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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사회는 최근 성장과 경제양극화, 일자리 감소, 소득분배구조 악화, 인구고

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사회문제는 사회보장

제도 하나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정책, 산업

정책, 노동정책 등과의 련성 하에서 종합 이며 장기 인 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사회지출 

확 에 따른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제도는 한 사회를 유지하는 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산 역

을 뒷받침하는 재생산 역을 포 하는 매우 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그것은 

생산활동을 통해 얻어진 소득을 통해 유지되고, 정치제도를 통한 사회  합의

를 통해 강제력을 얻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생산체제 

 정치체제와의 유기  계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제도가 보장기능 외에도 인 자본개발과 취업 진 

등 활성화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서는 서구 복지체제에 한 선호를 심으로 추상  논쟁을 되풀이

하기보다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 제도와 활성화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제도를 구

분하고,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

럼 개별 사회보장제도에 한 정교한 근을 통해 제도를 개편하고, 각각의 제

도를 유기 으로 연계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는 복지체제 모형을 수립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

비스라는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제도에 한 장기 개편방안과 추

진 략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험과 련해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연 제



도, 의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과 의료 여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제도를 다

루고 있으며, 공공부조제도는 기 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을 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최근 요한 정책 안이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에 해

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 명 연구 원의 책임 하에 원내연구진으로 신 석 연구 원, 

이 주 연구 원, 강신욱 연구 원, 윤석명 연구 원, 유근춘 연구 원, 원일 연

구원이 참여하 고, 원외연구진으로는 성신여  강석훈 교수와 노동연구원 박

찬임 박사가 참여하 다.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포럼형태로 개최한 자문회의를 

통해 도움말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연구원의 김미곤 연구

원과 정경희 연구 원의 조언에도 감사드린다. 본 연구에 들인 많은 노력에

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으로 연구진의 능력 탓이다. 

  본 보고서가 한국 사회보장제도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자료

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200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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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Long- and Mid-term Improvement for Social 

Security System

□ Research Aims

   – Korea's social welfare system has sustained pressure from the national task of 

increasing competitiveness and cost reduction. Despite this circumstance, it 

needs to expand its scope. As the three pillars constituting the society, the 

production and political and welfare system, are changing, it is unavoidable to 

design a new social welfare system.

   – The research, while diagnosing the externalities influencing the social welfare 

system and review the underlying principle and philosophy of the social 

welfare, aims to study the ways to reform the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system of Korea.

□ Main Research Results

   – It has been specified that the basic principl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s 

to guarantee of the basic income and equal opportunity.

  • According to this, the priority of the reform is placed on the polic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working age groups; secondly on design of a 

system to enable individuals to cope with social risks; thirdly on the 

articulation of 'protection and 'activation'.

   – The reform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should be carried out based on 

various views so as not to leave out blind areas and to reach the optimum 

rationality.

  • In relation to vitaliz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social securit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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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t is necessary to start with the basic pension and public assistance, 

the two systems that are currently debated about their reform. Secondly, 

there need to be a measure to achieve consistency in the method of 

classifying income and reporting the earned income for collecting social 

insurance fees.

  • The pension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seek balanc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occupational pensions if substantiation of the 

social pension system is concerned. Also, the health insurance system needs 

increase in its protection function while reducing its financial deficits. Next, 

there need to be separation between the unemployment benefit and 

employment support service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Especially, the latter should to be a general service. Lastl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hould be more flexible in entering and 

receiving compensation for better protection of employees.

  • It is required to substantiate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and to expand the 

social services. First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needs to be diversified 

starting from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n a way to minimize 

the incentive to enter the protection system. As the social service industry 

is less developed in comparison with others, it is necessary to predict the 

level of demand to prepare for supply.



요 약

제1장 서 론

□ 본 보고서는 정치·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향후 

어떠한 방향에서 개편을 비해야 하는지 제안하는데 그 목 이 있음.

- 사회보장제도는 “복지축소의 압력이 강한 외부환경 속에서 복지확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해서 

“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와 “복지의 정치”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도의 기본틀과 자원의 략  배분을 결정

하는 기본원칙과 개편방향, 이에 따른 추진 략을 단계 으로 살펴보았음.

- 세부 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크게 세 범주의 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개편방안을 제안하 음.

□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다차원 인 논의를 요구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다양

한 연구방법을 시도하 음.

- 외부 문가의 의견을 듣는 ‘복지 략포럼’개최와 연구진 회의 강화

- 실성에 기 한 국내외 문헌연구

- 제도 분석에 있어 분야별 연구성과 활용

- 각종 조사데이터 활용: 통계청 데이터, 제도별 황데이터, 보사연 조사자료 등

□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해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총 4부로 그 결과를 제시하

음.

- 제1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  장기 개편방향과 추진 략을 제시함.

- 제2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4  사회보험의 개편방안을 

다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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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에서는 기 생활보장제도를 축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서비스 

정책 개편방안을 제시하 음.

- 제4부는 사회보장제도 개편에 필수 인 재정문제를 논의하 음.

제2장 사회보장제도의 환경변화

□ 본 장에서는 인구구조, 경제성장, 소득분배에 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세 

가지 요소들의 상호연 계를 도출하고자 하 음.

□ 먼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시사 을 살펴보면, 인구의 수 감소는 경제

성장률을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모든 복지제도는 기존세  

완결  구조를 가지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상할 수 있음.

□ 다음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망에 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향후 10여년

간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의한 것보다는 총요소생산성

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을 공통 으로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총요소생산성을 증 시키기 한 교육복지나 일하는 사람들을 

한 복지정책 등이 필요로 함. 

- 한편 사회지출의 비 이나 복지제도 등의 제도  요인은 잠재성장률 

추계치에 거의 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한 추가연구를 

필요로 함.

□ 소득분배 변화에 한 추계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제성장률 하락이 소득분배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와 

련하여 한국의 고용유발계수가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이 

문제임. 따라서 고용유발계수가 상 으로 높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로 함.

- 반면 소득분배 변화에 한 외국의 장기  경험은 우리에게 바로 

용하여 미래를 측하는데 한계를 보여 .

- 인구구조, 가구구조  교육수 의 변화로 인한 지니계수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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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만큼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음.

제3장 사회보장제도의 이념  기

□ 최근 우리사회에서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으로는 성장과 분배

의 선순환 논의가 표 임.

-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생산의 역과 마찬가지로 분배 역시 ‘상 으로’ 

독립 이라는 과, 분배의 의의를 타 경제 역에서의 목표에 종속시켜 

논의의 함몰을 가져왔다는 에서 문제 을 지님.

-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사회보장제도 원칙의 부재 는 그 원칙에 한 

합의의 부재가 놓여 있으며, 본 장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목표와 

동의가능한 가치에 해 검토하도록 하겠음.

□ 사회정책의 목표는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사회보

장제도의 원리로 구체화하면 ‘최 생활의 보장’과 ‘기회의 균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먼  최 생활의 보장은, 롤즈의 설명을 근거로 제시하면, 자신의 기본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개인이 험에 처할 수 있도록 공 안 망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기회의 균등이란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범 에 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임.

□ 이상의 원칙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최 생활의 보장을 해 보호 역과 상에 있어서 사각지 가 사라져야 

할 것이며, 이를 해 여체계의 개편과 부양의무자 조건의 철폐가 

요구됨. 

- 기회균등의 원칙은 활성화(activation) 기능의 수행, 보편성의 증 와 

방  복지의 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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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개편방향

□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은 매우 유동 인 <혼합형 복지체제>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성격의 변에는 복지체제 는 개별 사회보장제도에 가해질 

상이한 압력과 요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구체 인 정책을 

둘러싼 <보장성 강화와 활성화>의 립 가능성이 존재함. 

□ 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편방향은 ① 

잔여  복지에서 <보편  복지>로의 환, ② <공공부문·시장·제3섹터·개

인>의 역할분담에 한 재조정, ③ 사후  복지에서 방  복지로의 환

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인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노동유연화의 확  등을 고려한 근로연령집단에 한 지원 강화

-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와 제한된 자원을 감안한 취약계층에 한 략  

자원투입

- 최근의 경제사회여건을 감안한 사회보장제도의 활성화 기능 강화

□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은 국민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각 국가의 정치  메커니즘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임. 이는 한국의 복지

정치가 해결해야할 과제라 할 수 있음.

- 복지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로 ① 경로의존성, ② 정책과 

선거의 갈등, ③ 정치와 행정, ④ 비난회피 등이 존재함.

제5장 연 제도 개편방안

□ 명목상 국민연 시 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은 노후소득보장과 련하여 

세 가지 정책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첫째, 정부정책에 한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 제도에 한 

국민들의 호응을 유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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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속하게 도래할 고령사회에 처하기 한 연 개  필요.

- 셋째, 국민연 제도 기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노령층의 

빈곤문제와 잠재  사각지 에 한 책마련이 요구됨.

□ 이상의 정책과제는 행 연 제도가 ‘ 부담·고 여’ 로 설계되어 장기 으

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임.

- 연  개편방안과 련하여 사회일각에서 기 연 이 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 경우 조세방식으로 운 되어 미래세 에게 막 한 

비용부담이 가될 것으로 상됨.

□ 그 다면 연 개 의 방향은 앞서 언 한 한국  특수성을 감안하여 진

인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단됨.

- 국민연 은 재 60%인 소득 체율을 2027년까지 50%로 하향조정한 뒤, 

2028년 이후 추가 으로 40% 는 35% 내외로 하향 조정하여 슬림화된 

기 연 으로 개편함. 이와 함께 퇴직연 을 통해 국민연 의 

소득 체율 하락을 보충하고, 기타 사 연 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 에 해서는 1차 으로 국민연  순응성을 

제고하여 사각지  규모를 최소화하고, 2차 으로는 공 부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함.

제6장 의료보장제도 개편방안

□ 한국의 의료보장 환경은 일반국민의 경우 보장성확 의 욕구가 있는 반면 

공 자들은 억 렸던 수가에 한 실화 요구 움직임이 있어 더 많은 재

정을 필요로 함.

- 진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은 2006년에 4조원, 건강보험은 23조원으로 

망됨.

- 한편, 의료보장체계 제반 으로는 건강보험료 체납가구·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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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세 · 여 불충분 등으로 인한 사각지  존재, 상시 인 재정불안 

존재, 지불보상방식( 행 행 별수가제)에 한 논란, 형평성과 

리운 측면에서 문제 등이 있음.

□ 의료보장제도의 개편원칙은 첫째, 의료비 보장성의 확보, 둘째,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 지향, 셋째, 의료비부담의 형평성 확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진료비 통제가 필요함. 즉, Top-Down 방식으로 진료비를 리하는 

한편, 요양기  계약제를 도입하여 의료공 수 을 정하고, 

요양기 단 별로 의료의 공 방법과 보상수 에 한 계약을 검토

-  다음으로 의료보장 체계의 틀을 개편하여 다층체계로 구성함. 방  

건강증진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하고, 1층에서는 소액진료비에 해 

가족단 의 의료 축계정을 도입하고, 2층에서는 간단한 입원  고액 

외래를 하여 사회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3층에서는 증질환에 해 

조세를 통하여 재원을 충당함.

- 별도의 소득층 상 책으로 건강보험 체납자  비자발  

체납계층에 해서는 의료 여 수 권자로 환하거나 보험료 부 제도 

 긴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보호함. 의료 여 수 자에 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한 리운 체계 강화를 하여 행 일 진료비 지 시스템 변경과 

의료 여의 리운 을 자격선정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할 것을 제안.

제7장 고용보험제도 개편방안

□ 한국의 고용보험은 4  사회보험  가장 뒤늦게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

고, 지난 외환 기 이후 속한 제도  확 를 거듭하 음.

- 그러나 여 히 가입률이 낮고, 이 한 세사업자 종사자를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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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  집단을 상으로 직업훈련이나 소득보장 등의 

서비스를 공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장기 으로 실업보험과 고용지원서비스의 분리를 통한 고용지원서

비스의 강화를 제안함.

- 고용지원서비스를 국민을 상으로 하는 보편  고용지원 서비스로 

발 시키는 략이 필요함.

-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을 인 자본개발  경제활동참여를 진하는 

방향에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그리고 고용지원서비스가 지역의 수요계층에게 효과 으로 달되기 

해 고용지원서비스 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제8장 산재보험제도 개편방안

□ 산재보험제도는 4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국민을 상으로 산업재해

로 인한 노동시장탈락  빈곤진입을 보호  방지해주는 목할 만한 성장

을 하 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상에 따른 여는 연   건강보험의 여와 

복  여수 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한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한 한 응이 부족하다는 지 을 받고 

있음.

□ 산재보험제도는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보상방식을 유연화하고, 장애 정, 의료서비스 제

공 등 기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업무 복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함.

□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  통합을 진하기 해 산재 방, 보상, 재활

서비스의 유기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한 제시함.

- 이는 산재보험제도 한 보장  성격과 투자  성격을 균형감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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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야 한다는 을 의미함.

제9장 공공부조제도 개편방안

□ 최후의 사회안 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소득보장을 사

회  권리로 인정했으며, 근로능력자에 한 소득보장을 제도화했다는 에

서 상징  의미를 지님.

- 그 지만 빈곤층의 진입을 억제하여 수 집단과 비수 집단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기존 수 자의 탈수   근로활동참여를 진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님.

- 구체 으로 살펴보면, 범 한 최 생활보장의 사각지 를 발생시키고 

있으며(기 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빈곤완화효과는 1.2%에 불과), 실제와 

달리 과도한 생계 여 련 부담을 지고 있고(소득인정액과 생계 여 

상한액 간 갭 발생), 욕구충족의 형평성과 산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의 개편방안은 빈곤가구의 다양한 욕구수 을 고려한 

여체계의 정교화를 기조로 함. 

- 이는 향후 개별 여체계로의 방향성을 유지하기 한 <최 생활의 보장, 

욕구충족에서 개별화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욕구충족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개별 여체계 하에서 각 여제도는 독립된 법  근거에 따라 수 자 선정

기 과 여상한액을 독자 으로 결정하게 되며, 각 제도는 아래와 같은 방

향으로 개편이 필요함.

- 주거 여는 월세  세가구에 한 임 료 지원을 담당하는 제도로 

발

- 의료 여는 의료욕구가 있는 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 교육 여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여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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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 여는 고용 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독립시킴.

※ 생계비(생계 여 상한액)와 주거비(주거 여 상한액)는 별도의 방식으로 

계측함.

제10장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 담론이 등장한 배경은 ‘고용창출형 사회서비스국

가’라는 표 이 변하는 것처럼 부족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음. 

- 하지만 외국의 경우 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분배는 

악화되었음. 

- 따라서 사회서비스 발 의 근거는 욕구의 변화 는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사회  돌 의 필요성 증가에서 찾아야 함.

□ 한국의 사회서비스 황은 충족되지 않은 서비스 욕구들이 범 하게 방치

되어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반이 공공이나 민간 모두 취약한 상황에 있음.

□ 사회서비스 발 을 한 복지혼합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공공과 민간이 공히 재원과 공 에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

- 공공은 민간을 서비스공 자로서 역할지우고, 민간이 서비스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제를 마련

- 민간의 성장은 공공성,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필요한 

규제  가이드의 제공과 함께 계획 으로 육성

□ 의 발 방향을 추진하는 략으로 근성 강화와 질보증이 필요함.

- 근성 강화를 해서는 욕구를 가진 자의 서비스 이용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건임.

- 질보증을 하여 국가수 에서 서비스의 기 을 설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직의 설치와 운 이 필요하며, 인력의 자격 리와 훈련  

홍보 등이 연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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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망

□ 재 우리나라는 경제 심 국가에서 복지 심 국가로의 이행을 경험하는 단

계에 있음.

- 이 과정에 있어 사회보장제도는 재정  지속가능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 복지지출의 

정확한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을 추계할 때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본 으로 제도를 반 하는 조성법에 의한 추계가 이루어져야 함.

- 조성법을 사용하기 해서 가능하면 각 제도에 한 서술이 

구체 이어야 함.

- 체 으로 OECD 사회지출 범 와 사회보장 재정상의 보건복지 지출의 

범 를 고려하여 그 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모든 제도  요인을 다루기가 힘든 경우 요한 소수의 제도에 집 하는 

것이 필요

□ 재원조달과 련된 쟁 의 출발 은 각종 재원의 구성이라 볼 수 있음.

- 원천  소득에서 발생하는 재원과 인 으로 창출되는 재원의 구분

- 간 조달방법과 직 조달방법의 구분

- 민간과 공공재원의 구성의 문제

- 국채와 조세간의 구성의 문제

□ 사회재정과 경제와의 계에 한 선진국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시사 을 .

- 사회보장제도의 성숙을 통한 소득재분배와 안정 인 소비수요의 창출이 

필수 임.

-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국제경쟁력 

약화를 겪으며 한 조세 항, 근로의욕 하, 자본유출을 심하게 래함.

- 사회보장제도 비용을 인 개발을 한 보편  사회서비스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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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여야 함.

제12장 결론  정책제안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개편방안을 제안하기 하여 재 우

리사회가 처한 경제·사회여건에 한 인식을 공유하는데 노력을 기울 음.

- 우리의 여건은 복지축소의 압력이 가해지는 환경 속에서 복지확장을 

하기 한 정교한 제도설계를 요구하고 있음.

- 그 다면 정책  우선순 에 따라 자원이 배분됨으로써 배제되는 집단을 

어떻게 이해시키는가라는 요한 문제가 남음.

□ 의 문제의식을 토 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

어져야 할 것임.

-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한 복지체제

- 물·서비스공 을 강화하는 활성화 정책

- 지원 상의 선정에 있어 략  자원배분

□ 이러한 다양한 토 로부터 안  복지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정치  역량 

마련이 요구됨.



제1장 서 론

제1  연구목

  이 보고서는 성장, 경제양극화, 출산과 고령화, 소득분배구조 악화 등의 

문제에 노출된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장기 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개편을 비

해야 하는지 제안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따라서 경제‧사회여건의 변화가 장기

으로 사회보장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다양한 집단과 계층 간 이해 계

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어떠한 원칙 에서 제도의 기본 틀을 구성하며, 자원의 

략  배분을 한 개편방향과 추진 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정책 역별 

는 제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직면한 제반 환경과 그 망에 해 인식의 공감

를 확보하고자 하 다. 그것은 향후의 경제‧사회  여건변화가 사회보장제도

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 장기  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좀 더 구체 으로는 경제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소득분배구조 변화의 상

계를 악하고, 각각의 요인이 다른 요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이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향이 다소 

과장된 것은 아닌지, 경제성장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인구

학  변화와 성장이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하

다. 이는 사회보장제도를 장기 으로 개편함에 있어 어떠한 정책 는 제

도에 을 두고 안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어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복지축소의 압력이 강한 국제환경 속에서 복지

확장을 해 투자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에 주목하고 있

다. 그것은 서구 복지국가들이 복지축소 국면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뒤 늦게 복

지확장을 한 최 의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우리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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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무역에 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사

회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한 투자 략에 정책  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

연하다. 그리고 사회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사회정책에 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이것이 사회지출 확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 한 당연한 일이다. 더

욱이 지난 수 십 년간의 복지공백으로 인해, 복지확장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개연성은 정치 측면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복

지확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치  압력은 선거를 통해 강력한 힘을 발휘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기  에서 보면, 이러한 변화는 정치  민주주

의에서 사회  민주주의로의 단계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지만 이것이 복지확장 는 사회보장제도로의 정책  집 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사회가 세계  차원의 경제 환경 변화에 처할 수 

있는 성장 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제한된 자원으로 국민  복지수요를 효율 ․
효과 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배 략 는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구축

해야 하는 이 의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배 략은 성장 략과

의 상생(相生)을 제로 국민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개

편방안을 제안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본격

으로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의식이었다. 향후 20년을 망하고, 그러한 망 속

에서 성장 략에 조응하는 분배 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성장 략과 분배 략의 상생 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하면, 최근 분배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매우 추상 이고 도

식 인 찬반논쟁은 우리사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그 이유

는 성장과 분배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 계를 고려한 

신 한 근보다, 분배정책이 성장에 악 향을 미친다거나 분배가 성장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다분히 선언  주장을 하고, 이를 정치 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모든 경제성장이 분배구조를 개선한다고 단언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주장이며, 실체 없는 논쟁으로 락하는 것을 피하지 못

한다. 정작 실은 모든 성장 략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분배 략이 성장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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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거 한 변화(Grand Transformation)를 고려할 때, 지  필요한 것

은 우리사회가 비해야 할 성장 략과 분배 략이 어떤 것인가 하는 실체  

고민이다. 경제․사회여건을 고려한 정교한 분배 략은 성장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용창출을 고려한 성장 략 한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성장 략과 분배 략은 상 의 역할을 

신할 수 없다. 문제는 성장 략과 분배 략이 다가올 변화에 처하여 서로 

시 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개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근하고자 하 다. 첫째

는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첨 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하는 

이념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이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형평

의 이념을 사회보장제도 개편과정에서 어떻게 투 하고, 모두가 승복할 수 있

는 원칙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한 고민을 담고 있다. 둘째, 이러한 원칙

을 사회보장제도 개편방향에 어떻게 반 할 것인가 하는 이다. 여기서는 ‘사

회보장제도의 합리화’를 핵심 인 추진 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보

장제도의 형평성․보장성․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부분을 개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장

기 개편방향과 추진 략을 토 로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개편방향을 어떻게 제

시할 것인가 하는 이다. 이와 련해서는 각 정책 역별 문가의 구체 인 

정책 안을 담고 있다. 

제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사회보장제도를 진단하고 장기 개편방안을 제시하기 해 다

양한 근방법을 시도하 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 인 분석방법의 문제를 넘어, 

문제 을 발견하고 다양한 안을 검토하는 논의방식으로 특징지어진다.

  먼  본 연구는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연구진 간의 인식공유

를 해 포럼과 연구진 회의를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따라서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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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반에 한 외부 문가의 의견을 듣는 “복지 략포럼”을 개최하여, 

재 우리사회에서 경제사회분야 반에 걸쳐 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집

으로 검토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  그것이 처한 환경에 한 평가에 있

어 객 성과 문성을 유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 다. 특히 경제‧산업‧노동‧
조세분야의 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에 다양한 학문  

성과를 결합시키고자 노력하 다.

  이어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연구와 련해서 실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

을 투입하 다. 먼  서구 복지체제 유형에 한 범 한 문헌검토를 통해 그

것이 갖는 함의와 한계 을 명확하게 악하고자 하 다. 이는 한국사회의 제

반 여건에 합한 복지체제가 무엇이며, 그 구체 인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논

의하는데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세계화 담론을 통해 달되는 복

지축소라는 획일화된 주장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경제‧사회여건을 고려한 복지

체제를 탐색하는데 실질 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발

표한 각종 복지비 에 해 검토를 수행하 다. 본 보고서에는 구체 인 내용

을 담지 않았으나, 각 개편방안을 통해 그러한 개편방안이 갖는 함의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 다.  

  끝으로 분석의 내용과 방법에 해서는 분야별 문가의 의견을 존 하되, 

연구진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합의 을 심으로 실증분석을 강화하고자 하

다. 물론 다루고 있는 주제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그

리고 분석결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각 

제도에 한 분석과 안제시는 분야별로 축 된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필요하

다면 실증분석을 통해 그 논거를 확보하고자 하 다.

  본 보고서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연구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부 장에

서는 통계청 데이터, 즉,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의 자료를 활용하 으나, 특정 제도와 련한 각종 황자료 - 연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생활보장제도 - 는 해당 공공기 에서 생산한 데이터

를 활용하 다. 그리고 통계청 데이터나 정부 황자료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정보는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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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

제3  연구내용

  이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환경

변화라는 새로운 도 , 그리고 그에 한 사회보장제도 층 별 응 이라는 형

태를 띠는 것이다.

  먼  제1부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직

면하게 될 환경변화를 성장,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소득분배구조 변화 등의 

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장기 으로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이러한 변화 앞

에서 어떠한 험 는 문제 에 착할 것인지 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3

장은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다양한 사회  험 앞에서 제도를 개편하고 수행해 

가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안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 이는 높은 추상수

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도개편과정에서 매우 요한 좌표로서의 기능을 할 것

이다. 제4장은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개편방향과 추진 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환경진단과 기본원칙을 토 로 세부 인 제도별 개편방안을 

종합하고 있다는 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참고로 

이 장은 기본방향 외에도 복지개 의 추진주체를 둘러싼 개편 략의 문제 한 

다루고 있다.

  이어 제2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4  사회보험의 

개편방안을 다루고 있다. 연 제도, 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를 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제5장은 연 제도를 심으로 노후소득보장체

계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에서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각종 연 제도 

개편방안에 한 평가를 통해 과도기  는 진  개편방안을 살펴볼 것이

다. 제6장은 건강보험제도와 의료 여제도를 포함한 의료보장체계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기존 건강보험제도  의료 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 에 한 보다 근본 인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어 제7장은 고용보



서 론 31

험제도 개편방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을 통

해 고용지원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투자  성격을 강화하는 문

제에 해 언 하고 있다. 제8장은 산재보험제도 개편방안을 다루고 있다. 여기

서 연구의 은 산재보험제도와 여타 사회보장제도 간의 복과 형평성의 문

제를 해결하며, 서비스 제공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해 살펴보고 있다.

  한 제3부는 기 생활보장제도를 축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서비스 

정책에 한 개편방안을 다루고 있다. 제9장은 기 생활보장제도에 을 둔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재의 통합  여체계를 욕구별 여체계

로 개별화하는 개편방안을 담고 있으며, 각 개별 여제도의 독립  발 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범주  공공부조제도에 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다. 제10장은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주목

할 은 이 장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련해서 최근의 정책기조에 해 신 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과 련해서 공 주체의 

민‧  역할분담을 <공공‧제3섹터‧ 리민간>이라는 에서 살펴보고 있다.

  끝으로 제4부는 사회보장제도 개편과 련해서 매우 실 인 의미를 가지

나, 구체 인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다. 그것은 사

회보장제도 개편을 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문제이다. 제11장은 지 까지 사

회보장을 한 각종 지출추계가 갖는 한계를 지 하고, 향후 사회지출추계를 

한 안  방안을 제안하는데 을 두고 있다.



제1부 환경변화와 한국의 복지체제



제2장 사회보장제도의 환경변화

제1  들어가며

  흔히들 한국 사회가 기로에 서있다고 표 한다. 경제성장률이 하되고 복지

욕구가 분출되는 가운데 인구구조의 격한 변화가 상되고 있다. 지  상태

에서 한국사회가 이러한 내외 인 도 에 하여 어떻게 응 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러한 응 의 내용에는 작게는 성장과 분배의 고

인 논의로부터 크게는 한국사회의 운 패러다임에 한 백가쟁명식의 논쟁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이나 KDI 등 국내 문기 들이 제시하고 있는 잠재성장률 기 

망치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그동안의 고도 성장기를 지나 성장국면으로 진입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떤 수 의 성장률이 성장인가라는 에

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한국의 잠재  실제 성장률의 

추세치가 하향하고 있다는 에서 한국경제가 성장 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

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은 문소상

(2005)이 제시한 다음의 [그림 2-1]에서 한국경제의 장기추세 성장률이 1998년 

이후 추세 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좌승희(2005)는 1961

년부터 2002년까지의 한국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장기추세 성장률

이 1988년 이후 하향하는 추세로 반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주1). 

주1) 이외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이미  1980년  후반부터 추세 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장재철(2006), 『총수요를 감안한 성장잠재력 평가,  

한국경제 20년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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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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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소상(2005),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원인과 향후 망”,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2005년 9월 [그림 2-2] 제.

〔그림 2-2〕 한국경제성장률의 장기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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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GDP증가율을 3년 이동평균한 시계열에 하여 61~88년과 88~2002년으로 분리하여 추세선

을 추정하 음. 88년을 기 으로 두 기간을 분리한 이유는 매년 추세선의 기울기를 분석한 

결과 88년이 정 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두 기간의 추세선 기울기는 61~88년 기간에는 

0.037(t값=0.731), 1988~2002년에는 -0.302(t값=2.900)로 추정됨. 

출처: 좌승희(2005), KERI 경제 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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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후반에서 외환 기 이 까지는 경제성장률이 추세 인 하락세를 보

으나, 동 기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분배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 다. 그

런데 외환 기 이후에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지니계수의 수

이 외환 기 이 에 비하여 높은 수 에서 머물고 있다. 외환 기 이후의 소득

분배 상태가 추세 인 악화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기요인에 의한 순환  악화

인지에 해서는 아직까지 정립된 결과는 없지만, 최소한 외환 기 이 에 비해 

지니계수의 추세 인 평균 상향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지니계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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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 나타난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기 임.

  외환 기 이후 뛰기를 거듭하던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최근 들어서 차 최

고 이 하락하는 형태로 추세 인 하락이 확인됨에 따라 한국경제의 미래와 한

국형 성장모형 는 한국형 발 모형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

히 외환 기 이후에 소득분배의 악화가 가시화되고, 일시 으로 빈곤율이 증

함에 따라 외환 기 극복과정에서 상 으로 강조된 바 있는 미식 시장경제

에 한 비 이 제기되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에는 미식 시장경제보다는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 형태가 강조되고, 동시에 사회통합이라는 기치아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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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장, 보편  복지 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규모에 한 논쟁과 정 사회지

출을 심으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사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다른 고려요소로 작용한 것은 인

구구조의 격한 고령화이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속도는 불과 5년 의 망치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1년 의 망치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2001년의 인구추계에 이어 2005년

에 인구추계를 발표하 으며, 2006년 11월에는 다시 2005년의 인구추계치를 재

개정하여 새로운 추계치를 발표하기에 이르 다. 새로운 추계치에 의하면, 한국

은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 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의 비 이 20%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고령화속도는 이제까지 세계에

서 가장 빨리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었던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이다주2). 

〔그림 2-4〕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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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결과

주2) 일본이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비  7%)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이 걸린 반면, 한

국은 18년이 소요될 것으로 망된다.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2년

이 걸린 반면, 한국은 8년이 소요될 것으로 망된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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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인구구조의 변화효과, 잠재성장률의 추정과 

측, 소득분배 황 악과 미래 측 등에 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부분 각자 상호 배타 인 역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

았다. 일부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와 경제성장간의 계가 명시 으로 분석된 경우

가 있었으나(김동석, 2004; 이수희 외, 2005), 이러한 분석 한 인구구조와 경제

성장률이라는 제한 인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발표된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변화 그리고 

소득분배 변화연구를 바탕으로 세 가지를 연계하여 장기 으로  한국의 복지제

도를 구상하는 데에 미치는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실증  는 이론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역의 연구들을 서

로 연계하여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 에서는 통계청의 신인구추계치의 요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함의 을 도출한다. 제3 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장기 잠재성장

률 추계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함의 을 살펴본다. 제4 에서

는 미래의 소득분배를 결정할 요인과 그에 따른 함의를 도출한다. 제5 에서는 

인구구조, 잠재성장률 그리고 소득분배를 통합하여 그것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함

의를 종합 으로 제시한다. 제5 의 내용은 인구구조, 잠재성장률, 그리고 소득분

배 분야에서의 방 한 연구를 모두 고려하지 못했다는 과 엄 한 이론이나 과

학  증거에 바탕을 둔 결과가 아니라는 에서 불완 한 결론이며, 향후 연구가 

보다 집 되어야 할 분야를 제시한다는 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제2  인구구조변화와 시사

  1. 2006년 통계청의 신인구추계 결과와 시사

  통계청은 2001년 12월에 인구추계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05년 1월에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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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치를 발표한 바 있다. 2006년 11월에는 인구추계치를 발표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 에서 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고려하여 새로운 

인구추계를 발표하 다. 새로운 인구추계 내용 에서 경제성장, 소득분배, 그

리고 장기 복지제도와 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주3). 

① 한국의 인구는 2018년 49,430천명을 기 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며, 2030년

에는 48,635천명, 2050년에는 42,343천명이 될 것으로 상된다. 2030년의 

인구는 2018년의 정 에 비할 때 1.4%가 감소하며, 2050년에는 무려 

14.2%가 감소하게 된다. 2050년의 인구수 42,343천명은 1989년 한국 인구

인 42,449천명과 유사한 수 이다. 

〔그림 2-5〕 총인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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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결과

② 2005년 재 101.0명인 성비(여자 백명당 남자수)는 2022년 99.9명을 기

주3)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평균자녀수를 나타내

는 표 인 출산력 지표로서 가임여성의 연령별 평균출산율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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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 남성(A) 여성(B) A-B

2005

20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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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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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7

7,701

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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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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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0

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상된다. 2030년에는 남자 24,190

천명, 여자 24,444천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54천명이 많고, 2050년에는 

남자 20,734천명, 여자 21,609천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875만명이 많아

질 것으로 상된다. 특히 성비와 련되어 주목할 부분은 노인인구의 

성비이다. 2005년 재 여성노인인구가 남성노인인구에 비해 1,379천명이 

많으며, 2010년에는 2,071천명이 많은 것으로 상된다. 2020년에는 여성

노인인구가 남성노인인구에 비해 3,865천명이 많을 것으로 상되며, 

2030년에는 6,875천명, 그리고 2050년에는 무려 9,370천명이 더 많을 것

으로 상된다(표 2-1 참조). 

〈표 2-1〉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남성  여성 구성

(단 : 천명)

주: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결과

③ 한국은 2018년에 고령인구구성비가 14.3%에 달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

며, 2026년에는 고령인구 구성비가 20.8%에 달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

게 된다(그림 2-4 참조). 재 통계청의 상치로는 노인인구 구성비가 

2030년에는 24.3%에 달하고, 2050년에는 38.2%에 달할 것으로 상된다. 

④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유소년부양비(0~14세 인구/15~64세 

인구)와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의 합인 총부양비는 

2005년 재 39.4%에서 2016년 36.3%로 가장 낮아진 후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30년 55.4%, 2050년 88.8%로 계속 높아질 망이다. 유

소년부양비는 2005년 재 26.8%에서 출산력 감소로 인하여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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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050년 16.8%로 계속 낮아질 망이지만, 노년부양비는 2005년 

재 12.6%이나 기 수명 증가로 인하여 2020년 21.7%, 2030년 37.7%, 2050

년 72.0%로 크게 높아질 망이다(표 2-2 참조). 

〈표 2-2〉 부양비  노령화 지수

(단 : %)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 부양비 83.8 60.7 44.3 39.5 39.4 37.2 38.9 55.4 88.8

유소년부양비 78.2 54.6 36.9 29.4 26.8 22.2 17.2 17.7 16.8

노년부양비 5.7 6.1 7.4 10.1 12.6 15.0 21.7 37.7 72.0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47.3 67.7 125.9 213.8 429.3

주: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결과

  이러한 인구추계 결과가 가지는 의미에 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만약 

재의 인구추계결과를 그 로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구의  수 감소는 경제성장 면에서 투입 가능한 노동요소의 

 값이 감소함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값의 감소를 보상할 만큼의 노동

력의 질 인 개선이 없는 한 직 으로 경제성장률을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부양비를 통해 살펴보아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2-2>에 의하면 총부양비는 2010년의 경우 37.2, 2020년에는 38.9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총부양비 수 은 2000년 수 보다 낮은 것이며, 한 

1980년의 60.7에 비하여도 상당히 낮은 수 이다. 따라서 총부양비 자체가 증가

한다고 하여도 그 자체로 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향은 제한 이라고 하겠

다. 그러나 총부양비의 내용을 보면 1990년 44.3이었는데, 이는 유소년부양비 

36.9, 노인부양비가 7.4로 구성되어 있었다. 2020년 총부양비는 38.9로 상되어 

1990년에 비하여 오히려 낮은 수 이지만, 그 구성을 보면 유소년부양비 17.2, 

노년부양비 21.7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총부양비 수 은 낮아지지만 노년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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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구성비가 폭 확 됨을 알 수 있다. 

유소년부양의 주된 내용이 의식주 이외에 교육 등에 한 지출로서 투자  성

격이 강한 반면에 노인부양의 주된 내용은 의식주 이외에 보건의료 등 상

으로 투자  성격이 약한 지출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총부양비의 

 크기의 문제보다는 총부양비의 구성에서 노년부양비의 비 이 증가함에 

따라 인 자본투자가 약화된다는 이 요하며,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총인구의 증가율이 감소한다거나 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은 투입가능 

요소량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 잠재력이 하된다는 경로이외에도 복지제도와 

련하여 요한 함의 을 가진다. 개의 복지제도는 후 의 인구가 증가한다

거나 는 최소한 재수 을 유지한다는 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 

인구가 감소한다면 이러한 가정에 기반을 둔 모든 복지제도는 필연 으로 지속

되기 어려운 복지제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구의 감소에 응하려

면 모든 복지제도는 기존세  완결  구조주4)를 가지지 않으면 지탱할 수가 없

는 것이다. 

  재 통계청의 측 로라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 고

령화가 진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처하기 해서는 

련된 경제  복지제도의 정비가 시 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후술하겠지만 

비록 인구구조가 빠른 속도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10년 내외는 그 효과가 

즉각 으로 는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구

책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며, 련된 범 한 사회, 경제제도

를 정비하는 데에는 막 한 시간과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므로 인구변화에 

처하는 각종 정책의 정비는 빠를수록 좋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구체 인 복지수요라는 에서 보았을 때 여성인구의 증가, 특히 여

성노인인구의 비  증가는 향후 여성노인 련 복지제도의 반 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표 2-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5년 

주4) 기존 세 의 수혜분은 기존 세 의 기여분과 이 기여분에서 생된 투자이익의 합을 과

할 수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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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여성무배우자노인이 200만명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400만명에 육박할 것

으로 상된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 한 면 인 복지제도의 재검토가 시

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재의 측 로라면 노인인구에 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평균수명이 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을 감안할 때 65세를 기

으로 노인인구를 구분하는 것은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한 척도가 아닐 수도 

있다. 향후 노인인구를 재정의하는 작업도 범 한 학문 역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합계출산율의 내생화 여부 검토

  이미 지 한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는 2001년, 2005년, 그리고 2006년에 장래 

인구추계치를 제시한 바 있으며, 세 번의 추계치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의 변화

는 다음의 <표 2-3>에 요약되어 있다. 먼  총인구가 정 에 도달하는 연도가 

매 추계마다 빨라지고 있으며, 최 인구수도 어지고 있다. 2001년 추계에서는 

인구정 시기가 2023년이며, 이 때 총인구는 5,068만명으로 추계되었다. 2005년 

추계에서는 인구정 시기가 2020년으로 3년 앞당겨졌으며, 이 때 총인구는 

4,996만명으로 2001년 추계치보다 73만명이 감소하 다. 2006년 인구추계에서는 

인구정 시기가 2018년으로 다시 2년이 앞당겨졌으며, 이 때 총인구는 4934만

으로 추계되어 2005년 추계보다 62만명이 감소하 다. 한편, 고령사회와 고

령사회 도달년도에 한 추계치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다만 2005년 추계에서 

고령사회에 한 도달연도가 1년 앞당겨졌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근본 인 이유는 합계출산율이 하될 것으로 상하

기 때문이다. 2001년 추계치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05년 1.37, 2040년 1.40으로 

측되었으나, 2005년 추계치에서는 2005년 1.19, 2040년 1.30 수 으로 폭 하

락하 다. 2006년 추계치에서는 다시 2005년 1.08, 2040년 1.28로 다시 폭 

하락하 다. 이에 반하여 기 수명의 경우에는 2006년의 추계치가 2001년에 비

해 2005년 남녀 각각 0.7세, 0.7세가 증가하 으며, 2030년 각각 1.4세, 1.5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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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 다. 2050년의 경우에는 각각 2.9세, 2.7세가 증가하 다. 

  한편, 국제이동의 경우에는 2006년 추계치에서 2006년에서 2050년 사이에 연

평균 최  3만 9천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이러한 추계치는 

2001년의 최  1만 9천명에 비하여 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을 결합하면 향후 인구추계의 핵심 포인트는 합계출산율

이며, 재의 합계출산율 수 에 한 단과 미래의 합계출산율 수 에 한 

측치가 결국 향후 인구추계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2-3〉 인구추계(2001, 2005년 추계)  新인구추계(2006년) 비교

구분
신추계(A)

(2006.11)

특별추계(B)

(2005. 1)

구추계(C)

(2001.12)

차 이

(A-B)

차 이

(A-C)

총인구 2005년 48,138 48,294 48,461 △ 156 △ 323

(천명) 정 49,340 49,956 50,683 △ 616 △ 1,343

도달연도 (2018년) (2020년) (2023년) (△ 2년) (△ 5년)

2020년 49,326 49,956 50,650 △ 630 △ 1,324

2030년 48,635 49,329 50,296 △ 694 △ 1,661

2050년 42,343 42,348 44,337 △   5 △ 1,994

고령사회

(14%)
도달연도 (2018년) (2018년) (2019년) - △ 1

고령사회

(20%)
도달연도 (2026년) (2026년) (2026년) - -

합계출산율

(명)
2005년 1.08 1.19 1.37 △ 0.11 △ 0.29

2040년 1.28 1.30 1.40 △ 0.02 △ 0.12

기 수명 2005년(남,여) (75.1,  81.9) (74.8,81.5) (74.4, 81.2) (0.3,0.4) (0.7,0.7)

(세) 2030년(남,여) (79.8,  86.3) (79.2,85.2) (78.4, 84.8) (0.6,1.1) (1.4,1.5)

2050년(남,여) (82.9,  88.9) (80.7,86.6) (80.0, 86.2) (2.2,2.3) (2.9,2.7)

국제이동

(천명)
2006~2050년

△16 ~△39

(00~05 평균)

△6 ~△18

(00~03 평균)

△8 ~△19

(95~00 평균)

△10 ~△

21

△8 ~△

20

주: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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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체수 보다 폭 낮은 수 의 합계출산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통계청 인구추계를 사용하여 다른 제도를 설계할 때 가장 핵심 인 사항이다. 

만약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상치보다 실제 합계출산율이 올라가는 경우 이는 

심각한 측오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표 2-4>에 나타난 바

와 같이 합계출산율은 1970년 이후 격하게 감소하다가 1990년 의 10여 년 

동안 비교  완만하게 감소하며, 2000년 이후에 다시 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4〉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출생아수(천명)

합계출산율(명)

1,007

4.53

865

2.83

659

1.59

637

1.47

438

1.08

주: 통계청(2006), 2005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통계청에서 장래인구추계에 사용한 합계출산율 가정은 다음과 같다. 출산력

의 향후 망은 상당히 낮은 출산력 수 에서 차 소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망된다. 20  후반의 미혼율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상됨에 따라 해당 연령

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반면 시차를 두고 30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면서 합계

출산율 수 이 다소 상승하여 2020년 1.20명, 2030년에 1.28명 수 에 도달하여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후 2006~2020년에 해서는 보간법으로 단기추정에 

용하 다. 

  일반 으로 최근의 출산율 락 상은 주출산연령층의 인구감소에 기인하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 시기에 주출산연령층(25~29세)의 인구감소 

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출산연령의 인구감소가 합계출산율의 락

을 부분 설명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실제로 1980년  반에는 주출산연령층

이 증가하면서도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 바 있다(그림 2-6 참조). 

  합계출산율의 하락을 설명하는 다른 요인으로 여성의 교육수  향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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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여 출산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을 지 하기도 한

다. 그러나 여성의 학진학률이 최근에 와서 격하게 증가한 것도 아니며, 

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근에 와서 격하게 증가한 것도 아니다. 따라

서 이러한 요인이 최근의 출산율 락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가치 의 변화가 지 되기도 하지만, 가치 이라는 요소는 성격상 오랜 

기간에 걸쳐 진 으로 변화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의 락을 설명하

기에는 역시 제한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6〕 주출산연령층과 합계출산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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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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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 합계출산율은 한국의 출산율추이와 다른 나라의 합계출산율추이를 고

려할 때 정상상태보다 낮은 수 으로 단할 수 있다. UN의 세계인구추계에 

따르면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2.65명이며, 장기간 출산 상이 지속된 

OECD회원국의 평균합계출산율은 1.60명이며, 표 인 출산국가인 일본도 

1.25명이다주5). 

  한 한국의 합계출산율 감소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편이다(그림 

2-7참조). 1970년에 비해 2004년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3.37명 감소하 는데, 

이는 동 기간  주요 선진국의 합계출산율 감소폭보다 매우 큰 것이다. 실제

로 동 기간  일본은 0.84명, 독일 0.66명, 국 0.69명, 랑스 0.57명, 미국 

0.41명을 기록한 바 있다주6). 1990년에 비해서 2004년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31명이 감소하 는데, 동 기간  일본은 0.07명, 미국은 0.08명, 독일은 0.01

명이 감소하 고, 랑스는 0.02명, 국은 0.10명이 증가하 다. 

주5) UN(2005), World Population Prospects

주6) 통계청(2005), 세계  한국의 인구 황, 통계청(2006), 2005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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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UN의 추정에 따르면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2.65명(2000~2005년)에서 2.05

명(2045~2050년)으로 0.6명(22.6%)이 감소할 것으로 망된다. 동 기간  선진국

의 합계출산율은 1.56명에서 1.84명으로 17.9%증가하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2.90명에서 2.07명으로 28.6%가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표 2-5>참조). 

〈표 2-5〉 륙별 합계출산율 추이와 망

(단  : 명, %)

구분
1970~1975

(A)

2000~2005

(B)

2045~2050

(C)

증가율(A→

B)

증가율(B→

C)

세계 4.49 2.65 2.05 -41.1 -22.6

선진국

개도국

2.12

5.44

1.56

2.90

1.84

2.07

-26.4

-46.7

17.9

-28.6

아 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6.72

5.08

2.16

5.05

2.01

3.23

4.97

2.47

1.40

2.55

1.99

2.32

2.52

1.91

1.83

1.86

1.85

1.92

-26.0

-51.4

-35.2

-49.5

 -1.0

-28.2

-49.3

-22.7

30.7

-27.1

 -7.0

-17.2

출처: UN(200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4 Revision

  본고에서는 재의 합계출산율이 외국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 이며, 

출산율의 하락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에서 장기 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상

이며 이에 바탕을 둔 합계출산율 미래 측치는 지나치게 보수 인 상치라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IMF효과를 제

기하기로 한다. 즉, 외환 기를 겪으면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장래 불확실성의 

증가에 직면하게 되고, 한 기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가지는 노

후생활에 한 보험기능이 폭 으로 축소되는 상이 결합하여 최근의 출산

율 락 상이 발생하 다는 가설이다. 물론 이러한 가설은 향후 엄 한 이론

 모형개발과 정교한 데이터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여야 할 사안이다. 

만약 IMF가설이 맞다면, 즉, 재의 합계출산율 수 이 장기 인 균형 상태를 

이탈한 수 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기 균형 수 으로 복귀한다면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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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이 인구증가, 경제성장 그리고 소득분배와 복지제도에 미치는 향은 

무엇일까? 재로서는 이와 같은 물음에 직 으로 답을 할 수는 없으나, 경

제상태가 장기 인 균형수 으로 복귀하고 이에 따라 미래 불확실성의 정도가 

장기 인 균형수 을 회복한다면 재 외생변수로 가정된 합계출산율 수 이 

내생변수화될 것이라는 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IMF가설에 한 엄

한 검증 이후에 재 외생 으로 추계된 인구증가율을 내생화하는 연구 작업이 

본격 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인구증가, 경제성장, 소

득분배, 복지제도를 포 하는 연립방정식 체계를 통해 보다 엄 하게 개되어

야 할 것이다주7). 

제3  잠재성장률 변화와 시사

  1. 기 망

  기라고 할 수 있는 향후 10여년의 잠재성장률 망치로는 한국은행 문소상

(2005)의 연구, KDI 한진희 외(2002)의 연구,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2005)의 

망치가 주로 인용되고 있다주8)주9). 

주7) 본고에서 분석하지 않은 인구 련 요인 에 국제이동 련부분이 있다. 재 통계청의 추

계에서는 최근의 추세를 반 하여 국제이동은 인구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국제이동에 한 부분은 향후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한 경우 외국 

인력의 수입이라는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는 을 감안하여야 한다. 만약 외국 인력의 

수입확 라는 정책방향이 수립되는 경우 외국인의 복지제도에 한 설계가 정책방향 선회

와 함께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8) 일반 으로 잠재성장률이란 한 경제가 주어진 기술여건 하에서 생산요소들을 장기 으로 

지속가능한 수 으로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산출물의 수 으로 정의된다(한진희 외(2002)). 

주9) 일반 으로 문소상(2005)의 연구결과와 한진희 외(2002)의 연구결과를 각각 한국은행과 KDI

망치로 부르기도 한다. 물론 개별 필자의 견해와 소속 기 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

니나, 일반 으로 두 연구가 각각 한국은행과 KDI라고 통칭되는 실을 감안하여 본고에서

는 양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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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한국은행의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과 요인별 성장기여도(%)

구분
1991~

2000

1991~

1997

2001~

2004

2005~2014

립 낙 비

잠재성장률 6.1 6.9 4.8 4.6 5.2 4.0

(노  동) 1.0 1.2 0.9 0.8 0.9 0.7

(자  본) 3.3 3.9 2.3 2.1 2.3 1.9

(생산성) 1.8 1.8 1.6 1.7 2.0 1.4

주: 문소상(2005)

〈표 2-7〉 KDI의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과 요인별 성장기여도(%)

구분 81~90 91~00
2003~2012

고성장 상태 지속

잠재성장률 7.5 6.2 5.2 4.6

노동

(취업자수)

(인 자본)

2.66

(2.19)

(0.47)

1.63

(1.00)

(0.63)

1.1

0.5

0.6

1.2

0.6

0.6

자본 4.05 3.24 2.0 1.9

생산성 1.44 1.10 2.0 1.5

주: 한진희 외(2002)

〈표 2-8〉 삼성경제연구소의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과 요인별 성장기여도(%)

구분 1970~1989 1990~1999 2000~2004

2005~2015

퇴보
상태 지

속
성공

잠재성장률 7.9 6.6 5.1 2.6 4.1 6.3

요소투입

(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

6.1

(4.2)

(1.9)

1.8

4.6

(3.8)

(0.8)

2.0

2.9

(2.2)

(0.7)

2.2

1.6

(1.3)

(0.3)

1.0

2.7

(2.4)

(0.3)

1.4

3.3

(2.6)

(0.7)

3.0

주: 삼성경제연구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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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 과거의 잠재성장률에 한 추계치부터 살펴보자. 문소상(2005)은 1990

년부터 외환 기 이 까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6.9%로 추정하 고, 외환

기 기간을 포함한 1990년 의 잠재성장률은 6.1%로 추정하 다. 한진희 외

(2002)도 1990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6.2%로 추정하 다.  삼성경제연구

소(2005)는 1990년 의 잠재성장률을 6.6%로 추정하 다. 문소상(2005)이나 한

진희 외 (2002)의 추정치보다 다소 높은 수 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문소상(2005)은 4.8%로 추정하 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5.1%로 추정하 다. 한진희 외(2002)의 연구에서는 동 기간에 

응되는 추정치가 구체 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어진 망치를 고려

할 때 체로 4%  후반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연구결과

를 종합하면 체로 1990년 의 잠재성장률은 6%  후반으로 추정되며, 2000

년  반의 잠재성장률은 4%  반에서 5%정도로 추정된다. 2000년 에 들

어와서 잠재성장률이 1990년 에 비해 약 1~2%나 하락하 다고 볼 수 있다.

  세 연구 모두 향후 10년의 잠재성장률에 해서는 시나리오별 분석을 실시하

고 있다. 문소상(2005)의 경우 2005~2015년의 잠재성장률을 립 인 경우 4.6%

로 추정하 으며, 낙 인 경우 5.2%, 비 인 경우 4.0%로 추정하 다. 한진

희 외(2002)의 경우 2003~2012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을 고성장의 경우에는 5.2%, 

재 상태의 지속인 경우에는 4.6%로 제시하 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 

2005~2015년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4.1%, 퇴보하는 

경우 2.3%, 성공하는 경우 6.3%로 제시하 다. 결국 이러한 망치를 종합하면 

한국경제가 낙 인 경우에는 5.2~6.3%까지 성장이 가능하며, 비 인 경우

에는 2.6~4.0%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체로 재 상태에

서 큰 변화가 없는 립 인 경우에는 4.1~4.6%의 잠재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 

  각 시나리오에서 가정하고 있는 구체 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문소상(2005)

의 경우에는 시나리오의 결정요인으로 근로자의 평균학력, 기술스톡,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 산업 출  증가율을 고려하 다주10). 한진희 외(2002)의 경우에

는 시나리오의 결정요인으로 사회  하부구조의 개선여부를 고려하 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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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부구조란 제도의 질과 외 개방도를 의미한다. 삼성경제연구소(2005)

의 경우에는 시나리오의 결정요인으로 시스템경쟁력을 고려하 다. 보다 구체

으로는 개별부문들의 신노력의 정도와 상호작용(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

을 고려하 다주11). 

  이러한 잠재성장률에 한 기 측치로부터 함의 을 찾아보자. 문소상

(2005)의 경우에는 어도 향후 10여년 동안은 노동의 잠재성장률기여도가 향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상하 다. 실제로 노동의 경제성장기여율은 

1990년 의 16.4%(1.0%/6.1%)에서 립 인 시나리오 하의 2005~2014년에는 

17.4%로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측되었다. 한진희 외(2002)의 경우에는 

1990년  노동의 성장기여율은 26.3%로 추정하 으며,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주10)  시나리오별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별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립  

 ․ 근로자의 평균 학력 : 11.9(2004) → 12.6(2014)
 ․ 기술스톡 : 연평균 16% 성장
 ․ 제조업 생산유발계수 : 1.96(2000) → 1.98(2014)
 ․ 산업 출  증가율 : 연평균 7% 증가

 낙  

 ․ 근로자의 평균 학력 : 11.9(2004) → 12.8(2014)
 ․ 기술스톡 : 연평균 17% 성장
 ․ 제조업 생산유발계수 : 1.96(2000) → 2.00(2014)
 ․ 산업 출  증가율 : 연평균 10% 증가

 비  

 ․ 근로자의 평균 학력 : 11.9(2004) → 12.4(2014)
 ․ 기술스톡 : 15% 성장
 ․ 제조업 생산유발계수 : 1.96(2000) → 1.96(2014)
 ․ 산업 출  증가율 : 연평균 5% 증가

   주: 문소상(2005)

주11) 퇴보의 경우에는 정부, 기업, 개인의 신노력이 미흡한 가운데 고령화 추세로 인한 부작

용이 실화되고, 시장 메커니즘, 사회  자본, 개방시스템이 후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상태지속의 경우에는 부문경쟁력은 다소 향상되나 근본  제고는 미흡하며, 로벌화

의 진 에도 불구하고 시장 메커니즘이나 사회  자본의 향상은 큰 진 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다 구체 으로 정부는 일부 개  성과에도 불구하고 략목표 설정  추진

력 미흡, 료주의 한계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구정책, 인력수  책 등의 실시로 고

령화문제는 다소 완화되나 교육시스템 등 취약한 인 라가 국민역량 강화의 걸림돌로 작

용하는 상황이다. 성공의 경우에는 각 부문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시장 메커

니즘과 사회  자본, 개방시스템이 강화되어 네트워크 경쟁력도 향상되는 경우를 의미한

다. 강한 사회  자본을 바탕으로 로벌 스탠다드가 국내제도에 목되어 시장메커니즘

이 원활히 작동된다(삼성경제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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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13년에는 26.1%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 다. 다만 삼성경제

연구소의 경우에는 1990년  노동의 성장기여율이 12.1%에서 상태가 지속하

는 경우 2005~2015년에는 7.5%로 하락할 것으로 상하 다. 

  세가지 연구에서 잠재성장률의 시나리오별 망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

수는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이다. 문소상(2005)의 연구에서 립과 낙 의 경우 

잠재성장률의 차이는 0.6%p이며, 이 때 총요소생산성의 차이는 0.3%p로서 잠재

성장률 차이의 50%를 설명한다. 한진희 외(2002)의 연구에서 상태지속과 낙

의 경우 잠재성장률의 차이는 0.6%p이며, 이 때 총요소생산성의 차이는 

0.5%p로서 체의 83.3%를 설명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에도 상태 지속

과 낙 의 경우 잠재성장률의 차이는 2.1%p이며, 이 때 총요소생산성의 차이는 

1.676.2%p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어도 향후 10여년간의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인구구

조의 고령화에 의해 좌우된다기 보다는 총요소생산성의 상승과 하락여부 는 

폭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주12). 이는 결국 향후 10여년 동안 

복지제도의 설계도 경제 체의 총요소생산성과 어떠한 련이 있는가를 시하

여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 즉,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란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제로 하거나 는 최소한 양자가 병립하여야 한다고 할 때 총요소생산성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제도의 설계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을 의미한다. 이러한 

에서 구체 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증 시키는 복지제도나 정책들에 한 심

층 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구체 인 분야로는 교육복지나 일하는 사람들을 

한 복지 등을 지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잠재성장률 측치가 가지는 두 번째 시사 은 일반 으로 복지학계에서 논

의되는 사회지출의 비 이나 복지제도 등의 제도  요인은 잠재성장률 추계치

에 거의 반 되지 않았다는 이다. 향후 복지제도 등의 제도  요인과 사회지

출 등의 재정  요인이 잠재성장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인가에 한 다양한 

주12) 흥미로운 은 문소상(2005)이나 한진희 외(2002)의 경우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총요소생

산성이 1990년 나 2000년  반보다 높아질 것으로 상하고 있지만,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에는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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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며, 만약 향을 미친다면 그 폭을 측정하는 연구도 진행될 필요

가 있다. 

  한편, 한진희 외(2002)나 삼성경제연구소(2005)의 연구 모두에서 신을 기반

으로 한 시스템경쟁력의 강화와 외개방도의 증가가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의 확 나 사회보장제도의 확 가 

시스템경쟁력의 제고, 외개방도의 확 와 구체 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상

호작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연구과제로 제기된다고 하겠다. 문소상(2005)의 

연구에서 교육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 교육복지도 교육경쟁력제고를 통

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과 하게 연계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2. 인구구조를 명시 으로 고려한 장기 망

  최근에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직 으로 반 하여 잠재성장률을 추계하는 연

구가 진행되었다. 김기호(2005)는 고령화를 직 으로 반 한 CGE모형을 이용

하여 잠재성장률을 추계한 바 있다. 통계청의 2005년 고령화 망을 제로 잠

재성장률을 추정하 고, 한 노동공 이 확 되는 경우  총요소생산성이 향

상되는 경우의 성장률을 비교 분석하 다주13). 

  먼  인 자본의 축 이 내생 으로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기본 

망결과는 다음과 같다주14). 향후 평균 성장률은 2021~2030년 3% , 2031~2040

년 2% , 2041~2050년 1%  등으로 꾸 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고령

화가 속한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망되었다. 이 모형 

내에서 경제내의 인 자본은 모형의 내생  구조로 인하여 일정 수 으로 상승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표 2-9 참조).

  인 자본이 기 년도(2001년) 수 에서 정체되는 경우 성장률은 기간 

(2006~50년) 평균 1.5% 수 으로 기본 망에 비해 평균 1%p 이상 낮아지는 

주13) 이 때 사용된 통계청의 고령화 망은 2005년 추계치에 의한 것으로 체인구 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 이 2020년 10.9%, 2030년 24.1%, 2050년에는 37.3%에 달하고, 생산가능인

구가 2020년을 후로 정 에 도달한 후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망치이다. 

주14) 이하의 내용은 김기호(2005)의 연구 내용을 요약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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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투입의  감소로 인해 성장률이 둔

화되는 경우에도 인 자본의 축 을 통한 유효노동력을 확충하는 경우 이러한 

부정 인 효과를 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2-9〉 기간별 평균 성장률 추이(2006～2050년, %, %p)

           연도

구분
2006~2010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체 평균

고령화 망

  4.12 3.43 3.33 2.64 1.45 2.87

인 자본 정체시

  3.04 1.90 1.82 1.27 0.34 1.52

격차

  -1.08 -1.53 -1.51 -1.37 -1.11 -1.35

출처: 김기호(2005)

  김기호(2005)는 몇 가지 주요변수에 하여 시나리오분석을 실시하 다(표 

2-10 참조). 먼 , 인력정책 시나리오별 망 결과는 다음과 같다주15). 해외노동

인력이 내국인 취업자 비 3% 는 5% 수 까지 유입되는 경우 성장에 미치

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외노동인력이 양질의 인 자

본을 보유하지 않고 주로 3D업종 등의 단순노동직종에 고용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높은 질  수 을 보유하지 못한 

단순노동의 투입증 로는 더 이상 성장률을 높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여성인력 활용 확  등으로 반 인 경제활동참가율이 5%p  10%p 상승하

는 경우 성장률은 2050년까지 평균 0.3~0.4%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

율 상승 정도가 클수록 성장효과가 기에는 크게 나타나지만 장기 으로는 경

제활동참가율의 추가 인 상승이 어려워 성장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율 감소와 련된 책으로서주16) 정년이 3년 는 5년 늘어나 선진

주15) 외국인노동자는 2005년 5월 재 약 36만명으로서 내국인 취업자 2,300만명 비 1.5%를 

차지하고 있다.

주16) 우리나라의 근로자 평균 정년은 외환 기 이후 조기퇴직제의 증과 범 한 고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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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수 (60~65세)으로 상향 조정되는 경우 성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성장률 제고효과가 2050년까지 평균 0.1%p 내외로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한편 정년을 보다 길게 연장할수록 성장효과는 커지지만 그 차이는 작은데 

이는 고령화되면서 인 자본의 질  수 이 정 을 지나 하향하기 때문이다. 

  동 연구에서는 한 총요소생산성 제고효과도 검토하 다주17). 기 연구에 

한 투자 확 를 통하여 사후 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 의 연평

균 2.0%에서 분석기간 (2001~2050년) 2.5%로 0.5%p 확 되는 경우 성장률이 

0.3~0.6%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성장효과가 노동투입이 늘어나는 

경우보다 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 으로 확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결국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문제를 극복하기 해서는 인 자

본의 축 을 통한 유효노동력의 확충과 기술 신에 의한 생산성 제고가 무엇보

다 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으로 단축되었다. 2002년 재 근로자의 평균 정년퇴직 연령은 사무‧ 리직의 경우 57.1

세, 생산기능직은 56.6세로 1988년 비 각각 1.1년, 3.6년 정도 증가하 으나, 외환 기 이

후에는 조기퇴직제의 증과 범 한 고용조정 등으로 오히려 근로자의 평균 정년이 단

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동배, 2003; 김기호, 2005에서 재인용).

주17)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은 1970년  연평균 0.9%, 1980년  3.1%, 1990~1995년에 1.7%, 

1996~2001년에는 2.3% 상승하여, 증가율이 1980년 에 가장 높은 수 을 나타낸 후 1990

년  반기에 둔화(-1.4%p)되었다가 후반기에 증가폭이 확 (0.6%p)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종화, 2004). 한편 미국의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1990년 연평균 0.9%에

서 1991~2000년 2.1%로 1.2%p 상승한 바 있다(김동석, 2004). 이상은 김기호(2005)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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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각종 시나리오별 성장률 추이(%, %p)

구분 06~10 11~20 21~30 31~40 41~50 체 평균

해외노동력
유입

3%p
유입

4.13
(0.01)

3.44
(0.01)

3.32
(-0.01)

2.62
(-0.01)

1.44
(-0.01)

2.87
(0.00)

5%p
유입

4.14
(0.02)

3.45
(0.01)

3.31
(-0.02)

2.62
(-0.02)

1.43
(-0.01)

2.86
(-0.01)

경제활동
참가율

5%p
상승

4.43
(0.31)

3.75
(0.32)

3.67
(0.35)

3.02
(0.38)

1.86
(0.41)

3.23
(0.30)

10%p
상승

4.59
(0.48)

3.75
(0.32)

3.67
(0.35)

3.01
(0.38)

1.86
(0.41)

3.25
(0.38)

정년연장

3년
연장

4.10
(-0.02)

3.53
(0.10)

3.52
(0.19)

2.75
(0.11)

1.38
(-0.07)

2.95
(0.08)

5년
연장

4.08
(-0.04)

3.69
(0.25)

3.66
(0.33)

2.73
(0.09)

1.39
(-0.06)

3.01
(0.14)

총요소
생산성

0.5%p
제고

4.45
(0.33)

3.87
(0.43)

3.90
(0.57)

3.21
(0.58)

2.04
(0.59)

3.38
(0.52)

  주: (  ) 내는 고령화 망() 비 성장률 격차

출처: 김기호(2004)

  김동석(2004)은 합계출산율 망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다를 수 있음을 지

하고 합계출산율 가정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계한 바 있

다. 총요소생산성은 1.5%, 2.0%인 경우를 가정하 으며, 구체 인 추계결과는 

<부록 1>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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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합계출산율 2.1 비 다양한 합계출산율 가정하에서의 평균경제성장률 변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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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R=1.0 TFR=1.19 TFR=1.4 TFR=1.6 TFR=1.8 TFR=2.1

주: 김동석(2004)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그림을 작성하 음. 

  [그림 2-8]은 김동석(2004)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합계출산율이 2.1인 경우에 

비하여 다양한 합계출산율의 가정 하에서 노동(취업자수+인 자본)이  잠재

성장률에 미치는 향을 나타난 그림이다주18).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합계출산율이 2.1인 경우에 비하여 합계출산율이 1.0에서 1.8까지 변화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노동의 기여도는 2020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 실제로 

합계출산율 수 에 계없이 노동의 기여도는 2003~2010년에는 1.45%p, 

2010~2020년에는 1.93%p로서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 2020~2030년부터는 소폭의 

차이가 나타나는 데, 합계출산율 2.1인 경우에 비하여 합계출산율이 1.0, 1.19, 

1.4, 1.6 그리고 1.8인 경우에는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0.03%p, 0.01%p, 

주18) 실제로 김동석의 출산율에 한 가정은 2035년까지는 가정된 합계출산율로 변화한 후 

2036년부터 2050년까지는 동 출산율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 때 2004년부터 

2035년까지는 합계출산율이 선형으로 증가하여 가정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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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p, 0.01%p 그리고 0.01%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30~2040년의 경

우에는 동 하락폭이 각각 0.16%p, 0.13%p, 0.09%p, 0.07%p, 0.05%로 확 되며, 

2040~2050년에는 각각 0.47%, 0.37%, 0.27%, 0.22%, 0.14%로 더욱 확 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결국 합계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하락효

과는 향후 20여년 동안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을 시사한다주19). 물론 이

와 같은 은 부양비의 증가에 따른 축률의 하락과 이에 따른 자본축 의 하

락효과를 반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효과를 다소 과소하게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축률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는 을 감안하면 일반 으로 논의되는 인구고령화의 단기

인 경제성장 해효과는 알려진 만큼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주20). 

  다음의 <표 2-11>은 지 까지 제시된 바 있는 다양한 장기 망 추계치를 요

약하여 보고하고 있다. 연구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체로 2010년 에는 

4.0%내외, 2020년 에는 3%내외, 2030년 이후 20년간은 게 2%내외로 추정하

고 있다.

주19) 김동석(2004)은 출산율제고효과는 단기 으로는(약 20년 이내) 부정 인 반면, 장기 으로

는 정 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출산율이 높아질 경우 피부양인구비율이 즉각 으로

(20년 이내) 높아져서 자본축  속도를 낮추는 반면, 취업자수 증가율에 향을 미치기 

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 지 한 내용은 이와 

같은 경우를 다르게 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출산율이 하되는 경우 단기 으로는 

피부양비율이 낮아지고 이는 자본축 속도를 높이는 정 인 효과가 있는 반면, 장기

으로는 취업자수증가율이 감소하여 부정 인 효과를 낳는다는 을 설명하고 있다.  양자

의 경우 모두에서 약 20년 이내에는 출산율효과가 크지 않다는 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20) 김동석(2004)의 연구에서는 한진희 외(2002)에서 추정한 축률 결정방정식을 이용하 다. 

동 연구에서 축률은 실질GDP성장률, 피부양비율, 경상GDP 비 가계부채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모형화하 다. 각 변수가 축률에 미치는 향은 실질GDP성장률은 양의 

효과, 피부양비율은 음의 효과, 가계부채비율은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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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장기성장률 망 비교

(단 : %)

구분 ~2010 2011~2020 2021~2030 2031~2050

KDI (A) 5.2 4.0 2.7 1.4

KDI (B) 4.5 3.8 2.2 0.5

국민연

발 원회

균형모형 5.0 4.1 3.1 1.9

축약모형 4.5 3.8 3.1 2.3

국민연 연구센터 5.2~5.0 4.1~4.6 3.2~4.0 1.9~3.1

국민연 연구원 4.4 3.0 2.3 1.6

주: 1) KDI(A) : 박 경, 이진면(2001), “국민연 재정추계를 한 거시경제변수 망”, 고성장 시나리오

  2) KDI(B) : 김동석(2004), “인구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한국개발연구원(총요소생산성증가율

=1.5%, 합계출산율=1.4)

   3) 국민연 발 원회(2003), “2003 국민연 재정계산  제도개선방안”

   4) 국민연 연구센터 : 박무환(2004), “국민연  재정시뮬 이션을 한 거시경제변수 장기

망”, 국민연 연구센터 연구보고 2004-02.

   5) 국민연 연구원 : 박무환(2006), “국민연  장기재정추계를 한 거시경제변수 망 방법

론 연구: 성장모형을 심으로”, 국민연 연구원 Working Paper 2006-11

출처: 김기호(2005), 박무환(2006)에서 발췌, 재정리

  이러한 다양한 망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재의 인구구조 추계치하에서는 어떠한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잠재성

장률은 궁극 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먼   인구 자체가 어들면

서 노동투입요소의 량이 어든다는 에서 다른 외생 인 변화가 없는 한 

필연 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총부

양비를 상승시키며 이는 축률의 하락을 동반하는 경우 자본축 의 해로 연

결되고 이는 경제성장에 한 자본의 기여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은 

어떠한 정교한 모형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필연 으로 얻게 되는 결과일 것이다.

  둘째, 부분의 연구에서 지 하는 바와 같이 잠재성장률의 하를 막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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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 자본의 질 향상과 경제시스템의 개 을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증 가 유

일한 방법이라는 이다. 이는 인구구조의 경제성장 해효과가 기 으로는 크

지 않다는 을 감안할 때, 인 자본에 한 투자증 와 총요소생산성을 증 시

키려는 교육과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 그리고 사회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통

해 인구고령화의 부정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정 인 신호이기도 하다. 

  셋째, 향후 복지제도의 구축이나 복지지출의 확 가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에 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한 고령화사회에 비하여 반 인 인 자본, 특히 노인들의 인 자본을 

어떻게 증 시킬 것인가의 에서 문제를 근하는 것이 잠재성장률 하를 

막는 동시에 노인들의 후생증 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제4  소득분배 변화에 한 추계결과와 시사

  1. 경제성장, 실업률 그리고 소득분배의 계

  미래의 소득분배 상황을 측하는 일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이는 기본 으

로 소득분배가 경제  산업, 그리고 고용변수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인구구조, 그리고 각종 사회  경제제도의 향을 받아 결정되는 변수이기 때

문이다. 본고에서는 소득분배 상황과 가장 한 련이 있을 것으로 상되

는 경제변수와의 련성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소득분배와 경제변수 사이의 

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추론해 본다. 그리고 해외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소득분배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추론한 다음, 미래

의 소득분배 상황을 측한 연구들을 통해 시사 을  도출해 본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개인들의 시장소득 수 은 기본 으로 경제성장률과 실

업률의 함수일 것이며, 소득 수 의 분산척도인 소득분배도 거시 으로는 경제

성장률  실업률과 한 련이 있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 2-9]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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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은 각각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변화율, 실업률과 지니계수를 보여주고 있

다. 이 때 지니계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인 이상 도시 근로자가구의 지니

계수이다. 이 그림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지니

계수증가율이 낮아지며(즉, 소득분배는 양호해지며),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지니

계수는 높아진다(즉, 소득분배는 악화된다). 실제로 1979년부터 2005년까지의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변화율의 상 계수는 -0.610에 달한다. 한 동일 기간 

 실업률과 지니계수의 상 계수는 0.713에 달한다주21). 

  이러한 결과는 3 에서 지 한 바와 같이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이는 소득분배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과 소득분배의 계에 해서는 물론 추가 인 연구가 요망된다. 그런데 [그림 

2-9]나 [그림 2-10]에서 나타난 상은 일반 으로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경제성

장과 소득분배의 계라기보다는 경기순환과 소득분배라는 에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실제의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에서 순환변

동치를 제거한 이후 추세 인 요인만을 추출하여 두 변수의 계를 분석하여야

만 본고의 주장은 보다 엄 한 의미에서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실업률에 한 장기 측치는 드물기 때문에 실업률 상에 근거하여 소득분

배 상황에 한 함의 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경

우 단기 으로는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소득

분배가 악화될 것으로 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게 경제변수가 악화됨에 따라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이

에 응하는 소득분배 는 소득재분배 정책에 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인

주21) 경제성장률이란 실질GDP성장률을 의미하는데, 동 변수는 실질GDP의 기 비 증가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를 직 비교하지 않고,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의 

기 비 증가율을 의미하는 지니계수 변화율간의 상 계를 구하 다. 엄 한 통계  

검정과정을 통해 실질GDP와 실질GDP증가율, 그리고 지니계수와 지니계수 변화율의 불안

정성(non-stationarity)을 검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고에서는 두 변수간의 략 인 련

성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 변화율간의 상 계수를 구하 다. 실업

률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차분변수가 아니라 수 변수이기 때문에 수 변수인 지니계수

와 상 계수를 구하 다. 엄 한 에서 보면 실업률의 경우에도 불안정성을 검정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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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조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소득분

배 정책의 수요증 는 자연스럽게 정부부문의 확 를 래하게 될 것이다. 소

득분배정책의 증 와 더불어 정부부문의 확 가 총요소생산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게 될지에 한 깊이있는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9〕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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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실업률과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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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와 [그림 2-10]은 도시거주 근로자가구를 상으로 한 소득분배 

황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들의 소득분배 상황을 반 하지 못한

다. 소득분배가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과 한 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의 하나는 분석에 사용한 지니계수가 도시근로자가구만의 지니계수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 으로 이러한 가설을 통계 으로 검정하기

는 어렵다주22).

  다만 여유진 외(2005)에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계산한 경상소득기

 지니계수를 보면 1996년 0.2787, 2000년 0.3317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도시근

로자가구 기  지니계수가 1996년 0.291, 2000년 0.321로 상승한 결과와 추세

주22) 이는 근본 으로 비근로자가구를 포함하는 장기가구소득시계열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연

구자들이 소비함수 는 소득함수를 이용하여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바

탕으로 체가구에 한 지니계수 등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근본 으로 계량경제학 인 한계 을 가지고 있다(구체 인 내용은 강석훈, 박찬

용(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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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실업률과 소득분배간의 계는 도시

근로자가구 뿐만 아니라 체 가구에서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물

론 이러한 분석은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가 장기간 축 된 후 데이터를 통해 

엄 하게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간의 계에 있어서 보다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소

 말하는 “고용없는 성장”으로 표되는 성장과 분배의 계변화에 한 논의

이다. 를 들어 국민경제자문회의(2006)의 “동반성장을 한 새로운 비 과 

략”에서는 동반성장으로의 정책패러다임 환이 필요한 이유로서 성장과 분배

의 고리가 약화되었고 한 산업간 연 계, 수출-내수 간 연계성, 산출과 고

용간의 연 계가 약화되었음을 주장하 다. 

  동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소득분배 악화는 성장요인보다는 세계화, 지식정보

화, 국의 부상이라는 외부 인 요인에 해 소기업 등 내 지향  경제주

체들이 효과 으로 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하 다고 진단하고 있다. 산업유발

계수가 1990년 2.056에서 2000년에는 1.959로 하락하 으며, 이는 로벌 경쟁

력을 갖춘 정보통신 련 기업의 핵심부품 기술수 이 낮아 간재의 부분

을 수입에 의존하고, 이에 따라 기업- 소기업간, 최종재-소재부품 간 연계

구조가 취약해 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주23). 수출 1원이 1993년에는 

0.711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 으나, 2000년에는 0.630원으로 감소하여 수출-내

수간 연계성이 약화되었다.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하는 경우의 고용유발계수

는 1990년 26.8명에서 2000년에는 12.4명으로 감소하여 산출과 고용간의 연결고

리가 약화되었다주24).

  그러나 성장과 분배의 계변화로 제시되는 이와 같은 논거 에서 재고할 

부분도 없지 않다. 먼  최근 산업유발계수가 하락하 지만 재의 산업유발계

수의 수 은 과거 1980년  반과 유사한 수 으로 추론되며, 수출의 부가가

치 유발계수도 1980년  반과 유사한 수 이다.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문제는 

주23)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  증가할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  는 간 으로 유

발되는 생산증가분을 의미한다.

주24) 이상의 내용은 국민경제자문회의(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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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서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에서 문제라기보다는 국민경제자문회

의(2006)에서도 지 한 바와 같이 이러한 소득분배의 변화가 새로운 상황에 

처하는 주체들의 응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도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이 때 경제정책의 방향은 세계화나 지식정보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

니라 개별 경제주체들의 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 모아져야 할 것이

다주25). 한 3 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외개방의 확 나 지식정보화의 진

은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증 시키는 정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 성장과 분배간의 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용유발계수가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이라고 하겠다. 이는 과거와 동일한 경제성장률

을 달성하는 경우에도 경제성장의 과실이 임 이라는 경로를 통해 직 으로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배분되는 기능이 어들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용유발계수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분리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

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를 볼 때 서비스업의 비 이 증

될 것이다. 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가 제조업보다 크므로 총량측면에서 볼 때 

고용량의 증가여부는 서비스업의 증가속도와 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의 감소

폭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일반 으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하여 고용유발계

수가 크고, 하락속도도 제조업에 비하여 낮으므로 최근의  “고용없는 성장”에 

한 논의는 다소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주26). 

주25) 실제로 1980년 와 1990년  걸쳐 부분의 OECD국가에서 기술노동자와 고기술노동자 

사이에 임 격차가 확 되는 upskilling 상이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상은 개방의 확

나 기술편향 기술진보(skill biased technological change)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

나 동 기간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두 그룹간의 임 격차가 어들었는데, 이는 1980

년 부터 개된 학인력 정책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내외 환경변화과정에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강석훈, 홍동표(1999) 참조).

주26) 한국은행은 1998년에 1995년 산업연 표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한국은행, 1995년 산

업연 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1998년 4월 1일). 동 자료에서는 제조업 산출액 10억

원당 소요되는 취업자수는 1990년 21명에서 1995년에는 1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불과 5년 만에 취업자 유발계수가 반 이하로 어들었지만, 어도 1990년  반에 

걸쳐 한국경제에서 고용문제가 재처럼 심각하게 검토된 이 없다. 이는 당시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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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용증가율이 작은 경제성장이라고 하여 성장 자체의 요성을 간과해서

는 안될 것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임 이라는 경로를 통해 배분되는 기능이 

약화된 경우, 임 이외의 기타 경로를 통해 국내의 경제주체들에게 배분되는 경

로를 확 하는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일 것이다. 한 

고용유발계수가 상 으로 높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2. 역사  경험을 통해 본 소득분배 시사

  일반 으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간의 장기  계는 쿠츠네츠 가설을 이용하

여 설명한다. 즉, 경제개발 기단계에서는 고성장과 소득분배악화 상이 나타

나며, 선진국에 근 할수록 경제성장 둔화  소득분배 개선 상이 나타난다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간의 역 U자 계형 가설이다. 쿠츠네츠 가설에 해서는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일된 연구결과는 없는 것

으로 단된다. 따라서 쿠츠네츠 가설을 이용하여 한국의 미래 소득분배를 

측하는 방법에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한국의 소득분배 상황을 측하기 해서 외국의 장기  경험을 참조할 수도 

있다. <표 2-12>는 1970년  반부터 2000년까지 주요 OECD국가의 소득분배 

변화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

는 소득분배의 변화상황은 국가마다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반 으로 많

은 국가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경향이 보이지만, 국가에 따라 소득분

배가 개선되는 경우도 있으며, 불변인 경우도 나타난다. 

  한편, 통계청의 소득분배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득분배 

상황이  세계 인 추세와는 반 의 방향으로 움직 음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  반에서 1990년  반에 걸쳐 반 으로 많은 국가에서 소득분배

가 악화되는 상이 나타났으나 동 기간  통계청의 근로자가구소득 지니계수

로 측정한 한국의 소득분배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세계

인 소득분배 상황의 변화가 한국에도 곧바로 용될 것이라는 은 받아들여

경제성장률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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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크게

개선

상당히

개선

다소

개선
불변

다소

악화

상당히

악화

크게

악화

70년  반
~

80년  반 그리스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국

80년 반
~

90년 반
스페인

호주

덴마크

오스트리아

캐나다

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국

미국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90년 반
~

2000년

멕시코

터키

핀란드

아일랜

드

폴란드

호주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미국

오스트리

아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일본

노르웨이

국

핀란드

스웨덴

지기 어려운 가설로 볼 수 있다. 즉, 외국의 장기간에 걸친 소득분배 변화경험

을 우리에게 바로 용하여 미래의 소득분배를 측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표 2-12〉 주요 OECD 국가의 소득분배 변화 추세

주: Gini 계수(x100) 기 으로 : 크게 개선= 12 이상 감소, 상당히 개선= 7~12 감소, 다소개선= 

2~7 감소, 다소악화= 2~7 증가, 상당히 악화= 7~12 증가, 크게 악화= 12 이상 증가

출처: Computations from OECD questionnaire on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s. 한국개발연구원

(2006)이 작성한 국가비 과 장기재정 략의 <표 I-6> 재인용

  3.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분배

  이미 지 한 바와 같이 소득분배는 임 구조의 변화, 기술편향 기술진보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변화, 로벌화 진  등

의 시장요인과 사회를 구성하는 각종 제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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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결정요인을 반 하여 소득분배의 미래상황을 측하는 일은 매우 어

려운 일임과 동시에 거의 무의미한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김용성(2005)

은 소득 분배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에서 연령구조, 가구규모  교

육수 의 변화만을 고려하여 향후 소득분배를 측하 다주27)주28)주29).

  <표 2-13>은 총소득  경상소득 기  소득분배 측치를 보여주고 있다. 총

소득을 기 으로 할 때 2005년의 지니계수는 0.326이었으며, 2020년에는 0.335

로 상승할 것으로 측되었다. 하  25%소득 비 상  75%소득비율은 2005년 

2.163에서 2020년에는 2.223으로 상승할 것으로 상되었다. 한편, 경상소득을 

기 으로 할 때는 2005년의 지니계수는 0.322 으며, 2020년에는 0.330으로 상

승할 것으로 측되었다. 하  25%소득 비 상  75%소득비율은 2005년 2.181

에서 2020년에는 2.275로 상승할 것으로 상되었다.

  김용성(2005)은 지니계수 표 편차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지니계수의 

변화가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을 보 다. 물론 동 연구에서 1인가구가 제외

되었고 한 표본이 도시근로자가구에 한정되었다는 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15년간 연령구조, 가구규모, 교육수 의 변화로 인해 유발될 것으로 상되는 

지니계수의 변화는 기 한 만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단된다. 

주27) 김용성(2005)은 동 변수들이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분석 상으

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측가능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동 변수들을 고려하 다.

주28) 동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1인가구는 고려하지 않았다. 한 2003년부터의 

국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 으나, 동 연구의 수행 당시에는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이 가용하

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 근로자가구로 한정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주29) 성명재(2005)도 가상패 자료를 구축하여 미래의 소득분배와 빈곤율에 한 측을 실시한 

바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환경변화 71

〈표 2-13〉 총소득  경상소득의 소득분배의 추이(2005～2020년)

연도
총소득 경상소득

GINI P75/P25 CV GINI P74/P25 CV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0.326

0.327

0.327

0.328

0.329

0.329

0.330

0.331

0.331

0.332

0.332

0.335

0.334

0.335

0.336

0.335

2.163

2.168

2.173

2.186

0.192

2.190

2.194

0.196

2.207

2.213

2.212

2.217

2.225

2.231

2.235

2.223

0.758

0.761

0.766

0.770

0.775

0.779

0.785

0.792

0.797

0.804

0.812

0.820

0.828

0.838

0.849

0.860

0.322

0.323

0.323

0.324

0.325

0.325

0.326

0.326

0.327

0.328

0.328

0.328

0.329

0.330

0.331

0.330

2.181

2.194

2.198

2.206

2.211

2.214

2.220

2.221

2.229

2.233

2.230

2.325

2.240

2.248

2.254

2.275

0.632

0.633

0.634

0.635

0.636

0.635

0.636

0.637

0.637

0.638

0.637

0.639

0.640

0.641

0.643

0.641

  주: 각 연도별 가 치를 용한 2003~2004년 도시가계조사자료임.

출처: 김용성(2005), <표 5-1>재인용

제5  인구구조, 경제성장과 분배구조: 미완의 결론

  본고에서는 인구구조, 경제성장, 소득분배에 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세 가

지 요소들의 상호연 계를 도출하고자 하 다. 도출된 주요 시사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만약 재의 인구추계결과를 그 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인구의 수 감소는 

경제성장 면에서 투입가능한 노동요소의 값이 감소함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값의 감소를 보상할 만큼 노동력의 질 인 개선이 없는 한 직 으로 경

제성장률을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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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인구의 증가율이 감소한다거나 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은 투입가능 

요소량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 잠재력이 하된다는 경로이외에도 복지제도와 

련하여 요한 함의 을 가진다. 개의 복지제도, 특히 연  제도는 후 의 

인구가 증가한다거나 는 최소한 재수 을 유지한다는 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 인구가 감소한다면 이러한 가정에 기반을 둔 모든 복지제도는 

필연 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복지제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구의 

감소에 응하려면 모든 복지제도는 기존세  완결  구조-기존 세 의 수혜분

은 기존 세 의 기여분과 이 기여분에서 생된 투자이익의 합을 과할 수 없

는 구조-를 가지지 않으면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구체 인 복지수요라는 에서 보았을 때 여성인구의 증가, 특히 여

성노인인구의 비  증가는 향후 여성노인 련 복지제도의 반 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표 2-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5년 

재 여성무배우자노인이 200만명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400만명에 육박할 것

으로 상된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 한 면 인 복지제도의 재검토가 시

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재의 측 로라면 노인인구에 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평균수명이 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을 감안할 때 65세를 기

으로 노인인구를 구분하는 것은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한 척도가 아닐 수도 

있다. 향후 노인인구를 재정의하는 작업도 범 한 학문 역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  에서 분석한 잠재성장률 측결과를 보면 어도 향후 10여년간

의 잠재성장률의 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의해 좌우된다기 보다는 총요소

생산성의 상승과 하락여부 는 폭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상된다. 이는 결

국 향후 10여년 동안 복지제도의 설계가 경제 체의 총요소생산성과 어떠한 

련이 있는가를 시하여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 즉,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란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제로 하거나 는 최소한 양자가 병립하여야 한다고 

할 때 총요소생산성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제도의 설계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을 의미한다. 이러한 에서 구체 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증 시키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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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정책들에 한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야의 구체 인 분

야로는 교육복지나 일하는 사람들을 한 복지 등을 지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잠재성장률 측치가 가지는 두 번째 시사 은 일반 으로 복지학계에서 논

의되는 사회지출의 비 이나 복지제도 등의 제도  요인은 잠재성장률 추계치

에 거의 반 되지 않았다는 이다. 향후 복지제도 등의 제도  요인과 사회지

출 등의 재정  요인이 잠재성장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인가에 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만약 향을 미친다면 그 폭을 측정하는 연구도 진행될 필요

가 있다. 

  한편, 한진희 외(2002)나 삼성경제연구소(2005)의 연구에서는 모두 신을 기

반으로 한 시스템경쟁력의 강화와 외개방도의 증가가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

는 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의 확 나 사회보장제도의 확

가 시스템경쟁력의 제고, 외개방도의 확 와 구체 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의 분야가 연구과제로 제기된다고 하겠다. 문소상(2005)의 

연구에서 교육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 교육복지도 교육경쟁력제고를 통

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과 하게 연계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인구구조

의 변화보다 총요소생산성의 변화가 더욱 요하다는 은 인구구조를 명시

으로 고려하여 장기 으로 잠재성장률을 측한 문소상(2005)의 연구에서도 강

조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명시 으로 반 한 잠재성장률 추계결과에 의하면  합계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하락효과는 향후 20여년 동안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이와 같은 은 부양비의 증가에 따른 축률의 하락과 

이에 따른 자본축 의 하락효과를 반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

화효과를 다소 과소하게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축률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는 을 감안하면 일반 으로 논

의되는 인구고령화의 단기 인 경제성장 해효과는 알려진 만큼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장기경제 측치로부터 몇 가지 시사 이 도출되었다. 재의 인구구

조 추계치하에서는 어떠한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은 궁극 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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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다. 이는 먼   인구 자체가 어들면서 노동투입요소의 

량이 어든다는 에서 다른 외생 인 변화가 없는 한 필연 으로 잠재성장률

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총부양비를 상승시키며 이

는 축률의 하락을 동반하는 경우 자본축 의 해로 연결되고 이는 경제성장

에 한 자본의 기여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은 어떠한 정교한 모형

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필연 으로 얻게 되는 결과일 것이다.

  둘째, 부분의 연구에서 지 하는 바와 같이 잠재성장률의 하를 막는 길

은 인 자본의 질 향상과 경제시스템의 개 을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증 가 유

일한 방법이라는 이다. 이는 인구구조의 경제성장 해효과가 기 으로는 

크지 않다는 을 감안할 때, 인 자본에 한 투자증 와 총요소생산성을 증

시키려는 교육과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 그리고 사회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를 통해 인구고령화의 부정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정 인 신호이기도 

하다. 

  셋째, 향후 복지제도의 구축이나 복지지출의 확 가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에 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한 고령화사회에 비하여 반 인 인 자본, 특히 노인들의 인 자본을 

어떻게 증 시킬 것인가의 에서 문제를 근하는 것이 잠재성장률 하를 

막는 동시에 노인들의 후생증 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소득분배의 거시  결정요인을 감안할 때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이는 소득분배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의 

계에 해서는 물론 추가 인 연구가 요망된다. 특히 일반 으로 논의되는 

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간의 계는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의 계라기보다는 경기순환과 소득분배라는 에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

당할 것으로 단된다. 실제의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에서 순환변동치를 제거

한 이후 추세 인 요인만을 추출하여 두 변수의 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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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에 한 장기 측치는 드물기 때문에 실업률 상에 근거하여 소득분

배 상황에 한 함의 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경

우 단기 으로는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소득

분배가 악화될 것으로 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게 경제변수가 악화됨에 따라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이

에 응하는 소득분배 는 소득재분배 정책에 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인

구구조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소득분

배 정책의 수요증 는 자연스럽게 정부부문의 확 를 래하게 될 것이다. 소

득분배정책의 증 와 더불어 정부부문의 확 가 총요소생산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게 될지에 한 깊이 있는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의 계변화에서 주로 인용되는 “고용 없는 성

장”에 한 논의도 일부 재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먼  최근 

산업유발계수가 하락하 지만 재의 산업유발계수의 수 은 과거 1980년  

반과 유사한 수 으로 추론되며,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1980년  반과 

유사한 수 이다. 실제로 성장과 분배간의 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용유발계수가 지속 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이라고 하겠다. 이는 과거와 동

일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경우에도 경제성장의 과실이 임 이라는 경로를 

통해 직 으로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배분되는 기능이 어들 것임을 의미하

는 것이다. 

  고용유발계수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분리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

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를 볼 때 서비스업의 비 이 증

될 것이다. 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가 제조업보다 크므로 총량측면에서 볼 때 

고용량의 증가여부는 서비스업의 증가속도와 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의 감소

폭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일반 으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하여 고용유발계

수가 크고, 하락속도도 제조업에 비하여 낮으므로 최근의 “고용없는 성장”에 

한 논의는 다소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한 고용증가율이 작은 경제성장이라고 하여 성장 자체의 요성을 간과해

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임 이라는 경로를 통해 배분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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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화된 경우, 임 이외의 기타 경로를 통해 국내의 경제주체들에게 배분되

는 경로를 확 하는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일 것이다. 

한 고용유발계수가 상 으로 높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김용성(2005)은 인구구조, 가구구조  교육수 의 변화로 인해 소득분배가 악

화될 것이며, Cowell(2000)의 지니계수 표 편차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지

니계수의 변화가 통계 으로 유의하다는 을 보 다. 물론 동 연구에서 1인가

구가 제외되었고 한 표본이 도시근로자가구에 한정되었다는 을 감안하더라

도 향후 15년간 연령구조, 가구규모, 교육수 의 변화로 인해 유발될 것으로 

상되는 지니계수의 변화는 기 한 만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10

여년 내에는 경제성장이나 소득분배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

로 단된다, ② 인구의 감소는 연 제도 등이 자기세  완결 이어야 함을 시

사한다, ③ 향후 10년이나 는 향후 50년 동안에도 경제성장률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요소생산성일 것이며, 따라서 각종 사회경제제도의 설계

시 총요소생산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인구구조변화와 경제성장률 그

리고 소득분배라는 에서 보았을 때 고령화에 비한 정책기조는 복지의 확

충과 노인 인 자본개발의 두 가지 근 방법 에서 엄 한 검증과정을 거쳐 

선택할 문제이다, ⑤ 인구구조변화 자체는 소득분배에 미치는 향이 제한 이

지만, 향후 경제성장률의 변화는 소득분배 상황에 가장 직 인 향을 미칠 

변수이다 

  본고에서는 도출한 시사 과 가설들은 인구구조, 경제성장, 소득분배에 한 

엄 한 이론  모형을 바탕으로 도출된 사항들이 아니다. 시사 으로 도출된 

내용들도 기존에 존재하는 방 한 련문헌에 한 불완 한 문헌연구에서 

생된 사항일 수 있다. 한 도출된 간결론들이 엄 한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

진 결과도 아니다. 본고가 향후 인구구조, 경제성장, 소득분배간의 상호연 성 

연구와 이러한 사항들이 복지제도의 구축에 미치는 시사 을 도출하는데 하나

의 작은 기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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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김동석(2004)의 추계결과

〈참조-1〉 시나리오별 성장 망  성장요인 분석(%, TFP증가율 2.0%)

TFR 기간 성장률
성장요인별 기여도

취업자수 인 자본 자본스톡 TFP

2003~10 5.10 0.66 0.79 1.66 2.00

2010~20 4.84 0.31 0.62 1.93 2.00

1.00 2020~30 3.58 -0.43 0.52 1.51 2.00

2030~40 2.23 -0.95 0.35 0.85 2.00

2040~50 1.26 -1.25 0.15 0.38 2.00

2003~10 5.10 0.66 0.79 1.66 2.00

2010~20 4.82 0.31 0.62 1.91 2.00

1.19 2020~30 3.56 -0.41 0.52 1.47 2.00

2030~40 2.25 -0.90 0.33 0.83 2.00

2040~50 1.38 -1.13 0.13 0.40 2.00

2003~10 5.10 0.66 0.79 1.66 2.00

2010~20 4.81 0.31 0.62 1.90 2.00

1.40 2020~30 3.52 -0.41 0.51 1.43 2.00

2030~40 2.24 -0.85 0.32 0.79 2.00

2040~50 1.48 -1.00 0.10 0.40 2.00

2003~10 5.09 0.66 0.79 1.66 2.00

2010~20 4.80 0.31 0.62 1.89 2.00

1.60 2020~30 3.50 -0.40 0.51 1.41 2.00

2030~40 2.22 -0.82 0.31 0.76 2.00

2040~50 1.52 -0.92 0.07 0.39 2.00

2003~10 5.09 0.66 0.79 1.66 2.00

2010~20 4.79 0.31 0.62 1.87 2.00

1.80 2020~30 3.47 -0.40 0.51 1.38 2.00

2030~40 2.22 -0.78 0.29 0.72 2.00

2040~50 1.59 -0.82 0.05 0.38 2.00

2003~10 5.09 0.66 0.79 1.66 2.00

2010~20 4.76 0.31 0.62 1.85 2.00

2.10 2020~30 3.43 -0.38 0.50 1.33 2.00

2030~40 2.22 -0.71 0.27 0.68 2.00

2040~50 1.73. -0.65 0.02 0.39 2.00

주: 김동석(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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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2〉 시나리오별 성장 망  성장요인 분석(%, TFP증가율 1.5%)

TFR 기간 성장률
성장요인별 기여도

취업자수 인 자본 자본스톡 TFP

2003~10 4.57 0.66 0.79 1.62 1.50

2010~20 4.23 0.31 0.62 1.81 1.50

1.00 2020~30 2.94 -0.43 0.52 1.35 1.50

2030~40 1.59 -0.95 0.35 0.70 1.50

2040~50 0.62 -1.25 0.15 0.23 1.50

2003~10 4.56 0.66 0.79 1.62 1.50

2010~20 4.21 0.31 0.62 1.79 1.50

1.19 2020~30 2.91 -0.41 0.52 1.32 1.50

2030~40 1.60 -0.90 0.33 0.68 1.50

2040~50 0.74 -1.13 0.13 0.25 1.50

2003~10 4.56 0.66 0.79 1.62 1.50

2010~20 4.19 0.31 0.62 1.77 1.50

1.40 2020~30 2.88 -0.41 0.51 1.28 1.50

2030~40 1.60 -0.85 0.32 0.64 1.50

2040~50 0.84 -1.00 0.10 0.25 1.50

2003~10 4.56 0.66 0.79 1.62 1.50

2010~20 4.18 0.31 0.62 1.76 1.50

1.60 2020~30 2.86 -0.40 0.51 1.26 1.50

2030~40 1.58 -0.82 0.31 0.61 1.50

2040~50 0.88 -0.92 0.07 0.24 1.50

2003~10 4.56 0.66 0.79 1.62 1.50

2010~20 4.17 0.31 0.62 1.75 1.50

1.80 2020~30 2.83 -0.40 0.51 1.23 1.50

2030~40 1.58 -0.78 0.29 0.58 1.50

2040~50 0.95 -0.82 0.05 0.23 1.50

2003~10 4.56 0.66 0.79 1.61 1.50

2010~20 4.15 0.31 0.62 1.73 1.50

2.10 2020~30 2.79 -0.38 0.50 1.18 1.50

2030~40 1.58 -0.71 0.27 0.53 1.50

2040~50 1.09 -0.65 0.02 0.23 1.50

주: 김동석(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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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사회보장제도의 이념  원리의 필요성

  1. 성장-분배 선순환론에 한 반성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보장정책의 확장과 그 방향을 둘러싸고 크

고 작은 논쟁이 있었다. 그 가운데 표 인 것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둘

러싼 논의 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문제제기의 핵심은 분배를 해 

자원을 더 투입하는 것이 장기 으로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사회복지에 한 재정지출

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투자의 성격을 지닌다는 논지도 같은 맥락에서 개

되었다.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이 우리보다 높은 국민소득수 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사

회지출을 하고 있다는 , 실제로 우리나라도 과거 높은 성장률과 낮은 수 의 

불평등을 동시에 유지하여 왔다는  등 다양한 실증  사례들이 이러한 논의

를 정당화하기 해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그것이 갖는 극  의미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 

확 를 한 지출 증 를 논리 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많은 문제 을 갖고 있

다. 첫째, 이러한 논지를 실증 으로 뒷받침하기 쉽지 않다. 엄 히 말해 실증

 뒷받침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른바 선성장-후분배론으로 표 되

는 반 의 주장을 완 히 설득시킬만한 실증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부담을 다는 실증  분석도 다수 존재한다. 한 복

지지출이 성장에 도움을 다면, 성장에 더 도움을 주는(즉,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은) 지출부문이 있을 때 복지지출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답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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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환론이 이러한 문제에 부딪치는 이유는 그 문제설정(problematic)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이 갖는 문제의식의 출발 이다. 우선, 성장

과 분배를 립시키는 설정이 논리 으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경제활동은 생산, 분배, 소비 등의 역으로 구성된다. 이때 성장은 생산의 

역에서 국민경제의 거시  목표일 수 있다. 그러나 분배 역시 국민경제활동을 

구성하는 한 역이며, 분배 역에서의 목표와 원칙은 생산 역에서의 목표 

 원칙과 ‘상 으로’ 독립 이다. 상 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의미는 생산, 

분배, 소비의 역이 상호 하게 연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각 역에서의 

자원의 배분이 국민경제 체  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각 역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달리 표 하자면, 어느 시 , 어느 나라에도 경제활동이 있는 한 분배활동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분배의 역에서의 문제는 어떤 분배원칙이 용되고 있는

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분배구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도 분배의 원리(그

것이 자생  원리이든 사회  합의에 의해 제도화된 원리이든)가 존재하기 마

련이다. 성장이란 목표에 려 분배가 억압되었다고 간주되는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에도 분배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분배를 규제하는 원리는(비록 일

되고 제도화된 형태는 아닐지라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에 따라서는 고도성장기의 분배가 상 으로 평등한 분배 다고 볼 수도 있

고 노동자에게 생산성을 도는 임 을 강요했던 불공정한 분배체계 다고 

볼 수도 있다. 선순환론의 문제는 이와 같은 분배 역 자체의 원칙과 문제

에 한 논의를 차단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떤 분배원칙이 

작동되고 있었으며,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원칙으

로 바 어나가야 한다는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셈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과거 

잘못된 분배의 원칙 자체를 은폐하는 효과마  지닌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분배의 의의를 성장이라는 타 경제 역에서의 목표에 

종속시키는 논의구조에 함몰되고 말았다는 이다. 실제로 도덕철학이나 사회

철학, 후생경제학의 역에서는 어떠한 분배가 공정한(just) 분배인가를 둘러싼 

무수히 많은 논의가 존재하 다.주30) 선순환론의 문제는 개별 정책의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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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를 이와 같은 규범  측면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등한시한 채 정책의 효과

에서만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2. 사회보장정책의 철학  기 에 한 모색의 필요성

  그 다면 과거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여 온 분배의 원리는 무엇이고 향후의 

원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가장 표 인 원칙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살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수

되었는 지와는 별개로, 이러한 원칙 자체는 능력과 기여에 따른 분배를 천명하

는 기본 이고도 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재분배의 역으로 들어가면 이 

달라진다.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 컨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생존은 보

호받지 못하는 것인가? 인도  측면에서 이들의 생존을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

면 보호의 정도는 어느 수 이어야 하는가?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근로기

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존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근본  질

문에 해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는 별다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들이 합의된 규범  가치의 바탕 에 연역 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이러한 실은 물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일천

한 역사를 반 하는 것이기도 하다.주31)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비 이 확 되고, 사회보장의 부담과 수혜를 둘러싼 

이해의 상충이 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무원칙의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 이

미 그 조짐은 여러 계기를 통해 확인되었다. 를 들어 제 군인 가산 제도에 

한 헌 결(1999)이나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게 한 법률에 한 

헌 결(2006)은 특정 집단에 한 정부의 보호정책이 다른 가치들을 침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 인 이다.  문제에 한 즉자  

주30) 개  설명은 Kymlicka(1990), Roemer(1996)를 참조할 것.

주31) 그러나 복지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여 히 제기되었다. 를 들어 “ 재 복지국가

에 한 철학이 없다. 그러한 이론의 필요성은 긴 하고 심각하다”(Robson, 1976), “사회복

지에 한 정부의 역할에 한 의 이론에 내재하는 철학  기   제에 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Reamer, 1993). 塩野谷祐一(200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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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의 차원에서 정책집행의 편의 주로 설계된 정책은 실부 합성을 드러

내기 이 에 논리  정합성의 측면에서 도 받게 된다. 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한 철학  원칙 없이 비용과 효과만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근본 으로 한계가 있다. 

  사회보장정책의 철학  원리에 한 탐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나 발 방향을 둘러싸고 제기

되는 많은 논란의 이면에는 원칙의 부재 는 그 원칙에 한 합의의 부재라는 

문제가 놓여있다. 를 들어 제도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

가의 문제는 국민의 생활을 국가가 얼마나 보호해야할 것인가에 한 합의에 

뒤따라야 하는 문제이다. 기 생활보장제도나 의료 여의 도덕  해이 문제는 

제도의 목 을 변화시켜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목 의 달성 과정에서 생되는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먼  정책의 목 함수를 설정한 후 그에 한 제약

조건과 기타 생되는 문제들을 고려하는 것이 문제에 근하는 방법이다. 

사회보장정책의 철학  원리에 한 탐구는 곧 정책의 목표에 한 질문이다. 

경제정책의 목표는 무엇이고 사회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양자는 조화 가능할 

것인가에 한 근본  질문이 필요한 것이다. 정책을 떠받치는 기본  이념에 

한 확인 없이는 정책은 그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  요인들에 의

해 지속성과 존립이 받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발 방향

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사회보장제도의 목표가 무엇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러한 목표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2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독립성과 보완  성격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각각 고유한 목표와 역할을 지닌다.  경제정책은 정

부의 완 고용, 물가안정, 경제의 장기  성장 등을 목표로 하며, 국가는 이를 

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우에 따라 조세  재정지출, 통화정책 등을 통해 

자원의 배분에 개입한다. 그러나 경제성장 혹은 경제발 은 다양한 삶의 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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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자기실 의 기회를 확 하는 과정이다. 즉, 센(Sen 

1999)이 지 하듯이, 경제발 은 경제 ‧정치 ‧사회  자유의 확 를 한 수단이

다. 한 동시에 이들 자유의 확 에 의해 경제발 이 더욱 진되기도 한다.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사회정책도 고유한 목표를 지닌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당연히 경제성장과는 다른 것이다. 사회정책의 목표가 경제성장이 아닌 것은 국

방정책이나 환경정책의 목표가 경제성장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방이나 

환경정책의 내용에 따라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경제성장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방이나 환경정책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정책 목표의 독자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정책 역의 많은 부분이 과거 가족이나 공동체가 담당하

던 기능이었다. 이 역에 한 개입이 국가의 역할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 은 

이 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이후이다. 역

사 으로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에 종속 인 기능(노동력의 안정  공 을 통한 

완 고용 달성)을 부여받는 형태로 시작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정

책수단 면에서도 상당부분 조세나 정부지출 등 경제정책의 역에 의존해야 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역의 비 이 확 되고 사회  갈등과 통합 여부

가 자본주의의 안정  발 에 미치는 향이 인지되면서 사회정책의 고유한 기

능  경제정책과의 균형 계의 요성이 부각되었다. 

  사회정책의 목표는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이란 추상 인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실제로 시장이나 국가 모두 여러 개인이 모인 집단이 안정 으로 유

지될 때 존재할 수 있다는 에서 사회통합이란 가치는 매우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통합이라는 추상  목표설정은 완 고용을 통해 사회  통합

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실 으로 받으면서 더욱 구체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주32) 즉, 추상  목표는 그것을 달성하기 한 구체  수단을 선택

주32) 최근 유럽연합을 심으로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의 철폐를 사회정책의 심에 치

시키려는 경향은 이러한 상황을 반 한다. 이러한 환은 노동력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장

기실업과 청년실업이 만연하면서 노동시장의 편입을 통해 사회  보호를 제공하는 통  

근방식에 한계가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방향 환과 련된 자세한 

논의는 심창학(2004), 강신욱‧김안나(2005)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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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어떤 원칙(이념)을 용할 것인가 하는 보다 근본  문제에 맞닥뜨린다. 

나아가 이 원칙이 경제 질서나 정치  질서의 토 가 되는 이념과 완 하게 일

치하지 않을 경우, 상이한 목표 간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하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뒷받침하는 이념  원리를 최 생활의 보장과 기

회의 균등이란 두 가지 원리로 요약하고, 각각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어떤 내용

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할 것이다. 

제3  사회보장제도의 원리 

  1. 최 생활의 보장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이념  토  가운데 하나는 국민  최 선(national 

minimum) 는 사회  최 선(social minimum)을 보장하는 것이다. 베버리지 보

고서는 사회보장을 궁핍, 질병, 무지, 부랑, 실업 등 다섯 가지의 해악에 한 

쟁이라고 선언했다. 개인의 생존과 안 을 하는 험으로부터 개인을 보

호하는 것, 이것이 사회보장제도가 추구해야할 최소의 가치라는 것이다. 이후 

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연 , 의료, 교육, 주택, 고용의 다섯 가지 분야를 포

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제도  틀은 베버리지 이후 서구 복지국가 정책의 

기본축을 형성하는 것으로써, 시민권 개념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최 수 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 기론이 등장하면서 사회보장지출의 수입과 지출에 막 한 

불균형을 래하는 정책이 공격받기 시작하 고, 자조  노력과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선별주의, 열등처우의 원칙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복지국가의 축

소를 주장하는 논의에는 최 선에 한 논란과 최 선을 상회하는 수 의 사회

 보호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하는 쟁 이 혼재되어 있다.

  베버리지가 언 한 다섯 가지의 험은 본질 으로 사  비용과 사회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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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발생시킨다. 사  비용은 소득의 감소, 이로 인해 생되는 가족의 해체, 

질병 등을 로들 수 있다. 사회  비용에는 사회  불안, 범죄의 발생, 질병의 

확산, 인 자본의 손실 등이 해당된다. 사회  보장정책은 사회  험이라는 외

부효과에 따른 사  비용과 사회  비용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때 사회

 비용과 사 비용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  비용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즉, 재산권을 분명히 확정함

으로써) 비용의 부담 주체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방법이

다. 를 들어 사고로 인해 개인이 입는 장애에 해 사고의 주체를 (공권력이) 

규정하고, 그로 하여  개인이 입은 손해(비용)에 해 지불(보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산업재해에 한 고용주의 책임, 경 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에 

한 고용주의 책임, 자연재해에 한 국가의 책임,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에 한 

가해자의 책임 등이 그러한 이다. 이와 같이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책임성에 

따른 비용증 효과가 인식되면서 사회  비용은 내부화되게 된다. 그러면 민간부

문은 이러한 경향에 반응하게 되고 그에 따라 비  지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다. 이 과정에서 재산권의 확정과 보호의 실행가능성, 비용의 계측가능성, 민간

부문의 지불능력 등이 내부화의 정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부화는 내부화에 따른 이익(효율성의 제고)에 의해 책임의 귀속을 정당화하는 

것일 뿐, 책임에 한 근본  가치 단을 제로 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외부효과의 존재에 해 시장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빈곤, 노화, 장애 등이 래하는 사회  비용에 해 경제

주체들의 공통된 인식이 뒷받침 될 경우, 기 생활 보장, 각종 수당, 장애인의 

편의를 한 지출 등의 재정지출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 물론 그 방식은 공공

부조, 사회보험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이러한 험에 해 국가가 보호

해야 한다는 원칙에 해 동의하는 것과, 보호의 수 에 한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 한 험의 특징은 구나 직면할 수 있고, 그 험에 처한(할) 사람

들의 규모가 비교  크며, 그에 따른 외부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

성을 갖는 특징에 한 사회  보호는 비교  쉽게 사회  동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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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선의 보호에 해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지 그에 필요한 자

원의 규모가 상 으로 작기 때문만은 아니다. 스웨덴의 보편주의  복지국가 

모형의 도덕  기 를 설명하고 있는 로스타인(Rothstein, 1998)에 따르면 국민

들이 정치, 경제, 사회구조 속에서 자율 인 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해서는 숙고와 선택(well-considered choice)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능력(basic 

capability)을 갖추어야 하며주33), 그것을 갖추기 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기본 인 능력의 제공은 모든 개인이 한 사회에서 자유롭고 독립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인 것이다. 

  롤즈의 설명에 따르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worst-off)을 개선시키자는 원칙은 재 각자가 처한 이해 계를 떠나 합리 으

로 사고하는 개인들이라면 응당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의 역에 해당

되는 것이다. 자신의 기본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개인이 험에 처할 수 

있도록 공  안 망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첫 번째 원칙이다. 

이때 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사회  최 선 이하의 상태)에 처하게 된 데에 

따르는 책임의 소재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 다음에 언

할 기회의 균등원칙과 다른 이다.

  한편, 최 생활보호의 원칙은 사회보장제도의 개별 정책에 용되는 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를 들어 연 보험제도는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는 노

년기에도 일정 수  이상의 생활을 국민들이 릴 수 있도록 하기 한 제도이

다. 물론 이때의 일정 수 이란 최 생활을 훨씬 과하는 수 이다. 따라서 연

제도에 한 한 최 생활보호가 아닌 정생활수  보장이 목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 제도의 목표가 사회보장제도의 일반  목표와 상충되는 것은 아

니다. 연 제도의 경우 국가가 최 수  이상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신 개인

에게도 추가  부담( 립  는 조세의 형태로)의 의무를 지우게 된다. 일반

주33) 로스타인은 기본  능력의 제공이란 원칙과 더불어 동등한 심과 존 (equal concern and 

respect)라는 하나의 철학  원칙을 제시한다. 동등한 심과 존 이란 빈곤층이나 장애

인 등을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일반인들과 분리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데, 뒤에서 언 하게 될 기회의 균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Rothstein, B.(1998) Just Institution 

Matter, Cambridge Univ. Pres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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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회보험제도는 보호의 수 을 높이는 신 개인의 부담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기회의 균등

  두 번째 원리는 기회균등의 원칙(equality of opportunity)이다. 일반 으로 평

등은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으로 구분되며, 개의 평등주의자들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자유와 상충

된다는 것이 평등주의를 비 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공통된 사고 었다. 평

등주의자들의 결과의 평등 개념에 반 하여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기회의 평등

이란 개념을 립시켜옴에 따라,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소극 이

고 보수 인 정책  개입을 시사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유와 기

회의 개념에 한 성찰의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것처

럼 자유주의 철학의 통 안에서도 평등의 개념은 매우 깊이 있게 다루어져 왔

으며, 평등이 개인의 자유를 확 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하게 존재해 왔다. 

  효율성  형평성이란 오래된 쟁 은 ‘평등이란 무엇인가’에 한 논의를 

발시켰다. 센(Sen, 1992)은 가장 반(反)평등주의 인 이론들조차 어떤 변수들의 

평등을 제로 하고 있음을 지 한다. 컨  노직은 자유지상주의  권리

(libertarian right)의 평등을, 뷰 은 법 , 정치  우의 평등(equal legal and 

political treatment)을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보수 인 정치철학  입장에 서더

라도 모든 개인은 동등하게 취 되어야 한다(equally treated)는 것은 근  시민

사회가 쟁취한 요한 성취이며 부정하기 힘든 가치이다. 따라서 평등한 분배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평등이란 무엇인가(what is equality?)’가 아닌 ‘무엇을 

평등하게 분배할 것인가(equality for what?)’이다. 

  이에 해서는 자유주의 내부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주34). 롤즈의 사

회  기 재(social primary goods)나 드워킨의 자원(resources) 개념과 같이 투입

(input)을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부터 센의 기능(functioning)의 평등, 코

주34)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한 훌륭한 소개로는 Cohen(1989)을 참조할 것. 



88

헨의 이익에 한 근(access to advantage)의 평등, 아 슨의 후생에 한 기회

(opportunity for welfare)의 평등 등 다양한 수 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이론이 존

재한다. 요한 것은 구도 최종  결과, 즉, 후생(welfare)의 평등을 주장하지

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념들은 모두 기회의 균등이란 개념으로 포 될 수 있다. 로머

(Roemer, 1998)에 따르면, 이때 기회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비차별

(nondiscrimination)의 원칙으로, 사회  지 를 향한 경쟁에서 해당 지 가 요구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후보자격을 얻

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level the 

playing field)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경쟁의 조건

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 가 요구하는 잠재  능력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후보자격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첫 번째 원칙만으로 실질 인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 으로 추가 인 보상 방법이 모색되어 왔다. 를 들어 여성이나 

소수인종에 해 취해지는 극  차별해소조치(affirmative action)가 이러한 

에 해당된다. 극  차별해소조치의 핵심은 행 으로 지속되어 온 특정 집

단에 한 차별의 결과로 개인의 능력형성 자체가 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

는 경우, 이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에 해 기회를 더 제공함으로써 과거의 기

회박탈을 보상하는 것이다. 즉, 일정한 시 에서의 비차별 원칙만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형성하는 데 작용한  생애에 걸친 기회박탈의 향을 완 히 

상쇄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두 번

째 기회의 평등 개념으로 연결된다. 

  두 번째 동등한 조건에서의 경쟁이란 에 입각할 경우, 새로운 문제가 제

기된다. 어디까지를 기회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경제‧사회  불평등

을 발생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 단계는 이  단계의 결과이자 다음 단계의 

기회이다. 를 들어 한 개인의 생애를 생각해보자. 각자는 태어날 때 타고난 

지 , 육체  능력을 갖게 된다. 이후 교육을 받는 동안 부모의 사  투자에 의

해 인 자본의 축  정도가 달라진다. 이 두 가지의 향으로 개인의 학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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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academic career)이 형성되고, 이는 직업선택의 기회에 향을 미친다. 직업

의 선택은 소득수 의 격차로 연결되고, 결국 소득격차는 개인의 후생수 과 

직결된다. 좋은 학벌을 갖게 된 것은 높은 교육투자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고소

득 직업을 갖기 한 기회이다. 그 다면, 기회의 균등이란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같은 학벌을 갖도록 하자는 의미인가 아니면 같은 학벌을 가진 사람

들은 갖은 소득의 직업을 갖도록 하자는 것인가. 물론 둘 다 아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과 특성에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형

성된 것도 있고 그 지 않은 것도 있다. 이 두 요소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은 아니다. 개인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특성을 존 해주고, 그 지 

않은 것에 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기회균등 개념의 핵심이다. 이와 반

로 결과의 평등이란 개인의 노력과 선택이 결과에 미친 향을 감안하지 않고 

최종 으로 향유하는 자원( 는 후생)의 크기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주

장이다. 

  앞서 언 한 개인 생애의 과정에서 어디까지를 기회로 볼 것인가를 선택하는 

하나의 기 이 개인의 책임(responsibility)이다.  동등한 조건에서의 경쟁을 의미

하는 실질 인 기회균등이란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불

평등에 해 개인이 부담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그러한 불평등의 

결과로 입는 손실에 해서는 사회가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를 들어, 

사고에 의한 장애, 부모의 빈곤에 의한 아동의 교육기회 박탈, 고령에 의한 소

득획득기회 상실, 유  요인에 의한 질병, 경기  요인에 의한 실직, 지역간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박탈 등은 손실을 입는 당사자(장애자, 아동, 고령자, 환

자 등)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담을 으로 개

인이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근원은 롤즈(Rawls, 1971)로 올라간다. 롤즈는 평등한 자유에 

한 그의 정의의 1원칙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한 차등을 허용할 수 있

다는 2원칙에 해 다음과 같은 네 개의 해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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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자유의 원칙에 한 4가지 해석

모든 사람의 이익

평등하게 개방됨 효율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

는 식의 평등
자연  자유체제 자연  귀족주의

공정한 기회균등

으로서의 평등
자유주의  평등 민주주의  평등

출처: Rawls(1971), p.111.

  에서 자연  자유의 체제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개방된 사회체

제이다. 즉, 신분이나 출신에 따라 능력이 있어도 특정한 지 를 얻을 수 없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기본구조가 보장된 

체제이다. 일반 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롤즈가 지

한 로 이 사회에서는 분배 몫이 도덕  에서 볼 때 지극히 임의 인 요

인(천부  재능과 능력, 사회  여건과 액운이나 행운 등)에 부당하게 좌우되는 

것이 허용된다. 

  자유주의  평등의 체제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이란 조건이 부가됨으로써 이

러한 부정의가 시정된다. 자유주의  평등이란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

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

가 사회  우연성의 향을 감소시킨다는 장 이 있지만, 아직도 천부  재능의 

배분에 의해 소득과 부의 분배가 결정된다는 단 이 있다고 롤즈는 지 한다. 

결국 정의로운 사회란 형식  기회균등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사회  우연을 규

제하기 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사회, 보다 큰 천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이

익은 사회의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의 선을 증진시키는 것에 의해 제한되는 사

회주35)를 의미한다. 시오노야 유이치(塩野谷祐一, 2002)는 이것을 사회  우연의 

립화라고 표 한다. 자연  우연의 립화가 사회안 망을 요구한다면 사회  

주35) Rawls(1971), p.121.



사회보장제도의 이념  기 91

험의 립화는 실질 인 기회균등을 보장할 제도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회의 균등 원칙은 형식  차별의 해소는 물론이고 자연

, 사회  우연성에 의한 차이를 해소시키기 한 국가의 사후  개입을 요구

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이 사회  보상(보장)의 수 과 범 를 곧바로 결정하지

는 못한다. 첫째는 개인의 책임성 역에 한 사회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둘째는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회  보상을 한 자원의 제약

이란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주36)  그러나 요한 것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범 에 해 국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다. 개인의 책

임과 국가의 책임 사이에 가족의 책임을 두는 것은 규범 인 문제라기보다는 

경제 인 이유에 근거한 것일 뿐 근본 인 안이 될 수 없다. 

제4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에 따른 정책방향

  1.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방향

  에서 언 한 두개의 원칙을 제한다면, 사회보장정책은 재에 비해 훨씬 

극  정책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 생활 보장의 경우 보호 역과 

상에 있어서 사각지 가 사라져야 한다. 물론 재의 기 생활보호제도의 

여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여를 포 하고 있지만 재 통합 여체계의 특성

상 욕구별 최 수  보호에 히 기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본

 생활의 각 역에서 최 선을 보호하기 해서는 여체계의 개편이 불가피

할 수도 있다. 용 상의 사각지  해소를 해서는 재의 부양의무조건에 

한 근본  재검토가 필요하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최 생활 보호의 책임을 

국가로부터 가족에게 떠넘기는 장치이다.주37) 이는 사회에서 규범 으로도 

주36) 자원의 제약이 있을 경우 어떤 순서로 사회  보호를 확 해 나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사회 체의 효율성 제고를 한 유인 병존(incentive compatibility) 문제에 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요한 것은 사회보장정책의 원칙을 강조한다고 해서, 즉, 기회의 평등

을 기본  원리로 설정한다고 해서 사회 체의 효율성을 유지 는 제고하기 한 보완  

장치의 도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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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되기 힘들며, 가족간 정서 , 물질  유 가 약화됨에 따라 실 으로 

작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장기 으로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책임의 공백지  

내지 완충지 를 남겨두지 않는 방향으로 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회의 균등 원칙 용은 재의 사회보장제도에 해 더욱 근본 인 변화를 

상하게 한다. 첫째, 기회균등은 단순히 개인을 사회  험에 해 보호

(protection)하는 데에만 을 두지 않는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박탈

당한 기회에 해 보상함으로써 잠재  능력을 더욱 계발하고, 동일한 잠재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함으로

써 사회 체의 잠재  역량을 최 한 발휘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즉, 보호

의 차원을 넘어선 활성화(activation)의 기능을 극 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수혜계층이 더욱 확 되게 된다. 기회의 박탈은 빈곤층

이나 실업자와 같은 일부 취약계층에만 국한된 상이 아니다. 가족 내에서 육

아나 질환자의 보호 등을 이유로 소득획득 기회를 얻지 못한 여성, 이동성의 

제한으로 인해 어려서부터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인, 선천 인 

이유로 질병의 고통을 격고 있는 환자들 등 다양한 계층과 유형의 사람들에게

서 나타나는 상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제공되지 못한 기회를 균등화하는 것

은 사회보장제도가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소수의 계층만을 보호하는 잔여 , 소

극  성격에서 벗어나 보편성과 극성을 띠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기회의 균등 원칙은 사  개입을 시하고 나아가 방  복지의 비

을 증 시킨다.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방법은 기회 박탈의 결과로 입은 손실에 

한 사후  보상과 동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하기 한 사  조치로 별된다. 

국가의 개입이 사후  보상 쪽에 가까울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측면 이외에도 개인의  생애의 과정  후기 

시 에서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질수록 개인이 책임질 수 없었던 향을 별하기

주37) 이러한 정책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재원의 부족 문제이다. 물론 재원의 부족이란 제

약조건이 실의 정책  결정에 작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제약조건 자체가 목 함

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철학  기 에 한 논의는 목 함수를 어떻

게 설정할 것인가와 련된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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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힘들어지고 국가개입의 정당성에 한 동의를 확보하기도 힘들어진다. 

  보편성의 증 와 방  복지의 요성이 강조되면,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에

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상된다. 재보다는 보편  사회서비스의 비

이 확 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후  보상의 성격이 강한 여의 비 은 축

소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기회균등의 원칙 용이 반드시 복지의 양  확 와 공  역의 비  증가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 하 듯이 기회의 (불)균등 여부를 단하

는 요한 기 이 개인의 책임성에 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beyond 

one's control) 요인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해 국가의 보상책임을 묻는다는 것

은 역으로 개인이 통제할 수 있었던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불이익에 한 개인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의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특히 건강보험

제도의 경우 이러한 개인 책임성에 한 고려는 거의 반 되어 있지 않다. 

를 들어 동일한 질병에 걸린 환자들 가운데에서도 유  요인이 크게 작용한 

사람과 흡연, 음주, 건강에 한 부주의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환자들 사이

에 보험료와 여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질환 보유에 한 개인의 책임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에 비해 개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나아

가 건강 리와 질병 방에 한 개인  차원의 응을 진시킬 수도 수 있다. 

  2. 남는 문제

  에서 언 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조정하더라

도 구체 인 용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여 히 남는다. 

  첫 번째 문제는 사회보장정책에 투입될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정

투입의 우선성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이는 두 가지 목표 가운데 무엇을 우선

으로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재원투입의 효과의 문제이기도 하다. 

원칙 으로는 최 생활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 생활의 보호를 

한 한계비용이 무한정 확 되는 상황에서 활성화라는 과제를 계속 미루어 둘 

수도 없다. 정책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문제는 어떤 역에 우선 으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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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을 확 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에도 그 로 용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

는 정책목표의 우선성과 함께 상자군의 분포, 재 사회보장제도의 역별 

발 정도, 기  비용  효과, 가용한 재원의 규모 등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균

형을 맞추어 나가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기회의 균등 원칙 용과 련하여 개인의 책임성을 확정하

는 문제이다. 다른 말로 표 하자면, 국가가 그 향력을 통제해야할 변수의 범

를 확정하는 문제이다.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과 그 지 않은 요인을 

엄 하게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이 구분의 용

범 를 확 할수록 많은 정책의 원칙에 한 동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극  차별해소 정책의 역사를 보면 성이나 인종 등 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생래  요인에 한 인  시정에 국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통제 

변수의 범 를 소극 으로 용한 후 차 확 해 나가는 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요한 것은 원칙의 확인이며, 일단 원칙에 한 사회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원칙의 용범 를 늘려나가는 데에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최 생활보장이나 기회의 균등원칙 모두 구체 인 용과정에서 

유인병존 (incentive compatible)이어야 한다는 이다. 기회균등을 한 사  

조정이나 사후  보상이 천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근로유인을 심하게 

훼손시켜 경제 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효율성

이 사회정책의 방향을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원

칙을 구 하기 해 가장 효율 인 수단을 찾아야 하는 것도 매우 요하다. 

다른 한편, 사회  보호의 부담을 지게 될 계층의 근로동기를 하시키지 않는 

것도 요하지만, 동시에 보호의 상이 될 계층들의 도덕  해이(moral hazard)

를 방지하는 것 역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 인 요소

이다. 자기 책임성의 강조는 부분 으로 도덕  해이를 완화시켜  것으로 기

되지만, 정책설계상의 세 한 고려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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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복지체제와 사회보장제도

  한국 복지국가의 재와 미래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를 해 본 장

에서는 우리사회의 복지체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축소와 확장이라는 상반된 

압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정치체제와 생산체제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복지체제와 련해서 생산체제

와 정치체제가 미치는 ‘규정성’에 해 비 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

기서 비 이라 함은 경제‧정치  변화가 복지체제에 미치는 향을 단순한 

규정성을 넘어 가능성(The Possible)의 에서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복지체제가 20세기 반 서구 복지확장과 ‘다른 논리와 다른 

경로를 통해’ 진행될 것이며, 선언  복지체제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체

인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성이란 추상화된 이념을 구체 인 제도를 통해 

실화하고, 각 제도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1.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먼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는 복지체제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이와 

련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립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우리 복지국가의 성격을 자유

주의 복지체제로 규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조합주의 복지체제에 가까운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서구 복지체제 유형론이 많은 한계를 갖는다는 을 지 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

자들이 차용해 왔던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 유형론이 실제

로는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주38)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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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일각에서는 한국 복지국가를 <혼합형 복지체제>, <동아시아복지체제>, <연(연)

복지> 등으로 설명하 지만, 그것은 서구 복지체제 유형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국

가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가설  성격을 갖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가설  주장이 

제기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1인당 GDP 약 2만불,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사회지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높은 

자 업자 비 , 취약한 정당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기존 

복지체제 유형론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일반 인 논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복지공 의 역할분담과 련해서 민간부문(가계) 지출 비 이 매우 

높다. 이는 OECD 국가 부분이 공공지출이 체 사회지출의 80%를 과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공공지출 비 이 58.1%에 불과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차지하는 비 은 매우 크지만, 사회보험의 

가입률 등을 감안하면, 사회보험 심국가라고 말하기 힘들다. ③복지제도를 

통한 탈상품화와 련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치에 따라 기 인 욕

구의 결핍을 체험하고 있다는 에서 높게 평가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기

인 정보를 토 로 조심스럽게 성격을 규정한다면, 우리 복지국가는 시장소득

에 한 의존도가 크고 공공부조제도 심이라는 에서 자유주의  특성이 상

으로 강하고, 가족에 한 의존도가 높고 국가의 책임성이 약하다는 에

서 제한 으로 보수주의  특성이 가미된 <혼합형 복지국가> 는 <혼합형 복

지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른다(노 명, 2006).

주38) 한국을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연구자들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 분류방식을 활용

하여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시도하여 왔으며, 서구 복지체제 유형별 장단 을 고

려한 이상 인 복지체제를 떠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지출 수 은 서구 복지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아 어떻게 그러한 복지체제에 도달할 것인지에 한 해답을 찾

기는 용이하지 않았다. 단 인 로 1997년의 외환 기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

정하기 한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에스핑-앤더슨의 유형화 방식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 유형화 방식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정하기란 많은 어

려움이 있었다(성경륭, 2001; 김연명 편, 2002). 이것이 보다 보편 인 복지체제 유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  하나일 것이다(김연명, 2005).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복지체제 논의에 있어 동아시아모델 등 다양한 이론을 양산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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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4-1>은 에 언 한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

회지출 련 정보를 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은 체 사회지출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 을 보면, 우리사회의 공공지출 비 이 미국보다 낮은 

수 이라는 것이다. 이를 사회  험에 한 공공과 개인의 책임이 어떻게 제

도화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가장 거시 인 자료라고 간주할 때, 우리 복지국

가는 아직 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 각국 사회지출의 구성과 특징(2001년 기 )

GDP(PPP)
(2001)

GDP 비
총 사회지출
(공공+민간)

사회지출 형태별 비  

사회지출 
공공지출 지출 서비스지출

호주 25,370 22.9 78.6 14.0 8.9 

오스트리아 26,730 27.6 94.2 19.9 7.7 

벨기에 25,520 27.2 90.8 18.7 8.5 

캐나다 27,130 22.3 79.8 11.5 10.8 

체코 14,720 20.1 100.0 12.4 7.7 

덴마크 29,000 30.5 95.7 16.4 14.1 

핀란드 24,430 26.0 95.4 16.3 9.7 

랑스 23,990 30.5 93.4 18.3 11.8 

독일 25,350 30.9 88.7 17.8 13.0 

아이슬란드 29,990 21.2 93.4 9.9 11.3 

아일랜드 32,410 14.2 97.2 7.6 6.6 

이태리 24,670 25.9 94.2 18.5 7.4 

일본 25,130 20.4 82.8 12.6 7.8 

한국 15,090 10.5 58.1 6.5 4.1 

멕시코 8,430 5.3 96.2 1.3 4.0 

네덜란드 27,190 27.6 77.5 18.1 9.5 

뉴질랜드 19,160 19.0 97.4 11.6 7.4 

노르웨이 29,620 26.0 91.9 13.7 12.3 

슬로바키아 11,960 18.3 97.8 11.9 6.3 

스페인 20,150 19.9 98.5 12.8 7.1 

스웨덴 24,180 33.3 89.5 17.1 16.1 

국 24,160 26.2 83.2 18.3 7.9 

미국 34,320 24.0 61.3 12.2 11.8 

체 평균 23,857 23.0 88.5 13.8 9.2

  주: * 랑스의 사회서비스 취업자 비 은 2003년 데이터(Insee, 『enqutes emploi』); 
미국의 사회서비스 취업자 비 은 1999년 데이터(OECD(2001), Services 
Statistics 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2001년 기 자료); ILO Labor Statistics(2001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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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 복지국가의 성격을 악해 볼 필요가 있

다. 그것은 우리사회도 이버슨(Iversen)이 말하는 삼자택일의 딜 마(Trilemma)에 

노출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고용구조, 소득분배구조, 재정지출>과 련해서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살펴 으로써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복지체제를 표하는 국가가 동일한 문제에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를 비교함

으로써, 우리 복지국가의 상  치 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  우리사회는 고용문제와 련해서 노동시장에 한 규제강화를 통해 높

은 실업률을 나타내는 조합주의복지체제보다는 임 노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자유주의복지체제와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3% 수 의 낮은 실업률과 소득 50%기 으로 약 15%에 이

르는 빈곤율을 나타낸다는 , 그리고 취업자  빈곤가구원의 비율이 증가하

고 있다는 , 지난 10년간 임 일자리가 집 으로 증가해 왔다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고용불안과 임 문제에 해 비정규직

법안  최 임 제 등을 통해 부분 으로 개선하려는 입장을 보 던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이 문제와 련해서 일 된 정책방향을 발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어 우리사회의 소득분배구조는 어도  시 에서는 자유주의 복지체제들

과 비슷한 수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물론 우리사회의 소득분배구

조는 외환 기를 기 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왔으며,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화되

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임 노동의 증가와 

내수부진에 따른 자 업자의 소득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에 해 정부는 지속 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고 공

공지출을 확 하는 시도를 해 왔다. 이 에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한 

노력에 있어서는 상 으로 일 된 입장을 보여 왔던 것으로 단된다. 하지

만 사회보장제도가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물론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확장단계이며, 연 제도 등이 그 효과

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주39) 

  끝으로 우리사회에서 복지부문의 정부지출은 매우 보수 으로 운 되어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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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단된다. 이 에서 공공지출을 확 하기보다 개인이나 가구단  지출

을 시하는 자유주의복지체제와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

로 정부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 은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리고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정부의 재정 자가 심해서 복지

지출을 확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정부재정에서 

복지지출의 비 이 낮다는  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 다면 실업과 빈

곤문제를 해결하기 한 공공부문의 재원투입은 매우 소극 으로 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지출에서 복지지출의 비 이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은 변화의 조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단된다.

  에 언 한 세 가지 문제에 한 황과 정부 응을 살펴보면, 반 으로 

자유주의복지체제와 유사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국과 국처럼, 

임  일자리 심의 고용창출과 낮은 사회지출을 통한 산 감이라는 목표

를 달성하 지만, 소득불평등의 심화라는 가를 치루고 있다는 에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은 매우 유동 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

다. 이는 고용‧소득분배‧재정 문제에 한 정부의 처방안이 지속 으로 변화

하고 있다는 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변화의 조짐이란 매우 모호한 표 이다. 

그럼에도 이는 정부의 정책  단이 향후 복지체제의 성격변화에 매우 큰 

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정규직법안

이나 최 임 제와 같은 정책  응은 고용문제의 성격을 상당부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의 성숙과 합리화는 소득분배구조

를 개선하는데 정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지출구조에서 복지지출의 비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주39) 사회보장제도가 성숙기에 어들고 연 수 자가 증가하는 경우, 노인빈곤층의 규모가 감

소하게 될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소득 체율과 연 사각지 의 규모를 

감안하면, 이것이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해 좀더 신 한 

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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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은 정형화된 것이 아니며, 지속 인 형성국면에 

들어서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용‧소득분배와 련된 사회보장제도의 설계

는 향후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서 복

지체제에 한 논의는 가능함(the Possible)이라는 에서 사고되어야 하며, 이

를 실천하기 해서는 단히 정교한 제도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2. 복지체제에 한 이견과 수렴

  재 우리사회의 복지체제를 <혼합형 복지체제> 는 <자유주의 복지체제>

로 규정하더라도, 그것이 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사회의 복지체제는 안정화된 구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격

하게 변화하는 생성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그 변에는 

우리 복지체제 는 개별 사회보장제도에 가해질 상이한 압력 는 요구가 존

재하고 있다.

  그 다면 우리사회에 가해 질 압력은 무엇인가. 이를 도식화시켜 포 하면 

<복지확장에 한 요구>와 <복지축소에 한 요구>로 정리할 수 있다. 자는 

사회보장제도의 발 , 출산‧고령화, 성장, 실업문제 등 새로운 사회  

험의 증가 로 인해 복지수요가 증가한다는 에서 복지지출의 확 가 불가피하

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서구 복지국가의 최근 변화 속에서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Taylor-Gooby, 2004). 이에 반해, 후자는 세계화라는 경

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 인 성장을 이루기 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제한된 자원을 투자해야 하며,  복지지출을 확 하기보다 인 자본개

발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 한 서구 복

지국가 개편논쟁 과정에서 충분한 논거를 찾을 수 있다(Tanzi, 2003).

  하지만 이 두 주장은 매우 극단화된 형태로 우리사회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

면 실화될 개연성이 크지 않다. 이는 정 를 막론하고 복지지출 축소를 실천

하기 힘들다는 에 기인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먼   사회

보장제도가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사 안 망 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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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복지확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어 성

장에 따른 일자리 기근과 소득분배구조 악화는 복지수요를 증가시켜 복지지출 

증가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다. 끝으로 복지확장에 한 요구가 정치  메커니

즘을 통해 작용하는 경우, 인기 없는 축소 지향  복지개 을 선택할 개연성은 

더욱 희박해 질 것이다. 이 에서 한국사회에서 복지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복

지지출을 다른 분야의 지출로 체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개연성은 크지 않다.

  우리사회에서 복지체제에 한 이견은 ‘복지확장 는 유지를 제로’, 사회

보장제도에 한 자원투입의 우선순 와 투입방식을 둘러싸고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구체 인 정책을 둘러싸고 <보장성과 활성화>주40)라는 상이한 

에서 립할 개연성이 있다. 주목해야 할 은 부분의 경우, 기존 복지체제 

는 사회보장제도에 한 성과평가가 선행된다는 이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에 한 성과평가는 객 성을 담보하기 매우 힘든 것으

로 알려져 있다(Pierson, 2001). 그 이유는 정치  는 가치의 문제로 인한 이

견의 존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이론의 빈곤, 련 데이터의 미비 등에서 찾

을 수 있다. 여기서 사회보장제도 성과평가를 한 지표가 발  되어있는 것

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치지향 는 이해 계의 갈등에서 비롯된 이견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 으로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성과를 과  포장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히기 쉽고, 정치  반 세력은 그 성과

를 폄하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이다. 

  그 다면 한국 복지체제에 한 성과평가는 어떠한가. 이 에 해서는 실

증 인 분석결과나 합의된 의견을 발견하기 힘들다. 다만, 총체 으로 성장, 

일자리 기근, 소득분배구조 악화, 빈곤율 증가, 출산 등의 제반 문제에 비추

어 볼 때, 어도 재 시 에서 복지체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복지체제의 성과가 장기 인 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을 감안하면, 이러한 평가가 성 한 감이 있다. 하지만 개별 사회보장

제도에 해서는 좀 더 첨 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된다. 실제로 사회

주40) 달리 표 하면, 보장성은 사회  책임의 강화를 의미하며, 활성화란 개인책임의 강화를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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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 등과 련해서는 진단과 개편방안을 둘러싸고 상이한 

입장이 표출되고 있다.

  연 제도와 련해서는 보장의 사각지 , 재정안정성, 국민연 과 특수직역연

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이는 연 제도가 상의 

보편성과 여의 형평성 그리고 재정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정 인 평가

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연 제도 도입

에 따른 성과와 기 효과 한 간과할 수 없으며, 그것이 장기 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미치는 향 는 정 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

한 문제 을 해소하는 방법과 련해서,  제도를 진 으로 보수하자는 

의견과 기 연 제도를 통해 신하자는 의견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여당은 재정  지속가능성에 을 둔 제도유지의 입장을 취하고, 야당들이 

사각지  해소를 한 제도 신을 주장하고 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 생활보장제도와 련해서는 수 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지출이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 다는 , 한번 수 자로 선정되면 좀처럼 기 생활보

장제도에서 탈출하지 않으려는 안주 상을 보이고 있다는 , 수 자의 취업을 

돕는 자활사업이 기 했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 해소해야 할 사각

지 가 매우 크다는  등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이는 기 생활보장제

도가 공공부조제도의 선진화라는 요한 기여를 하 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 으로 인해 개편을 요구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해법과 련해서는 여 히  제도를 보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를 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

서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은 보장성 강화를 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제도

를 신하자는 주장은 보장성 강화보다 활성화(취업 진과 인 자본개발)와 재

정효율화를 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기 생활보장제도 개편을 둘러싸

고 여당과 야당 간에도 일종의 이견이 표출되었던 것으로 단된다. 여당에서

는 수 자격을 부분 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제안한 반면, 야당에서는 개별

여체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볼 때, 재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성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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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안모색에 있어 <보장성 강화>와 <활성화>라는 두 가지 이념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보장성 강화란 제도의 사각

지 를 해소하고 여를 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활성화란 인 자본개발

을 지원하고 취업을 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흥미로운 것은 개별 사회보장

제도 개편방안에 있어 특정 정치집단이 보장성 강화만을 고수하거나, 활성화만

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이다. 이는 재 우리사회의 각 정당이 복지체제에 

한 고정된 상(像) 는 특정한 모형을 갖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에서 

우리사회의 복지체제는 단기간 내에 안정된 모형을 구축하기 용이하지 않을 것

으로 단된다.

  그 다면 우리사회 복지체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하나의 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가. 서구 복지국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해 

안정화될 것이다. 복지체제는 특정 이념을 개별 사회보장제도에 획일 으로 

용함으로써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을 찾은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유기  

배열로 생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는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형 복지체제를 둘러싼 논쟁은 개별 사회보장제

도와 그 유기  구조에 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체제의 생성과정에서 보장성과 활성화라는 두 이념은 매우 요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개별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장성과 활성

화라는 두 이념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긴장 계를 유지하며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장성 강화를 무조건 으로 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하

지 않고, 활성화를 소득보장 등 여를 박탈하고 취업만을 강조하는 것으

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두 이념은 하나의 제도 내에 공존하게 된다. 달리 표

하면, 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이 두 이념의 균형 을 확보함으로써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목 과 특성에 맞게 보장

성과 활성화의 균형 을 찾는 노력이 것이 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 은 

정치 으로 결정된다. 를 들면, 노인 상 소득보장제도에 활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제도 고유의 목 을 달성하기 힘들게 할 것이다. 근로연령집단에 

한 지원에서 보장성만을 강조한다면, 근로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욕을 반감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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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단은 사회  합의수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

을 것이다. 이 에서 그 균형 의 결정은 정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3. 한국 복지체제의 제약과 잠재력

  앞서 한국의 복지체제가 사회보장제도별로 보장성과 활성화의 균형 을 찾

고, 이들 개별 제도의 유기  결합을 통해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을 지 하

다. 그리고 이는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따라 지속 인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면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개 과 확장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재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크게 

성장‧양극화‧일자리 기근‧소득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한 성장 략 심의 자원

배분, 기업  가계수지 악화로 인한 사회보장 련 지출의 어려움, 정부재정수

지의 진 인 악화, 사회보장제도에 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도 등을 지 할 

수 있다. 

  먼  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 임 일자리 확산에 따른 빈곤층의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요한 일이

다. 그리고 이를 해서는 인 자본에 한 투자가 매우 요할 것으로 단된

다. 달리 표 하면,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투입 략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교육정책과 훈련정책 등 기존의 해당 

정책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제한된 자원을 

투입함에 있어 사회보장제도 련 지출의 성격에도 일정부분 향을 미칠 것으

로 단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는 개별 제도에 따라 상과 

목표가 다르다는 에서 획일 으로 투자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변화는 향후 사회보장제도에서 활성화를 강조하는 경향, 

투자  성격을 시하는 경향이 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을 

말해 다. 이는 사회보장제도  취약계층에 한 보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

를 어렵게 할 개연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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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투자  성격을 가지며, 취약계층에 한 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어 정부재정수지와 가계수지 등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

회는 정부재정을 운 함에 있어 OECD국가들에 비해 보수  입장을 견지해 왔

던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정부의 부채와 재정수지는 상 으로 건강성을 

확보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재정수지가 진 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물론 그 다고 해도 외국의 재정

자 규모를 감안하면, 심각한 수 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정부지출에서 사회보장을 한 지출이 외국에 비해 상 으로 낮다는  한 

사회보장제도를 한 지출확 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정

부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한 공공지출의 확 는 성장

부문에 한 투자와의 우선순  경쟁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제

도 확충을 한 정부지출의 확 가 한계에 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따른 최종  지출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어려

움 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최근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사회보험료의 고

용주 분담 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지출부담 한 고려해야 할 사항

이다. 그것은 내수침체와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에게 

결코 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 에서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따른 지출

부담은 생산비용에 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개별 가구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가구의 부채규모가 빠

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에서 주택비와 사교육비 등이 차지하는 비 이 

매우 크고, 사회보험료 등에 따른 지출도 지 않다는 을 감안하면, 사회보장

제도 확충에 따른 지출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을 알 수 있다. 이를 

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기업의 생산

성을 제고하고 기타 생산비용을 감하고, 주택과 사교육을 해 지출되는 비

용을 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문제와 사교육 문

제에 해 효과 인 해결책을 제안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개

별 가구의 지출 우선순 에서 사회보장과 련된 지출이 주거비와 사교육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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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지 않는 상황을 기 하기도 힘들 것이다.

  끝으로 복지제도에 한 국민  지지도를 들 수 있다. 이 문제에 해서는 

보다 신 한 근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 이유는 부분의 국민이 정부

가 해야 할 요한 역할  하나로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정책을 들고 있으며, 

자신도 복지혜택을 받기를 원하나, 이를 해 추가 인 세 을 부담하는 문제

에 해서는 회의 인 반응을 보인다는 이다. 이처럼 모순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국민들의 복지의식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

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제도의 운 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이 부족하 다는 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달리 표

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한 국민  신뢰감이 매우 낮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 부분이 제하고 있는 

연 (solidarity)의 원칙 한 큰 지지를 받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 

  에서 한국 복지체제의 생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

보았다면, 이제 한국 복지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몇 가지 잠재력에 해서도 

언 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근로연계복지의 통, 사회  험증가에 따른 높은 복지욕구,  사회보

장제도에 한 개 의 용이성 등이 그것이다.

  먼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의 책임을 시하는 통에 기 하고 있다는 

이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 에 기인한 것이라는 에서 부정  평가의 

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각 개인이 시장에서 탈락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큰 

도움을 기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자립

해야 하는 실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은 우리사회

의 복지개 이 서구 복지국가와는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을 암시

한다. 달리 표 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긴 서구 사회에서 개인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은 여삭감 등 부정 인 효과를 동반하고, 복지개  과정에서 

심각한 항을 래할 개연성이 크다. 반면 우리사회는 복지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노동친화 인 근로연계복지제도 등에 한 거부감이 상 으로 다는 

을 지 할 수 있다. 실제로 자활사업 등에 한 비  한 수 자에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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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과하 다는 보다 제 로 된 일자리를 연계하지 못하 다는 에 맞

추어지는 것도 이러한 정서를 말해 다. 이러한 정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함

에 있어 근로연령집단에 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 자본개발  취업을 진

하는 제도도입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어 우리사회는 높은 복지수요에 기 한 지지기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오랜 기간 사회보장제도의 발 을 체험해 왔으며, 그 결과 재 사회보

장제도의 보장범 와 보장수 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환경의 변

화와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각 개인이 사회  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과거와 같이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와 같은 사 안 망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는 복지수요 증가로 지출증가를 가져

와 재정에 부담을  수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추동력이 된다. 그리

고 사회보장제도가 효율 ‧효과 으로 확충된다면, 지지기반을 그만큼 확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복지수혜집단의 증가는 복지확충

의 토 가 될 수 있는 반면, 부정 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에 주목

해야 한다. 그것은 특정한 집단이 이해 계집단으로 변질되고, 정책결정 과정에

서 자신들의 이익을 철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

보장제도가  국민을 상으로 하는 제도로 발 되고, 제도운 과정에서 합리

성과 형평성을 보장한다면, 그러한 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개편과 확장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후발주자로서의 이 과 제도시행 기라 문제 에 한 개선이 용이

하다는 을 들 수 있다. 가까운 로 우리는 서구 복지국가들이 1990년  이

후 경험하 던 다양한 복지개 의 실험을 지켜  왔다.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어떠한 문제 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해서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따

라서 외국 제도에 한 비  수용을 제하면,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

소화함으로써 제도시행에 따른 비용을 크게 감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세계

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서구 복지국가가 복지개 을 시행하고 있는 

은 우리에게 매우 요한 도움이 된다. 아직 고령화가 심각한 수 은 아니지

만, 다가오는 험에 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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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기라는  한 매우 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된다. 최근의 국민

연 제도 개 과 련해서 보험료의 인상과 여수 의 삭감이 상 으로 큰 

항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연 수 자 규모가 은 상황과 한 련이 있다.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1990년  후반 집 으로 확 해 왔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개 작업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제2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1. 사회보장제도의 발 방향

  앞서 사회보장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처방안, 그리고 

그에 한 다양한 제약을 언 하 다. 그 다면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은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가. 이와 련해서는 다음 세 가지 방향 는 목표를 

제안하고자 한다.주41)

  첫째, 잔여  복지에서 <보편  복지>로의 패러다임 환이 필요하다. 사회

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해서는 재정  부담을 지는 계층과 수혜

를 받는 계층이 분리된 제도를 지양(止揚)하는 략이 필요하다. 재 사회보장

제도에서 산층이 결코 소외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재의 사회보

장제도는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가진 계층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

기 때문이다. 공공부조제도는 그 지원 상이 빈곤층이라는 에서 이들과 무

한 집단에게 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빈곤층에게 투입되는 산은 사회지

출에서 차지하는 상  비 이 낮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사회의 빈곤

층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여 히 낮은 수 이다. 그리고 국가재정에서 사회보험

에 해 지원하는 부분 한 결코 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산층

의 복지제도에 한 소외감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기본 으로 여의 문

주41) R. Holzmann & S. Jorgensen(2001), "Social Risk Management : A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Protection and beyond",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8, pp.529-5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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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기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각 시

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서비스 공 확 를 통한 복지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문제와 련해서 보편  복지가 으로 국가재

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소득수 을 고려하여  

국민이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보장체계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부문‧시장‧제3섹터‧개인>의 역할분담에 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담론 속에서 때로는 시장(기업)의 책임강화를, 때

로는 국가의 역할강화를, 때로는 가족의 책임을 시하는 상반된 입장을 변

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사회  험에 해서는 가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가에 한 사회  합의가 도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 결과,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는 매우 불균등하게 발 하는 기형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한 신

한 단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에서 공공부문의 지출확 는 ‘정치

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나 그것이 갖는 비효율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모든 사회보장제도에 한 지출부담을 가계에 가하는 방식 한 결코 

합리  선택이 아니다. 재 우리사회의 교육체계 등 비정상 인 부문은 가계

의 지출에 매우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을 한 지출이 우

선순 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을 감안해야 한다. 그것은 사회보험제도가 

합리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집단의 가치 속에서는 결코 우선순

를 차지하지 못하는 역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에서 사회

보장제도의 지불과 수혜에 있어 각 주체의 책임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데 

주목해야 한다.

  셋째, 사후  복지에서 방  복지로의 패러다임 환이 필요하다. 재 사

회보장제도는 사후  처방에 치 함으로써 빈곤과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해 

보다 많은 사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패자부활

의 기능을 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래한다. 지난 6년간 공공부조제도를 

통한 자활사업의 경험은 이 에서 많은 시사 을 안겨 다. 일정기간 빈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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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노출된 집단이 이로부터 벗어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며, 그에 다른 

사회  비용 한 결코 지 않다. 그 다면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사회  

험을 사 으로 방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

히 사회보험의 사각지 가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소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가령 기 생활보장제도를 개별 여

체계로 환한다고 해서 다양한 사회  험에 한 방  기능을 수행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보험의 연  기능의 강화, 공공부조제도의 유

연화, 사회서비스의 확충이라는 종합  에서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를 

들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 간(間)에 존재하는 사각지 를 해소하는 노력은 

빈곤화를 억제하는 방  기능이 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해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의 방향  근이 필요한 것이다.

  2. 사회보장제도의 추진과제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장기 으로 어떠

한 정책에 을 두고 운 되어야 하는가. 이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 답

변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성장‧노동유연화라는 실의 변화를 

감안하면, ② 출산‧고령화 등 인구‧가족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③ 다양한 

욕구에 한 사회보장제도의 보장범 를 고려하면, 어떠한 원칙이 필요한가. 이

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근로연령집단에 한 지원 강화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연령집단에 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근로연령집단이 직면한 노동과정에서의 특성을 고려한 - 

를 들면 노동유연화의 확  - 사회보장제도의 설계  개편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에 한 지원을 감축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재 고용문제와 소득분배 그리고 취약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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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양, 그리고 생산에 한 기여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이들 집단에 

한 지원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 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결과

으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응하기보다 사 으로 그러한 문제발생을 최소

화하는 근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임 과 고용불안이라는 실을 토 로 제

도를 설계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의해 사각지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사회보험의 가입자격과 보험료 납부는 수 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

소이며,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소득의 유지를 제로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체 근로자의 반에 이르며, 체 

취업자  자 업자의 비율은 35%에 달한다. 더욱이 당분간 사회보험 가입률

은 후 서구 복지국가처럼 90%이상 증가할 개연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단

된다. 그 다면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수 자격을 

탄력 으로 리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보험제도는 

이러한 다양한 고용형태에 처할 수 있도록 가입과 여에 있어 탄력성을 강

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공공부조제도 한 고용불안과 임 으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증가문제에 

처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수 상을 확 하는 차

원을 넘어, 빈곤 험에 노출된 개인을 상으로 각종   물서비스를 유

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회서

비스 한 소득계층 실직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빈곤가구의 지출부담

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후 서구 복지국가를 지탱했던 정규

직 남성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소득이 더 이상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을 인

식해야 하는 것이다.

  생산연령집단의 고용불안과 임 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할 

뿐 아니라,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가족간의 사회보장을 둘러싼 책임의 분담 한 

힘들게 한다. 이는 재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진단함에 있어 국가의 책임강

화가 기조를 이루고 있을지라도 가족의 책임이 쉽게 덜어질 수 없는 실을 고

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가족에 비해 국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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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하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리고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 안 망

이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 공백은 공 안 망을 통해 보완되는 것이 불

가피하다. 하지만 이것이 격하게 붕괴된다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와 지속가

능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 에서  단계의 사회보

장제도는 생산연령집단에 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원정책은 여 심의 소득보장보다 인 자본개발과 취업 진

에 심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에 한 인 자본개발, 보

육정책 등을 통한 취업 진을 통해 양질의 노동공 을 확 하는 방법을 포함하

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서는 재 고용지원사업의 지원

상을 확 하는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즉,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여성이나 자 업자 등 근로연령집단에 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취약계층에 한 략  자원투입

  우리사회는 출산‧고령화하는 인구‧가족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것은 장기 으로 우리사회에 많은 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종

합 이고 장기 인 에서 근이 필요하다. 달리 표 하면, 고령화가 우리사

회에 언제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지 정확하게 악하여, 효과 인 책을 마

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재정투입

략으로 고민되어야 할 사안이다. 

  먼  이미 발생한 노인빈곤층에 해서는 극 인 보장정책이 필요하다. 그

것은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세 간 는 연령집단간 연 성의 원칙의 측면

에서 볼 때,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극

인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근이 가능하다. 

여기서 생계 여에 한 수 기 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노인빈곤층이 소득보

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득이 빈곤선을 

과하는 노인에 한 소득보장이 체 자원배분에 있어 가장 시 한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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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문을 담고 있다. 물론  세 의  세 에 한 기여를 감안한다면, 보

다 한 지원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재 사회보장제도 반에 걸친 자원배

분의 우선순 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증질환에 시달리는 노인을 한 사회서비스 공 확 는 사회서

비스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시 지 효과가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공 확 는 노인가구에 한 소득보장에 비해 경

제 반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먼  노인이 필수 인 사회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을 감하게 함으로써 실질 인 소득보장의 효과를 

가지며, 사회서비스 공 확 를 통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인 라를 확충하는 효

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인 인 자본의 활용과 련해서는 좀더 장기 인 근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특히 공공부문의 재정투입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이 소득보

장에 비해 어떠한 추가  편익이 발생하는지 엄 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아

울러 기존 노동시장과의 충돌의 험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노인 상 일자리 사업외에도 자활사업 등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장기 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문제에 처하기 해서는 양질의 노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 요한 정책 안으로 자리하고 있는 출산 문제와 련해서도 

보다 신 한 근이 필요하다. 출산 문제는 단기 인 특정 로그램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근로연령집단의 문제이자, 사교육

의 문제이자, 주택문제라는 복합 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서구 복지국가의 특정 로그램을 용하여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 사회보장제도의 활성화 기능 강화

  향후 우리사회는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장  기능

(Protection)과 활성화 기능(Activation)의 균형 을 찾는 개별화된 처방안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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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해야 한다. 물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보장성이 강조될 수도 있고, 활성화

가 강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 부분의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에 있어 활성화의 기능을 강조해 왔으며, 향후 어떠한 정부도 활성화의 기능을 

간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다. 이는 복지확장이 복지제도의 합리화 는 활

성화의 길을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달리 표 하면, 복지확장에 

한 사회  합의를 도출하기 해서는 복지제도의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여 건

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두 기능간의 비 은 개별 사

회보장제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리고 활성화 기능에 한 강조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변

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과거 여를 심으로 제공되어 왔던 많은 지원

이 사회서비스로 체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는 서

비스나 물 여에 비해 리가 용이하며, 수 자의 입장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이는 지원에 따른 의존성, 제한된 시 지 효과, 상선정 제약 등의 측

면에서 단 을 갖는다. 이에 비해 서비스는 복지의존성이 약하고, 일자리 창출 

등 시 지 효과가 크며, 상선정에 있어서도 유연할 수 있다는 강 을 갖는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 확 는 사회보장제도가 보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토

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욱이 우리 사회지출에서 과 서비스의 비

을 살펴보면, 서비스의 비 이 상 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보장성을 강화하기 해 복지지출을 확 는 것 이상

으로 그것을 효율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3기에 걸친 민주정부 하에서 사

회보장제도가 양 으로 빠르게 확 되어 왔다면, 향후 민주정부 하에서는 사회보

장제도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합리화가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

다는 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활성화 기능의 강화는 최근의 

경제사회여건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더 크게 지기될 것으로 단된다.

  3. 개별 사회보장제도 개편방향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각 제도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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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도는 체 사회보장제도의 개편방안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좀더 구체

으로 설명하면, 경제‧사회여건의 장기 발 망을 토 로 사회보장제도가 지

향해야 할 <발 방향> 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의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  

발 략>을 제안하는데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개편 략은 장기

목표를 한 이행 략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는 크게 사

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서비스라는 세 층 의 제도를 심으로 개편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사회보험제도 개편 략

  사회보험제도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재보험제

도에 한 개편 략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명명한 이유

는 그것이 국민연   직역연 제도 외에도 공공부조제도와 민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 등을 포 으로 언 하며, 개편방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

지로 의료보장제도 한 재의 건강보험 심체계를 다층의료보장체계로 개편

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장기 개편방향으로 기 연  등 다양한 정책 안

에 해 정 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궁극 으로 연 기 이 고갈되고 노인

빈곤문제 해결 등을 해서는 연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 하고 

있다. 하지만 실 으로 고령화가 본격 으로 진행되기 까지는 모수개 을 

통해 진 인 개 을 시도해야 한다는 과도기  이행 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

는  단계에서 기 연 을 도입하는 경우, 노인세 에 한 과도한 자원집 으

로 인해 여타 사회보장제도와의 불균등발 이 우려된다는 을 감안한 것이다. 

그리고 특수직역연 과 련해서는 국민연 제도와의 형평성을 바라보는 상반

된 입장의 존재를 강조하고, 합의도출을 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의료보장제도는 사각지  해소, 보장성 강화, 재정 자 해소라는 세 가

지 문제 을 해소하기 한 략으로 포 수가제와 다층의료보장체계를 제안하

고 있다. 그것은 경증질환에 해서는 개인의료계정을 통해, (中)질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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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증(重症)질환에 해서는 조세로 서비스를 공 하

는 의료보장체계를 지칭한다. 이러한 보장체계를 제안하는 이유는 고령화에 따

른 의료비 증가, 서비스 이용자와 공 자의 도덕  해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잠재  험요인을 해소하기 해, 가정 탄을 래할 수 있는 증질환에 

해서는 조세로 보장하되, 기타 경증질환에 해서는 의료서비스 남용을 억제

하는 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 건강 리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질환발생률을 낮추는 것도 요한 안  하나이다. 다만 과도기

으로 소득층 의료사각지 에 한 보장체계의 유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과도 으로 의료 여제도 등을 통해 의료보장 사각지 에 놓인 소득 의료욕

구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는 장기 으로 실업보험과 고용지원서비스의 분리를 

통한 고용지원서비스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고용보험이 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여 히 가입률이 낮고, 이들이 세사업자 종사자를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다. 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  집단을 상으로 직업훈련이나 소득

보장 등의 서비스를 공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

에 통합되어 있는 실업보험과 고용지원의 기능을 분리하여, 후자를 국민을 

상으로 하는 보편  고용지원 서비스로 발 시키는 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을 인 자본개발  경제활동참여를 진하는 방향에

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용지원서비스가 지역의 수요계층

에게 효과 으로 달되기 해 고용지원서비스 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한 지 하고 있다.

  끝으로 산재보험제도는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보상방식을 유연화하고, 장애 정, 의료서비스 

제공 등 기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업무 복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상에 따른 여는 연   건강보험의 여와 복  여수 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으로 이를 조정함으로써 재정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  통합을 진하기 

해 산재 방, 보상, 재활서비스의 유기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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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제도 한 보장  성격과 투자  성격을 균형감 있

게 강화해야 한다는 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공공부조제도 개편 략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개편 략으로 가장 먼  기 생활보장제

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체 공공부조제도 재원의 80%

이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가장 큰 규모의 빈곤층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에서, 

이 제도의 개편이 차지하는 상징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먼  본 연구는 기 생활보장제도를 욕구별 여제도로 개별화하는 방안, 

는 개별 여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기 생활보장제도가 여의 형평성, 

상선정의 정성, 근로유인의 효과성, 산활용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 을 나타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 하고 있다. 따라서 기 생활보장제

도 심의 공공부조제도를 다원화된 공공부조제도로 개편함으로써 빈곤층에 

한 욕구충족성을 높이는 한편, 수 자의 복지의존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 으로 언 하면, 기 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여를 심으로 빈

곤층에게 다양한 여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편한다. 이는 기 생활보

장제도가 모든 여를 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여  서비스에 한 

욕구를 가진 빈곤층으로 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하는 제도로 개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료 여, 주거 여, 교육 여

는 개별 여로서의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 으로는 각각 건강보험, 주거

보장정책, 교육정책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의료 여는 다층

의료보장체계에 통합하고, 교육 여는 교육지원정책에 통합하며, 주거 여 한 

주거복지정책으로 발 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활지원제도는 기 생활보장제도와 분리하여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 외에 비수  빈곤층과 소득층 실직자  고용불안계층에 한 지원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이는 자활지원제도가 여를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장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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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극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사회  일자리사업과의 통합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활지원제도는 단기 으로 기 생활보장제도와 

분리하되, 생계 여 수 자에 한 조건부과규정은 과도 으로 유지하고, 개별

여체계가 안정되는 시 에 조건부과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범주  공공부조제도는 경로연 과 장애수당 등을 심으로 소득보장

제도 반의 맥락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을 제안하고 있다. 달리 표 하면, 

여타 소득보장제도의 도입과 련지어 폐지 는 존속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수당에 해서는 단계 으로 용범 를 확 하는 것이 

요하며, 수당 는 여수 을 상향조정하는 조치에 해서는 신 한 근이 

필요하다는 을 지 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인구학  집단을 상으로 보

편  수당(Demogrant)을 도입하기에는 사회  합의 수 이 미약하다는 지 을 

하고 있다.

다. 사회서비스 확충 략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이 재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개편과 련해

서 매우 요한 함의를 갖는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확충 략

에 해 매우 신 한 입장을 보이며, 수요와 공 문제에 한 보다 신 한 

근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산업으로서의 사회서비스는 타 산업부문에 비해 상

으로 발 되어 있다는 에서 수요를 진작하고 공 체계를 정비하는 경

우,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보다 정확하게 표 하면, 사회

서비스 공 에 있어 국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에 해 보다 신 한 근을 제

안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사회서비스에 한 수요가 증하고 있으며, 이것이 서비스 구

매로 이어지기 해서는 구매력을 보 할 수 있는 각종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사회서비스 수요 진작을 해서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에 사회서비스 련 수가를 반 하고, 사회서비스 지출과 련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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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빈곤층  취약계층에게 사

회서비스 공 을 확 하기 해 정부의 선제  투자가 갖는 의의 한 존재한

다는 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선제  투자는 공 측면에서는 재 난립하고 

있는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한 교육훈련 

인 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 던 은 사회서비스 공 주체와 련해

서 리부문의 진입을 진하는 각종 제도의 도입이 우리사회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좀더 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공부문‧제3섹터‧민간 리부

문이 재원부담과 서비스공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인가에 

해, 우리사회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리부문 심의 서비스 공 체계 확

가 소득층의 근성을 떨어뜨리고 서비스의 질을 약화시킬 험성이 있다는 

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공 주체는 구체 인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공공부문의 직 공 , 제3섹터에 한 우선 탁, 리부문과의 자유경쟁체

계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 사회재정에 한 망

  본 연구는 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과 련해서 구체 인 사회지출 추계작

업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회지출 추계작업이 갖는 방법론 인 토 가 

취약한 상황에서 장기 추계에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떠한 자료

와 과정을 사용하든지 회귀분석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장기  추정에는 제한 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과 제도의 변

화요인을 직 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를 들어, 미성숙한 연 제도

의 추계 시 제도성국을 고려하지 않고 미성숙 시의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

과로 미래를 측한다면 그러한 추계는 타당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이 에서 사회지출추계는 구체  제도에 한 정보를 구하여 이를 반 하는 

조성법에 의한 추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그리고 사회  험

을 매개로 거시  변수와 제도 그리고 소요재정을 연결시키는 연구는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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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제도에 한 고려 없이 직  소요재정과 연계시키는 회귀분석의 연구를 

보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한 재원조달방법과 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원칙을 강조할 수 있다. 먼  사회보장에 한 기본책임을 개인에

게 물을 것인가 아니면 사회시스템에 물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근본 으로 

철학  는 정치  단과 한 련이 있는데, 새로운 사회  험에 한 

연  보호가 요하다는 사회  합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재원조성을 주

된 기조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개인의 행복이 사회  여건보다 개인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 사회  합의의 근간이라면 개인의 축을 통한 

직 인 재원조달이 기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다양한 사회  험

이 확 됨에 따라, 개인의 노력 이상으로 사회  우연에 의한 불평등이 심화되

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진 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그에 필요

한 재원을 사회 으로 조달하는 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을 말해 다.

  물론 사회보장제도 심의 공공재원 확충과 련해서 다음과 같은 딜 마를 

고려한 재원조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회보장에 있어 공공재원이 늘어나면 사

회  험에 빠져 개인이 겪는 비용이 어드는 장 이 있지만, 도덕  해이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단 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재원에 의존하는 경

우, 도덕  해이에 의한 비용은 감할 수 있으나, 사회  험에 빠진 개인들

을 조기에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재원에 있어 사회  이익을 극 화하는 균형 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사회보장재정에 한 연구가 수행해야 할 요한 과제라는 

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3  사회보장제도 개편의 주체와 략

  바람직한 복지국가모형이 정립되었다면, 그 정책을 실 할 수 있는 구체 인 

략이 필요하다. 이는 재 우리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복지확장의 정치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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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이상 인 정책을 이야

기하는데 치우쳐, 이를 철할 수 있는 정치  메커니즘과 략의 문제에 소홀했

다면, 향후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은 복지정치에 한 연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뒤늦은 성장

  어떠한 정치체제도 복지개편에 한 국민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그 정도는 매우 큰 편차를 보인다.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복지정치의 메커니즘은 서구와 다른 매우 독특한 발 경로를 거쳐 왔다. 

1990년  이 까지 복지는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으며, 시장이나 

시민사회의 요구는 반 될 통로를 찾을 수 없었다. 정치권력은 다른 모든 권

력을 흡수하는 소용돌이 으며, 복지는 요한 정책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도식 으로 표 하면, ‘정치를 한 복지’가 존재하 을 뿐, ‘복지를 한 정

치’ 는 ‘복지의 정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1980년 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노동정책  복지정책에 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

지만 이 과정에서도 정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일부 

엘리트집단에 의한 로부터의 개 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 <표 4-2>는 1960년  이후 주요 복지제도의 도입과 개편과정을 보여주

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역별 주요 복지제도는 1960년  제

정되었다는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제도는 1980년 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경제성장을 한 비과정에서 복지부문에 

한 투자가 여의치 않았다는 과 권 주의정부 하에서 복지정책이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을 의미한다. 아래 표는 주요한 복지제도가  국민을 

상으로 확 되거나 최소한의 합리  외형을 갖춘 시 이 주로 1990년  이후

라는 을 보여 다. 특히 사회지출에 큰 향을 미치는 국민연 과 건강보험, 

그리고 공공부조제도의 개편은 제2기 민주정부인 국민의 정부 하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환 기 이후 복지수요의 격한 증가와 민

주화 이후 복지확장에 한 압력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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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확 과정

구분 법률명칭 입법시기 비고

사회

보험

공무원연 법 1960 1996년 조기퇴직연 제도 도입

군인연 법 1961

사립학교교원연 법 1973 2000년 사립학교교직원연 법으로 개정

국민연 법 1986

1986년 국민복지연 법(1973년)을 국민연 법으로 개정

1991년 근로자 5인 이상 당연 용사업장으로 확

1993년 특례노령연  지 개시

1995년 농어민까지 용 상 확

1999년 도시지역 모든 거주자로 용 상 확

2003년 사업장가입자 상 확

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1963

1988년 농어 지역 용

1989년 도시지역 자 자 용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직장/지역통합)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 화특별법 제정

고용보험법 1995
1998년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으로 용확

2004년 1월미만 일용직근로자에 한 용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2000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용확

2003년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료징수등에 한법률

제정

공공

부조

생활보호법 1961

2000년 생활보호법을 국민기 생활보장법으로 면

개정

2004년 차상 층 지원 확

자활지도 임시조치법 1965 2000년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통합

의료보호법 1976 2001년 의료 여법으로 개정

긴 지원법 2005 2005년 긴 지원에 한법률로 제정

군사원호법 1950
1984년 국가유공자 우등에 한법률 제정(7개 법령

통합)

재해구호법 1962 2001년 문개정

사회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1970

1992년 모자복지법, 유아보육법 추가

1997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사 자격규정 강화

2003년 지역사회복지 의체 설치, 재가복지 강화

노인복지법 1981
1997년 경로연 제도  구상권제도 도입

2003년 노인학  신고의무와 조치사항 규정

아동복지법 1961
1981년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면개정

2000년 아동학 에 한 방  신고 규정

장애인복지법 1981

1989년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1990년 장애인고용 진등에 한법률 제정

2000년 장애범주를 내부질환까지 확

2003년 장애범주에 호흡기·간·장루· 증간질·안면장

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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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교체기와 정부 복지지출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먼  국방 산은 1987년 

민주화의 가시  진  이후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국방 산이 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88년에서 1998년 사이 

약 10년간 반수 으로 감소하 던 것이다. 이어 경제 산은 민주정부의 출

과 세계화와 한 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김 삼정부이후 격

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외환 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는 에서 그

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끝으로 복지 산은 1980년 이후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각 정부가 집권한 직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비 은 두환정부와 노태우정부하에서 큰 폭으로 증가

하 으며, 민주정부인 김 삼정부 하에서는 그 증가폭이 상 으로 낮다는 

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복지확장이 강력한 정치  향력을 토 로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김 삼정부 하에서 복지 산은 그 비 이 증가하지 않은 반

면, 경제 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 정부가 표방했

던 세계화와 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김 정부의 경우는 외환

기 이후라는 을 감안하면 그 비 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

나, 집권 후반기에 산이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 으로 해석하면, 기는 외환 기로 인해 공공근로사업이나 한시  생활

보호사업 등에 많은 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으로, 후기는 기 생활보장제도 도

입으로 산이 크게 증가하 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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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정권교체와 정부 복지지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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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교체와 정부 복지 산의 증가의 계를 고려할 때, 국민의 정부에 해 

좀 더 언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  국민의 정부는 친복지  성향을 가진 최 의 정부라는 해석이 존재한다. 

성경륭에 따르면, “문민정부가 가지고 있던 보수  성격과 신자유주의  성향

이 자신의 복지개 을 좌 시킨 큰 요인의 하나 고, 국민의 정부가 가지고 있

는 개  성격과 친복지  성향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개 을 극 으

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추동력의 하나 다.”(성경륭, 2002). 하지만 그

것이 복지연합세력에 의한 복지정치에 기 하여 진행된 것인지에 해서는 이

견이 있을 수 있다. 외환 기 직후 사회정책이 우리정부의 독립 인 복지확장 

로그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해석 외에도, IMF나 World Bank가 당시 인도네

시아사태에 향을 받아 동아시아 각국에 사회지출을 강화하도록 권고하 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 후반기의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정 등도 

당시의 어려운 정치  여건을 고려한 략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

다.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당시 추진되었던 복지개 이 매우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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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걸쳐 큰 비 없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복지확장이 서구와 같이 구정치의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

졌다거나, 신정치의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을 말해

다. 물론 제도에 따라, 특정 제도는 시민사회의 향력이 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를 들면, 참여연 가 요한 향력을 행사했던 기 생활보장제도 

제정이 그러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것이 외부의 개입이나 정치  고려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일부 엘리트집단에 의한 로부터의 개 이었다는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복지국가의 정치  메커니즘

  복지국가의 정치  메커니즘은 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계를 

가진 집단이 각축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 ‘복지의 정치’(이하 복지정치)와 

련해서 가장 요한 행 자는 역시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당은 특정한 

정책이념을 표방하고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집단이라는 에서 복

지정책과 련해서 매우 큰 향을 미친다.주42) 하지만 그 밖에도 료집단, 노

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며, 연 수 자를 비롯

한 각종 여의 수 자,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서비스 공 자, 제약회사 등 

다양한 이해 계집단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의 계 속에서 복지개편을 둘러

싼 정치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복지정치는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는가. 먼  복지정치는 <정당

정치의 불안정성> 속에서 ‘정치엘리트와 료집단을 심으로 제안된 개편안에 

해 수용 는 거부’라는 단순한 형태로 작동하여 왔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

고 우리사회는 정당이 장기간 생존하며 일 된 정책이념을 표방해온 경험이 거

주42) 특히 기존의 복지정치에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좌 정당은 복지확장에 정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확장국면에서 좌 정당은 노동조합과 결

합하여 많은 복지제도를 도입하 으며, 사회지출을 확 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하

지만 이는 그 정당이 고유한 정책이념에 기 한 정책정당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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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다는 에서 서구 복지국가의 정당정치와 매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단된다. 정당의 수명이 채 10년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곤란한 것이다. 이는 많은 복지제도가 정당의 

발의를 통해 법률로 제정되고 있음에도, 복지정치의 주체로 간주하기 힘든 이

유이다. 그리고 2004년 총선을 통해 좌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 으나, 의석수

가 어 서구에서와 같이 복지정치의 주요한 행 자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우리사회의 복지정치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1980년 에 비해 훨씬 강

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통로가 확 되어 다양한 복지

정책의 도입과 개편에 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사정 원회

를 통한 각종 정책에 한 개입, 사회보험의 주요 원회 참석 등은 재 노동

조합이 갖고 있는 요한 수단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 인 향력 외에

도 업과 같은 물리  수단에 의한 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

은 서구 조합주의복지체제에서와 같은 강력한 상력을 토 로 하지 못하고 있

다는 에서, 복지제도의 도입  개편과정에서 노동내부의 이해 계가 분열하

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 을 안고 있다.

  끝으로 민주화 이후 복지정치의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시민단체의 향력이 확 되고, 복지제도와 련된 직 인 이해당사자

가 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복지확장기에 들어서 있으며, 

<다양한 이익집단이 개입>하는 미성숙기의 정치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복지제도의 도입이나 개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항과 반

발에 착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 까지 개별

가구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여를 삭감하는 정책에 한 조직화된 

반발을 보기 쉽지 않았다. 비록 최근 들어 국민연 을 둘러싸고 일부 조직  

응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서구 복지국가의 이익집단과 비교할 

때,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약분업이나 다른 많은 제도개편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재 우리사회는 이익집단의 조직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으며, 이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요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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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경우, 제도 효율화 과정에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면 격렬하게 항할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3. 제도별 특성에 따른 정치  메커니즘

  복지개편을 한 정치  메커니즘은 모든 제도에 획일 으로 용하기 힘들

다. 그것은 각 제도를 둘러싸고 상이한 이해 계집단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고

유한 정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복지제도는 이익집단

간의 갈등이 심하고 개편이 용이하지 않으나, 다른 제도는 이해 계집단이 없

거나 어 갈등의 소지가 크지 않으며 개편을 한 조정과 합의가 용이하다. 

를 들면, 연 제도의 개편은 갈등의 소지가 크고 합의가 힘들다면, 공공부조

제도는 갈등의 소지는 있으나 재를 통한 합의도출의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이를 노동시장정책, 사회보험, 공공부조제도를 심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먼  노동을 통한 일차소득분배와 련해서, 노동시장에 한 국가의 극

인 개입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과 임 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유연화를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립하고 있다. 

이는 본질 으로 노동과 자본의 립구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경제 역의 세

계화와 한 련을 갖는다. 특히 외국 투자기업  국제 융기구가 한국의 

노사갈등문제를 투자와 련한 요한 변수로 강조하는 것은 이 사안이 갖는 

특수성을 말해 다. 물론 이 문제는 보는 에 따라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좀 더 복잡한 문제는  노동운동이 체 노동자의 지지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다. 노동운동에서 강력한 상력을 가진 집단과 차 증가

하는 미조직화된 집단으로의 이원화는 외형  연 를 균열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사회보험과 련해서, 국가가 어떠한 세력 계에 놓여 있으며 가입 상 

확  등의 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정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기업의 연  보험료 부담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 이 아니라는 이다. 외국기업의 투자과정에서 사회보험료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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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고려 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료의 증가분이 그러한 투자

결정에 심각한 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세사

업장 고용주  자 업자  상당수가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

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개연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즉,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세사업장의 생산비용 증가와 개별 근로자의 소득감소의 험성이 보다 실

인 문제이며, 이를 통해 갈등이 다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보다 구체 인 복지정치의 메커니즘을 보여 다. 건강보험료 인상과 수가책정

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그리고 더 나아가 다국  제약회사 간의 복

합 인 정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각 제도마다 

이를 둘러싼 이해 계집단의 유형과 힘 계에 따른 독특한 정치  메커니즘을 

갖는 것이다.

  끝으로 공공부조제도와 련해서, 정책결정과정이 어떠한 정치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한 매우 흥미롭다. 그 이유는 공공부조제

도가 체 사회보장제도에서 차지하는 비 은 크지 않으나, 정부 산의 상당부

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이해집단간의 논쟁이기보다 그 사회의 

복지체제를 둘러싼 상징  논쟁을 야기하기 때문이다.주43) 특히 공공부조제도

의 형태와 비 은 그 사회 복지체제의 특성을 악할 수 있는 요한 단서를 제

공한다. 그것은 공공부조제도가 생산체제와 한 련을 갖는 극  노동시장

정책이나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통한 개입에 따라 역할이 결정되는 잔여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타 제도의 성숙도에 반비례하여 성장하는 경

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공공부조제도는 여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 가 클수

록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는 강력한 이해 계집단이 있는 

주43)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제정당시, 근로빈곤층 상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

립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구체 인 이해 계의 갈등이 아닌, 다분히 상징 이고 이론

인 논쟁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에서는 소득 악이 힘든 상황에서 제도도입에 따라 행정  

리가 힘들다는 에서 반 하 고,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층에 한 합리  소득보장

이 필요하다는 에서 찬성하 다. 하지만 정작 이 논쟁에는 실질 이고 강력한 이해

계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정치 으로 결정된 법안 도입에 행정부서의 신

속한 시행방안 마련이 가능했던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편방향 129

타 제도와 달리, 정치  힘 계나 세계화의 압력에 손쉽게 노출되는 양상을 나

타내기도 한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직 인 이해 계집단 간의 충돌이 없는 상

황에서 다양한 재세력에 의한 충 한 용이하다는 특성을 갖는 것이다.

  4. 한국 복지정치의 잠재  험요인

  바람직한 것과 가능한 것은 분명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그리고 정치는 이처

럼 바람직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좀 더 구체 으로 

언 하면, 우리사회가 다수의 행복을 제로 이상 인 복지사회 비 을 그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산체제와의 계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상이한 이해 계를 가진 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제로 한다. 

이 에서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정합성을 높이는 복지개편은 정치  메커니

즘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가장 이상 인 정치  메커니즘이 아니

라, 최악의 메커니즘을 상정하고 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복지정치가 해결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몇 

가지 개념을 복지축소의 정치이론에서 차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것은 크게 

네 가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경로의존성(path dependancy), ② 정책

과 선거의 갈등(policy vs. office), ③ 정치와 행정(politics vs. administration), ④ 

비난회피(blame avoidance)가 그것이다. 이 각각의 개념은 서구 복지국가가 축소

기에 직면하고 있는 험일 뿐 아니라, 우리사회가 복지확장기에 직면하고 있

는 는 그러한 개연성이 높은 문제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복지확장을 한 

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제도의 효율화는 지 까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혜

택을 받아왔던 집단에 한 지원을 감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효율화 과정은 

에 언 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 으로 설명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사회는 복지제도 개편과정에서 경로의존성의 문제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것은 오래  도입된 제도가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편이 필요

하나, 기존의 수혜자나 공 자의 항으로 인해 개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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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실제로 연 제도는 한번 도입하면 개편이 매우 힘들며, 원천징수방

식을 취하는 제도는 개편이 더욱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

로의존성의 문제는 의료서비스, 공공부조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반에서 나타

날 개연성이 있다. 재 기 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부조제도는 사각지  

해소  근로유인체계 강화 등을 한 개편이 필요하나, 여제도의 복잡한 구

성과 이에 기 한 달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개편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우리사회는 정책이 정치에 의해 희생당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정치가 

는 정책입안자는 자신의 합리  단과 의지를 통해 특정한 정책을 지지하지

만, 다양한 거부세력(veto players)에 의해 비 받을 수 있다는 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선의의 정책이라도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

다. 그리고 좀더 노골 으로 정치  이유에서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도 존

재한다. 를 들면, 정책  필요 -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빈곤층을 지원하는 

등의 - 에 의해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의식하여 제도를 도

입하는 경우 - 노인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제도도입 등 - 가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 복지정치에 있어 료집단의 힘은 매우 강력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  

이해 계를 넘어 좀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복지국가의 발

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최선의 가능성일 뿐, 

정반 의 험성 한 존재한다. 그것은 내용의 문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주  

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는 정부가 지리한 

의와 갈등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민주주의에 호소

하지 않고 쉽게 철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달리 표 하면, 

사회정책과 련해서 시민들의 합의를 구하는 차 없이 자신들이 국가를 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수단을 선택하고, 이를 명분으로 내부의 다양한 정책을 

철시킬 수 있는 것이다. 를 들면, 국제 약에 따라 정해진 사항임으로 보조

을 지 할 수 없다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것이다. 가까운 

로 유럽연합이 구축되는 과정 한 그리 민주 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각국의 

문 료는 유럽연합의 발 방향에 해 민주  합의를 도출하는 수고보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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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한 기술  의에 을 두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물론 각국의 국

민들은 선거를 통해 유럽통합에 한 반 의사를 밝히기도 하 다.

  넷째, 복지확장의 정치  메커니즘은 비난회피(blame avoidance)의 정치로 역

행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1990년  반이후 거의 모든 정부는 복지문제를 

요한 정책 안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이

익집단의 갈등 속에서 정책에 한 사회  합의를 도출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실시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확장정책은 이익

집단의 강한 항을 래할 수 있는 정책을 기피하는 분 기 속에서 교착상태

에 빠질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당정치가 명확한 정책이념에 근

거하지 않고, 료들 한 정책과 제도의 안정성을 해 정치집단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이익집단이 다원화되고 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제2부 사회보험제도의 개편방향



제5장 연 제도 개편방안

제1  문제제기

  우리사회는 정치 으로 1950년  의 6.25사변, 1960년  의 4.19 명과 

5.16군사쿠데타라는 격랑을 거치며, 경제 으로 수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한 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쳐, 1990년  반 OECD 회원국에 가입하 다.

  인구‧사회 인 측면에서는 1950년  반부터 1960년  반까지 이어진 

후 베이붐 세 의 출 , 1960년 말 이후 속한 산업화에 따른 통 인 가

족제도의 붕괴  핵가족화, 사  노후소득보장체계 붕괴에 따른 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도입 필요성이 사회문제로 두되었다.

  다수 OECD 회원국들에게 짧게는 50년에서부터 길게는 100여년에 걸쳐 진

행된 정치‧경제‧인구‧사회  측면에서의 변화가 불과 20~30년 만에 모두 발생하

다는 측면에서 한국은 여러 가지 변화과정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부연

하면 다수 OECD 회원국들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의 일반성과 압축

성장을 경험했다는 특수성을 동시에 내포한 국가라는 특징이 있다.

  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평균수명은 불과 40년

만에 20년 가량이 증가한 반면, 향후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할 신생아 출산율은 

1.08(2005년 기 )에 불과하여  세계 으로 가장 낮은 수 을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의 격한 하락은 한국사회를 세계에서 가장 인구고령

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경

우 100년 이상 소요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환과정이 한국의 경우 

불과 18년 만에 이루어질 것으로 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동안 겪었던 동족간의 치열한 쟁, 군사정권 하에서의 억 림, 

압축성장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사회 반에 걸쳐 만연한 불신(특히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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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이 한국 사회의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

책에 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도성장과정에서 극심한 

물가상승을 경험하 던 한국 국민들은 정부정책에 한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믿을 것은 나와 가족 밖에 없다는 인식 한 매우 강한 

것이 한국사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속한 핵가족화에 따른 통 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붕괴 

 이에 처하기 해 일반 국민 상의 공 연 제도인 국민연 제도가 도입되

었다. 1972년 도입 정이었던 일반 국민 상의 복지연 법은  세계를 뒤흔든 

제1차 석유 동으로 인해 도입시기가 1988년으로 연기되는 우여곡 을 겪었고, 

1988년 제도 도입이후 진 인 확 과정을 거쳐 1999년 4월 국민연 시 를 

맞이하게 되었다.   

  명목상 국민연 시 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은 노후소득보장과 련하여 세 

가지 정책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통 으로 정부정책에 한 불신이 매우 높

은 사회에서 장기 제도인 국민연 제도에 한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높이는 

일이 그 첫 번째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속하게 도래할 고령사회에 처

하기 한 연 개 , 즉, 공 연 의 지속가능성 확보  효과 인 다층소득보

장체계 구축이 그 두 번째 정책과제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방식으

로 운 되는 국민연 제도 도입 기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노령층의 

빈곤문제와 국민연 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잠재  사각

지 (연 미수 자)에 한 책마련이 시 한 정책과제로 두되고 있다. 이하

에서는 상기 언 된 정책과제들을 심으로 한국에서의 공 연  개 과 련

된 특수성과 일반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1. 한국의 인구고령화 추이

  2050년까지 측한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2070년까지 연장 추계한 

「국민연 발 원회」의 인구 망에 의하면, 2005년 재 4,800여 만명인 한

국의 총인구가 2020년 반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70년 경에는 3,4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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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무를 것으로 상되고 있다. 총인구 감소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는 인구구

성비율에 있다 할 것이다. 재 체인구 비 13% 선에 머물고 있는 노인인구 

비율이 2030년 24.5%, 2050년 34.4%, 2070년 36.9%로 속하게 증가함으로써 

국가 체의 활력이 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표 5-1〉 통계청 가정 하의 총인구  인구구조 변화

(단 : 천명, %)

통계청 가정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총인구 48,454 49,584 50,620 50,275 48,075 44,156 39,214 34,385

0~14세 19.6 17.2 13.8 12.3 11.3 10.4 10.4 10.8

15세~퇴직연령 67.4 67.7 67.1 63.2 58.7 55.3 53.7 52.3

퇴직연령 이상 12.9 15.1 19.2 24.5 30.0 34.4 35.9 36.9

주: 1) 퇴직연령은 연 수 개시연령(2013년 61세, 2033년 65세)임.

   2) 본 인구추계는 세계은행의 연 추계모형인 PROST모형에 의한 결과이므로「국민연 발

원회」와 동일한 가정을 사용하 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일부 상이함.

〔그림 5-1〕 통계청 가정 하의 총인구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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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구조의 변화  

  1세  가구 비율이 1960년에 7.5%에서 2000년에 14.2%로 약 2배 증가한 반

면, 3세  가구는 28.5%에서 8.4%로 감하 다. 가구당 가구원수도 1960년의 

5.7명에서 2000년 3.1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5-2〉  가족구조의 변화

(단 : %, 명)

구분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1세  가구 비율 7.5 6.8 8.3 10.7 13.0 14.2

3세 이상 가구 비율 28.5 23.2 17.0 12.5 10.1 8.4

평균 가구원수 5.7 5.5 4.7 3.7 3.3 3.1

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3. 인구고령화와 국민연 과의 계

  한국의 경우 1988년에 국민연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진 인 제도 확

과정을 거쳐 1999년에 도시지역 자 자에게도 확  용함으로써 외형 으로 

11년이란 단기간에 국민연 시 를 실 하 다. 이처럼 속한 연 제도 

확 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제도를 용한 이면에는, 연 제도에 

내재된 ‘ 부담‧고 여’ 속성으로 인해 베이비붐 세 가 본격 으로 퇴직하는 

시 부터 엄청난 재정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정 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로 격하게 연 제도 부양비가 악화되어, 장기 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

하는 노령부양비 악화 정도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래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이 게 악화된 연 제도부양비와 노령부양비가 시사하는 바는 ‘ 부담‧고
여’ 속성의 공 연 제도, 극단 으로는 순수부과방식 공 연 제도가 장기

으로 지속 가능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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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총인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추이

구 분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노인부양비 13.3% 15.8% 22.3% 37.3% 54.0% 65.4% 70.7% 75.2%

제도부양비 8.4% 13.3% 22.8% 41.9% 67.5% 88.5% 103.0% 108.1%

  주: 1) 노인부양비 = 65+ / 18～64세

     2) 제도(노인)부양비 = 노령수 자 / 가입자

출처: 국민연 발 원회(2003)

〔그림 5-2〕 총인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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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황과 문제

  1. 황

가.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황

  일반 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노령계층을 한 특별한 

제도라기보다는 연령, 근로능력 등 인구학  특성에 계없이 어느 구든 국

가가 정한 최 생활수 에 미달하는 소득을 가진 경우 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보편 인 최종 사회안 망이다. 1998년 외환 기 이후 량실업과 소득

감소로 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 됨에 따라 근로무능력자에 해 기

생활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

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2004년 3월 재 65세 이상 기 보장노인 수

자는 349천명으로 체 65세 노령인구  8.4%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 으로 

취약한 노령집단의 특성상 체 기 보장수 자의 25~30%를 65세 이상 노인계

층이 차지하고 있다.

나. 경로연 제도의 황

  경로연 제도는 공 연 의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노령계층에게 연 혜택

을 부여하기 하여 1998년 7월에 도입된 제도로, 1991년부터 생활보호 상 노

인에게 지 되던 노령수당제도를 흡수‧통합하 다. 따라서 경로연 제도는 공

소득보장의 사각지 에 놓여있는  노령계층을 한 무기여연 제도로의 역할

과 기 보장 수 노인계층에 한 부가 여로서의 역할을 복합 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행 경로연 제도는 국민연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공 연 을 보완하는 기여연 의 기능이 차 소멸될 것이므로, 공공부조 수  

노령계층에 한 부가 여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상된다. 2004년 12월 재 

65세 이상 경로연 수 자는 618천명으로 체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14.8%에 

해당되며 경로연  수 자  국민기 생활보장수 자를 제외한 경로연 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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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득노인이 269천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6.5%에 달하고 있다. 

〈표 5-4〉 연도별 경로연  집행 황

(단  : 명, 백만원)

구 분 ‘99.12월 ‘00.12월 ‘01.12월 ‘02.12월 ‘03.12월 ‘04.12월

계 574,700 587,684 565,031 616,343 619,206 618,531

기  수 자 288,303 327,928 334,175 333,526 344,413 360,360

소득 수 자 286,397 259,756 230,856 282,817 274,793 258,171

주: 보건복지부(2005)

다. 국민연 제도의 황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 제도는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 자에게까지 제도

용의 상을 확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연 제도로 발 하 다. 이처럼 도

시지역 자 자에 한 확 용으로 국민연 제도가 외형상으로는 큰 발 을 이

룩하 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납부 외자가 발생하고 소득을 신고한 가입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비 도 반에 불과하여 연 사각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 이 게 국민연  가입 상자이면서도 보험료 납부

외 상태이거나 체납으로 인하여 실질 으로 제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가입자

가 계속 이러한 상태로 잔류할 경우 추가 인 사각지  발생이 불가피하다.



142

〔그림 5-3〕 국민연  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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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

〈표 5-5〉 사유별 납부 외 황(2005년 11월말 재) 

(단 : 천명)

계 실(휴직) 사업 단 생활곤란 주소(소재)불명 기타

4,664 3,383 (72.5%) 424 (9.1%) 180 (3.9%) 524 (11.2%) 153

  주: 기타는 병역, 학생, 시설수용, 입원 등 사유임.

출처: 국민연 리공단, 내부자료 2006년 2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제도 용의 사

각지 문제와 함께 장기 인 에서의 재정불안정 문제 역시 시 히 해결하

여야 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미 1998년말 연 법 개정으로 소득 체율을 

10% pt(70%→60%) 하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 음에도 불구하고 속한 인구

고령화, 성장시 로의 진입 등으로 인해 기 고갈시 이 앞당겨질 것으로 

망됨에 따라 추가 인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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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행 국민연 제도의 국민연  재정 망

라. 특수직역연 의 황

  한국의 특수직역연 제도는 용 상에 따라 공무원연 , 사립학교교직원연

, 군인연 으로 분류된다. 특수직역연 제도는 해당직역 종사자의 퇴직(퇴역) 

는 사망과 공무(직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하여 한 여를 지 함으

로써, 특수직역종사자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직역연 은 퇴직  사망에 한 소득보장  여, 공무상 

부상·질병·폐질에 한 재해보상  여, 기타 근로보상  여  부조  여 

등을 포함하는 종합 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특성에 따라 

일반 국민을 상으로 하는 국민연 에 비해 높은 여수 을 보장하고 있다. 

  2000년 재정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 제도는 여 히 불균형한 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제도의 성숙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30여 년간 연 수

자가 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보 해야 할 연간 자규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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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공무원연  재정수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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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그림 5-6〕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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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사회 원회, 『고령사회를 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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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65세 이상 노인의 공 소득보장 수혜비율 (2005년말 기 )

마. 법정 퇴직 제도  퇴직연

  퇴직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 근속 1년당 1월분 이상의 임 을 

지 하는 제도로 5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용하고 있다. 1961년 30인 이상 사

업장, 1987년 10인 이상 사업장,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도 용이 확

되었다. 2003년말 재(8월 말) 620만명 정도가 퇴직 제도의 용을 받고 있

으며, 이는 체근로자의 48%에 해당된다.

  1997년 퇴직 에 한 간정산제도  퇴직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근로자

의 목돈수요와 기업의 퇴직일시  부담을 고려하여 퇴직  간정산제가 도입

된 반면, 근로자의 수 권 보장  사업주의 일시  부담 완화를 해 퇴직보

험제도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행 퇴직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일시 으로 지 되고 있어 노

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하다. 퇴직  부분이 기본생활비(53.1%)로 소진(노동

연구원, 2000)되고 있으며, 비정규직근로자 증가, 연 제 도입  직장이동 증

가로 립 액이 감소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수 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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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으로 인해 퇴직 을 노후소득원으로 환시키기 한 노력차원에서 2004

년 12월 근로자퇴직연 보장법이 제정되어 2005년 12월 퇴직연 제도가 도입되

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퇴직 을 퇴직연 으로 

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처럼 퇴직 과 퇴직연 제도가 공존하는 상

황에서 퇴직연 제도가 명실상부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망된다.  

〈표 5-6〉 퇴직  제도 용 상자 추이

( : 천명, %)

연 도 용 상 규모 용 상자수 임 근로자 비 경제활동인구 비

1966 30인 이상 453 16.3 5.1

1975 16인 이상 1,448 30.5 11.9

1980 16인 이상 2,841 44.0 19.7

1985 10인 이상 3,786 46.7 24.3

1990 5인 이상 5,366 49.0 28.9

1995 5인 이상 6,168 48.2 29.6

2001 5인 이상 6,151 46.1 27.7

  

출처: 김수완 외(2005),『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연구』, 국민연 연구원.

바. 개인연 제도

  1994년 국내 축률 하락에 따른 책의 하나로 도입된 개인연 제도는 융

실명제 도입에 따라 자 이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융산업을 육

성하려는 융정책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세제혜택 축제도로서의 기능에 

치 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 다. 이로 인한 문

제 을 개선하기 해 1994년 도입되었던 세제  성격 개인연 이 2001년부터 

도입된 신개인연 제도로 체되었다. 신개인연 제도는 연간 240만원까지 소

득공제되고 이자소득에 해서도 비과세하되, 연 소득에 해서는 과세하는 



연 제도 개편방안 147

소  과세이연(퇴직시 에서 소득세를 부담) 개인연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 노후소득보장의 에서 볼 때 개인연 제

도는 낮은 개인연  가입률과 유지율이 가장 큰 문제 으로 존재하고 있다. 

2001년말 재 개인연  보유계약건수는 373만건으로 총 취업자수 비 17.7% 

수 이고 1994년부터 2001년까지의 총 신규가입건수는 1,158만건이나 785만건

이 실효‧해지 등의 사유로 탈퇴하여 2001년말까지 유지율은 33.2%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보면 1994년 487만건이 신규로 가입되었으나 이후 차 으로 실 이 

감소하여 기존상품과 세제내용이 변경된 신연 축이 도입된 2001년에는 24만

건 가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 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식화한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황은 [그

림 5-8]과 같다. 

〔그림 5-8〕 행 노후소득보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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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로 연 금

국 민 기 초생 활 보장 (공 공 부 조 )

특 수
직 역
연 금

임 금 소 득자 자 영 업 자 비 경 제 활동

기 초보장기 초보장

11층층

22층층

33층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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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제

가. 높은 노인 빈곤율과 보편 인 연 제도 도입에 한 사회  압력

  a. 노인 소득원 황

  한국의 경우 노인에 한 소득지원이 통 인 사 소득보장체계의 틀 내에

서 자녀에 의한 부모부양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진

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비율의 하락과 함께 자녀에 한 부모의 경제  

의존이 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표 5-7>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모에 한 

자녀의 경제  지원이 1988년 63.7%로부터 1994년 44.3%로 불과 6년 사이에 

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한다.

  공 연  등 다양한 소득원에 의존하고 있는 [그림 5-9]의 여타 OECD 국가 

노인층과 비교할 때 공 연  도입역사가 매우 짧은 한국의 경우 노인층의 소

득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체 노인  노후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인구 

비 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히 공 연 제도에의 용기회 자체

를 부여받지 못한  노령층의 빈곤문제 해결을 한 안마련 필요성에 한 

사회  압력이 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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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상이한 시 에서 한국 노인의 소득원 비교 (비교시 : 1988년과 

1994년) 

소득원 
연 도

1988 1994

 공  연 1.2 3.9

 사  연 0.0 0.0

 축 는 기타 자산 6.8 6.9

 자녀의 지원 63.7 44.3

 근로 임 26.3 37.6

 공공 부조 1.8 3.5

 기타 0.2 1.5

 미상 0.0 2.3

 총계 100.0 100.0

출처: OECD(2001), DEELSA/ELSA(2001)6.

〔그림 5-9〕 65세 이상 노인 소득원 국가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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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보편 인 연 제도 도입 필요성에 한 사회  압력

  이미 언 하 듯이 한국의 국민연 제도는 보험료를 납입한 가입자에게만 연

을 지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 되는 계로, 제도 도입시 에 이미 고령

층이었던 노인들과 연 제도에 한 가입기회는 부여되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

지 않아 연  수 권을 확보하지 못한 노인에 한 한 소득보장방안에 

한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보편 인 용방식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

연 을 도입할 경우  노령층  잠재  국민연  미수 자의 소득보장문제

가 자동 으로 해결된다는 장 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야당  각종 

이해 계자들은 조세방식의 기 연 제도 도입을 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 제도의 운 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 상당수 연  문가들은 

조세방식 기 연 을 도입할 경우 지  당장은 사각지  해소차원에서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나, 인구고령화가 진 됨에 따라 베이붐세 가 

거 퇴직할 2020년  반이후부터 연  소요재원이 증하여 미래세 에게 지

나치게 높은 부담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보편 인 제도 용의 기 연 제도 

도입에 부정 인 입장이다. 이들 집단이 기 연 제도 도입에 해 비 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재 부분 립방식으로 운 되고 있는 국민연 제도 

신 완 부과방식(Pure pay-as-you-go)을 의미하는 조세방식 기 연 을 도입할 

경우 공 연 제도의 립속성을 강화하는 국제  추세와는 반 방향으로 제도

를 이끌어간다는 단에 기인한다.

  체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 연 의 비 이 높으며 연 제도가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하 고 인구고령화도 상당부분 진행된 국가들이 기존의 공 연 제

도를 부과방식의 기 연 제도와 립방식의 소득비례연 으로 분리 운 할 경

우 기존의 공 연 제도보다 제도운 에 따른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그

러나 한국처럼 인구고령화 기단계에 있으며, 동시에 연 제도 역시 빠른 속

도로 성숙단계에 진입하는 국가의 경우 고령화가 진 되기 이 인 지 시 에

서 조세방식의 기 연 을 도입할 경우 고령사회에 비하기 해 후세 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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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덜어 다는 연 개 의 기본방향과는 반 로 가는 제도개 이 될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이 바로 연 개  논의에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는 한국  특

수성이라 할 것이다.

〈표 5-8〉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기 연  도입시 소요비용 추계

 (단 : 천명, 조원)

연도
상자수

(65세이상 인구)

총비용

경상가 불변가(2006년 기 )

100% 수 80% 수 100% 수 80% 수

2008  5,021 10.8 8.7 10.2 8.2 

2010  5,354 14.4 11.5 12.8 10.3 

2020  7,821 54.9 43.9 36.3 29.0 

2030 11,899 178.3 142.6 87.7 70.2 

2040 14,941 364.7 291.7 133.5 106.8 

2050 15,793 627.9 502.3 171.0 136.8 

2060 14,583 900.3 720.3 182.5 146.0 

2070 12,925 1,239.2 991.4 186.9 149.5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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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민노당에서 제안한 기 연  도입시 소요재정 추계

 (단 : 천명, 조원)

연도 상자수

100% 수 상  20% 제한

경상가
불변가

(2006년기 )
경상가

불변가

(2006년기 )

2008  5,021 5.2 4.9 4.1 3.9 

2010  5,354 7.5 6.7 6.0 5.4 

2020  7,821 36.6 24.2 29.3 19.4 

2030 11,899 131.0 64.5 104.8 51.6 

2040 14,941 273.2 100.0 218.6 80.0 

2050 15,793 475.1 129.4 380.0 103.5 

2060 14,583 690.9 140.0 552.8 112.0 

2070 12,925 953.9 143.9 763.1 115.1 

주: 1) 연 여  노령기 연 만을 고려한 소요비용 추계결과임.

   2) 상기 추계에서 사용한 평균소득은 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임 구조기본구조조사자료

(2004년 월평균 임 은 175만원)”에 근거하 음. 상기 기 을 사용하 을 경우 장기 으로 

기 연  유지에 필요한 소요비용이 높다는 단 하에 민노당에서는 평균소득의 기 을 

국민연 의 평균소득(A)으로 변경하 음. 이 경우 소요재원은 노인인구 100% 수 시 불

변가 기 으로 2008년 4.4조원에서 2070년 119.4조원인 것으로 나타나 소요비용이 폭 

감소하고 있음.

   3) 이처럼 사각지  해소차원에서 도입을 제안한 민노당의 조세방식 기 연 (안)은 한나라

당안에 비해 소요비용이 폭 감된다는 특징이 있음. 그러나 민노당의 경우 기 연  

외에 40% 소득 체율의 국민연 제도를 부가 인 제도로 추가한 계로 총 비용 차원에

서는 상당한 수 의 지출이 소요되는 공 연 제도를 제안하고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상기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 우리나라에서 제안되

고 있는 기 연  안들의 경우, 장기 인 에서의 비용부담이 막 할 것

으로 상된다. 이같은 정책 안은 출산‧고령사회로 인해 래될 재정불안정

에 처하기 해 후세 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한 연 개 의 기본취지와 

부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지  당장 조세방식 기 연 을 도입

할 경우 노인 빈곤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반면, 장기 으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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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력이 노인 집단에게 부분 할애됨으로써 후세 의 부담가   여타 국

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제 투자(청소년에 한 교육투자 등)가 소홀해 질 우

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행 국민연 의 개  필요요인으로 흔히 언 되는 낮은 제도 

참여율, 즉, 잠재  사각지  문제 역시  규모면에서는 매우 높은 수 이

나, 한국과 유사한 사회‧경제  환경에 놓여있는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에는 제

도 참여율이 낮지 않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0]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미 국가 부분은 우리보다 연 도입 역사가 훨씬 오래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연 제도 용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비교

상을 자 자 비 이 매우 낮은 선진국들이 아닌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할 경우 

상 으로 한국 국민연 에의 참여율이 높다는 에서 본인의 기여와 여지

의 연계고리가 약한 조세방식 기 연  도입에 신 을 기하여야 한다는 목소

리도 높다.

〔그림 5-10〕 남미 국가들의 연 제도 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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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afael Rofman(2005), “Social Security Coverage in Latin America",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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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 개  필요성  공 연  제도간 제도 성숙도의 차이  

  a. 인기없는 재정안정화 정책에 한 사회  지지 확보의 어려움

  이미 오래 에 공 연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연 을 지 받아 생활

하는  선배세 를 통해 공 연 제도의 정 인 측면들을 체험할 학습의 기회

가 있었다. 이러한 역사  배경으로 인해 재정불안정에 직면한 공 연 제도 

개  차원에서 덜 받고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 에 한 국민  반발

이(비록 정권이 붕괴할 정도로 여 히 강하지만) 한국과 같은 국가에 비해 상

으로 은 편이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에서는 연 제도가 노후생활과는 불

가분의 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 상의 공 연 제도인 국민연 의 도입역사가 일천한 한국

의 경우 장기 인 에서 두될 국민연 의 재정불안정 문제에 처하기 

한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에 해 매우 극단 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입

기 ‘ 부담‧고 여’제도로 도입된 국민연 제도주44)의 재정건 성 확보를 해 

1998년말 이미 재정안정화조치주45)가 있었음에도 장기 인 에서의 재정 불

안정이 우려됨에 따라 추가 인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 불가피하 다주46).

  한국정부의 국민연  재정안정화 방안에 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냉

소 이었다. 정부가 국민연 제도를 잘못 운 하여 래된 재정 불안정 문제를 

무책임하게 국민들에게 가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 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부의 제도개선안처럼 연 액은 게받고 보험료 부담을 많이 할 바에는 차라

리 지 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고 국민연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

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주47) 부연하면 돈 한푼 받아보지 못했는데, 연

주44)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  70%의 소득 체율을 보장하는 반면 보험료는 3%로 시작하 음

주45) 소득 체율을 10% 포인트 하향조정하여 60%의 소득 체율을 보장하는 반면 보험료는 9%

를 부담

주46) 소득 체율을 50%로 10% 포인트 하향조정하되, 보험료는 13%에서 16%까지 인상하는 안

주47) 일례로 정부가 국민연  재정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2003년 이후 소  ‘국민연  8 비 ’

이라는 문건이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면서 국민연 에 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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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의 명목으로 지 하는 연 액은 삭감하고 부담수 은 자꾸 인상하니 국

민들이 퇴직할 때는 연  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들이 높

기 때문이다. 

  국민연 제도에 한 이같은 극단 인 반응들은 국민연  수 자가 증가하여 

국민연 으로 노후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체험하기 까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그 다고 국민연 의 수 자가 거 배

출될 때까지 연 개 을 미룰 수도 없다는 것이 한국의 상당수 연 문가와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연 수 자가 거 배출된 시 에서는 국민연 에 한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나, 수 자를 포함한 연 련 이해 계자들의 

증으로 인해 제도개선이 더욱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처럼 연 제도에 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연 제도개  과

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착하고 있다는 측면 역시 한국  특수성을 반 한다 

할 것이다.

  b. 공 연  제도간 격한 성숙도 차이에서 오는 일반 국민과 특수직

역 종사자간의 갈등

  일반 국민 상의 국민연 제도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상으로 최  

도입된 이후 진 인 제도확 과정을 거쳐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 자에게도 

확  용됨에 따라 국민연 은 20년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도입 역사를 기록

하고 있다. 특히 공 연 제도에 한 순응성이 낮은 도시지역 자 자의 경우 

었다. 8 비 의 주요내용은 국민연  보험료는 세 일 뿐 일반 국민들의 노후와  상

이 없으니, 국민연 제도를 폐지하던가 정부가 폐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납부거부 운

동을 벌이자는 것이 주요 골자 다. 그러나 과거 국민연 에 해 비 인 기사 일색이

었던 한국의 언론들이 연  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공 연 제도에 내재된 문제 을 

인식한 후부터는 재정안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기사 는 사설들을 다수 게재하면서 상황 반 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도 한국  특수

성이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에 비 인 언론들이 정부가 추진 인 연 제도 개선에 

해 미온 인 정치권(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에 해 강도높은 비 을 제기함

으로써 연 개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 다는 도 연 개 과정

에서 주목할 만한 한국  특성이라 할 것이다.



156

제도에 가입한 후 채 10년도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에 특수직역연 의 경우 공무원연 이 1960년, 군인연 이 1961년에 도

입되었고 사립학교 교직원연 도 1975년에 도입된 계로 국민연 과 달리 제

도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 의 경우 제도도입이후 50년 가

까이 경과한 계로 성숙단계로 진입하 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 부담‧고
여’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특수직역연 의 재정 불안정은 장기 인 에서

의 재정 불안정 문제에 처하려는 국민연 과 달리 이미 실 인 문제로 

두되었다. 최근들어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차원에서 공무원연 을 비롯한 특수

직역연 의 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 국민 상의 국민연 과 특수직 종사자들을 한 연 제도 사이 제도 도

입시 에 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연 제도의 개  필요성을 우

선 으로 강조하는 분 기에 해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다는 것 역

시 한국  특수성이라 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국민연 보다 재정 불안

정 문제가 심각한 특수직역연 에 한 개 을 우선 처리하지 않는 한 일반 국

민 상의 국민연  개 에 해 반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에 해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들은 제도성격  부담 주체 등에서 상

당한 차이가 있는 특수직역연 과 국민연 을 동일시하는 일반 국민들의 반응에 

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무원을 고용한 상황에서 

연 제도에 한 정부 역할에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특수직 

종사자들의 항변이다. 여기에 덧붙여 민간부문의 퇴직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

제도를 국민연 제도와 동일시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공 연 제도간 제도 성숙도  제도 성격의 차이로 인해 공 연 제

도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한국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다. 높은 자 자 비 과 이들에 한 소득 악의 어려움  통합운 에 

한 불만

  한국 국민연 의 경우 연 여산식에 비교  강한 ‘세 내 소득재분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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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포되어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으로부터 소득층으로 소득재분배가 이루

어지도록 연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재는 ‘ 부담‧고 여’ 구조로 인해 세

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작동되어 실질 인 의미에서 세 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나, 정부에서 마련 인 강력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도입될 

경우 국민연 에 내재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체 공 연  가입자  자 자 비 이 높지 않은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한

국의 경우 자 자 비 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자 자 비 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에 한 정확한 소득 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 자의 상당수가 

연 보험료 산정의 기 이 되는 소득을 하향 신고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

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내포된 상황에서 자 자들이 실제 소득보다 축소 신고

함에 따라 소득원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도 

한국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환언하면 모든 가입자의 소득원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장 

가입자와 자 자를 동일한 제도에 용시키는 것에 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다. 국민연 제도를 통합 운 하는 것에 해 사업장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은 

다른 이유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국민연 과 달리 특수직역연 제도

는 완 소득비례연 으로 운 하고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명목상 국민 상의 연 제도를 운 하고 있음에도 높은 자 자 비율  

제도에 한 불신으로 인한 450만명에 달하는 다수의 보험료 납부 외자를 양

산하고 있다는 것도 한국  특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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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국민연  납부 외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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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 리공단 내부자료

라. 국민연 의 이론 (명목) 소득 체율과 실제 소득 체율과의 괴리

  한국 국민연 의 경우 이미 수차례 언 하 듯이 제도 도입 역사가 일천하여 

이론상 소득 체율과 실제 소득 체율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 인 기 에 비추어볼 때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 기 으로 60%의 소득

체율을 제공하는 국민연 의 소득 체율이 어도 이론 인 차원에서는 낮은 

수 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  도입역사와 연 시켜 가입자

의 실제 소득 체율을 계산할 경우 이론 인 소득 체율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

함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특성은 국민연 제도 도입당시 이미 장년층에 도달

한 연령층의 경우 최  가입기간이 15년을 상회하기 어렵다는 실 인 제약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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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국민연  소득 체율을 50%로 조정할 경우 가입기간, 소득수 별 

상 소득 체율(1999년 가입자 기 ) 

(단  : %) 

가입기간 1/4 분 2/4 분 평균소득 3/4 분 4/4 분

10년 18.79 15.89 13.55 12.05 9.71 

20년 36.93 31.23 26.62 23.67 19.06 

30년 54.19 45.81 39.04 34.70 27.92 

40년 71.55 60.47 51.51 45.77 36.81 

주: 1999년 가입자를 비교기 으로 설정한 이유는 1999년 4월의 국민연 의 도시지역 자 자 확

를 고려하 기 때문임. 즉, 년 12월부터 도입될 퇴직연  등 향후 다층소득보장체계의 

혜택에서 상 으로 취약한 집단의 상 소득 체율 분석을 통해, 연 개  안별 연

여의 성을 비교하기 함임.

  <표 5-10>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9년에 국민연 제도에 참여한 평

균소득자의 경우 향후 20년을 가입할 경우 27%, 30년 가입할 경우에는 40%정

도의 소득 체율이 상되고 있다. 1999년 연  가입자의 상당수가 실질 인 

의미에서 20년이상 가입하기 어렵다는 실을 인정할 경우(도시지역 자 자의 

경우 제도도입 당시 이미 장년층에 진입한 연령층이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여의 성’ 측면을 감안할 때 재정안정화 차원에서의 추가

인 국민연  소득 체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가 실 으로 어려운 실정이

다. 특히 국민연 제도 도입 기인  상황에서 이미 장년층에 진입한 세

의 경우 실질가입기간이 10여년에도 채 미치지 못하게 되어, 흔히 언 되는 

50~60%의 소득 체율은 단지 명목상의 소득 체율에 불과할 뿐 실질 인 소득

체율은 15% 안 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 

한 연 개 논의와 련된 한국  특수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 제도가 성숙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제도도입 기단계에서 나

타나는 명목소득 체율과 실질소득 체율 사이의 괴리가 좁 지는 반면, 국민

연 의 소득 체율 하락을 보완해  수 있는 퇴직연  등 여타 노후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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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역시 성숙단계로 진입할 수 있어 ‘연 여의 성’ 기 에서 국민연  

소득 체율의 추가 인 하락(40% 안 )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주48)주49) 특히 

2005년 말 도입된 퇴직연 제도로 인해 어도 사업장 가입자들의 경우 사업자

가 부담할 8.3%의 보험료를 통해 추가 인 20% 정도의 퇴직연  확보가 가능

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거를 따를 경우 어도 2028년 후(국민연 제도 도입이후 40년이 

되는 시 )까지는 국민연  소득 체율을 50%에서 유지하는 것이 여의 

성 측면에서 가장 실 인 정책 안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 제도가 성숙단

계에 진입한 2030년 이후에는 추가 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추

론을 따를 경우 한국에서는 재 국민연 제도의 기본틀을 허무는 체계 인 연

개 (systemic reform)보다는 오히려 진 인 연 개 (parametric reform)을 통

해 실질 인 의미에서 다층소득보장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

 특성을 반 한 최선의 정책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48) 한편 향후 상되는 사회‧경제  여건변화를 고려한 추가 인 정책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  당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1가구 1연 ’ 가구가 상당한 비 을 차

지하고 있으나,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과 유사한 수 으로 증가할 2030년 이

후에는 ( 어도 잠재 인 차원에서) ‘1가구 1연 ’ 가구의 비 이 격하게 낮아질 것이라

는 을 주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  다른 실 인 정책 안으로는 2028

년 이후 소득 체율을 35% 수 으로 하향 조정하되, 업주부에게 지 될 가 연 **을 

실화(가령 5%지 )시킴으로써 격한 소득 체율 하락에 따른 ‘1가구 1연 ’ 가구의 충

격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격한 소득 체율 하락에 따른 ‘1가구 1연 ’ 가구의 충격완화

를 해 가 연 으로 보완하는 상기 연 제도 개선방안은 업주부에게 지 될 가 연

이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따라 상당부분 여지 에서 제외될 수 있어, 장기

인 에서의 재정 감 기 효과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라는 향후 상되는 환

경변화에 효과 으로 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 인 정책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가 연 은 국민연  가입자가 연 수 권을 취득할 당시 수 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 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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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소득 체율을 40%( 는 30%)로 하향 조정할 경우의 국민연  

재정 망(2027년까지는 50% 소득 체율 유지) 

적립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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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
)

정부의  개정안 소득대체율  40% 소득대체율  30%

주: 2070년말 립배율 2배라는 동일한 재정건 성 조건을 충족하기 한 ‘소득 체율‧필요보험

료’ 조합 가정 하의 립기  추이

〈표 5-11〉 2028년 이후 소득 체율을 40%로 하향 조정할 경우의 가입기간, 

소득수 별 상 소득 체율(1999년 가입자 기 , 2027년까지는 

50% 소득 체율 유지)

(단  : %) 

가입기간 1/4 분 2/4 분 평균소득 3/4 분 4/4 분

10년 18.46 15.62 13.32 11.85  9.54 

20년 36.59 30.94 26.38 23.45 18.88 

30년 53.50 45.23 38.54 34.26 27.57 

40년 67.42 56.98 48.54 43.13 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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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개편방안

  주요 선진국과 달리 경제성장  국민연 제도 확 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

진 한국의 경우, 향후 도래할 고령사회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한 공 연

제도 개선방향, 나아가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에 해 시사 을 얻을만

한 한 외국의 사례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주요 선진국들은 인구가 증가하고 고속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진

으로 ‘ 부담‧고 여’ 연 제도를 확 시켜 온 반면, 한국은 연 제도와 인구

고령화가 매우 단기간 내에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망됨에 따라 출산율이 

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 연 의 수 자가 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망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한국  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연 개  방향으

로는 다름아닌 진 인 제도개선(gradual parametric reform)이 될 것으로 단

된다. 특히 한국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공 연 제도와 퇴직연 제도의 성숙

단계에 발맞추어 진 으로 소득 체율을 하향 조정해나가는 정책 안이 연

여의 성  미래세 에 가할 부담규모의 최소화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

한 개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행 국

민연 제도의 사각지  해소,  노령계층의 노후빈곤문제 해소차원에서 일부

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세방식의 기 연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 안과는 상

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주변여건이 허락하는 범  내에서 지속 으로 부

분 인 개 (parametric reform), 즉, 진 인 개 을 시도하는 것이 결과 으로

는 체계 (Systemic)인 연 개 에 다다를 수 있는 가장 효과 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단이다. 한국의 경우 장기 으로 재 60%인 

소득 체율을 50%(2027년까지)로 하향 조정한 뒤 추가 으로 40% 는 35% 

내외(2028년 이후)로 하향 조정할 경우 이처럼 슬림(slim)화된 국민연 이 사실

상 기 연 으로 자리잡게 되며, 국민연 의 소득 체율 하락을 퇴직연 이 보

충할 수 있으며 국민연  슬림화로 가능해질 필요보험료 하향조정을 통해 퇴직

연  등 사 연 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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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공 연 의 진 인 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 히 노

후소득보장의 사각지 로 남게될 사회  취약계층에 해서는, 1차 으로 제도 

순응성(compliance)을 제고할 수 있는 각종 사회  인 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

임으로써 사각지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 에 남아있는 집단에 해서는 철 한 자산조사( 는 

소득조사)에 바탕을 둔 한 노후소득보장(선별 인 공공부조제도)을 정부 일

반재정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 상 규모의 최소화에 따른 정부재정 지출의 격

한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노후를 비할 수 있는 집단에 해서는 고령사

회에서도 지속 가능할 노후소득보장체계에 편입시켜 안정 인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도록 하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러한 제도에의 편입이 불가능한 

소득층에 해서만 정부재원을 집  지원할 경우 연 정책과 사회정책의 분

리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인빈곤층 지원에 소요될 정부지출 역

시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5-13]과 [그림 5-14]는 이같은 추론 하

에 ( )고령사회에서도 작동 가능할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골격을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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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 )고령사회를 비한 진 인 제도개선 방향 - 행제도 유지시

급여적절성급여적절성(adequacy of benefit)(adequacy of benefit)

부담수준부담수준감안한감안한 지속가능성지속가능성(sustainability)(sustainability)

제도적용의제도적용의 보편성보편성(universal coverage)(universal coverage)

실제소득대체율과명목소득대체율의괴리

(특히1999년도시지역 자영자경우)

퇴직연금(2005)도입이후상황변화
(24.2%=국민연금 15.9%+퇴직연금 8.3%)
근로자및사용자에게는지나치게높은 부담수준

사각지대와저소득노인층의소득보장미흡

2028년이후(국민연금40년, 퇴직연금20년이상)

국민연금(40%안팎)+퇴직연금(20%안팎)=합계 60% 
내외의소득대체율 보장

2028년이전(퇴직및개인연금미성숙)

국민연금중심: 적어도 50%는 되어야

2028년이후(국민연금40년, 퇴직연금20년이상)

국민연금(40%안팎)+퇴직연금(20%안팎)=합계 60% 
내외의소득대체율 보장

2028년이전(퇴직및개인연금미성숙)

국민연금중심: 적어도 50%는 되어야

11.90%12.90%부담수준

35%+5%40%소득대체율

2028년이후

소득대체율 하락으로부담수준이 12% 이하로 하락

11.90%12.90%부담수준

35%+5%40%소득대체율

2028년이후

소득대체율 하락으로부담수준이 12% 이하로 하락

공적부조: 사각지대의저소득노인계층 대상

국민연금: 순응성제고통한 사각지대최소화

모든노인에게최소한의소득보장

공적부조: 사각지대의저소득노인계층 대상

국민연금: 순응성제고통한 사각지대최소화

모든노인에게최소한의소득보장

〔그림 5-14〕 ( )고령사회에서의 바림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 안들)

11단계단계 (2006(2006--2027)2027) 22단계단계 (2028(2028년년 이후이후))환경변화환경변화

-퇴직연금이 성숙되는 2027년까지는
국민연금의 점진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유지할 필요

-연금 사각지대문제는 공공부조제도
확대로 어느 정도 충족

3안: 조세방식 부조형 기초연금
도입 (중산층 이하 대상)

2안: 명목확정기여제도(NDC)도입
+ 최저보장연금으로 보완

1안: 점진적 개혁방안 계속 추진
국민연금 40% 혹은 35%

+ 가급연금(5%)

4안: 재정안정화된 국민연금
+ 개인계정

(미국부시행정부 개혁안)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기업연금 05년도 말 도입(미성숙)

개인연금 활성화 필요(미성숙)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기업연금 05년도 말 도입(미성숙)

개인연금 활성화 필요(미성숙)

-점진적 개혁으로 적정수준에서
제도에 내제된 암묵적 부채를
통제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퇴직으로
고령화 충격이 완화되기 시작

-점진적 개혁으로 인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퇴직연금으로
보완 가능

-제도성숙(국민연금 40년이상, 
퇴직연금 20년 이상 수급자 발생)
으로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
대체율간의 괴리가 축소

-사각지대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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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행 국민연 의 기본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의 논의와 달리 장기

인 에서 실행 가능하다고 단되는 행제도의 기본틀을 허무는 개

안으로는, 공 연 제도의 잠재  부채가 많은 국가들의 연 개  안으로 활

용되고 있는 명목확정기여형 연 제도(NDC)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NDC 제도를 효과 으로 활용할 경우 연 재정안정화를 제도 내에 내생화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 소득층의 낮은 연 액으로 인한 소득보조장치

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해서는 정부 일반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최 보장

연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지  당장 NDC제도를 국민연 제

도에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 근거는 국민

연  재정안정화 조치가 효과 으로 실행에 옮겨질 경우 잠재  연 부채가 통

제 가능한 수 에 머물게 되어 재정안정화 측면에서의 박한 필요성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요한 이유로는 제도 속성상 개인계정에 귀속되어 

확정기여형(DC)으로 연 이 지 되는 계로 당분간 연 제도 역사가 일천하

여 이론 인 소득 체율과 명목소득 체율에서 상당한 괴리를 보일 국민연 제

도의 경우 NDC제도로의 환시 상당수 가입자들의 연 액이 최 생계비 이하

로 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장기 으로 재 야당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조세방식의 기 연

도 극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지의 배경에는 체 인구구성비

율  최 규모를 차지하는 베이붐세 가 퇴직하는 시 이후부터는 인구고령화 

정도가 상당부분 둔화되어 부과방식 속성의 조세방식 기 연 을 도입할지라도 

지 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는 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모든 노인에게 보편 으로 용되는 기 연

보다는 공공부조 성격을 강화한 기 연 , 즉, 산층 이하 소득 노인을 주요 

상으로 하는 선별 인 제도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상 그룹을 선별 으

로 운용하는 방식은 재 캐나다에서 활용하고 있는 연 지  후 세 으로 환

수하는 제도(clawback system)를 폭 강화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안정화는 도모하되, 부분 으로 개인계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미국 부시행정부의 국민연  개 안도 장기 인 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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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 12.4%인 미국 사회보장 기여   8.4%는 

재정안정화 조치가 단행되어 장기 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유지하는 반면, 나머지 4%에 해서

는 개인계정 도입을 허용하여 소득비례로 운 하되 가입자가 립기 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배우자 는 자식에게 상속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

의 연 개 안이 일견 자식에 한 애착이 유달리 강한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와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고 단되기 때문이다. 가입자들에게 이같은 유인을 제공

할 경우 지 보다는 국민연 제도에의 순응성(compliance rate)이 높아질 것으로 

상되며, 국민연 제도의 재정건 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 인 

에서의 연 개  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 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공 연 의 재정불안정, 연 제도 용에서의 사

각지  문제, 한 수 의 연 여 지 이 공 연 제도의 정책목표로 그 

어느 하나 소홀히하기 어려운 정책과제이긴 하나, 향후 속하게 도래할 고

령 사회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해서는 정책의 우선순  설정이 불가피하다

는 것이다. 부연하면 모든 정책과제에 해 동일한 가 치를 부여하여 동시에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에 한 사회  합의 도출이 시 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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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적용 의 보편성
(universa l coverage)

제 도 지속 가 능성
(sustainabil ity )

급 여의 적절 성
(adequacy of benefit)

정 책 목 표정 책 목 표 모 두 를모 두 를
충 족 하 는충 족 하 는 단 일단 일

연 금 제 도연 금 제 도 불 가 능불 가 능

향 후 도래 할 제 상
황 변 화를 감 안하
여 가 장 시 급 한 문
제 를 해결 하 는 정
책 의 우선 순 위 설

정 필 요

〔그림 5-15〕 공 연 제도의 정책목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공 연 제도 개 방향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최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지속 가능성이란 비단 재정 인 차원에서만

이 아닌 정치‧사회  지속 가능성의 의미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공 연 제도에 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 해소를 

통한 제도 수용성 제고, 정치인들의  합주의로부터 공 연 제도를 분리

시키는 탈정치화 과정이 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노령층  

잠재  노령층의 소득보장 사각지  문제에 해서는 정부 일반재정(즉, 세 )

으로 조달하는 공공부조 속성의 별도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이루어

지도록 련제도를 정비하되, 인구고령화  연 제도 성숙단계에 맞추어 체 

노인 비 수 상자의 비율이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경우 OECD 회원국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베이붐 세 의 거퇴직으로 인해 

제도 도입시  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숙단계에 진입할 한국 국민연 제도 

 련 사회보장제도에 한 지속 가능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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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문제제기

  건강보험과 의료 여제도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50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를 상으로 1977년 건강보험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최 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을 상으로 공공부조형태의 의료 여제도 한 

1977년에 도입되었다. 진 으로 건강보험의 용 상을 확 하여 1988년 

국민 보험시 가 도래하 다. 2000년에 의약분업이 시행되었고, 건강보험은 직

장과 지역이 통합되어 단일 보험자조직으로 리운 체계가 바 었다.  그 후 

2001년에는 그 동안 유래 없던 건강보험 재정 기가 도래 하 다. 재정 기를 

타개하기 해 한시법으로 재정건 화 특별법이 재정되었고 재정 기를 극복하

기 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이 실시되어 정보다 빨리 2004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2006년에는 재정건 화 특별법이 종료되어 2007년에는 

새로운 건강보험법의 용을 받게 된다. 재정 기 극복과 함께 그 동안 잠재되

었던 여러 욕구들이 분출되고 있다.  일반 국민은 보장성확 에 한 욕구가 

있는 반면 공 자들은 억 렸던 수가에 한 실화 요구 움직임이 있다. 이러

한 요구들은 모두 더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의료 여제도는 2000년에 국민기 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다시 태어났다. 

이 에는 정부의 시혜차원에서 최 생계비 이하의 소득층에게 지원되었던 의

료보호가 국민기 생활보장법 시행이후 수 권자가 권리로 주장할 수 있게 되

었다. 수 자 선정기 에서 인구학  요인이 없어지고 진 으로 차상  계층

까지 확 되는 등 2006년에는 상자가 약 180만명에 이르게 되는 등 외연 으

로는 발  모습을 보 다. 그러나 2000년 이 에 1조원을 돌던 진료비가 

2006년에는 4조원에 육박하는 등 재정 으로 심각한 한계에 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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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에 2조 9천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진료비 한 1998년에 약 3.39배 증가

한 9조 9천억원에 이르 고 2006년에는 약 23조원에 육박할 망이다. 이 처럼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증하는 상은 장

기  추세로 악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증가율이, GDP 비 어느 정

도의 진료비 비 이 바람직한가에 한 객 인 근거는 없다. 자원배분의 우

선순 에 한 의사결정은 시  여건의 산물인 경우가 부분이다. 

  외환 기로 국민경제가 탄지경에 이르고, 경제성장률이 마이 스를 기록하

는 동안에도 진료비의 증가행진은 멈추지 않았고, 이에 반해 수입 증가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결과로써 재정 자가 발생하 다. 외환 기는 

우리나라에 있어 국민경제로서도 크나큰 시련이었으나, 건강보험 역사에도 길

이 기억될 기간이다. 소득수 이 떨어져 부담능력은 어들어도 진료비는 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만큼 재정 리가 난제임을 보여  기간

이었다. 이 와 에서 진료비는 억제되어야 할 무엇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재정  보 이 되지 않는 진료비 지출 증가는 당 성 여부를 떠나 제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경제  원인에서 출발하지만, 내면에는 다양한 형태와 다방면에 

걸친 문제의식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다 크고, 보다 고 스러운 의료기 으로 몰려드는 상에 한 우려와 부

정  인식, 불필요한 수진, 무지나 행 인 의약품 오남용, 공 자에 의해 유

도된 유인수요(supplier induced demand), 불합리한 수가체계로 인한 행  진료

행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건강의 불안, 병의원의 경 여건 악화에 한 제도

 보상요구, 법정 혹은 임의 비 여의 과다함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 등 제반 

문제들이 그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다. 

  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이하는 2007년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를 재정비할 

환 임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로를 추

하여 궁극 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즉,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가 가야할 방향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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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황과 문제

  1. 황

  재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는 최 생계비 이하의 소득 취약계층을 상

으로 하는 의료 여제도와 나머지  국민을 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로 구

성되어있다. 용 상 측면에서는  국민 모두 의료보장체계에 포 되어있다. 

다만 건강보험과 의료 여제도의 범주 내에서 보장하기 어려우나 국가  

에서 보완이 필요한 몇 가지 제도가 운 되고 있다. 응 상황이 발생하여 응

실을 이용해야하나 당장 경제  어려움 때문에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계층

을 해 응 불제도를 운 하고 있고, 본인부담이 과도하나 지속 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을 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한 지원제도가 

있고, 기치 못한 상황에서 진료가 필요하나 경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해 긴 의료제도가 운 되고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 여는 소득수 에 따라 상을 달리하지만 국민의 최  건

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본 개념은 거의 유사하다. 건강보험은 약 180만

명의 의료 여 수 권자를 제외한  국민을 용 상으로 하고 있다. 행 국

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한 방‧진단‧
치료‧재활과 출산‧사망  건강증진에 하여 보험 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

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의 

여범 는 질병  부상에 한 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을 

포 하고 있다. 의료 여제도 한 여범 는 건강보험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의료 여에서는 의료 여 수 권자의 불필요한 입원, 주거목 의 장기입원 방

지와 장기요양기 의 부족 해소를 해 가정간호를 여로 인정하고 있다. 

한 건강보험은 연간 여일수의 제한이 없지만 의료 여는 365일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진료가 필요할 때는 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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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의료보장 인구

(단 : 천명) 

구 분
의료보장(A) 의료 여

(B)

건강보험

(A－B)인구 증감률 비고

2004년 48,745 0.74% 1,483 47,262

2005년 49,057 0.64% △0.10% 1,653 47,404

2006년 49,239 0.37% △0.27% 1,820 47,419

 주: 건강보험 각년도 통계연보 

  본인부담은 건강보험과 의료 여제도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입원의 경우 건

강보험은 법정 여 범  내에서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의

료 여 2종(의료 여 수 권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은 15%, 의료 여 1종

(의료 여 수 권자  근로능력이 없는 자)은 무료이다. 외래는 1차(의원 )를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3,000원(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을 본인이 부담

하고 있는 반면, 의료 여 2종은 1,000원(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 1종은 무

료로  부담하고 있지 않다. 처방 을 소지하여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건강

보험 용 상자들은 1,500원(총 진료비가 10,000원 이하)을 부담하지만 의료

여 2종은 500원을 그리고 1종은 무료로 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제도 운 에 필요한 재원을 보험료, 조세(국고지원  담배부담

)를 통해 충당하지만, 의료 여는 액 국가의 조세로 운 되고 있다. 2001년

에 한시법으로 탄생한 재정건 화 특별법에 의하면 건강보험은 지역재정의 

50%를 조세(담배부담  10% 포함)에서 충당하도록 되어있다. 한시법이 종료된 

후 2007년에는 체 보험료 수입의 20%를 조세가 담당할 정이다. 의료 여

는 재원 체를 국가의 세 으로 충당하지만 앙정부가 총재원의 80%(서울의 

경우 50%)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0%(서울의 경우 50%)를 부담하도록 하

고 있다. 

  공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보상제도는 부분 행 별 수가제가 용

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모든 서비스에 해 행 별 수가제가 용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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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여에서는 정신질환  액투석에 해 정액 수가를 용하고, 그 외 나

머지 서비스에 해서는 행 별 수가제가 용되고 있다. 다만 요양기  종별 

가산율의 용에 있어서는 두 제도간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는 의원 에 15%, 병원 에 20%, 종합병원에 25%, 종합 문요양기 에 30%의 

가산율을 용하지만 의료 여에서는 이보다 약간 낮게 의원 에는 11%, 병원

에는 15%, 종합병원에는 18%, 3차 진료기 인 종합 문요양기 에는 22%의 

가산율을 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리운 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과, 징수, 자격

리, 사후 리, 지불 등 제도운 에 필요한 반 인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장하고, 요양기 에서 청구된 진료내역은 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

료 여는 제도운 의 주체가 국의 232개 지방자치단체이다. 즉, 232개 지방자

치단체가 보장기 이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해 사후 리업무의 일부, 지불 

업무, 통계 생산, 자격 리업무의 일부 등이 공단에 탁되어있고, 청구된 진료

실 에 한 심사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다. 

〈표 6-2〉 건강보험  의료 여제도에 한 개

건강보험 의료 여

용 상 의료 여수 권자를 제외한 국민

최 생계비 이하의 계층  재산  

부양의무자 기 을 만족하는 자(

국민의 약 3.5%)

여범 치료목 의 법정 여 건강보험과 거의 비슷

본인부담
입원 : 법정 여 범 내에서 20%

외래 : 약 4,500원

입원 : 법정 여 내에서 무료(1종), 

15%(2종),

외래 : 무료(1종), 약 1,500원(2종)

재원조달
보험료, 담배부담 , 조세에 의한 국

고지원
조세

지불·보상 행 별 수가제
행 별 수가제  일부 정액

(정신질환, 액 투석 등)

리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 234개 지자체가 보장기 임

청구  

심사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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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제

  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 부담 비 의료서비스 수혜 정도를 다

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비교  효율 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OECD 선진국의 

경우 여율(총진료비 비 보험의 부담률)이 약 80%에 이를 정도로 보장성은 

높으나 동시에 보험료 부담도 소득 기  약 12%에서 15%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보장성은 약 60%를 상회하여 OECD 선진국의 약 75%보다 다소 

낮지만 보험료 한 소득 기  약 4.48%로 선진국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그리고 보장성이 아직 낮은 것은 보험역사가 짧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러

나 소득수 이 진 으로 향상되면서 건강에 한 심이 증가되는 등 보장성 

확 에 한 욕구는 증하고 있다. 따라서 보장성을 강화해야하는 것은 당연

하지만 그 이 에 제도의 건강성에 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하여  시 에서 의료보장체계의 

제반 문제 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행 우리나라 국민  의료보장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계층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 으로 용측면에서의 사각지 는 없다. 최 생계비 이

하의 소득층은 의료 여제도에서, 그리고 나머지 국민은 건강보험제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약 200만 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보험 여

의 제한을 받고 있고 약 3만명으로 추정되는 주민등록 말소 세 가 자격을 갖

지 못하고 있다. 약 200만 가구의 체납세   자발  체납(제도에 한 반감 

등의 이유 때문에) 세 는 건강 험이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에 의해 는 체

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제  이유 때문에 체납할 수밖에 없는 비자발  체납세 (건강보험공단 내

부 자료에 의하면 약 체납세 의 40%)는 보험 여가 제한되어 있어 의료보장

체계에서 사각지 에 놓여있다 할 수 있다. 더욱이 약 3만 명의 주민등록 말

소 세 는 의료 험이 발생했을 때 기존제도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즉, 건강

보험과 의료 여가 도입된 지 30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용의 사각지 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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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보장성이 약하여 즉, 여가 불충분하여 사각지 가 존재하고 있다. 법

정 여의 범 가 좁아 증질환에 이환되었을 경우 과도한 본인부담은 가계를 

탄시킬 수 있다. 건강보험은 약 65%의 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암, 심 계, 

뇌 계 질환 등 증질환은 상 으로 비 여가 많아 실질 인 의료보장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의료 여의 경우 1종은 약 83%, 2종은 약 72%의 여율

을 보이고 있으나 역시 증질환에 이환되었을 경우 최 생계가 받게 된

다. 의료 여 수 권자  약 3만가구가 1년에 10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을 하

고 있어 이들은 심각한 생계 에 처해있다. 2004년에 실시된 차상  실태조

사에 의하면 국민의 약 7.7%가 경제  이유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

험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료 여 수 권을 갖지 못한 비수  빈곤층은 약 

20.9%가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표 6-3〉 의료에 있어 박탈상태로 보고한 가구비율

(단 : %)

계층
수

빈곤층

비수

빈곤층

비수  빈

곤층 외 차

상 계층

(120%)

일반층 체

3개월 이상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정기  진료를 받는 것
1) 7.8 9.7 8.6 2.6 3.9

가족 이 이가 아 면

치과에 가는 것1) 23.2 22.8 16.8 7.1 10.1

가족 에 몸이 아 면

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
1) 8.5 12.6 9.4 3.3 4.9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이 있음2) 17.9 20.9 15.7 4.8 7.7

주: 1) 해당 문항에 해 “하고(갖고) 싶지만 재 여건이 안되어 못하고(갖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2) 해당 문항에 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3) 모든 항목에 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음.  

출처: 이 주 외(2005),『차상 계층 실태분석  정책제안』, 보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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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건강보험  의료 여제도 모두 상시 으로 재정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건강보험은 2001년 재정 기 이후 정부의 지원 등으로 2004년에 수지균형을 달

성한 후 2005년에 흑자로 환되었으나 2006년에 다시 자를 기록할 망이

다. 국민의 보장성 강화 요구에 비해 보험료 인상이 어려워 지속 으로 재정불

안 요인을 안고 있다. 의료 여 역시 최근 3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진료비 

증가를 보이고 있어 산의 폭 확 가 요구되고 있다. 2006년 말 약 8천억 

원 정도의 체불이 상되고 있다. 

〈표 6-4〉 건강보험 재정 망

(단 : 억원)

구  분 2006년(A) 2007년(B)
차 이

증감액(B-A) 증감률(%)

수

입

계 222,988 236,174 13,186 5.9

보험료수입 182,345 197,242 14,897 8.2

국고지원 28,698 27,042 △1,656 △5.8

담배부담 9,227 9,204 △23 △0.2

기타수입 2,718 2,686 △32 △1.2

지

출

계 224,801 251,952 27,151 12.1

보험 여비 214,926 241,775 26,849 12.5

리운 비 9,111 9,567 456 5.0

기타지출 764 610 △154 △20.2

당 기 수 지 △1,813 △15,778

  수 지 10,732 △5,046

 주: 보험료  수가인상을 감안하지 않음.

    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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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의료 여 연도별 진료비 청구  부족액 황

                                              (단  : 억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산

(증가율)

22,119

(5.6)

22,891

(3.5)

24,651

(7.7)

29,057

(17.9)

청구액

(증가율)

19,824

(7.6)

21,655

(9.2)

26,132

(20.7)

33,128

(26.8)

부족액

(국  고)

902

(695)

239

(166)

1,069

(823)

4,256

(3,277)

  넷째, 지불보상방식에 하여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행 보상제도

인 행 별 수가제(Fee for Service)는 개별 행 마다 가격이 지불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의료공 자들이 필요이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한다. 해

마다 수천 명의 공 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에서 공 자들은 목표 수입을 정

해놓고 이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한다는 가설이 행 별 수가제하에서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공 자와 수요자간 정보가 비 칭이기 때문에 공 자가 제공

하는 서비스에 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불체계에 한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에 

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조세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나라는 부분 

총액 산제 형태의 지불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보험료 방식의 보험제도를 운

하고 있는 나라는 부분 행 별 수가제를 용하고 있으나 격한 진료비 인

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포 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제도를 면 으로 바꾸기에는 산 한 난제가 많다. 

  다섯째, 본인일부부담제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도

입하면서 가능하면 보험에 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해 많은 사람이 혜

택을 볼 수 있도록 경증질환에 한 본인부담이 상 으로 게 설계되었다. 

그러한 경향이 지 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경증질환에 한 상  낮은 

본인부담 그리고 증질환에 한 상  높은 본인부담은 험이 도래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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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 보험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지난 2004

년에 실시된 건강보험공단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통상 총진료비가 3만원 이하인 

외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43%이지만 총진료비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

르는 증질환(입원)의 경우 경증질환 본인부담률보다 높은 약 45%에 이르고 

있다. 즉, 무늬만 보험이라는 비 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입원의 경우 비 여 

본인부담이 많아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증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정

도로 가계의 경제상태에 지장을 래한다. 소득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는 

의료 여제도도 건강보험과 여범 가 묶여있어 입원의 경우 비 여가 범

하게 존재한다. 즉, 공공부조제도로써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반

면 비 여가 별로 없는 외래의 경우 의료 여 1종 수 자들은 본인부담이  

없다. 즉, 행 의료 여 본인부담제도는 수 자들의 필요이상의 남용 가능성을 

제도 으로 잉태하고 있다.  

〈표 6-6〉 요양기 들을 상으로 실시한 본인부담 실태조사 결과

(단 : %)

 

진료형태

본인부담

계

(총본인부담)

법정일부

본인부담
비 여본인부담

입원 45.1 18.6 26.5

외래 43.1 26.4 16.7

체 43.6 23.4 20.2

  주: 건강보험공단 자료 인용(2004)

  

  여섯째, 형평성의 한계가 지 되고 있다. 2000년에 건강보험이 하나의 보험자

로 통합되었으나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되어있어 직역

간 이동시 소득이 감소함에도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직역간 보험료 부과측면에

서 형평성이 결여되어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기반하여 정율(2006년 기  

소득의 4.48%)로 부과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악이 어려워 소득,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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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령, 자동차등을 부과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재산이 

상 으로 많은 계층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격한 보험료 격차를 실감하

게 된다. 한 부담능력 비 보험료가 소득 역진 이라는 비 이 있는 반면 조

세가 아님에도 상하 등 간 보험료차이가 과도하다는 지 도 있다. 지역가입자

의 경우 최하등 과 최고등 간 보험료 차이가 300배를 넘고 있다. 부담능력 

기  부담의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상 차이가 나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미래의 기치 않은 험을 구성원들끼리 서로 모아 험을 나 는 보험

제도에서 이 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실 이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 의료

근성 련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도시에 요양기 이 집 되어 농어

 지역 주민들의 의료 근성이 제약 받고 있다. 이러한 근성의 차이 때문에 

농어  주민에게 보험료에서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근본 인 해결

책이 되지못하고 있다. 의료 여 수 권 련 형평성 문제도 지 되고 있다. 의

료 여 수 권자가 되기 해서는 최 생계비 이하의 소득(소득 인정액 기 )

이면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즉, 최 생계비 이하의 소득자들이 수

 빈곤층과 비수  빈곤층으로 나뉘게된다. 비수  빈곤층은 부양의무자가 있

다는 이유로 수 권자들이 받는 월 평균 약 80만원의 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차상  계층(법정 차상 는 최 생계비 기  120% 이하의 소득자를 

의미함)까지 확 되어 계층간 형평성 문제로 남는다.  

  일곱째, 리운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단일보험자로써 총  리한다. 자격, 부과, 징수, 여를 총 하고 

있다. 거  단일보험자이기 때문에 효율성의 한계가 있다는 지 을 받고 있다. 

경쟁시스템의 도입이 한계가 있고 즉각 처가 필요한 사안조차도 지체되고 있

다는 지 도 있다. 의료 여제도에 한 리운 의 문제 은 더 크게 부각되

고 있다. 의료 여는 국의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보장기 이지만 다음과 같

은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선 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의료 여제

도를 리하기 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구상  환수 등 문성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문성이 부족하다. 부분의 지자체에서 담당공무

원의 업무 지속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담당 인력 자체도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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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지자체별 담당인력이 있으나 의료 여 업무 외에도 지역에 따라 노

인, 장애인, 아동,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함으로 의료 여

에 담키 어렵다. 지자체장의 심 부족도 업무의 건강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체 소요 산의 4% 내지 6%( 역시의 자치단체는 부담

하지 않음)를 부담함으로 의료 여 업무에 한 지자체장의 심이 부족하다. 

제3  개편방안

  1. 개편의 원칙  방향

  건강보험  의료 여제도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의 험분산을 목 으로 도

입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는 의료비부담의 

험분산을 강화하는 보장성의 확보이고, 둘째는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지향

하는 것이며, 셋째는 의료비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의료의 질

을 희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제가 항상 따르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

을 모두 만족시키는 해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정책조합(optimal 

policy mix)을 찾아나가야 한다. 먼  험분산의 측면에서 행 건강보험이 정

작 증질환과 같은 고도의 의료 험에 한 보장성이 취약하다는 비 을 받고 

있다. 국민에 한 용 상의 확 를 통하여 의료 근도상의 형평성을 확보

하려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 에 있었기 때문에 보장성 면에서 취약함을 안고 

있었다. 다음으로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료비의 낭비가 많은 구

조 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 이 제기되어 왔다. 의료시장에서의 정보의 

비 칭성(asymmetric information)과 행 별수가제를 채택함에 따라 의료공 자의 

과잉진료와 부당한 진료비의 청구 등과 같은 도덕  해이 상이 래되고, 보

험약가 속에 숨어있는 음성 인 차익은 약을 과잉 처방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

용하 다주50). 의료수요자 측면에서도 경미한 질환의 경우 부분 보험 혜택을 

주50) 실거래가제와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이러한 약가 차익은 보다 상당부분 사라지고 있지

만, 의약분업 이후에도 여 히 약가차익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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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때문에 수요자가 직  지불하는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불필요하게 의료이

용을 증 시키는 도덕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 이 있다주51). 그러나 본

인이 부담하는 가격이 높아지면 의료 근도를 제약하여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

키고 궁극 으로 자원의 효율  사용을 하시킬 것이란 견해가 립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의료비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그동안 보험료의 형평부담을 

제고하는 데에 부분의 정책  노력이 투입되었고, 보험혜택에서 제외되는 의

료비의 직  부담의 형평성에 해서는 상 으로 정책  심이 소홀하 다. 

재 60세 이상 노인에 한 정액본인부담의 경감이나 본인일부부담에 한 보

상제도 등이 의료비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려는 정책수단이지만 그다지 만족할

만한 정책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건강보험이 지향하는 원

칙들을 달성하기 한 근방법들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선택된 근방법이 가

져다  기 효과에 해서는 우리 학계에서 많은 견해 차이가 돌출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건강보험의 제도개선에는 다음 몇 가지 여건을 필수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나 환에는 의료공 시장에 미치는 향을 고

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 까지의 우리나라 의료공 시장은 민간이 주도하여 

왔으며, 정부 재원의 제약상 공공의료의 폭 인 확충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주도  역할을 하는 선진국과는 근본 인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제도도 당 의 취지 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 

주51) 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한 도덕  해이에 한 기존의 연구결과로는 최 의 실증  분석으

로서 Pauly(1969)는 후생비용을 보험 여비용의 10% 혹은 총진료비의 7%로 추정하 다. 

Feldstein(1973)은 본인부담률을 33%에서 50%와 67%로 증가시킴으로써 순후생이득은 총병

원진료비의 약 16～32%로 추정하 고, Phelps(1973)는 10%의 추가 본인부담은 방문횟수의 

1.8%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하 다. Newhouse와 Phelps(1974)는 26.5%의 본인부담이 

총입원지출의 최소한 17%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하 다. Manning et al.(1987)은 

Rand HIE(Health Insurance Experiment) 자료를 이용하여 본인부담률이 낮은 보험상품에 

한 도덕  해이의 후생비용은 US 370～600억불로 추정한 바 있다. Cheah and 

Doessel(1994)은 호주의 경우 1984～1985년간 시행된 Barium Meal Radiology 진단 시술에 

한 보험 여의 후생비용은 총비용 1404만불  1.28%인 18만불 정도를 의료보험도입(보

험 여율 90%)으로 래된 낭비로 추정한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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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나마 가장 실 인 공공의료 확충은 보건소 기능의 강화일 것이다. 

  둘째, 사회보험에 한 국민의 인식은 여 히 개선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보험료를 세 에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다 많은 여혜택

에 한 더 많은 부담 체제로의 환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여건으

로서는 부담능력의 획기  개선도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에 

해서는 낮은 부담,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통상 인 국민감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향후 의료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서비

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일반 으로 1.0을 과하므로 소득수 의 상승속도 이

상으로 진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보험 여비의 증가를 의미하

며, 보험 여비가 보험료에 의해 조달된다는 의미에서 실질 인 보험료율(보험

여비/총소득)의 인상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진 이다. 고령화는 

의료비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이는 곧 보험료율의 추가 인 인상을 의미한다. 

그 외 의학기술의 발 은 고령화를 더욱 진시키고 새로운 의료기술  의약

품이 개발되어 보험 여 서비스의 수 과 범 의 확 를 요구할 것이다. 선진

화에 따르는 질병구조의 다양화는 건강 해요인을 양 으로 증가시키고 질 으

로 복잡하게 하며(악성 병원균의 변종‧신종 출 이나 癌과 같은 고비용 질환, 

고 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증가), 장기이식  인공장기투입, 원격진료 등 

고가의 서비스 욕구가 다양하게 출 하게 되면 의료비 상승의 압박은 더욱 가

속화될 것이다. 유 자구조의 해독 등 의학기술의 발달이 질병을 사 에 방

하거나 치료비용을 감하거나 노년기에도 건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궁극

으로 의료비를 감할 수 있는 기 이 상기 의료비증가요인을 상회하는 가정을 

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산업  생명산업 등 보건의료와 유 한 시장의 

발 은 필연 으로 의료비를 획기 으로 증 시킬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한계 을 인식하고 재의 우리 여건을 바

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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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편 방안

가. 진료비 리제도 개편

1) 진료비 총액 목표제 도입

  재의 행 별수가제에 의한 진료비지불방식으로는 근본 으로 진료비청구규

모를 측하기 어렵고, 심사에 의한 진료비삭감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진료

비총액을 보험자와 의료공 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나마 진료비총액의 

규모를 측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제 혹은 산제를 도입하

기 해서는 여러 가지 제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단계에서는 정부나 보험자가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진료비총액의 

상한을 설정하고, 보험 여기 이나 수가기 을 면 하게 조정함으로써 보험재

정을 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부담 가능한 진료비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매월 리해나가면서 정책수단을 신축 으로 조율해나가는 

것이다. 

  진료비총액 목표를 각 부문별로 배분하고, 각 부문내의 세부 인 항목으로 

다시 배분하는 Top-Down 방식으로 진료비를 리하는 것이다. 를 들어, 의

과, 치과, 약국, 한방으로 구분하고, 다시 병원(2, 3차), 의원으로 구분할 수 있

고, 다시 문과목별로 세분하여 근해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부 부문별

로 보험 여범 나 본인부담, 여‧심사기 , 수가(상 가치)를 조정함으로써 부

문별 진료비 발생규모를 조정해나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여행

와 비 여행 의 항목을 조정하거나 본인부담률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 여비의 총액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부담가능한 보험료수 을 고려하

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를 들어, 직장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을 5%

로 정하고, 5%의 보험료수입에 상응하는 보험 여비가 발생하도록 여범 , 

본인부담  수가기 을 조정한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국고지원을 제외한 나

머지 여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이때 지역보험의 부담은 

직장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직장보험의 부담률은 소득수 의 상승,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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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기술의 도입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진 으로 인상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용함에 있어서는 특히 보험 여범 의 구조조정이 검토되어

야 한다. 한정된 여재원 내에서 소액진료비에 한 본인부담을 강화하고 고

액진료비에 한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구조개편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의약품  필수 인 것은 보험 여에 포함시키고, 비필수 인 것은 비

여로 환하여야 할 것이다. 한 미결정 행 ‧약제‧재료들을 여, 100/100

여주52), 비 여 등으로 분류하는 기 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향후 비 여를 

여로의 환을 무리없이 진행시키기 한 비 단계로 100/100 여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재 건강보험제도가 근간으로 하고 있는 행 별수가제 하에서 

진료비 총액을 통제할 수 있는 진료비 목표 리제의 운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건강보험의 자동안정 시스템주53)을 운 하기 해서는 우선 목표진료비를 설

정하여야 한다. 이를 한 기 작업으로 의약분업 이후 요양기 (의료기 과 

약국)의 경 분석을 통하여 표 원가(‘ 정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토 로 하여 

정 수가수 (환산지수; conversion factor)을 도출한다. 도출된 수가수 (‘환산

지수’)으로 실제로 발생된 진료비를 계산하여 기 목표진료비를 설정한다. 그

리고 기 목표진료비를 수립한 다음 연도부터의 목표진료비는 년도 목표진

료비에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SGR: Sustainable Growth Rate)을 반 하여 설

정한다. 

  목표진료비를 설정한 후에는 목표진료비와 실제 발생한 진료비를 비교하여 

환산지수를 조정하면 된다. 아래 그림과 같이 도출된 환산지수 하에서 발생한 

주52) 100/100 여란 서비스행 료의 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여행 이다. 즉, 보험자 부담이 

없지만 수진시 통제되고 심사를 거친다는 에서 비 여 행 와 완 히 차별화 된다. 

주53) 총진료비 목표를 설정하고 총진료비목표와 실제 발생진료비간의 차이에 따라 수가수 을 

조정하되 총진료비 수 에 따라 재정수지균형을 맞추기 하여 “수가-보험 여-보험료-국

고부담 ”을 동시에 결정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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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진료비(①)가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을 반 한 목표진료비에 못 미치게 

되면 다음 연도에 환산지수를 ①로 인상하고, 환산지수(①)에서 발생한 실제진

료비(②)가 목표진료비를 과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환산지수를 ②로 인하한

다. 다만, 목표진료비에서 허용가능한 상하한 범  내에서 진료비가 발생하면 

환산지수를 물가상승분 정도만 조정한다. 

〔그림 6-1〕 진료비 변화와 환산지수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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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수입(보험료+국고)과 지출(수가+ 여범 )의 자동균형을 확보하기 하여, 

보험료수 -국고지원 -수가수 - 여범 를 동시에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 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 해 본다.

  에서 설명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시스템은 미국의 진료비 목표제를 기

로 한 간단한 진료비 목표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의 제도를 그 로 

답습하게 되면 훨씬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우리나

라의 실정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진료비 목표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미국

의 제도와 같이 시행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 진료비 목표제를 

시행하기 해서는 이에 한 많은 연구  모의실험(simulation)이 필요하다. 

미국도 재의 “지속 가능한 목표 증가율”(SGR)에 기 한 진료비 목표제를 확

립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로 등장한 건강보험의 재정 기를 타개하기 한 한 방

안으로 진료비 목표제를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문제도 있지만 성공 인 운 을 해서는 보험자와 의료공 자와의 사 조율이 

선무이다. 진료비 목표제가 단순히 의료비를 억제하는 제도가 아니고 진료비 

지불제도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제도라는 것을 의료공 자에게 인식시키는 과정

이 성공 인 진료비 목표제를 수행하는 데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요양기  계약제 도입

  행 요양기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에서는 의료기 , 약국  보건기 이 당연히 요양기 으로 용된다(건

보법 제40조). 한 특정요양기 이 보험 용기 으로 부 합할 경우에 요양기

에서 제외가 가능하나 실 으로 제외된 경우도 없고 이에 한 실효성도 

의문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요양기 의 당연 용  특정 기 에 한 용

배제 등에 하여 의료계는 부당성을 지 하고 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제도는 의료공 에 한 총량은 물론 지역 는 직역간의 균형에 한 조

정(통제)기능이 없다. 이에 따라 행 별수가제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공

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할 방법이 무한 상황이다.



186

  정부(보험자) 입장에서 국민(가입자)에게 정 수 의 의료 제공에 필요한 공

수 을 정하고, 그 범  내에서 요양기 단 별로 의료의 공 방법과 보상수

에 한 계약을 맺을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자는 가입자를 리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인- 리인”(principle-agent)의 계에 있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의료서비스를 히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 을 선별하여 계약기

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에 요양기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의 인구 등 

특성을 감안하여 인력, 시설  장비 등 한 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리고 진료비의 청구자료를 분석하여 환자들에게 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는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 요양기 (병의원, 약국)의 진료비청구자

료를 심사하여 과잉‧부당 청구하거나 서비스에 한 평가를 통하여 건강보험 

지정기 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요양기 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을 취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

 지정에서의 제외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 인 요양기 의 분포

를 고려하여 특정 지역내에서 일정한 범 의 요양기 에 한 강제지정이 필요

하다. 이러한 계약제는 요양기 이 과도하게 집된 도시 지역을 심으로 

시행하면서 단계 으로 용범 를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충격을 일 것이다. 

나. 의료보장 체계의 틀 개편 방안

1) 의료보장의 다층 시스템 구축 

가) 의료보장 체계의 틀 개편의 기본방향

 ○ 의료보장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의 균형을 확보하고, 

규제와 시장원리를 조화시킴. 

 ○ 공공과 민간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지향하고, 보장의 다층화와 소비

자의 선택을 존중함. 

 ○ 기초적인 의료위험에 대한 보장성을 확보하고, 재정안정성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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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장체계의 틀은 첫째, 재정안정을 담보하는 범  내에서 의료 험에 

한 보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여의 범 를 확 하여 고액

진료비 때문에 가계가 재정 탄에 직면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동시에 방의료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 하여 질병을 사 으로 방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하여 

진료비총액목표제  의료 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수요측면의 의료이용상 도

덕  해이를 방지함은 물론 비용과 효용의 한계치가 근 하도록 의료 축제도

(Medical Saving Account)를 도입하고 의료서비스의 총량을 설정하여 의료비 지출

을 측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안정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셋째, 의료 근도

와 부담의 측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 축제도는 혜택과 

부담을 연계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 여 포 에 따른 고액진료

비 보장은 의료 근도에서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개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사회  책임과 개인  책임의 균형, 규제와 시장의 원리 조화, 그리

고 재원의 다원화를 통하여 의료보장 시스템의 다층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나) 개편의 틀

  의료보장 다층체계의 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층에서는 가벼운 경질환에 

따른 소액진료비를 가족단 의 의료 축계정으로 보장하고, 2층에서는 간단한 

입원  고액 외래를 하여 재와 같이 사회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고액진료

비가 소요되는 증질환에 해서는 3층에서 조세를 통하여 재원을 충당한다.  

〔그림 6-2〕 다층 의료보장체계의 구상

3층
Major
Risk
↑

重症질환 (고액진료비) 조세

2층 中症 질환 (간단한 입원  고액외래) 보험료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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輕症 질환 (소액진료비) 의료 축

건강증진
생애주기별(유아, 청소년, 장년, 노년) 

건강 리 로그램
조세

보장 상 재원조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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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다층 의료보장체계와 의료비 감

     輕症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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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정으로 충당되는 건강증진 로그램이 의료보장의 다층체계와 병행되

어야 한다. 방 종, 양, 운동, 스트 스, 흡연, 음주, 마약 등에 한 사  

리를 통하여 궁극 으로 국민의료비의 감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강

증진 로그램의 도입은 장기 으로 질환 발생률이 감소하여 의료비를 감시키

게 된다. 

  에서 제시된 의료보장 다층체계는 재정안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의료

축계정(MSA)의 도입은 의료이용상 도덕  해이를 감소시킨다.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자원이용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즉, 의료남용의 감소로 비

용을 감하게 된다. 건강증진 로그램의 도입은 질병의 사 방으로 잠재  

치료비용의 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의 다층보장체계

에 지불보상제도를 행 행 별 수가제(Fee for Service)에서 진료비총액목표제

로 바꾼다면 재정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게 되

는 것이다. 

▶ 의료저축제도란 

  전통적인 의미의 의료보험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의

료보험제도는 의료비용을 주어진 기간 동안 보험가입자 간에 횡단면

(Cross- Sectional)으로 분산시켰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큰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비할 수 있지만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처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용을 개인 또는 가족별로 

다년간 시점간(Intertemporal) 분산시키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 의

료저축제도이다. 즉, 노령화에 대비해 노후의 의료비를 각자의 저축으

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점간 위험분산은 “현금흐

름의 불확실성”이라는 단점이 있다. 적립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비

용이 소요되는 질병에 걸린다면 비용분산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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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층 보장체계의 내용  재원조달 방식

  다층보장체계의 제도내용을 시하여 보기로 하자. 1층은 의료 축제도

(Medical Saving Account)를 도입한다. 를 들어, 직장가입자는 임 의 2%를, 

지역은 세 당 평균 2만 원을 매월 축계정에 립하여 외래 소액진료비에 

처한다. 내원일당 의원 1만 5천원, 병원 2만원, 종합병원  이상 3만원까지 

축계정에서 인출‧사용하되 축계정의 립액을 과하는 진료비에 해서는 

본인이 액 부담하도록 한다. 립 액은 노후 의료비에 비하기 하여 70

세까지 인출을 제한해야 한다.

〈표 6-7〉 다층 의료보장체계의 제도내용 시

 

여 상 법정본인부담 재원조달방식

3층

重症질환

- 입원지료 100만원 이상

- 외래진료 10만원 이상

10% 조세

2층

中症질환

- 입원진료 100만원 이하

- 외래 소액진료비 과분(단, 10만원

  이하)

30% 보험료

1층

소액진료비 (외래 내원일당)

- 의원 2만원까지

- 병원 3만원까지

- 3차병원 5만원까지

가족 축

계정 과분
의료 축

방  건

강증진

- 생애주기별 건강 리

- 방 종, 건강검진, 건강상담, 

  건강교육 등

- 조세

  2층의 재원은 사회보험료로 조성한다. 를 들어 직장은 임 의 3.0%, 지역

은 세 당 월평균 3만원을 부과한다면 2층에서 필요한 재원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방  건강증진 로그램은 일반재정으로 1조원을 확보하여 방 종, 건



의료보장제도 개편방안 191

강검진, 건강상담, 건강교육 등의 로그램을 통하여 질환발생의 험을 억제한

다. 이를 하여 공공의료기 인 보건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의 확충

은 진료비 발생 유형이 정형화되어있는 노인, 장애인, 소득층 등의 의료보장 

강화와 건강증진 로그램의 활성화로 민간병‧의원에서 발생할 잠재  의료비를 

흡수할 수 있다.  한 궁극 으로 소액질환에 하여 공공의료기 과 일반 병

‧의원간 경쟁체재를 구축하고 축계정 립액이 불충분한 소득층이 공공의

료기 을 이용할 수 있다. 

라) 기 효과  고려사항 

  다층-다원 보장체계는 여범 의 확 로 의료보장성을 폭 강화하게 된다. 

고비용 진료를 보장하게 됨에 따라 가계의 재정 탄을 방지함으로서 의료서비

스에 한 근성을 제고하게 된다. 소액질환에 한 의료 축제도의 도입은 

사회보험의 한계인 수혜자 부담 원칙을 일부 실 시켜 의료이용자들의 비용의

식 제고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즉, 가입자들의 립액에서 의료비가 지

출되기 때문에 의료이용에 보다 신 해지고,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의 감소로 

축 된 립 의 유용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부수 으로 국내 축이 증 되어 

자본시장의 확충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다층-다원 보장체계는 여러 가지 에서 기 효과를 상할 수 있

지만 이를 성공 으로 정착시키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

다. 첫째, 여의 확충으로 재정소요가 증 되는 바 이에 한 국민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보험료가 약 50% 증가하게 되고 국가재정으로부터 추가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한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단기 으

로 재정의 폭 확  같지만 ‧장기 으로는 재정안정  의료보장의 지름길

이 된다. 둘째, 의료 축제도 운 시 건강에 한 개인의 책임 가로 의료이용

의 빈도가 많은 소득층과 노인  유아 보유 가계 등 한계 계층의 의료보

장을 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의료 축 립액  일부를 공동기 으로 활

용하거나 사회보험료 는 조세재원에서 일부를 공동기 으로 조성하여 보 하

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상자는 신청자 가계의 재산‧소득 등 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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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 부담능력을 심사하여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액질환이 개인

의 책임으로 가됨으로써 소득층의 경우 축계정 내의 립액을 보 하기 

하여 필요한 서비스까지도 기피할 우려가 있는 바 공공보건의료시설을 폭 

확충하여 이들의 의료욕구를 감당해야 한다. 

  본 개 안이 재의 경제사정과 건강보험 재정형편에 비추어 실행가능성이 

낮다면 재의 보험재정 규모 범  내에서 다층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으로 

단계  근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 축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의료 축계정의 용범 를 진 으로 확장하는 것이 제도의 정착을 한 단

계  수순이 될 것이다. 

다. 소득층에 한 의료보장체계 확립

  앞 에서 지 되었듯이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에서 사각지 문제는 크게 건

강보험 용 상자  체납세 와 의료 여 수 권자의 과도한 비 여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진료비 통제를 해 진료비 총액 목표제와 요양기  계약제가 

도입되고 의료보장체계의 틀이 앞에서 제시된 것처럼 면 으로 개편된다면 

별도의 소득층 상 책을 강구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의료 여제도의 과도

한 진료비 증 상이나 비 여의 과도함 때문에 의료의 사각지 가 발생한다

는 우려는 자동 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이러한 방안이 도

입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실임을 감안할 때 과도기 동안이라도 별도의 

소득층 상 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하여 건강보험 용 상자  체

납계층과 행 의료 여수 권자로 나 어 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건강보험 체납자에 한 방안

  건강보험체납자는 크게 비자발  체납계층과 자발  체납계층으로 나뉜다.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만성  희귀질환 등 경제  능력이 취약하여 체납

상태에 있거나 실업, 재해, 휴‧폐업 등 소득 상실 는 감소에 의해 일시 으로 

체납하고 있는 계층이 비자발  체납세 로 분류된다. 소득(능력)이 충분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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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도거부나 도덕  해이 등 경제외  요인으로 체납하는 계층을 자발  체

납세 로 분류할 수 있다. 비자발  체납계층에 해서는 의료 여 수 권자로 

환하거나 보험료 부 제도  긴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이들을 보호할 필요

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의 체납자가 최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격자에 해서는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의해 

의료 여 수 자로 환하는 등 국가차원의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부양의무

자 는 재산의 소득환산 때문에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수 자가 되지 못한 

계층에 해서는 기 을 폭 완화하여 수 자로 편성하되 그 외 계층에 해

서는 의료Buffer주54) 기  형성을 통한 건강보험료 부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수

요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일시  실업, 도산, 부도 등에 의해 일시  

체납 인 유형에 해서는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체납보험료 경감, 보험료 경

감, 분할납부 등 일정기간 보험료를 부하여 의료욕구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증질환 등에 의해 과도한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계층에 해서는 

의료Buffer 기 을 활용하여 의료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발  

체납 계층에 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들은 경제  능력이 있음에도 제도에 한 항, 인

지 부족으로 인해 체납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료사각지 로 볼 수 없다. 특히 의

료욕구가 발생할지라도 자체 능력에 의해 의료비 감당이 가능한 집단이기 때문

에 국가나 공단차원의 정책  배려보다는 체납자에 한 납부설득  유인, 제

도개선을 통한 납부 동기부여 는 압류, 체납처분 등 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행려, 가출,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정지가 되어있어 리가 실

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는 긴 의료제도가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54) 일시  실업, 도산, 부도 등 때문에 보험료 체납이 불가피 하거나, 증질환의 이환에 따

라 과도한 본인부담 등으로 가계의 경제 환경이 심 히 악화되는 계층에게 보험료 는 

비 여 포함 본인부담을 일시 으로 부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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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 여 수 권자에 한 방안

가) 보장성 강화 방안

  의료 여 수 권자에 한 문제 으로 비 여 본인부담의 과도함 때문에 사각

지 가 존재한다는 이 이미 앞에서 지 되었다. 여의 측면에서 의료사각지

의 완화내지 해소를 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서 출발해야 한다. 첫

째, 의료보장을 강화해야 하겠다. 재의 의료 여 수 권자는 의료 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최소한 의료비 때문에 일시  압박은 있더라도 이환에 따른 

치료가 종결되면 짧은 기간내에 가계가 정상 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집단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용 상자와 의료 여 1

종, 2종간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실 으로 의료 여의 법정 여 범 가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어 재의 여 체계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의 의료보장 정도는 특히 소득층의 생계를 심

각하게 하는 수 이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의료 여제도

만 보장성이 강화된다면 한계선상에 있는 건강보험 용자들은 상 인 박탈감

에 젖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 체 으로 보장성을 강

화하는 가운데 소득층을 상으로 하는 의료 여제도에 좀 더 주안 을 두는 

방향으로 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의료 여 제도는 액 국가의 

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산 활용에 낭비요소가 없어야 한다. 특히 본인부담

이 없거나 상 으로 어서 제도 자체가 도덕  해이 가능성을 잉태한다면 

 국민의 항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의료 여의 의료이용 행태가 필요이

상의 장기입원을 하거나 건강보험에 비해 고액의 진료비가 지출된다면 이에 

한 리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와 같은 기본 방향 에 소득층 상 의료보장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최근 의료사각지  해소를 하여 긴 구호제도의 일환으로 긴 의료제도가 

도입되었다. 한 사회안 망 강화차원에서 건강보험에 의료기 을 설치하여 본인

부담이 과다하거나 일시 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계층에 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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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한 논의가 진행 이다. 이러한 논의는 소득 취약계층에 한 사회의 책

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의 출발로 인식된다. 의료 여제도의 보장성 강화도 이러한 

사회  합의의 토 에 설계될 수 있으리라 단된다. 의료 여 수 권자의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해서는 수 권자들의 최 생계가 심각하게 받지 않아야 한

다. 이를 해 이들이 부담하는 실질 본인부담액을 감소시켜주어야 한다. 

  우선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 검토하고 비 여 포함 체 인 본인부담 수

을 고려하고자 한다. 의료 여 1종은 재 법정 여 범  내에서 본인부담이 

없는 반면 의료 여 2종은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재 1종과 2종의 구분 기 은 근로능력 여부로 단하고 있지만 근로능력 여부

를 단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명된다 하더라도 모

두 최 생계비 이하의 계층인 만큼 국민기 생활보장법이 수 자의 권리로써 

보장하고 있는 최 생계보장 차원에서 장기 으로는 의료 여 2종 수 권자를 

행 근로무능력자인 의료 여 1종 수 권자와 동일하게 법정 여 내에서 본인

부담을 없애는 것이 옳다. 그러나 실 으로 정부의 산 부담까지를 고려한

다면 단계 인 차에 따라 우선 행 15%를 10%로 인하하고 진 으로 없

애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기에는 본인부담이 과도하여 의료 근성이 히 

떨어질 수 있는 계층이 있다. 이를 부분 으로 보완하기 하여 재 실시되고 

있는 본인부담 보상제  상한제를 실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 30일 

기  본인부담 20만원 이상의 50%를 보상하는 본인부담 보상제를 10만원 이상

으로 실화하고 180일 기  120만원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

제를 60만원 상한제로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환에 따른 본인 책임을 일

정부분 강조하더라도 20만원 이상의 상치 않은 의료비 지출은 생계 자체를 

하게 됨으로 행 기  본인부담이 30만원이면 25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제안된 보상제에서는 2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뇌경색, 백 병 등 비

여 본인부담이 과도한 질환이 발생하면 새로이 제안된 제도에서도 생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과도기 동안은 일정부분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단된다. 상한제를 최  6개월간 60만원으로 하는 것은 기본 인 생계를 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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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실 인 범  내에서 최 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 여 포함 체 인 본인부담 수 을 고려하고자 할 때 비용 규모별 근 

방식과 질환별 근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질환별 근 방식은 질환별 빈

도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고액이면서 상 으로 빈도가 높은 질환을 우선 

보장하고 빈도는 으면서 고액이 소요되는 질환은 비용규모별 근방식에서 

해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 여 수 권자들의 이환 빈도가 잦으면서 

고액이 소요되는 질환군은 암, 심 계, 뇌 계, 희귀난치성 질환 등이다. 이 

들 질환군은 생명과 직결되어있으면서 고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는 

최우선 고려 상이 될 수밖에 없다. 최 생계비 이하의 수 권자들이 이러한 

질병에 이환되면 생계유지가 불가능하고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요

원해진다. 한 경제  이유 때문에 치료를 방기하면 생명에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선 이들 4개 질환 군에 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겠다. 

본인부담액이 평균 2백만원 이상으로 나타난 이들 질환에 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보장성이 확보되려면 1달 평균 본인부담의 상한선이 최 생계

비의 20%(문화 생활비를 제외한 생존을 한 비용이 약 최 생계비의 약 80%

로 추정됨)를 넘지 않아야 하나 이러한 안 역시 실 인 한계에 착하게 

된다. 건강보험 용 상자들과의 형평성, 산의 한계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

면 우선 비 여 포함 총진료비의 10% 이하에서 본인부담이 설정될 수 있어야 

하겠다. 비 여 포함 총진료비의 10%는 질환에 따라 증도에 따라 편차가 크

지만 평균 으로 이러한 질환에 이환되었을 때 약 50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간병비, 교통비 등 치료와 련 있는 간 비용까지를 고

려한다면 이 정도의 수 도 심각하게 생계를 할 수 있으나 일단 출발이 

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서는 고액이 소요되면서 빈도도 상 으로 높은 질환에 하여 보장성 

강화방안을 제시하 다. 이는 고액이 소요되지만 상 으로 빈도가 낮은 질환

에 이환된 계층이 원천 으로 배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비용규모별 근 방

식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비용크기에 따른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비

여 본인부담 보상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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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경색, 백 병 등의 경우 비 여 본인부담이 과도하여 최 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이 이러한 질환에 이환 을 때 생계의 이 하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실 인 측면에서 비 여 본인부담 보상제 도입을 권고하고자 한다. 

상  병실료 차액  선택 진료료를 제외한 비 여 본인부담액  30일 기  

20만원 과분에 해 행 법정 여 범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본인부담 보

상제와 같이 50%를 보상하되 우선 공공의료기 에 한하여 시행한 후 진 으

로 확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4  질환 군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고액이 소

요되는 경우도 기본 인 보장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0만원 이상의 경우로 한

정하는 것은 앞에서 언 했듯이 기본 인 생계유지 차원에서 근하는 것이고 

공공의료기 에 우선 용하는 것은 실 으로 비 여 부분이 요양기 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의료기 부터 용한 후 비 여 항목별 기  

상 가치가 결정되면 민간부분도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비 여 부분에

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를 해 반드시 필요하나 상

한제가 도입되면 도덕  해이 상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는 향후 추이

를 보고 검토할 과제이다. 즉, 상한제 한계부분에 이르게 되면 필요이상의 처

치, 필요이상의 장기입원 등 공 자  수 자 양쪽 모두 도덕  해이가 만연

할 우려가 있다. 에서 제기한 보장성 강화 방안은 형평성과 재정상태를 감안

한 과도기  제안이고 건강보험의 여범 가 확 되어 여율이 70%이상에 

이르고 재정상태도 양호해지면 장기 으로 소득층 상 실질  보장성 확보

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하여 상병별 건당 비 여  법정본인부담 포함 실질본인부담 정도에 

따라 여를 달리하여 모든 질환자들이 기본 인 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장기 으로 1종과 2종의 구별 없이 법정 본인부담

이 0이라는 제하에 질환별 건당 본인부담 상한선  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용할 것을 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비 여 본인부담 합계액이 10만원 이

하의 경우는 다소 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지만 치료가 종료되면 바로 회

복될 수 있을 것으로 단하여 행처럼 본인이 부담을 하고 10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건에 해서는 10만원 이상 부분의 본인부담에 해 20%의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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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하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100만원 이상 건에 해서는 100만원 미

만 부분은 앞의 방법을, 100만원 과한 부분은 10%의 정률로 본인이 부담하

도록 하되 실질본인부담의 상한을 건당 50만원으로 한정한다. 단 비 여 본인

부담 구성  선택 진료료  상  병실료 차액을 나타내는 입원료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 다. 이와 같은 비용 크기별 단계  구성은 형평성, 산의 효율  

활용 그리고 보다 근본 으로 보장성 확보를 목표로 하 다. 행 제도로부터 

본인부담의 상한을 50만원으로 함으로써 최 생계가 심각하게 받는 상황을 

다소 완화하 고 동시에 비용규모별 단계  근으로 질환자들간 형평성을 확

보하고자 하 다. 동시에 이는 도덕  해이 가능성을 없애는 방향에서 최소한

의 본인부담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 다. 

  제시된 안이 집단간 형평성의 에서 타당한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용 상자들에 한 의료보장 방안은 없고 의료 여 수 권자에 한 

의료보장만 아래 표와 같이 강화한다면 한계선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형평성

에 문제가 있다. 건강보험제도에서 비 여 포함 본인부담률이 30% 이하로 떨

어진다면 의료 여 제도도 제시된 안을 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만

약 재 에서 제기된 안들이 실과 다소 상이하다면 제시된 안을 단계 으

로 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인부담 크기를 제시된 안보다 좀 더 높게 재구성 

할 수 있다. 본인부담 상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지자체 산으로( : 

20%) 실시하게 한다면 지 보다 훨씬 많은 심과 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8〉 의료 여 수 권자의 비 여 본인부담 감소를 한 정책 안

 

본인부담 

크기(건당)
본인부담 안 비고

10만원 이하  행처럼 본인 부담
1) 비 여  진찰료

와 입원료 제외

2) 실질본인부담 상

한 50만원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10만원 + (A-10만원)*0.2 

100만원 이상
10만원 + (100-10만원)*0.2 + 

(A-100만원)*0.1

 주: A는 본인부담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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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앞에서 지 되었듯이 의료 여 1종 수 자들에 한 외래 본인부담이 없어 

제도 으로 의료남용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 연간 진료일 수가 365일을 넘는 

의료 여 수 권자가 약 38만명에 이르고 1,100일을 넘는 수 자도 2만 5천명

에 이르고 있다. 최 생계비 이하의 계층이고 부분 복합 질환을 보유하고 있

지만 본인부담이 없어 필요 이상의 진료를 하는 것으로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이 

지 하고 있다. 약 1,500원(외래 1,000원  약국 500원) 본인부담이 있는 의료

여 2종 수 권자와 비교하면 략 4배 이상의 진료일수를 기록하고 있다. 따

라서 의료 여 1종 수 권자에게도 2종 수 권자에게 부과하는 정도의 본인일

부 부담을 지우고 여기에서 감되는 재원이 있다면 비 여 본인부담 상한제 

 보상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면 사 에 

이에 필요한 일정부분의 의료비를 지 한다 하여도 행보가 자유롭지 못하거나 

지 한 의료비를 과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은 의료이용에 한계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해서는 단골의사제를 도입하여 이들이 책임지고 

리하여 병용 기 약을 복용하는 등의 폐해 등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에 한 실

질  의료보장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라. 리운 체계의 강화

1) 건강보험

  재 건강보험공단 본부  6개 지역본부에서 일 하여 진료비를 지 하는 시

스템을 변경할 것을 검토한다. 그 방안으로 공단 지사별로 FUND를 배정하여, 담

당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에 한 진료비 발생을 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사의 담당 지역  직장가입자들의 질병발생확률(성, 연령 등)에 기 한 기 진

료비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FUND를 배정하여, 배정된 FUND 범  내에

서 진료비를 지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FUND 리를 하여, 지사에게 일

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FUND 리실 에 따라 인센티 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정수입확보를 한 유인시스템이 동시에 장착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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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支社別로 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지사별 목표수입 규모를 할당

함으로써 목표수입 을 징수 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정지출  

재정수입의 운 성과에 따라 연 가산  특별 성과 을 지 하거나, 국내외 연

수기회, 승진 가산 부여나 특별휴가 등 인센티 를 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 별 표 진료비 평가‧ 리제를 도입하여 진료

비에 한 감독을 과학 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요양기 의 진료비청구액을 

찰하여 표 인 진료비규모를 산정하고 표 진료비 규모에 근거하여 진료비를 리

하여야 한다. 즉, 진료비발생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연간 환자수, 환자의 인구통계  

구성, 질병의 양태, 기 의 시설  인력구성 등)을 고려하여 표 진료비 크기를 산정

하는 공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진료비를 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EDI 청구를 의

무화하고 병원회계 칙을 확립하여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정례화 하여야 한다. 

시설장비의 허가제 도입  의료인력과 병상수 통제도 병행되어야할 것으로 단된다.

2) 의료 여

  의료 여제도는 재 국의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리운 의 주체이다. 지

자체의 기  부담이 상 으로 고, 일선 담당공무원의 업무 과 함, 업무에 

한 문성 부족, 지자체장의 심부족 등이 의료 여 제도 련 문제 으로 

지 되었다. 의료 여업무의 부분은 건강보험과 비슷하다. 건강보험 용 상

자들이 받는 의료서비스를 의료 여 수 권자들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 생활보장수 권자가 자동 으로 의료 여수 권자가 되기 때문에 자격선정

련 업무만 건강보험과 다르다. 재는 기 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장기 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 으로는 많은 한계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자격선정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후 리, 진료비 리, 수 자들에 한 민원 편이

성, 의료업무에 한 문성 등 모든 분야에서 지자체 리 형태보다는 나을 것

으로 단된다. 특히 최근 4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 업무에 한 일원화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잉여인력을 의료 여 업무에 

배치한다면 양쪽이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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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문제제기

  한국의 노동시장은 심각한 도 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둔화는 ‧
성장시  반 인 고용기회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새로

이 창출되는 일자리의 경우도 소수의 좋은 일자리와 다수의 그 지 않은 일자

리로 양분되어 우리사회 계층간 보수와 소득격차의 심화가 구조화되고 있다. 

한, 청년실업이 높은 수 에서 지속되어 주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회  안 망이 미비한 채 퇴직 연령은 속히 단축되고 있는 반면, 고령자

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운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은 

인력과잉을 호소하는 데 반해 다수의 소기업에서는 숙련근로자의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밖에도, 노동시장내 ‘사회  취약계층’의 

열악한 취업기회, 사회  계층별 소득수 의 격차 심화 등도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문제에 해 소득보장성 실업 여제도, 고용창출  고용안정 

그리고 직업훈련 등의 차원에서 체계 으로 응하고자 고용보험제도가 운용되

고 있다. 그러나 행 고용보험제도는 짧은 제도도입의 연한 등으로 인하여 우

선 무엇보다도 실업시 당사자에의 한 소득보장수 을 유지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와 노동시장내 변화해가는 다양한 계층을 포 해내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

지  해소문제가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변화해가는 노동

시장내 도 요인과 함께 차 요성을 띠어가고 있는 제도측면에서는 직업훈

련, 고용알선 등 극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 등이 더욱 요한 과제가 되

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의 장기 발 방안에 해

서 탐색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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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황과 문제

  1. 고용보험제도의 황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먼 , ① 실업 방, ② 고용 진  ③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④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여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진 경제 사회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하고 있다(고용보험법 1조). 

그 외에도,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추가 사업분야로서 지난 2001년 확정되

어 추진 된 육아휴직 여  산 후휴가 여를 고용보험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제도는 1987년 정치‧사회 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구체

으로 1991년 8월 제7차 5개년 계획의 후반기에 고용보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며 

본격 으로 도입 비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후 1992년 제14  통령 선거 시에 

1995년 고용보험제도의 실시 공약이 제시되었고, 선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

후 비단계를 마무리하고 1993년 12월 27일자로 고용보험법(법률 제4644호)이 제

정‧공포되게 되었다. 법제정 ‧ 공포 후에 바로 이어 1995년 4월 6일에는 시행령이 

공포되고 시행규칙은 1995년 6월 12일 공포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가 본격 으로 착수되기 시작하 다.

  이 게 시작한 고용보험 제도는 사업의 규모와 산업별 특성 등에 따라 단계

‧ 선별 으로 용되었다. 먼 , 사업장 규모별로는 실업 여의 경우 애  30

인 이상 기업의 종사자에만 해당되었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

우에는 이보다 많은 70인 이상 기업에만 용하는 것으로 시작하 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장 규모별 제한은 97/98년 외환 기를 경과하며 1998년 10월 1일부

터는 그 용 범 를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용하기로 하며 축소되어갔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확  용되어 

용제외 공사 액의 한도가 단계 으로 낮추어져 왔다(2004년 1월 이후 재 

2천만원, 연면  330㎡ 과 건축  수선공사).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이

처럼 외환 기라는 외 인 환경 속에서 사회  필요와 정책의지가 결합(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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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기  IMF도 이를 지원함)되어 실업 여 수 과 그 용범  등이 3년이라

는 유례없이 단기간에 확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행 고용보험 제도는 용제외 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① 65세 이상인 자와, ② 소정근로시간이 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③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과,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 법의 용을 받는 교원 등에 해 용 제외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7조 

 시행령 제2조). 특히, 지난 2004년 1월부터는 종  용제외 상이었던 ‘60

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와 비정규근로자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

안 고용되는 자)’에 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

동부령이 정하는 시간미만인 자를 ‘소정근로시간이 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미

만인 자’로 변경하여 월 60시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도 고

용보험의 용을 확 하는 등 그 용범 를 단계 으로 확 하여 왔다.

〈표 7-1〉 고용보험 용 황

(단 : 개소, 명)

구  분
사  업  장  수 피  보  험  자  수

사업장 5인 미만 5인 이상 피보험자 5인 미만 5인 이상

1998 400,000 224,364 175,636 5,267,658 398,721 4,868,937

1999 601,394 404,689 196,705 6,054,479 804,494 5,249,985

2000 693,414 463,521 229,893 6,747,263 1,004,901 5,742,362

2001 806,962 546,818 260,144 6,908,888 1,104,993 5,803,895

2002 825,531 543,015 282,516 7,171,277 1,205,831 5,965,446

2003 845,910 543,720 302,190 7,203,347 1,050,397 6,152,950

2004 1,002,638 688,768 313,870 7,576,856 1,293,097 6,283,759

2005 1,148,474 816,810 331,664 8,063,797 1,288,518 6,775,279

2006.11. 1,188,123 855,636 332,487 8,522,486 1,345,881 7,176,605

출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연도별 규모별 용 황, http://www.welco.or.kr 2006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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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용보험제도의 문제

가. 실업 여 수혜율

  1) 엄격한 실업 여 수  자격요건  용범

  행 고용보험제도의 구직 여 자격 획득은 특정기간의 ‘고용경력’과 ‘기여경

력’을 요구하고 있는 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실직자는 정한 경제  지

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용보험 제31조: 구직 여 수 요건-구직 여 

수 요건은 이직일 이  18개월간 고용경력이 있어야 하고 기여경력 한 180일 

이상이어야 수 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 자격 요건은 특히, 비정

규직의 고용보험 용률이 낮은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표 7-2〉 고용보험사업 개요

(단 : 개소, 명, 백만원, %)

구분 2004 2005 비고
( 년 비증감률)

사업장수 1,039,943 1,166,489 12.2%

피보험자수

체 7,550,835 8,062,086 6.8%

남자 4,998,664 5,294,890 5.9%

여자 2,552,171 2,767,196 8.4%

실업 여

수 인원 177,675 206,585 16.3%

신청자 40,773 44,884 10.1%

신규수 자 38,524 43,832 13.8%

액 118,417 146,220 23.5%

고용안정사업
인원 35,464 62,876 77.3%

액 8,983 27,249 203.3%

직업능력개발
인원 266,992 463,182 73.5%

액 37,113 52,883 42.5%

모성보호 여

산 후휴가 
수 인원

3,431 3,549 3.4%

육아휴직 수 인원 870 951 9.3%

액 5,918 6,585 11.3%

재취득자수 206,753 256,611 24.1%

출처: 고용보험통계월보, 2005.11, p.9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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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장단   근로자차원에서 낮은 실업 여 용율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재 용 상 근로자의 72%만이 실제 피보험자로 

리되고 있다. 이처럼 낮은 피보험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비정규직 등 개인근

로자와 미신고사업장의 기여기피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선진 

외국에 비하여 그 비 이 높은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장 등 미신고사업장에 

한 감독미비로 인한 이러한 사각지  비 이 높아 용률 개선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한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른 실업자 수 비 구직 여 수 자 수의 연평

균 비 은 40%미만에 그치고 있어 명실상부한 고용보험제도로서 한계를 지니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업 여 수 자 수의 비 이 외국보다 낮은 이유는 

체 취업자에서 피보험자가 차지하는 비 이 낮은 데 그 근본이유가 있다. 즉, 

피보험자의 비 이 체 취업자의 70%미만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데다 이들 

피용자 가운데에서도 2/3 정도만이 피보험자로 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1

년 미만의 직 상용임시직 근로자수 비 수 자 비율은 2002년 재 33.4%

로서, 체 실업자 비 수 률인 14.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

는 데서 문제 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3〉 실업 여 수 자격신청자  수 자격인정자 황 

(단 : 명, %)

구분 2004.11 2005.11 비고( 년 비증감률)

수 자격신청자 40,773(100.0) 44,884(100.0) 10.1

남자 22,023(54.0) 24,584(54.8) 11.6

여자 18,750(46.0) 20,300(45.2) 8.3

수 자격인정자 40,488(100.0) 44,628(100.0) 10.2

남자 21,866(54.0) 24,441(54.8) 11.8

여자 18,622(46.0) 20,187(45.2) 8.4

출처: 고용보험통계월보, 2005.11, p.12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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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 여수  설정의 문제

  구직 여일액은 당해 수 자의 기 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액으로 하고 

있는 데, 실업보험 수 자의 재취업 동기를 감소시키지 않는 범 에서의 개선

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소한 여수 은 재취업지원과 실직기간동안에 단  

없는 소득보장이라는 원래 실업보험의 사회보장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표 7-4〉 실업 여 소정 여일수

과거 재

피보험기간 피보험기간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80일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

연령

25세 미만 30 60 90 120 

30세 미만 60 60 90 120 150 90 90 120 150 180

50세 미만 60 90 120 150 180 90 120 150 180 210

50세 이상

장애인
60 120 150 180 210 90 150 180 210 240

주: 고용보험법 제정 시에는 피보험단 기간이 1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소정 여일수 표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음 부분이 용되었음. 한편, 고실업 시기에 한시

(1998.3.1~2000.6.30)으로 소정 여일수의 최단기간이 60일로 연장되고, 피보험단 기간이 단

축되면서 왼편의 아래의 세 에 해당되는 부분이 용되었으나 1999년 말의 고용보험법 개

정을 통해 2000년부터 오른편의 재의 소정 여일수 표가 용됨.

  1) 고용안정 사업

  고용안정 사업  임 보조 은 사 효과(dead-weight effect)가 높아 순고용효

과가 낮은 부문이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서는 다음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고용보조  부문에 한 지원이 양 으로 높은 상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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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럼에도, 그 효율은 낮아 이 부문에 한 폭 개선조처가 필요한 실정

이다. 따라서 고용안정 사업에 한 지속 인 평가를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사업추진 방식과 요건 등을 지속 으로 

개선하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7-5〉 고용안정사업 지원 황

(단 : 명, 백만원, %)

인원 액

2004.11 2005.11 년 비 2004.11 2005.11 년 비

체 35,464 62,876 77.3% 8,983 27,249 203.3%

고용

조정

지원

소계 8,893 10,341 16.3% 2,227 2,698 21.1%

휴업 7,994 9,105 13.9% 1,726 1,951 13.0%

근로시간단축 46 - - 6 - -

훈련 456 361 -20.8% 246 113 -54.2%

휴직 304 317 4.3% 174 210 21.0%

인력재배치 - 25 - - 25 -

재고용장려 16 214 1237.5% 27 85 214.2%

직지원장려 77 319 314.3% 49 314 544.8%

고용

진

지원

소계 26,188 49,827 90.3% 6,013 17,967 198.8%

고령자고용 진 23,663 27,081 14.4% 3,611 4,104 13.7%

여성고용 진 735 626 -14.8% 1,019 931 -8.6%

보육교사임 지원 318 384 20.8% 588 837 42.5%

신규고용 진장려 1278 21,418 1575.9% 688 11,913 1632.1%

장년훈련수료자 107 112 4.7% 45 49 9.0%

정년퇴직자계속고용 87 206 136.8% 62 132 111.8%

고용

창출

지원

소계 383 2,707 606.9% 520 5,686 993.6%

기시간단축지원 383 1,260 229.1% 520 2,186 320.5%

교 제 환지원 - 532 - - 947 -

기고용환경개선 - 150 - - 431 -

기 문인력채용 - 627 - - 1,882 -

기신규업종진출 - 138 - - 240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 - - - - -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 - - - 223 899 303.2%

출처: 고용보험통계월보, 2005.11, p.16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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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에 한 지원 주로 되어 있는 재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개편하여 근로자 자율  직업능력개발체계를 지원하기 한 사업을 

확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행 고용보험제도는 통 인 양성훈련을 

신하여 가시화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체제와 이와 연동된 평생학습 조직화

를 지원하기에 한 근로자의 평생학습훈련 그리고 상시  직업능력개발  

향상 훈련에 더욱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직

업능력개발을 지원할 달체계상 문성확보, 로그램개발, 그리고 련 재원

의 확보에 있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표 7-6〉 고용안정사업 지원 황 

(단 : 명, 백만원, %)

인   원    액

2004.11 2005.11 년 비 2004.11 2005.11 년 비

계
266,992

(100.0)

463,182

(100.0)
73.5%

37,113

(100.0)

52,883

(100.0)
42.5%

직업능력

개발훈련

209,804

(100.0)

396,649

(100.0)
89.1%

19,187

(51.7)

33,220

(62.8)
73.1%

유 휴가

훈련

460

(0.2)

509

(0.1)
10.7%

691

(1.9)

777

(1.5)
12.5%

실업자

재취업훈련

40,815

(15.3)

47,543

(10.3)
16.5%

10,928

(29.4)

12,686

(24.0)
16.1%

정부 탁

훈련

11,555

(4.3)

9,798

(2.1)
-15.2%

5,600

(15.1)

4,812

(9.1)
-14.1%

수강지원
3,843

(1.4)

7,801

(1.7)
103.0%

601

(1.6)

1,240

(2.3)
106.4%

검정수수료 등 

지원

407

(0.2)

607

(0.1)
49.1%

52

(0.1)

76

(0.1)
46.6%

여성가장

취업훈련

108

(0.0)

275

(0.1)
154.6%

26

(0.1)

71

(0.1)
171.3%

  주: 1)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내 직업훈련지원 , 교육훈련지원 , 사업주양성훈련(자체, 
탁), 사업주향상 훈련(자체, 탁), 사업주 직훈련(자체, 탁), 소기업컨소시엄(훈련
비, 수당, 기타인건비), 해외직능개발사업 등으로 구성. 

     2) 실업자재취직훈련과 정부 탁훈련은 각각 훈련비용과 수당을 합산한 수치로 복집계될 수 있음.
 출처: 고용보험통계월보, 2005.11, p.17 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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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 독일 랑스 미국 일본 평균

취업알선 8.7 35.1 18.7 12.5 26.7 39.3 26.46

직업훈련 19.6 13.5 27.6 20.6 26.7 10.7 19.82

․청년층 책

․실업‧장애

․직업훈련

2.2 

2.2

-

40.5

10.8

29.7

6.5

5.7

0.8

30.1

15.4

14.0

20.0

20.0

-

-

-

-

24.28

12.98

14.83

고용보조 67.4 2.7 25.2 30.1 6.7 46.4 22.22

장애인 고용 2.2 5.4 22.0 6.6 20.0 3.6 11.52

극  산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7〉 극  실업 책 산 항목별 비교(2000년)

(단 :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June 2001.

제3  개편방안

  1. 기본 개편방안

가. 실업 여 용의 확

  먼 , 실업 여 수 자격 요건  용범 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불황의 

지속과 구조조정의 여 로 발생하는 신규 실직자와 단기간내 노동시장 재진입

이 어려운 직근로자, 그리고, 기혼여성 실직자의 비 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

려하면,  수 자격 규정은 상당수 실직자를 포 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

다. 때문에 이 문제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실업 여의 실질 용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보험의 사회

안 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해서는 피보험 리 상에서 락된 비정규

근로자와 세사업장 근로자에 한 고용보험 용이 제 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 비정규근로자 친화 인 고용보험 용 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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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한편, 미신고사업장에 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고용보

험가입과 고용안정노력시 인센티 제도를 다양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입‧이직시 고용  임  련기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피보험 리기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고용안정사업의 실질화

  첫째, 고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유지 지원 (근로시간단축 지원, 휴업지원, 

훈련지원, 휴직지원, 사외 견지원, 인력재배치 지원 등)을 실질화하여 직장을 잃

게 되는 근로자에게 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궁극 으로 기업에는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는 로그램을 다양화(다수고용, 신규고용, 재

고용 로그램 등)하고, 여성인력에도 그 지원 로그램(육아휴직, 여성재고용, 부

양의무 실업여성 고용 등)과 고용 진 장려 제도 등을 실질화( 여수 을 

실화하고 용혜택을 한 의무고용 비율의 하향조정 등)하는 동시에, 보육시

설이나 탁아소 설치 등 고용 진시설에 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고령화시

 노동력확보 지원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이 형식  서비스가 아닌 보다 문화되고 차별화 

된 상담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숙련된 문상담

사는 물론, 실직자의 심리  피로감을 해소하고 재취업 의욕을 도울 정신과 의

사 등을 배치하는 등 문  상담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 취업희망자

의 목표 취업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으로 지원하는 맞춤식 훈련을 강화하

도록 하여 (재)취업률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

  첫째, 사업주를 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 로그램 , 사업내 직업훈련 지원

제도(양성훈련과 향상훈련 )의 경우 자격취득 향상훈련과 직무능력 향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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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비 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공 자 심이 아닌 수요자 심의 훈련지원이 

되도록 지원 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주변지원 여건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주 상 직업능력개발 로그램  교육훈련지원과 련 재직근로

자, 구직자, 건설근로자를 상으로 한 탁교육훈련  통신교육훈련 등과 자

체교육훈련(특강) 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직업훈련시설  장비설치와 비용 부(사업주단체 40억원, 사업주는 20

억원  90%)  비용지원(20억원 한도 소요자 의 50%이내)은 련 상과 지

원수 을 보다 실화하여 기업 외 직업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큰 소기업에 

실질 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 상 직업능력개발 로그램의 내용으로는 행 ① 교육수강비

용 부, ② 수강장려 , ③ 실업자 재취직 훈련지원 등이 있으나, 이 가운데 

평상시 근로자 자신의 자발  직업능력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수강비용 

부제도와 수강장려  등에 한 지원을 더욱 확 ·강화하고 실업시 근로자 자

신이 선택하는 재취직 훈련지원 등에 한 지원 역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 휴가 훈련지원 등은 그 상자 요건(1년 이상 재직 피보험자)과 지

원기간(30일 이상)  지원수 (1인당 연간 600만원 한도)을 증가시켜 실질 제

도활용의 기회를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장기 개편방안

  고용보험제도의 장기 개편방안은 먼  실업 여사업과 고용지원사업을 분

리하여 국민이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재 국 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용지원센터는 고용지원서비스와 실업

여 상담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나, 장기 으로 자치단체의 고용‧복지서비스 

달체계와 통합하여 운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실업 여와 련해서는 재 정당한 사유 없는 이직자  한 자기의 귀

책사유로 인한 해고자에 한 실업 여 수 자격의 제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재 ‘자발 인 이직자’의 비 이 체 상실자 가운데 약 4분의 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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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직사유에 따른 수 자격의 제한을 완화할 경우 수

률의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등과 비교해도 

미국의 피용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피용자가 보험료의 

반을 부담한다는 에서 자발  이직자의 수 자격을 완 히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직 시 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

다 하더라도 이후에 구직 노력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기간이 장기화되

어 실질 으로 비자발 인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에게 구직 여를 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실업부조제도를 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타 사회안 망을 강화해

야 할 것이다. 즉,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 를 해소하고 그 수혜범 를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  계층까지 단계 으로 확  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단계 으로는 개별 여체계를 통해 실직자가 필요로 하는 

욕구별 여를 수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제8장 산재보험제도 개편방안

제1  문제제기

  한국의 산재보험은 1960년  부터 실시되어 4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국민을 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시장탈락  빈곤진입을 보호  방

지해주는 목할 만한 성장을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체 

사회보험 수 에서는 각 사회보험제도간의 연계강화와 복에 한 제도간의 

조정과정 없이 각 제도별로 용 상의 확 에만 치 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산재보험 차원에서 살펴보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근로형태가 나타나고, 새로운 직업병의 등장으로 업무상 재해를 둘러싼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료 부담의 주체 간에 서로 이해 계가 상

충되는 측면이 있기에 제도개선을 둘러싼 마찰이 제도개선을 둘러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을 둘러싼 보험료 부담주체 간 갈등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이 상 으로 성숙화 국면에 이르면서 발생하

는 문제라 보여지며, 이는 제도운 의 묘를 살리는 정치  능력을 요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산재보험제도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응하여 제도

의 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2  황과 문제

  1. 산재보험제도의 황

  1964년 최 의 사회보험으로 도입된 후 지속 인 제도 개선으로 보호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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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되어온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에게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회안 망으로서의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입 기에는 근로기

법에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재해보상의 수 은 근로

기 법에서 정하는 수 이었다. 그러나 1986년에 보험사업의 목 에 재해 방사

업과 기타 복지증진을 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사업의 범 를 확 하

으며, 1999년도에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사회복

귀 진을 명시하여 재해근로자에 한 사 ‧사후 리기능을 강화하 다. 2000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법령의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용확 , 후유증상제

도  간병 여의 도입 등 보험 여의 확충, 최고‧최 보상한도액 도입 등 보험

여의 형평성 제고  재활사업의 활성화를 한 제도 등이 보완되었다.

〈표 8-1〉 산재보험의 가입규모별  업종별 용확  추이

연도 기업규모 업종 련 비고

1964  500인 이상 업, 제조업

1965  200인 이상 기⋅가스업, 운수‧보 업 신설

1966  150인 이상

1967  100인 이상 유기사업(연간 25,000인 이상)

1969  50인 이상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 생설비업, 통신업 신설

1974  16인 이상

1976  16(5)인 이상 업, 제조업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라스틱제조업은 5인 이상

1982  10(5)인 이상 벌목업 추가

1983  10(5)인 이상 농산물 탁 매업  개업 추가

1986  10(5)인 이상 베니아 제조업 등 14개 업종은 5인 이상

1987  10(5)인 이상 목재품제조업 등 20개 업종은 5인 이상

1988  5인 이상 자제품제조업 등 16개 업종 5인 이상

1991  5(10)인 이상 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10인 이상 확

1992  5인 이상 업, 임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5인 이상

1996  5인 이상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사업

1998  5인 이상 융  보험업

2000  1인 이상 계속사업 체(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은 5인 이상)

출처: 노동부,『산재보험사업연보』

  한편 산재보험요율은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해 사업 종류별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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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의 보험 여 지 률을 기 로 하여 보험 여에 필요한 액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참고로 2005년 보험요율은 61개 업종에 해서 최  4/1000에서 최고 

489/1000, 평균 16.2/1000으로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표 8-2〉 산재보험요율의 추이

연도 1969년 1979년 1989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사업종류 65개 59개 59개 68개 64개 62개 58개 59개 60개 61개

보험

요율

최 3‰ 2‰ 2‰ 3‰ 3.5‰ 4‰ 4‰ 4‰ 4‰ 4‰

평균 22.5‰ 10.8‰ 15.5‰ 16.5‰ 17.6‰ 16.7‰ 14.9‰ 13.6‰ 14.8‰ 16.2‰

최고 90‰ 81‰ 177‰ 319‰ 304‰ 319‰ 319‰ 343‰ 408‰ 489‰

  다음으로 보험 여를 살펴보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을 당한 근로자에게 보험 여를 제공하는데, 여의 종류로는 요양 여, 휴

업 여, 상병보상연 , 장해연 , 유족연 , 장의비, 간병 여가 있으며, 연도별 

추이는 아래 <표 8-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8-3〉 산재보험 여의 추이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산재보험

여총액
1조 1,336억 1조 4,563억

1조 

7,446억
2조 203억 2조 4,818억

2조 

8,599억

요양 여 2,794억 4,252억 5,365억 6,090억 7,096억 7,868억

휴업 여 3,580억 4,225억 5,263억 6,287억 8,197억 9,546억

상병보상 256억 717억 808억 941억 1,053억 1,231억

장해 여 2,956억 3,604억 4,470억 5,144억 6,262억 7,523억

유족 여 1,609억 1,593억 1,346억 1,518억 1,925억 2,108억

간병 여 - 0.8억 12억 32억 57억 94억

장의비 140억 172억 183억 191억 227억 228억

출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고용징수 실 분석』각 분기2. 환경변화와 산재보험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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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재보험제도의 문제

가. 업무상 재해인정범 의 문제

   근골격계질환과 련하여 1978년 4월 재해성 요통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꾸 히 인정기 을 확 하여 재 신체에 과도한 부

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진동장해, 요통으로 구분하여 인정기 을 규정

하고 있다.

〈표 8-4〉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  확  경

일  시 확    내  용

1982.8.27
◦비재해성 요통의 경우 질병의 발증과 업무와의 인과 계가 의학 으로 

명백한 경우에 인정하도록 규정

1995.4.29
◦근골격계질환에 해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진동장해, 요통으로 구분규정

2000.7.29
◦요통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의 작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

로 하향조정

   그러나 최근에는 산업재해가 다양한 직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부 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행 업무상 질병 인정기 이 세분화되거나 명확

하지 못하다는 비 이 노사 양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경 계는 과거 개인질

병으로 생각하던 근골계 질환을 최근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식하여 산재요양

신청이 증가한 것과 련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나이, 신체  조건 등 개인  

요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 으로 승인해주고 있다는 비 을 

제기하고 있고, 노동계는 무 제한 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비 을 제기하며 

보다 구체 이고 체계 인 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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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활사업의 문제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사회복귀를 진하기 하여 보장구 지  서비스 

개선, 재활 련 수가 개선, 직업훈련, 사회 응 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재 장해자의 재취업률이 2000년 37%, 2001년 42%, 2002년 40%로 직장복귀율

이 조하다.

  참고로 2002년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산재근로자의 취업 여부  미

취업자에 한  취업희망 여부에 한 설문조사 결과 체 2,199명  재 취

업 인 산재근로자는 48.4%이며, 재 미취업자로서 설문 응답자 1,105명  

67.1%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5〉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  확  경

구     분    체
신 체 장 해 등 

1～3 4～7 8～14

설문응답자

(2,199명)

직    업 有

직    업 無

1,064(48.4)

1,135(51.6)

6(4.3)

134(95.7)

93(30.6)

211(69.4)

965(55.0)

790(45.0)

미취업자

설문응답자

(1,105명)

취업희망 有

취업희망 無

741(67.1)

364(32.9)

44(33.8)

86(66.2)

138(68.0)

65(32.0)

559(72.4)

213(27.6)

다. 산재보험 보상의 형평성 문제

  평균임 의 70%가 지 되는 휴업 여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5% 감액지

하고 있으나 고령자일수록 수 액이 증하는 체제로 운 되어 노동능력과 상

없이 여가 지 된다. 따라서 휴업 여, 장해 ‧ 유족연  등의 지 기 인 평

균임 을 임 인상률에 따라 매년 증감하는 제도로 노동력이 상실된 고령자에

게 일률 으로 임 인상을 용함으로써 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단체 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자체 으로 휴업 여를 추가 지 함으로써 요양

기간 의 소득이 근무  소득보다 많아져 요양장기화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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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정불안정성의 문제

  법정책임 비 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제로 립하고 있는 립 은 감

소함으로써 산재보험 재정불안정성이 증 되고 있다. 안정 인 보험재정운 을 

해서 수정부과방식에서 립방식으로 환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아

울러 립방식으로 환할 경우 필요한 재원  부담방식 방안이 필요하다.

〈표 8-6〉 책임 비  비 립  과부족 황

(단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재정

수지

수 입 19,555 23,645 27,156 27,112 31,278

지 출 16,847 19,998 24,352 29,607 33,688

수 지  2,708  3,647  2,804 △2,495 △2,410

책임 비  8,780 10,183 22,668 27,390 34,038

 립 13,442 17,896 21,239 19,955 18,537

과 부족액  4,662 7,713 △1,429 △7,435 △15,501

마. 복 여의 문제

  재 국민연 법과 산재보험법에서는 유족연 과 장해연 에 해 동일한 사

유로 연 을 수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 에서 일률 으로 50%를 삭감하여 지

하여 복 여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업 여 는 상병보상연 과 국민

연 의 장애연 , 노령연 , 유족연 에 해서는 복 여에 한 조정이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한 산재보험의 보험 여와 국민연 의 여가 모두 낮은 경우에도 일률

으로 국민연 에서 50%를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측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효과 인 조정방안은 복 여로 받은 액의 

크기에 따라 일정수 을 과한 부분에 해서만 삭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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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연도별 산재보험 ‧국민연  복 여 수 자 총 황

구 분
장해(산재)‧ 

장애연

유족(산재)‧ 

유족연

장해(산재)‧ 

노령연

상병(산재)‧ 

노령연

상병(산재)‧

장애연

휴업(산재)‧

장애연

휴업(산재)‧

노령연

2002년 3,328명 2,334명 511명 358명 805명 1,087명 2,439명

2003년 4,355명 3,501명 739명 454명 1,022명 1,894명 3,987명

2004년 5,235명 4,517명 1,169명 643명 1,210명 2,223명 5,581명

2005.9월 5,561명 5,127명 1,340명 696명 1,198명 1,694명 3,142명
 

자료: 근로복지공단  국민연 공단 내부자료.

제3  개편방안

  1. 기본 개편방안

  첫째, 근로자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서 행 산재보험제도의 틀에서는 보

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  험

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시 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활사업의 효

과를 분석하여 재활사업의 규모를 확 하고, 건강검진 이상소견자에 한 정

검진비용을 산재에서 부담하는 산재 방 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복 여의 경우 서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보험간의 연계성 강화는 산재인정여부를 단하는데 소요되는 기

간 동안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사후에 공단 간에 정산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산재로 인하여 요양 에 있는 근로자도 국민연 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노령연 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련법의 개

정을 통해 단기 으로 해결할 수 있다주55). 모든 사회보험 여의 합계액이 일정

수 이상인 경우에는 삭감하는 방안도 련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직업재활의 내실화  직업재활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직업훈련 서비

주55) 국민연 의 경우 실제로는 사업주의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에 동의해야하는  

측면이 있으나, 산재보험에서 부담 는 근로자 액부담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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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체계 인 지원을 하고자 직업재활센터 건립, 재활훈련원의 시설‧장비 확충 

 훈련공과‧ 로그램 내실화 등 문 인 교육 실시기반 강화, 직업훈련수당 

인상 등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지속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재근로자에게 단계 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재활상담원을 

지속 으로 확충하는 것 등도 필요하다.

  2. 장기 개편방안

  산재보험의 장기 과제로는 우선 보장성 강화가 요청된다. 장기 인 산업구

조 환경은 작업형태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기업의 노동유연성 확보노력 등

으로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가속되고, 기존의 근로자와 사업주라는 통 인 이분

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새로운 직종의 생성, 그리고 신종 직업병에 한 산재보

험 수용여부 단에 한 논의 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산재보

험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귀 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본래의 

목 에 충실하기 해서는 용범 의 확 뿐만 아니라 극 인 재활정책을 통해 

산재근로자가 직장  사회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재는 법정책임 비 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재정운 방식을 

립방식으로 환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일단 2005년말 재 법정책임 비

 부족액 2조 1,533억원을 추가 으로 립하기 해서는 장기 으로 보험

요율의 인상 등을 통해서 립해야 하고, 재정운 방식을 충족부과방식으로 

환한다면 과거부채의 미 립분을 추가 으로 립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인 

에서 재정운 방식의 환을 모색해야 한다.    



제3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제도 

개편방향



제9장 공공부조제도 개편방안

제1  문제제기 

  공공부조제도는 한 나라의 복지체제를 평가는 요한 기   하나이다. 하

지만 그것은 매우 역설  의미를 갖는다. 공공부조제도의 수 자가 많고 지출

비 이 높다는 것이 복지제도가 발 되어 있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

히려 복지제도가 발달한 유럽 복지국가  많은 나라는 공공부조제도의 비 이 

그리 크지 않으며, 공공부조제도에 한 개 이 요한 정책 안이 되지 않는

다. 반면에 공공부조제도의 비 이 크고 여타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한 국가에

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개 이 요한 정책 안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는 우리사

회에서 공공부조제도의 확충이 여타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신할 수 없으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한 엄 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면 우리사회에서 공공부조제도는 확장이 필요한가. 최근 사회보험제도

의 확충으로 인해 공공부조제도가 체 사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은 증가하

지 않고 있으나,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은 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빈곤

층의 규모와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 에 방치된 비수  빈곤층의 규모를 감안

하면, 확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공공부조제도의 지출확 를 

통한 사각지  해소에 앞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공

공부조제도의 지출이 매우 가 르게 증가하 으나, 수 자 규모  보장수 은 

그에 하는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다. 이는 특히 의료 여를 심으로 

한 지출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그 다면 공공부조제도의 확 는 <제

도의 합리화>라는 문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제도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 다면 공공부조제도 개편방안은 기 생

활보장제도에 한 평가를 출발 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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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생활보장제도 개편이 공공부조제도 개편의 출발 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  지출측면에서 기 생활보장제도는 체 공

공부조제도 련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에서 독  지 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 기 생활보장제도는 그 독특한 제도  상

으로 인해 기타 공공부조제도의 수 자격뿐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제도 련 자

격에 기 으로 활용되는 지 를 향유하고 있다. 특히 최 생계비는 기 생활보

장제도의 수 자격과 여상한액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기타 지원제도의 수

자격을 규정하는 기 선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기 생활보장제도

는 사회보장제도가 공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으로 공 하고 있다는 

에서 그것을 개별화하는 경우 형 인 공공부조제도가 된다는 을 알 수 있

다. 기 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게 생계 여를 지 할 뿐 아니라, 의료 여, 

주거 여, 교육 여, 고용지원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 공공부조제도는 기 생활보장제도에 한 평가

를 출발 으로 개편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 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함에 있어 매우 신 한 근이 필요하다는 

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공공부조제도를 둘러싼 개편논의가 기여와 

여를 둘러싼 직  이해 계 당사자 간의 의와 갈등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에서, 달리 표 하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집단  문가 

집단 간의 의견 충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 생활보장제도 개편은 

경우에 따라, 복지개 을 한 우선 개 상으로 간주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실제로 서구 복지국가  많은 나라들은 복지개 과정에서 비교

 갈등의 소지가 은 공공부조제도를 우선 으로 개 하는 양상을 나타내기

도 하 다. 이 에서 기 생활보장제도 개편은 그것이 문가주의에 의거한 

개편이 아닌지, 보호해야 할 집단에게 무리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에 

해 신 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기 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상으

로 하는 제도라는 에서 제도의 지속성이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실제로 지난 수 년 간 

기 생활보장제도에 한 개편논의가 있었고, 사각지  해소와 제도 효율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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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별 여체계로의 환이 필요하다는 에 많은 문가들의 합의가 있었

지만, 그것이 실화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에서 기 생활보장제도

의 개편은 여타 제도의 개편에 비해 더 신 한 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다면 공공부조제도의 개편은 어떠한 수 에서의 개편을 의미하는가. 특

정제도의 개편인가 제도 반에 한 개편인가. 제도의 미세조정인가 신인가. 

단기 개편방안인가 장기 개편방안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이 에서 답하고자 

하는 가장 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 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한 소득보장을 시혜가 아닌 사회  권리로 정 하 으며, 근로능력자에 한 소

득보장을 제도화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에서 상징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 

제도는 빈곤층의 진입을 억제하여 수 집단과 비수 집단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기존 수 자의 탈수   근로활동참여를 진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

기하고 있다. 좀 더 구체 으로 언 하면, 이 제도는 빈곤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빈곤층의 복지제도에 한 의존성을 최소화하며, 빈곤 방  빈곤

탈출을 진하는 핵심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에서 

재 기 생활보장제도는 미세조정이나 단기개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구성체계를 바꾸는 신  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한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

성과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장기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 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이 외생 이라는 지 이 제

기될 수 있다. 를 들면, 기 생활보장제도에 한 산제약이 이 모든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산제약은 제도설계와 시행과

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라고 말하기 힘들다. 오히려 문제는 공공부조제도를 둘러싼 가치경합에 구체

인 내용을 부여하는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보인다. 재 우리사회

에서 사회지출의 확 가 필요하다는 에 이견을 제시하는 문가는 많지 않

다. 특히 빈곤인구의 증가와 련해서 이를 한 지출을 확 해야 한다는 에

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동일한 산을 어떤 방식으로 투

입할 것인가에 해서는 요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기 생활보장제

도는 이 가치경합에서 다양한 이견을 넘어 사회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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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으며, 그러한 내용을 제도 으로 담아내지도 못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는 

 제도운 체계를 유지한 채, 산투입을 확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다양한 문제 을 방치한 채, 지출을 확 하는 것은 

사회  합의와 지지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다.

  이 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 을 감안하여 기 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빈곤가구의 다양한 욕구수 을 고려한 여체계의 정

교화를 기조로 하고 있다. 즉, 생활보호제도에서 기 생활보장제도로의 변화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수 의 정교화  합리화라는 발 선 상에 놓여 있는 것

이다. 그리고 기 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은 경로연 , 장애수당 등 각종 범주  

공공부조제도의 개편에 요한 기 이 될 것이다. 범주  공공부조제도의 필

요성, 여의 정성, 리의 효율성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제도  토 가 구축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  황과 문제

  1. 기 생활보장제도의 기본구조

  공공부조제도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빈곤층을 상으로 기 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 망이며, 그 사회가 갖는 제반 역량이 반 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제도는 국가가 시민에게 져야 할 요한 의무  하

나이다. 국가는 자연재해나 시장의 실패 등의 이유로 사회체계가 심각한 충격

을 받는 경우, 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기반으로 권력을 임받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부조제도는 역사 으로 빈곤층의 생계를 보장함

에 있어 보장범 와 보장수 을 확 하는 방식으로 발 하여 왔다. 

  하지만 공공부조제도는 ‘최후의’ 사회안 망으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선별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그 성격과 보장방법에 있

어서는 나라마다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성격,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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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업구조, 노동시장구조, 인구가족구조, 정치체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빈곤층에 한 소득보장은 그 방식에 있어 부

분의 국가가 상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매우 엄격한 제도를 운

하고, 다른 국가는 상 으로 한 제도를 운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와 련해서는 신 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부조제도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근로빈곤층에 한 한 소득보장을 하는 것인가, 반 로 

엄격한 소득보장을 하는 것인가에 해서는 어느 정책결정자 는 어느 연구자

도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근로빈곤층에 한 소득보장의 방식과 

수 은 사회  여론과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각 집단의 가치 에 따라 결정된다

는 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치 빈곤층에 한 기 소

득보장에 한 사회  이견이 국민에 한 계몽의 문제라고 단정하는 것 한 

험하다는 을 지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공공부조제도의 설계와 운 에 있

어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해서는 사회세력간의 가치경합이라는 문을 

경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 생활보장제도는 그것을 구성

하는 핵심사항에 한 사회  합의과정을 경유하 다는 에서 주요한 가치를 

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면 기 생활보장제도의 기본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은 

크게 선정기 , 여체계, 여방식, 조건부과 등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  기 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 은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를 기 으로 가구

소득(=가구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 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재산

기 은 2003년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을 용함에 따라 소득기 으로 통일되었

다. 이어 여체계는 최 생계비를 통해 모든 여의 수 기 과 여상한액을 

통제하고 있다는 에서 통합 여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 생활보장제도

의 ‘ 여체계’(Benefit System)란 그것을 구성하는 각 여(하 체계)간의 계와 

구조를 지칭하며, 통합 여체계란 각 여를 하나의 기 으로 통합하여 규정하

는 집 화된 방식을 의미하고, 개별 여체계는 각 여를 독자 인 기 에 따

라 선정하고 여하는 개별화된 방식을 의미한다. 한 이 제도의 여방식은 

최 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 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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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말하면, 이론 으로 욕구수 을 고려한 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

만 보충 여방식은 수 자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결함을 안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해 근로소득공제를 실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끝으로 기 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  실직자에

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여하는 조건부 여 규정을 용하고 있다. 이

는 조건불이행의 경우, 여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기 생활보장제도 운 실태

가. 수 황

  2003년 재 가구규모별 빈곤율  기 생활보장 수 률 등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이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 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빈곤 

완화 효과는 1.2%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최

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 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 생활보장의 사

각지 는 빈곤하지만 여를 수 하지 못하는 경우와, 수 하지만 여수 이 

낮아 최 생활보장이 안되는 경우로 나 어 살펴 볼 수 있다. 먼  기 생활보

장 선정 기 소득을 기 으로 할 때, 월 가구소득이 최 생계비에 미달하는 빈

곤가구가 체가구의 14.7%이며, 9.8%는 기 생활보장제도의 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이어 기 생활보장 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가구의 규모(빈곤율 4)는 체 평균이 54.9%로 수 자 가구의 반 이상에 이

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수 자가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여를 수

함에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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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빈곤율  국민기 생활보장수 률(가구기 )

(단 : %, 원/ 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

상
체

빈곤율1* 33.1 26.7 13.4 8.1 8.1 12.8 15.6 17.4

빈곤율2* 29.3 20.6 11.5 7.2 7.5 10.8 12.0 14.7

빈곤율3* 26.0 19.3 10.4 6.8 7.1 9.8 12.0 13.5

빈곤율4* 61.8 57 45.3 51.7 41.3 26.9 35.2 54.9

수 률** 12.2 5.7 4.0 1.8 2.6 3.6 5.6 4.9

평균 여액*** 185,893 246,378 260,116 328,289 238,001 295,016 380,444 235,427

  * 빈곤율 1: 시장소득 기 ; 빈곤율 2: 시장소득+국기제외 사회보장소득 기

    빈곤율 3: 경상소득 기 ; 빈곤율 4: 국민기 생활보장 수 가구를 상으로 경상소득 기

으로 산출

 ** 수 률은 국기 여 소득있는 가구/ 체 가구수

*** 평균 여액은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가구만을 상으로 산출한 것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국민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국민기 생활보

장제도 개별 여체계 도입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나. 생계 여 실태

  아래 <표 9-2>는 가구규모별 생계 여 상한선을 기 으로 빈곤율을 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빈곤가구는 가구소득이 그 가구의 생계 여상한

액보다 은 가구를 의미한다. 먼  가구규모별 생계 여 상한선을 기 으로 

하면, 최 생계비를 기 으로 할 때보다 빈곤율이 일정 정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 생활보장제도 여를 제외한 사회보장 소득을 기 으로 산출한 

<빈곤율 2>는 10.6%로 최 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사용할 때보다 4.1% 포인트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제 최 생계욕구가 미충족되고 있어 최 생계보장

을 해 생계 여가 필요한 가구의 규모를 의미하며, 이 가구가 생계 여제도

의 목표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생계 여의 실제 상이 되는 가구규

모는 최 생계비 기 으로 산출한 빈곤가구의 1/3 수 에 불과하다는 것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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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여를 기 생활보장제도와 분리할 경우, 기타 수 자가 분리되어 생계 여

제도의 부담이 그 만큼 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2〉 생계 여기 선 이하 가구의 비율  평균 생계 여 수 액

(단 : %, 원/ 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체

빈곤율1* 24.5 20.5 10.2 6.1 5.6 8.7 10.2 13.1

빈곤율2* 20.8 14.8 8.3 5.4 5.3 7.0 9.4 10.6

빈곤율3
*

15.2 13.0 7.1 4.9 5.0 6.5 9.4 8.8

빈곤율4
*

34.4 39.5 32.5 36.4 33.7 20.6 35.2 35.3

생계 여 수 률
**

11.5 5.3 3.7 1.6 2.3 3.6 5.6 4.5

평균생계 여액
***

154,300 214,887 220,157 288,692 186,030 241,048 314,258 199,990

  *빈곤율 1: 시장소득 기 으로 가구소득이 생계 여기 선 이하인 가구의 비율

   빈곤율 2: 시장소득+ 국기법 제외 사회보장소득 기  가구소득이 생계 여기 선 이하인 가

구의 비율 

   빈곤율 3: 경상소득 기  가구소득이 생계 여 기 선 이하인 가구의 비율

   빈곤율 4: 생계 여 수  가구 상 경상소득이 생계 여 기 선 이하인 가구의 비율

 ** 생계 여 수 률: 체 가구  생계 여를 받는 가구의 비율(생계 여액은 국민기 생활보

장 총 여액  가구규모별 주거 여액을 뺀 값).

*** 평균생계 여액은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가구만을 상으로 산출한 것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국민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국민기 생활보

장제도 개별 여체계 도입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그리고 2004년도 최 생계비 계측조사 연구(김미곤 외, 2005)를 토 로 지역

별 최 생계비주56) 개념을 도입하여,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를 용할 경우

와 지역별 최 생계비를 용할 경우, 빈곤율  여수 률 등을 지역수 별로 

비교해 보았다. 아래 표에 따르면, 소도시 기  최 생계비를 용하여 빈곤

율을 산출하는 경우와 지역별 최 생계비를 용하여 빈곤율을 산출하는 경우, 

주56) 2003년도 지역별 최 생계비는 2004년도 소도시 기  최 생계비와 서울, 도시, 농어

간 최 생계비 비율을 2003년 공표 최 생계비에 용하여 산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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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이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별로 최  생활 욕구가 이

게 크게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서울을 

포함한 도시 지역 거주자에 해서는 과소 여가 이루어져, 이 지역 수 자

의 경우 실제 최 생활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농어  지역 수 자에게

는 과잉 여가 이루어짐으로서 산 집행이 비효율 이며, 수 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9-3〉 지역별 최 생계비 용시 빈곤율  국민기 생활보장 여 수 률

공표 최 생계비 용 지역별 최 생계비 용

빈곤율
여수 률

빈곤율
여수 률

총 여 생계 여 총 여 생계 여

서울 9.7 20.2 18.9 13.3 15.4 14.5

도시 12.6 25.9 24.6 13.3 25.1 23.9

소도시 12.7 34.6 33.4 12.7 34.6 33.4

농어 24.9 23.7 22.5 19.0 28.3 27.2

 * 빈곤율은 시장소득+국민기 생활보장 소득을 제외한 사회보장소득을 기 으로 산출한 것임.

** 여수 률: 빈곤선 이하 가구  여 받는 가구의 비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국민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국민기 생활보

장제도 개별 여체계 도입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다. 주거 여 실태

  재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의 주거유형으로는 부분무료임차가 가장 흔한 

형태이다. 이는 군가의 집 일부를 무료로 공유하는 형식임을 의미한다. 그리

고 다음이 자가, 월세, 구임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유형을 좀더 단

순화하면 월세가 38.7%, 무료임차가 30.4%, 자가가 19.4%, 세가 11.0%, 그리

고 기타가 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주거 여는 주거유형과 소득능력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 주거유

형이 다른 경우, 주거 여에 한 욕구가 다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자가의 



232

경우에는 주거의 유지와 리에 필요한 비용이 지불된다는 에서 주거비에 

한 욕구의 수 이 상 으로 낮은 반면, 월세의 경우에는 주거확보를 한 월

세부담이라는 추가 인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이 에서 주거 여는 수

자의 주거유형에 따라 달리 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그리고 빈곤가구의 기 주거를 보장하려면 지원하는 여가 실성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그  하나의 차원은 주거 여액이 월세액에서 크게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자가에게 지 되는 여는 주거유지비를 기 으로 월세 가구에 

비하여 낮은 수 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주거유형별 주거 여액을 보면 세와 

월세가구에서 주거 여액이 0원인 경우도 있으며, 자가와 무료임차에서는 3~4

만원, 월세는 4~5만원 구간의 비 이 높지만 반 으로 자가와 월세의 주

거유형이 갖는 주거비 지출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주거유형에 따른 주거 여의 

차별화가 그리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주거 여는 주거유형에 따라 여의 내용 뿐 아니라 여액에서도 좀 

더 차별화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월세가구의 경우 월세액에 

비하여 임차로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면 주거 여의 기 주거를 한 충분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49,740가구에 달하는 월세가구의 경우, 

월세 액은 평균 146,059원이었지만, 주거 여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

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주거 여 부족액(월세액 - 주거 여액의 값)은 평

균 122,434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부족액이 10만원을 과하는 가구의 

비 도 월세가구  약 40%에 달하고 있다.

  기 생활보장제도 수 가구  월세가구의 실질 임 료를 최 생계비에 포함

된 주거비 지출 액  임 료(실제 주거 여 액과 유사한 액)와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지역별‧가구특성별 주거 여 액

의 차이를 반 한 것이 아니라는 을 감안해야 한다. 그 결과,  최 생계비 

하의 주거 여는 이론 으로 추정한 액이나 실제 지 되는 것으로 가정된 

액 모두를 실제 지출된 임 료와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먼  최 생계비의 주거비  임 료는 실질임 료의 44.19%~100.24%로 매

우 큰 폭의 격차를 보이며,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그 격차도 감소하는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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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그리고 실제 기 생활보장제도에서 지 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최 치(생계 여의 해당 액을 모두 합한 액)와 실질임 료를 비교하면, 1인 

가구는 59.35%로 가장 낮고, 4인 가구 이상에서는 100%를 과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표 9-4〉 최 생계비 주거비  임 료 액과 수 가구 실질임 료의 비교

(2006년 기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 생계비
(‘06년)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최 생계비  
임 료(A)

55,033 92,204 123,647 153,981 178,033 202,916

지 되는 것으로 
가정된 주거 여(B) 73,913 128,837 166,067 206,808 239,111 272,532

‘06년 수 가구
실제 임 료(C)

124,533 151,746 179,672 188,545 196,400 202,424

A/C 44.19 60.76 68.82 81.67 90.65 100.24 

B/C 59.35 84.90 92.43 109.69 121.75 134.63 

  주: 1) 2003년 4인 가구 주거비(최 생계비의 18.47%)에서 임 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3.156%

     2) 실제임 료는 수 자 DB에서 악된 월세가구의 임 료의 가구규모별 평균 값

     3) <지 되는 것으로 가정된 주거 여>는 생계 여  주거 여 분과 별도의 주거 여를 

합한 액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개별 여체계 도입방안 연구』에서 재

인용

  결국 기 생활보장제도가 주거 여와 련해서 고려해야 할 은 주거 여를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일 것으로 단된다. 가구규모가 클수록 좀 

더 넓은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고 결국 주거 확보비  유지비에 향을  것

이기 때문이다. 실제 가구규모별 주거 여액을 one-anova 분석한 결과, 가구규

모가 커질수록 주거 여액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구규모별 

주거 여 평균액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이었지만 사후분석을 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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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5인 가구와 6인 가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동질  하 집단의 구

분을 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 그리고 3인과 4인 가구, 5인과 6인 가구는 동

질 인 집단으로 분류된다.

  라. 자활  고용지원

  복지행정 산망에 입력된 자료에 따르면, 체 수 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는 약 21%이며 조건부수 자 가구는 7.9%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건

복지부 근로연계복지 의 수 자 황자료에 비해, 약 4%가량 낮게 추정된 것

으로 단된다. 2005년 12월 재 체 수 자  근로능력자는 약 32만명으로 

추정되며, 약 22만명이 취업상태에 있으며, 10만명이 미취업이나 비경활상태에 

있다. 그리고 체 미취업자(비경활 포함)  약 30%에 해당되는 3만명의 수

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  조건부과 제외자

의 제외사유를 보면 취업이 가장 비 이 크고, 다음이 교육훈련, 질병‧장애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  근로능력자  취업수 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근로능력자에서 취업수 자를 제외한 미취업자  조건부수 자

의 비 이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자

활사업에 한 참여유인이 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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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조건부수 자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단 : 명)

체수 자
근로능력자

(A)
취업수 자

(B)
조건부수 자

(C) (A-B)/C

2000년 12월 1,488,874 369,863 226,697 - -

2001년 12월 1,419,995 323,000 180,000 56,000 39.2 

2002년 12월 1,352,473 300,000 179,176 38,339 31.7 

2003년 12월 1,374,405 300,254 166,285 32,504 24.3 

2004년 12월 1,402,932 308,482 165,101 33,349 23.3 

2005년 12월 1,425,684 325,300 170,148 34,426 22.2 

  주: 수 자는 일반수 자 포함, 차상 층은 비수 빈곤층과 차상 층을 포함하며, 기 사업 참

여자는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근로연계복지   기 생활보장  내부자료 각 년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 자의 로그램별 참여규모를 살펴보면, 체 

참여자의 다수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사회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취업지원 로그램 참여

자는 체 참여자의 10%도 안되는 낮은 수 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에 있다. 

자활 로그램에 한 참여자 비 은 재 조건부수 자 상 자활지원방식에 

있어 근본 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제도개편과 

련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 자에 해서는 근로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근로 

후 소득이 기 생활을 보장하는데 부족할 경우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의미한

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선정기  자체가 자활사업의 성

공률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는 이다. 물론 자활성공률에 

해서는 모수가 잘못 설정되었다는 비 의 소지가 있다. 그것은 취업하기 힘든 

집단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 참여자를 포함하여 자활성공률을 측정함으로써 

성공률이 과소 집계되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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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황

  기 생활보장제도는 부분 이나마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을 한 여를 지

하고 있다. 따라서 체 수 자  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학령

기로 보면 등학교 연령 인구는 9.8%(142,000명), 학교 연령 인구는 6.9% 

(100,270명), 그리고 고등학교 연령 인구는 6.7%(98,464명)로 나타나고 있다. 그

리고 등학교 재학은 7.4%(99,434명), 학교 재학은 7.6%(101,498명), 고등학교 

재학은 8.6%(115,421명), 학교 재학은 1.7%(23,125명)로 악된다. 이 에서 

학비공제가구는 2,100가구이며 사례수로는 2,111사례, 즉, 2,100가구에서 2,111명

의 학생이 교육 여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수 가구의 약 0.2%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그리고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의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수 자의 연령별 건강상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수 자의 반 이상이 질병과 

장애를 겪고 있다. 55세 미만의 건강하지 못한 인구의 구성비가 높아 연령보다 

질병이 빈곤, 수 에 미치는 향이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곤 방

이라는 차원에서도 좀 더 극 인 기 의료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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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6〉 수 자의 연령별 건강상태

건강 장애 질병 허약 장애+질병 계

연령

구분 18세 미만
빈도 315,992 7,820 8,876 3,395 265 336,348

% 53.1 3.7 2.1 2.8 1.8 24.6

25세 미만
빈도 84,126 6,210 5,638 1,075 211 97,260

% 14.1 3.0 1.3 0.9 1.5 7.1

45세 미만
빈도 88,788 65,851 71,462 10,869 3,416 240,386

% 14.9 31.3 16.7 8.9 23.6 17.6

55세 미만
빈도 37,033 61,368 89,945 10,787 4,387 203,520

% 6.2 29.2 21.1 8.8 30.3 14.9

65세 미만
빈도 14,328 33,787 74,451 9,857 3,007 135,430

% 2.4 16.1 17.4 8.0 20.8 9.9

65세 이상
빈도 54,758 35,254 176,903 86,471 3,171 356,557

% 9.2 16.8 41.4 70.6 21.9 26.0

계
빈도 595,025 210,290 427,275 122,454 14,457 1369,501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바. 특례와 지출공제

  물 여와 련된 특례는 의료 여특례와 교육 여특례, 그리고 자활 여특

례가 존재한다. 특례가구는  수 가구  241,179가구로 2.9%이며, 의료, 교

육, 자활 등 물 여 련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는 64.2%에 이르며, 의료 여

특례  의료 여를 포함한 특례가 약 38.7%에 이르고 있다. 

  이 가구들은 개별 여 체계에서는 해당 욕구에 응하는 여만을 수 하게 

되고 수 자에서는 포 하지 않아도 되는 가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특례

가구는 실제소득에서 해당 지출을 공제하면 수 자 선정요건이 되지만 수 자 

선정이후 공제 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자활사업 참여소득으로 소득인정액

이 최 생계비를 과하는 가구인 것이다. 따라서 특례가구는 해당지출을 보

받기 하여 서비스 여를 제공받지만 생계 여 지 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타

당하다. 하지만 실은 이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생계 여가 0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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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좀 넓게는 1만원 이하의 가구는 기타 여만으로 기 생활이 보장되는 가구

라 이해할 수 있다. 즉, 수 가구의 12.1% 정도는 생계 여의 의미가 약하고 

물 여를 심으로 한 개별 여로 체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공제는 통합 여 상태에서 기 욕구에 한 서비스 지원을 인정하는 방식이

다. 그리고 의료비공제를 받는 가구는 8,210가구, 약 10%로 그 비 이 가장 크

고 학비공제를 받는 가구는 2,100가구이다. 이 제도는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후 

그 액을 최 생계비와 비교하여 수 자 선정을 하게 되며 특례도 그러한 방

식에 따라 운 된다. 만약 개별 여로 환된 경우, 해당가구는 타 여 후 기

보장의 순서를 밟게 되므로 공제가 아니라 물 여로 해당 욕구를 충족하

며, 기 보장은 단지 소득 등에 한 재평가로 수 이 결정된다. 따라서 체

으로 물 여  자활 등 근로지원 후 기 생활보장 상 선정의 과정을 거치

게 될 때, 행정 인 간소화가 가능하며 여타의 여를 한 수 자로의 진입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사. 실태분석의 시사

  앞서 빈곤율과 기 생활보장제도 수 률, 각 여의 수 황 등을 살펴보았

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반 으로 욕구에 따른 여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 생활보장제도의 여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

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빈곤가구의 개별화된 욕구에 부응하는 여를 

제공하기 해서는 욕구별 응방식인 개별 여체계로의 환이 필요하다는 잠

정 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여체계를 개별 여체계로 환하고, 물 여의 수 기 을 상향 조

정하는 경우, 그로 인해 여감소 등의 변화를 경험할 집단은 자가가구와 특례

가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먼  자가가구는 주거 여의 단계  분리과정

에서 여가 감소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될 개연성이 높으며, 이는 생계

여의 실화와 주거 여의 단계  분리가 필요하다는 을 암시하고 있다. 그

리고 특례수 가구의 수 실태를 분석한 결과, 특례수 자  상당수가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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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한 의존도가 낮아 물 여 수 을 통해 진 으로 기 생활보장제도

에서 벗어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시사 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 모든 여액이 표 가구를 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실제 욕구와의 큰 격차를 야기하는 것으로 단된다. 참고로 수 자의 인구학

 구성을 보면, 18세 미만의 아동은 25.4%, 65세 이상의 노인은 25.8%, 비노인

성인은 48.2에 이르고 있으며, 개별가구의 구성형태 한 매우 다양하다. 이는 

표 가구를 상으로 하는 여액이 실제 가구의 욕구수 (필요 지출액)과의 

차이를 유발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 생활보장제

도는 욕구충족성의 측면에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3. 문제

  기 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제도의 발 에 크게 기여하 지만, 제도가 더 발

된 체계로 나아가기에는 요한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한계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 생활보장제도가 직

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  외부  요인으로는 소득 악, 산확보, 조건부과규정, 부양의무자 기

 등  제도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어 내부  요인으로

는 욕구수 별 여, 근로유인 등 기 생활보장제도의 용과정에서 활용되는 

각종 기 과 용방법 등 제도 내 으로 통제가 가능한 사항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기 생활보장제도의 내부  요인과 련해서 문제 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기 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최 생활보장을 표방함에도 불구

하고, 사실 빈곤하지만 최 생활을 하지 못하는 범 한 최 생활보장의 

사각지 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최 생활보장의 

범 한 사각지 의 존재는 기 생활보장제도의 제도 내  원리보다는 산상

의 제한, 사회  수용 가능성 등 정책  차원의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이 훨씬 

크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을 인정할지라도  기 생활보장제도의 생계보장 방

식이 갖는 내  한계로 인해 최 생계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 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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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기 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여 선정의 주요한 기 인 최 생계비는 

소도시 기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라는 표 화된 기 을 사용함으로서 실제 

도시 지역 거주자의 경우 실제 소득이 도시 기  최 생계비에 미달하여 

최 생활을 리지 못하지만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수 자로 인정되지 못함

으로써 생계 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장애인이나 편부모 가

족과 같이 추가  욕구가 있는 가구들도 표 화된 최 생계비를 기 으로 소득

인정액 기 과 여수 을 결정함으로써 실질 인 최 생활을 하지 못하지

만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최  생계욕구를 근

거로 할 때, 도시 거주 차상 계층이나 차상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가구, 편

부모 가구도 생계 여 수 자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계 여를 받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 생활보장제도는 실제와 달리 과도한 생계 여 련 부담을 지고 

있다. 기 생활보장제도는 최 생계비를 생계 여 수 의 소득인정액기 으로 

사용함으로써 제도의 원리상 소득인정액기 과 생계 여 상한액 간 갭을 발생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생계 여 상한액보다 가구소득이 많지만 최 생

계비보다 은 소득인정액을 갖는 가구들도 기 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여 상

자로 포 하고 있다. 이들 가구의 경우  생계 여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생계 여 수 가구가 아닌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생활보장제도는 

제도의 원리상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는 곧 생계 여 수 자로 등치되는 문

제주57)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원리는 마치 기 생활보

장제도의 수 자는 곧 생계 여 수 자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실제 생계 여가 

안고 있는 부담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는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생계 여 수 자는 기 생활보장제도의 수 자보다 

일정 수  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욕구 충족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 생활보장제도의 

여 방식은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기 생활보장제도의 수 자 

주57) 물론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에서 의료, 교육, 주거, 자활 여의 특례 수 자는 생계

여 수 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규정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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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식  여 선정 방식은 소득측면에서의 형평성을 가장 우선 인 기

으로 고려하고, 부분 으로 욕구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 기 생활보장제도

가 가장 요한 원리로 표방하는 최 생활보장의 원칙이 실질 으로 의미하는 

바는 욕구의 측면에서 최 생활보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에서 볼 때,  기

생활보장제도는 욕구 충족에서 형평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도시 지

역과 농어  지역간 최  생계 욕구의 수 이 다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아

동과 성인간 최  생계 욕구의 수 이 다르다. 즉, 동일 가구규모라 할지라도 

도시 지역 거주자의 최  생계 욕구 수 이 농어  지역 거주자보다 더 높

고,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최 생계 욕구 수 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

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여 제공방식은 이러한 욕구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지 소득수 의 차이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산의 효율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도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여방식은 효율 이지 못하다. 효율 으로 산을 사용하기 해서는 꼭 필요한 

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여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기 생활보장제

도의 생계 여 제공 방식은 농어  거주자에게는 최 생계욕구보다 더 많은 

여를 제공하고, 도시 거주자에게는 더 은 여를 제공하고 있다. 농어  거

주 수 자에게는 생계 여를 과잉지 하고, 도시 거주 수 자에게는 생계

여를 과소지 하는 등 산을 비효율 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

제 역시 표 화된 최 생계비를 기 로 하는 수 자 선정방식과 여 제공방식

에 기인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가구규모별로 표 화된 최 생계비에 지역별 

최 생계비 개념을 도입함으로서 일정정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통

합 여 방식에서 최 생계비의 기능  제도 내에서의 상 자체가 상자 욕

구의 개별성 보다는 표 화, 규격화라는 원리에 기 하고 있다는 에서 기본

인 근방식에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기 생활보장제도 하에서 개별가구의 욕구수 을 고려

한 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최 생계비의 계측과 용방식의 문

제 이 지 되었다. 이는 개별 여체계 도입과정에서 최우선 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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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개편방안

  1.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의 원칙

  향후 우리사회는 기 생활보장제도 개편과 련해서 개별가구의 욕구수 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 를 해소하며, 복지의존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기 생활보장제도를 개별

여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복지욕구에 한 효율  처방안의 필요성 : 빈곤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여(욕구)와 여수 이 다르다는 을 감안하면, 필

요한 욕구에 ‘정확하게’ 처하기 해서는 선정기 과 여수 을 달리하는 

욕구별 여체계 구축과 그에 상응하는 행정인 라 구축이 필요하다. 앞서 확

인하 던 것처럼, 수 실태에 한 분석결과는  기 생활보장제도가 개별가

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제도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도 존재한다는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는 공공부조제도의 균형발 을 해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율 으로 처할 수 

있는 선정기 과 여기 이 마련되어야 하며, 각 여의 체계  리를 해

서는 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공공부조제도 사각지  해소 략으로서의 필요성: 소득분배구조가 악화

되는 상황에서 기 생활보장제도 수 상을 확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해서는 여의 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05년 재 빈곤층의 규모가 체 인구의 약 10%(5백만명) 수 이라면 기 생

활보장제도 수 자(3%)를 제외한 7%의 비수 빈곤층이 존재하며, 차상 층 

에서도 기 생활보장제도가 보호해야 할 집단이 존재한다. 하지만 행 방식으

로 사각지 를 해소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부담의 측면에서 한

계가 있으며, 부분 여이던 개별 여이던 개별 빈곤가구가 원하는 특정 여만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셋째, 수 자의 복지의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체계의 필요성: 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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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갖는 유일성(唯一性)으로 인해 진입하려는 유인이 증폭되고 탈출유인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해서는 여체계를 분산시켜 특정제도로의 집 화 

경향을 차단해야 한다.  기 생활보장제도는 보충 여방식이 제 로 작동하

지 않는다는 이유 외에도 수 과 동시에 모든 여를 받는 통합 여체계로 인

해서도 복지의존성을 강화시키고 탈수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

의 개별화는 조건부과를 강화하거나 재정  인센티 를 부여하는 방식에 앞서, 

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구조 으로’ 복지의존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

는 의미를 갖는다.

  에 언 한 다양한 필요성 에서 개별 여체계는 일차 으로 “빈곤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부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먼  표 가구의 최 생계비를 모든 여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는 것

은 상징  기능으로 국한하고, 개별 여 상한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정교화 함으

로써 각 여가 해당 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이를 해서는 각 여별로 지역특성, 가구특성, 가구여건을 고려

하여 여상한액을 설정하고, 용에 있어서도 표 가구 방식이 아닌 개별화된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어 여별 수 기 을 설정하여 각 여의 설치

목 에 맞게 욕구를 가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

생활보장제도 수 가구  해당 욕구를 가진 가구는 자동 으로 여를 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 한 사각지 에 놓

인 빈곤층이 공공부조제도의 여를 수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응성을 강화하

기 해서는 여별로 수 기 을 차별화하는 것이 출발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그림 9-1]은 개별 여체계가 개별가구의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충족시

킬 수 있다는 을 강조하기 해 작성된 것이다.  기 생활보장제도의 여

체계는 개별가구의 실질  욕구수 과 보장수 의 편차가 커서 과소 여와 과

잉 여와 련된 형평성 논쟁을 피하기 힘들다. 이에 비해 개별 여체계는 개

별가구의 복지욕구를 그 수 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강 을 

갖는다. 이는 최 생계비를 통한 여수 의 표 화가 갖는 단 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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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1〕 개별 여체계 도입에 따른 욕구 응성 강화

기 생활보장제도

(통합 여체계 )

욕구 여 욕구 여 욕구 여

PL

가구 A 가구 B 가구 C

  

기 생활보장제도

(개별 여체계 )

욕구 여 욕구 여 욕구 여

PL

가구 A 가구 B 가구 C

  

  공공부조제도, 특히 기 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기 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원

칙에 입각해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공공부조제도 개

편과정에서 개별 여체계로의 방향성을 유지하기 한 원칙을 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원칙은 크게 <최 생활보장의 원칙, 욕구충족에서 개별화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욕구충족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 생활보장의 원칙이 그것이다.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최후의 안 망으로서 최 생활을 보장하는데 일차 인 목 이 있다. 이러한 최

생활보장은 헌법 제34조에도 명시되어 있다(이인재 외, 1999). 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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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생활 보장의 원리는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1조에도 “이 법이 생활이 어

려운 자에게 필요한 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 생활 보장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기 생활보장제도는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를 

규정하고, 가구소득이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보충하여 

가구소득을 가구규모별 최 생계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최 생활보장으

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 생활보장제도를 개별 여체계로 개편하는데 있

어서 최 생활보장이란 가구의 개별  특성에 따라 개별 가구별로 상이하게 측

정되는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개별 여들을 통해 충족시

킴으로써 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최 생활 보장은 가구규모별로 표 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별 

가구마다 상이하게 최 생활의 수 이 정의되는 것이다.

  둘째, 욕구충족에서 개별화의 원칙을 들 수 있다. 개별가구의 욕구수 은 거

주지역, 가구규모, 가구특성, 가구원특성, 소득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이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개별화의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생계 련 최 욕구를 구성하는 항목은 모든 개인, 가

구에 공통 이지만,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정도는 개인별, 가구별로 상

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계 련 최 욕구 충족 수 은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 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소득수 이 동일할지라도 도시 지역

에 사는가 농어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 최 생계 욕구 충족에 드는 비용이 상

이하며, 장애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아동인가 성인인가, 유배우자 가구인가 

편부모 가구인가 등 인구학  특성, 가구구성의 특성에 따라 최 생계욕구의 

미충족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욕구의 개별성과 욕구 미충족 상태의 

상이성을 고려할 때 욕구 충족의 방법도 개별화라는 방향성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생계 여의 구성원리와 제공방식은 이러한 욕구충족의 개별화 원

칙을 최 한 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립지원의 원칙을 들 수 있다.  국민기 생활보장법에도 명시된 바

와 같이 공공부조제도의 요한 목  의 하나는 자립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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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립하여 독

립 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라는 을 고려하면, 모든 사회복지제도의 지향

은 상자의 자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여를 수

하기 해서는 소득이 일정 수  이하여야 한다는 에서 빈곤의 함정 등 자립

과 배치되는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는 

근로동기 하, 빈곤의 함정 등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기 생활보장제도는 수 자의 제도에 한 의존성

과 집 성을 최소화하고, 개별욕구에 한 충족성을 높여 빈곤 방  빈곤탈

출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여체계 측면에서 개별화가 유리하다

는 을 말해 다. 각 개별 여 한 수 자들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자립의

지를 북돋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를 들면, 생계 여는 

재정  인센티 를 통해 근로활동을 진하도록, 의료 여는 건강보험 가입을 

진하도록, 주거 여는 자산형성을 통해 세  자가로의 이행을 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욕구충족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으로 여를 제공함으로써 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최 생활 보장이란 기

본  욕구의 최 보장을 의미한다. 이 에서 공공부조제도에서 형평하다는 것

은 동일한 욕구수 일 때 동일한 여수 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공공부조제도에서 형평성의 원칙은 소득수 에 근거하기보다는 욕구수 에 근

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수 이 동일할지라도 욕구수 이 상이하면, 여가 

상이한 수 으로 제공되어야 형평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공평한 최 생활 보

장이란 욕구의 동질성에 기 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최 생활 

보장에서 형평성의 원칙은 동일한 욕구수 에 동일한 수 으로 여를 제공하

며, 욕구 수 이 상이할 때, 여수 을 상이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컨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 간 소득수 이 동일할지라도 생계 욕구 수

이 상이하다는 에서 생계 여의 제공 수 도 상이하게 제공될 때 형평성의 

원칙이 실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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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편방향

  기 생활보장제도를 개별 여체계로 환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제도변화

를 의미한다. 개별 여체계는 기 생활보장제 내에 모든 여를 독립시켜 포  

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여를 법 으로 독립시키고 그 계를 조율하는 원

칙을 집 성이 아니라 자율성에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 생

활보장제도는 다른 모든 여를 규정하는 기 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

여 수 자를 심으로 해당 가구  개인에게 ‘욕구가 있는 모든 여’를 수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 으로 기

생활보장제도를 수 자격을 규정하는 제도이자 생계 여를 리하는 제도로 

정착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별 여체계 도입은 여에 한 업무를 단순화함으로써 제도를 

리하는 주체나 그 혜택을 보는 수 자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설계‧운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별 여체계 도입에 따라 각 여의 수 기 과 여

상한액을 차별화한다는 것은 외형 으로 매우 복잡해 보이나, 재처럼 한 명

의 담공무원이 모든 여를 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에 비해 개인 담당자의 

업무는 단순해지며, 그에 따른 리의 효율성도 증가할 것이다. 이 에서 개별

여체계는 각 여에 한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 한 갖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면 개별 여체계 도입에 따라 기 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제

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운 해야 할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기 생활

보장제도 수 자는 생계 여  제반 여의 수 자격을 규정한다는 에서 상

으로 엄격하게 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능력자의 경우에는 조건부과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생계 여 외의 개별 여는 수 선을 빈

곤선보다 높게 설정하되, 욕구의 존재를 부가  수 기 으로 부여함으로써 

<빈곤층에 한 보편  욕구보장>과 < 빈곤층에 한 선별  욕구보장>이라

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수 기  설정과 련해서 소득기 을 제외

하면 명확한 논거를 발견하기 힘들다. 이는 수 기 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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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는 정책  단에 기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별로 그 구성은 자

율 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여체계 하에서 각 여제도(주거 여, 의료 여, 교육 여, 자활 여)는 

독립된 법  근거에 따라 수 자 선정기 과 여상한액을 독자 으로 결정하

게 되며, 각 제도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 주거 여는 월세  세가구에 한 임 료 지원을 담당하는 제도로 발

하고, 주거복지정책 반과의 계를 고려하여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 의료 여는 의료욕구가 있는 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

며, 정한 의료보장과 리의 효율화 측면에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단계 으로 건강보험과 통합하는 장기 랜을 설계하는 방안도 검

토가 필요하다.

  - 교육 여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여와 통합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욕구에 

따른 여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자활 여는 고용 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독립시키고, 생계 여 수

자에 한 조건부과 규정은 유지하여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생계 여 수 자  조건부수 자에 해서는 직권주의를 용

하고, 나머지 자활사업 참여자는 신청주의를 용하는 이 의 자격제도를 

근간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여별로 여상한액을 설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생계비(생계 여 상한액)와 주거비(주거 여 상한액)는 

별도의 방식으로 계측하는 것이다. 일본을 포함한 부분의 국가가 생계비와 

주거비를 별도의 방식에 따라 계측하고 있으며, 이는 생계 여와 주거 여를 

합쳐 여로 지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기타 의료 여와 교육 여 등은 여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단된다. 통합 여체계 하에서는 생계 여 는 여액을 산출하기 해 

물 여의 상한액을 설정하 으나, 이들 여는 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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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한액과 산상의 지출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생계 여는 표 가구로 통합된 가구원 특성별 지출 액을 분리 계측하

여 여에 용해야 할 것이다. 생계 여는 성인과 아동, 장애인 등 가구원의 

특성별로 여상한액을 설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다양한 가구의 생계욕구를 충

족시키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실제로 부분의 국가들이 생계 여를 지 함

에 있어 가구원을 연령에 따라 구분한 뒤, 성인에게 1을 지 한다면, 두 번째 

성인에게는 0.7, 아동에게는 0.5 는 0.3에 해당하는 여를 지 하고 이를 가

구단 에서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주거 여는 지역단 의 표 임 료를 설정하고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용해야 할 것이다. 주거 여는 지역별, 가구규모별로 산출하고, 가구원  취

약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가산 여를 지 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실 으로 표 임 료를 산출하는 방법과 련해서 아 트 임 료를 기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임 료 산출의 기 이 되는 주거형태와 련해서 

 최 주거기 을 용하면, 실에서 그에 해당하는 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을 감안하여, 방수를 기 으로 표 임 료를 산출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권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 여의 상한액을 설정하기 한 기 자료가 무한 상

황에서 주거 여 상한액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를 계측

하기 한 별도의 조사와 분석이 후속 과제라고 단된다.

  아래 [그림 9-2]는 개별 여체계의 기본모형(안)을 나타낸 것으로, 각 기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미한다. 최 생계비(…)는 총 여의 상한액을 결정하는

데 참고해야 할 일종의 기 선으로 활용하며, 여수 기 을 규정하지 않는다. 

여수 선(〓)은 자산 외에도 욕구의 존재를 감안하여 자율 으로 설정하되, 

생계 여의 수 기 선은 상 으로 낮게 설정하고, 물 여는 상 으로 

높게 설정된다. 여상한액(□)은 개별 여제도가 지 해야 할 여상한액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수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 된다. 그리고 생

계 여와 주거 여는 소득을 고려한 보충 여방식을 용하며, 엄 한 보충방

식을 취할 것인지 구간별 보충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단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물 여는 서비스형태로 지원함에 따라 보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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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기 힘드나, 소득수 에 따라 자부담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 주목해야 할 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생계

여는 가구소득과 가구구성(개별화된 생계욕구)을 기 으로 선정과 여가 이루

어진다. 이는 재 방식이 4인 표 가구를 심으로 균등화지수를 용하는 것

이라면, 개선된 방식은 가구원 특성을 고려한 생계비의 총합으로 여를 지

하는 것이다. 둘째, 주거 여는 가구소득(지불능력)과 주거상태(주거욕구)를 기

으로 선정과 여가 이루어진다. 행방식이 획일화된 표 주거비와 생계

여와의 통합으로 여지 의 형평성 문제와 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 

개선된 방식은 월세가구를 상으로 지역별 표 임 료를 산출하여 여상한액

을 설정하며, 생계 여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을 제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 여체계를 도입하기 해서는 가장 먼  최 생계비의 계측과 

활용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이와 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최 생계비를 표 가구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은 상징  빈

곤선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여수 선으로 용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내포

하고 있다. 따라서  최 생계비는 상징  빈곤선으로 활용하는데 국한해야 

한다. 개별가구의 지출비목별로 지출비용을 계측하여 각 여의 상한액을 결정

하고, 가구의 소득수 과 욕구 유무를 고려하여 여별 수 기 을 설정함으로

써 가구의 다양한 욕구수 에 맞게 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여상한액을 설정하고 여하는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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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개별 여체계의 기본구성

생계 여 주거 여 의료 여 교육 여

빈곤선 빈곤선
교육 여

여

상한액

의료 여

주거 여

생계 여

+

기타 여

   주 : 여수 선 빈곤선(PL) 여액

  3. 개편방안의 장단  분석

  재 기 보장제도 여체계 개편방안으로는 부분 여체계와 개별 여체계가 

존재하며, 각각의 개편방안에 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재 부분 여체계에 해서도 명확한 입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언

하고자 한다. 먼  부분 여체계는 기 생활보장제도의 재 골격 하에서 특

정 여에 해 차상 층의 수 을 허용하는 방안이며, 내용 으로는 수 기

의 여별 차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어 개별 여체계는 

기 생활보장제도의 ‘ 여 간 계’( 여체계), 여수 기 , 여상한액을 개

편하고, 욕구별 여제도의 법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

주하고자 한다.

  아래 <표 9-7>은 이 두 개편방안의 골자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의 핵심은 

여수 기 과 여상한액 설정으로 부분 여체계는 여수 기 을 상향조정하

는 신 여상한액은 기존 액을 용한다. 그리고 개별 여체계는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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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을 여별로 차등화하고, 여상한액은 지출비목별로 계측되고 별도의 균

등화지수를 용한 여상한액을 활용한다.

〈표 9-7〉 여체계 개편방안의 비교

 여체계

(통합체계)
부분 여체계 개별 여체계

최 생계비 -표 화된 최 생계비 -표 화된 최 생계비
-지출비목별 균등화 지수

-최 생계비 구성방식 변경

소득인정액
-소득평가 + 재산소

득환산

-소득평가 + 재산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 폐지

-근로인센티  유지

여수 기
-최 생계비로 획일

화
- 여별 상향조정

- 여별 자율조정

-소득기  + 욕구로 선정

여상한액
-최 생계비 비목 

용

-최 생계비 비목 

용
-개편된 지출비목 용

주거 여 
-생계 여로 부분 

통합
-주거 여 비목 분리 -주거 여제도 분리

자활지원

-기 보장제도 여

체계와 인센티

제도에 종속

-제안 없음 -자활지원제도 분리

법  형태
-기 보장법, 의료

여법

-기 보장법, 의료

여법

-기 보장법, 의료 여법, 

주거 여법, 교육 여법, 

자활지원법

  그리고 여체계 개편방안별로 기 효과를 비교하면, 아래 <표 9-8>과 같다. 

그에 앞서 강조하고자 하는 은 부분 여체계로 개편하여 개별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규정하기 해 최 생계비 기 선을 그만큼 다양화한다는 것은 다원화

된 욕구에 여 히 획일 으로 응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먼  사

회복지 담공무원이라는 하나의 리주체에게 무도 복잡한 제도를 맡김으로

써 제도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험성이 있다. 한 하나의 제도로 빈곤과 

련된 사회  험을 통합 으로 리하는 방식은 사각지  해소에 소극 으로 

작용하는 제도  기제를 제공할 험성이 크다. 

  이 에서 개별 여체계는 아래와 같은 비교우 를 갖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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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욕구충족성과 욕구 응성을 높이며, 기 생활보장 수 자 간 외에도 수

자와 비수 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강 을 갖는다. ‘ 장기 으

로’ 공공부조제도 산의 효율 이고 효과 인 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경제성 측면의 강 을 갖는다. 그리고 단기 으로 공공부조제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상되나, 이는 개별 여체계 도입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여 실화와 

사각지  해소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지출증가 문제는  여체계나 개별

여체계나 본질 인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밖에 개별 여체계는 여수 기 을 다양화함으로써 빈곤층이 기 생활

보장제도에 집 되고 그것이 체 여 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동반효과를 최

소화하고, 복지의존성을 해소하는 강 을 갖는다. 그리고 개별 여제도가 안고 

있는 단 으로 지 되어 왔던 행정  운용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개별 인 업무

담당자의 에서 본다면 보다 효율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최근 주민

생활서비스지원체계의 구축은 개별 여의 도입을 용이하게 할 기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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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8〉 여체계 개편방안의 기 효과 비교

 여체계(통합체계) 부분 여체계 개별 여체계

사각지  

해소력

- 제도효율화 문제로 

산을 확 하기 곤란

- 개별 여를 확 하는 

방식으로 해소가 용이

- 개별 여를 확 하는 

방식으로 해소가 용이

수 기

의 성

- 수 기  획일화로 

욕구별 응이 곤란

- 수 기  차별화로 

욕구별 응이 가능

- 수 기  차별화로 

욕구별 응이 가능

여수

의 정성

- 1~2인 가구 과소 여

- 주거 여의 정성 

미흡

- 1~2인 가구 과소 여

- 주거 여의 정성 

미흡

- 1~2인 가구 정 여

- 주거 여 정 보장

근로유인

의 효과성

- 수 탈락에 한 

우려로 근로활동을 

자제

※ 소득공제 미도입이 

원인

- 각 여를 차상 층에 

지원함으로써 부분  

효과

- 각 여를 

분산시킴으로써 

부분  효과 + α

복지의존

의 억제력

- 근로빈곤층 심으로 

복지의존문제 발생

- 부분 으로 해소

- 기 수 자는 해소 

불투명

- 생계 여의 경량화로 

복지의존성 감소

- 물 여는 실수요자 

심

행정 리

의 용이성
- 상 으로 용이

- 각 여별 수 기 을 

한 제도, 한 실무자가 

용하여 리가 매우 

복잡

- 각 여별 수 기 을 

용하여 상 으로 

용이

※ 인력/행정인 라가 

건

재원 리

의 효율성

- 과잉 여가 존재

- 반 으로 비효율

- 과잉 여는 해소

- 비효율성은 잔존

- 과잉 여는 해소

- 재원 리의 책임소재 

명확

법 근거

의 독립성

- 국민기 생활보장법 

심

- 의료 여법 제한  

독립

- 국민기 생활보장법 

심

- 의료 여법 제한  

독립

- 국민기 생활보장법은 

욕구가 있는 모든 

여에 한 

수 자격을 규정

- 각 여는 독립법에 

따라 여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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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편에 따른 기 효과

  기 생활보장제도가 한국 공공부조제도에서 요한 진 을 이루었다면,  

단계에서는 빈곤가구 욕구충족의 정교화와 제도의 합리화라는 새로운 도약을 

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편을 해 개

별 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은 개별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지원을 가능하

게 한다는 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특히 이러한 개편방안은 기 생활보장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몇 가지 문제 에 한 효과 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먼

 기 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  해소를 한 효율 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기존 산을 감하며, 향후의 소요 산을 감하고, 안정 인 여 리

를 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이 게 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 개별 로그램

을 통해 근로유인을 하는 방안이 갖는 고유한 한계를 넘어, 여체계 내에 빈

곤 방‧빈곤탈출을 진하고, 여에 한 의존성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기 생활보장제도를 개별 여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은 공공부조제도 반

에 걸친 재구조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에 주목해야 한다. 개별

여체계는 기 생활보장제 내에 모든 여를 독립시켜 포  리하는 것이 아니

라 각 여를 법 으로 독립시키고 그 계를 조율하는 원칙을 집 성이 아니

라 자율성에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다. 그리고 기 생활보장제도는 다른 

모든 여를 규정하는 기 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 여 수 자를 심

으로 해당 가구  개인에게 ‘욕구가 있는 모든 여’를 수 할 수 있는 자격

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다.

  그리고 개별 여체계를 도입하기 한 제조건으로  최 생계비의 계측과 

용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 생계비가 택하고 있는 표 가

구방식과 모든 여에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용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

고 단된다. 이는 최 생계비를 수 기 선이자 여상한액을 결정하는 기

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단되어야 할 것이며, 개별 여 상한액은 여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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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독립된 기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소득인정

액 개념의 수정,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의 제한  활용, 소득평가액의 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기 생활보장제도를 개별 여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기 할 수 있는 그 밖의 

효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  생계 여 수 상이 감소하

게 되어, 기 생활보장제도의 부담이 하게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그리고 

이는 장기 으로 노인빈곤층에 한 소득보장제도의 좀 더 용이한 개편을 가

능하게 할 것이다. 이어 기타 범주  공공부조제도와 련해서 정치  이유로 

도입했던 제도의 정돈이 좀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반 로 장기 으로 

수당제도의 발 을 진한다는 에서 보더라도 개별 여체계는 이러한 개편

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5. 세부 추진사항

  개별 여체계 도입을 해서는 단계  근이 필요하다는 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단기간에 걸친 졸속의 제도개편이 아니라, 일정한 비기간을 거

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기 으로는 개별

여체계 도입에 필요한 여 상한액과 수 기 을 정할 수 있도록 기 연구 

 세부추진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다음에는 개별 여체계의 용가능성을 검

증하기 해 일부지역을 상으로 선정‧ 여에 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제

안하고자 한다.

  2007년 제도개편을 한 비사항을 좀 더 세부 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그것은 제도개편을 한 토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먼  욕구별 여의 여상한액 추정 필요

     - 최 생계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여, 주거 여를 심으로 욕구별 여

상한액을 별도로 추정해야 한다.

     - 기 생활보장제도의 욕구별 여상한액이 보다 객 인 근거를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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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후속연구  조사작업이 필요하다.

     - 연도별 여상한액을 추정하기 해 별도의 여결정시스템을 구축하

고, 그에 따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여별 수 기 선의 설정

     - 기 생활보장제도의 통합  수 자격은 욕구별 여제도의 수 자격으

로 개별화 되어야 하며, <소득기 ‧재산기 ‧부양의무자기 ‧욕구의 존

재> 등을 차별 으로 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여별 수 기 은 재의 수 기 과 무 하게 결정될 수 없으며, 다

양한 합의체계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생계 여보다 물 여

의 수 기 을 하게 설정해야 한다.

  ○ 여 리  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 욕구별 여제도로 개별화하는 경우, 각 여의 제한  지에 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는  기 생활보장제도의 규정

을 용할 수 있으나, 조건부수 규정의 용을 생계 여에 국한할 것

인지, 모든 여에 용할 것인지를 단해야 한다.

     - 개별 여체계 운 을 해서는 효과 인 달체계(인력  조직) 개편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가 개별화됨에 따라 리체계 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행정 산망의 정비를 포함한 리체계 구축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장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제1  문제제기

  몇 년 까지만 하여도 사회서비스주58)는 정책 역으로서 심 밖에 있었다. 

통 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극빈층을 상으로 하는 낮은 수 의 

여 심으로 운 되어 왔으며 서비스는 시설보호 심의 극히 제한된 것이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서비스확충에 한 요구가 뜨겁다. 사회서비

스 확충은 체로 두 가지 입장에서 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사회서비스에 

한 욕구가 커지는 사회상황을 심으로 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서비스가 

갖는 제도  성격, 특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 담론이 등장한 배경은 부족한 일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었다. ‘고용창출형 사회서비스국가’라는 표 은 최근 사회서비

스 담론의 주된 심사를 변한다. 문제는 사회서비스 확충이 본연의 자기 논

거를 갖추지 못한 채 외부 효과를 기 하는 선택으로 여겨짐으로써 그 발 방

향이 왜곡할 가능성을 갖는다는 이다.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서비스 확충으로 얻어지는 부수 인 효과일 뿐이

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부분 임 이고 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오히

려 소득분배는 악화되었다는 외국의 경험에 유의한다면 이러한 출발은 더 바람

직하지 않다. 

주58) 사회서비스에 한 개념정의는 사회마다 는 연구자마다 상이하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서

비스 역은 일자리 공 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출발하면서 국제표 산업분류를 사용하

여 공공행정, 교육, 의료  사회복지를 포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왔다. 하지만 사회서비

스를 그 욕구를 심으로 근한다면 사회서비스는 사회  돌 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회  돌 을 심으로 사회서비스 개념을 제

한하고자 한다. 단 돌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 질환자를 상으로 상담이나 이동지

원 등 생활 반을 지원하는 포 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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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가 발 하여야 하는 근거는 욕구의 변화 는 욕구의 심화에서 찾

아져야 한다. 사회서비스는 변화하는 사회환경, 즉, 고령화로 노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통 으로 유지되어오던 가족 내 

보호 잠재력은 약해지고 가족해체, 동거, 혼외 출산, 거주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 연 가 약화되거나 사라져 다른 형태의 돌 에 의존할 수밖에 없

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에서 강조된다(d'Ercole and Salvini, 2003).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총인구 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년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 고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 사

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재 노년부양비 11.6%로 높은 수 에 

있지만 계속 노년부양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장애인도 증가하여 

1991년 당시 등록 장애인은 32만 명에 불과하 으나 2003년 재 등록 장애인

수는 14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출산으로 인한 아동인구의 

감소는 아동에 한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미래 인력의 건강한 성장에 더욱 

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는 경제활동 욕구는 증가하여 통 으로 보호를 담

당한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이 바 고 있다. 2005년 반 인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졌는데도 여성의 취업은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은 62%로 년 62.1%

보다 0.1%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1%를 기록하 다. 더

욱이 여성의 경제활동 뿐 아니라 반 인 가족구조의 변화가 가족의 보호기능

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200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결과를 보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2000년 3.1명에서 2.9명으로 어 가족유형의 변화가 

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에서도 노

인부부가구가 26.6%, 노인독신가구가 24.6%로 1998년에 이  조사시 에 비하

여 자녀동거가구는 고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결국 반 인 사회경제 변화는 사회  돌 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과거의 통  복지욕구들은 지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생계문제에 집

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 확보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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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다. 사회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환경에 직

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0-1〕 사회  서비스 확충 배경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의 보호기능 약화

    사회  서비스 

     필요성 증가
서비스욕구의 증가

  앞서 지 하 듯이 사회서비스는 그 제도  성격으로 인하여 과거 어느 때보

다도 선호되는 사회정책으로 기 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로 인하여 실업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체노동 필요성 

한 증가하고 있다. 결국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인구집단의 증가와 맞물리면서 증가하는 사회  부담을 최소화하기 하여 

서비스 욕구 충족과 노동기회의 제공이라는 이 의 효과를 노리게 된 것이다. 

복지를 보다 생산 이며 지속가능한 성격의 것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기감

과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출의 보 이 가능하게 되고 결국 임 상승의 압박을 

다소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 도 작용하 다. 

  사회  서비스가 취약한 신 이 여가 크다는 특징을 갖는 유럽 륙 보수주

의 국가는 ‘일자리 없는 복지국가’로 경계되었고 이 국가들이 경험하는 여성 취업 

 고용정체, 낮은 출산율은 피하여야 할 정책모델의 결과로 표되었으며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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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유연화에 장애가 되는 복지모델의 반면교사 다.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는 극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서비스 확장으로 고용이 극 화되고 여성취업과 출

산율, 모두 기록 으로 높았는데 이는 사회정책의 성공으로 상징화되었다. 한 연

 등 지원 정책들에 한 구조조정은 유럽 륙에 비하여 견고한 사회서비스

를 기반으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서비스 기반이 

여의 축소가 주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제공자와 수혜자라는 이분  사고의 극복을 돕는데, 돌 은 

구나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이 사회정책의 확 를 한 정치  기반을 강하

게 한다. 구나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는 육체 , 감정 , 건강상의 이유로 타

인으로부터 어떠한 돌 을 받게 된다(Henderson & Forbat, 2002). 결국 보편  

제도로 발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사회서비스는 사회  합의기반을 넓히

고 유지하는데 기여해왔다. 요약하면 사회서비스가 정책  융통성을 높인다는 

과 정치  기반을 넓히는 보편  정책으로서 강 을 갖는다. 

  사회서비스의 와 같은 특징들은 정책 으로 사회서비스를 선택하는데 향

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이러한 효과는 욕구의 충족을 한 선택의 

부수  결과일 수 있다. 요지는 사회서비스를 설계함에 있어 논의가 사회서비

스 욕구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장의 열성과 성장 

우선 논리들로 인한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보장과 활성화를 함께 추구하여

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정치 으로는 보장을 아래로 감추고(tone down) 활성

화를 면에 내세움으로써 보다 쉽게 사회  합의를 얻는 복지확충 략을 선택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에 근거한 사회서비스의 선택은 

유용할 수 있지만 우리사회에 걸 맞는 사회서비스 발  논거와 방향  략개

발이 마련되기 보다는, 별개의 주변  논리들이 앞서서 사회서비스발 을 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손쉽고 빠른 발  략이 선택되고 있다. 

  정책의 경로의존성을 고려할 때, 발  기의 사회서비스의 설계가 이후 상

당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사회정책의 기조를 결정할 것이다. 사회서비

스발 은 무엇을 하여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한 심도깊은 고민이 이

제라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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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황과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충족되지 않은 서

비스 욕구들이 범 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 제공기반은 

공공이나 민간 모두 취약한 상황에 있다는 이다. 결국 사회서비스의 확충의 필요성

은 매우 크지만 이를 해서는 해결하여야 하는 많은 과제들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1. 사회서비스 공 기반의 취약성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 은 선진 복지국가에 비하여 한 수 에 있다. 사

회서비스 분야 고용비 , 사회서비스 분야 지출 양 지표에서 보면 사회서비스 분야

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단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ECD국가의 평균

인 사회서비스 고용비 은 2003년 재 21.7%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2.6%로서 

반에 불과하며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 이다. 외환 기로 인해 사회서

비스 고용비 은 9%에서 12% 로 상승하 지만 공공근로 인력이 폭 확충되었던 

경제 기 시기인 1998년과 1999년이 지난 후에 사회서비스 고용비 이 소폭으로 

감소하 으나 이후 증가세가 유지되어 2004년 재 12.7%에 이른 것이다.  

〔그림 10-2〕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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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람입국일자리 원회(2006),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략,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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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원 등의 2006년 연구에 따르면 OECD자료에 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

된 우리나라의 2004년 사회서비스 고용비  추정치는 16.7%인데 비해 실제 

2004년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비 은 12.7%에 불과해, 사회서비스 근로자

수는 90만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 10년간의 사회

서비스 고용비  증가추이를 감안한다하여도 2010년에도 약 67만 명 정도의 근

로자가 부족하다는 상이다. 유사한 국민소득수 의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사

회서비스의 수 은 낮은데 1만8천불 시기의 국가들에서 사회서비스 고용비 은 

20%내외이지만 우리나라는 12.7%에 불과하다. 

〈표 10-1〉 국민소득 18천불 당시 사회서비스 고용비  국제비교 

 

나    라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한국 뉴질랜드 국 핀란드

연    도 1994 1996 2001 2004 1997 1988 1993

▪1인당국민소득(PPP $) 17162.4 17362.7 17447.8 17675.2 18903.2 19713.1 19844.7 

▪사회서비스 고용비 (%) 20.3 17.8 18.4 12.7 20.5 21.2 26.6 

출처: 사람입국일자리 원회(2006),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략, p,14.

  OECD자료 분석결과에 기 한 공공 서비스주59) 지출을 보면 우리나라는 

GDP 비 0.3%로 그 어떤 국가보다도 낮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같은 수 이지

만 뉴질랜드는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일 수 있

다는 , 반면 우리나라는 여의 수 도 낮다는 을 감안한다면 단순 비

교로 안하기에는 어려운 이 있다. 북유럽 국가는 물론, 가족의 보호를 강조

하는 조합주의 국가군의 1.3%나 자유주의 국가들의 평균인 1.1%에 비하여서도 

큰 차이로 낮다. 

주59) 보건분야는 제외하 다. 보건분야는 각국의 의료분야 보험  공공부조제도에 따라 크게 달

라지며 그 산의 규모가 커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차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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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 OECD국가의 공공지출  서비스 지출의 비  비교

2001년
여

합계

서비스합계 공공사회지출

합계보건제외서비스

덴마크(29.2) 15.2 (52.1) 12.5 (42.8) 5.4 (18.5) 29.2 (100)

스웨덴(28.9) 14.4 (49.8) 13.2 (45.7) 5.8 (20.1) 28.9 (100)

핀란드(24.8) 15.4 (62.1) 8.5 (34.3) 3.2 (12.9) 24.8 (100)

노르웨이(23.9) 11.6 (48.5) 11.5 (48.1) 4.7 (19.7) 23.9 (100)

평균 14.2 (53.0) 11.4 (42.8) 4.8 (17.9) 26.7 (100)

랑스(28.5) 17.9 (62.8) 9.2 (32.3) 2.0 (7.0) 28.5 (100)

독일(27.4) 15.6 (56.9) 10.6 (38.7) 2.6 (9.5) 27.4 (100)

벨기에(27.2) 17.8 (65.4) 8.1 (29.8) 1.7 (6.3) 27.2 (100)

스 스(26.4) 18.2 (68.9) 7.8 (29.5) 1.4 (5.3) 26.4 (100)

오스트리아(26.0) 18.9 (72.7) 6.5 (25.0) 1.2 (4.6) 26.0 (100)

네덜란드(21.8) 13.3 (61.0) 6.9 (31.7) 1.2 (5.5) 21.8 (100)

평균 17.0 (64.7) 8.2 (31.2) 1.7 (6.4) 26.2 (100)

이태리(24.4) 17.1 (70.1) 6.9 (28.3) 0.6 (2.5) 24.4 (100)

그리스(24.3) 16.5 (67.9) 7.7 (31.7) 2.4 (9.9) 24.3 (100)

포루투갈(21.1) 13.2 (62.6) 7.3 (34.6) 1.0 (4.7) 21.1 (100)

평균 15.6 (67.0) 7.3 (31.4) 1.3 (5.7) 23.3 (100)

국(21.8) 14.1 (64.7) 7.3 (33.5) 1.2 (5.5) 21.8 (100)

뉴질랜드(18.5) 11.6 (62.7) 6.4 (34.6) 0.3 (1.6) 18.5 (100)

호주(18.0) 9.9 (55.0) 7.7 (42.8) 1.5 (8.3) 18.0 (100)

캐나다(17.8). 8.0 (44.9) 9.4 (52.8) 2.7 (15.2) 17.8 (100)

미국(14.8) 7.9 (53.4) 6.7 (45.3) 0.5 (3.4) 14.8 (100)

아일랜드(13.8) 7.5 (54.3) 5.5 (39.9) 0.6 (4.3) 13.8 (100)

평균 9.8 (56.4) 7.2 (41.1) 1.1 (6.5) 17.5 (100)

일본(16.9) 9.1 (53.8) 7.5 (44.4) 1.3 (7.7) 16.9 (100)

한국(6.1) 2.3 (37.7) 3.5 (57.4) 0.3 (4.9) 6.1 (100)

평균 5.7 (49.6) 5.7 (47.8) 0.8 (7.0) 11.5 (100)

주: GDP 비 비 , ( )안은 공공지출  해당 분야의 비

  장애인, 노인, 아동부문의 산구성을 보면(이 주 외, 2006: 235), 2005년 기

 지원이  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

을 포함한 서비스 산은 각 39.1%, 56.7%, 42.7%에 이르지만 시설 설치와 

운 을 제외한다면 서비스 산이 고작 0.1%, 6.9%, 20.7%이다. 아동부문을 빼

고는 시설 외 서비스 산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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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분야의 복지혼합에서 정부와 함께 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제3섹

터의 규모나 성격은 이후 사회서비스 발  방향  략을 세우는데 반드시 

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3섹터에 한 연구들은 그리 정 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우선 제3섹터의 규모를 보아도 우리나라 제3섹터의 규모는 작고, 특히 사회

복지서비스분야의 제3섹터는 더 작다는 분석이 지 않다. 사실 우리나라 자료

축 의 한계로 제3섹터의 규모를 정확하게 비교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에 존재하 던 법인 인‧허가와 련된 행정규제, 많은 소규모

의 비 리단체들의 비법인  조직구조에 한 선호로 인하여 비 리법인의 수

는 그리 크지 않다는 지 이 있다(김 기, 1999) 간 으로 민간비 리 서비스 

생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 을 보더라도 2.96%로, 이는 과거 1970년

보다는 55%정도 증가한 것이지만 1990년  말 미국의 6.3%와 국의 4.8%에 

비하면 낮음을 알 수 있다(김 기, 1999).

  더욱이 주로 증가한 민간비 리단체들은 교육, 조사, 연구기 인 반면 복지

련 기 (-8%), 기타기 (-11%)은 1970년과 1996년 상이에 그 총 산출의 비 이 

감소하 다.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  연구 분야에 한 투자집 이 이루어진 

반면 복지분야는 상 으로 소외된 결과이다. 교육과 의료분야의 법인 인‧허

가는 각 시행령에 의거하여 상 으로 쉽게 발 하고 복지  기타 시민단체

의 경우 법인격 취득을 어렵게 한 과거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제3섹터의 구성도 많은 문제를 보여주는데, 자본의 원천을 심으로 우리나

라의 제3섹터를 구분하면 자본 의 50% 이상을 공공이 출자하는 지방공사형

(공공주도형) 제3섹터와 50%미만을 출자하는 출자‧출연법인(민간주도형)으로 

별할 수 있으며 민간주도형은 다시 공공성 주의 재단법인과 수익성 주의 

주식회사로 구분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3섹터의 구성에서 재단법인은 무한 

실정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익성이 낮은 분야에의 투자를 기피한 결과

로 해석된다. 즉, 제3섹터의 구성에서 수익성 주의 민간주도형 비 이 높다는 

것이다. 한 역으로 보아도 무역 련 분야, 농‧특산물 생산, 유통분야 등 

일부 사업분야에 편 되어 있으며 복지분야에는 제3섹터의 응이 미진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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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을 받고 있다(배용주, 2004). 구성의 측면에서 보아도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제3섹터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선진국 민간 비 리단체의 재원조달방식을 보면 서비스 매 이 63%, 민간

기부 이 22%, 정부보조가 8%, 그리고 투자소득이 7%의 순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Salamon & Anheriser, 1995) 1996년 우리나라 비 리서비스 생산자의 총소득 

 상품  비상품 매 이 75.3%를 차지하고 민간보조와 투자소득은 9.5%, 

정부보조는 16.2%를 차지하 다. 국내 민간비 리단체들은 매를 통한 수입원

마련에 치 하고 있다는 , 그리고 민간의 자발  기부  회비납부보다는 정

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 다(김 기, 1999). 즉, 우리나라

의 비 리민간의 성격이 더욱 시장형이고 시민사회의 특성이 약하다는 을 시

사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제3섹터의 성격도 문제인데, 역사 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제3섹터는 직  서비스 제공을 탁받는 리인이 거의 부 다. 이는 일본

의 조치 탁제도와 유사한 복지분야 민간기 의 운 방식과 련된다.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 이 제공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보조 을 지 하는

데 수탁자의 사무처리권한은 실질 으로 유보되고 탁자가 수탁자의 사무처리

를 지도‧감독하는 특성을 가지며 민간기 과 정부간에 법률  계  상하수

직  계가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서비스의 생산에 제3섹터가 참여하는 기제는 확보되지 않았으며 공공과 민간

의 계  계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섹터의 복지주체

들이 투입한 자산으로 정부의 사회서비스 계획이 제3섹터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유될 기반을 가진 것도 아니어서 무계획 인 정부지원이 계속된 경향도 없지 

않다. 외국 원조가 끊어지면서 정부 의존으로 단순하게 편입된 리  제공자

와 정부의 공백을 자발 으로 메꾸어 왔던 과거 미신고시설이 우리나라 민간 

복지서비스 제공주체의 통  구성이다. 이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 화가 비

의도  민 화 음을 보여주는 가 된다. 

  1990년 이후 사회운동단체들이 사회복지에 심을 갖기 시작하 지만 아직 

과도기  진통을 겪고 있는 이고 통  제3섹터와 정부간에도 긴 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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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사회서비스의 변화를 모니터하고 특정 집단의 이

해를 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에서 사회운동

단체의 복지서비스에 한 심은 일부 정 인 신호가 되고 있지만 사회서비

스 분야의 일정 역을 분담하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한 제3섹터가 서비스생산과 공 에 참여하는 유럽에서도 제3섹터의 역할

수행에 한 검과 조정이 강조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는 제3섹터의 

성장과 리에 많은 비가 필요할 것이다. 공공의 책임이 방기되고 충분하게 

제3섹터를 한 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의 규모 민간의 확 와 독

, 비공식 소규모 민간의 무분별한 난립이 상된다. 사회서비스 분야로의 신

규 진입에 소요되는 자본비용으로 은 자본으로 진입이 가능한 소규모 세 

민간이 증가할 것이며, 추가 자본비용이 은 기존의 복지분야 민간의 확 와 

득세가 견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래된다면 공공의 조정기능이 

약화되고 장기 서비스 기획은 불가능해져서 사회서비스의 가치기반을 유지하

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민간은 리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재 구도를 

유지한다면 향후 민간의 확 가 이루어진다하여도 리인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단 로 공공과 민간의 치를 한 기

구로 지역사회복지 의체가 구성, 운 되고 있지만 아직 안착되지 않았으며 

앙단 로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의구조가 실질 으로 운 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공공과 민간이 서비스 기획과정에서 력하는 통이 뿌리내리지 못하여 

진정 공공과 민간의 치가 실 되고 있지 못하다. 아마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망된다. 

  2. 미충족된 서비스 욕구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서비스 공 기반의 취약성은 심각하다. 결과 으로 

이러한 공 환경은 충족되지 않은 많은 서비스 욕구를 방치하게 만든다. 얼마

나 많은 서비스 욕구들이 미충족된 상태로 방치되었는지, 그 규모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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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는 자료조차 재 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런 런 자료를 기

로 모호한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단편 으로 노인의 경우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발을 받고 있는 노인의 비 이나 특히 가족 외 수발을 받고 있

는 노인의 비 은 매우 낮고, 서비스 욕구를 갖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 은 극히 낮아서 노인의 서비스 욕구는 매우 큰 규모로 미충족 

상태에 있음을 보여 다. 

  60세 이상의 인구를 상으로 사회서비스 욕구를 악한 통계  결과에 의하

면 2005년 재 간병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비율은 31.2%, 가사서비스를 받

고 싶어하는 비율은 19.1%, 식사제공을 원하는 비율은 14.5%, 그리고 목욕서비

스를 희망하는 비율은 11.5%에 이른다(노 명, 2006: 271).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이 욕구규모는 매우 큰 규모의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기본  일상생활수행능력, 수단  일상생활수

행능력, 간호처치, 인지기능, 문제행동 역에서 하나 이상의 항목에 제한이 있

다는 노인은  노인의 36.3%에 이른다. 노인의 1/3 이상이 도움을 필요로 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수발이 필요한 상  63.1%는  수발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악되었으며 약 37%는 가족이 수발하고 있었다. 수발을 하

고 있는 모든 가족은 취업기회 상실이나 육체  피로, 경제  부담, 그리고 심

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 다(정경희 외, 2005:457~461). 

  서비스의 성으로 재 욕구를 가진 노인의 서비스 이용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이용희망률에 비하여 이용경험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나 이용 인 노인

의 비율은 극히 다. 부분의 서비스 역에서 재 이용률은 이용경험비율 

보다 더 낮다. 결국 종별로 상이하지만 2배 이상에서 20배 이상의 서비스 규모 

확충을 필요로 한다. 기존에 제공되고 있지 못한 서비스까지 포 한다면 잠재

된 서비스 욕구의 미충족도 작지 않을 것이므로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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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3〉 노인복지서비스에 한 인지도, 이용경험률, 향후 이용희망률

(단 : %)

개별사업 인지율
이용 경험률

이용
희망률이용경험 

있음
재 

이용

노인 문병원
(노인치매요양병원 등)

51.9 0.4 0.1 38.8

노인( 문)요양시설/양로시설 84.4 0.2 - 29.7

단기보호시설 8.1 - - 14.6

주간보호시설(탁노소) 9.4 0.2 - 15.8

치매상담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24.9 0.7 1.0 33.0

가사지원서비스(가정 사원 등) 61.3 0.7 0.5 31.0

경로식당/무료 식 81.2 8.5 4.9 20.2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 70.5 0.8 1.9 26.9

가정(방문)간호서비스 53.6 2.1 1.3 45.7

보장구 여 서비스 14.0 1.2 0.7 27.9

  장애인의 경우에도 서비스 욕구의 미충족 상태는 역시 심각하다. 2005년 장

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여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

는 장애인은  장애인  약 35.4%에 이르는데,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장애

인  수발인이 없는 경우가 13.3% 다. 보호수발인이 있는 경우에도 수발인이 

친인척인 경우가 93.8%에 이르며 수발로 소득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응답이 수

발자의 27.6%에 이르 다. 기타 심리 , 신체  어려움까지 확 한다면 가족의 

책임으로 방치된 장애인 수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인구는 더 클 것이다. 

  경제  지원도 충분하게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서비스욕구는 

후순으로 려나는 경향이 있지만 와 같이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됨으로써  장애인의 10.8%(1,2,3순  요구상항의 합)는 사회 

 국가가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요구하 으며, 14.3%는 추업지원서비

스를 확 하여  것을 요구하 다(변용찬 외, 2006). 2005년 기  추정장애인 

수는  인구의 4.59%, 가구는  가구의 12.3%를 감안한다면 사회  서비스 

욕구를 가진 장애인의 규모는 그리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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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과 장애인만으로 한정하여 서비스 욕구의 미충족 상태룰 살펴보았다. 노

인과 장애인의 인구증가를 고려한다면 향후 이러한 서비스 욕구는 더 증가할 

것이다. 검토에서 락된 여성과 아동에 한 사회서비스 욕구까지 고려한다면 

서비스 욕구는 매우 클 것이다. 

  2006년 복지시설에 한 이용희망률에 기 하여 시설이용수요를 추정한 결과

를 보아도 행 시설 1개소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수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주 외, 2006: pp.236~7). 경로당을 제외하는 부분의 

복지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이용수요가 매우 컸으며 재의 시설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 서비스 산의 부분이 시설

련 산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산이 투여되는 역에서 조차 미충족욕구

의 규모가 크고 시설 외 재가서비스까지 확 하여 본다면 미충족 서비스 욕구

의 규모는 더 클 것이다. 

제3  사회서비스 확충방향주60)

  1. 발 방향 

  사회서비스의 발 을 도모하면서 가장 앞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사회서비스 

역에서 어떠한 복지혼합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사회서비스는 유료와 무료

(paid and unpaid), 공공과 민간(public and private), 과 서비스(cash and 

service), 계약과 비계약(contractual or non contractual), 나아가 국가-시장-가족-자

원분야가 여하는 혼합 경제로서의 형을 보여 다(Daly and Lewis, 2000). 

차 융합정책(joined-up policies)- 즉, 정부 부처간의 조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정책, 넓은 범 의 행 자들(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자, 시민 들)의 이니시어티

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 많은 사회문제간의 상호작용과 사회, 경제, 환경  

과정의 상호작용을 인식하는 정책-이 필요해지고 있는데(d'Ercole and Salvini, 

주60) 본 은 아래의   한국 사회서비스 발 방향의 부분을 발췌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병유 외(2006),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의 구성,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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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사회서비스는 이러한 정책의 표  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담론이 등장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이미 사회서비스 분야

의 복지혼합에 한 암묵  제를 갖고 있는 듯하다. 그 제는 서비스 제공

자로서 민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제를 극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발 의 속

도를 높이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확 를 통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확보한다

는 것이다. 시장  기제의 도입이나 바우처(voucher)라는 도구의 선호가 범

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제를 받아들인 결과  상이라고 

본다. 하지만 제들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과연 각기 다른 복지혼합이 의미하

는 바가 무엇인지, 외국의 경험은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한 사  검토에서 출

발하여 우리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모델의 개발에서 그 선택의 기

은 근성 보장과 질 보장이 가능한가이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

보하는 가장 기본 인 제이며 외국의 사회서비스 평가도 이 을 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효율성이라는 가치는 도구  가치로 상 의 주요 가치들을 보장

하는 제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성 보장과 질 보장이라는 

두 가지 제를 기 로 지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쟁 이 되고 있는 복지혼합은 공공의 실패 이후 

등장한 민 화이다. 민 화는 정부가 공 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 

으로 는 부분 으로 이 함으로써 궁극 으로는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부의 역할범 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다. 많

은 학자들은 ‘민 화(privatization)', 는 ‘민간 제3섹터와 정부의 역할분담'에 

해서 고민하여 왔다. 이들의 고민은 각각의 복지혼합을 유형화함으로써 각 

유형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후발주자들에게 다양한 정책  함

의를 제공한다. 

  Gidron et al.(1992)은 국가와 제3섹터의 역할  계 차원을 서비스 재정분

담과 공 주체를 기 으로 4가지의 모델(하  범주를 포함하면 6가지 모델)-정

부주도모델, 제3섹터주도모델, 동반모델, 제휴모델-로 유형화하 다. 사회서비스

에서 민간의 심은 비 리민간의 성격을 표하는 제3섹터이므로 이러한 유형

화는 서비스 민 화의 방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죤스 홉킨스 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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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리부문의 비교연구 로젝트(Salamon et al., 1999)에서 보면 체 비 리부

문의 68%가 교육과 건강, 사회복지서비스에 집 되고 있다. 재정과 공 을 정

부가 주도하는 정부주도모델은 정부가 조세체계 등을 이용하여 자 을 조성하

고 제공자를 직  고용하여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반면 제3섹터주

도모델은 제3섹터가 자 동원과 서비스 제공에서 주도  역할을 수행하는데 사

회서비스가 사회 으로 넓게 수용되지 않은 사회나 정부개입에 한 반 가 강

한 사회에서 자주 발견된다. 동반(Dual)모델은 정부와 제3섹터가 서비스 자 조

성과 제공에 동시 참여하는 모델로, 이 모델은 다시 추가보충형(supplement)과 

보완(complement)형으로 구분된다. 추가보충형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상자

에 하여 정부와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반면 보완형은 정부가 

지원하는 상에게 정부 지원으로는 충족되지 않은 잔여욕구를 충족하기 하

여 제3섹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제휴(Collaboration)모델은 정부가 재

원을 책임지고 제3섹터가 서비스를 공 하는 유형이다. 제휴모델은 제3섹터의 

자유재량범 에 따라 리인(vender)모델과 트 십모델로 구분된다. 리인 

모델은 제3섹터의 자율성이 낮은 수 으로 단지 공 을 행하는 유형으로, 

트 십모델은 서비스 리와 정치  과정에서 제3섹터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유

형이다. 

〈표 10-4〉 정부와 제3섹터 역할분담모형 

 

      모델

 기

정부
주도

동반(dual) 제휴(collaboration)
제3섹터

주도추가보충
(supplement)

보완
(complement)

리인
(vender)

트 십

재정분담 정부 정부와 제3섹터 정부 제3섹터

공 주체 정부 정부와 제3섹터 제3섹터 제3섹터

 주: Gidron et al.,(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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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dron의 유형화 구분에서 보면 복지국가에서 최근 활용하는  시장기제의 

핵심은 제휴모델, 그  에서도 리인 모델에 가깝다. 하지만 재정에서는 A만, 

공 에서는 B만 주도하는 공 체계나 재정과 공 에서 A 는 B만 주도하는 

체계에서는 경쟁이라는 가치가 보장되기 어렵다. 단순히 모델을 이해한다 하여

도 재정과 공 에서 공히 다른 주체들이 참여하는 구조만이 진정 경쟁을 보증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제3섹터가 재원과 공 에서 함께 참여하는 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자율성이 낮은 제3섹터의 리인 역할은 사회  옹호라

는 본연의 의미 는 기능의 상실이라는 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Salamon et. al.(2000: pp.16~20)의 제3섹터 짐모델은 한국의 기반을 따져볼 

거를 제공한다. 정부의 사회복지지출과 비 리부문의 규모를 기 으로 4개 

모델로 구분하는데 자유주의, 사민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국가주의가 결과 으

로 구분된 모델이다. Esping-Anderson의 복지 짐의 구분과 유사하다. 자유주의 

모델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수 이 낮은 반면 비 리 역의 규모는 크다. 정

부의 사회보장개입에 하여 이념 , 정치 인 의가 강하고 반면 자원

(voluntary)에 한 선호가 강한 사회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짐은 산층 요소

가 우세하고 통 인 지주엘리트나 강력한 노동운동이 존재하지 않거나 효과

으로 고립된 곳에서 좀 더 자주 발견된다. 사회민주  모델은 자유주의 모델

과 반 로 국가가 지원하고 제공하는 복지가 매우 확산되었고 비 리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할 여지가 별로 없다. 노동계층의 요소가 효과 으로 정치  힘

을 발휘하고 사회계 들과 형 으로 연 하는 곳에서 좀 더 빈번하다. 결과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리부분은 지만 서비스 제공자로서가 아니라 

복지 역의 정치  투쟁에서 매우 활동 으로 이해를 표 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강력한 국가의 성격을 보여주는 조합주의 모델에서는 국가가 비 리 기구

에게 일차 인 보장의 기능이라는 일반  명분을 강제함으로써 비 리 조직이 

사회보장에 한 좀 더 진보 인 요구가 발생하기 에 주요 사회엘리트의 지

지를 보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네 번째 모델은 국가주의 모델이다. 이 모델에

서는 국가가 사회정책의 역에서, 조직된 노동계 이 아니라 상층의 이해를 

따른다. 경제와 사업 엘리트를 신하여 권력을 활용하고 정부의 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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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리의 활동이 모두 심하게 압박을 받는다. 

  Salamon의 구분에서는 비 리 역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 단순히 한 가지 만

을 갖지 않는다는 에 주목하여야 한다. 사회민주  모델에서는 비 리부분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규모에서는 작지만 변호와 이

익 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정성과 공공성 등 규범성을 보장

하는 주요 기제가 된다. 시민사회의 이념에 좀 더 근하는 비 리 역의 모습

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합주의 모델에서는 보충성의 원칙-가족과 지역사회, 민간

의 역할 수행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명분이 형성되는-이 작

동하는데 단, 그 결과로 큰 정부지출과 큰 규모의 비 리부분이 형성된 것이다. 

〈표 10-5〉 비 리부문의 유형화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비 리의 규모

작음 큼

낮음 국가주의 자유주의

높음 사민주의 조합주의

 주: Salamon et. al.,(2000): pp.16~20.

  의 유형화 작업들은 단순한 민간주도, 공공주도라는 이분화된 사고의 험

성을 일깨운다. 요한 것은 공공과 민간의 진정한 경쟁이 확보되는 구도이고, 

는 민간의 역할이 단순 제공자로서가 아니라 공공의 독 이나 공공의 료

성, 일방성을 극복하기 한 의사결정과정 참여자로서 재 규명되어야 한다는 

을 교훈으로 남겨 다. 제3섹터가 국가역할을 축소하는 안으로 단순 묘사

되는 것은 국가와 제3섹터의 이상  계규정에 장애가 된다는 Gidron의 지

에 유의해야 한다. 

  ‘민간으로의 공 책임’ 이 이라는 정책  선택은 주로 시장기제의 도입, 

민 화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의 경험에서 보면 이러한 선택은 상하지 못

한 부작용들을 래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작용은 이러한 선택이 근

성 보장과 질 보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서비스 공 에서 시장의 원리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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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면서 서비스 수혜자들은 소비자로 환되었는데 소비자의 자격은 구매력에 

기 하므로 소비자주권을 앞세운 소비자주의가 시민권을 훼손하게 되었던 것이

다. 공공 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은 시민권에 기 하는 것이고 시민권에 

기 하여 형성된 국가와 개인사이의 의무-권리 계가 과거 서비스 공 을 뒷받

침하 지만 소비자주의는 여와 서비스로부터 다수의 사람-사회  취약계층-

을 배제하는 결과를 래하 다(홍경 , 2000). 국의 경우 분권화와 민 화를 

통하여 국가의 책임을 분산시킨 결과, 소비자의 비용지불로 인한 압박으로, 구

매력이 약한 집단의 서비스에 한 근성이 떨어졌으며 제3섹터가 서비스 구

매수단이 없는 빈곤층을 변호하거나 자신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에 빠졌다. 

  건 한 사회서비스의 발 을 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한 용감한 선

택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지 한 사회서비스의 가치기반을 확보하기 한 기

본이다. 정부는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규제를 과도하게 행하지 않아야 하는 상충되는 

목표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다(OECD, 2003). 하지만 가

치의 우선순 를 따른다면 정 품질의 서비스 이용권이라는 권리보장이 우선

이며, 필요하다면 정부의 규제를 피하지 않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외국

이 경험에서 검증된 교훈이다. 시장은 자유롭고 비규제된 시장이 아니다

(Bredgaard et al., 2005:7). 반 로 매우 명확한 공공규제가 필요하다. 공공정부는 

시장의 틀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무엇을 외부 계약할 것인가, 구를 제공자로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어떻게 시장을 통제하고 시장의 움직임

에 한 정보를 수집할 것인가 등에 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규제의 마련과 

용은 근성 확보 뿐 아니라 제3섹터에서 취약한 문성을 보장하고 질을 보

증한다는 차원에서도 당연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발 과정에서 외국이 경험한 역사와, 우리나라의 기반을 종합하

여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발 이 지향하여야 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정리된다. 첫째, 공공과 민간이 공히 재원과 공 에 참여하는 체계(Dual)를 구

축하여야 한다. 즉, 일정 부분 공공도 공 의 주체로 참여하여야 한다. 둘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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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민간을 서비스 공 자로서 역할지우고 책임을 분담하기 하기보다 민

간이 서비스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의 성장은 공공성,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필요한 규제  

가이드의 제공과 함께 계획 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이 원칙들은 한국 사회의 

사회서비스 분야 복지혼합의 기본이 될 수 있다. 

  외국의 경험에서 보면 <재원은 정부>가 <공 은 민간>이 분담하는 구조에서 

진정한 경쟁이 보증될 수 없다는 , 그리고 이러한 구도에서는 정부의 조정기

능이 무력화된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가 되었던 국가들은 이미 공공

의 기반을 갖춘 곳들이었지만 공히 민 화에 한 이러한 내용의 반성이 이루

어지고 있었다. Cutler & Waine(1994)은 민간의 확 가 정부제공의 축소를 충분

히 보완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고 주장한다. 서비스 공 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에게 그 역할을 이양하면서 취약계층에 한 서비스가 

진 으로 포기되었으며 부유층, 산층에게 유리한 공 구조로 변화되는 부작

용을 목격한 것이다. 

  기본 인 서비스욕구 역에서는 공공의 참여가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의 기반이 부재하는 국가에서는 서비스 발 단계에서 정부의 공 을 

일부 확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  필요와 소득의 유무에 따라 이(transfer)

의 원리가 용되는 분야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제는 사회  최 기

의 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일부 공 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Gidron(1992)은 지 까지 공공과 민간의 계에 한 근이 단일 차원의 것

으로 ‘공공확 는 민간축소’, ‘공공축소는 민간확 ’와 같은 제로섬(zero-sum)의 

경쟁  구도로만 근되어왔다고 지 하면서 이러한 근이 필요한 공동행동

(joint action)의 기 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 하 다. 국가와 민간의 역

할분담 는 책임분담은 그 사회의 가용한 서비스 수 에 따라 향을 받는다. 

서비스가 확 되는 시기에 복지국가들은 극 인 정부개입을 요구받았으며 이

를 수행하 다. Gidron(1992)은 제3섹터 주도모델이 높은 수 의 복지제공을 해

야만 하는 환경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을 지 한 바 있다. 

  그 다면 국가의 참여 비 , 특히 서비스 공 에서의 비 은 어떻게 설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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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까에 하여 답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할 뿐 아니라 민간의 역할분담도 구체화하는 과정이 된다. 스웨덴의 경우 공공

이 GDP의 15%를 차지하고 공공서비스 부분 종사자는 130만 명에 달하며, 기

자치단체 산의 36%가 사회서비스에 지출되는데 이  9% 정도만이 아웃

소싱의 형태로 구매된다. 서비스 요 을 개인지불로 할 경우에도 공공이 인

라 제공을 담당하기도 한다. 가장 극단 으로 공공의 참여비 이 높은 국가이

다. 반면 자유주의 국가로 비교  앞서 시장기제를 도입하 던 국 Glasgow 

지방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social work service) 산(2003/2004년 기 )  55.9%

가 서비스 구매로 할당되었다(Glasgow. 2004). 

  각국의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나타난 복지혼합을 보면 국가에 따라, 그리고 

국가 내 서비스 범주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공공이 90%이상을 분담하

기도 하고, 는 15%정도를 분담하기도 한다. 정하여진 답은 없다. 하지만 서

비스 범주별로 어도 일정 비  이상은 정부가 분담할 것이라는 계획은 서야

할 것이다. 공공의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선

택은 더욱 불가피할 것이다. 민간의 건강한 발 을 하여 견제가 가능한 수

의 공공이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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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6〉 각국의 사회  서비스 제공에서 나타난 복지혼합

(단 : %)

국가 구분 공공 제3섹터 민간 리 체비율

스웨덴

침상 수 92.1 7.9 - 100

노인요양 96.9 3.1 - 100

보육 92.0 7.6 0.3 100

독일

침상 수 55.0 38.0 7.0 100

노인요양 18.0 62.0 20.0 100

보육 59.0 41.0 - 100

국

침상 수 - - - -

노인요양 40.0 14.0 46.0 100

보육 18.0 33.0 49.0 100

이태리
노인, 장애인재가보호 19.0 81.0 - 100

사회서비스제공 15.4 84.6 - 100

한국
침상 수 15.5 84.5 - 100

사회서비스제공 4.5 95.5 100

 주: 장원 (2005); 서미경 외(2003)에서 재구성

  둘째,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발 에서 참여  공공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규모에만 심을 갖고 있을 뿐 진정 소비자 주권을 어떻게 확

보할 수 있는지에 한 고민은 표피 이었고, 그 기제로 서비스 민간 공 자, 

소비자 표 등의 참여를 보장할 기제에 한 고민은 상 으로 약했다. 우리

나라는 형 인 국가주의 유형에 속하며, 지 껏 복지정책의 설계에서 정부주

도의 성격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정치문화를 극복하자면 참여  공공의 기

제를 갖추는 노력은 더욱 배가되어야 한다. 

  Peters(1996)는 네 가지의 공공행정모델- 시장행정(market government), 참여행

정(participative government) 유연화행정(flexible government) 탈규제된행정

(deregulated government)-을 유형화하면서 시장행정모델과 비하여 참여행정 모

델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시장모형은 통  공공행정의 문제 을 독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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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데 독 은 소비자의 의견에 무감한 정부를 만들어낸다. 시장모형은 분권화

와 소비자주의에서 해법을 찾는다. 서비스 공 자들의 경쟁이 진되고 소비자

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서비스 공 자는 퇴출된다는 , 이로써 서비스의 효율성

과 효과성이 제고된다고 본다. 반면 참여모형은 통  공공행정의 문제 이 과

도한 계화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정책결정과 서비스 생산에서 나타나는 수직  

의사결정에서 하 층이 배제된다는 에 주목한다. 참여모형에서는 의사결정에

서 배제된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에서 해법을 찾는다. 정책결정과정과 서

비스 생산과정에서 수혜자와 하 계층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개입할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이다. 이 두 모형의 차이는 수혜자의 권리 반  방식이다. 앞은 시장의 

소비과정에서 이 권리가 실 된다고 가정하지만 후자는 정책결정과정,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실 되어야 한다고 본다. 후자에서는 서비스 생산이 상업화될 이

유가 별로 없다(홍경 (2000)에서 재인용). 앞서 시장행정이 인간서비스분야에서 

비 실 이라는 과 이로써 래된 부작용에 하여 이미 언 한 바 있다. 소

비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참여 확 , 공 자-소비자로서의 구분이 아니라 공공

과 민간이 정치  과정, 생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요하다는 에

서 참여행정모델의 선택이 요하다. 앙정부  지방정부 단 로 사회서비스 

치 구조를 구축 는 운 을 강화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는 민간, 제3섹터의 성장을 고무하여야 한다. 이는 공 자의 다양성, 진

정한 경쟁, 상호 견제  력을 통한 서비스 발 의 시 지 효과 등을 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민간의 성장은 공공성과 국가의 규제  가이드라인

이라는 틀 안에서 육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규제완화, 진입장벽제거를 통한 민

간의 자발  확 보다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한 제도  틀 안에서 양성되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은 1990년   지역사회보호를 시행하기 하

여 구름같이 수많은 지침들(clouds of guidance)을 제시하 다(Lewis and 

Glennerster(1996); 김용득(2006): p.16에서 재인용). 

  북아일랜드는 육성된(fostered) 제3섹터의 형 인 를 보여주었다. 스스로 

진입하기 어려운 역에서 제3섹터가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3섹터를 육성

하고 서비스를 조정하는 비 리기 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재정 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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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기 하여 Irish Republic과 함께 기 을 조성하는 하나의 신탁(trust)을 구성

하기도 하 다. 필요한 민간의 규모와 역에 한 기획, 재정  지원과 필요한 

규제, 그리고 구체 인 가이드라인의 제공과 자문 등 건강한 제3섹터를 육성하

는 책임이 역시 국가에 있다.  

  2. 추진 략 

  에서 제시한 발 방향을 유지하면서 향후 추진하여야 하는 략을 근성

보장과 질보장의 차원에서 정리함으로써 본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근성 보장을 해서는 서비스 욕구를 가진 자의 서비스 이용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건이다. 서비스 근성은 경제  요인과 지리  요인들로부터 향을 

받아 제한되지만 체로 지리  요인들도 경제  상황에 따라 악화, 는 완화

되어 작용하므로 경제  요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가. 구매력에 따른 근성 강화

  우리나라는 충분한 소득조장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어 서비스 

수요로 이어지는 비용지불 잠재력도 매우 낮을 것이다. 결국 정교한 서비스 

근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  수 을 고려하여 빈곤층과 산층

의 서비스 이용기회를 지원하는 것, 상층의 서비스 구매를 진하는 구조를 마

련하는 것이 핵심 략이 될 것이다. 일반 으로는 서비스 구매능력을 감안한 

서비스 비용지원방식(sliding scale system)을 선택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

려울 것이다. 스스로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무

료서비스 제공의 표 으로 하고 산층에 해서는 실비지원제도  복지서비

스 구매에 한 소득공제방식 등을 용하여 일부의 비용지원을 고려할 수 있

다. 한 사회보험과 서비스 이용을 이어주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지만 건강보

험 외 다른 사회보험은 그 상이 일정 소득계층 이상으로 제한되어 주의가 필

요하다. 질환자를 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근성 확보에서는 건강보험과의 연

계방식이 좀 더 극 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다른 서비스 역에서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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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상층의 서비스 이용은 시장의 리 서비스 이용이 

진되도록 비용공제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서비스의 문성을 강화

하고 서비스 질의 차별화를 통한 수요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할 때, 사회  서비스 제공은 

산층 이하 극빈층과 소득층으로 심으로 서비스 공 을 우선 넓 나가는 것

이 차선책이라고 단된다. 빈곤층과 산층의 서비스 공 은 공공과 비 리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구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하며 정부의 지원은 빈곤층

에서 산층으로 갈수록 비 을 여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0-3〕 사회  서비스 제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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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방식은 근성보장에서 기본이 되는데, 지불방식에서 공공과 소비자의 

공동지불(co-payment)과 부(loan)형태는 공공서비스에 한 의존을 약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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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로 활용할 수 있지만(Hall and Eggers(1995)) 개별 사례별로 인두지불

(capitation payment) 는 차등지원(sliding scale)을 선택하더라도 도구가 무엇인가

는 이차 인 사안이다. 제3자 지불구조가 래할 수 있는 부작용 - 공 자는 비

용감소를 한 다양한 방식의 양태를 보이고 소비자는 제3자 지불로 소비제한의 

기능을 상실하여 의존성이 심화되는 - 에 하여 사 검토하고 구매력이 아니라 

욕구에 따라 기회가 보장될 있도록 하는 원칙이 수되는 것이 요하다. 

  재 서비스 공 의 표  수단으로 바우처(voucher)제도가 극 검토되고 있

는 상황이다. 바우처는 비용지불능력이 약한 집단에 한 지원수단이면서 시장

의 형성을 진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과 공 자의 경쟁 발로 서비스 가격

과 질에 정 인 작용을 한다는 ,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소비

자 심의 시장구조를 형성한다는 이 바우처에 한 선호를 이끌고 있다. 하

지만 바우처의 강 은 몇 가지 선행 조건을 충족하여야 실 된다는 을 자칫 

간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섣부른 바우처의 도입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 하고자 한다.  

  주요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제 조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유한욱

(2006); 최재성 외(2000); Cave(2001), 정경희 외(2006)에서 재인용). 첫째 사회서비

스 분야에서 바우처 제도의 성공  운 을 해 명확한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바우처 제도를 용할 수 있고 공 자들 간의 유의미한 경쟁체제를 

유인할 수 있는 정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을 해 공 자  공 되는 서비스에 한 

정보에 충분히 노출되어야 한다. 공 자 정보가 충분하게 획득됨으로써 이용자

의 선택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어 합리 인 소비와 공 자간의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 바우처 제도를 총 ‧감독하는 담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

로 공 자 심의 사회서비스 공 체계가 이용자 심으로 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득권자들의 조직  항에도 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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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보증을 한 지원· 리 강화

  질보증은 사회서비스 발 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일정 수  이상으로 질

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서비스에 한 사회  기 를 잃고 결국 사회서비스

에 하여 수요도 공 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 EU

는 질 보증에 을 두고 국가간 정보교환이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EU 국가간 조직의 구성이나 네트워크의 개발, 우수 모델의 공유 등 그 활동의 

역은 자못 넓다(Halloran and Calderon-Vera, 2005). 서비스의 기 을 제시하고 

이를 감시할 기 을 두며, 인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훈련조직과 자

격기 을 제시하고, 질보증을 포함한 계약의 모델을 개발하는 등 질 보증을 

한 정부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주61). 

  국가 수 에서 서비스의 기 을 설정하고 이를 항시 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여 운 할 필요가 있다. 아직 국가 서비스 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의 집행을 앞에 두고 있다. 과연 서비스의 질은 무엇을 

기 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앙정부는 서비스 기 을 마련하고 이

를 평가하는 방식과 지방정부와의 업무 분담 등에 하여 정교한 기획을 하여

야 할 것이다. 외국의 서비스 련 기 과 평가는 매우 정교하다. 앞서 배워야

하는 부분은 공 의 이 이 아니라 이러한 비과정일 것이다. 

  서비스는 노동집약 인 특성을 갖고 있어 무엇보다 제공자, 사람의 문성에 

그 질이 좌우된다.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 리를 해서는 가격제도  그 운

의 개선이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사 등 별 기 을 탈피

하여 새로운 명칭의 문직으로 신설을 택할 수도 있지만 다음의 방향성은 

공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 우선 문직의 자격을 다층구조로 구성하고 이 기

주61) 국의 사례를 보면 서비스 질 향상을 하여 보호기 법(Care Standards Act)를 제시하고 보

호기 원회(The 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와 사회서비스조사국(social service 

Inspectorate)을 두어 지방정부  기  모니터 역할을 수행하게 하 으며, 인보호서비스 훈

련 조직(the training organisation for the personal social services)을 설립하여 훈련 로그램 계획

하고 개발하며, 필요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뿐 아니라 새로운 직종  자격의 개발과 기존의 

련 직종의 자격 리를 일원화하고자 시도하 으며 지방정부를 성과에 따라 구분하고 우수

지역을 알려 지역의 경쟁력 높이고 우수지역의 노하우를 다른 지역이 습득하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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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리하기 한 자격제 는 등록제를 운 하며, 각 등 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하여 인력의 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문인력에 해서도 자격 취득을 한 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홍보

하며, 자격증 취득  승진 등에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후훈련 

체계를 병행 운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유지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다. 서비스 공 체계의 내실화

  마지막으로 문직은 사회사업가 슈퍼바이 나 다른 슈퍼바이 . 리자로

부터 슈퍼비 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하여야 한다. 국에서는  양질의 직원을 확보하기 한 방안으로 실무 모델

(Practice Team Model)을 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을 좀 더 유념할 필요가 

있다(Glasgow(2004)). 인력의 개발  리과 련된 제반 기 의 마련은 앙정

부의 몫이다. 지방정부는 앙정부의 기 을 수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우

리나라와 같이 서비스 발  기에 지방정부의 집행이 어려운 을 감안한다면 

앙정부에서 기 을 마련하고 일정 기간 집행 후 단계 으로 집행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 로 사회서비스 훈련조직의 

설립, 훈련 로그램의 개발  제공, 자격확인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N의 사회개발을 한 조사기구(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2000))는 공공부문의 리개 을 목표와 개 내용을 심으로 4가

지로 구분하고 있다. 지 껏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분야 비과정을 보면 외

국의 공공부문 개 과 련하여 재정  안정성과 리효율성만에 주목하고, 반

면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능력구축이나 공공책임성에는 심이 소홀하 다. 

UN은 개도국에서 특히 능력구축에 더 주목하여야 한다고 추천한 바 있는데, 

개도국에서 이 부분이 보강되지 않은 채, 민 화, 성과기 계약, 분권화된 리, 

외부계약 등을 도입할 경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하여 의문을 제기한 것

이다(UNrisd, 2000:7).

  서비스의 발  기반으로서 앙정부에 사회서비스 개발  조정기구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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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하고 정책분석  모니터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직을 구성, 운

하며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증하기 한 제반 규제  

가이드라인의 마련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국가의 책임임을 확인한다. 이는 

국가의 의무이지만 ‘규제강화’, ‘국가개입’이라는 차원에서 항상 부정 인 시각

과 맞닿는 부분이어서 정교한 비와 용기를 필요로 한다. 한편 아직 미비한 

법  기반을 검토하고 련 법 개정  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책임성을 보장하는 시민권의 확인과, 서비스 옴부즈맨의 운 도 도입을 

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기본법 등에서 우리사회에서 서비스 련 

기본권의 역과 수 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기타 시민의 참

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기제주62)를 확보하여 진정한 소비자 주권이 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비에 비하면 우리사회는 무 빠른 속도의 사회서비스 발 을 요구

하고 있다. 서비스의 충실한 발 보다 다른 효과에 조바심을 내는 듯 하다. 사

회서비스 발 은 장기계획에 따라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다른 배경의 정

치  요구나 정책  안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서비스에 한 

최근의 환호는 기본 인 생계를 한 소득 보장 장치가 미완의 상태에 있는 우

리나라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분 기가 물 서비스에 한 기

욕구의 충족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소득보장을 하여 필요한 지원의 확

가 어려워 취해진 손쉬운 체물의 선택이라면 더욱 그 다. 앞서 지 한 바

와 같이 취약계층의 특성이 다양해지는 사회 상에 응하기 한 보편  정책

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한 사회서비스의 발 이 설계되어야 한다. 

주62) 를 들어 국에서는 시민의 어드바이스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서비스 방향에 한 의견

을 수렴하고 있다. 약 10인의 성인으로 구성되는데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로 주변의 의견

을 변하도록 하고 있다. 



제4부 사회보장제도의 인프라 개편방향



제11장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망

제1  황과 문제

  재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가들이 이미 겪은 경제 심 국가에서 복지 심 

국가에로의 이행을 경험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상당부분 

복지제도를 통해 출산과 고령사회에 한 응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망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

다고 생각된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그 목 을 달성함에 있어 재정  지속가

능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말로 표 되며, 어떠한 복지제도를 구상함에 있어서도 생략될 수 없는 요한 

고려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을 고려한다면 재정 망의 가장 기본 인 기능

은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해서는 먼  복지지출의 구성과 수 에 있어 의미있고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추계의 내용이 정책에 요한 의미를 갖는 항목으로 구

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추계방법이 정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해서는 이 분야에 한 다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요한 것은 재원조달이다. 필요한 복지지출을 형평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재원조달 방법을 통해 모자라지 않게 조달하는 것은 성공 인 제도

운 을 해 요하다. 이를 해서는 일반 인 원칙 외에 우리나라가 처한 사

회경제  상황, 인구구조변화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출과 재원조달은 각각 독자 인 역이지만 서로 향을 미친다. 

체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 등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는 개별 역에서만 이들 목 을 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양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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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서는 복지재원의 조달과 지출

이 서로 어떤 향을 얼마나 미치는 가에 한 연구가 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1차)』(2006.7)이나 『함

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2006.8) 등의 작업을 통해 재와 미래의 사회

보장에 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복지재정 추계나 재원조달

에 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에 한 평가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망을 하기 한 일반 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편방안에 근거한 구체 인 소요재정 추계와 재원조

달방안은 다음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먼  사회보장제도의 지출과 그 추계에 한 기

존연구의 평가를 기반으로 추계의 내용구성과 방법에 한 원칙 인 방향을 제

시하고, 다음으로 재원조달에 있어 요한 쟁 사항에 한 내용을 원천  재

원인 가계와 기업에서 시작하는 개념도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체 인 을 제공하기 해 재정과 경제의 계를 심으로 종합 인 원칙

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  사회보장제도의 지출과 추계

  1. 기존추계에 한 논의

가. 체 사회지출추계에 한 표 인 연구

  먼  체 사회지출에 한 표 인 연구에 해 살펴보겠다. 그와 련한 

연구로는 문형표 외(2000), 최경수(2005), 한국조세연구원(2005), 한국보건사회연

구원(2005) 그리고『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2006.8) 등이 있다.

  문형표 외(2000)는 우리나라 복지수 을 국제비교함에 있어 인구고령화(노인

부양률), 소득수 (1인당GDP) 그리고 복지제도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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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복지정책기조를 유지할 경우 사회지출은 2010년에 GDP 비 

10.3%, 2020년 14.5%, 2030년 20.6%가 된다. 그리고 상기한 세 가지 고려사항을 

감안한다면 2020년의 복지지출수 은 2020년의 우리나라 노인부양률과 1인당 

소득수 이 비슷한 1995년의 일본(14.0%), 미국(15.6%), 호주(16.1%) 등 선진국

들의 지출수 과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연

부분에서 기존추계보다 실질임 상승률을 상향시켰고, 사회복지부문, 보건부문 

그리고 노동정책부문에서는 비정상성(non-stationarity)에 입각한 의사회귀의 가능

성을 고려하지 않은 회귀분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 성 있게 과  추계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과거의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10년 이상 30

년까지의 미래추계를 해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경수(2005)는 각 사업에 한 개별  추계를 취합하여 추계를 하고 있다. 

장래의 복지확 를 고려하지 않은 추계에서 총사회지출은 2015년에 미국(2001) 

수 인 15.7%, 2020년에 일본(2001) 수 인 17.9%, 그리고 2030년에는 

OECD(2001, 30국) 평균수 인 22.8%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2005년 당시 도입논의 인 복지사업을 고려하면 2004년 기 으로 GDP 비 

2.3~2.7%의 상향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추계의 경우 

역시 다음과 같은 부정확성과 과 추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사회보

험 추계에 한 기존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외에 다른 분야는 일률 으로 2004년 

이후 10~11%에 이르는 경상증가율을 용하고 있다. 이는 복리계산을 제로 하

는 경우 명백히 과 추계라 생각된다. 둘째로, 국제비교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

분으로 다른 나라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법정민간사회지출인 퇴직 을 추계함

에 있어 50~64세에 이르는 취업자 수를 기반으로 2030년에 GDP 비 5.3%에 이

르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체로 과 추계의 소지가 있고 한 다른 나

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복지수 을 역시 과  추계하는 험이 존재한다.

  한국조세연구원(조세연, 2005)은 OECD 사회지출기 에 입각한 상기 두 연구

와 달리 노인요양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의 지출이 아닌 국고부담분만을 고려하

고 있다. 따라서 OECD기 으로는 공공사회지출과 유사하지만 사회보험 지출에

서 국고부담분을 뺀 만큼 과소추계 되고 있다. 그리고 행을 유지하는 기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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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 외에 복지사각지 를 해소하는 정도를 제하는 두 가지 확 시나리오

를 사용하여 추계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추계결과의 증가분은 부분

이 인구고령화에 의한 자연증가분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OECD의 2001년 평균노인인구비 인 13.8%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2017년에 있

어서의 GDP 비 공공사회지출(상기한 만큼 과소추계, 주택은 과 추계)은 가장 

확 되는 시나리오2에 있어서도 12.7%이고 이는 2001년 OECD평균사회지출비

인 21.2%의 반 수 이다. 2035년에야 22.6%가 되어 2001년의 OECD평균사

회지출인 21.2%와 비슷해지는 것으로 되고 있다. 이 역시 OECD정의상 공공사

회지출보다 약간 작은 추계를 공공사회지출에 법정민간지출을 더한 사회지출과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조세연(2005)의 세부  추계는 조세연(2004)에 근거한다고 보여 진다. 조세연

(2004:138)은 추계의 주안 이 가정의 타당성이나 망치의 정확성이 아니라, 

가정의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규모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방향을 취해야 하는지에 놓여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재 우리나라에

서 복지지출을 추계하는 상황을 정확히 지 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의 

두 가지 추계를 평가할 때도 앞에 지 한 문제  외에 이러한 근본 인 제한

을 인식하여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은 재 상되는 상확 나 제도도입을 상정하여 

추계를 하 다. 문형표 외(2000)나 최경수(2005)보다 각각의 제도를 가능한한 

개별 으로 고려하여 좀더 구체 인 추계가 되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결과는 2035년 공공사회지출이 GDP 비 15.5%에 이른다는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이 연구 역시 추계를 한 기반조건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제

약을 받고 있다. 특히 자체생산이 되지 않는 다른 추계를 사용함에 있어 제어

할 수 없는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추계는 기재정운 계

획을 심으로 OECD 사회지출에 가깝게 가도록 추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

직 OECD 사회지출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가의 여부는 다른 추계와 마찬가지로 

이 추계에서도 제한 으로 남는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2006.8)에서는 체 재정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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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비  추진 시의 재원소요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체 재정의 일부로서의 

복지지출을 OECD의 공공사회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사회복지 선진화 정책의 결과를 반 한 복지지

출을 국제비교함에 있어 GDP 비 공공사회지출의 개념을 쓰고 있다. 이에 따

르면 2020년경에는 2001년의 미국과 일본 수 , 2030년경에는 2001년의 OECD 

평균수 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을 근거로 한 복

지지출은 IMF GFS의 분류항목 에서 삶의 질과 련 있는 항목들을 더하여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를 OECD의 사회지출 정의에서 공공사회지출에 해당

하는 지의 여부에 한 연구 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기타 추계 련 연구

  기타 추계 련 연구는 여러 가지 에서 볼 수 있다. 먼  추계를 해 

필요한 자료 에 장기추계를 가능하게 하는 표 인 것이 인구추계이다. 이

러한 인구추계는 특히 연령과 련하여 상자가 정해지는 경우 장기추계를 가

능하게 하는 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계를 해서는 소득분포에 

한 자료 한 매우 요하다. 이는 특히 소득층 등 특정 소득계층을 상으

로 한 복지지출을 추계하는 경우 요한 추계자료가 된다. 련연구로 소득분

포에 한 추계를 바탕으로 공 부조에 해당하는 국민기 생활보장 련 재정지

출을 추계한 김종면‧성명재(2004)의 연구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지출에서 비 이 큰 연 과 건강보험에 한 별도의 연구

가 있다. 이는 비 이 큰 지출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루는 연구로서 체 사회보

장지출의 정확한 추계를 한 요한 근거가 되는 연구이다. 통상 련연구에

서 많이 인용되는 공 연 련 문헌으로는 국민연 발 원회(2003), 병목

(2002), 최 욱‧ 병목(2004), 문형표 외(2000)(이상 국민연 련), 공무원연

리공단(2002), 사학연 리공단(2005)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을 제 로 사용하

기 해서는 기본가정과 추계방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건강보험 련 추계로는 이혜훈(2001), 김종면(2002)이 표 인데 이들은 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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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망하고, 그 일정부분을 건강보험이라 가정하는 방법을 

통해 추계를 하 다. 반면 연령별 혹은 진료형태별 평균진료비를 사용하여 연령

별 혹은 진료형태별 부분의 합을 구하고 이를 모두 더하여 체 추계를 하는 조

성법을 사용한 연구로는 문성 (2002), 최 욱‧ 병목(2003; 2004) 등이 있다. 

  고령화와 련하여 김종면 외(2002)는 생산요소로서의 인 자원의 장기추이

에 따른 교육재정의 특징  장기 인력수 망과 그것이 갖는 고령화 사회

에서의 시사 을 제시하고, 보건의료부문과 공 연 제도의 재정부담을 추계하

고 있다. 안종범(2003; 2004)은 재정공 (조세부담능력)과 재정수요가 조세부담

률에 미치는 향을 기존의 요인에 고령화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고 있다. 최

욱, 병목(2004)은 특정연령귀속형(age-specific) 지출을 심으로 고령화에 따

른 재정수지 망을 추정하고 있다. 기타 김미숙 외(2003), 최경수 외(2003; 

2004), 이계식(1988) 등의 연구가 있다.

다. 기존연구검토에 따른 시사

  기존연구의 고찰에서 얻어지는 시사   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로 복지지출의 범 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로서는 OECD의 

정의에 따른 사회지출과 재정에서의 복지지출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

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해서는 복지지출로 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지출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해서는 지출을 최

소한의 에서 체 으로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최소한의 으

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로서는 복지지출의 기능을 사회  험에 한 처로 

보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  험에 한 처라는 이 복지

지출의 범 를 빠짐없이 포 할 수 있는지, 다른 이 더 필요한지, 더 필

요하다면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체 복지지출

의 범 가 확실해 질 수 있고 이를 근간으로 재 사용되고 있는 각 복지지출 

개념들을 혼동 없이 다룰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망 295

  둘째로 추계방법에 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구체 인 추계를 

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재 사용되는 추계방법을 정리하고 각 추계방법

의 장단 을 밝히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소요재정을 추계하고 국가간 혹은 복지형태별 소요 산을 비교하는 

경우 체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부분은 사상하면서도 요한 부분

은 놓치지 않는 개념  모형을 각 국가나 복지형태별로 만들 수 있어야 비교가 

자유자재로 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다양한 복지형태를 구성하는 복지의 구

성요소들을 분리해 내어 이들의 조합으로 실 복지형태들의 본질 이고 요

한 측면들을 필요에 따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2. 추계의 범 와 방법

  이번 연구에서는 이와 련된 분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복지지출

의 범 와 추계방법에 한 논의를 하겠다. 이는 상기한 기존연구결과에 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평가결과에 각각 상응하는 논의이다.

가. 추계의 범

  기존 추계에 한 고찰에서 언 하 듯이 기존 사회지출 련 통계를 볼 때는 

범주분류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 사회지출 추계로 볼 수 

있는 기존 추계로서 표 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으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사회

보장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지출이고, 다른 하나는 OECD 기 에 

따라 OECD SOCX Data에 제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과 

OECD SOCX Data의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의 계는 재정의 범 를 어떻

게 잡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지

출의 범 에는 산과 기 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유의 이 있다. 첫

째로 건강보험의 경우엔 국고보조만이 고려되고 있어 체 지출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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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사회지출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로 공 연 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지출기 으로 되어있다고 단된다. 이는 OECD 사회지출과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단된다. 셋째로 2004년부터 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포

함하는 통합재정규모를 사용하므로 OECD 사회지출과 이 에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넷째로 통합재정수지의 사회복지‧보건분야에 속한 주택부문 

 임 주택 건설과 련된 부분은 집세보조와 다른 여 만을 포함하는 

OECD의 주거 여와는 다르므로 비교 시 제외되어야 한다.

  기존연구의 고찰에서 언 되었듯이 추계의 범 에서 혼동이 없기 해서는 

체 복지지출범 가 될 수 있는 역에 한 인식이 가능하여야 하고, 이를 

해서는 이러한 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을 가능한 최소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으로 사회  험에 한 처로서의 사회보장이라

는 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이는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한 이러한 들에 의한 추계의 범 와 범주가 정책에 요한 의미를 가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요성과 련된 사항은 선

험 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복지제도를 둘러싼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험

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강하므로 실제정책과 그 결과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나. 추계의 방법

  1) 두 가지 기본 인 추계방법: 조성법과 회귀분석

  기존의 추계연구에 한 고찰 결과에 근거하여 보면, 재 사용되는 추계방

법으로는 기본 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떤 분야의 지출추계를 그 분야

에 속한 부분, 를 들면 개별사업별로 추계를 하여 그들 개별사업의 합으로 

구하는 방법이다. 이는 부분의 합을 구하고 이를 모두 더하여 체를 구하는 

방법이므로 조성법이라 불리고 있다. 이 방법은 지출의 구성요소( 표 으로 

상과 단가라는 구성요소)가 정확하게 악되고 앞으로의 변화도 악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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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합하다.

  다른 하나는 구체 인 구성요소에 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몇 개의 변수(

체로 거시  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고 이를 사용하여 추계를 하는 방

법이다. 회귀분석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  추계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즉, 기존자료에 근거한 기존의 추세만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늘려 장기간, 를 

들어 기존자료의 기간보다 더 먼 미래에 한 추계를 하는 것은 정확성에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제도에 한 구체  정보가 없을 때는 회귀분석에 의한 

추계가 불가피할 수 있다.

  추계와 련하여 요한 근거자료로서 미래에 한 장기추계가 가능한 인구

와 소득분포가 요하다고 생각된다. 인구추계는 각종 인구특성을 기 으로 한 

미래의 상 악에 요하다. 소득분포는 특히 사회보험과 함께 요한 한 가

지 축인 공공부조제도의 미래 상을 악하는데 필요하다.

  2) 제도분석에 기 한 조성법과 거시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법의 계

  두 추계방법 간의 계를 보기 해 사회보장제도가 기본 으로 사회  험

에 처하는 제도라는 을 사용하겠다. 이러한 에서 회귀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노령화나 소득변화 등의 변화는 사회  험에 향을 미침으로써 

응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즉, 다음의 인과 계를 상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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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1〕 제도에 기 한 조성법과 거시  변수에 근거한 회귀분석법의 

계

노령화, 소득구조악화 등 거시  요인 

사회  험의 정도와 상  비 에 향

응제도의 구성과 상  비 에 향

소요재정의 변화

  상기한 그림에 따르면 거시  변수에 근거한 회귀분석법은 그림의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거시  요인을 심으로 간 단계에 나와 있는 제도에 한 고려를 

하지 않고 직  체 사회지출의 부분 혹은 체를 추계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계하는 경우 해당 추계분야에 한 모형을 만들고 OECD 시계열이

나 패 자료를 사용하여 해당 계수를 추정한 후 우리나라 자료를 입해 추계

를 하는 것이 통상 차이다. 이 경우 모형이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국가별 차이가 하게 통제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

거하고 있다. 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기  추정에는 부 합하다.

  회귀분석에 의한 추계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 나름 로의 시계열자료를 사용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법에 의해 구한 기존추

세를 장기  추정에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추계를 한 연구 에는 복지재정의 수요와 공

의 결정기 을 사용하여 소요재정을 추계한 경우도 있다. 

  어떠한 자료와 과정을 사용하든지 회귀분석 추계방법은 공통된 결함을 가지

고 있다. 즉, 장기  추정에는 제한 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과 그림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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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제도의 변화요인을 직 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 를 들

면 미성숙한 연 제도의 추계 시 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미성숙 시의 자료를 이

용한 회귀분석 결과로 미래를 측한다면 그러한 추계는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구체  제도에 한 정보를 구하여 이를 반 하는 조성법

에 의한 추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OECD의 경우도 가능한 조

성법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기 그림에서 보듯이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거시  요인은 사회  험이라

는 개요인을 통해 소요재정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거시  요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회  험에 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응제도를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소요재정을 변화시키는지를 연구한다면 환경 인 근본원인

부터 사회  험을 거쳐 제도와 소요재정까지를 연구하는 것이 된다. 이 게 

사회  험을 매개로 거시  변수와 제도 그리고 소요재정을 연결시키는 연구

는 거시  변수를 제도에 한 고려 없이 직  소요재정과 연계시키는 회귀분

석의 연구를 보완하는 연구가 되겠다. 반 로 제도를 심으로 연구하는 조성

법은 회귀분석의 거시  변수를 통한 연구를 근거로 보다 근본 인 변화원인에 

한 을 획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기 그림에 의하면 기존의 

조성법과 회귀분석의 방법은 서로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거시  요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회  험에 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응제도를 변화시키는지는 험에 한 응의 우선순 와 구성의 변화를 통해 

반 된다. 를 들어 우선순 는 노령화나 소득구조악화와 같은 요인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 가에 의해 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우리나라 사회지출 추계 방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지출

은 보건복지부를 심으로 한 사회보장 련 부처의 산항목 구분을 기 으로 

하여 작성된다. 따라서 이에 따라 사회지출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구분

에 해당하는 산의 산출과정을 참고하여 미래의 지출 추계를 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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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산의 성격에 따라 인구나 소득분포와 련 있는 부분과 그 지 않은 부분

을 구분하고, 각 제도의 미래계획을 참조하여 각 특성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것

이 가능하다. 이는 각 사회지출 분야를 산항목의 구분을 심으로 나 어 따

로 구하고 이를 다시 합하여 체 사회지출을 구하는 조성법을 심으로 추계

를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주의할 은 앞에서 언 하 듯이 재정을 심으로 

추계를 하는 경우 OECD 사회지출과 비교가 되기 해서는 몇 가지 수정이 필

요하다. 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별도로 지출기 으로 한 추계를 하여 합하

여야 OECD 사회지출의 규정과 부합된다.

  추계과정에서 각 험에 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

도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역으로 나 어 고찰하는 것이 한 가능하

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을 추계할 때 유의하여야 하는 

방법상의 사항들을 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본 으로 제도를 반 하는 조성법에 의한 추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고 생각된다. 거시  변수에 의한 회귀분석의 방법은 소요재원의 근본 인 변

화요인을 고려하기 하여 보조 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둘째로 제도를 반 하는 조성법을 사용하기 해서 가능하면 각 제도에 한 

서술이 구체 이어야 한다. 를 들어 상과 단가에 한 재와 미래의 정보

가 어떤 형태로든 주어져야 한다.

  셋째로 장기추계가 가능한 자료원으로서 인구추계와 소득분포가 있다. 이 둘

은 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주로 계하는 부분이 다르다. 인구추계는 성이나 연

령과 련된 제도의 상을 추계할 때 사용되고, 소득분포는 소득계층과 련된 

제도의 상을 추계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소요재정 추계에서 인구추계

를 사용하는 부분과 소득분포의 추계를 사용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

  넷째로 체 으로 OECD 사회지출 범 와 사회보장 재정상의 보건복지 지

출의 범 를 고려하여 그 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계가 명확

해져야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하다.

  다섯째로 추계 시 모든 제도  요인을 고르게 다루기가 힘든 경우 요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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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제도에 더 집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를 들어 건강보험이나 연

보험이 체 소요재정에서 차지하는 비 이 격하게 높다면 이들 제도의 추계

를 좀더 독립 으로 자세히 다루는 것은 실용 인 측면과 추계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타당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조성법과 회귀분석의 방법은 각각의 장 과 단 이 있어 

상호보완 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경우를 언 하면 

다음과 같은 이 요할 수 있다. 첫째로 고령화지수, 소득 등의 몇 가지 합

한 변수를 선정하여 체 사회지출에 해당하는 회귀식을 구할 수 있다. 둘째로 

자료는 OECD 사회지출 자료나 우리나라 시계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로 이는 조성법과 달리 제도의 특성을 잘 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인 

망에는 부 합 하다. 넷째로 회귀분석의 단 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만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의 각 부분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계할 수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체 사

회지출 추계를 할 수 있다.

제3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

  1. 원천  재원을 심으로 한 재원조달의 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에 한 쟁 과 그에 따른 원칙을 제시하기 해서는 사

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을 개 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천  재

원인 가계와 기업을 시작 으로 재원조달방법, 재원조달 련 당사자 그리고 요한 

재원조달 련 쟁 이 나타내질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원천소득에서 발생하는 원천  재원은 민간부문인 가계와 

기업에서 나온다. 이들이 사회보장을 한 재원의 원천  부담자이다. 이들이 재원

을 부담하는 방법은 그림에서 보듯이 기본 으로는 민간직 부담, 임의와 법정 민간

보험, 사회보험 그리고 조세의 네 가지 종류이다. 만일 국채가 인 으로 창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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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민간의 자 을 흡수하면 이도 원천 인 소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1-2〕 재원조달 련 이해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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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원천  재원과 련 없는 국채로서는 원천  소득과 련 없이 정부

에 의해 인 인 통화창출을 통해 인 으로 창출되는 국채가 있다. 이는 실

재  생산  소득과 련 없는 부분으로서 인 이션의 문제를 일으킨다.

  공공부문으로서는 정부와 사회보험 련 기구가 있다. 정부로는 조세와 국채

로부터의 재원이 귀속된다. 사회보험 련 기구에는 련 사회보험의 보험료가 

귀속된다. 이 둘은 간 으로 조달되는 재원으로서 함께 공공재원을 형성한다.

  민간보험은 임의와 법정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법정보험에 의한 보험료는 

민간보험회사에 귀속되지만 법에 의해 강제로 조성되는 재원이므로 공공재원

으로 볼 수 있다. 통상 법정민간지출로 불리는 부분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나머

지 임의보험에 의한 보험료는 민간재원을 형성한다. 이러한 두 부분은 모두 간

으로 조달되는 재원이다.

  민간의 원천소득에서 직  조달되는 재원은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역에서 

가계가 직 부담하는 본인부담과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역을 기업이 직 운

하는 경우이다. 이 둘은 민간재원이고 직 으로 조달되는 재원이다.

  이 게 조달된 사회보장을 한 체재원은 공공재원을 포함한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정책 으로 요한 의미를 갖는 

구분이다. 특히 공공재원은 사회  험을 보장하기 해 지출되는데 이러한 

지출방법은 사회  험에 어떻게 응하는가의 원칙이나 방법에 의해 결정된

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 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재원에서의 지출이 어떠한 기능에 사용되는가를 주목할 수 있다. 그

러한 가능성으로서 사회  험의 종류에 따른 기능별 지출을 생각할 수 있다. 

한 상기처럼 조달된 재원이 어떠한 사회보장 련 운 자에게로 귀속되는 가

를 주목할 수도 있겠다. 이 게 운 자별로 재원이 귀속되는 도 정책상 

요한 이라 할 수 있겠다.

  2. 재원조달과 련된 쟁 과 원칙

  재원조달과 련된 쟁 의 근본  출발 은 상기한 각종 재원의 구성이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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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다. 이 경우 각 구성부분이 갖는 특성과 이들의 조합이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경로와 수 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쟁 과 원칙을 정리할 수 있겠다.

  상기 재원조달의 개 에서 보듯이 조달되는 재원의 구성을 여러 에서 볼 

수 있다.

  첫째로 원천  소득에서 발생하는 재원과 인 으로 창출되는 재원이 구분

될 수 있다. 후자는 인 인 통화창출에 근거한 국채인 재원이고 자는 이를 

제외한  재원이다. 이 둘 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는 거시경제 으

로 실재  기반이 없는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와 상통한다. 이 경우 

표 인 문제는 인 이션이다. 기본 인 원칙은 가능한 통화창출에 근거한 인

인 국채에 의한 사회보장재원조달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겠다.

  둘째로 간 조달방법과 직 조달방법의 구분이 있다. 이는 체 으로 사회

보장에 한 기본책임을 개인에게 물을 것인가 아니면 사회시스템에 물을 것인

가와 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민간재원을 정부의 사회보장과 련 없는 

사회  험을 포함한 모든 험에 한 응재원으로서 이해한다면 이는 특히 

이러한 선택과 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철학 으로 개인의 삶에 한 보장을 

개인의 축에 의한 부분보다 좋은 제도 즉,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간 조달방법이 발달된다. 이는 좋은 복지사회를 갖추는 것이 개인의 노력보다 

요하다는 철학  단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의 행복은 개인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몸담고 있는 사회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철학  단이 있으면 이와 같은 간 조달방법이 우세하다고 

생각된다. 개인의 축에 의존하는 경우가 직 조달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의 행복은 국가나 사회  여건보다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

다고 보는 철학  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 으로 철학  단이

기 때문에 우열을 말하기 힘들지만 실제 인 사회보장효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시스템의 차원에서 기본 인 사회보장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 이라

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셋째로 두 번째와 크게 련이 되어 있지만 따로 나 어 볼 수 있는 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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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으로서 민간과 공공재원의 구성이 문제가 되겠다. 기본 으로 사회보장에 

있어 공공재원이 늘어나면 사회  험에 빠져 개인이 겪는 비용이 어드는 

장 이 있는 신에 도덕  해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단 이 있다. 

반 로 민간재원에 많이 의지할수록 도덕  해이에 의한 비용은 일 수 있으나 

사회  험에 빠진 개인들을 조기에 지원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사회  문제의 

심화나 형평성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구성은 민

간재원이나 공공재원만을 사용하는 양 극단 사이에서 상기한 장단 이 균형을 

취하여 사회 으로 이익이 극 화 되는 으로 그 구성이 정해지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이는 원칙으로서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해서는 각 재원구성이 

가져오는 이익과 손해를 실증 으로 측정하고 계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로 국채와 조세(사회보험포함)간의 구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채로 사

회보장비용을 조달하는 경우 국가채무의 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미래세 에 부담을 가하는 세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채의 

부담을 높인 로서 일본이 있지만 이는 일본의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 가능

했던 안으로 생각된다. 조세로 조달하는 경우는 세율인상, 새로운 세목 신설 

등이 필요하다. 이는 항구  재원조치로서 세부담이 가능한 한, 재정의 지속가

능성이 유지된다. 이 들 양극단 사이에 국채와 조세간의 분담을 도모하는 방법

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항구 인 자는 조세에 의해 해결하고 일시  자

에 한해 국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일 수 있겠다. 그리고 조세를 사용하는 

경우 경제와의 계에서 가능하면 립 인 세 을 사용하는 것이 요한 원칙

이 될 수 있겠다.

제4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과 경제의 계에서의 원칙

  1. 사회보장제도와 경제의 계를 보는 출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인 두 가지 기능은 소득재분배기능과 자생능력강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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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근로의욕, 자활의지)이라 볼 수 있다. 한 재 복지선진국들도 보건복지지

출을 비용 아닌 투자로 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의 기본  기능과 재 복지제도의 변화방향을 이해하기 해서는 복지와 경제

의 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 이라 생각된다. 먼  이러한 필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이해의 틀을 알아보겠다.

  2. 사회보장제도와 경제의 계를 보는 이해의 틀

   화폐경제에서 경제의 활성화와 유지발 을 해 가장 요한 것은 가능

한 많은 화폐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순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인 화폐경제에서 이러한 순환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 미시 으로는 각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즉각 원하는 가격(최소한 비용을 

보 하는 가격)으로 가장 빠르게 량 매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 거시 으로는 Keynes의 유효수요가 충분한 경우이다. 아래의 항등식이 

이를 나타낸다(임원택, 1992. 396쪽).

(X1 - I') + (X2 - C) = (S - I1) + ΔB

(총생산재생산액 - 총투자액) + (총소비재생산액 - 총소비액) = (총 축 - 총순투자액) + 

이윤확

  생산재와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체생산액, 즉, 총공 액이 각각 총투

자수요와 총소비수요, 즉, 총수요에 의해 문제없이 구매될 때 자본주의 인 화

폐경제에서 화폐의 순환이 장애 없이 유지발  되고 이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 

되고 유지발  된다.

  이러한 문제없는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총유효수요의 부족은 오른 쪽 식의 

두 요소가 보다 큰 경우에 해당된다. 두 요인  이윤의 확 는 시장이 경쟁

인 한 기업노력의 결과로 보고자 한다. 문제는 총 축이 총순투자액 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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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축의 경우이다. 이를 과잉 축이라 말하는 이유는 축이 투자가 모두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Keynes는 이차  후 서구선진국 경제가 장기 으로 처음에는 투자가 축

을 압도하다가 차로 투자가 축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화한다고 망

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재정의 극 인 역할이 가능하다. 즉, 과잉 축을 

조세로 흡수해 구조 으로 부족한 유효수요를 공공투자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진작함으로써 자본주의  화폐경제의 순환을 조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발 에 기여할 수 있다(임원택, 1992, p.425).

〔그림 11-3〕 사회보장과 경제와의 계

   (X1 - I') + (X2 - C) = (S - I1) + ΔB

국 가

조세(사회보험)

( 진소득과세제도 등)

사

회

보

장

제

도

공

공

투

자

수 출

  사회보장제도가 기여하는 것은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상 으

로 소득층을 심으로 그 혜택이 주어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가 사회 체 인 소비수요를 높인다는 이다.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은 

경제발 을 한 최소한의 사회안정을 보장하는 데도 있다. 따라서 계속 인 

경제발 을 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기본 인 유효수요와 최소한의 사회

안정을 이루는 것이 필수 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제발 에 있어 유효수요의 다른 요한 부분은 외경쟁에서 이겨 



308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재 선진국들은 국제경쟁

에서 복지비용이 원가를 높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해 여러 가

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고, 사회보장의 내용도 비용이 아닌 투자로 환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

는 인 자본 투자 인 사회보장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3.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에의 시사

가. 선진국에서의 경험과 시사

  선진국들은 Keynes의 망에 따른 과잉 축의 문제를 한 동안 사회보장제도

의 확 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문제없는 경제발 을 했다. 그러나 세계화가 됨

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함에 있어 사회보장비는 기업의 비용이 되어 국

제경쟁력을 낮추어 수출에 의한 유효수요의 감소를 래하 고, 한 과도한 

세 은 조세 항을 래하고 근로의욕 하와 자본유출을 가져왔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는 단편 인 여보다는 육아, 양로, 교육, 

고용 등에 한 생산지향 의 보편  사회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찰된다. 이를 통한 인 자본의 개발(여성사회참여, 출산율, 차세  인 자본의 

향상)이 그 비용을 생산으로 회수할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세계화시 에도 여

히 잘 작동하는 복지강국으로 남을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나. 우리나라에의 시사

  의 분석결과를 토 로 우리나라를 한 시사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가의 장기 인 발 을 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성숙을 통한 소득

재분배와 이를 통한 안정 인 소비수요의 창출이 필수 이다. 선진국 국민은 

이를 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지출을 부담하고 있어 불만이 있을 수 있지

만, 기조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을 수용하는 선진  의식을 가진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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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사회보장제도에 필연 인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고비용

에 의한 국제경쟁력 약화를 겪으며 한 조세 항, 근로의욕 하, 자본유출을 

심하게 래하는 것이 실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로 한 사회보장제도도 그 비용을 인 자본의 개발을 통해 생산으로 회

수할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인 보편  사회서비스 심으로 발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Keynes의 장기  망과 같은 발 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기에는 투자할 곳은 많은데 국내 축이 어 차 을 도입하고 이를 소수의 

재벌에 집 하여 효율을 높 다. 그러나 재는 한편으로는 수출호황으로 쌓인 

엄청난 자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체 으로는 경제

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즉,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과잉 축이 존재하고 있다

고 보여 진다. 따라서 성숙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비수요의 진작과 사회  

통합을 통해 장기발 의 토 를 이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

도에 한 욕구는 있지만 이의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식이 부족한 것은 극복되

어야할 국민정서 상의 문제이다.

  그러나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의 확 를 경제 인 외부 경쟁에 의

해 강제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효율화와 함께 동시 으로 이루어야 하는 특수성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에 한 연구와 그 해결 방안이 시 하다고 하

겠다.

  종합하면 사회보장의 경제발 을 한 필수 인 측면이 유효수요의 확보와 

사회안정이라는 측면에 있다. 그러나 국제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수 과 

생산 이라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요한 것은 필수 인 사회보장의 

수 과 생산 인 사회보장의 방법을 찾아내고 사회 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

고 생각된다.



제12장 결론  정책제안

제1  상황인식의 객 성과 안의 실성

  2006년 재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성장과 양극화라는 경제  요인과 인구

구조의 고령화라는 환경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  일부는 

재  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다가오는 험으로 고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재의 험에 어떻게 처하며, 다가오는 험에 맞

서 무엇을 비해야 하는지에 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는 재 우리사회가 처한 상황에 한 객 인 인식을 필요로 한다. 특히 우

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험  어느 것이 선제 으로 통제되어야 하

는가에 해서는 냉철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많은 문가들의 자문과 문연구자들의 분야별 집필을 통해 우리

사회 각 부문의 황을 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한 각 사회보장제도의 문제

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기 한 ‘ 장기’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각 문연구자의 의견을 존 하는 한편, 우리사회가 처한 상황에 

한 공통된 인식을 토 로 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에 한 동질 인 는 

동일한 지향성을 가진 의견을 수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 다. 특히 재 우

리사회가 처한 경제‧사회여건에 한 객 인 인식을 고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 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먼  우리사회는 외환 기이후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망

에 한 각종 추계결과를 종합해 보면, 향후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개연성

이 매우 높다는 에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성장이 계속된다면, 고용상황과 

소득분배상황이 악화될 개연성 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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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감소하고 지출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해서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한 국가 략이 매우 요하며, 이

를 해 각종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어 사회보장제도의 실은 지난 수 십 년간의 발 으로 인해 많은 사각

지 를 남겨두고 있으며, 보장성 한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시

장경쟁에서 탈락한 집단의 패자부활 이 힘든 사회체계를 지속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하지만 사각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한 사회  요구를 충족시키

기에는 그 제조건에 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은 재의 사회보장

제도를 그 로 유지하면서 지원 상의 확 와 보장성의 강화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다. 이러한 질문에 해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사회보장제도 확장

과정에서 배태된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요한 선결조건이라는 

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기존의 각종 연구결과와 차별화시키고자 했던 사항은 성장

략과 분배 략에 한 과도한 일체화를 비 함으로써, 각 정책의 상  자

율성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는 이다. 즉, 과거 민주정부(들)하에서 지속 으

로 강조되어 왔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략은 그것이 갖는 요한 정책  

함의에도 불구하고, 각 정책 고유의 목표와 발 략 그리고 문제 에 한 반

성을 은폐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이는 성장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사회보장제도의 발 과 비효율이 외부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명확한 원칙을 제로 한다면, 향

후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의 문제를 좀더 객 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성장은 사회보험제도를 심으로 경제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향력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는 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존재이유와 실  작동

과정을 이해하는 것 한 요한 일이다. 한 사회체계를 유지하고 발 시킴에 

있어, 생산의 기능이 요하다면 재생산의 기능 한 매우 요하다. 생산에 필

요한 많은 요소에 향을 미치는 것은 재생산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12

노동력과 자본( 축), 교육 등에 이르는 많은 부분은 사회  재생산과정을 통해 

담보된다. 더욱이 사회체계가 심각한 갈등과 불평등을 함축하면서 지속 으로 

발 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사회는 장기 으로 사회보장제도에 한 획일 인 

근에서 벗어나, 제도 혹은 정책 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근방식을 내재

화하고, 이를 토 로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개편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특정 제도는 보장(Protection)의 기능이 요하며 그것이 

생산에 미치는 향력이 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제도는 활성화(Activation)

의 기능이 요하며 생산에 미치는 향이 클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제도는 

보장기능과 활성화의 기능을 함께 보장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 다면 향

후 우리사회는 이러한 각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투입의 우선순 와 총량

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난다. 그것은 국가

의 역할에 한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실  가능한 발 망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투입의 총량을 정하고, 투입의 우

선순 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 다양한 이해 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 로 정책에 한 도덕  권 를 확립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화이후 

민주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 에 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를 한 복지>에서 <복지를 한 정치>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해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처한 상황에 한 냉철한 인식은 매우 요

하다. 세계화와 인구‧가족구조의 변화는 복지확장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

으며, 이 에서 우리사회 한 복지확장에 결코 유리한 여건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 내부 으로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는 확장이 불가피하는 시 에 놓여 있다. 

이는 복지축소의 압력이 가해지는 환경 속에서 복지확장을 하기 한 정교한 

제도설계가 매우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모든 계층과 모든 집

단의 복지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힘든 여건이 되리라는 을 암시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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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정책  우선순 에 따라 자원이 배분됨으로써 그로부터 배제되는 집단

에 의한 불만을 어떻게 이해시키는가는 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지의 정치> 는 <복지를 한 정치>가 될 것이다.

제2  사회보장제도 개편방향과 추진 략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개편방안은 그 자체로 먼 뒷날의 이야기만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재 시 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개편함으로써 장기 으

로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이르는 실

인 개편방안을 제안하는데 을 맞추고자 하 다. 그것은 재 정부가 추

진 인 개편방안과의 일 성보다 각 제도별 지속가능성과 체 사회보장제도

의 균형이라는 을 유지하고자 하 다.

  좀더 구체 으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기본 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먼  

세계화라는 외부여건에 한 국민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을 강

조하고자 한다. 물론 본문에서 언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정책이나 융정

책과 련해서 국민국가의 정책  자율성은 상 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하지만 사회정책과 련해서 정책  자율성은 그에 하는 수 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물론 최근 서구 복지국가체제 논쟁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사회 한 복지확장을 한 합리화  효율화 과정

에서 많은 난 에 착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책  자율성이 없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사회  험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제

도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어 사회보장제도의 지향  는 한국형 복지체제와 련해서는 기존에 회

자되었던 서구 심  모델에 한 편향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 다. 그것은 

에스핑-앤더슨이 유형화한 서구 복지체제  어느 것이 재 우리사회가 지향

해야 할 모델이라고 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면, 스웨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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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단하지 않는다. 더욱이 오랜 기간

을 경유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이란 구체성을 결여한다는 에서 그 수용가

능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한국형 복지체제는 생산체제와 정치체제 그리고 기존 

복지체제의 수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모형구축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는 하나의 시사 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해할 것이다.

  이러한 제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한국형 복지체제가 다음과 같은 방향

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①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의해 

래된 불평등에 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  우연에 의해 발생

하는 불평등에 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명실상부한 기회균등의 원

칙’에 입각한 복지체제, ② 여보다 물 여  서비스공 을 강화하는 

활성화(Activation)정책, 정책 상을 확 하는 보편  정책, 그리고 사후  지원

보다 방  지원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각 제도의 건강성과 사회  지지를 담보

할 수 있는 복지체제, ③ 지원 상의 선정에 있어 경제활동참여를 제고하고 사

회  부양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집단에 한 투자  지원기능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  보호가 필요한 집단에 한 보호  지원기능에 한 략  자원배

분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방향을 특정한 복지체제로 개념화하는 경우, 그

것은 보는 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표 될 수 있다. 만일 분배정책의 성장

정책에 한 기여라는 에서 본다면, 생산  복지국가(Productive Welfare 

State) 등의 표 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인 자본개발이나 일자리 창출에 

한 기여라는 에서 본다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라는 표  한 가능할 것이다. 이는 이러한 개념화가 사회보장

제도가 갖는 다양한 측면  특정한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에서 그 자체로 압

축 , 상징 , 정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새로운 표 으로 정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수단 는 기반으로 <복지의 정치>의 정착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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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사회보장제도의 발 방향이나 각 제도별 개편방안과 련해서 세계 각국

이 실험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이 검토되고 있으며, 한국형 복지체제를 구축

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거의 갖추어져 있다는 단에 기 하고 있다. 물론 앞으

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겠지만, 재 상황에서

도 안  복지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자원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에서 이러한 다양한 재료를 토 로 우리사회의 비 과 안  복지체제를 마련

할 수 있는 정치  역량이야말로 건  사항이라고 단된다.

  백가쟁명식으로 표출되는 다양한 안 속에서 최선의 안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실에 한 냉철한 인식을 필요로 하며, 서구 복지국가가 재 경험하

고 있는 복지개 과정에서의 지체 상, 즉, 복지개 에 한 특수이익의 조직화

된 항으로 인한 지체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한국 정당정치의 개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합리  정책결정과정, 

합리 으로 결정된 정책에 한 강력한 추진력 등을 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는 몇 가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것은 정책(policy)과 표심(vote) 간의 갈

등으로 인한 왜곡된 정책결정, 책임회피(blame avoidance)로 인한 소극 ‧비효율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복지제도의 경로의존성으로 칭해지는 성  

태도 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제도를 반석 에 올려놓기 

해서는 좋은 정책 안 이상으로 그것을 추진할 주체와 체계의 역량이 강화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  사회보장제도의 제도별 개편 략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각 제도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제도는 체 사회보장제도의 개편방안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즉, 경제‧사
회여건의 장기 발 망을 토 로 사회보장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

하고, 실의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  발 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해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제도를 심으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인 라 구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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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하 다. 세 가지 제도란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서비스를 

지칭하며, 인 라는 재정을 지칭한다.

  1. 사회보험제도 개편 략

  사회보험제도는 4  사회보험 각각에 한 개편 략을 제시하 다. 그것은 노

후소득보장제도(연 제도), 의료보장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를 의미한

다. 참고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명명한 이유는 그것이 국민연   직역연 제

도 외에도 공공부조제도와 민간의 노후소득보장제도 등을 포 으로 언 하며, 

개편방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의료보장제도 한 재의 건강

보험 심체계를 다층의료보장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장기 개편방향으로 기 연  등 다양한 정책 안

에 해 정 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궁극 으로 연 기 이 고갈되고 노인

빈곤문제 해결 등을 해서는 연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 하고 

있다. 하지만 실 으로 고령화가 본격 으로 진행되기 까지는 모수개 을 

통해 진 인 개 을 시도해야 한다는 과도기  이행 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

는  단계에서 기 연 을 도입하는 경우, 노인세 에 한 과도한 자원집 으

로 인해 여타 사회보장제도와의 불균등발 이 우려된다는 을 감안한 것이다. 

그리고 특수직역연 과 련해서는 국민연 제도와의 형평성을 바라보는 상반

된 입장의 존재를 강조하고, 합의도출을 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의료보장제도는 사각지  해소, 보장성 강화, 재정 자 해소라는 세 가

지 문제 을 해소하기 한 략으로 포 수가제와 다층의료보장체계를 제안하

고 있다. 그것은 경증질환에 해서는 개인의료계정을 통해, (中)질환에 해

서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증(重症)질환에 해서는 조세로 서비스를 공 하

는 의료보장체계를 지칭한다. 이러한 보장체계를 제안하는 이유는 고령화에 따

른 의료비 증가, 서비스 이용자와 공 자의 도덕  해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잠재  험요인을 해소하기 해, 가정 탄을 래할 수 있는 증질환에 

해서는 조세로 보장하되, 기타 경증질환에 해서는 의료서비스 남용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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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 건강 리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질환발생율을 낮추는 것도 요한 안  하나이다. 다만 과도기

으로 소득층 의료사각지 에 한 보장체계의 유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과도 으로 의료 여제도 등을 통해 의료보장 사각지 에 놓인 소득 의료욕

구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는 장기 으로 실업보험과 고용지원서비스의 분리를 

통한 고용지원서비스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고용보험이 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여 히 가입률이 낮고, 이들이 세사업자 종사자를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다. 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  집단을 상으로 직업훈련이나 소득

보장 등의 서비스를 공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

에 통합되어 있는 실업보험과 고용지원의 기능을 분리하여, 후자를 국민을 

상으로 하는 보편  고용지원 서비스로 발 시키는 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을 인 자본개발  경제활동참여를 진하는 방향에

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용지원서비스가 지역의 수요계층

에게 효과 으로 달되기 해 고용지원서비스 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한 지 하고 있다.

  끝으로 산재보험제도는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보상방식을 유연화하고, 장애 정, 의료서비스 

제공 등 기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업무 복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상에 따른 여는 연   건강보험의 여와 복  여수 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으로 이를 조정함으로써 재정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  통합을 진하기 

해 산재 방, 보상, 재활서비스의 유기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한 지

하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제도 한 보장  성격과 투자  성격을 균형감 있

게 강화해야 한다는 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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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부조제도 개편 략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개편 략으로 가장 먼  기 생활보장제

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체 공공부조제도 재원의 80%

이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가장 큰 규모의 빈곤층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에서, 

이 제도의 개편이 차지하는 상징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먼  본 연구는 기 생활보장제도를 욕구별 여제도로 개별화하는 방안, 

는 개별 여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기 생활보장제도가 여의 형평성, 

상선정의 정성, 근로유인의 효과성, 산활용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 을 나타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 하고 있다. 따라서 기 생활보장제

도 심의 공공부조제도를 다원화된 공공부조제도로 개편함으로써 빈곤층에 

한 욕구충족성을 높이는 한편, 수 자의 복지의존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 으로 언 하면, 기 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여를 심으로 빈

곤층에게 다양한 여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편한다. 이는 기 생활보

장제도가 모든 여를 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여  서비스에 한 

욕구를 가진 빈곤층으로 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하는 제도로 개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료 여, 주거 여, 교육 여

는 개별 여로서의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 으로는 각각 건강보험, 주거

보장정책, 교육정책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의료 여는 다층

의료보장체계에 통합하고, 교육 여는 교육지원정책에 통합하며, 주거 여 한 

주거복지정책으로 발 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활지원제도는 기 생활보장제도와 분리하여 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 외에 비수  빈곤층과 소득층 실직자  고용불안계층에 한 지원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이는 자활지원제도가 여를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장기 으

로는 극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사회  일자리사업과의 통합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활지원제도는 단기 으로 기 생활보장제도와 

분리하되, 생계 여 수 자에 한 조건부과규정은 과도 으로 유지하고,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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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체계가 안정되는 시 에 조건부과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범주  공공부조제도는 경로연 과 장애수당 등을 심으로 소득보장

제도 반의 맥락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을 제안하고 있다. 달리 표 하면, 

여타 소득보장제도의 도입과 련지어 폐지 는 존속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수당에 해서는 단계 으로 용범 를 확 하는 것이 

요하며, 수당 는 여수 을 상향조정하는 조치에 해서는 신 한 근이 

필요하다는 을 지 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인구학  집단을 상으로 보

편  수당(Demogrant)을 도입하기에는 사회  합의 수 이 미약하다는 지 을 

하고 있다.

  3. 사회서비스 확충 략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이 재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개편과 련해

서 매우 요한 함의를 갖는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확충 략

에 해 매우 신 한 입장을 보이며, 수요와 공 문제에 한 보다 신 한 

근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산업으로서의 사회서비스는 타 산업부문에 비해 상

으로 발 되어 있다는 에서 수요를 진작하고 공 체계를 정비하는 경

우,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보다 정확하게 표 하면, 사회

서비스 공 에 있어 국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에 해 보다 신 한 근을 제

안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사회서비스에 한 수요가 증하고 있으며, 이것이 서비스 구

매로 이어지기 해서는 구매력을 보 할 수 있는 각종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사회서비스 수요 진작을 해서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에 사회서비스 련 수가를 반 하고, 사회서비스 지출과 련한 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빈곤층  취약계층에게 사

회서비스 공 을 확 하기 해 정부의 선제  투자가 갖는 의의 한 존재한

다는 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선제  투자는 공 측면에서는 재 난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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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한 교육훈련 

인 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 던 은 사회서비스 공 주체와 련해

서 리부문의 진입을 진하는 각종 제도의 도입이 우리사회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좀더 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공부문‧제3섹터‧민간 리부

문이 재원부담과 서비스공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인가에 

해, 우리사회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리부문 심의 서비스 공 체계 확

가 소득층의 근성을 떨어뜨리고 서비스의 질을 약화시킬 험성이 있다는 

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공 주체는 구체 인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공공부문의 직 공 , 제3섹터에 한 우선 탁, 리부문과의 자유경쟁체

계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사회재정에 한 망

  본 연구는 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과 련해서 구체 인 사회지출 추계작

업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회지출 추계작업이 갖는 방법론 인 토 가 

취약한 상황에서 장기 추계에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떠한 자료

와 과정을 사용하든지 회귀분석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장기  추정에는 제한 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과 제도의 변

화요인을 직 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를 들어, 미성숙한 연 제도

의 추계 시 제도성국을 고려하지 않고 미성숙 시의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

과로 미래를 측한다면 그러한 추계는 타당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이 에서 사회지출추계는 구체  제도에 한 정보를 구하여 이를 반 하는 

조성법에 의한 추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그리고 사회  험

을 매개로 거시  변수와 제도 그리고 소요재정을 연결시키는 연구는 거시  

변수를 제도에 한 고려 없이 직  소요재정과 연계시키는 회귀분석의 연구를 

보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한 재원조달방법과 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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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기본원칙을 강조할 수 있다. 먼  사회보장에 한 기본책임을 개인에

게 물을 것인가 아니면 사회시스템에 물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근본 으

로 철학  는 정치  단과 한 련이 있는데, 새로운 사회  험에 

한 연  보호가 요하다는 사회  합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재원조성

을 주된 기조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개인의 행복이 사회  여건보다 

개인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 사회  합의의 근간이라면 개인의 축을 

통한 직 인 재원조달이 기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다양한 사회

 험이 확 됨에 따라, 개인의 노력 이상으로 사회  우연에 의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진 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그

에 필요한 재원을 사회 으로 조달하는 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을 말해

다.

  물론 사회보장제도 심의 공공재원 확충과 련해서 다음과 같은 딜 마를 

고려한 재원조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회보장에 있어 공공재원이 늘어나면 사

회  험에 빠져 개인이 겪는 비용이 어드는 장 이 있지만, 도덕  해이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단 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재원에 의존하는 경

우, 도덕  해이에 의한 비용은 감할 수 있으나, 사회  험에 빠진 개인들

을 조기에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재원에 있어 사회  이익을 극 화하는 균형 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사회보장재정에 한 연구가 수행해야 할 요한 과제라는 

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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