출은 말할 것도 없고 

재정 건 성마  확보하고 있다. 보편 복지는 소득 불평등을 크게 개선

하는 효과가 있음을 ‘재분배의 역설’에서 입증하 다. 일자리 창출은 -

마이드  모델의 극  노동시장정책과 연 임 제에서 상당한 정도 목

표를 달성하 다. 그러나 연 임 제가 느슨해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고용 측면도 좋은 수를 받을만하다. 재정 건 성 측면

은 1990년 에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고 강도 높은 

구조개 을 통해 이후 재정 건 성이 탄탄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스웨덴의 경우 복지국가의 트라일 마 상황이 아니라 트라일 마를 

동시 목표로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득 불평등 완화

와 일자리 창출은 조세와 복지지출을 통해 정부와 재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 목표다. 제약조건으로서의 재정 건 성 달성도 지속 으로 추진해

야 할 목표다. 스웨덴은 이들 공동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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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복지는 재정이 추구하는 목표이면서 재정은 복지의 제약조건이 된다. 

복지와 재정은 수 의 두 바퀴처럼 균형 있게 굴러가야 한다. 복지와 재

정의 균형은 결국 복지제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다. 복지국

가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복지재정 트라일 마’

를 잘 극복해야 한다.

‘복지재정 트라일 마’는 복지지출, 총조세부담, 재정 건 성의 세 가

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재정 건 성을 달성하기 

해서는 복지지출은 이고 국민부담을 높여야 한다. 복지지출을 늘리려

면 총조세부담을 늘려야 재정 건 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총조세부담이 

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지지출을 여야 재정 건 성이 유지된다. 

세 가지 변수  두 가지 변수를 추구하다보면 하나의 변수는 희생해야 

한다는 에서 트라일 마로 얘기하고 있다. 

스웨덴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정부(재정지출) 규모-

고복지- 고부담 국가 유형에 속한다. 고복지- 고부담 유형은 보편

주의 복지모델의 구축에 매우 유리한 재정 조건이다. 복지지출이 많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상으로 한 보편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데에 용이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은 복지지출이 지속 으로 증가하면서 오

늘날 세계의 모범이 되는 보편  복지제도를 갖추었다. 

그런데 복지지출을 지속 으로 확 하기 해서는 조세부담을 늘려야 

한다. 스웨덴은 복지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해 개인소득세의 세율 인상 

등 꾸 한 증세를 단행했다. 개인소득세 세율은 1955년 12.24%에서 

1960년 14.63%, 1965년 17.25%, 1970년 21%로 5년마다 2~3%p씩 

지속 으로 인상되었다. 증세를 통해 추가  복지재정수요를 충당해 나

간 것이다. 그리고 1960년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기 복지국가의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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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시키는 데에 결정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총조세부담률이 1960년 

14.63%에서 1965년 35%로 증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향이다.

1970년 부터 총조세부담률이 40% 로 올라선 이후 1980년 에는 

50% 로 증가하여 세계 최고 수 의 조세부담을 유지하게 된다. 1970년

 들어 조세부담률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고용세의 도입을 들 수 있

다. 고용세는 1970년 11.9%에서 1975년 24.27%, 1980년 32.45%, 

1985년 33.46%로 증해 스웨덴 복지재원의 큰 비 을 차지한다. 이후 

1990년 38.97%까지 치솟았으나 1990년  반 경제 기를 겪은 후 

32% 수 으로 인하되었다. 개인소득세 세율도 1975년 25.23%에서 

1980년 29%를 거쳐 1990년  이후 31% 수 (지방세)을 유지한다. 

스웨덴은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데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고용세 등의 

증세로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분담한 셈이다.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정

치 으로 어려운 정책이라는 을 감안할 때 스웨덴은 이미 충분히 총

조세부담률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재정 건 성을 확보하는 것은 크게 어

려운 일이 아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복지제도의 한계  조정만으로 

재정 건 성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경제 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

을 갖게 된 것이다. 그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 융 기를 맞이하 을 때 선진 각국은 막 한 재정

자와 채무 으로 재정 기 상황을 맞았는데 스웨덴은 2009년과 

2010년 1% 미만의 재정 자를 나타냄으로써 건  재정의 상을 지킬 

수 있었다.

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평가

복지제도가 지속가능성을 갖기 해서는 복지제도를 뒷받침해  재

정이 튼튼해야 한다. 스웨덴은 고복지- 고부담 유형으로서 복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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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일 마 상황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재정의 틀을 갖추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스웨덴 복지모델이 항상 재정 건 성을 담보하며, 복지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해 

스웨덴 정치인들이 어떻게 응했는지 1990년  상황을 보면 많은 을 

시사 받을 수 있다.

1980년  반 사민당의 자본 자유화 조치로 인해 뒤늦게 융 출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맞이한 보수우익 정부는 경제 기 극복을 한 

다양한 복지제도 개  작업을 단행했다. 아동수당 인상안(1991년)을 제

외하고 복지제도의 일부를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실업자 기 의 소

득 체율 하향 조정, 다자녀 가족의 아동수당 인하, 고등학생과 학생

의 학비 보조  기간 단축, 병가수당의 최  1일 공제 등의 조치를 취하

다. 

그리고 1991년 면  세제개 을 단행했다. 소득세(73%→51%)와 

법인세(57%→30%)의 한계세율을 인하했다. 한 노동소득의 진과세

와 융소득의 30% 정률 분리과세를 통해 이자‧배당‧자본소득의 손익

통산을 인정하는 이원  소득과세를 도입하 다. 한편 이산화탄소 등 온

난화 가스의 배출에 과세하는 환경세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과세표 을 확 하 다. 이러한 세제개 은 높은 한계세율에 한 불만

에 처하고 융세제가 래하는 왜곡된 투자행동을 시정하며, 환경정

책의 본격  시행 등을 반 한 것이었다. 그러나 복지제도의 축소로 인

해 소득층의 반발을 사게 되어 1994년 사민당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

았다. 

1994년 재집권한 사민당의 잉바르 칼손 수상은 재정  복지제도 개

을 시행한다. 이후 1995년 지도부 교체를 통해 수상직을 맡은 페르손 

수상은 재무부 장  출신답게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 건 성을 

확보하기 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페르손은 그의 서 『빚진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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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지 못하다』에서 복지제도의 건강성 유지를 해서는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야 하며, 이는 산정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최연 , 

2012: 37).

페르손 정부는 사회보장비용의 소득 체율을 80%에서 75%로 낮추

고, 부모보험 의 소득 체율을 85%에서 75%로 인하하 으며, 병원, 

학교, 노인 요양원 등 복지  교육시설을 폭 축소하고 의사와 간호사, 

학교 교사를 량 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다. 그리고 소비 진작을 

해 부가가치세를 21%에서 12%로 폭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단행한

다. 반면에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등의 증세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고강도 개 은 재정 자와 국가채무 수 을 낮추는 결실을 맺었다. 드디

어 1998년에는 재정흑자를 시 하 다.  

그런데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련하여 스웨덴 정부의 응을 보

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998년 재정이 흑자로 환되자 

페르손 정부는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해 축소했던 복지 혜택을 다

시 원상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1998년 실업수당의 소득 체

율을 85%로 인상하고, 1999년에는 다시 90%로 올려 1995년 수 으로 

회복시켰다. 그리고 병원, 탁아소, 노인 요양시설 등의 서비스 인력 재수

을 단행하는 등 상당 부분을 원상 회복시킨 것이다. 다만 사회  약자

의 보호에는 재정을 확 하지만 복지 무임승차로 인식되는 복지병과 복

지 수는 철 히 방하고자 했다(최연 , 2012: 37). 이 게 경제가 

살아나고 재정 건 성이 회복되고 나면 다시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돌

려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쌓는 계기를 만

들어 다.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분 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가장 큰 장 의 하나

는 정부와 복지제도에 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다는 이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련하여 연 제도 개 을 살펴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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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연 제도는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클 뿐만 아니라 정치

으로 매우 민감한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가장 

한 계가 있다. 한 공  연 제도는 스웨덴 정부의 ‘국민의 집’ 이

념에서 가장 요한 복지정책  하나다.

스웨덴 최 의 공  연 제도는 1913년 연 법 제정으로 도입되었으

며, 자산조사 방식의 기 연 (1단계)과 보험방식 립식(개인 액 부

담)의 비례연 (2단계)으로 구성되었다. 1946년 국민연 법 제정으로 기

연 제도가 도입되었다. 1960년에는 보편  기 연 에 부분 립식 

비례연 제가 추가 도입되어 2단계 연 제도로 환되었다.

연 제도 개  움직임은 1980 부터 있었으나 본격 인 개 은 1990

년  들어서 부터이다. 1990년  경제 불황으로 인한 성장, 출산‧고

령화가 진행되면서 연 제도 개 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베이비

부머들이 2010년 에 퇴직하면서 재정 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 이 

본격화되었다. 1998년 새로운 공  연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 연 과 

비례연 제를 폐지하고,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소득비례연 과 완 립

식 개인 축계정방식의 부가연 을 통합하는 형태로 환되었다. 그리고 

무연 과 연  수 자에 한 기 보장제도로서 최 보장연 이 도입

되었다.

기 연  폐지와 거시경제 연동제 도입으로 재정과 연 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거시경제 연동제의 일환으로 ‘ 부 자동조정장치(Automatic Balance 

Mechanism)’ 제도를 도입하여 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불황이 장기화하거나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연 재정을 안

정시키기 해 자동 으로 제동이 걸려 연 액이 감액된다(유모토‧사토, 

2011: 206). 부 자동조정장치 덕분에 연 재정 자체는 로 탄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 확정기여연  방식은 사보험  성격이 강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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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국민들에게 비 받기도 하지만, 여 히 의무 가입 원칙을 용하고, 

국가가 기  운 주체라는 에서 스웨덴식 연 제도라고 할 수 있다(임

재 , 2012: 217). 1998년 이후에도 2001년, 2003년, 2009년에 연 제

도를 부분 개편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갔다. 

1998년 단행한 연 제도 개 은 ‘세기의 개 ’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고 한다(유모토‧사토, 2011: 33). 1991년 가을부터 7년 동안 당

인 논의를 거쳐 실 된 정책이다. 스웨덴 정치의 리더십과 합의 문화를 

보여  사례라고 생각된다. 재 새로운 연 제도에 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두텁다고 한다.

라. 공공부문 비효율성 평가

2006년 선거에서 페르손이 이끄는 사민당이 도우  연합에 패했을 

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실업률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꼽았다. 

사민당은 경제성장‧물가안정‧균형 산 분야의 성취를 강조한 반면에 실

업문제에 한 안을 제 로 제시하지 못한 을 사민당 실패요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실업문제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하나의 선거 실패 요인

으로 꼽힌다. 스웨덴은 재정지출 규모가 2010년 기  GDP 비 53.1%

로서 매우 큰 정부 국가 유형에 속한다. 그만큼 정부규모가 크다는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 일도 많다는 의미다. 당연히 정부의 

비효율성이 문제될 수 있다. 

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스웨덴 공공부문은 무 비 한 

반면에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반면에 민간부문의 일자리 숫자는 1950

년보다 늘어난 게 없다”고 지 했다. 이 주간지는 “좌 가 계속 집권할 

수 있었던 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무 높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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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았다(한겨  2006. 9. 19). 

스웨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 추이를 보면 1950년을 기

으로 보았을 때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경제 호황기인 1960년 에 20만 

개, 2000년  들어 20만 개 정도 늘어나고 나머지 해에는 정체 수 이

거나 감소한 것을 보여 다. 반면에 공공부문 일자리는 1990년 무렵까지 

꾸 히 증가하여 1980년 에는 100만 개 이상 늘어난 수 을 나타내고 

있다. 일자리가 주로 공공부문에서 창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3-9〕스웨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추이

자료: 한겨레 2006. 9. 19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고용 없는 성

장’이 최근 경제성장의 특성임을 감안하면 실업자들을 반드시 민간부문

에서 흡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 보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이 확 되는 상황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재정지출 규모와 정부규모가 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경제   사회

 성과들이 좋은 것을 보면 큰 정부라고 해서 반드시 비효율을 래한

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규모가 큰 것이 좋으냐, 작은 것이 좋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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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 인 정부인가의 문제가 요하다. 그런 

에서 스웨덴의 경우 큰 정부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효율 인 

정부운 과 재정운 이 되고 있느냐가 요하다. 그런데 스웨덴은 국가 

경쟁력 순 에서 정부의 정책결정 투명성과 정부의 효율성이 높은 평가

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되는 부분이다.

제6절 한국에의 시사점

지 까지 스웨덴 복지모델을 조세  재정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스

웨덴 복지모델은 경제  성과와 사회  성과 면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물론 복지제도  조세‧재정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 을 노출

하기도 했지만 스웨덴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매우 유연하고 슬기롭게 

처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스웨덴과 우리나라는 역사  맥락이나 정치‧

사회‧경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스웨덴 모델을 그 로 따를 수는 없

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에서 우리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많은 을 시사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지

속가능성을 심으로 한국에의 시사 을 논의하고자 한다.

  1. 국민의 집에 토대를 둔 보편적 복지제도

스웨덴 복지모델의 가장 큰 특징을 지 한다면 ‘국민의 집’에 토 를 

둔 보편주의 복지제도이다. 페르 앨빈 한손이 제창한 ‘국민의 집’ 이념

은 스웨덴 복지모델의 모태가 되었다. 가족 개념을 확 하여 국민이 가

족 구성원으로 생각되는 공동체  사회를 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모

든 아이들은 모두의 아이들이다.”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국민의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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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공정한 사회를 지칭한다.

‘국민의 집’에 토 를 둔 보편주의 복지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 다는 이다. 스웨

덴 복지모델이 갖는 장 들은 모두 보편주의 복지모델에서 나온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 ‘재분배의 역설’에서 보듯이 보편주의 복지제도는 조

세의 진도가 약하더라도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재분배

의 역설’은 곧 ‘스웨덴의 역설’이다.

보편주의 복지모델은 증세하기에도 매우 용이한 제도이다. 연 은 65

세를 넘어야 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70세가 넘어야 증하는 실을 감

안하면 지  내야 하는 세 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에 한 항이 클 수

밖에 없다.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집 하는 선별  복지에 치

하면 부가가치세 인상과 같은 정률세의 인상은 어렵다. 보편주의 복지모

델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부담의 존재방식이 진 인가 역진 인

가?’가 아니다. 그 부담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이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마이드  모델의 핵심은 연 임 제와 극  노동시장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달리 노조 가입률이 낮고 노사정 합의문화가 형성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 임 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 임

제가 표방한 ‘동일노동 동일임 ’ 원칙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해

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복지재정수요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확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통

합에도 엄청난 장애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업 문제는 어느 나라나 매우 요한 경제‧사회  문제이다. 실업은 

국가가 우선 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의제다. 실업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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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차  문제다. 실업은 소득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에 직

으로 타격을 입히고 일로 연결된 사회  계를 무 뜨려 행복감을 

심히 훼손한다. 더 나아가 사회 체에 조함과 공포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데 스웨덴의 극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포섭하는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있다. 취업 재교육과 일자리 주선을 국가

가 담당하고 취업 비 일 때 충분한 실업수당을 지 하는 것은 실업

의 부정  효과를 충분히 상쇄해주는 것으로 단된다. 평생 직장이 아

닌 평생 고용을 보장하는 스웨덴의 극  노동시장정책은 우리에게도 

우리 실정에 맞게 정책을 개발해야 할 벤치마킹 상이다.

  3. 복지재원 마련 방법으로서의 증세 전략

스웨덴은 고부담- 고복지 국가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스웨덴이 처

음부터 그러한 국가 유형에 속한 것은 아니다. 사민당이 1932년부터 44

년간 집권하면서 복지제도를 차근차근 도입해가는 과정에 맞추어 세 을 

올리거나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했다. 보편주의 복지제도는 그에 상응

하는 재원이 더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해 스웨덴이 취한 조세 략은 증세 략이다. 증세의 표 인 사례는 

소득세의 인상, 부가가치세의 도입, 사회보장기여 으로서의 고용주세 등

이 심이다.

오늘날에는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세부담률을 기록하고 있

는데 증세는 보편  복지와 맞물려서 추진되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보편

주의 복지모델은 증세가 상 으로 용이한 제도이다. 그러나 증세정책

을 추진한 스웨덴 정치인들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스웨덴의 총조세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 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들의 조세 항이 덜한 이유는 실질 으로 국민 개인과 기업의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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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기 때문이다. 공 연 , 질병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보면 개

인 부담분은 7%에 불과하며, 사업자 부담분이 31.42(자 업자는 

28.9%)에 이른다. 개인 부담분 7%도 소득세에서 공제해 으로써 실질

인 개인 부담이 크지 않다. 그리고 기업은 고용주로서 사회보험료 부

담이 크지만 법인세가 26.3%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감

당할 수 있는 수 이며, 기업들은 그룹내 배당 에 한 과세 공제 등 

다양한 우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할 시 에 복지- 부담 수

에서 벗어나 증세를 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국가 건설은 허황된 주

장이다. 증세의 출발은 보편주의 복지모델 구축에 있다. 한국형 복지모

델의 기본은 보편주의 복지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실질  부담을 이는 스웨덴의 조세정책은 참고할만하다고 생각한다.

  4. ‘경제에는 작은 정부, 복지에는 큰 정부’

경제 기에 한 스웨덴 정부의 응 방식을 보면 시장  기업에 

해서는 철 하게 시장주의 원칙을 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주의 원칙

은 1970년  석유 동의 경험으로부터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당

시 기업도산과 실업의 증으로 국민들과 노조의 반발이 심해지자 고용

유지를 해 조선업과 철강업 보호에 막 한 세 을 쏟아 부었으나 경

쟁력을 상실한 조선공장은 결국 모두 폐쇄되고 말았다. 이때의 경제 기 

극복의 경험은 2008년 로벌 융 기 이후 볼보자동차 등의 기업처리 

문제에도 그 로 용되었다. 정부가 일체 개입하지 않는 소  ‘경제에

는 작은 정부’의 원칙이 고수된 것이다.

그 신 ‘복지에는 큰 정부’가 지속되었다. 기업 도산으로 발생하는 

실업자에 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구제해주는 것이다. 충분한 실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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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을 지 하고 취업 재교육을 시키며 직장을 알선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시장원리  산업정책과 보편  복지정책은 산업구조 환과 고용증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은 아직 개발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경제에는 큰 정부, 복지에는 작은 정부’가 지속되고 있다. 복지국가 시

를 맞이하여 정부와 재정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새로

운 재정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5. 정치인과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

기타오카(2012)는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한마디로 복

지제도와 정치에 한 국민의 신뢰라는 무형의 사회자본이라고 주장한

다. 스웨덴 정치는 옛날부터 국민의 신뢰가 강했는데 그 이유는 스웨덴

이 이념국가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집' 이라는 이념을 통해 국민은 엘란

데르 정부의 복지정책을 이해하고 고부담을 받아들 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은 옛날부터 학자가 존 받는 국가 으며, 학자 출신 정

치가가 많다고 한다. 재의 라인펠트 수상도 경제학자이다. 정책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도 이러한 분 기와 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복지제도에 한 신뢰도 매우 높다. 1990년  경제 기 시

기에 고강도 복지제도 개 을 통해 복지 혜택을 축소했지만 경기가 회

복된 이후에는 원상 회복하는 사실에서 복지제도에 한 국민의 신뢰를 

추론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이 신뢰를 바탕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계

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와 력이라는 사회자본은 시민의 정치참여 수 을 제고

시켜 정책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스웨덴 국민의 복지제도에 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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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정  기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정치참여 욕구가 강할수록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다. 스

웨덴은 국민들의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아 

정치인들의 정책개발 노력을 배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한 스웨덴 정치인들이 국민을 한 제도개 을 할 때에는 정당과 

계없이 머리를 맞 고 토론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합의 문화는 제도와 정치인에 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

다. 1998년 연 제도 개 이 형 인 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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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1997년 외환 기  2008년 로벌 융 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

의 양극화 상은 반 으로 심화되었다. 시장소득 기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2010년 0.315, 가처분소득 기  지니계수는 1990년 

0.256에서 2010년 0.289로 증가되었다. 산층으로 구분되는 소득 

50∼150% 인구 비 은 가처분소득 기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 시장소득 기  같은 기간 73.7%에서 63.7%로 하락하 다.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상회하여 1953년 69달러의 약 

300배에 달하는 양 인 고도성장을 기록하 지만, 최근 20년간 우리나

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소득분배, 자살률 등 삶의 질과 련된 사회지표

가 빠르게 악화되었다. 양극화는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에 향을 주며 사회  통합을 해한다. 양극화 해소

는 출산‧고령화문제와 함께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두

되었다.

문제는 양극화 해소를 한 복지정책의 확 는 ‘재정’의 문제와 직결

된다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되었고 2012년 정부 복지지출 산은 92.6조원으로 체 재정

에서 차지하는 비 은 28.5%이다. 201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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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7년까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연간 11%씩 증가하여 

OECD 국가  가장 빨리 증가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 은 OECD 국가에 비해 상 으로 낮아 2009년 잠정 기  

GDP 비 9.6%로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해 우리나라는 복

지‧ 부담 국가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행 복지제도만 

유지하더라도 장기 으로는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유로존 기

의 지속 인 반복 등으로 인해 세계 인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망되는 상황에서 복지재정 확충을 한 한국경제의 성장 망도 불투명하

다. 2012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 로 망되고 2013년에도 한

국경제의 성장률은 3%  상반기에 그칠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새 정

부의 복지공약을 실 하는 것은 객 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재정건

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만들기 해 합리  재원조달방

안을 모색하고 이에 한 국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본 장은 랑스의 복지재정 황  재원조달 방식에 한 분석을 통

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한 우리나라 재정‧조세정책의 방향에 한 

시사 을 얻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에서는 랑스의 경제 ‧사회  

황을 살펴보고, 3 에서는 랑스 사회보장시스템의 반 인 황과 

특징, 복지재정  재원조달체계 등을 분석한다. 4 에서는 1980년  이

후 최근까지 랑스의 복지개  동향을 정리해 보고, 5 에서는 랑스 

복지정책의 경제 ‧사회  성과  지속가능성에 해 검토한다. 6 은 

랑스 복지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 을 정리한다. 



제4장 보수주의형 복지국가: 프랑스∙129

제2절 경제‧사회적 현황

  1. 경제적 현황

랑스는 후 회복기인 1950년 부터 1973년 오일쇼크가 발생하기 

까지 이른바 황 기로 불리는 역동 인 경제성장기를 구가하 다. 이 

시기 동안 랑스는 연평균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 고 이러

한 높은 성장으로 인해 복지제도의 정착  확 가 가능하 다. 

Boyer(2000)는 자본과 노동이 제도화된 타 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이

룬 황 기 동안 복지시스템은 포드주의(Fordism)  성장체제의 유지를 

한 보완  역할을 하 다고 평가한다. 량생산과 규모의 경제를 기본

으로 하는 포드주의 하에서 자본과 노동의 타 은 생산성 증 에 따라 

평균 임 을 상승시켜 임 노동자들 사이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소득

층의 소득 증 에 기여하 다. 복지제도의 확 로 인해 상 으로 안정

된 임 소득은 임 노동자들의 량소비를 유도하면서 고성장을 지속시

키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  반 이후 랑스는 물가‧ 성

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1〕소비자 물가지수(CPI) 및 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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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의 둔화는 필연 으로 실업률의 증가를 래한다. 1975년 

2.6%에 불과했던 실업률은 2010년 재 9.0%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의 비 이 높다. 2003년에 비해 

2011년에는 장기실업이 다소 감소되기는 하 으나 15-24세 남성들의 

장기실업은 다소 증가하 다(표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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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ILO 기준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INSEE Data Base 

연령
2003년 2011년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15-24세 26.9 25.3 26.0 26.8 29.8 28.4

25-49세 43.7 43.2 43.5 41.4 42.5 41.9

50세 이상 58.5 61.0 59.8 56.1 59.7 57.8

15세 이상 전체 42.5 41.8 42.1 40.7 42.4 41.5

〈표 4-1〉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 비중(성별‧연령별 장기실업자)

   (단위: %)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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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에 지속 으로 감소하다가 1990년  이후 

진 으로 증가되고 있다. 반면 고용률은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폭 

감소된 후 경제활동참가율과 유사하게 증가되고 있으나 1970년  수

으로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그림 4-3 참조). 

〔그림 4-3〕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조한 주된 원인은 남성노동력의 경제활

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와 경제

활동참가율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은 격하게 증가된 반면 남성의 경

제활동은 크게 감소되었다(표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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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2011년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 43.5 74.0 58.2 51.7 61.8 56.5

15-64세 53.1 84.0 68.5 66.2 74.8 70.4

15-24세 52.1 63.7 57.9 34.9 41.6 38.3

25-49세 59.3 97.3 78.5 83.9 94.4 89.1

50-64세 41.2 76.8 58.2 55.2 62.2 58.6

  55-64세 33.8 64.7 48.4 41.8 47.2 44.4

65세 이상  5.1 12.7  8.1  1.4  2.7  1.9

경제활동인구(천명) 　

15세 이상 8,786 13,833 22,619 13,552 14,838 28,390

15-64세 8,582 13,500 22,082 13,471 14,721 28,192

15-24세 2,122 2,659 4,781 1,290 1,555 2,846

25-49세 4,843 8,100 12,943 8,711 9,503 18,214

50-64세 1,617 2,741 4,358 3,469 3,662 7,132

  55-64세 778 1,325 2,103 1,735 1,823 3,558

65세 이상 204 334 538 81 117 198

〈표 4-2〉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랑스의 고용률은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서도 조하다. 2011년 기

 랑스의 고용률은 63.3%로 EU 27개국 평균 64.3%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EU 선진국들에 비해 15~24세  55~64세의 

고용률이 낮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이나 국  독일에 비해 랑스의 

고용률은 하게 낮아 랑스가 심각한 고용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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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세 25~54세 55~64세 전체

독일 47.9 82.8 59.9 72.5
오스트리아 54.9 84.9 41.5 72.1

벨기에 26.0 79.3 38.7 61.9
덴마크 57.5 82.3 59.5 73.1
스페인 21.9 68.7 44.5 57.7
핀란드 40.4 82.3 57.0 69.0
프랑스 29.9 81.3 41.4 63.8
아일랜드 28.2 69.4 50.0 59.2
이탈리아 19.4 71.1 37.9 56.9
룩셈부르크 20.7 82.0 39.3 64.6
네덜란드 63.5 84.2 56.1 74.9
포르투갈 27.2 77.8 47.9 64.2
영국 46.4 80.1 56.7 69.5
스웨덴 40.5 86.0 72.3 74.1
EU 27개국 33.6 77.6 47.4 64.3

〈표 4-3〉EU 주요 국가의 고용률(2011)

                  (단위: %)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2. 사회적 현황

랑스의 빈곤율은 1970년  감소된 후 1980년 부터는 정체된 상태

이다(그림 4-4 참조). 소득 60% 기  빈곤율은 1970년 17.5%에서 

1979년 14.2%로 하락한 후 2010년 14.1%에 머물러 있다. 지속 인 

복지정책의 확 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의 개선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표 4-4>에 따르면 소득분배도 진 으로 악화되어 왔다. 지니계수는 

1996년 0.279에서 2010년 0.299로 상승되었고, 가장 가난한 20%(S20)

의 총 가처분소득액 비 가장 부유한 20%의 총 가처분 소득액도 1996년 

4.1배에서 2010년 4.5배로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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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빈곤율 추이 

  주: 60%는 중위소득의 60%, 50%는 중위소득의 50% 의미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1996 2005 2008 2009 2010

생활수준(유로) 　 　 　 　 　

  중위(D5) 16,350 18,320 19,290 19,360 19,270
  1분위(D1)  8,690 10,120 10,690 10,570 10,430
  9분위(D9) 30,530 33,920 36,120 36,380 36,270
십분위간 관계 　 　 　 　 　

  D9/D1  3.5  3.4  3.4  3.4  3.5
  D9/D5  1.9  1.9  1.9  1.9  1.9
  D5/D1  1.9  1.8  1.8  1.8  1.8
생활수준별 총 가처분 소득 　 　 　 　 　

  S20 (en %)  9.0  9.0  9.0  8.9  8.7
  S50 (en %) 31.0 31.0 30.9 30.7 30.2
  S80 (en %) 63.0 62.0 61.6 61.8 61.0
  (100-S80)/S20  4.1  4.2  4.3  4.3  4.5
지니계수 0.279 0.286 0.289 0.290 0.299

〈표 4-4〉연간 생활수준과 불평등 지표

  주: 1) 생활수준(niveaux de vie)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소비단위(unités de consommation, UC)로 나누어 계산

되며 동일한 가계의 모든 개인들의 생활수준은 동일

     2) 소비단위는 OECD의 방법을 따라 가계의 첫 번째 성인에게 1UC, 14세 이상에게 0.5UC, 14세 미만에게 

0.3UC를 각각 부여하여 계산 

     3) D1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하위 10% 임금근로자, D9은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상위 10% 임금근로자

     4) S20은 가장 가난한 20%의 가처분소득액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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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의 진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  여는 소득불평등의 

완화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림 4-5]에서 보이듯이 총 가처

분소득에서 차지하는 사회  여 비 은 1950년 14.3%에서 2011년 

32.4%로 크게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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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총 가처분소득 중 사회적 급여 비중

          (단위: %)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다양한 이 소득과 조세는 소득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표 4-5>

에 따르면 생활수 에서 사회  여(prestations)는 평균 7.1%를 차지

하고 있다. 한 사회  여는 반 으로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크다. 2010년 기  여와 과세의 불평등 축소 효과 비 을 보면 여

가 66%, 과세가 34%이다. 진성 효과도 과세에 비해 여가 더 크다. 

따라서 소득불평등 완화를 해서는 조세보다는 여와 같은 재정지출이 

더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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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서 

차지하는 이전 

비중(%)1)
누진성2) 불평등축소에 

대한 기여도(%)3)

과세 -16.4  1.7 33.8

사회보호 재원조달

   사회보험료 -7.6  0.5  4.8

   사회적 기여금 -3.3  0.8  3.1

직접세

   소득세(PPE 전) -4.9  3.9 22.4

   고용수당(Prime Pour l'Emploi, PPE) 0.7  5.0  3.8

   주민세 -1.3 -0.2 -0.3

급여 7.1  7.9 66.2

가족급여 3.9  5.6 25.8

가족수당 1.5  6.1 10.6

소득 조건 없는 여타 가족급여 1.3  3.5  5.3

소득 조건 하 가족급여 1.1  7.5  9.9

주거 지원 1.5 10.5 18.5

사회적 최저소득(minima sociaux)15) 1.4 10.9 17.4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 “활동” 0.1 11.2  1.2

Apa(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0.4  8.3  3.4

〈표 4-5〉생활수준의 불평등 축소에 기여하는 다양한 이전(2010) 

  주: 1) 과세 또는 고려된 급여와 생활수준 사이의 평균 관계

     2) 초기 생활수준의 지니와 거짓 지니(pseudo-Gini) 사이의 차이로 이전의 누진성 측정

     3) 불평등 축소에 대한 각 이전의 기여 평가로 1)과 2)를 결합

     4) RSA “활동”은 PPE처럼 저임 근로자들의 활동수입 보완, Apa는 피부양 고령자 대상

자료: Cazenave et al.(2011)

15) 사회  최 소득(minima sociaux)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 는 그의 가족에게 최소

한의 소득보장을 목표로 한다. 이 여의 수혜자는 분담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 사회  

배제에 한 책인 RSA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다른 수당들은 빈곤 험에 직면한 

특정한 을 상으로 한다. 를 들면 장기 실업자들은 실업보험에 한 권리가 소진

되면 특별연 수당(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들

은 성인장애자수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 고령자들은 노령연

(minimum vieillesse)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여는 수혜자들에게 최 소득을 

보장하기 해 재원 조건 하에 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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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보장체계와 복지재정 및 복지재원조달 현황

  1. 사회보호시스템과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성

랑스에서는 사회보호(protection sociale)시스템과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시스템이 구분된다.16) 사회보호는 사회보장보다 더 보편 이고 

더 넓은 역을 포 하며 사회보장은 개인과 가족에 한 사회보호를 

한 주요한 도구이다(http:/www.vie-publique.gouv.fr). 

사회보호는 사회  연  원리를 실행하는 모든 제도들을 포함하며,  

사회구성원들이 일정한 리스크로부터 보호받거나 기본 인 사회  수요를 

충족하는 역이다. 사회보호는 여의 지불을 보장하는 메커니즘 체를 

의미하여 사회보험(assurance sociale), 사회부조(assistance sociale), 사

회보험의 민간 짐(régime)과 공  짐 등을 포함한다. 사회보험과 사

회부조는 일반 으로 사회보호를 한 2개의 핵심 인 기술  원리로 그

들이 기 한 원리와 권리, 의무  근 조건 등에 의해 구분된다. 사회

보호시스템의 역사 속에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립시키는 것이 일반

이지만 이는 제3의 개념인 연 (solidarité) 원리의 에서 이해되어

야 한다(http://www.vie-publique.gouv.fr). 사회보험은 통 으로 기여

(contribution)이나 보상(rétribution) 형태의 이  메커니즘에 기 한다. 

임 노동자들은 소득에 맞추어 보험료(cotisation)를 내고 사회로부터 “객

” 권리를 얻는다. 이 권리는 일자리 단이나 박탈의 경우 그의 수입

에 비례하여 총량 여를 받는 것이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의 특정한 형

식으로 공  형태에 조응하여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공공기 에 의해 조

직화된다. 반면 사회부조는 평등과 국가  연 에 기반하여 빈곤, 노인 

16) 사회보호는 EU 회원국들의 통일된 통계시스템 구축을 한 Eurostat의 통계 작성을 

해 도입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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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버려진 아동에 한 구호 등을 하는 사회  의무로서 정의된다. 사

회부조는 세 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고 분담 의 반 부 없이 공공에 

의해 불입되며 과 물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부조의 수

혜자들은 사회로부터 “주 ” 권리를 부여받는다.

랑스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은 보험 메커니즘을 실행하기 해 “ 짐

(régimes)”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보험 짐의 주요 재원은 임 노동자

나 특정인 는 임 노동자를 해 고용주 등이 불입하는 의무 인 사회

 기여 이다. 사회보험 짐의 기여  부담률은 공공행정이 결정하거나 

승인한다. 하나의 짐에 가입을 해야 사회  여가 부여된다. 사회보험

짐에서 사회보장 짐은 사회  트 인 고용주와 노동조합의 표들에 

의해 리된다. 사회보장 짐은 공공행정에 의해 강제‧통제되고 재원이 

조달되며, 체 인구를 포 하거나 그 의 요한 하부그룹을 상으로 

한다. 사회보장 짐 가입은 일반 으로 의무 이며 사회보장행정은 공공

행정의 하부 단 이다.17) 사회보장 짐의 재원인 사회보험료와 여인 

지출은 1996년 이래 매년 의회에서 표결을 거치는 사회보장재원조달법

((loi du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에 의해 결정된다. 부가  

짐(régimes complémentaires)은 사회  당사자들이 각각 수입과 지출

액을 정한다. 부가  짐에는 국가에 의해 의무화된 임 노동자의 실업

보험  부가  퇴직연 과 재량  부가  짐인 상호공제조합 등이 있

다. 사회  행 (action sociale)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을 목 으로 하는 공공기 , 사회보호기 , 연합회와 재단 등 임의  특

징을 가진 활동들을 포함하며 실행 조직에 따라 활동이 달라진다.

17) 공공행정(Administrations publiques)은 비상품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국가수입과 국부

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단 의 집합이며 부분의 재원을 징세를 통해 조달한

다. 랑스의 공공행정은 앙공공행정(Administration publique centrale), 지방공공행정

(Administrations publiques locales)과 사회보장행정(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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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은 다양한 유형의 메커니즘에 근거한다. 가계에 직  지 되

는 사회  여는 퇴직연 처럼 이거나 질병치료처럼 물일 수 있

다. 사회  서비스 여는 할인된 가격 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탁아소나 병원 등을 포함한다. 랑스의 사회보장은 질병‧산업재해‧장애 

등 건강, 노령과 연명(survie), 모성과 가족, 실업‧직업  통합‧재통합 

등 고용, 주거, 빈곤과 사회  배제 등 6가지 주요한 리스크에 한 사

회  여를 제공한다. 6가지 리스크는 각각의 분야를 가지며 각 분야는 

직업  활동에 따라 분류되는 다양한 짐으로 구성된다.18) 각 짐들은 

기 에 의해 리되고 다수 기 은 사법상(droit privé) 기 들에 의해 

운 된다. 규모 국가기 들은 공법의 지배를 받고 국가 산에는 의존

하지 않지만 국가는 기 의 운 을 감독한다. 

랑스의 사회보장은 4개의 층 로 조직된다. 먼  1층  짐에는 

일반 짐, 특별 짐, 비임 노동자‧비농업 짐, 농업 짐 등이 있다. 일

반 짐은 부분의 노동자, 학생, 특정 여 수혜자  일반 거주자들과 

련된다.19) 특별 짐은 일반 짐에 속하지 않는 노동자들인 공무원, 

랑스 철도공사(SNCF), 랑스 력공사(EDF)  랑스 가스공사

(GDF) 등 공기업 노동자들을 포함한다. 비임 노동자‧비농업 짐은 소

상공인 는 자유직종들의 사회보장 짐으로 공동 리를 하는 노령보험 

 질병 험 등을 포 한다. 농업 짐은 농업 경 자와 농업 노동자들

을 한 사회보호 짐으로 사회  사업‧보건부((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Santé)가 아니라 농업‧농식품‧산림부(Ministère de 

18) 랑스 사회보장의 핵심 짐은 1946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에 따라 임 노동자를 한 일반 짐, 비임 노동자‧비농민 짐(수공업자, 상인, 

문직 등), 농민 짐 등 3개이다. 
19) 사회보장 일반 짐은 국가의료보험 고(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국가가족

수당 고(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국가노령보험 고(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앙사회보장기 청(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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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riculture, de l'Agroalimentaire et de la Forêt)가 담당하는 짐이

다. 사회  여를 지불하고 사회보장기 에서 나온 기여 의 분담이나 

다양한 기 들 사이에 할당된 수입을 배분하는 특별기 (fonds 

spéciaux)에는 산재공동기 (Fonds communs pour les accidents du 

travail), 석면근로자배상기 (Fonds d'indemnisation des travailleurs 

de l'amiante), 노인할당사회서비스(Service social d'allocation aux 

personnes âgées), 노령연 기 (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사회

보장기 보상기 (Fonds de compensation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등이 있다. 2번째 층 의 부가  짐은 사회보장이 책임지는 

리스크에 한 보완 인 보장을 제공한다. 민간 부문 임 노동자의 퇴직

에 한 부가  짐(régimes complémentaires de retraite des 

salariés du secteur privé)과 같은 특정한 짐은 의무 인 반면 건강상

호공제조합, 사 비기 기  등은 임의 이다. 3번째 층 는 ‘ 국상공

업고용연합(Union nationale interprofessionnel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UNEDIC)으로 실업보험 짐을 리한다. 

마지막 4번째 층 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국가  데빠르트

망과 련된 사회  도움(aide sociale)이다. 사회  도움은 조건이 충족

되자마자 법에 의해 정해진 여를 받는 것이다. 여는 데빠르트망과 

국가에 의해 배분되고 재원이 조달된다.   

민간에 의한 사회보험 짐도 있으며 이는 자발  가입을 원칙으로 한

다. 민간 짐이 되는 주요한 기 은 짐의 자율성(autonomie)으로 자율

 기 단 로서 기능해야 한다. 민간 짐이지만 리를 하는 기업에 

해 자율 인 단 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고용주 직  짐(régime 

direct d’employeur)으로 고용주의 기  단 로 분류된다. 민간 짐으

로서 특정한 기 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 건강부문의 상호공제조합, 사

비기 기 과 특정한 퇴직기 이나 연  등이다. 민간이면서 자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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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짐으로는 상호공제조합법에 의해 리되는 부가  건강보험이 

표 이다. 이러한 사회보험 짐들은 보험회사  연 의 하부단 인 

융회사로 분류된다.

사회부조는 국가, 다양한 앙행정조직(Organismes divers 

d’administration centrale, ODAC), 지역 행정 등 공공행정에 의해 일

상 으로 실행되거나, 비 리가계서비스기 (institutions sans but 

lucratif au service des ménages, ISBLSM)에 의해 가장 낮은 단계에

서 실행된다. 건강, 노령과 연명, 모성과 가족, 고용 등 4개의 리스크는 

형 으로 사회보험 짐의 사회보장에 의해 수행되는 반면 주거, 빈곤

과 사회  배제 등 2개의 리스크는 사회부조  성격을 주로 가진다. 

사회보장 일반레짐

사회보호

계정의

의미에서

사회보험

레짐

실업수당 레짐

여타 의무적 레짐 및 특별 기금

임금 노동자 및 비임금 노동자의 부가적 레짐

고용주의 직접 레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개입 레짐

고용주의 법 이외 영역의 급여 　 　

상호부조, 부가적 퇴직연금 및 사전준비기금 레짐

ISBLSM의 사회적 개입 레짐

범례: 제도적 부문에 속하는 레짐

　 …사회보장행정(Asso) 　 　 　

　 ...여타 공공행정(국가, Odac, Apul)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비영리가계서비스기관(ISBLSM) 　 　

〈표 4-6〉사회보호레짐별 제도적 부문

자료: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2012)



142∙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련 행정을 담당하는 사회보장행정(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ASSO)은 사회보험 짐과 사회보험 의존조직

(Organismes dépendant des assurances sociales, ODASS)으로 구성

된다. 하부 분야로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사회보장기 (caisses de 

sécurité sociale), UNEDIC 등이 있다. ODASS는 공공보건시스템에 

참여하는 공공병원  공공병원서비스에 참여하는 비 리 민간병원 등 

주로 공공재정의 지원을 받는 병원과 사회보장기 에 통합된 사업들을 

포 한다. 

사회보장 일반레짐

특별기금

MSA: 농업 임금노동자 레짐

임금 노동자의 여타 특수 레짐

임금 노동자의 부가적 레짐

MSA: 농업경영자 레짐

RSI: 비임금 노동자‧비농업 레짐

실업수당레짐

국가회계

사회보장

행정레짐

고용주 직접 레짐

상호공제조합, 부가적 퇴직연금 및 사전준비기금 레짐 

국가회계

사회보험

레짐

사회부조(공공행정과 ISBLSM)

고용주의 다른 레짐(법의 영역 외 급여)

사회보호

계정

(부속계정)

〔그림 4-6〕사회보호,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자료: Dupuis(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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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복지지출 현황

가. 개요

랑스 사회보장시스템의 주요한 특징 의 하나는 사회보장 련 재

원조달을 독립 인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사회보장의 재원인 사회보험

기여 과 지출인 여의 지 은 1996년 2월 22일 헌법 개정을 통해 도

입된 사회보장재원조달법(loi du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에 

근거해 매년 의회에서 결정된다.20) 행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은 2005년 

사회보장재원조달법에 한 조직법(Loi organique du 2 aout 2005 

relative aux lois de financement de la securite sociale)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은 재정법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해 독 으

로 발의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은 기본

인 사회보장인 의무 짐과 일반 짐의 항목별 수입 측, 다양한 기

들의 내용 규정, 국가의료보험지출의 목표(ONDAM)  하 목표 결정, 

기 의무 짐의 부채경감 담당기 의 익년도 경감목표 결정, 범주별 담

당기 의 산 할당 등을 규정한다. 사회보험 기여   보험료의 감면 

는 면제조치와 련된 계수조정 총액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회보장

재원조달법은 기 의무 짐에 계상되지 않은 사회보험 기여 의 감면  

면제 조치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사회보험 기여  면제시 국

가에 의한 비청산(non-compensation)만을 승인할 수 있다. 의회는 지출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지출목표 속에 포함된 하나 

는 다수의 하 목표의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 랑스는 헌법에 근거하여 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산은 매년 재정법을 제정하

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사회보장 산은 국가의 사회  산으로 의회

에서 별도의 표결이나 의결 상이 아니었다. 재정 자 문제가 지속되면서 사회보장 산

은 1996년부터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의 형태로 결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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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의 GDP 비 재정규모는 2011년 기  56.0%로 매우 큰 편에 

속한다. 2010년 기  OECD 국가들의 GDP 비 재정규모는 평균 

45.2%이다. 랑스의 재정규모는 이미 1980년 부터 50% 내외에서 변

동해 왔다. 공공행정의 기능별 지출을 보면 사회보장  보건이 차지하

는 비 이 가장 크다. 2010년 기  공공행정의 기능별 지출에서 사회보

장과 보건지출이 차지하는 비 의 합계는 57%에 달한다. 

연도

일반

공공

서비스

국방  

치안

및

공공

질서

경제

사업

환경

보호

주거

및

도시

개발

보건

여가,

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

보장
총지출

1995 98.4
(15.1)

29.9
(4.6)

18.3
(2.8)

53.1
(8.2)

8.1
(1.3)

17.6
(2.7)

85.2
(13.1)

11.2
(1.7)

72.6
(11.2)

256.2
(39.4)

650.6
(100.0)

2000 111.5
(15.0)

28.2
(3.8)

20.1
(2.7

51.6
(6.9)

11.1
(1.5)

25.6
(3.4)

101.6
(13.6)

14.5
(1.9)

85.2
(11.4)

294.9
(39.6)

744.1
(100.0)

2005 129.0
(14.0)

31.5
(3.4

27.0
(2.9

58.6
(6.4)

16.4
(1.8)

32.4
(3.5)

133.2
(14.5)

22.0
(2.4)

99.2
(10.8)

371.1
(40.3)

920.4
(100.0)

2010 132.8
(12.1)

40.1
(3.7)

33.1
(3.0)

66.6
(6.1)

19.9
(1.8)

36.0
(3.3)

154.6
(14.1)

28.7
(2.6)

115.8
(10.6)

466.9
(42.7)

1,094.5
(100.0)

〈표 4-7〉공공행정 기능별 지출 추이

(단위: 10억유로, %)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공공행정별로 보아도 사회복지지출을 담당하는 사회보장행정의 지출비

이 가장 높다. 사회보장행정은 사회복지지출과 보건에 부분의 재원

을 지출한다. 앙공공행정과 지방공공행정 모두 사회복지지출은 체 

지출에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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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공공행정 부문별‧기능별 지출 추이

(단위: 10억 유로, %)

　

중앙공공행정
지방공공행정 사회보장행정

국가 ODAC

1995 2010 1995 2010 1995 2010 1995 2010

총지출
280.4

(100.0)
379.0

(100.0)
46.3

(100.0)
79.9

(100.0)
117.8

(100.0)
228.7

(100.0)
285.0

(100.0)
513.7

(100.0)

일반 공공서비스
108.1
(38.6)

187.6
(41.3)

6.5
(14.0)

8.1
(10.1)

28.8
(24.4)

42.1
(18.4)

1.0
(0.4)

4.9
(1.0)

국방
30.0

(10.7)
43.2
(9.5)

0.0
(0.1)

0.2
(0.2) - - - -

치안 및 공공질서
16.6
(5.9)

28.7
(6.3)

0.0
(0.0)

0.0
(0.0)

2.1
(1.8)

7.0
(3.0) - -

경제사업
18.5
(6.6)

27.1
(6.0)

22.7
(49.0)

27.0
(33.8)

19.6
(16.7)

29.7
(13.0) - -

환경보호
1.8

(0.7)
3.2

(0.7)
0.2

(0.3)
0.4

(0.5)
6.4

(5.5)
17.7
(7.7) - -

주거와 도시개발
3.1

(1.1)
4.0

(0.9)
0.6

(1.2)
2.0

(2.5)
15.5

(13.1)
34.4

(15.0) - -

보건
0.4

(0.2)
1.7

(0.4)
0.4

(1.0)
2.8

(3.5)
0.8

(0.7)
1.7

(0.8)
83.9

(29.5)
149.5
(29.1)

여가, 문화와 종교
2.4

(0.8)
5.5

(1.2)
1.3

(2.8)
3.6

(4.5)
8.3

(7.1)
21.1
(9.2) - -

교육
55.2

(19.7)
77.9

(17.2)
4.5

(9.8)
15.1

(18.9)
16.7

(14.2)
36.3

(15.9) - -

사회보장
44.3

(15.8)
0.1

(16.5)
10.0

(21.6)
20.6

(25.8)
19.7

(16.7)
38.8

(17.0)
200.0
(70.2)

359.2
(69.9)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랑스의 사회보호제도는 사회  서비스보다는 여 심이다. 실제 

사회  여는 2010년 기  사회보호 지출에서 86%를 차지하고 있다. 

한 사회보호 여는 가계 총가처분소득 비 1990년 32.8%에서 2010년 

36.7%로 증가되었다. 제도  부문별 여는 1990년 비 201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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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2.3배가 증가되었다. 사회보장행정 여는 동 기간 2.3배, 

국가‧ODAC‧지방공공행정 등의 여도 동 기간 2.3배가 증가되었다. 

특히 동일한 기간 융회사의 여는 3.0배가 증가되었으며 비 융회사

는 1.1배, ISBLSM은 3.2배가 각각 증가되었다.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사회보호 지출 267,937 342,878 399,127 509,219 597,572 620,777 

   사회적 급여 239,609 305,146 349,413 441,085 519,422 534,515 

   사회적 서비스 급여  28,328  37,732  49,713  68,133  78,150  86,262 

기타(운영비, 금융비용. 기타 지출)  13,730  19,588  20,437  25,805  26,933  33,460 

총 지출 281,667 362,467 419,563 535,024 624,505 654,239 

〈표 4-9〉사회보호제도 관련 지출 추이(이전 제외)

 (단위: 백만 유로)

자료: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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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행정 기타공공행정(Etat, Odac, 지방행정)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ISBLSM 전체

〔그림 4-7〕제도적 부문별 급여 증가 추이

(단위: 1990=100) 

자료: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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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레짐별‧위험별 지출

사회보호시스템의 6개 리스크별 여를 보면 질병과 노령 련 여

는 속하게 증가되어 왔고 주거는 1980년  반 이후 증가되었으며 

여타 여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표 4-10 참조). 질병과 노령에 한 

여지출이 양 으로도 가장 많으며, 고용에서는 실업 여 지출의 비 이 

높다. 짐별 사회 여의 구조를 보면 사회보험이 부분이며 그 가운데

에서도 사회보장 일반 짐의 비 이 압도 으로 높다(표 4-11 참조). 

<표 4-12>를 보면 체 짐에서 이 이 차지하는 비 은 17%, 물이 

차지하는 비 은 18%이다. ISBLSM의 경우 지출의 98%가 사회  서

비스 여이다. 상호공제조합  사 비기 은 사회보호 여 지출의 

52%가 물이며 공권기 의 사회  개입도 여 지출의 35%가 물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표 4-13>의 짐별 특징을 보면 여타 임 노동자

와 기  짐, 비임 노동자 짐  부가  짐 모두 노령에 한 

여가 압도 으로 가장 많다. 고용주의 법 역 외 여 짐은 주로 가족

과 고용에 한 여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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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질병 3.2 4.3 4.7 5.7 6.0 6.8 6.9 7.7 7.6 8.5 8.8
장애 1.0 1.0 0.9 1.0 1.3 1.3 1.3 1.4 1.4 1.5 1.6
산업재해 0.6 0.9 0.8 0.8 0.8 0.6 0.6 0.5 0.5 0.5 0.6
노령 　 　 5.9 7.2 8.0 9.0 9.1 10.4 10.4 11.0 12.5
여명 　 　 1.2 1.3 1.6 2.3 2.1 2.1 1.9 2.0 1.9
노령+여명 5.0 6.4 　 　 　 　 　 　 　 　 　

모성 　 　 0.3 0.4 0.5 0.4 0.4 0.4 0.4 0.4 0.4
가족 　 　 3.5 3.7 3.7 2.7 2.2 2.4 2.3 2.3 2.5
모성+가족 4.3 4.4 　 　 　 　 　 　 　 　 　

직업적 통합 　 　 0.0 0.1 0.1 0.2 0.3 0.4 0.2 0.1 0.3
실업 　 　 0.3 0.8 1.6 2.3 2.0 1.9 1.8 2.0 1.9
직업적 통합+실업 0.2 0.3 　 　 　 　 　 　 　 　 　

주거 　 　 　 　 　 0.7 0.8 0.9 0.9 0.8 0.8
빈곤-배제 　 　 　 　 　 0.1 0.2 0.4 0.4 0.5 0.8
주거+빈곤-배제 0.4 0.5 0.4 0.4 0.5 　 　 　 　 　 　

〈표 4-10〉사회보호급여의 위험별 구조 발전

(단위: GDP 대비 %)

자료: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2012) 

　 1990 1995 2000 2006 2010

사회보험 81.2 81.0 81.2 79.7 80.4
사회보장 일반레짐 42.8 43.1 43.8 43.9 43.9
비임금노동자 레짐 7.3 6.7 6.4 5.2 4.9
고용주 직접 레짐 8.3 8.1 8.0 7.8 8.0
실업수당레짐 4.7 4.5 4.6 4.4 4.8
부가적 레짐 9.1 10.4 10.5 11.3 12.0
여타 의무적 레짐 및 특별기금 9.0 8.2 8.0 7.1 6.9
고용주의 법 영역 외 급여 2.9 2.6 2.4 2.2 2.1
상호공제조합, 보충적 퇴직연금과 사전준비기금 3.5 3.5 4.0 5.3 4.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개입 11.3 11.5 10.8 9.7 9.3
국가 5.5 5.1 4.6 2.2 2.0
중앙공공행정 3.2 3.6 3.6 3.5 3.1
지방자치단체 2.6 2.8 2.7 4.1 4.3
ISBLSM 1.2 1.4 1.5 3.1 3.1

레짐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11〉레짐별 사회보호급여의 구조

(단위: 레짐 전체 급여 대비 %)

 

자료: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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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복지 재원조달 현황

가. 개요

사회보장 재원조달 방식은 1945년 이래 지속 으로 변화되어 왔다. 임

노동자들에게 부과하는 사회보험료는 여 히 사회보장 짐의 주요한 재

원이지만, 조세와 일반사회기여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 등도 주요한 복지재원이 되고 있다. 사회보호의 재원은 사회보호 지

출의 증가에 따라 추가되어 왔다. 사회보호를 한 재원은 사회보험료, 사

회보장을 한 특별 조세(impôts et taxes affectés, 사회보장세)  정부

보조 (contribution publique) 등 세 개의 범주로 나 어진다.21) [그림 

4-8]를 보면 사회보험료 비 의 감소를 해 사회보장세 비 을 증가시켜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사회보험료의 비  감소는 CSG의 증과 연

계되어 있다.

〔그림 4-8〕사회보호 재원의 다양화(이전 제외) 

(단위: GDP 대비 %)

  주: 고용주 전가 보험료는 고용주가 직접 임금근로자, 퇴직 근로자 및 여타 권리를 가진 임금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에 대응하는 부분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21) 사회보장을 한 특별조세는 랑스에서 사회보장의 재원조달을 한 원천으로서 특별한 

목 을 한 조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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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  재원구조를 보면 사회보험 보험료는 3,236억유로로 

체 사회보호 재원의 51%, CSG와 기타 조세가 24%, 국가로부터의 재

원조달이 1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4-9 참조). 

323.6(51%)

30.7(5%)
50(8%)

83.4(13%)

66.8(11%)

65.2(10%) 13.4(2%)

사회보험보험료 상호공제조합 보험료

고용주전가 보험료 CSG

기타조세 정부보조금

금융상품및 기타수입

〔그림 4-9〕 재원구조(2010년 기준)

(단위: 10억 유로)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표 4-14>의 짐별 재원구조를 보면 일반 짐의 경우 사회보장세의 

규모가 크며, 실업수당 짐과 부가  짐은 보험료와 정부보조 만이 

재원이다. 고용주 직  짐의 경우 고용주 가 보험료가 많고 실질보

험료는 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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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보험료

고용주

전가

보험료

사회

보장세

정부

보조금

기타수입

(이전포함)

일반 레짐 174,214 0 95,175 3,265 39,100
비임금근로자 기초 레짐 18,090 0 14,518 270 9,731 
실업수당레짐 30,583 0 0 1,506 3,737 
부가적 레짐 66,891 0 0 535 20,912 
고용주 직접 레짐 7,850 36,673 0 5,897 931 
기타 레짐 및 기금 25,938 0 27,518 6,551 43,315 

총 사회보험레짐 323,566 36,673 137,211 18,024 117,726 
고용주의 법 영역외 급여 0 13,345 0 0 0 
상호공제, 부가적 퇴직연금, 
사전준비기금

30,712 0 0 0 5,26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개입 0 0 13,003 47,178 8,358 
비영리 민간 0 0 0 0 19,523 

전체 레짐 354,278 50,018 150,214 65,202 150,869 

〈표 4-14〉2010년 기준 레짐별 재원 구조

(단위: 백만 유로)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공공행정이 부과하는 총조세부담(prélèvements obligatoires)을 보면 

사회보장행정이 가장 많은 총조세부담을 부과하고 있다.22) 사회보장행정

의 총조세부담액은 속하게 증가해 왔다. 2011년 잠정 4,771억유로로 

공공행정의 총조세부담액 8,763억의 반이 훨씬 넘는다. 사회보장행정

에서는 조세보다 사회보험료가 압도  비 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0년

 후반 이후 조세부담이 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GDP 비 총조세부

담률은 1978년 37.6%에서 2011년 43.9%로 증가되었으며, 2011년 기

 사회보장행정의 GDP 비 총조세부담률은 23.9%에 달한다. 

22) 총조세부담은 일반정부(공공행정)와 유럽기구(institutions européennes)들이 징수한 실질

인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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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사회보험료

〔그림 4-10〕사회보장의 총조세부담액

(단위: 10억 유로)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사회보장행정

총조세
조세 사회보험료  총계

1978 0.5 15.5 16 37.6
1980 0.4 17 17.4 40.2
1991 0.9 18.1 19 41.9
1995 2 18.2 20.2 42.7
2000 5.9 15.6 21.5 44.2
2005 5.5 15.9 21.4 43.8
2010 7.1 16.1 23.2 42.5
2011 7.6 16.3 23.9 43.9

〈표 4-15〉GDP 대비 총조세부담률

(단위: %)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나. 재원별 분석

1)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는 사회  여에 한 권리를 얻기 해 비임 근로자, 고

용주, 피고용자 등이 지불하는 의무 인 불입 이다.23) 사회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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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사회보호재원의 가장 요한 부분으로 이 (transferts)을 제외하면 

체 사회보장수입의 2/3를 차지한다. 랑스의 사회보장시스템이 비스

마르키언 (bismarckien) 모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

년 이래 조세재원과 고용주 보험료에 한 면제 때문에 사회보험료의 

비 은 감소되고 있다. 실제 총임 근로자수와 실질 보험료의 증감추세

는 체로 비슷하나 증감율의 격차는 상 으로 변동 이다. 한 실질 

보험료의 증감이 총임 근로자수와 긴 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다.    

〔그림 4-11〕총임금근로자수와 임금과 연계된 실질 보험료 추이

(단위: %)

  주: 실질 보험료(Cotisations effectives)는 개인과 그들의 고용주들이 사회보장행정과 민간 레짐에 실행한 총 불입금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그림 4-12]을 보면 고용주의 실질 보험료는 1990년 사회보호재원의 

42.6% 던 반면 2010년에는 35.1%로 감소되었다. 사회보호재원에서 

차지하는 보험료의 비  감소를 주도한 것이 고용주의 보험료 감소이다. 

임 근로자 보험료의 비 도 감소 추세를 보여 1990년 체 사회보호재

원의 22.7%에서 2010년에는 16.8%에 그치고 있다.  

23) 사회보장에는 상이한 리스크에 조응하여 5가지 보험료가 존재한다. 질병-모성-장애-사망 보

험, 노령보험, 배우자 사망(veuvage) 보험, 산업재해보험  자율연 기여 (contribution 
solidarité autonomie, CSA) 등이다. CSA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실행되고 있으며, 질병

보험의 고용주 부담 기여 을 내야 하는 민간 혹은 공공 고용주가 0.3%의 세율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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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유형별 사회보험료 추이 

(단위: 사회보호재원 대비 %)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2010년 기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224억유로로 체 사회

보험료의 55%이다. 비록 고용주의 부담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되었으

나 여 히 가장 요한 사회보장의 재원이 되고 있다.  

〔그림 4-13〕사회보험료 구성(2010년 기준)

(단위: 10억 유로)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사회보장 일반 짐의 기여 은 총 임 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임 은 

월 , 보상 , 보 스, , 돈과 물로 된 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체 보험료는 최 임  는 례 으로 최  수 이라고 생각되는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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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며, 보험료는 1월 1일 매년 시행령에 의해 상한이 결정되어 

용된다. 민간부문을 로 보면 임 에서 노령  사망 보험료가 차지

하는 비 이 가장 높고 실업보험료와 사회보장세를 제외하면 체로 간

부들이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받고 있다.  

　 비 간부 간부 

SMIC의 수 1 1.3 1.6 2 3 2 5 10 20
CSG/CRDS  7.86  7.86  7.86  7.86  7.86  7.86  7.86  7.88  7.94
가족 및 질병 보험료(hors IJ)1)  1.55 11.10 17.08 17.08 17.08 17.08 17.08 17.08 17.08
기타 보험료1)  4.53  4.53  4.53  4.53  4.53  4.53  4.53  4.53  4.53
ATMP et IJ 보험료2)  2.22  3.47  4.26  4.26  4.26  4.26  4.26  4.26  4.26
실업 보험료3)  6.70  6.70  6.70  6.70  6.70  6.76  6.76  5.86  2.93
노령 및 사망 보험료 17.71 22.90 26.15 26.15 25.53 28.00 26.90 26.18 22.27

〈표 4-16〉민간부문 임금근로자에게 부과된 법적 보험료율(2012) 

(단위: 총 임금액 대비 %)

  주: 1) 견습, 직업교육, 교통세(versement transport), 자율연대기여금(contribution de solidarité pour 
l'autonomie), 국가주거지원기금( (Fonds national d'aide au logement)과 기업건설참여(participation 
des entreprises à l'effort de construction) 기여금 포함

      2) 기여금IJ를 질병 기여금과 구분하기 위해 질병을 위한 일반레짐의 임금노동자 기여금은 전부 IJ 기여금이며 

경영자 기여금은 질병을 위한 일반레짐에서 고용주 기여금의 일부분에 조응하는 것으로 간주. 기여금 IJ 고용

주는 기여금 IJ 전체의 60% 
      3) APEC와 AGS 포함.
      4) 동 보험료률은 일반레짐에 속하는 민간 임금근로자들에게 부과되는 것. 고려된 ATMP 기여금률은 평균률. 

교통세는 1%로 가정. 고려된 보험료률은 경제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보험료률이며 임금근로자들에 대한 비율

은 고려되지 않음.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2) 조세

랑스는 일자리와 투자를 해 고용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축소시키

면서도 증 되는 사회복지지출을 충당하기 해 사회보장재원으로서 조

세를 지속 으로 확 하 다. 사회보장세는 사회  여  사회보험의 

특정 짐의 특수한 지출의 재원조달을 해 부과된다. 농업경 자 짐

에 구 인 방식으로 불입되는 조세재원의 이 , 제품에 한 조세(알

코올과 담배소비에 한 조세, 자동차 보험세, 오염유발세 등), 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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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에 한 세 , 소득과 자산에 한 세  등이 사회보장세의 가장 

요한 부분이다. 1991년에 도입된 CSG는 이러한 유형의 주된 재원이며 

자본과 동산가치로 인한 수입에 한 2% 조세(prélèvement de 2%) 등

도 포함된다. 

CSG는 사회보호시스템의 재원조달을 목 으로 하는 조세로 건강보험, 

가족 여, 노령연 기 을 수단으로 하는 퇴직연 , 자율연 국가기  등

에 할당된다. 이 의 재원조달 시스템은 노동비용을 무겁게 하고 근로소

득에만 부과되어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보장이 

랑스 거주자 모두에게 일반화되면서 각각의 근로자들이 비용을 분담하

기 때문에 정당성이 부족한 문제도 존재하 다. 따라서 CSG는 근로자

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이고 사회보장 여의 보편화와 함께 좀 더 

일 된 재원조달방식을 진하고 사회보험료가 아닌 가계의 소득 체가 

사회보장에 기여하도록 만든다. CSG는 사회  여  가족 여를 제

외한 부분의 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징수된다. 세율은 소득활동  그

와 유사한 소득( 여, 상여  등)에 해서는 7.5%, 자산  투자(종신

연 , 시세차익 등)에 의한 소득에 해서는 8.2%, 도박수입에 해서는 

9.5%, 체소득(퇴직연 , 실업수당 등)에 해서는 0, 3.8, 6.2 는 

6.6% 등이다. CSG는 부분 으로 소득세에서 공제되어 소득활동에 해

서는 5.1%까지, 체소득에 해서는 3.8%와 4.2%까지 가능하다. 

[그림 4-14]를 보면 CSG를 포함한 소득과 자산에 한 조세가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  후반 이후 격하게 증가했다.  

<표 4-17>을 보면 2010년 기  CSG는 사회보호와 련된 조세 수입

의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경우에는 사회보호 련 세목 들 

가운데 부가가치세(TVA) 유형의 조세 수입이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고 있다.    



제4장 보수주의형 복지국가: 프랑스∙159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소득과자산에 대한 조세(CSG 포함)

근로임금에 대한조세

제품, 생산에 대한 조세, TVA 유형의 조세및 조세수입의 이전

〔그림 4-14〕사회보장세 추이

(단위: 10억 유로)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사회보호 국가

제품세
21,615
(14.4) 

23,533
(9.1) 

생산에 대한 다양한 조세
6,267
(4.2) 

18,784
(7.3) 

TVA 유형의 조세
8,720
(5.8) 

124,449
(48.3) 

CSG 83,441
(55.5) 

0
(0.0) 

근로자에 대한 조세
17,840
(11.9) 

11
(0.0) 

수입과 자산에 대한 조세, 
조세 수입의 이전　

12,331
(8.2)

90,981
(35.3) 

〈표 4-17〉사회보호를 위한 조세 및 국가 조세 수입 비교(2010)

(단위: 백만 유로, %) 

자료: INSEE

사회보장세로부터 재원조달을 받는 사회보호시스템을 보면 2010년 기

 건강보험이 련 시스템의 46%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4-15 참조). 

다음으로는 가족수당  노령보험의 순으로 재원을 조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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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9, 46%

15.99, 11%

9.78, 6%

9.57, 6%

3.36, 2%

8.3, 6%
2.64, 2%

7.5, 5%

7.02, 5% 3.76, 2% 6.82, 5% 6.18, 4%

건강보험 가족수당 노령보험

노령연대기금 자율성손실 사회부채상긱(CADES)

농업노동자 농업경영인 자영업자

여타사회보험레짐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행정

〔그림 4-15〕사회보장세의 수혜를 받는 레짐(2010)

(단위: 10억 유로)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3) 정부보조

국가는 사회보호 재원조달에 직 ‧간 으로 참여하여 “사회  의

무(engagements sociaux)”를 이행한다. 사회보험에 있어 국가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국가는 고용주로서 공무원들의 사회  여를 해 

사회보장 짐에 보험료를 지불한다. 공무원들은 일반 짐에 가입하거나 

고유의 짐을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퇴직연 은 사회보장 짐기

이 아니라 직 으로 국가인 고용주에 의해 불입된다. 둘째, 공권력

으로서 국가는 사회복지지출을 해 사회보장세 등을 통해 재원을 공

한다. 셋째, 국가는 보조 을 통해 사회보호지출의 재원조달에 개입한다. 

국가는 직 으로 사회보장의 역 외에 일정한 수의 사회  여를 

직  리한다. 이러한 여는 3가지 유형에 조응하여 연 의 논리에 기

반한다. 먼  사회  최 수 에 따라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

게 최소한의 수입을 한 사회  여로 최 소득보장(revenu minimum 

d’insertion, RMI), 성인장애자 수당, 편부모 수당 등을 지 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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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특별기 (핵심 으로 주거지원국가기 , 주거국가기 )을 만들어 특

정한 정책의 재원조달을 하며 마지막으로 2001년부터 보편  건강보장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MU)과 같은 부가  보호의 재원조

달을 한 기 에 보조 을 지 한다. 정부보조 은 연  성격의 지출

과 임  노동자들을 한 고용주 기여  면제를 한 재원을 공 하

고, 구 인 형태의 짐에 지원된다. 한 정부보조 은 보험료를 내

는 인원수가 은퇴자 수보다 은 일정한 직업들의 퇴직 짐, SNCF, 

국가산업기 의 노동자연 특별기 , 농업의 사회  여 부속 산, 해군

상이군인 국가기  등에 해서도 지원된다. 국가는 실제 이러한 짐의 

리책임을 가지는 기업이나 기 에게 균형을 한 보조 을 지 한다. 

국가는 직  스스로가 지불할 수 없거나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

다고 단되는 사람들을 해 일정한 범주의 사회보험료를 책임진다. 국

가는 고용정책을 해 결정된 사회보험료의 면제 총액을 사회보장에 보

충해 주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를 들어 2001년에 실효화된  사회보험

료 감소를 한 기 (Fonds pour la réduction des cotisations 

sociales, FOREC)은 낮은 여, 노동시간 상 축소, 가족수당 보험료 

감면 등에 한 사회  부담 완화를 한 수단으로 사회보장 짐의 보

험료 손실을 보완해 다. 이는 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FOREC의 수입

은 부분 으로 국가 산에 결부된 세 이나 새롭게 만들어져 사회  분

야의 이 에 부여되는 수입을 포함한다. <표 4-18>을 보면 정부보조

은 주로 공공기 의 사회  개입 짐과 일반 짐  실업수당 짐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장 짐에 주로 이용된다.  



162∙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1990 2000 201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개입 레짐
26,690
(72.6) 

38,951
(80.4) 

47,148
(72.3)

사회보험레짐　
10,058
(27.4)  

9,487
(19.6)  

18,024
(27.7)  

    사회보장 일반레짐　
1,552
(4.2)  

1,063
(2.2)  

3,265
(5.0)  

    실업수당레짐　
818
(2.2)  

257
0.5  

1,506
(2.3)  

    여타 사회보장레짐　
7,688
(20.9)  

8,167
(16.9)  

13,253
(20.3)  

정부보조금 총액
36,747
(100.0)

48,438
(100.0)

65,172
(100.0)

〈표 4-18〉다양한 사회보호레짐에 대한 정부보조금

(단위: 백만유로, 공공기금 총액 대비 %)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국가와 사회보장 사이의 복잡하고 불분명한 재정  계는 정기 으

로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에 의해 지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2003년부터 사회보장재정을 악화시키는 사회  부담의 모든 새로운 감

면에 해 국가에 의한 시스템  보충과 사회  짐에 한 국가의 연

체미납 의 진  환  등의 2개의 커다란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를 지원하고 있다. 

제4절 복지개혁 동향24) 

랑스는 1945년 10월 4일부터 비스마르키언 모델에 근거하여 사회

 트 들에 의해 리되고 고용주와 임 노동자들의 보험료로 재원이 

24) 복지개  동향은 김은경(2007)의 랑스 사회안 망 개  논의를 수정‧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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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되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 다. 1946년 8월 22일 법(loi du 22 

août 1946)에서는 가족수당을 실질 으로 체 인구로 확  용하 다. 

1946년 10월 30일 법(loi du 30 octobre 1946)은 사회보장에 산업재

해에 한 보상을 포함시켰다. 한편 1946년 5월 22일 법(loi du 22 

mai 1946)은 체 인구에 한 사회보장의 보편화 원칙을 제안한다. 고

령화 험에 한 보장으로는 1956년 모두에게 최소한의 퇴직연 을 보

장하는 최 노령연 (minimum vieillesse)이 도입되었다. 질병 험에 

한 보장은 1978년 질병과 련된 개인보험을 운용하고, 모든 사람들

에게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999년 7월 27일 보편  건강보

장(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MU)이 도입되었다. 

1980년 에 랑스 정부는 신빈곤을 만드는 사회  배제의 문제를 해

결하고 심화되는 고령화사회에 한 비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1989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사회 으로 최소한의 수

입을 보장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RMI를 도입하 다. 이는 사회  배

제 험을 방하기 해 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보험시스템의 한

계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 

1997년 이후 조스팽 정부는 완 고용을 목표로 제시하고 노동시장통

합을 진하기 한 새로운 활성화정책을 통해 은이들을 한 최 임

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정책을 시도하 다. 1998년과 2000년 35시간 

노동제 도입, 선택  활성화정책과 ‘지원과 고용회복을 한 계획’(Plan 

d'aide et de retour de l'emploi, PARE) 등이 표 인 정책이다.  정

부는 근로연계복지의 강화를 해 실업보험의 경우 여수령기간을 축소

하면서 보험료도 삭감하 다. 일자리탐색에 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여의 격조건도 완화되었다. 1998년부터 고용복귀를 독려하기 해 공

공부조 수혜자들은 임시소득과 공공부조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

었으며 2002년에는 수혜자 범 를 확 하 다. 최 활동소득(Rev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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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d'Activité, RMA)제도를 도입하여 1년 이상 RMI에 등록된 

사람들이 월 20시간의 통합 계약을 최  18개월까지 하는 경우 RMI와 

별도로 추가 여를 받는다. 2001년 In-work 여로서 사회 으로 배제된 

사람을 해 고용수당(Prime Pour l'Emploi, PPE)을 도입하 다. PPE

는 임 노동자이면서 어도 한사람이 세 을 내는 가계에 제공된다. 

노동시간에 따라 지 되는 가변액과 가족 상황, 부양아동과 노동하지 않

는 배우자에 한 추가 공제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정규고용의 최  

12개월 동안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스마르키언 사회보험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조세에 의

해 재원이 조달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랑스 정부는 

1990년 에 조세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고 국가에 의해 리되는 다양한 

여를 도입하 다. 노동조합이 여삭감을 수용하도록 만들기 해 국

가는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에 근거한 여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 다.  

그러나 조세조달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는 조세를 통해 고용주의 사회보장

보험료의 비 을 경감시키고 국민들의 사회보장 부담을 높이는 친자본

인 정책의 일환이었다. 정부가 1990년에 도입한 CSG는 일반 근로소득‧

사회 여의 수 으로 인한 소득‧상속소득 등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 다. 이는 기존의 고용주 부담이었던 가족  노령 부문

의 여제공을 체하여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을 감소시켰다. 가족 여

에 한 고용주 부담의 일부를 징세로 완화시킨 것이다. 1993년에는 비

숙련노동자들에 한 노동비용 삭감을 한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고용

주들의 보험료를 진 으로 면제해 주었다. 1996년 1월 24일 명령에 

따라 사회보장 짐의 자 리책임을 한 사회부채상각기 (Caisse 

d’amortissement de la dette sociale, CADES)에 연계된 사회부채상환

기여 ( 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RDS)

이 도입되었다. CRDS는 사회복지를 한 국채 등의 상환 등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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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재정구조 개선을 해 임 노동자의 소득에서 0.5%를 공제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세이다. 1996년 2월 22일에는 제5공화국 헌법을 개정하

여 사회보장재원조달법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법을 만들어 사회보장의 재

정  균형의 결정에 의회가 참여하도록 하 고 1996년 7월 22일에는 

사회보장재원법과 련된 조직법을 만들었다.25) 1999년 7월 22일에는 

CMU가 도입되었다. 사회보험시스템을 보완하기 한 조세제도의 활용

에 해 우 는 고용주 부담의 기여  하락을 통한 노동비용 하락에, 좌

는 사회  효과 제고에 심을 가지면서 기여제도를 모두 비 하고 

형평성 개념에 기 한 조세제도의 시행을 주장하 다(심창학, 1999). 

랑스에서 조세를 통한 복지재원조달은 일자리창출을 독려하기 해 고용

주의 사회보험료 삭감과 임 노동에 한 정부보조의 확 를 한 가

장 요한 정책수단이었다. 노동조합의 반 에도 불구하고 랑스 사회

보장은 결국 재정 기에 한 하나의 안으로 조세제도를 도입하 다. 

2000년 에 들어서도 재정 자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었고 복지재정의 

개 은 랑스 정부의 가장 요한 안이었다. 2002년에는 APA가 도

입되고 2003년 8월 21일에는 퇴직연 을 개 하여 상이한 짐 간 최

고률  연 혜택을 받기 한 보험기간을 진 으로 조정하고, 어서 

일을 시작하고 좀 더 오랜 경력을 가지는 보험가입자를 한 퇴직연  

규정을 신설하 다. 2004년 8월 13일에는 건강보험을 개 하여 주치의 

 개인별 진단서 도입, 건강보험 거버 스와 보건시스템의 개 , 제네

릭 이용 진, 부가  보험 가입에 한 지원 등을 추진하 다. 2005년 

8월 2일 법(loi du 2 août 2005)은 사회보장재원조달의 다년간 망을 

제시하고 수입과 지출의 상호 근에 의한 균형을 제안하고 있다. 2006

년에는 자 자 사회 짐(Régime Social des Indépendants, RSI)을 설

25) 조직법이란 헌법에 의해 규정된 범주의 법으로 헌법의 용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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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여 자 업자, 자유직업인, 회사 표, 소상공인  장인들의 사회보장, 

연 , 질병 련 짐을 통합하 다. 2010년에는 연 개 법(loi portant 

réforme des retraites)이 통과되어 퇴직연령이 60세에서 62세로 상향조

정되고 연  100% 수  개시일이 65세에서 최  67세까지 조정되었다. 

제5절 성과와 지속가능성 

비스마르키언 통에 근거한 랑스의 사회보장시스템은 사회보험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복지혜택의 양극화를 래할 수 있다. 수 자격

이 고용 지 와 보험료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부분의 여는 소득 연

계 이고,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보험료에 의해 부분의 여 련 재원

이 조달되기 때문이다. 랑스의 통 인 복지체계의 특징은 재원충당

방식에 있어서 노동에 근거한 기여제도의 시행, 사회복지제도 운 에 있

어서 국가 리가 아닌 가입자들에 의한 자치 리원칙의 수, 보험원칙

과 연 원칙의 제도  혼합 등을 들 수 있다(심창학, 1999). 따라서 사

회  트 들은 여  사회보장기여 의 리라는 측면에서 매우 연

계되어 있고 서로 상반된 이해 계를 가지고 있다. 매우 이지만 

분 된 사회보험시스템이 사회보장제도의 개 에 항하는 세력을 형성

하며 특히 다양한 노동조합이 사회보험시스템 내에서 그들의 지 를 유

지하는 것에 민감하다(Palier and Mandin, 2004). 사회보험에 근거한 

사회보장체계는 재원조달 방식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해하여 

실업문제의 완화를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가족임 을 유지하기 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 조기퇴출을 시키는 략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면하

여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태롭게 하 다. 

재정  측면에서 랑스 사회보장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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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망은 어렵다. 사회보장제도와 련된 지출과 수입은 지속

으로 증가되었다. 사회보호를 한 지출은 1965년 GDP 비 17.9%, 

수입은 GDP 비 18.2%에서 2010년 지출은 GDP 비 33.8%, 수입

은 GDP 비 32.8%에 달한다. 사회보장행정의 경우 부채는 1978년 

GDP 비 1.0%에 불과했지만 2011년 기  10.3%로 10배 이상이 증

가되었다. 사회보장행정의 GDP 비 자는 2011년 기  –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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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사회보호의 수입과 지출 

(단위: GDP 대비 %)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사회보호 지출의 지속 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완화 효과

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가장 낮은 임

을 받는 하  10% 임 근로자(D1)와 가장 높은 임 을 받는 상  10% 

임 근로자(D9)의 소득 비율인 D9/D1은 재분배 이 이나 재분배 이

후 모두 악화되었다. 자산소득을 고려한다면 불평등도는 더 커질 

것으로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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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불평등 추이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지속 인 성장과 고실업은 결국 개인과 가계의 구매력 하락으로 나

타났다. 사회  여의 비 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이 증되었

으나 증세로 조달되어 배분되는 여의 증가는 결국 여 확 의 효과

를 한계 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  여의 증가와 증세가 

가처분소득  구매력에 미치는 상반된 효과에 한 엄 한 평가가 필

요하다. 1990년 부터 증가세가 감소되면서 2000년 에는 거의 정체상

태에 있는 1인당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쉽

지 않다는 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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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구매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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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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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1인당 GDP와 1인당 국민소득

(단위: 유로)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한편 노동시장에서는 일제 일자리보다 트타임 일자리의 비 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노동 련 여의 증가가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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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전일제와 파트타임 비중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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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랑스의 출산율은 1990년  반 이후 상승되어 출산 

극복정책은 출산  보육에 한 극 인 지원을 통해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혼외자녀 출산 비율이 2008년 기  체 출산의 

51.6%라는 것을 고려하면 출산 극복을 해서는 동거부부,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한 지원 확 가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1〕출산율 추이

(단위: 15세 이상 여성 1인당 출산아)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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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한국에의 시사점 

랑스의 사회보호시스템은 기 비스마르키언  모델에서 시작하여 

비버리지안 유형으로 확장되어 왔다. 자산 조건 없이 지불되는 가족수당, 

최 노령지원 는 CMU 등은  랑스에서 연 가 강화된 것을 의미하

고 사회보호의 재원조달 내에 조세수입의 비  증가를 동반하 다. 즉 

개별  책임에 근거한 사회보험시스템에 고용주의 부담완화를 해 조세

를 도입하여 복지재원의 조달은 사회보험료와 조세로 이 화되었다. 결

국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와 실업 증 , 사회  배제의 확

 등은 부분 으로 사회보험시스템의 실패의 결과이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은 사회보험의 개 과 련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종류의 제도는 

통 인 사회보험시스템과 분리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EU국가들에 비해 랑스는 복지재원조달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상 으로 은 편이다(그림 4-22 참조). [그림 4-23]에 따르면 

랑스는 사회  기여 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역할이 상 으로 낮다.

〔그림 4-22〕유럽연합국가들의 유형별 사회보호 재원조달(2009)

(단위: 재원 대비 %)

자료:  INSEE(프랑스 통계청)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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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사회적 기여금 비중(2009)

(단위: GDP 대비 비중 %) 

자료: OECD

사회보험 심 인 비스마르키언 시스템은 소득불평등을 복지의 불평

등으로 연계시킬 뿐만 아니라 무능력 빈곤층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비스마르키언 시스템은 사회보장 수 이 소득계층별, 직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복지를 둘러싸고도 계층간, 직업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사회  합

의에 근거한 개 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계층별 사회보장의 

차별화로 인해 복지의 양극화를 래할 수 있는 비스마르키언 사회보험 

방식의 사회보장을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양극화 심화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 합하지 않다. 사회보험시스템을 사회보호제도의 근간으로 하는 

랑스는 1990년  이후 계속 심화되는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

리를 만들기 해 조세에 기반한 여체계를 도입하 다. Boyer(2000)

는 임 소득자의 연 에 기 한 비스마르크방식의 재원조달체계와 범사

회  시민권에 토 를 둔 비버리지방식의 재원조달체계의 결합을 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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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에 한 실 인 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주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에 한 검토가 필

요할 것이다. 랑스의 경우 그동안 고용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왔지만 여 히 고용주는 임 근로자들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매우 높다. 

특히 질병, 가족, 산업재해 등 임 근로자들의 생산성 증   기본 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사회보험료 부담은 부분 고용주 부담이다. 반면 임

근로자들은 사회복지세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사

회보험료 반에 한 인상과 함께 고용주 사회보험료 부담의 확 에 

해서도 고려해야 할 시 에 있다.

고용주 임금근로자 총계

사회보장 보험료

질병 12.8 0.75 13.55

노년
상한 미만 8.3 6.65 14.95

상한 이상 1.6 0.1 1.7

가족 5.4 - 5.4

산업재해(평균) 2.38 - 2.38

기타 기여금

CSG - 7.5 7.5

CRDS - 0.5 0.5

〈표 4-19〉사회보장에 대한 임금근로자와 고용주의 기여

(단위: 총 임금 대비 %)

  주: 2012년 1월 1일 기준 

자료: 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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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유주의형 복지국가: 영국

제1절 서론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따르면 국은 잔여 (residual) 복지를 심으로 

하는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에 속하지만, 국 복지제도와 복지재정은 여

타의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  특

징은 산업구조  노동시장구조의 차이와 복지제도 발 의 역사  차이

에서 유래된다.

제2차 세계  말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국은 보편  사회보

장체계를 구축하 지만, 1970년  스태그 이션(stagflation) 이후 

처내각과 토니블 어 내각을 거치면서 복지지출을 이고 근로유인을 강

조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workfare)를 발 시켰다.26) 최근에는 2008

년 미국발 융 기로 인해 국의 국가부채가 격히 증가하면서 보수

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복지 달체계 뿐

만 아니라 복지지출구조와 복지재정 조달체계의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2008년 경제 기 이후 국 복지제도  복지재정의 변

화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개편에 일정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해 제2 에서는 국의 경제  노동시장구조와 분배구조

를 살펴본다. 제3 에서는 2008년 경제 기 이후 국 경제와 복지제도

26) 국 복지제도의 발 과정과 특징에 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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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제시한 후, 제4 에서는 조세  재정정책과 복지재정의 변화

를 분석한다. 제5 에서는 국가재정건 성,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 결혼

율, 출산율, 자살률 등의 사회지표를 통해 국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

한다. 마지막으로 제6 에서는 국 복지국가의 발 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을 제시한다.

제2절 영국의 경제사회적 현황

  1. 경제구조

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국내 으로는 공공‧국방‧교육‧보건‧사회서비

스, 도소매업‧운송‧창고‧음식‧숙박업, 업‧제조업‧ 기‧가스‧수도업의 

비 이 높지만,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는 융  보험업의 비 이 상

으로 높다. 특히 국의 융업은 세계의 융시장과 긴 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미국의 융 기로부터 큰 향을 받았다. <표 5-1>

에서 보듯이 2011년 국에서 융  보험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은 9.4%로 랑스(4.7%)와 스웨덴(3.8%)은 물

론 유럽연합 27국(EU27)의 평균(5.6%)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국의 제조업 비 (10.8%)은 랑스(10.1%)와 비슷한 수 이지만, 스

웨덴(16.8%)과 유럽연합 27국의 평균(15.5%)보다는 낮은 수 이다. 한

국의 경우 융  보험업의 비 (7.0%)이 국보다는 낮지만, 랑스

와 스웨덴은 물론 유럽연합 평균보다는 높고, 제조업의 비 (31.2%) 

한 매우 높은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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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영국의 산업구조(2011)

                                   (단위: %)

산업분류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한국 EU27

농림어업 0.7 1.8 1.8 2.7 1.7

광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제조업) 16.5
(10.8)

12.6
(10.1)

21.2
(16.8)

33.8
(31.2)

19.5
(15.5)

건설업 6.7 6.2 5.6 5.9 6.2

도소매업‧운송‧창고‧숙박‧음식 18.9 18.6 18.0 15.0 19.5

정보통신 5.9 4.8 5.4 3.8 4.6

금융 및 보험 9.4 4.7 3.8 7.0 5.6

부동산 7.1 13.2 8.7 7.1 10.3

과학기술‧행정 12.3 12.2 9.5 5.2 10.0

공공‧국방‧교육‧보건‧사회서비스 19.1 22.6 23.1 16.9 19.1

기타 3.4 3.4 2.9 2.6 3.5

합계 100.0 100.6 100.0 100.0 100.0

  주: 산업분류는 ISIC Rev.4(2008) 기준임. 수치는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임.
자료: OECD, StatExtracts.

한편 1970년  이후 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수 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 융 기의 향으로 경제성장률이 격히 하

락하 다. [그림 5-1]에서 보듯이 국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1.0%

에서 2009년 –4.0%로 크게 하락하 고,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각

각 1.8%와 0.8%의 회복세를 기록하 다. 그러나 경제 기로 인한 경기

하락폭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고 회복수 은 낮아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국 평균을 돌고 있다. 2010년과 2011년에 

OECD 회원국의 평균성장률은 각각 3.0%와 1.8%를 기록하 다. 2008

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에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3.1%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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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영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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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Extracts.

반면에 2008년 이후 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

다 높은 수 을 기록하 다. [그림 5-2]에서 보듯이 2009년, 2010년, 

2011년에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0.5%, 1.9%, 

2.9%를 기록하 지만, 국은 각각 2.2%, 3.3%, 4.5%를 기록하 다. 이

러한 성장기조 하에서의 물가상승은 1970년 에 나타났던 공 측 요인

에 의한 스태그 이션(Stagflation)과는 질 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 

2008년 이후 국에서 나타난 경기침체하의 물가상승은 규모의 경

기 응  융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경제 기 이후 국 앙은행은 정

책 리 인하와 함께 2차에 걸친 양 완화(Quantitative Easing)정책을 

시행하 으며, 그 결과 민간부문에서의 유동성 증가가 소비자물가의 상

승을 유발한 것으로 단된다.27) 동 기간에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27) 국 앙은행은 2009년 3월 이후 정책 리를 0.5%로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차 양 완화정책을 통해 2,000억 운드 상당의 자산을 매입하고, 
2011년 10월에는 유럽 재정 기에 따른 국경제의 침체가능성에 비하기 해 750억 

운드 상당의 2차 양 완화정책을 발표하 다(김세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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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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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Extracts.

  2. 노동시장구조

국은 2008년 경제 기 이 까지 비교  높은 고용률과 안정 인 실

업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융 기의 여 로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

은 크게 증가하 다. [그림 5-3]에서 보듯이 국의 고용률은 2008년 

71.5%에서 2011년 69.5%로 떨어졌다. 그러나 고용률은 여 히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 이다. [그림 5-4]에서 보듯이 국의 실업

률은 2008년 5.7%에서 2011년 8.2%로 크게 상승하여 OECD 회원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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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영국의 고용률(15~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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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Extracts.

〔그림 5-4〕영국의 실업률(15~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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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Extracts.

한편 경제 기가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은 여자와 장년층에 비해 남

자와 청년층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에서 보듯이 2008년

-2011년의 기간에 국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2.4%에서 81.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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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포인트 감소하 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69.4%에서 69.7%로 오히

려 0.3% 포인트 증가하 다. 같은 기간에 15-24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

가율은 2.9% 포인트 감소했지만, 25-54세 장년층의 경우에는 0.5% 

포인트 증가하 다. 

고용률도 같은 기간에 남자의 경우는 2.8% 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자

는 1.2% 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15-24세 청년층의 경우에는 무려 6.1%

의 고용률 감소를 보 다. 2008년부터 2011년의 기간에 남자와 여자의 

실업률 증가는 각각 2.7% 포인트와 2.3% 포인트이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같은 기간에 실업률이 15.0%에서 21.1%로 증가하여 청년층 실업

의 심각함을 보이고 있다.

〈표 5-2〉성별‧연령별 경제활동상태(15~64세, 2011)

                 (단위: %)

영국 OECD

2011 2008 증감 2011 2008 증감

경제활동참

가율

전체 75.7 75.9 -0.2 70.5 70.6 -0.1

성별
남자 81.7 82.4 -0.7 79.4 80.2 -0.8
여자 69.7 69.4 0.3 61.8 61.2 0.6

연령별

15-24세 58.8 61.7 -2.9 46.9 48.6 -1.7
25-54세 85.4 84.9 0.5 81.3 81.2 0.1
55-64세 59.8 59.9 -0.1 57.9 56.3 1.6

고용률

전체 69.5 71.5 -2.0 64.9 66.4 -1.5

성별
남자 74.5 77.3 -2.8 73.0 75.4 -2.4
여자 64.6 65.8 -1.2 56.8 57.5 -0.7

연령별

15-24세 46.4 52.5 -6.1 39.3 42.4 -3.1
25-54세 80.1 81.4 -1.3 75.6 77.1 -1.5
55-64세 56.8 58.0 -1.2 54.7 54.1 0.6

실업률

전체  8.2  5.7 2.5  8.1  6.1 2.0

성별
남자  8.9  6.2 2.7  8.1  6.0 2.1
여자  7.4  5.1 2.3  8.1  6.2 1.9

연령별

15-24세 21.1 15.0 6.1 16.2 12.8 3.4
25-54세  6.1  4.2 1.9  7.1  5.2 1.9
55-64세  5.0  3.1 1.9  5.8  4.1 1.7

자료: OECD, Stat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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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배구조의 변화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고용률 감소  실업률 증가는 반 으로 시장

소득의 감소와 함께 분배구조의 악화를 래하 다. 국의 경우 2005

년 기  US$ PPPs로 측정한 1인당 GDP는 2007년 34,605달러에서 

2009년 32,479 달러로 하락한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32,814 달러

로 약간 회복했지만, 경제 기 이 에 비해 여 히 낮은 수 이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2000년  말 이후 분배구조  빈곤율의 변화

를 추 할 수는 없지만, 국의 분배구조는 1970년  이후 지속 으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림 5-5]에서 보듯이 국의 시장소득 기  지

니계수는 1970년  반 0.338에서 2000년  말 0.506으로 상승하

다. 반면에 가처분소득을 기 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이보다 크게 낮아 

조세  이 지출의 재분배기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후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측정된 지니계수의 차이는 0.164를 기

록하 다.

〔그림 5-5〕영국의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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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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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빈곤율 한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5-6]에서 보듯이 시장소득을 기 으로 측정한 국의 빈곤율은 1970년

 반 17.8%에서 2000년  말 31.2%로 크게 증가하 다. 반면에 가

처분소득을 기 으로 측정한 빈곤율은 같은 기간에 6.2%에서 11.0%로 

증가하여 조세  이 지출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영국의 빈곤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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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기준임.
자료: OECD, StatExtracts.

제3절 2008년 이후 경제위기 극복정책

제2차 세계  말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국은 보편  사회보

장체계를 구축하 지만, 1970년  스태그 이션(stagflation) 이후 

처내각과 토니블 어 내각을 거치면서 복지지출을 이고 근로유인을 강

조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workfare)를 발 시켰다. 2008년 이후에는 

미국발 융 기로 인해 국의 국가부채가 격히 증가하면서 보수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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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데이비드 캐머런 정부) 하에서 복지 달체계 뿐

만 아니라 복지지출구조와 복지재정조달체계의 개편이 시도되고 있다.

  1. 경제 및 노동시장정책

2008년 경제 기 직후 각국 정부는 융부문의 지원에 집 하 지만, 

경제 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회복을 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Vis, Kersbergen and Hylands(2012)에 따르면 경제 기 극복을 

한 각국의 정책은 인지안 정책, 통화정책, 기업구제정책, 융권 신

용회복정책 등으로 구분된다. 

<표 5-3>에서 보듯이 경제 기의 극복과정에서 국은 리정책, 

화폐발행, 국채매입 등 통화정책을 주로 이용한 반면, 독일은 일자리  

사회기반시설투자. 조세정책 등 인지안정책을 집 으로 활용하 다. 

한 덴마크는 배드뱅크, 융권  기업에 한 융지원, 은행인수 등

에 주력한 반면, 네덜란드는 융권의 신용회복정책에 집 하 다.

한편 <표 5-4>에서 보듯이 재정 기 이후 각국 정부는 실업률을 낮

추기 해 극  는 소극  노동시장정책을 도입하 다. 다른 국가들

에 비해 국은 극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에 

집 하고 있다. 2009년 1월 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

자와 고용서비스센터(Job-centre Plus)에 한 추가지원, 실업자를 고용

하고 훈련시키는 고용주에게 2,500 운드까지 보 스 지 , 새로운 직업

훈련소의 개설, 창업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러한 정책수단에 

약 5억 운드를 지원하 다. 한 13억 운드(GDP의 0.1%)를 투입

하여 실업자들이 실업 여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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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경제위기 대책의 국제비교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케인지안 정책

  일자리투자

  사회기반시설투자

  조세정책

X X X

X

X
X
X

X

X

X

통화정책

  저금리

  화폐발행

  국채매입

X
X
X

X X X X X

기업구제정책

  배드뱅크

  부실자산보증

  금융권/기업 금융지원

  은행인수

  은행지원 유동성기금

X

X
X
X X

X

X

X

X
X
X

X

X
X

금융권 신용회복정책

  예금보장(한도인상)
  은행 간 대출보장

  감독강화

X X X X
X
X

  주: 2009년 10월-2010년 8월의 기간에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수행한 결과로 모든 정책은 

2008년 1월 이후에 시행된 것을 대상으로 함.
자료: Vis, Kersbergen and Hylands(2012)

〈표 5-4〉노동시장정책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노동수요정책

  일자리지원/공공부문일자리 창출

  비임금노동비용 축소

  단시간 근로제

X X
X

X
X
X X

구직지원정책

  능동화정책

  일자리탐색 지원 및 매칭

  일자리 발견 및 창업지원

  일자리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자료: Clegg(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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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정책

복지국가이론에 따르면 경제 기는 복지국가의 구조개 을 래하는 

추동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복지국가의 개 에 

한 압력이 되었지만, 그에 항하는 제도 ‧정치  세력들에 의해 

이러한 추동요인이 실제의 개 으로 연결되지는 못하 다. 2008년 경제

기 이후에도 국을 비롯하여 부분의 국가들은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보다는 은행과 산업에 한 재정지원을 강화하

다. 특히 각국 정부는 경제 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해 오히려 사회복

지 로그램을 확 하 다.

2008년 경제 기 이후 최근까지 각국의 반응을 보면 복지국가에 한 

효율성가설(efficiency hypothesis)보다는 보상가설(compensation 

hypothesis)이 지지되는 것으로 단된다.28) 효율성가설에 따르면 융

시장의 탈규제, 무역자유화, 수송비용의 하락, 정보기술의 발  등으로 

자본과 재화  서비스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기존의 복지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한 조세체계의 존속이 어렵게 된다. 특히 자본시장에

서 국가 간 경쟁은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축소하며, 국가부채를 억제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효율성가설은 복지국가에서 소  ‘바닥

으로의 질주’(race to the bottom)를 주장하는 복지국가 발 의 수렴이

론(convergence theory)으로 연결된다. 반면에 보상가설에 따르면 민주

주의 국가에서는 교역의 불안정으로 래되는 소득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해 사회보장제도가 발 하고, 개방화가 진행되더라도 국내정치의 조정 

 여과 작용 때문에 자유주의 복지모형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더욱이 

세계화는 복지국가의 변화를 추동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며, 오히려 후

28) 효율성가설에 해서는 Jahn(2006)과 Busemeyer(2009), 보상가설에 해서는 Glatzer 
and Rueschemeyer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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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업사회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내  변화가 조세  재정

지출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008년 경제 기에 한 복지국가의 응은 새

로운 국면으로 어드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경제 기 기의 인지

안 정책과 후속조치들로 인해 재정 자가 격히 증가하면서 국가재정건

성에 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복지국가의 개편에 한 압력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이미 국의 비롯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복지지출의 축소가 정치

 안건으로 두되고 있다.

한편 2008년의 경제 기는 1970년 와 1980년 의 경제 기와는 상

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의 기국면에서 복지국가(big 

welfare state)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구축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증가를 

해하는 기의 주범으로 간주되었지만, 오늘날 다수의 국민들은 복지

국가를 기의 원인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경제 기의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Vis, Kersbergen and Hylands(2012)에 따르면 2008년 경제 기 

이후 사회복지문제는 국민들의 요한 심사이고, 복지지출에 한 지

지여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여론에 따라 복지지출을 증

시키고 있다. 다만, 경제 기의 지속으로 복지지출의 증 와 재정건 성

에 한 요구가 충돌할 경우 복지 역 간 구조조정이 시도되면서 노동

시장참여와 능동화(activation)정책이 기의 해법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Ipsos-MORI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인은 정부지출의 삭감을 기꺼이 

수용하지만, 건강보호(health care)에 한 지출삭감은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Financial Times와 Harris Poll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인의 8%만이 건강보호에 한 지출삭감을 긴축재정에 한 주요 

수단으로 찬성한 반면, 과반수의 국인들은 실업 여의 삭감에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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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실업 여의 삭감에 해 20% 

정도만 찬성하는 미국, 독일, 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한 ‘ 규모의 재정 자와 지출삭감은 유럽의 복지국가에 

한 재 검을 요구한다’는 질문에 70%의 응답자들이 그 필요성에 동

의하 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할 때 국인들은 값비싼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만 동시에 정부지출의 삭감에도 찬성하는 상반된 견해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제4절 재정정책과 복지재정의 변화

  1. 재정정책 및 복지제도의 변화

2008년 경제 기 직후 국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양 완화정책을 

통해 국경제의 침체가능성에 비하 지만, 최근에는 재정 자 규모의 

감축을 해 세제혜택의 축소, 공공지출의 삭감, 사회보장제도의 개  

등 다양한 재정건 화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2010년 5월 출범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합정부는 2010년 6월 

산에서 300억 운드(GDP의 1.8%)의 재정지출 삭감계획을 채택하

다. 먼  경제 기 이후 경기부양을 해 한시 으로 낮춘 부가가치세 

표 세율을 다시 인상하기로 하 다. <표 5-5>에서 보듯이 국은 2008년 

12월 1일부터 기존의 부가가치세 표 세율(17.5%)을 2.5% 포인트 낮추

었지만, 2010년 1월 1일과 2011년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표 세율을 

5% 포인트 인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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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영국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단위: %)

구분 2008. 11. 31 2008.12.1〜2009.12.31 2010.1.1.〜2011.1.3 2011.1.4

표준세율 17.5 15.0 17.5 20.0

경감세율  5.0  5.0  5.0  5.0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11).

한 향후 4년 동안 보건의료와 해외원조를 제외한 모든 행정부처

(civil service department)의 산을 25% 삭감하고, 향후 5년 동안 복

지지출을 110억 운드(GDP의 0.8%) 삭감하기로 하 다. 그 결과 아

동 여는 동결되고, 가족세액공제는 축소되며, 주택 여에 상한제가 용

되고, 장애 여가 보다 엄격해지며, 65세에서 66세로의 연 여 연령의 

상향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망된다. HM Treasury(2010)에 따르면 

이러한 재정 감축 계획으로 인해 2014-2015년의 기간에 810억 운드

의 재정지출 삭감이 상된다. 한 이러한 재정지출 삭감안은 복지와 

공 연 (public service pension)의 감축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한편 2012년 산안에서 국재무성(HM Treasury)은 근로에 한 

보상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한 규모의 세제개편을 고하 다. 명

목세율(headline tax rate)의 인하, 세원의 확   다양화, 그리고 조세

감면의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은 조세체계가 공정하고 효율

이며 단순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한 2008년 이후 지속

되고 있는 경제 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회복하기 해 경제안정

(stable economy), 공정하고 효율 이며 단순한 조세체계(fairer, more 

efficient and simpler tax system), 성장을 지원하기 한 개 (reforms 

to support growth)의 세 역에서 구체 인 정책방안을 제시하 다.29)

첫째, 2008년 이후 융 기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지속

29) 자세한 내용은 www.hm-treasury.gov.uk/budget2012.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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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한 종합 인 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한 재정건 화(fiscal consolidation), 물

가안정과 신용확 를 한 극 인 통화정책(monetary activism), 경제

의 활력과 납세자에 한 험부담을 축소하기 한 융부문개

(financial sector reform), 최 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한 세제개

(tax reform),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한 미시  개 (microeconomic 

reform) 등은 경제안정화와 련된 주요 략들이다.

둘째, 공정하고도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조세체계(tax 

system)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은 근로에 한 보

상과 가족에 한 지원, 조세체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한 명목세율의 

인하, 공정한 조세체계를 한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리, 단순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체계로의 개편 등이다. 먼  2013년 4월부터 소득세 최

고세율을 50%에서 45%로 낮추기로 하 다. <표 5-6>에서 보듯이 국

의 소득세율은 3개의 과세표 으로 구성되며, 2008년 이후 과표구간이 

변하면서 2010년 이후에는 추가세율(50%) 구간이 신설되었다.

〈표 5-6〉영국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파운드)

세율
과세소득 구간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기본세율(20%) 0-34,800 0-37,400 0-37,400 0-35,000

높은세율(40%) 34,801- 37,401- 37,401-150,000 35,001-150,000

추가세율(50%) N/A N/A 150,001- 150,001-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11).

한 투자 진과 경기부양을 해 법인세 본세율(main rate)을 기존의 

26%에서 2012년 24%, 2013년 23%, 2014년 22%로 축소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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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5-7>에서 보듯이 국의 법인세율은 소액이윤세율(small profit 

rate)과 본세율(main rate)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의 이익이 30만 운

드 이하이면 소액이윤세율로 과세되고, 30만 운드를 과하고 150만 

운드 이하이면 본세율에 표 공제를 용한 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의 

이익이 150만 운드를 과하면 본세율로 과세된다.

〈표 5-7〉영국의 법인세율 변화

                                       (단위: %)

구분
소액이윤세율

(small profit rate)

본세율

(main rate)

표준공제

(standard fraction)

2010년 21 28 7/400

2011년 20 26 3/200

2012년 20 24  1/80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11).

한 무제한으로 허용되던 소득공제(income tax relief)에 상한제를 

도입하여 연간 5만 운드와 소득의 25%  큰 것을 용하고, 2012년

부터 2백만 운드 이상의 주택에 해 7%의 인지세(Stamp Duty)를 

부과하기로 하 다. 조세회피(tax avoidance)의 남용에 효과 으로 처

할 수 있는 GAAR(General Anti-Abuse Rule)을 도입하고,30) 조세체

계의 단순화를 해 기존의 나이를 고려한 소득공제제도(Age Related 

Allowances: ARAs)를 제한 으로 용하면서 차 으로 폐지하기로 

하 다. 나아가 개인소득세 공제액을 인상하고, 연간 5만 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해 소득세부과방식을 통해 아동 여(child 

benefits)를 차 축소하여 연간 6만 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해서는 아동 여를 단하기로 하 다.

셋째,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해 Plan for Growth, Autumn 

30) GAAR에 한 자세한 내용은 www.hm-treasury.gov.uk/tax_avoidance_gaar.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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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2011과 National Infrastructure Plan 2011에서 제시된 정책

들이 시행 에 있으며, 추가로 국정부는 Alan Cook's의 국도개발계

획, 주요 도시 간 연결망 확충사업, 연기 에 의해 소유되고 운용되는 

새로운 Pension Infrastructure Platform의 설립 지원, 고용주에 한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한 최 임 인상률의 물가상승률 이하로의 조

정, 소기업의 신규채용과 고용유지를 한 Enterprise Management 

Incentive scheme의 개편, 2013년부터 비디오게임, 애니메이션, 고가의 

TV 생산 분야에 한 법인세 감면제도 도입, 가스를 이용한 력생산 

지원, 원유와 가스 생산에 한 세제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 정부가 2011년 2월 16일 의회에 제출한 복지개 법안

(Welfare Reform Bill 2011)은 근로유인체계의 강화, 소외계층에 한 

보호, 납세자와 사회보장수 자에 한 공정성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 정부는 소득 복지 여 수 자의 근로유인

을 높이기 해 자산조사형 복지 여를 통합 여(Universal Credit)로 

체하여 복지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근로

로그램(Work Program)에 한 개편을 통해 부정수 의 방지노력을 

강화하 다.

[그림 5-7]에서 보듯이 통합 여 제도는 기존의 소득보조, 소득형 구

직 여, 주택 여, 아동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를 모두 통합한 여이다. 

여액은 소득, 자산, 등 가구별 여건을 기 로 가구 구성원 숫자에 따

른 생계비를 반 하는 개인 여(Personal Amounts)와 장애, 가족 돌 , 

주거비, 아동 등의 추가 인 사정을 고려하는 추가 여(Additional 

Amounts)로 구성된다. 근로시간이 주 16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구직

여를 지 하는 요건도 폐지되고, 복지 여  세액공제에 용되는 감

률도 65%로 단일하게 설정하 다.31) 기존 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국세

청(HM Revenue and Customs)과 노동연 부(DWP: Depar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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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and Pension)에 의하여 각각 리된 반면 통합 여는 노동연 부

가 통합하여 리한다.

〔그림 5-7〕통합급여의 구성

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10.11). Impact Assessment for Universal Credit. 임완섭(2011)에서 
재인용.

  2. 복지재원조달 및 복지재정지출의 특징 

국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지만, 

사회보장부담률은 낮고, GDP 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 은 앵 로색

슨형 복지국가보다는 높지만, 스칸디나비아형, 서유럽형, 남유럽형 복지

국가보다는 낮은 수 이다. 

<표 5-8>에서 보듯이 2010년 국의 국민부담률은 GDP 비 

34.9%로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29.3%)와 OECD 회원국 평균(33.8%)

보다는 높지만,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44.6%)와 서유럽형 복지국가

(40.6%)보다는 낮은 수 이다. 한 국의 조세부담률(28.2%)은 

OECD 회원국 평균(24.6%)보다는 높지만, 사회보장부담률(6.7%)은 

31) 2008년 경제 기 이후 국의 사회보장개 에 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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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평균(9.2%)보다는 낮은 수 이다. 한편 GDP 비 일반

정부의 지출 비 (50.4%)과 공공사회복지지출 비 (23.7%)은 모두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 이다. 한국의 경우 모든 지표에서 

국보다 낮은 수 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경우 매

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8〉영국의 국민부담률 및 재정지출규모(2010)

                 (단위: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

부담률

일반정부

지출비중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앵글로색슨형 29.3 25.3  4.0 47.2 20.8
스칸디나비아형 44.6 36.0  8.6 52.8 27.7
서유럽형 40.6 26.0 14.6 52.3 28.2
남유럽형 34.3 23.0 11.3 49.4 25.8
영국 34.9 28.2  6.7 50.4 23.7
한국 25.1 19.3  5.8 30.1  9.2
OECD 평균 33.8 24.6  9.2 44.0 22.0

주 1) 앵글로색슨형(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스칸디나비아형(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서유럽형(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남유럽형(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2) 2010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추정치임.
자료: OECD, StatExtracts.

[그림 5-8]에서 보듯이 국의 국민부담률은 1960년  반 이후 

OECD 회원국 평균 수 을 상회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2000년  이후 

크게 감소하 다. 한 2008년 경제 기 이후 국민부담률의 변화를 보면, 

2008년 GDP 비 35.8%에서 2010년 34.9%로 하락한 이후 2011년 

35.5%로 다소 상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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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국민부담률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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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Extracts.

국의 조세수입은 소득세와 소비세에 주로 의존하고 있지만, OECD 

회원국에 비해 재산세의 수입 비 이 큰 편이다. <표 5-9>에서 보듯이 

2010년 국의 총조세수입 비 소득세 비 (37.5%)은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45.8%)는 물론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44.9%)보다 작지만, 

한국(28.2%)  OECD 회원국 평균(33.2%)보다는 크다. 사회보장기여

의 비 (19.0%)는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13.4%)보다는 크지만,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 이다. 재산세의 비

(12.1%)는 OECD 회원국 평균은 물론 모든 형태의 복지국가보다도 높

은 수 이다. 국의 소비세 비 (29.5%)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작지만, 앵 로색슨형, 스칸디나비아형, 서유럽형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 이다. 한국의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 의 비 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작지만, 재산세와 소비세의 비 은 크다. 특히 재산세

의 비 은 국과 비슷한 수 이며, 보유세보다는 거래세의 비 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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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조세수입의 구성(2010)

                                      (단위: %)

앵글로색슨 스칸디나비아 서유럽 남유럽 영국 한국 OECD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45.8
33.3
11.7

44.9
33.0
10.7

28.2
22.9
 5.1

27.6
20.2
 7.2

37.5
28.8
 8.8

28.2
14.3
13.9

33.2
23.9
 8.6

사회보장기여금

  종업원

  고용주

  자영업자

13.4
 5.4
 7.4
 0.6

19.8
 5.4
13.5
 1.1

36.2
13.2
18.7
 4.3

33.2
 9.0
20.1
 4.1

19.0
 7.5
11.0
 0.5

22.8
 9.5
 9.9
 3.4

26.4
 9.4
15.0
 2.8

급여세  1.3  1.9  2.0  0.0  0.0  0.2  1.0

재산세  9.7  3.0  4.6  4.5 12.1 11.4  5.4

소비세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27.4
18.0
 9.4

28.8
20.2
 8.6

26.1
18.2
 7.9

30.7
20.2
10.5

29.5
18.8
10.7

32.8
17.6
15.2

31.3
20.5
10.8

기타  2.3  1.2  2.4  3.3  1.4  4.5  2.3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한 <표 5-10>에서 보듯이 2007년-2010년의 기간에 조세수입 구성

의 변화를 보면, 소득세와 재산세의 비 이 각각 2% 포인트와 0.5% 포

인트 하락한 반면, 사회보장기여 과 소비세는 각각 0.6% 포인트와 

1.5% 포인트 상승하 다. 국의 소득세 비  하락은 OECD 회원국 평

균과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보다는 작지만, 스칸디나비아형과 서유럽형 

복지국가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보장기여 의 증가폭은 

가장 낮은 수 이다. 소비세의 증가폭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크지

만,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보다는 작은 수 이다. 한국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소득세와 재산세의 감소폭은 크고, 사회보장기여

과 소비세의 증가폭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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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조세수입의 구성의 변화(2007~2010)

                    (단위: %)

앵글로색슨 스칸디나비아 서유럽 납유럽 영국 한국 OECD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4.1
-2.1
-1.5

-1.6
-0.8
-1.9

-1.6
0.4
-1.9

-2.1
0.8
-2.9

-2.0
-1.2
-0.6

-3.6
-2.4
-1.2

-2.7
-0.7
-2.0

사회보장기여금

  종업원

  고용주

  자영업자

1.5
0.7
0.7
0.1

0.7
0.5
0.2
0.1

1.5
0.4
0.9
0.3

2.5
0.4
1.4
0.6

0.6
0.3
0.4
-0.1

2.1
1.1
0.8
0.2

1.8
0.7
0.9
0.2

급여세 0.1 0.4 0.2 0.0 0.0 0.0 0.0

재산세 0.2 0.1 -0.1 -1.1 -0.5 -1.4 -0.2

소비세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2.0
1.2
0.8

0.5
0.4
0.1

0.1
0.1
0.1

0.9
0.2
0.7

1.5
0.6
0.9

2.5
1.8
0.7

1.1
0.7
0.4

기타 0.3 0.0 -0.1 -0.1 0.2 0.4 0.0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한편 경제 기 직후 반 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 상이 나

타나고 있다. [그림 5-9]에서 보듯이 국의 GDP 비 공공사회복지지

출의 비 은 1980년 16.5%에서 2011년 23.9%로 꾸 히 상승하 다. 

특히 경제 기 직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 은 크게 증가하여 2008년 

21.8%에서 2009년 24.1%로 상승하 다. OECD 회원국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공공사회복지지출 비 이 19.9%에서 22.1%로 증가하 다. 

그러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성에 있어서 국은 앵 로색슨형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와도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5-11>

에서 보듯이 국은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에 비해 노령, 근로무능력, 

가족, 주거 련 복지지출 비 이 높은 반면, 유족, 보건, 노동시장  

실업 여 비 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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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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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Extracts.

〈표 5-11〉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성(2009)

                             (단위: %)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노동

시장

실업

급여
주거 기타

앵글로색슨형 24.8 2.2 10.3 37.1 12.5 1.8 4.7 2.6 4.1

스칸디나비아형 31.6 1.6 16.8 24.9 12.6 3.6 4.7 1.6 2.7

서유럽형 32.9 5.7 8.9 29.1  8.8 3.9 6.6 1.6 2.3

남유럽형 40.9 8.5 7.4 27.3 5.9 2.2 6.0 0.7 1.0

영국 27.7 0.4 12.1 33.6 15.9 1.4 1.9 6.0 0.9

한국 22.1 2.9 6.4 42.8 8.6 4.3 4.1 0.0 8.8

OECD 평균 32.1 4.7 10.2 30.8 10.4 2.3 4.6 2.0 2.8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한 <표 5-12>에서 2007년-2009년 간 복지지출의 항목별 변화를 

보면 노령, 유족, 가족, 노동시장 련 복지지출 비 은 감소한 반면, 실

업 여와 주거복지 련 비 은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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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성 변화(2007~2009)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노동

시장

실업

급여
주거 기타

앵글로색슨형 -0.5 -0.1 -0.3 -1.1 0.3 -0.1 2.0 -0.8 0.3

스칸디나비아형 0.5 0 -0.7 -0.3 0.2 -0.2 0.4 0.1 0.2

서유럽형 -0.5 -0.3 -0.3 1.0 -0.7 0.2 0.3 0.0 0.1

남유럽형 -0.5 -0.3 -0.7 -0.6 0.5 0.1 1.5 -0.1 -0.1

영국 -0.4 -0.4 0.0 0.0 -0.2 -0.2 0.8 0.4 -0.2

한국(2007) 0.7 -0.5 -0.9 -3.7 2.5 2.6 0.8 0.0 -1.5

OECD 평균 -0.5 -0.3 -0.4 -0.7 0.4 0.1 1.3 -0.1 -0.1

자료: OECD, StatExtracts.

제5절 성과와 지속가능성

경제 기 이후 조세수입  재정지출의 구조 변화를 반 하여 국 

앙정부의 부채비율은 경제 기 이후 격히 상승하 다. [그림 5-10]

에서 보듯이 1990년  말 이후 안정 인 수 을 유지하던 국 앙정

부의 GDP 비 부채비율은 2007년 42.7%에서 2010년 85.5%로 무려 

42.8% 포인트 증가하 다. 이러한 증가폭은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매우 큰 수 이다. 

<표 5-13>에서 보듯이 2007년부터 2010년의 기간에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앙정부 부채비율은 24.8%에서 47.5%로 22.7% 포인트 

증가하고, 스칸디나비아형과 서유럽형 복지국가는 각각 8.5% 포인트와 

10.7% 포인트 증가하 다. 반면에 경제 기 이후 극심한 재정 기를 겪

은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앙정부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에 74.5%에서 

99.1%로 24.6% 포인트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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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영국 중앙정부의 부채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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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Extracts.

〈표 5-13〉복지국가유형별 중앙정부 부채비율의 추이

(단위: %)

1998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앵글로색슨형 40.6 27.0 25.8 24.8 30.6 41.2 47.5 
스칸디나비아형 54.5 35.2 30.7 26.8 27.8 35.0 35.3 
서유럽형 57.9 58.2 56.1 54.5 58.5 63.0 65.2 
남유럽형 79.8 77.7 76.5 74.5 77.8 89.6 99.1 
영국 49.7 43.5 43.2 42.7 61.1 75.3 85.5 
한국 14.3 27.6 30.1 29.7 29.0 32.6 31.9 
OECD 평균 45.5 44.2 42.7 40.9 44.6 52.2 49.6 

자료: OECD, StatExtracts.

국의 소득불평등도는 1970년  반 이후 지속 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그에 응한 조세  이 지출의 재분배효과도 다소 커지고 있

다. [그림 5-11]에서 보듯이 시장소득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1970년  

반 0.338에서 2000년  말 0.506으로 증가하 고, 그에 응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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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소득 기  지니계수는 0.268에서 0.342로 증가하 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측정된 지니계수의 차이는 같은 기간에 0.070에서 

0.164로 확 되었다.

〔그림 5-11〕지니계수의 추이

0.338

0.419 0.439
0.453

0.512
0.500 0.506

0.268
0.309

0.354
0.336

0.352
0.331 0.342

0

0.1

0.2

0.3

0.4

0.5

0.6

70년대중반 80년대중반 90년대 90년대중반 2000년대 2000년대중반 2000년대말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자료: OECD, StatExtracts.

한 국의 빈곤율은 1970년  반 이후 1990년  반까지 증가

한 이후 2000년  반까지 낮아지다가 2000년  말에 양간 증가하

지만, 조세  이 지출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2]에서 보듯이 시장소득으로 측정한 국의 빈곤율은 1970년

 반 17.8%에서 1990년  반 32.2%로 증가한 후 2000년  반 

30.9%로 하락했지만, 2000년  말 31.2%로 다시 증가하 다. 가처분소

득으로 측정한 빈곤율은 1970년  반 6.2%에서 2000년  말 11.0%

로 증가하 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측정한 빈곤율의 차이는 같

은 기간에 11.6%에서 20.2%로 증가하여 조세  이 지출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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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빈곤율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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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빈곤율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OECD Statistics Database.

조세  이 지출을 통한 국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앵 로색슨형 복

지국가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작지만, 빈곤율 감소효과는 이들 국가

에 비해 크다. 이는 곧 국의 조세  이 지출이 빈곤율 완화에 보다 

치 하지만, 그 결과로서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한다. <표 5-14>에서 보듯이 2008년 국의 조세  이

지출이 빈곤율을 감소시킨 효과(64.7%)는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

(49.8%)와 OECD 회원국 평균(57.7%)보다 크지만, 스칸디나비아형 복

지국가(70.4%)와 서유럽형 복지국가(72.6%)보다 작다. 반면에 국의 

조세  이 지출이 소득분배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24.3%)는 OECD 

회원국 평균(31.3%)은 물론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 평균(25.7%)에 비

해서도 낮다. 한국의 경우 조세  이 지출이 빈곤율 감소(14.3%)와 

소득분배의 개선(8.4%)에 미친 효과는 국은 물론 OECD 회원국 평균

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 을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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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조세 및 이전지출의 재분배효과 및 빈곤율 감소효과

지니계수 빈곤율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축소비율(%)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빈곤율

축소비율(%)

앵글로색슨형 0.461 0.343 25.7 26.5 13.2 49.8
스칸디나비아형 0.429 0.254 40.7 25.6  7.6 70.4
서유럽형 0.471 0.280 40.3 29.9  8.1 72.6
남유럽형 0.488 0.329 32.5 30.0 12.1 59.4
영국 0.456 0.345 24.3 31.2 11.0 64.7
한국 0.344 0.315  8.4 17.5 15.0 14.3
OECD평균 0.457 0.314 31.3 26.3 11.1 57.7

  주: 칠레(2009), 덴마크(2007), 헝가리(2007), 터키(2007), 일본(2006)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8년 기준임.
자료: OECD Statistics Database.

한편 결혼율 ,출산율, 자살률의 지표를 통해 생활의 만족도를 비교하

면, 국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결혼율은 낮지만 출산율은 

높고, 자살률은 낮다. [그림 5-13]에서 보듯이 국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60년 2.72에서 2010년 1.98로 하락하 지만, OECD 

회원국 평균(1.74)와 한국(1.23)보다는 높다.

〔그림 5-13〕합계출산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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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istics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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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에서 보듯이 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1960년에 

11.3명에서 2010년 6.7명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13.3명)에 비해 낮은 수 이다. 한국의 경우는 1985년 11.2

명에서 2010년 33.5명으로 격히 증가하 다.

〔그림 5-14〕자살률 추이

                           (단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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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istics Database.

〈표 5-15〉사회지표

결혼율 합계출산율 자살률

앵글로색슨형 53.7 1.95 10.6
스칸디나비아형 51.3 1.92 13.0
서유럽형 52.4 1.70 13.6
남유럽형 58.8 1.42  6.2
영국 49.0 1.98  6.8
한국 57.0 1.23 33.8
OECD 평균 54.0 1.74 12.6

  주 1)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2000년대 후반 가처분소득 기준이며, 빈곤율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산출.
     2) 결혼율은 15세 이상 응답자 중 결혼비율로 2010년 기준.
     3) 자살률은 벨기에(2006), 캐나다(2009), 덴마크(2006), 프랑스(2009), 그리스(2009), 이탈리아(2009), 뉴질랜

드(2009), 미국(2008)을 제외하고는 2010년 기준임.
자료: OECD Statistics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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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에서 보듯이 15세 이상 응답자의 결혼율은 국의 경우 

2010년에 49.0%로 모든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낮지만, 합계출산율

(1.98)은 높은 수 이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8명의 기록하 다. 

한국의 경우 결혼율(57.0%)은 높지만, 합계출산율(1.23)은 낮고 자살률

(33.8명)은 매우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국은 앵 로색슨형에 속한 다른 복지국가들에 비해 결혼율은 낮지

만, 출산율은 높고 자살률은 낮다. 국의 출산율은 스칸디나비아형과 

서유럽형 복지국가에 비해 높고, 자살률은 이들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이다. 이러한 국 사회지표의 특성은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 보건, 

가족, 주거 련 지출의 비 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조세  이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낮지만, 빈곤율 감소효과는 높아 앵 로색

슨형 복지국가의 잔여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경제 기 이후 

앙정부의 부채비율이 격히 증가한 것도 이러한 복지체제의 잔여  성

격을 부분 으로 반 하고 있다.

제6절 한국에의 시사점

국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지만 

사회보장부담률은 낮다. 조세수입의 구성을 보면, 소득세와 소비세에 주

로 의존하고 있고, OECD 회원국에 비해 재산세의 수입 비 이 큰 편

이다. GDP 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 은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 평균

보다는 높고, 스칸디나비아형, 서유럽형, 남유럽형 복지국가보다는 낮은 

수 이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성에 있어서 국은 앵 로색슨형 복지

국가의 평균수 에 비해 노령, 근로무능력, 가족, 주거 련 복지지출 비

이 높은 반면, 유족, 보건, 노동시장  실업 여 비 은 낮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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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국의 경우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에 속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

으로 노동시장조건이 양호하고, 따라서 소득 체형과 사고 응  복

지 로그램의 비 이 상 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의 주

거 련 공공사회복지지출 비 은 비교되는 복지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 이다. 

조세  이 지출을 통한 국의 빈곤율 감소효과는 앵 로색슨형 복

지국가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크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이들 국가

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결혼율, 출산율, 자살률의 지표를 

통해 생활의 만족도를 비교하면, 국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에 비

해 결혼율은 낮지만 출산율은 높고, 자살률은 낮다. 이러한 국 사회지

표의 특성은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 보건, 가족, 주거 련 지출의 비

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융  보험업 비 (7.0%)은 국보다는 낮지만, 

랑스와 스웨덴은 물론 유럽연합 평균보다는 높고, 제조업의 비

(31.2%) 한 매우 높은 수 이다. 반면에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그

리고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국은 물론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이다. 한 체 조세수입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

이 차지하는 비 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작지만, 재산세와 소비세의 

비 은 크다. 특히 재산세의 비 은 국과 비슷한 수 이고, 보유세보

다는 거래세의 비 이 크다. 그러나 조세  이 지출이 빈곤율 감소와 

소득분배의 개선에 미친 효과는 국은 물론 OECD 회원국 평균에 비

해서 매우 낮은 수 을 기록하 다. 이와 같은 취약한 복지 실을 반

하여 출산율은 낮고 자살률은 매우 높은 수 이다.

국은 국제 으로 융  보험업의 비 이 상 으로 높고, 세계의 

융시장과 긴 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미국의 융 기로부

터 큰 향을 받았다. 2008년 경제 기로 인한 경기하락폭은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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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회복수 은 낮아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국 평균을 돌고 있다. 그 결과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

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시장소득이 감소하고 소득분배구조는 악화되

었다. 

경제 기의 극복과정에서 국은 리정책, 화폐발행, 국채매입 등 

통화정책을 주로 이용하 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극  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에 집 하 다. 한 재정지출을 삭감하

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보다는 은행과 산업에 한 재정지원을 강화하

고 사회복지 로그램을 확 하 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재정 자 규모의 감축을 

해 세제혜택의 축소, 공공지출의 삭감, 사회보장제도의 개  등 다양

한 재정건 화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2012년 산안에서 국재무성

(HM Treasury)은 근로에 한 보상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해 규

모의 세제개편을 고하 다. 명목세율(headline tax rate)의 인하, 세원

의 확   다양화, 그리고 조세감면의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

편은 조세체계가 공정하고 효율 이며 단순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한 국 정부가 2011년 2월 16일 의회에 제출한 복지개 법안

(Welfare Reform Bill 2011)은 근로유인체계의 강화, 소외계층에 한 

보호, 납세자와 사회보장수 자에 한 공정성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 정부는 소득 복지 여 수 자의 근로유인

을 높이기 해 자산조사형 복지 여를 통합 여(Universal Credit)로 

체하여 복지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근로

로그램(Work Program)에 한 개편을 통해 부정수 의 방지를 강화

하고 있다.

2008년 경제 기 이후 국가재정건 성 회복을 한 세제개편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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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달체계의 개선을 통한 복지재정의 효율화 등은 국의 경험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요한 정책시사 이다. 그러나 국과 우리나라는 

복지제도의 역사와 실, 습과 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제도와 

정책을 그 로 참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는 다른 제도와의 

계 속에서 종합 으로 평가되고, 복지국가 발 의 다양성이라는 시각

에서 개편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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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조세정책의 모색





제6장 한국형 재정정책의 모색

제1절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한 전제조건

복지제도는 양차 세계 을 거치면서 속하게  세계  차원으로 

확 되었다. 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실업, 공공부조, 주거  보육 

등 기본 인 가족생활의 역에 다양한 복지정책을 도입하 고 각 국가

별로 차이는 있으나 반 으로 복지 역이 확 ‧구축되었다. 1980년

부터 세계화와 개방화로 인해 국가들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 기

가 세계  혹은 국가 으로 반복되면서 복지재정의 부담과 조세수입의 

감소에 한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인구구조의 속한 노령화에 따른 

의료보장과 노후소득보장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고령화로 인한 재정 기

에 한 각국의 복지개  노력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정책의 경로의존성

으로 인해 각 국가의 복지개 은 복지의 폭 축소보다는 복지와 경제

 성과를 연계시켜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재원의 조달을 확

보하는 방안으로 진 된 것으로 평가된다. Rothgang et al.(2006)에 따

르면 국가들 사이의 복지수 의 차이가 어드는 수렴 상이 나타나 

부분의 선진국들이 비슷한 규모의 복지수 을 확보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  수 에 비해 늦게 복지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족복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아시아  특성

을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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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복지를 으로 담당하는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 기 이후 본격화된 사회  부문에 걸친 양극화 문제로 인

해 복지정책의 확 에 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가 직면

한 다양한 도  에 가장 핵심 인 과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고령화 사회에 비하는 것이다. 시장개방을 통해 가속화되는 세계

화와 시장경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출산‧고령화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향후 새 정부의 과제는 

양극화 해소  출산‧고령화 문제에 한 단기  장기  응방안 

제시를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1997년 외환 기 이후 기업‧ 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산업간 격

차 등 경제부터 소비  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 

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총선과 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핵심 인 국정과제로 등장한 이유는 국민들이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는 소비  투자 축으로 경기침체를 

래하고 노사 계의 불안정을 야기하면서 인 자본  사회  자본의 

축 을 해하는 등 경제의 악순환 구조를 래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양극화 심화의 주요 원인은 성장-분배 메커니즘 악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  소득 악화, 사회안 망 미비 등이다. 경제성장이 물 ‧인  자

본  지식축 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낮은 

수 의 인  자본 축 을 의미하며 나아가 세 간 분배의 연속 인 악

화를 래한다. 출산율의 격한 하락과 함께 속한 고령화는 향후 노

동력 공  부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잠식과 노령인구의 빈곤화로 인

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가족부양능

력이 격히 낮고 노후 책의 미비로 인해 빈곤노인층으로 락할 가능

성이 훨씬 높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기  총인구

의 11%인 545만명이며, 2020년 770만명(총인구 비 15.6%),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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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만명(총인구 비 24.3%)으로 측된다. 설혹 지  복지제도가 확

되지 않더라도 복지지출은 속하게 증가될 것이다. 우리나라 합계출

산율은 2011년 추정치 기  1.23으로 세계 222개 국가  217 (미국 

CIA World Factbook)인 반면 OECD 국가 합계출산률 평균은 1.74, 

세계 평균은 2.65이다. 양극화  출산‧고령화 문제는 모든 사회구성

원의 ‘삶의 질’에 향을 다. 따라서 복지를 단순한 분배개선을 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 행복의 증진이라는 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복지확 를 통한 분배구조의 개선이 경제의 안정  성장과 일자리 창

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 제3장에서 검토한 스

웨덴 복지모델은 경제  성과와 사회  성과 면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2008년 세계 인 융 기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다른 국

가들보다 기를 상 으로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웨덴과 우리

나라는 역사  맥락이나 정치‧사회‧경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스웨덴 

모델을 그 로 따를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  합의에 기 한 복지의 확

, 안정  재원조달을 한 기업들의 사회  책임, 사회서비스 심의 

합리  복지지출, 유연한 고용시장 등의 스웨덴  특징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실 시킬 수 있는가에 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성장과 복지의 계는 정부지출, 조세, 개방도, 지배 인 정치상황과 

경제성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어진 여건과 정책  요소들의 복잡한 

인과메커니즘에 따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성

장과 분배에 해 실증 으로 명백하고 견고한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렵

다(Brons et al., 2000).32) 불평등을 축소시키기 해 다양한 여를 제

32)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소득이 평등할수록 인  자본의 축 을 통해 장기 인 성장이 가

능하다(Chiu, 1998).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  효과를 래하여 소득과 부의 불

평등이 경제성장과 역의 계를 가지며(Alesina et al., 1994, Persson et al., 1994), 상
이한 소득계층간의 신뢰 부족은 정치  불안정을 야기하여 인 자본의 축   성장에 

부정  향을  수 있다(Mo, 2000). 따라서 평등의 문제를 무시하고 성장과 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분배에 악 향을 주므로 성장과 함께 평등의 제고에 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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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에 유리한 반면 한 사회  여가 성장

에 부정 인 실업을 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분배를 한 재정‧조세정

책이 단기 으로 경제에 부정  효과를 가지더라도 장기 으로는 성장에 

정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양극화 해소는 지속 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로벌경쟁 시 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식정보기반사회로의 비약  발 을 해서는 인  자본의 축 을 한 

‘사람에 한 투자’가 요하며, 이를 한 복지재정의 확 가 필요하다. 

Aglietta(1997)에 따르면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세계화 시 의 국가의 역할이다. 형평성은 임노동자사회에서 

자본주의  이해와 사회  진보를 조화시키는 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  배제(exclusion)를 방지하여 시민권을 보장하는 한편 소득분배에

서의 동질성을 유지함으로써 자본축 의 유용한 동력인 량소비시장의 

발 을 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한 제조건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재정의 확 를 해서는 재정‧조세개 을 통한 성장형 복지

국가의 비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것이 

요하다. 복지정책은 지속 인 성장을 한 인  자본에 한 투자이며 

이를 통해 동반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극화 심화와 속하게 진

되는 출산‧고령화는 미래의 인  자본의 부족을 야기하는 동시에 정부

의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한 정부의 극  역

할에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복지재정의 확 를 통한 양극화  

출산‧고령화 책은 미래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조세수입의 증   재

정건 성의 유지를 해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책과제임을 분명

려가 필요하다(Landberg et al., 2003). 자세한 논의는 김은경(2006)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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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야 한다. 

둘째,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제도 개 이 이루어져

야 한다. 형평성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정책 고유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재정건 성을 유지하면서도 복지재정투자를 한 재원확보를 해서는 

재의 불합리하고 후진 인 조세구조를 개 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만들기 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와 

정치에 한 신뢰가 매우 요하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알 수 있

듯이 복지정책은 정치  변수가 요하며 사회  지출은 자동 으로 증

가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스웨덴이 보편  복

지모델의 표  국가로 자리매김된 것은 스웨덴 정치에 한 국민들의 

강한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이 정부의 복지정책을 이해하고 고부담을 받

아들 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민이 신뢰를 바탕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정부에 한 불신이 깊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정부가 과거 개발연  방식의 경제개입은 지양하되 시장실패를 보

완하여 공공사회서비스 인 라  인력을 확충하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한 재정지출의 방향과 

수 에 한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 재원배분과 재정 자의 정도는 자

본과 노동, 소득계층간, 직종간, 세 간 갈등과 력의 총체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  수요에 맞추어 재정규모  복지재정의 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사회구성원간 연 와 사회  리스크로부터의 보호를 해 체 

여시스템을 재구성하면서 동시에 고용 친화  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를 들어 소득계층별로 체감도가 다르고 실효성이 을 수 있는 

여보다는 사회서비스 심의 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구성원 

체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보육의 경우  보

육료 지원보다 국공립보육시설이 더 효과 이다. 고용과 련해서는 근



218∙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로지향  빈곤정책의 강화가 요할 것이다. 소득층의 노동활동을 장

려하고 공공부조 수 을 해 근로활동조건을 부과하면서 조건불이행자

에 해 여를 단 내지 축소할 수 있다. 한 공공부조 여액을 계

산할 때 근로소득에 해서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근로소득에 한 세

공제 등 근로활동 유인 장려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실업 여에 해서

는 자격조건 기 을 강화하거나 훈련, 자발  노동이나 일자리탐색 지원 

강화 등 수 조건을 고용 진 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임의 이고 행정편의주의 인 재정지출이 아닌 한국 사회의 복지재정

모델  체 여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합리 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

야 한다. 사회  이 시스템의 재분배효과는 채택된 사회보장제도의 혼

합(mix)에 의해 많은 향을 받기 때문이다(Kraus, 2004).33) 실제 3장

에서 5장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지출의 구성을 보면 서유럽형과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소득 체형 사회지출의 비 이 크고 앵 로색

슨형과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사고 응  사회지출의 비 이 

상 으로 크다.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정부서비스의 비 이 

크다는 에서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

련 사회지출을 보면 서유럽형 복지국가에서 그 비 이 높고 앵 로색

슨형에서는 낮은 비 을 보이고 있다. 재정수입과 복지지출 구조의 차이

는 사회경제  성과의 차이를 래하고 있다. 복지국가 유형별 경제성장

률을 보면 1970년 에는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성장률이 가장 낮았지만, 1980년  이후에는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성장률이 높은 수 을 유지하 다. 반면에 스칸

33) Arjona et al.(2002)는 국가의 사회  지출은 성격에 따라 성장에 상이한 효과를 미치며 

좀 더 극 인 지출이 높은 성장을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Ventelou et al.( 2006)는 문

제는 공공지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방식임을 지 하고 Schwartz et 
al.(2000)는 공공지출정책에서 재분배목표와 효율성 목표가 필연 으로 상충 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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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나비아형 복지국가는 다른 복지국가 유형에 비해 1인당 실질GDP가 

높은 수 을 기록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다른 유형

에 비해 고용률이 가장 높고, 가처분소득은 물론 시장소득을 기 으로 

측정된 지니계수도 낮아 분배구조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장에 정 인 효과를 미치면서 동시에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 진형 여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기 이후 본격 으로 복지정책이 시작

되었다.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의료 여제도 등 공공부조제도

와 사회서비스가 확충되어 왔지만 주로 빈곤층이나 차상 계층에 

한 정책에 한정되어 있다. 갈수록 개인과 가정이 직면한 사회  

리스크가 커지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산층이나 서

민층들의 복지수요는 증 되고 있다. 

복지정책의 우선순 는 각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공공사

회복지지출의 구성을 보면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의 경우 상 으로 보

건, 가족, 주거 련 지출의 비 이 크고,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경

우 무능력, 가족, 극  노동시장 로그램 련 지출의 비 이 크다. 

서유럽형과 남유럽형 복지국가는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노령  

유족, 실업 여의 비 이 크지만 무능력  가족 련 사회복지지출의 비

은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지출, 노령부문의 비 은 높은 수 이

지만 상 으로 유족, 근로무능력, 실업 여 련 지출비 은 낮은 상

황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수 은 양  규모가 하게 낮은 수 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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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재원이 허용되는 한 모든 분야의 복지지출을 확 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한 양극화를 극복하고 출산‧고령화 사회에 비하기 해서는  

복지확 라는 에서 복지정책의 우선순 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복지재정의 확 가 가장 시 한 분야는 출산율 1.7명 달성을 

한 공보육 강화이다. 우리나라 출산의 주요한 원인은 가부장  문화로 

인해 여성이 가사노동을 으로 부담하면서 취업을 원하는 여성은 출

산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해도 한 자녀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공보육서비스가 부족해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비용이 커서 산층조

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에 한 불안감, 보육시설 부족, 가

족 친화  직장문화 부재, 정부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출산이 지속

되고 있다. 인구  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노동생산성이 높

은 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최소한 OECD 평균인 출산률 1.7

명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해 공보육 강화는 복지확 의 우선순 이다. 

OECD국가들은 체로 부모의 자녀양육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가의 

책임성을 시하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력  자녀연령 등을 고려한 차

등지원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만0~2세 아는 부모와 유 감 형성 등 

가정내 양육이 보다 요한 시기이므로 기본 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해야 

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보육지원과 가

정내 양육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 를 통

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지만 단기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쉽지 않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의 

질  수 을 높이기 해 아동연령별 정원 리,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 보육서비스 품질인증  재정지원과의 연계 등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

의무자기 으로 인한 사각지 , 빈곤 험계층에 한 보호기능 미흡, 수

자의 탈수  진 기능 부족 등이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문제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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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2010년 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 계층은 185만

명이고 소득이 최 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  과로 기 생활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  빈곤층은 117만명이다. 차상

계층을 먼  수 자로 선정한 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여 부

양능력이 있을 경우 부양비용을 징수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 기 수 자의 탈수  진을 해 통합 여방식에서 주거‧의료‧교

육 등 욕구별 여체계로 환하고,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지원 등 근로유인제도를 확 해야 한다. 기 수 자에게 집 된 

복지혜택을 다양한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 탈수  후 근로장려  지 까지 시차를 단축하고 이행 여 기간 

 근로장려  신청조건을 완화하여 근로유인도 강화해야 한다. 실업부

조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에서의 지원이 단될 경우 근로빈곤층에 

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노인빈곤문제의 해결이 시 하다. 2000년  반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 노인 빈곤율 13.5%의 3배가 넘는다. 한국 체의 상  

빈곤율이 2010년 기  14.9%인 것을 고려해도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

는 상당히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노인 10만명당 자살률은 81.8명으로 

일본 17.9명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 이다. 노인빈곤의 원인은 일차 으

로는 국민연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 자가 많지 않고 연

의 소득 체율이 낮아 연 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 의 소득 체율은 수 자의 평균 국민연 가입기간이 2009

년 재 8.5년인 실을 감안하면 12-25%에 불과하다. 노인빈곤의 축소

를 해서는 최 생계비 150% 이하 노인을 상으로 기 노령연 을 

지원하되 지원액을 실화해야 한다. 기 노령연 제도는 장기 으로는 

국민연 과 기 생활지원 제도로 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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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공의료를 확 하면서도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건강보

험 자를 리해야 한다. 랑스의 복지재정 자의 가장 큰 문제가 의

료보험 자문제이다. 의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려면 공공부문 부담

률을 높여야 한다. 간단한 병은 본인 부담을 더 늘리고 비용이 많이 드

는 질환에 해서는 공공부담을 확 해야 한다. 소득의 경우 빈발하는 

질병에 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장성 측면의 사각지  해소를 해서는 건강보험과 의료

여의 기본 인 보장성을 확 해야 한다. 비 여를 보험 여로 확 하고 

보험 여의 표 을 정하고 여표 으로 모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표 을 벗어나는 진료에 해서는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표 에 

들어가야 하지만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일정 상한까지는 보험을 용하

고 과분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건강보험(1차안 망)과 의료 여

(2차 안 망)로도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해서는 긴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사각지 를 해소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안 망의 공 은 여보다는 사회서비스 심으로 확

되어야 한다. 수혜자와 납세자가 거의 일치하는 랑스와 같은 비스마

르키언 복지시스템의 경우 기여‧고 여를 바라는 수혜자들의 이해 계

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여의 삭감이 실 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여 심의 복지시스템은 지속 으로 재원조달의 어려

움에 직면하게 된다. 여 심의 복지정책을 지향하면 고령화나 노

동시장 양극화와 같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재정압박에 시달

리게 된다. 반면 스웨덴과 같이 사회서비스 심의 복지정책을 하게 되

면 재원조달에 있어서 상 으로 유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서비스 공 의 조정도 용이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월 26일에 부 개정되어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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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이하 기본법)」에 따라 매우 범

한 의미의 사회서비스 개념이 도입된다.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는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매우 넓은 

분야를 포 하는 행 기본법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련 복지제도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게 되는 다양

한 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립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가 맞

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  취지에도 부합하고 

재정 으로도 더 효율 인 사회서비스의 확 를 심으로 복지재정을 확

해 나가야할 것이다. 

여섯째, 극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

징 의 하나는 -마이드  모델의 핵심인 연 임 제와 극  노동시

장정책이다. 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있

는 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스웨덴과 

같이 취업 재교육과 일자리 주선을 국가가 담당하고 취업 비 일 때 

충분한 실업수당을 지 해야 한다.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 고용을 보장하

는 스웨덴 방식의 극  노동시장정책의 확 가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

층 청년을 해서는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극  노동시장정책으로 

실업자의 기능 향상  취업지원을 통해 실업자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해

야 한다. 랑스의 경우에도 정부는 일자리 탐색에 한 지원을 증가시

키고 여의 격조건도 완화시키면서, 고용복귀를 독려하기 해 공공

부조 수혜자들은 임시소득과 공공부조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일곱째, 소득 비정규직의 4  사회보험 용을 확 해야 한다. 한국

의 사회보험은 고용과 소득이 안정된 정규직을 상으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안정 인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4  사회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기여 으로 재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소득층 근로자와 세기업주는 같이 사회보험을 기피할 유인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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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 근로자와 고용주가 보험료 부담을 회피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

각지  규모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는 

정부가 액 지원을 하고 소규모 세사업장의 경우 고용주 부담 사회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3절 복지재원조달방안

  1. 기본 방향

복지제도가 지속가능성을 갖기 해서는 복지제도를 뒷받침해  재

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양극화 심화와 출산‧고령화 사회의 두로 인

해 우리나라에서 복지재정의 확 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해서는 

한 수 의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로존 재정 기로 

인해 재정 자에 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높아 자를 감수하면서 복지

지출을 확 하기도 쉽지 않다. 가장 한 방법은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내수가 축된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 주장은 경제 불황을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우려로 인해 사회  

항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  조세 항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

회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빈곤이 개인의 노력 문제로 치부되면서 국가나 

시민사회의 발   사회통합력이 개인의 안 을 보장한다는 의식이 결

여되어 있고 사회  연 의식의 수 이 유럽 륙에 비해 상 으로 매

우 낮다. 한 소득수 에 따라 선호하는 복지재원조달시스템도 달라질 

것이다. 산층 이상은 사회보험시스템을 선호할 수 있지만 민간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회보장기여 도 많이 부담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나 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일반 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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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상류층 정규직 임 근로자들은 복지확 를 

목 으로 하는 증세에 해 항할 것이다. 증세의 경제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복지재원의 조달이 가능한 방안은 소  ‘부자증세’가 있다. 

2013년 1월 1일 미국 하원은 상  2%의 부자들에게만 증세를 하는 부

자증세법안(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을 통과시켜 재정

벽을 회피하 다. 결국 복지재원 조달을 한 증세 여부  구체 인 

증세 방법은 국민  합의에 기 한 정치  상을 통해 가능해 질 것이

다. 여기서는 복지재원조달방안과 련하여 몇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복지재정의 재원조달을 해서는 일반 으로 국가채무 증 , 조

세부담 증가, 국가채무와 조세부담 증가의 결합 등 3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재원을 국가채무로 조달하는 방안은 장기 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채무의 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미래세 에 

부담을 가시키기 때문이다. 한 국가채무가 상 으로 낮기 때문에 

일정 수 의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으나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것에 해 국민들이 충분히 동의했을 때에만 활용되어

야 한다. 세율인상 는 새로운 세목 신설을 통해 조세로 복지재원을 조

달하는 방안은 세제개편의 에서 근본 이고 구조 으로 좀 더 장기

 에서의 사회  합의가 필요하다. 국채와 조세로 나 어 충당하는 

방안은 세율인상폭은 다소 어들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나 미래세 의 부

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복지재정의 확충이 시 한 것

에 비해 국가채무  조세부담의 증가에 한 국민들의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장기  에서 재원조달방안에 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복지정책의 확  과정에서 재원조달을 한 사회보장기여 과 

일반조세수입의 최  결합을 찾아야 한다. 복지시스템의 비용은 조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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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할 수도 있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기여 으로 충당

할 수도 있다. 국민부담률의 경우 앵 로색슨형 복지국가들이 가장 작고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에서 가장 크다. 비스마르크형 복지제도를 발

시킨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사회보장기여  부담률이 가장 높은 수

이다. 남유럽형 복지국가는 조세부담률은 낮지만 사회보장기여  부담

률은 서유럽형 복지국가 다음으로 높은 수 이다. 사실 한국은 과세기반

이 취약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조세로 부담하는 것에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납세능력이 있는 자 업자나 변호사, 의사 등의 문직들이 

범 하게 탈세를 하고 있어 과세인 라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실제 근로

소득자들의 부담만 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보장기여 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시스템만의 확  구축은 랑스 경험에서 보이듯이 노

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빈곤층들을 계속 재생산하면서 복지양극화를 야

기할 수 있다. 사회보험 심의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랑스가 1990년

 이후 계속 심화되는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조세에 기반한 

여체계를 도입한 것은 매우 시사 이다. 복지확 는 경제  에서 

조세  사회보장기여 으로 나타나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  비

용이지만 정치  안정  사회통합력 제고라는 정치 이고 사회 인 편

익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면서 복지확

를 한 추가 재원은 국민 모두의 조세로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조세의 형평성 제고  효율화를 통한 재원확보도 필요하다. 합

리 이고 형평성에 맞도록 과세기반을 확 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

의 발 에 책임을 지는 조세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복지의 실 을 한 

재원조달은 원칙 으로 공평과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공평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과세된다’는 원칙의 실 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과세기반이 강화되고 형평성은 높아지면서 세수는 증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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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조항의 축소‧폐지는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면서 세

수증가분이 곧바로 복지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 을 가지는 반면 

여러 이해집단에 의한 반발로 인해 정치 으로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

는 단 을 가진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조항의 축소  폐지는 정책  정

당성과 경제  실효성, 혜택기간, 일몰시  등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범 한 합의에 기 해야 한다. 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확보된 복

지재원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보육정책이나 노인정책 등에 집

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해 고소득 자 업자 소득 

 음성탈루소득에 해 표 인 불성실 업종‧유형부터 ‘선택과 집 의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지속 으로 실시하는 등 탈세가 불가능한 사회 

분 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국민  수요에 맞추어 복지재정을 확 하면서도 재정건 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한 재원배분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정부 산을 약하고 정부재정에 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에도 기여할 것이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해서는 

다양한 제도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 재정사업의 사 ‧사후평가를 

해 산편성 단계에서 비타당성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산심의 활

동을 강화하고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안정

이고 합리 으로 복지재정을 확보하기 해 재원배분구조의 조정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분야에 재원을 하게 배분하기 해서는 미래

의 재정소요에 한 망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확 를 해 여타 부문

에 한 재원배분을 일정 정도 수 으로 감소시킬 수는 있겠으나 무한

정 축소는 불가능하다. 재정지출의 결정은 경제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

 압력이나 정책  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 분야의 재정지

출을 무한정하게 감소시킬 수는 없다. 더욱이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복지지출의 증가가 다른 분야의 지출을 감소시키면서 이루어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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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체 재정규모의 확 와 함께 복지재정에 한 재원배분이 증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정규모의 확 와 동시에 복지재

정이 확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복지재정의 재원조달방식에 한 합의와 함께 조세수입구조도 

조정해야 한다. 사실 복지재정의 재원조달방식은 제도  산물이며 공공

사회 산의 지출측면과 깊이 연 된다. 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에는 사

회보장기여 의 비 이 매우 낮은 반면 스웨덴이나 독일은 사회보장기여

이 복지재정의 배타 인 재원이다. 성장에 있어서 요한 것은 조세수

보다는 조세구조이므로 조세수입구조의 조정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동

시에 고려할 수 있다. 소득세는 일반 으로 불평등 감소에 가장 효과

인 조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득세 부담이 낮다. 따라서 소득세

의 과세자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소득수 별, 가족구성별로 소득세 부담

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로소득과세자의 비율이 낮고 자 업의 

비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보장기여 을 주된 복지재원

으로 할 경우 4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각지 가 매우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기  에서 과세인 라를 강화하여 

소득과세의 비 을 높이면서 복지확 를 해 조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

달이 타당할 것이다. 

  2.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전략

복지확 를 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증세를 통한 조세수입은 복지

에 투입하면서 사회보험료 부과도 확 해야 한다. 복지는 세 을 내려는 

국민들의 의지를 기 로 한다. 조세부담은 이익정치의 표  사안이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인상하는 일은 정치 으로 실 하기 쉽지 않다. 그

러나 복지요구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정건 성을 유지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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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리나라도 부담‧ 복지에서 벗어나 증세를 해야 한다. 조세부담

의 증가를 통한 복지확 로 인해 어떠한 사회  혜택을 릴 수 있는가

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장기 인 복지국가 목표와 조세개 의 

로드맵을 제시하여 단기 인 정책과의 연 성을 명확하게 밝 주어야 한

다. 국민들에게 증세의 필요성을 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 인 

목표로서의 복지정책의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한 증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 

납세자들의 조세 항을 방하기 해서는 조세체계 반에 걸쳐 과세형

평성을 회복하는 세제개편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사실 보편주의 복지모델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한 증세가 선별  

복지모델보다 용이한 제도이다.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집 하는 

선별  복지에 치 하면 복지 수혜자와 담세자가 분리되어 정치과정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보편주의 복지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부담의 존재방식이 진 인가 역진 인가?’가 아니다. 그 부담이 어떻

게 사용되느냐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우 보편  복지를 한 추가  

재원조달 략은 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도입, 사회보장기여 으로서의 

고용주세 등 증세이었다. 특히 스웨덴의 총조세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

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조세 항이 덜한 이유는 개인과 기업이 실질

으로 조세부담을 감당할 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는 조세부담률

은 명목 으로 높지만 고복지로 인해 국민들이 조세로 인한 가처분소득

의 실질 인 감소를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공 연 , 질병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보면 개인 부담분은 7%에 불

과하며 사업자 부담분이 31.42%(자 업자는 28.9%)에 이른다. 개인 부

담분 7%도 소득세에서 공제해 으로써 실질 인 개인 부담이 크지 않

다. 기업은 고용주로서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지만 법인세가 26.3%로 다

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그룹내 배당 에 한 과세 공제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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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우 를 받고 있다.

한편 보편복지의 확 를 해서는 장기 으로 보편증세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공평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먼  공평과세를 

실 하는 차원에서 조세체계의 진성을 강화한 후 보편증세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조세 항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복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조세체계의 진성을 강화하기 해서는 첫째, 

고소득층  재벌 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상의 혜택을 축소시켜 과세기

반을 확충해야 한다. 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시장실패로 인해 투

자가 부진한 분야로 제한하고 일몰규정을 도입하여 다양한 특례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세무감사와 불성실 신고자에 한 벌 을 강

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탈루소득을 축소해야 한다. 

둘째, 소득세 최고세율이 용되는 과세표 을 낮추어 용 상자를 

확 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  3억

원 이상에 해 최고세율을 38%로 설정했지만, 과세표  3억원 이상의 

소득자는 체 소득자의 0.16%(약 3만 1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된다. 소득세  사회보장기여 의 실효세율에 한 국제비교를 보면 우

리나라는 OECD 회원국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이다. 2010년 미

화 10만 달러의 소득수 인 무자녀 기혼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실효세율

은 한국의 경우 12.6%로 비교되는 32개 OECD 회원국  3번째로 낮

은 수 이고 미화 30만 달러의 소득을 기 으로 할 경우 실효세율은 

25.2%를 기록하고 있다. 

셋째, 과세표  1000억원 이상 기업에 해서는 보다 높은 법인세

율을 용하고 최 한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

기여  등을 포함하여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수 이다. 2010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34개 OECD 국가  간수 이지만, 견기업의 이윤 비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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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여세 부담률은 13.0%로 OECD 회원국 평균(23.3%)의 55.8%

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  9번째로 낮은 수 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기  우리나라 견기업의 총실효세율은 29.7%로 OECD 

회원국 평균(42.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이는 34개 OECD 회원

국  6번째로 낮은 수 이다.

넷째, 상장주식과 생상품의 양도차익에 해 면 으로 과세해야 

한다. OECD 회원국의 부분은 자본거래에 하여 거래세보다는 자본

이득과세를 근간으로 과세하고 있다. 한 장기 으로 재산세제와 지

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개편하여 지방정부의 복지재원을 안정 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장기여  비 을 확 해야 한다. 우리나

라 근로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의 실효세율은 OECD 회원

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이며, 특히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세의 실효세율이 낮다. 2010년 미화 10만 달러의 소득수 인 무자녀 기

혼자의 사회보장세 실효세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과 고용

주 부담분의 경우 각각 5.3%와 5.5%이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65.4%와 34.2%에 불과하다. 랑스의 경험을 보아도 질병, 산재  가

족에 한 사회보험료는 부분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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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입방법 

   •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 회비납부

   •   • 신용카드 결재

   •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의처

   •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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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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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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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헌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욕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100세 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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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Ⅱ: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삼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ㆍ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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