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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의 힘을 생각해봅니다. 아마 경제학자, 법학자, 사회복지

학자, 사회학자, 여성학자, 정치학자, 행정학자가 모여있는 우리 

한국사회정책학회의 학술 회를 준비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안정을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여전히 경제성장을 통한 도약으로 미래를 열겠다는 선 공약들을

듣고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게도 기 만큼 정책

변화가 크지 않았던 지난 몇 년간 이 의문이 자랐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사회정책이 사람들의 안녕(human well-being)을 위한 

것이라 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으로부터 

사회정책은 사람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사회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이자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정책이 더 나은

삶과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에 모인 게 아닐까요? 학문적 

구획을 넘어 현실에 더 근접하려는 강한 의지가 학문의 경계를 

넘게 한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 회는 학제적 접근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국면을 진단하고 사회정책의 과제를 토론합니다. 또한 논의

공간과 주체를 학과 연구소만이 아니라 정부, 노동조합, 시민사

회단체, 사회복지현장, 언론으로 확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은 물론 공공운수노조,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참여하여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새로운 논의와 연구를 이끌 신진

연구자들을 고려  BK, 중앙  BK, 자유발표 세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자리가 만들어진 데는 21  학회

운영이사진과 이주하 연구위원장님, 임세희 총무위원장님과 안재은

총무간사님의 노고와 사회평론 출판사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 회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 서로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기도 합니다. 

한바탕 안부와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초점이 

다른 시선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열린 토론의 장에 여러분 모두를 기쁜 마음으로 초 합니다.

양난주 

구  사회복지학과 교수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김미곤입니다. 

먼저 ‘시 진단과 사회정책의 재도약’을 주제로 2022년 춘계학술

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한국사회정책학회에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주최하여, 여러 전문가 분들과 의미

있는 주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사회정책학회

양난주 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드코로나 시 의 위기는 곧 복지국가의 위기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노동을 기반으로 설계된 

복지국가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소용돌이치는 환경(turbulent environment)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초고령사회 진입, 베이비붐세 의 은퇴 등 다가오는

환경변화에 응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방향과 일자리의 조건에

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간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정책으로서 어르신들의 삶에 경제

적으로, 정서적으로 보탬이 되어 왔으며,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인 빈곤을 

비롯한 고독, 질병, 소외 등 복합적인 노인문제를 완화하는 차원

에서,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차원에서 노년기 사회·경제적 활동이

갖는 의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오늘 ‘시 진단과 사회정책의 재도약’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춘계

학술 회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변혁기에 선 노인일자리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특별세션(제37차 고령사회전문가포럼)을 마련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다양한

관계자 분들과 함께 노년기 일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고,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해 열띤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바라오며, 

바쁘신 중에도 행사에 참석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27.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축  사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 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태수입니다.

먼저, 2022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 회에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이 ‘노인, 장애인의 향후 주거정책의 방향성 모색’이라는 주

제로 기획세션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 회를 마련해주신 양난주 학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사회정책학회 

임원 및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사회정책학회는 1993년 발족되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사회정책 연구자들이 사회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해결방향

과 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새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시 진단과 

사회정책의 재도약’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춘계학술 회를 통

하여 민간과 국가의 사회문제에 한 역할 분담에 한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연구·교육·실천현장에서 수행되어온 

연구결과에 한 활발한 토론을 바탕으로 향후 효율적이고 효과

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 합니다.

 

아직 분명하게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때일수록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현존하는

사회정책에 한 고민과 이에 한 해결방안에 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데 오늘 학술 회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춘계학술 회에 참석하신 모든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을 기원합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노 명입니다.

2022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 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 회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함께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 회는 ‘새정부 복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시 진단과

사회정책의 재도약’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새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 에 경제위기와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전환 등의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취약해진 환경 속에서 

새로운 과제에 적절히 응하기 위해 사회정책이 제 로 작동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재도약을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

지에 하여 활발하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 합니다.

이번 학술 회의 주제와 문제의식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데이터 결합과 분석 등을 통해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기관으로, 

신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정보 플랫폼 선도기관으로 사회정책을 

뒷받침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은 포스트 코로나 시 에 

새롭게 재편될 사회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더해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오늘 새정부 복지에 한 전문가분들의 발표와 활발한 토론 과정

에서 사회정책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도출될 것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러한 내용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정보시스템 보유 

데이터의 분석과 공유를 통해 사회정책을 지원하여 제도의 재도약

과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 학술 회 개최를 진심

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 회가 새정부의 의미있는 정책 과

제들이 도출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문유경입니다.

2022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 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공동주최를 위해 힘써

주신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본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이번 학술 회는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해주신 만큼, 우리 사회의 노동, 주거와 

자산, 젠더와 세  영역에서 정책과제에 한 다양한 토론을 기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션에서는 일·가족양립 정책을 재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모휴가급여, 주52시간제, 기혼여성근로

자의 일과 생활에 한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가족양립과 관련한 법과 제도는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가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면 한 점검

이 필요합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족구성은 다양해지고 있고, 저녁이 

있는 삶에 한 근로자들의 바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2명은 새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성평등정책의 

우선 과제로 남녀 모두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더욱 가시화되었습니다. 

가사와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실제 재택근무 등 제도 활용 경험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책 수요 또한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새로운 가족형태와 미래 변화에 응

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

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일·가족양립 정책의 향후 방향에 한 포괄적

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 합니다.

끝으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학술 회를 계기로 코로나19로 다소 침체되었던 

토론의 장이 이제는 활발히 펼쳐지길 바랍니다. 

참여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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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의의

이 글은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초점으로 논의를 한정한다. 또한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법률상의 목적,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연구’의 수행을 중심으로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활용을 전망하기 위하여 

행정데이터 활용의 성과와 과제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행정데이터의 잠재력과 이러한 잠재력이 구현된 

사례와 시사점,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법적, 제도적 환경 변화에 하여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정리한다. 

1) 개념정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사회보장행정데이터라는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2021년 

6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의 제3조에 정의되어있다. 해당 조문 6항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속성 상 자료 또는 정보이고, 사회보장정책의 범위와 정부 및 

공공 조직의 범위로부터 향을 받는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제3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

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

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그리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해서도 동 조항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란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지원인 수당에 한 포괄가능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남아있지

만 수당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보장으로 

이해한다면 사회보장은 광의의 사회정책의 역을 아우르는 소득, 서비스 보장을 포괄한다. 따라서 사회보

장행정데이터는 광의의 사회정책 역에서 정부 및 공공 조직에서 생성, 취득,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개념정의에서 주목하여야 하는 또 다른 측면은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라는 법률 내용이다. 예를 들어 시장 소득, 건강상태, 거주 지역 등은 소득 및 서비스 보장은 

아니지만 사회보장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이다. 통상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사회보장 수급자격, 수급

내용으로 한정하여 정의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조

건이나 욕구 정보도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범위에 해서는 

아직 이견을 남기고 있다. 이유는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사회보장기

본법 시행령 제20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과 관련되는 구체적 조항 때문이다. 사회보장기본

법 시행령 <별표1>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목록을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참고하면 앞의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 한 법률 수준의 정의와 달리 포괄하는 자료, 정보의 범

위가 주로 자격과 급여 중심으로 제한된다. 

법률과 시행령에 정보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자료, 정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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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체화는 법률 수준의 관련 조항을 두었어도 실제 자료 요청과 협력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해석이 기

관마다, 담당자마다 상이할 위험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해석의 차이로 이한 자료 협조 거절을 방

지하기 위한 안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의 구체화가 실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정의와 

거리가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행정데이터의 수집에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표적으로 각 정

책의 수행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욕구 정보, 예를 들면 건강수준, 학교 재학여부 등의 자료 또는 정보가 이

러한 목록에 포괄되어 있는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 목적을 고려하면 

구체적 목록을 중심으로 하는 논쟁보다는 법률 수준의 정의와 해석을 조금 더 우선하는 방향으로 자료 요

청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1항에서는 그 목적을 

아래와 같이 적시하고 있다. ‘①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

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행정데이터의 잠재적 강점과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의의

미국에서 행정데이터에 한 관심은 사회보장정책이 주정부 단위 정책으로, 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

으로 변화된 것으로부터 적지 않은 향을 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작은 지역단위로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

하는 것의 중요성과 이러한 평가와 점검을 위한 적절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높 다. 행정데이터는 지역

단위를 막론하고 정책에 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는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행정데이터 활용이 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의 평가와 관련하여 발전한 점을 보면 이러한 향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연구

조직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행정데이터 활용 연구에 한 자문단은 그들의 보고서1)에서 공공부조제도 분석

에서 행정데이터가 활용되는 목적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Hotz et. al. 1998. p.1)는 행정데이터의 

이용 목적에 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① 빈곤층의 소득, 주거조건, 근로활동, 아동의 양육, 교육 성과, 건강상태, 예방접종 등을 포함하는 

생활조건의 기술.

② 프로그램의 진입과 탈출, 프로그램 이용 이유와 비요 등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운  상황 이해

③ 프로그램 이용자와 비 이용자의 수급조건 이해

④ 프로그램의 기능에 한 평가

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한 프로그램의 제공여부를 판단하는 표적효과성 수준 파악

미국에서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 상 적으로 풍부한 조직 중 하나인 아동보호 및 조기교육연구협력

조직(Child care & Early education Research Connections)은 행정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조직의 홈페이지에서는 행정데이터가 갖는 강점에 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하고 있다2). 

1) 아래의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V. JOSEPH HOTZ, ROBERT GEORGE,JULIE BALZEKAS AND FRANCIS MARGOLIN, Editors. 1998. 

ADMINISTRATIVE DATA FORPOLICY-RELEVANT RESEARCH:ASSESSMENT OF CURRENT UTILITYAND 
RECOMMENDATIONSFOR DEVELOPMENT: A Report of the Advisory Panel on Research Uses of 
Administrative Data of the Northwestern University/University of Chicago Joint Center for Poverty Research

2)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researchconnections.org/research-tools/data-collection/administrativ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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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행정자료는 국가단위의 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하여서는 분석이 어려운 주 단위 또는 지역단위에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수급자에 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큰 규

모의 사례를 포괄하여 수 많은 다양한 집단유형에 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장기간에 걸쳐 수집

된 개인이나 정책프로그램에 한 데이터로 종단분석, 경향 분석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여러 프로

그램 정보가 연계되면 개인이나 수급자에 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주단위로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여섯째, 큰 규모의 표본은 작은 규모의 프

로그램을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여러 서로 다른 집단들에 한 효과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행정데이터의 강점은 더욱 커진다. 사회보장제도가 여타의 정책 역과 비교하

여 매우 복잡다단하게 구성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서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에 한 욕구, 수급 

등의 정보를 포괄하기 쉽지 않고 정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설문조사를 이용하여서는 특히 작은 규모의 

인구를 상으로 운 되는 사회보장제도에 한 정보 수집은 매우 어렵다. 

행정데이터는 분석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국민을 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구상에서 필요한 

현실 이해, 사회 인식에서 정확성을 높인다. 원론적 수준에서는 행정데이터는 기존에 수집된 정보를 활용

한 데이터여서 구축의 비용이 낮을 것으로 기 된다. 하지만 행정데이터 구축 초기에는 구축, 운 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비용이 요구되기도 한다. 또 다른 강점 중 하나는 설문조사로 인

한 국민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겠다. 위에서 언급한 행정데이터의 강점은 행정데

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이익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행정데이터의 잠재적 한계

행정데이터는 정보의 내용이 풍부하고 정보가 정확하며, 그리고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마련하는 비용이 

낮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행정데이터는 사회보장 역에서 정책평가 및 정책기획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데이터가 강점을 제 로 구현하자면 행정데이터가 갖는 한계

를 명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 상 적으로 풍부한 조직 중 하나인 아동보호 및 조기교육연구협력

조직(Child care & Early education Research Connections)은 행정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행정데이터의 한계에 한 정리도 유용하다3). 행정데이터는 서비스를 관리

하는 등 행정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이고 그 원래의 목적이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근본적인 한계의 원인을 적시하고 있다. 기술된 행정데이터

의 한계는 아래와 같다. 

첫째, 행정데이터는 서비스나 급여를 받는 개인이나 가구에 한 정보만 제공하고 서비스나 급여를 받

지 않지만 유사한 특성의 개인이나 가구에 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둘째, 연구 상(예: 사람, 가구, 프로그램)에 한 잠재적 관찰 기간은 상이 데이터가 수집되는 기간, 

서비스나 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제한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공공 재원으로 지원되는 급여 및 서비스만 행정데이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공공의 

지원을 받는 취약층 외 민간의 지원만 받는 취약층에 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다. 

넷째, 행정데이터의 정보 중 적지 않은 정보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정한 시점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

으므로 정보가 수집되는 방법과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득파악과 소득 정보가 업데

3) 해당 조직 홈페이지에는 행정자료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내용은 해당 자료를 기초로 일부 수정, 보완
한 것임을 밝힌다. 행정자료의 강점, 한계, 그리고 행정자료의 활용 등에 한 구체적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researchconnections.org/research-tools/data-collection/administrativ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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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되는 시점, 수급정보가 수집, 갱신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정보를 오해하게 된다. 보

조금을 받는 보육에 한 행정데이터의 "소득" 변수는 일반적으로 자격이 결정될 때 입력되고 자격이 다시 

결정될 때 업데이트된다. 이 경우, 행정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자격 결정과 재결정 사이의 몇 개월 동안 가

족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섯째, 특정 연구에 필요한 중요한 변수는 행정 데이터에서 수집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정보로 제한된 정보이므로 연구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 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수급자, 이용자에 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율, 이용율과 같은 특성을 추정하는 데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일곱 번째, 측정 오류는 행정데이터를 사용하는 분석가에게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측정 오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기관에서 잘못 입력한 데이터, ②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 

항목, 특히 관리 또는 보고 목적으로 기관에서 요구하지 않는 항목, ③ 사례 검토 시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덮어 쓴 변수의 누락된 값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갖추어야 하는 태도도 설명하고 있다. 행정담당자는 수급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에 사용될 정보의 기 성을 보호하는 것을 주 관심사로 한다. 

따라서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다. 연구 목적으로 

행정데이터를 사용하려는 연구자은 행정데이터 체계, 사용하는 데이터의 특징, 데이터 입력과 처리 및 규

격, 데이터 정의와 체계에서의 변화에 하여 학습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써야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데이터를 연구용 자료로 전환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위에서 언급한 행정데이터의 한계는 상당한 수준에서 보편적이다. 그러나 행정데이터 구축 및 활용 

환경에 따라 상이하여질 수 있다. 인구, 가구, 세  중 일부의 정보만 포괄한다는 첫 번째, 여섯 번째로 

지적된 한계는 전 구성원의 기본 정보를 연계, 포괄할 경우 극복이 가능한 한계이다. 둘째로 언급한 시간

적 제한도 종단적 자료 구축의 경우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한계는 극복이 쉽지 

않다. 특히 민간정보의 포괄가능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행정데

이터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의 성격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갖게 되는 한계이다. 다만 여기에서 짚어야 하는 점은 재정으로 지원되는 민간급여는 당연 행정데이터로 

포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곱 번째로 지적된 한계도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보장행정데이터로 언급된 한계들 중 적지 않은 한계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의 구축, 활용환경이 개선되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다만 다섯 번째로 지적된 한계, 즉 연구를 

위하여 구성된 자료가 아니어서 갖게 되는 필요정보의 부족은 극복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와 가변정보(soft variable)를 담는 설문조사 자료와의 연계가 시도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가변

정보의 부분은 구성원의 관계, 인식 등과 연관되는데 이 정보는 사회보장제도의 욕구이해와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향을 주는 요인이다.   

2. (사회보장)행정데이터 활용의 사례와 시사점

가. 외국사례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활용 사례와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사회보장행정데이터, 또는 더 넓게 행정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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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에서 무엇을 주의하고 어떻게 행정데이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사회보장행정데이터 활용 사례를 정리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데이터의 활용 사례에 하여 검토하 다.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강점에 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공유되어 왔다. 각국에서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정책평가와 정책구상을 시도하는 근거기반정책이 추진되어왔다. 외국의 사례는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 유

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북유럽방식의 국가단위에서 통계청 중심으로 상 적으로 단일체계의 자

료 구축, 활용 방식이다. 북유럽국가가 선도적이고 이상적 사례로 꼽히기는 하지만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

러한 방식의 행정자료 구축과 활용에 한 권고와 가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국과 미국을 

예로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귀납적 방식으로 자료 연계, 구축, 활용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국가들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국가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구성되고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행정자료 구축, 활용이 체계화되어 왔다. 국

과 미국은 상 적으로 늦은 시점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행정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시작하면서 국가 단위의 행정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 중에 있다.4)  

불평등에 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국가들에서 먼저 행정데이터 구축과 활용이 시도되었다는 점은 인

상적이다. 북유럽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의 근거를 강화한 선도적 국가로 꼽힌다. 북유럽국가들은 통

계청을 중심으로 승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일정 절차를 거쳐 행정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예를 들어 덴마크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승인기관 연구자에게 사용자 식별자, 

안내서, 자료설명서를 제공하고 신청, 심사, 가상 분석 공간의 접속 공간 생성, 원격접속과 분석, 분석결과

의 이메일 전송 등의 과정으로 행정자료의 활용을 지원한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주로 공공 역의 연구

자로 한정하여 사용자 승인을 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최근에서야 민간 기관 중 안정성이 확인된 기관으로 

승인 상을 일부 확  중에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행정데이터 활용 노력을 주도, 장려하여왔다. 유럽연합 회원국 통계청들은 가용 데

이터를 확 하고 설문조사를 체하여 통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행정자료의 활용을 개선하

고자 노력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은 ‘유럽통계체계비전2020(European Statistical System Vision 2020)’의 

일환이기도 하 다. 이 비전은 통계생산과정에서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데이터 원천을 발

굴,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antourian, Petrakos, 2018. p.1)

 유로스타트(eurostat)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회원국의 법적, 제도적 환경에 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5). 이 보고서를 참고하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국가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준비

하여야 하는 노력의 범위가 매우 방 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회원국의 행정자료 

활용 환경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평가하고 있다. 아래는 분석평가의 제 측면을 정리한 것이다(Santourian, 

Petrakos, 2018. pp. 10-13). 

① 법적 기반, 

② 제도적‧조직적 측면: 전문성 등을 포괄하는 자원과 능력의 적절성, 행정자료 활용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절차와 정책들, 협력의 기제, 개인정보보호를 보증하는 실천들, 자료의 질을 보증하는 노력 등, 

③ 데이터 처리자들과의 협력과 광의의 제도적 환경: 행정자료 활용에 향을 주는 담당자의 문화와 공

공의 신뢰, 협력을 위한 협정 등

4)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현주‧오욱찬‧이윤경‧이원진‧성재민‧이길제‧박형존‧이병재(2020)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보장위원회.

5)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Anais Santourian, Michalis Petrakos, 2018. Analysis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the 
EU Member States and EFTA Countries,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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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데이터의 질과 기술적 측면: 방법론에 한 설명, 자료의 질 점검과 자료의 질 보증을 위한 협력, 공

통의 식별자, 자료 연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 자료 교환을 위한 기술수준의 공유 등 

위에서 예시한 보고서의 평가항목을 보면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단지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노력, 제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앞의 설명과 같이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연구경험의 축적, 연구자들 사이의 조직화, 그리고 

자료처리기관과 연구자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행정자료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 및 조기교육 연구망(Child care & Early education Research Connections)은 행

정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공유한 조직 중 하나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에 해서는 

1998년 발간된 행정자료 활용 연구에 한 자문단의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6)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1990년  행정자료 활용 연구의 성공적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 다. 캘리포니

아에서는 AFDC에 한 데이터 수집과 평가에서 주정부와 주의 학 연구소의 협력이 이루어진 바 있다. 

1992년 캘리포니아 워크 페이 검증 프로젝트(California Work Pays Demonstration Project)를 통해 

5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평가 및 연구를 위한 분석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다. 두 

번째 사례로 1980년  일리노이주에서는 아동과 아동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여러 행정데

이터를 결합한 통합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주정부와 학의 연구소가 협력한 바 있다. 이러한 데이터 구축

으로 주정부는 정책개혁의 향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주정부의 정책평가를 위하여 행정데

이터 구축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Hotz et. al. ed., 1998. pp. 47-60). 미국의 경우 1990년  

주정부와 연구자들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한 정책평가가 활성화되는데 이 시기 연방정부

의 공공부조 정책이 주정부 책임으로 넘어가고 당시 주정부의 정책평가 결과가 연방정부의 지원에 향을 

주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의 효과에 한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여 졌고 행정데이터

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뉴질랜드는 최근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Z)로 하여금 뉴질랜드 통합 데이터 인프라(New Zealand 

Integrated Data Infrastructure, NZ-IDI)를 구축하도록 승인하고 재원을 마련하 다. 이 자료인프라는 

국민(resident) 의 각종 행정데이터, 국민건강서비스, 사법행정, 경찰, 교통, 교육, 주거, 사회복지, 상해보험, 

소득세, 인구센서스, 출생과 사망 등록, 결혼, 이민 등의 행정자료 원천들로부터 20여 년간의 자료를 보아 

결합한 자료로 무궁한 과학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 여겨진다7). 이 자료를 활용하여 공중보건과 사회서비스

의 집중과 비용에 한 인구집단별 분석을 국가단위로 수행하게 되기도 하 다. 

 

해외사례에 한 소개 및 시사점 모색에서 해당 국가들의 행정자료 활용 역사와 행정자료 활용 환경의 

향, 요인들 간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료 활용 연구의 주체 구성과 주요 목적, 

그리고 역사에 따라 행정자료 활용에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그 실행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사례의 특정 

부분에 한정한 이해와 소개, 적용은 오히려 국내 상황에 한 섬세한 이해와 고민의 결과보다 위험할 수 

있다. 

6) V. JOSEPH HOTZ, ROBERT GEORGE,JULIE BALZEKAS AND FRANCIS MARGOLIN,Editors. 1998. 
ADMINISTRATIVE DATA FORPOLICY-RELEVANT RESEARCH:ASSESSMENT OF CURRENT UTILITYAND 
RECOMMENDATIONSFOR DEVELOPMENT A Report of theAdvisory Panel on Research Uses of 
Administrative Data of th eNorthwestern University/University of Chicago Joint Center for Poverty Research

7) 아래의 인터넷 주소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cpha.duke.edu/research/nz-integrated-data-infrastructure-idi-integrated-administrativ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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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사례

국내에서도 행정데이터를 분석, 연구에 활용한 사례는 빠르게 축적되어가고 있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하

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 시도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2000년  중반부터 행

정데이터로 정책의 효과와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다만 이러한 시도는 

단일 원천의 정보들을 활용한 집계정보, 또는 단일 제도의 정보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시

도는 앞서 지적한 행정데이터의 한계를 많은 부분 노정한 채 진행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010년  초

반부터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어 여러 정보원천으로부터 추출한 정보를 연계한 통합행정데이터

(integrated administrative data)를 구축, 분석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여 왔다.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활용하는 도전적인 연구로 정책 효과분석이 정확해지고 있으며 개별 정책의 경계를 

넘어서는 정책의 상위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효과분석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여러 

제도를 포괄하여 정책목표(예를 들어 소득보장, 교육격차, 아동양육지원부담완화 등)를 중심으로 분석이 가

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인 것이다. 이 밖에 전 가구, 인구 중 제도의 수급포괄성을 종함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모성보호 수급률이 소득, 재산 중간 분위에서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주택빈곤층의 약 44%만 주거복지를 수급한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균형패널 형태의 행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학장학금 수급자 중 2015년 교육급여수급자인 

학생이 0.67%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8).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가명정보의 처리 원칙이 세워지기 전에는 개별 법률의 수준에서, 그리고 법

률보다 낮은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의 처리, 활용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면서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조금 더 확

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11월 한국지능정보사

회진흥원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주최로 2021년 가명정보 활용 아이디어 우

수사례 경진 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모아 ‘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하 다9). 이 사

례집에는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방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소개된 가명정보 결합 우수사례 13개 

사례 중 공공부문이 주관한 사례는 6개 사례 다. 

위의 사례집에서 소개된 사례보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더 많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에 하

여 자료를 찾고 그 경험을 공유하며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논의로 확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행정데이터 활용의 거버넌스가 취약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와 

비슷하게 다양한 행정데이터 활용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이 플랫폼이 미와 달리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이

라기보다는 행정데이터 처리자 또는 연계, 공급자 중심의 플랫폼이어서 더 분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종 플랫폼에서 진행된 행정데이터 연계, 활용의 경우 이 경험이 공유되고 위험을 줄이고 안

전한 활용을 활성화할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문제를 줄이는 논의기회도 상당하게 제한된다. 

8)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현주‧오욱찬‧이윤경‧이원진‧성재민‧이길제‧박형존‧이병재(2020)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보장위원회.

9)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20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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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행정데이터 활용 환경

1) 법적 환경 변화

행정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부 개정된 것이

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두고 가명정보의 처리 규정을 신설하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

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동 법 

제2조의 정의에서는 과학적 연구를 매우 넓게 정의하고 있다.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간투자 연구

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개인정보가 행정데이터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행정데이터와 민간이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이 가능한 보편적용을 전제로 한 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관련 법

최근 변화 관련 법

법명과 변화수준 관련 조항의 내용 법명 관련 조항의 내용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일
부 개정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가명
정보의 처리

국세기본법, 보건의료기술진
흥법

소득 및 납세, 보건의료 관련 개
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관
련 규정

2021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제공 요청 및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운  등

통계법 행정자료의 제공 요청 

행정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규정은 여러 개별 법률에 적시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 가

명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별도의 법률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 표적으로 국세기본

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있다.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징수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

하는 조치에 관한 규정과 함께 85조의 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에 관련 행정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이한 것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는 제26조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기관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계를 

위해서는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목적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에 한 분석 및 평가이다.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정보에 한 규정을 둔 법률에서 여타의 다른 

사회정책 관련 법률보다 개인정보의 요청과 이를 따를 의무를 두고 있어 법률 사이의 개인정보 보호, 행

정자료 활용 가능 수준의 균형, 적절성에 한 점토가 면 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갖도록 한다.     

유럽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통계청도 통계의 생산을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

어 있다. 이 조항이 개정된 것도 2009년, 2012년으로 매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조항을 근거로 통계

청은 행정자료를 참고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보장행정데이터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큰 변화가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이다. 2021년 6월 8일 신설

된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의 내용 중 ①항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표성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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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동법 제3조 6항,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은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

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2) 제도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가명정보의 처리와 연계를 위하여 전문기관들이 지정되고 있다. 표적으로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고 있는데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3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

인정보 처리자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하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 중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 그리고 민간기관으로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한국정보인증주식

회사 등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0년 12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1호(공

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의 제4조 (공공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에는 ‘① 

공공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가명

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가명정보의 결합을 직접 수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처리자와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한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처리자, 그리고 결합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

면서 과거부터 시작된 행정데이터를 다루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행정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확충되고 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곳에 분석이 가능한 플랫폼이 설치, 운  중에 있다. 

이로써 행정데이터의 가명화, 그리고 정책평가 및 기획에서의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활발해졌는가 

하는 질문에는 반드시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법의 개정으로 필요한 법적 인프라가 구비되었고 행정데

이터를 가명처리를 하여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조직‧물리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행정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정보보유자들 간의 협력, 자료의 연계, 자료에 접근성 확보는 그리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률 수준에서 관련 조항을 적시하고 있어도 해당 조항에 한 해석이 부서, 담당자마다 여전히 상이하

고 이러한 해석을 중재할 조직의 역할이 여전히 모호하다. 특히 행정데이터에 한 공공의 접근성에서조

차 상당한 제약을 경험 중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근거기간정책이 강조되면서 행정데이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고도 실제 이러한 제반 조항이 적용되

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요인을 남겨두고 있다. 

유럽의 통계청들이 행정자료에 한 성공적인 접근‧활용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꼽은 것들은 아래와 같다

(Santourian, Petrakos, 2018. p. 26). 자료보유자들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기여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자료 보유자들 간의 긴 한 협력이라는 응답이 법적인 틀 이상으로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다. 

한편 법적인 측면 외 데이터의 질, 데이터 교환을 위한 기술을 언급한 통계청도 적지 않다. 행정자료의 성

공적 활용에 법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더 경주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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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성공적인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기여하는 요인들

 

4. 사회보장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제

행정자료 활용을 중심으로 꾸려진 미국의 연구자 자문단은 행정자료 활용에서 아래와 같은 점들이 중요

한 성공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 다. 첫째 정부기관과 학술적이고 독립적인 연구자집단이나 연구기관의 

협력, 둘째, 행정자료가 이룰 수 있는 좀 더 큰 비전을 소유한 연구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자료를 

구축, 활용하려는 이색적이고 도전적인 노력,  셋째, 지역단위, 아래로부터의 개발노력, 넷째, 하나의 연구

에만 그 유용성이 한정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에 한 장기적 전망을 가진 주체의 자료의 구축 및 유지 

노력(Hotz et. al. ed., 1998. pp. 65-66). 그리고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려는 자는 행정데이터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 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분석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후발국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 활용에서 조급함

을 갖기 보다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합리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정리하

면 아래와 같다.  

향후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활용에서 지향하여야 하는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본질적으로 행정데이터의의 강점과 한계, 활용에서의 원칙에 한 논의와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행정데이

터의 활용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롭고 그리고 긴요한 연구주제, 정책분석 방안을 구상하여야 

한다. 첫째는 활용인프라 구축과 관련된다면 둘째는 활용으로 궁극적으로 구하는 정책근거의 강화와 관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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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행정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과제

1) 행정데이터 활용 인프라의 체계화

행정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몇 가지 점에서 점검, 합리화 또는 

체계화하여야 하는 쟁점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크게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① 행정데이터 처리자, 연계 담당기관 등의 성격에 따라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해보아야 한다. 

② 행정데이터 보유자, 처리자의 협력을 촉진하는 문화를 조성, 협력을 촉진할 기제가 보강되어야 한다. 

③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1)-① 행정데이터는 정부 관리하의 공공데이터라는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국민이고 정보

처리자도 국민이 낸 세금에 기초를 둔 정부이다. 행정데이터는 다른 어떠한 데이터보다도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산업육성, 기업의 사업운 의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라 하여도 우선 활용 사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아직 초기 단계의 행정데

이터 활용임을 감암하여 안전성에 한 확인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활용 경험이 우선 축적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민간의 활용에서는 민간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으며 공공의, 국민의 이익과 민간, 기업의 이익이 항상 조응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할 때 어떤 데이터를 연계하는가, 연계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활용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에 따라 안정성의 수준이 상이하다. 따라서 정보의 매칭에서 사용 가능한 식별자, 자료 분석 환

경, 자료 접근 절차의 구성이 상이할 수 있다. 요는 정부의 행정데이터로 한정하여 통계청, 또는 정부기구

가 연계할 때는 민간의 연계와 다른 처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식별자 활용 연계만 하여도 성, 연령, 이

름만을 사용한 확률매칭의 경우 정확성이 낮아 자료의 손실이 적지 않다. 생년월일, 성별, 이름으로 비식

별조치된 결합키를 사용하여 연계할 경우 중복개인은 12.6%, 중복개인이 속한 가구는 25.7%, 중복가구에 

속한 개인은 33.1%정도로 표본손실이 적지 않다(이현주 외 2020. p. 77). 유럽 일부국가의 경우 통계청

이 중심이 되어 행정데이터를 추출하고 연계하여 분석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식별자는 국민의 행정상의 식

별자를 활용하여 정확매칭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조직에서 행정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이러한 방식을 적

용하기 어렵다. 즉 행정데이터를 구축, 활용할 수 있는 여건, 각종 법적 규제와 규칙들은 서로 맞물려 있

다. 일례로 식별자의 활용 여건을 보자면 주민번호를 활용하여 여러 원천의 자료를 연계, 통합데이터를 마

련하자면 데이터를 연계하는 조직의 성격이 정부 내부에 있어야 용이할 것이다. 다양한 조직에서 데이터

를 연계할 수 있는 구조의 사회라면 연계에 활용할 수 있는 식별자의 안전성이 더욱 강하여야 하고 연계 

전에 가명처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정부조직이 행정데이터를 연계, 분석에 활용할 때와 민간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공히 동일한 절차를 

과제 범주 행정데이터 활용 인프라의 체계화 다각적인 정책 분석의 시도

주요 과제의 예

① 행정데이터 처리자, 연계 담당기관 등
의 성격에 따라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② 행정데이터 보유자, 처리자의 협력을 
촉진하는 문화를 조성, 협력을 촉진할 기
제가 보강되어야 한다. 
③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① 기능적 분리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② 분석단위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③ 부처, 정책의 경계를 넘는 종합적인 정
책평가 연구를 시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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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복리를 높이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물론 공공, 정

부의 데이터 활용에 별도의 처리과정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안전성을 보장하는 노력이 낮아도 된다는 의미

는 아니다.  

<표 > 행정데이터 활용 방식과 안전성 확보 필요 수준 구분 제안

행정데이터 
연계 활용 

환경

정부자료의 
통계청 중심 

연계

정부, 
공공자료의 
통계청 중심 

연계

정부, 
공공자료의 
공공기관의 

연계

공공, 
민간정보의 
공공의 연계

공공, 민간 
정보의 공공 
민간 의 연계

→ → → →
정확매칭
안전성

가능
***

가능
*** 

검토필요
 **

불가능
** 

불가능
*

1)-② 행정데이터 보유자, 처리자의 협력을 촉진하는 문화를 조성, 협력을 촉진할 기제가 보강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 통계청들이 행정데이터 활용에서 주요 성공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정보보유

기관들 사이의 협력이었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통계법이 존

재하며 사회보장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었지만 실제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법규정의 적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부서, 담당자마다 법 해석을 달리하고 동일 부서에서도 담당

자의 교체로 법에 한 해석이 달라져 정보 협력에 한 예상 밖의 거부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에 처하면 막막한 지경에 이른다. 물론 이러한 경우를 비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9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에 사안을 의뢰하자면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고 법규정에 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정보보유자, 정보처리자에 하여 마땅한 처벌규정을 법에 두

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보보유자는 개인정보보호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고 있다. 따라서 자료협력에 소극적인 태도에 일면 이

해를 할 수 있다. 결국은 정보처리자, 특히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 책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정

보처리 기관 간의 협력 문화, 기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 고 규제로 협력기반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다. 문화의 형성과 역할 분담, 절차의 구체화 등 

아직 적지 않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주요국의 행정데이터 활용 역사를 보면 행정데이터 처리자와 연구자‧연구기관과의 협력이 뒷받침되고 있

다. 미의 경우에는 연구자 네트워트가 향력을 갖고 있고 북유럽의 경우 승인기관, 승인연구자들이 데

이터 활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은 데이터 제공자, 데

이터 활용자 간의 상보적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각 개인의 활용과 각 개별 기관

의 자료 제공에 한정하지 않고 데이터 제공자와 데이터 활용자 간의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협력관계를 갖

추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1)-③ 사회보장행정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할 때 

비용을 아끼고 효율을 높이자면 자료의 장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기준을 정 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의 기록, 질 관리를 위한 기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데이터의 강점은 행정데이터의 포괄성과 정확성에 있다. 이와 더불어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여야 하



❘2022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 회❘
새정부 복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시대진단과 사회정책의 재도약

44

는 설문조사와 달리 정책운 에서 구하여진 자료를 정책분석연구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비용절감도 강

점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데이터의 활용이 적지 않은 비용을 초래한다. 초기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행정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과 처리기술 등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큰 크기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비용도 적지 않다. 행정데이터가 사회구성원 전수에 한 자료라는 점은 강점이

지만 모든 정책분석이 전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미국 아동정책 분야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해본 경험에 근거한 가이드에 따르면 행정자료의 전수와 표본

의 유용성, 관행에 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행정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체 

모집단에 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추출이 자주 수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급자의 기 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모집단에서 하위 표본을 선택할 수 있다. 조사 연구와 행정 데이터 기록의 사용을 결

합한 연구는 데이터 수집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집단의 표본만 선택할 수도 있다10).” 행정데이터도 

개인정보일 수 있으므로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추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본자료로 행정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안정성 확인 방식, 즉 적정성심사에서 심사의 기준을 전수 자료

와 달리하여야 한다. 적정성심사란 반출심사 시 해당 위원회의 특정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는 기준의 적합성 판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활용사례에서 적지 

않은 사례가 민간사례, 전수자료 사례여서 적정성 심사의 경우 K>3을 적용하 다. 즉 분석에서 사용되는 

분석 셀에서 표본사례의 수가 3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 다. 하지만 표본사례의 경우 그 표본이 

20%표본이라면 셀 안의 사례수가 2일 경우 실제 사례는 40일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적정성 심사의 기

준을 전수자료와 표본자료의 경우 달리하여야 한다. 요는 표본사례와 전수자료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표본

조사와 전수조사의 특징을 고려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행정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면 활용을 위한 준비과정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

보에 한 기록을 표준화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정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에 한 기록에

는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11). ① 변수정의, ② 값, ③ 자료기록규칙, ④ 리코드 규칙, 

⑤ 정의나 기준일 변경, ⑥ 자료가 수집되는 서비스맥락에 한 정보(이용자 관리, 사례의 시작과 종결 등

에 관한 기관의 규정 등)

한편 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의 질에 한 점검 체계와 자문 절차 등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

라의 상황에서는 승인통계자료의 질 검증절차는 공식화되었지만 여타 행정자료에 한 자료의 기록방식, 

질 점검방식 등은 그리 체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 마

다 자료에 한 이해, 확인이 필요하여지고, 그리고 순도부족으로 인한 자료의 이용포기가 반복되고 있다. 

행정데이터 처리자는 자료에 한 기록과 질 보증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체계

적으로 점검, 관리할 조직, 역할부담 등을 공식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④ 행정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한 데이터 구축을 모색하여야 한다. 행정데이터는 설문조사 자료와 비

교하여 적지 않은 강점을 지닌다. 표본과 정보의 폭이 넓고 정보의 정확성도 높다. 하지만 정보 중 가변정

보가 부족하여 정책분석 연구에서 한계를 갖게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태도, 욕구 등 가변정보는 주로 설

문조사로 얻어진다. 결국 행정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책분석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얻자면 설문조사자

료와의 연계, 통합이 중요하다. 북유럽의 경우 주요 설문조사자료는 행정자료와 연결되어 서로의 한계를 

10) 아래 주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researchconnections.org/research-tools/data-collection/administrative-data

11)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주소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public.econ.duke.edu/~vjh3/working_papers/adm_dat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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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연계를 위해서는 기술적 검토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당장 설문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연결에서 사용할 결합키, 사용 목적의 제한 등에 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다각적인 정책 분석의 시도

새로운 그리고 긴요한 정책 분석을 구상하여야 한다. 과거 정책분석은 설문조사자료만 활용할 수 있었

기 때문에 연구내용이 일부 치우친 감이 있다. 과거 연구 설계의 경도를 벗어나야 한다. 정책분석을 시도

하는 연구자도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시도를 훈련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데이터의 특성 상 주의하여

야 하는 분석, 활용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정책분석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설계할 때 고려할 

과제는 아래와 같다. 

1)-① 기능적 분리(functional separation)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2)-② 분석단위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2)-③ 부처, 정책의 경계를 넘는 종합적인 정책평가 연구를 시도하여야 한다. 

2)-① 기능적 분리(functional separation)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977년 미국에서 개인정보보호연구위원회는 행정적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통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연구, 통계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개인에게 향을 주는 어떠한 결정

에도 사용될 수 없음을 권고하 다. 이 원칙이 기능적 분리이다. 이 원칙은 연구, 통계목적으로 수집된 정

보가 행정적,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개인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고, 집계‧익명형식으로만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Hotz et. al. ed., 1998. p. 20). 본인의 동의 없이 행정자료가 연계되어 개인의 삶

에 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사용된다면 중요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2)-② 분석단위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사회정책과 관련된 설문조사는 개 개인, 가구단위로 이루어졌다. 가구와 개인단위 이상으로 지역과 시

설단위의 사회정책 분석도 보강되어야 한다.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취약한 사회구성원 중 다수가 시설에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분석단위에 한 관심은 충분히 높아져야 한다. 시설거주 취약층의 분

석에서도 시설거주 당시의 정보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거주 전의 조건, 시설퇴소 후의 응 등 다

양한 방식으로 입체적 분석이 가능하여지면 정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사회 기반 사회서비스 제공의 

기초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설거주자와 그 가족에 한 분석도 행정자료의 연계로 분석이 

가능하여질 수 있다. 

2)-③ 부처, 정책의 경계를 넘는 종합적인 정책평가 연구를 시도하여야 한다. 

행정데이터를 연계, 분석하게 되면 과거와 달리 부처, 특정 단일 정책의 경계를 넘어서는 분석이 가능

해진다. 따라서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연관된 여러 정책을 함께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사회보장행정데이터는 과거에는 산출이 어려웠던 여러 가지 새로운 통계 생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통계생산의 주체로 각 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을 넘어서거

나 연계협의체가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의 제32조(사회보장통계)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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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는 각 기관,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계생산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어렵다. 각 부처, 지방정부의 경계를 넘어서 소득보장, 주

거안정, 사회경제적 이동 등 정책 역별 효과, 향을 가늠하는 지표가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나 

정책변경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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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급여수급자 추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 자리 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 통

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었다. 기존의 통합급여체계에서 생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

여 제도로 분리되면서 수급(권)자의 욕구(필요)에 맞추어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 급여의 선정기준이 

차등화되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정책 수립과 운 을 위하여 급여별 보장기관이 분리되었다. 구체적으로, 

생계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운 하고 있다. 또

한 수급자 선정기준의 한 축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급여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교육급여는 맞춤형 급

여체계 도입 이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부터 완전 폐지되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 완화를 거쳐서 2021년 10월부터 폐지

되었으나(단, 고소득(1억 초과) 또는 고재산(9억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의료급여의 부양의

무자 기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전체 수급자 규모는 2015년 

12월 약 165만 명에서 2020년 12월 약 213명으로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급여별로는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급여별 수급자 규모 변동을 검

토하고 수급자 규모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로 표되는 

정책변화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분포의 변화가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의 맞춤형 급여별 수급자 

규모 변동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요인분해방식(Decomposition Method)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의 성과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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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발전 방안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2022년은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여러 단체에서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 다. 특히, 정부에서는 아동의 기본 권리와 국

가·사회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가칭)아동기본법’에 한 논의를 본격화하 다(보건복지

부, 2022a).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아동돌봄 및 보육

에 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아동의 사회참여가 확 되는 등 아동복지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아동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고통 속에 살아

가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에 학 로 인해 43명의 아동이 사망하 고(보건복지부, 2021a),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 약 4천 명은 부모와 분리되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외보

호 체계로 보내졌다(보건복지부, 2021b). 한편, 15세 이상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평균 보호기간은 11.1년

으로 조사되었는데(이상정 외, 2019), 이를 통해 가정외보호 체계에 진입한 아동 중 상당수는 원가정으로 

복귀하기보다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연령인 만18세에 도달하여 자립을 하게 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이

상정, 김지민, 2020).

이처럼 가정외보호 체계에서 성장하다가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자립을 시작한 보호종료아동

은 매년 약 2,500명이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그러나 20  초중반의 나이에 가족이나 부모의 지원 없

이 자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이들이 아동기에 경험한 학  및 방임,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가정해체와 같은 외상사건의 부정적 향은 자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강현아 외, 

2012; 이정애, 정익중, 2018; Rebbe et al., 2017). 만약 보호종료 후 성인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할 경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열악하여 사회적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장혜림 외, 2017). 

이에 정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지원내용은 

점차 확 되는 추세이다.

보호종료 시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1인당 최소금액을 점차 상향조정하고 2019년부터 자립수당을 도입

함으로써 자립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 으며, LH 전세임 주택 지원을 확 하거나 주거통합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의 확 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아동

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여전히 불안정한 경제활동과 열악한 주거환경,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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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황종인, 김장회, 2021).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2021년에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 다(관계부처 합동, 

2021). 이는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역별 맞춤형 

자립지원을 강화하며,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관계부처 합동, 2021).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서는 경제나 주거, 학업과 같이 어느 하나의 역만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지원확 와 차별된다. 특히, 보호종

료아동 당사자와 서비스 제공자,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이 책 마련에 참여함으로써 자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해소방안에 해 현실적으로 고민한 결과라는 의미가 있다.

지난 5월 10일 제20  통령이 취임하 고, 제20  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5월에 발표한 110  국정

과제에 ‘취약청년 실태파악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확 ’가 포함되어(제20  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보호종료아동에 한 지원 역시 더욱 확 될 것으로 기 된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새 정부에서 구상하는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2021년에 발표된 지원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Ⅱ. 보호종료아동 자립현황

1. 보호종료아동 현황

가정외보호 아동은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만 18세에 도달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자립하여야 한다. 

진학이나 직업교육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해당 사유가 종

료되거나 일정 시기가 되면 연장보호 조치가 종료된다. 다음 <표 1>은 최근 5년 동안의 보호종료아동 현

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6년에는 2,703명이 보호종료되었고,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총 2,368

명이 보호체계를 떠나 자립을 시작하 다. 이를 보호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수가 1,3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양육시설 827명, 그룹홈 168명으로 보고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1). 

(단위: 명, %)

구분 소계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2016년 2,703 (100.0) 1,522 (56.3) 1,042 (38.5) 139 (5.2)

2017년 2,593 (100.0) 1,406 (54.2) 1,034 (39.9) 153(5.9)

2018년 2,606 (100.0) 1,349 (51.8) 1,065 (40.8) 192 (7.4)

2019년 2,587 (100.0) 1,423 (55.0) 992 (38.3) 172 (6.7)

2020년 2,368 (100.0) 1,373 (58.0) 827 (34.9) 168 (7.1)

합계 12,857 (100.0) 7,073 (55.0) 4,960 (38.6) 824 (6.4)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표 1> 최근 5년간 보호종료아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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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호종료 유형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면, 가정위탁은 아동양육시설 또는 그룹홈과 달리 연장보호조

치가 종료된 아동이 1,022명(74.4%)으로 18세 연령도달에 따른 만기종료 351명(25.6%)보다 많았다(아동

권리보장원, 2021). 가정위탁 유형의 약 90%는 리(조부모) 또는 친인척 가정위탁에 해당하는데, 주양육

자가 친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결과로 추측된다. 즉, 주양육자인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위탁아동을 고

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자립하도록 집에서 내보내기보다는 학 졸업 및 취업과 같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

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연장보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연구자의 추측일 뿐이

며, 보호조치 종료사유에 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

(단위: 명, %)

구분 소계 만기종료 연장종료

가정위탁 1,373 (100.0) 351 (25.6) 1,022 (74.4)

아동양육시설 827 (100.0) 536 (64.8) 291 (35.2)

그룹홈 168 (100.0) 112 (66.7) 56 (33.3)

합계 2,368 (100.0) 999 (42.2) 1,369 (57.8)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표 2> 2020년 보호종료아동 현황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은 5년 간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는데, 이를 자립수준평가라고 한다. 자

립수준평가는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연 1회 실시하는데, 학, 취업, 주거, 원가정 등의 내

용을 확인하여 보호종료 후 아동의 자립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자립수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 상아동을 선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2020년 기준 자립수준평가 상자는 총 12,399명이다. 가정위탁이 7,180명(57.9%)으로 가장 많고, 아

동양육시설은 4,699명(37.9%)이었으며, 그룹홈은 520명(4.2%)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자립수준평가 상

자 중 평가결과 기타(2,831명, 22.8%)와 연락두절(2,859명, 23.1%)이라는 응답이 매우 많은데(아동권리보

장원, 202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약 45%의 보호종료아동이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단위: 명, %)

구분 소계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진학 1,483 (12.0) 477 (6.6) 882 (18.8) 124 (23.8)

취업 4,836 (39.0) 2,283 (31.8) 2,354 (50.1) 199 (38.3)

군입 390 (3.1) 329 (4.6) 42 (0.9) 19 (3.7)

기타 2,831 (22.8) 1,715 (23.9) 1,007 (21.4) 109 (21.0)

연락두절 2,859 (23.1) 2,376 (33.1) 414 (8.8) 69 (13.3)

합계 12,399 (100.0) 7,180 (100.0) 4,699 (100.0) 520 (100.0)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표 3> 2020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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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종료아동의 자립현황

1) 주거현황

보호종료 후 자립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사항은 안전한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를 위

해 정부와 민간에서는 LH, SH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전세주택을 지원하거나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또는 

자립형 그룹홈 입소 지원, 자립지원통합센터 운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의 <표 4>는 2020년 보호종료아동의 주거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주거현황은 크게 정부지원과 정부

지원 외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지원으로 주거지를 마련한 보호종료아동은 총 859명(36.3%)으로, LH지원

(693명)과 자립지원시설(112명), 공동생활가정(16명), 기타(38명) 등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주거지를 마련한 보호종료아동은 1,509명(63.7%)이었으며, 정부지원 외 중에서는 위

탁가정이 5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세 366명, 기숙사 163명 등의 순이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단위: 명, %)

구분 소계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정부지원

LH지원 693 (29.3) 221 (16.1) 397 (48.0) 75 (44.6)

자립지원시설 112 (4.7) 1 (0.1) 105 (12.7) 6 (3.6)

공동생활가정 16 (0.7) 0 (0.0) 12 (1.5) 4 (2.4)

기타 38 (1.6) 10 (0.7) 25 (3.0) 3 (1.8)

정부지원 외

전세 31 (1.3) 26 (1.9) 1 (0.1) 4 (2.4)

월세 366 (15.5) 250 (18.2) 85 (10.3) 31 (18.5)

자가 15 (0.6) 13 (0.9) 1 (0.1) 1 (0.6)

친인척 136 (5.7) 98 (7.1) 28 (3.4) 10 (6.0)

기숙사 163 (6.9) 81 (5.9) 71 (8.6) 11 (6.5)

고시원 12 (0.5) 10 (0.7) 1 (0.1) 1 (0.6)

친구집 38 (1.6) 18 (1.3) 16 (1.9) 4 (2.4)

귀가 103 (4.3) 33 (2.4) 60 (7.3) 10 (6.0)

위탁가정 555 (23.4) 555 (40.4) - -

기타 60 (3.8) 57 (4.2) 25 (3.0) 8 (4.8)

합계 2,368 (100.0) 1,373 (100.0) 827 (100.0) 168 (100.0)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표 4> 2020년 보호종료아동 주거현황

<표 5>는 2020년 자립수준평가 상자 중 연락두절과 군입 를 제외한 9,149명의 주거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지원으로 주거지를 마련하 다는 응답은 3,927명(42.9%)이었다. 구체적으로는 LH지원이 

3,5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립지원시설 235명, 기타 114명, 공동생활가정 5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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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주거지를 마련하 다는 응답은 5,222명(57.1%)이었으며, 정부지원 외 중에서는 

월세 1,815명, 위탁가정 1,267명, 기숙사 533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단위: 명, %)

구분 소계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정부지원

LH지원 3,525 (38.5) 778 (17.4) 2,516 (59.3) 231 (53.5)

자립지원시설 235 (2.6) 6 (0.1) 217 (5.1) 12 (2.8)

공동생활가정 53 (0.6) 9 (0.2) 42 (1.0) 2 (0.5)

기타 114 (1.2) 28 (0.6) 76 (1.8) 10 (2.3)

정부지원 외

전세 240 (2.6) 157 (3.5) 72 (1.7) 11 (2.5)

월세 1,815 (19.8) 1,244 (27.8) 485 (11.4) 86 (19.9)

자가 107 (1.2) 81 (1.8) 24 (0.6) 2 (0.5)

친인척 414 (4.5) 298 (6.7) 103 (2.4) 13 (3.0)

기숙사 533 (5.8) 264 (5.9) 246 (5.8) 23 (5.3)

고시원 27 (0.3) 14 (0.3) 10 (0.2) 3 (0.7)

친구집 186 (2.0) 68 (1.5) 112 (2.6) 6 (1.4)

귀가 343 (3.7) 118 (2.6) 211 (5.0) 14 (3.2)

위탁가정 1,267 (13.8) 1,267 (28.3) - -

기타 290 (3.2) 142 (3.2) 129 (3.0) 19 (4.4)

합계1) 9,149 (100.0) 4,474 (100.0) 4,243 (100.0) 432 (100.0)

1) 자립수준평가 상자 중 연락두절 및 군입  제외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표 5> 2020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주거현황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주택은 주거비용이 저렴하고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선호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LH지원 주택의 경우, LH건설임 주택, 청

년 전세임 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 주택, 청년 매입임 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개별 

유형에 따라 신청방법이나 계약조건, 주거지의 형태 등이 달라진다. 즉, LH건설임 주택은 아동권리보장

원에 입주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아동권리보장원이 LH에 서류를 송부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

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청년 전세임 주택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 주택, 청년 매입임 주택 등

은 LH 청약센터, 주소지 내 시군구청, 현장 방문접수 등으로 신청방법이 모두 다르다(보건복지부, 

2022b).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과 같은 이들이 LH지원 절차나 자격기준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보호종료아동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본인이 원하는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이용교, 안희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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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 및 경제현황

2020년 보호종료아동의 취업형태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취업자 946명 중 49.6%인 469명의 고용형

태는 정규직이었고, 390명(41.2%)은 비정규직이었으며, 87명(9.2%)은 고용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단위: 명, %)

구분 소계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정규직 469 (49.6) 264 (41.3) 169 (46.6) 36 (52.9)

비정규직 390 (41.2) 209 (40.6) 160 (44.1) 21 (30.9)

미입력 87 (9.2) 42 (8.2) 34 (9.4) 11 (16.2)

합계 946 (100.0) 515 (100.0) 363 (100.0) 68 (100.0)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표 6> 2020년 보호종료아동 취업형태

2020년 자립수준평가 상자 중 취업 중인 이들의 취업형태는 <표 7>과 같다. 정규직에 종사하는 이들

은 2,858명으로 전체의 59.1%에 해당하 고, 40.9%인 1,978명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 2021). 한편, 보호종료아동의 정규직 비중과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이들의 정규직 비중

의 차이가 약 10%에 불과한데,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단위: 명, %)

구분 소계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정규직 2,858 (59.1) 1,316 (57.6) 1,436 (61.0) 106 (53.3)

비정규직 1,978 (40.9) 967 (42.4) 918 (39.0) 93 (46.7)

합계 4,836 (100.0) 2,283 (100.0) 2,354 (100.0) 199 (100.0)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표 7> 2020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취업형태

2020년 보호종료아동 취업자의 월평균소득을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월평균소득이 15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64.7%로 가장 많았고, 101만원-150만원이 18.4%를 차지하

다. 이밖에도 80만원 이하가 9.5%, 81만원-100만원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중도 7.4%로 나타났다(아동

권리보장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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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분 소계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80만원 이하 90 (9.5) 27 (5.2) 56 (15.4) 7 (10.3)

81만원-100만원 70 (7.4) 35 (6.8) 31 (8.5) 4 (5.9)

101만원-150만원 174 (18.4)  89 (17.3) 68 (18.7) 17 (25.0)

151만원 이상 612 (64.7) 364 (70.7) 208 (57.3) 40(58.8)

합계 946 (100.0) 515 (100.0) 363 (100.0) 68 (100.0)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표 8> 2020년 보호종료아동 취업자 월평균소득

다음의 <표 9>는 2020년 자립수준평가 상자의 월평균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171만원-200만원이 

29.8%로 가장 많았고, 201만원-250만원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22.5%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다음은 

151-170만원 15.4%이었고, 월평균소득이 25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6.1%로 나타났다.

(단위: 명, %)

구분 소계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55만원 미만 107 (2.2) 67 (2.9) 37 (1.6) 3 (1.5)

55만원-80만원 173 (3.6) 66 (2.9) 101 (4.3) 6 (3.0)

81만원-100만원 266 (5.5) 129 (5.7) 123 (5.2) 14 (7.0)

101만원-130만원 313 (6.5) 160 (7.0) 137 (5.8) 16 (8.0)

131만원-150만원 409 (8.5) 197 (8.6) 188 (8.0) 24 (12.1)

151만원-170만원 746 (15.4) 379 (16.6) 345 (14.6) 22 (11.1)

171만원-200만원 1,442 (29.8) 702 (30.7) 680 (28.9) 60 (30.2)

201만원-250만원 1,086 (22.5) 479 (21.0) 562 (23.9) 45 (22.6)

251만원 이상 295 (6.1) 104 (4.6) 182 (7.7) 9 (4.5)

합계 4,837 (100.0) 2,283 (100.0) 2,355 (100.0) 199 (100.0)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표 9> 2020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월평균소득

다음의 <표 18>은 2020년 자립수준평가 상자 중에서 연락두절과 군입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이들의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다는 응답은 30.4%이고, 비수급

이라는 응답은 69.6%이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보호종료아동 중 학생에게는 기초생활수급여부가 

이들의 삶의 질을 가르는 선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통해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

이트 신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장혜림, 정익중, 2017).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을 받

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지원 상이 되는지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서, 또는 지자체에 방문하는 것에 한 거부감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



❘한국사회보장정보원❘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지원 현황과 발전 방안 모색

75

지사각지 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여부에서 비수급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수급 사유를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단위: 명, %)

구분 소계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수급 2,778 (30.4) 979 (21.9) 1,586 (37.4) 213 (49.3)

비수급 6,373 (69.6) 3,496 (78.1) 2,658 (62.6) 219 (50.7)

합계1) 9,151 (100.0) 4,475 (100.0) 4,244 (100.0) 432 (100.0)

1) 자립수준평가 상자 전체 12,399명 중 연락두절(2,859명) 및 군입 (390명) 제외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표 10> 2020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여부

3) 진학현황

2020년 보호종료아동의 진학 및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보호종료아동 2,368명 

중 학에 진학한 이들은 550명으로 전체의 23.2%에 해당하 고, 취업한 보호종료아동은 946명(39.6%)

이었다. 학진학도 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인 보호종료아동은 872명(36.9%)으로 확인되었다(아

동권리보장원, 2021). 한편, 가정외보호 종료 후 무업자 생활경험이 있는 이들의 경험을 연구한 장혜림 

외(2017)에 따르면, 이들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나가며 건강보험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

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낙인감과 질병에 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도 취업

도 아닌 ‘기타’에 속하는 보호종료아동 중 많은 이들은 무업자이거나 아르바이트 종사자일 가능성이 높으

며, 따라서 이들에 한 보다 면 한 조사와 적절한 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진학 및 취업 현황을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학진학자(124명)보다 취업자

(515명)가 더 많았고, 기타에 해당하는 이들이 73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53.5%)을 차지하 다. 가정위탁

은 만18세 연령도달로 인한 만기종료보다 연장보호 기간이 완료되어 연장종료되는 아동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졸업 후 아직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

된다.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보호종료아동은 학진학과 취업자의 비중이 각각 약 40%씩으로 비슷하 고, 

기타에 해당하는 이들의 비중도 아동양육시설 12.9%와 그룹홈 18.4%로 가정위탁에 비해 적었다(아동권리

보장원, 2021).

(단위: 명, %)

구분 소계 학진학 취업 기타

가정위탁 1,373 (100.0) 124 (9.0) 515 (37.5) 734 (53.5)

아동양육시설 827 (100.0) 357 (43.2) 363 (43.9) 107 (12.9)

그룹홈 168 (100.0) 69 (41.1) 68 (40.5) 31 (18.4)

합계 2,368 (100.0) 550 (23.2) 946 (39.9) 872 (36.9)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표 11> 2020년 보호종료아동 진학 및 취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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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종료아동은 부분 20  초중반의 청년으로, 질병이나 신체적인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인 이들은 사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다면 제 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장혜림 외, 2017).

다음 <표 12>는 자립수당 상자 중 사망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조사 시점인 2021년 8월에는 자립

수당 상이 보호종료 후 3년 이내 아동에 해당하므로, 이는 보호종료 후 3년 이내 사망자 현황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중 사망자 8명, 가정위탁 13명이 발생하여 총 21명이 보호종료 후 

3년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연숙의원실, 2021).

(단위: 명, %)

구분 소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2019년 10 1 9

2020년 10 7 3

2021년 8월 1 0 1

합계 21 (100.0) 8 13

출처: 최연숙의원실(2021). 자립수당 상자 중 사망아동 현황자료.

<표 12> 자립수당 대상자 중 사망자 현황

한편, 보호종료아동은 신체건강보다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하기 쉬운데, 다음의 <표 13>에서 알 수 있듯

이 보호종료아동은 일반 청년이나 일반 청소년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고,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매우 

높다(관계부처 합동,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시기에 이들은 자립에 한 막막함

과 두려움, 외로움, 삶에 한 무기력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황종인, 김장회, 

2021). 특히,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학 나 부모와 분리되어 가정외보호 체계에 배치되는 과정과 같은 

경험은 심리적 외상으로 남아 보호종료 이후까지 향을 미치기도 하는데(김수정, 김지선, 정익중, 2017; 

김지선, 2021), 따라서 보호체계 배치 직후부터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분 보호종료아동 일반 청년 일반 청소년

삶의 만족도 5.3점 6.0점 6.5점

자살을 생각한 비율 50.0% 16.3% 13.1%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표 13> 보호종료아동의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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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에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6  주요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하 다. 추진과제별 이행계획을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추진과제 주요내용 세부 이행과제

보호받을 권리 보장 충분한 보호기간 확보
∙ 만24세까지 보호연장 강화
∙ 추가적 보호연장 요건 완화
∙ 미성년후견제도 보완

자립동반자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
∙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

자립생활 버팀목 강화 소득·주거 안전망 강화
∙ 소득안전망 강화
∙ 주거안전망 강화

진로 및 취업지원 강화 고등교육 기회 확  및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진로탐색 및 진학기회 확
∙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심리정서적 지원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및 사회적 지지관계 형성
∙ 심리정서 지원사업 확
∙ 바람개비서포터즈 확  운

제도기반 마련 제도적 기반 내실화
∙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보호종료아동 명칭 변경
∙ 민관 소통 및 연계 활성화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표 14>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주요내용

1. 보호받을 권리 보장

첫 번째 추진과제인 보호받을 권리 보장에서는 보호기간을 기존 만18세에서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

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 보호연장 시 연장요건을 완화하여 법에서 제시하는 조건 없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2022년 6월 22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아동이 원할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

직하며, 보호가 더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다만, 보호연장을 위한 현장의 준비가 충

분한가에 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들을 보

호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 서비스 내용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보호기간을 연장한 이들이 생활

할 공간이 있어야 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준비는 아직 미흡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갖기 전에 정부에서는 현장의 실태를 조

사하여 공간 확보나 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장보호 아동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보호기간 연장이 단지 

자립의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그친다면, 즉 만기퇴소 시점과 연장보호 종료 시점의 자립준비 상태가 동일

하다면 보호기간 연장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장보호 기간 동안 자립과 유사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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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활하며 자립을 연습하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립동반자

둘째, 정부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소에 확  설치

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한다고 발표하 다.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이 배치된다. 기관과 인력이 확 되는 것은 그만큼 보호종료아동을 돌볼 수 있는 

안전망이 이전보다 촘촘해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확충된 기관과 인력이 어떤 일을, 누구를 상으로 하게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신규 충원되는 인력의 상은 보호 중인 아동이 아닌 보호종료아동으로, 기존

에 이들을 담당했던 개별 기관의 담당자로부터 보호종료아동에 한 업무를 전담기관으로 이관하게 될 것

인지 역시 모호하다.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는 아동과 담담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담당자와의 관계

가 좋을 경우 보호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나 자원을 지원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계는 물론 

지원도 단절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김지선, 이민주, 정익중, 2018). 하지만 보호종료아동에 한 

관리를 기존 보호기관이 아닌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이관한다면, 아동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거나 이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져서 오히려 자립지원의 사각지 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기간부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전담요원과의 주기적인 면담을 통

해 아동과 담당자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하거나, 아동과 전담인력의 일 일 관계를 형성하여 자립준비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개별조력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전담인력의 수를 늘

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에 한 처우를 함께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자립생활 버팀목 강화

세 번째 추진과제인 자립생활 버팀목 강화로는 자립수당 지급 확 ,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 , 자립정

착금 지원 확 , 생계급여 제도개선 등 소득안전망 강화와 주거지원 강화를 통한 주거안전망 강화를 들 

수 있다.

경제안전망 강화의 경우, 2021년 정부 발표 이전부터 꾸준히 확 되어 왔다. 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은 점점 높아져서 2022년 기준 최소 500만원에서 최  1,500만원이 되었고, 2019년부터 자립수당

이 도입되어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22b). 경제적 지원이 확 된 

것은 경제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가장 쉽고 편한 방식인 현금 

및 현물 중심의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 임 주택 등 주거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호종료 후 안전

하고 깨끗한 주택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주거지원 형태 

중 가장 안정적인 것이 LH 전세임 주택이다. LH 지원을 통해 임 주택에 입주할 경우 월세나 전세, 고

시원 등 다른 유형의 거주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이용교, 안희란, 202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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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점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자립강화 책에 전세, 건설, 매입임  공급지원 확 에 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매입임 주택은 건물이나 시설이 노후되어 생활하기 불편하거나 안전에 취

약한 곳이 많아 보호종료아동이 매입임 주택보다 건설임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2022년까지 

2,000호의 공공임 주택을 지원한다는 발표에서 건설임 주택은 0.3천호에 불과한 것은(관계부처 합동, 

2021) 아쉬운 점이다.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임 주택의 공급지원을 

더욱 확 하여야 한다.

또한, LH 주거지원제도는 건설임 , 매입임 , 청년 전세임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신청방법과 절차 

등이 상이하여 지원 상인 보호종료아동은 물론,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과 공무원도 제 로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교와 안희란(2021)의 연구에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제도에 해 잘못 이

해하고 안내하여 LH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월세를 지출한 보호종료아동의 사례를 보고하 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LH 신청방식을 현재 건설임 주택 신청과 같이 아동권리보장원으

로 일원화하거나, 주거지원 신청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관리사를 지역별로 배치하여 보호종료일이 

도래하기 전부터 거주지 마련에 한 전반적인 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진로 및 취업지원 강화

네 번째 추진과제는 진로 및 취업지원 강화로, 보호종료아동에게 특화된 진로탐색 및 고등교육 기회를 

확 하고, 직업훈련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

고 가정외보호 체계에서 성장한 이들에게 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는 일반 청년들과 출발선을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 학교육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학생활을 통해 본인의 진로와 적성을 재탐색하거나 학교수 등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기도 한다(김지선 외, 2018). 과거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학에 진학하고 있고, 국가장학금이나 

민간장학재단의 장학금과 같이 학등록금 지원제도도 확 되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학에 진학한 

보호종료아동 중 많은 이들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학장학금이나 후원금, 각급

지자체 지원금과 같이 여러 가지 장학제도를 활용하여 학교육을 받고 있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그

러나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비롯하여 부분의 장학제도는 장학금 수혜를 위한 성적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에 미달할 경우 장학생에서 탈락하여 등록금 납부를 위해 출을 받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

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정부지원 등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 다고 하더라도 교재비나 식비, 

실습비와 같이 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고 생

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업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장학금 성적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장혜림, 정익중, 2017). 따라서 학에 진학한 보호종료

아동이 온전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나 교재비와 같은 학업유지를 위한 지원도 확 할 필요가 

있다. 

5. 심리정서적 지원

다섯 번째는 심리정서적 지원이다. 과거의 자립지원은 주로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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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최근 들어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에 한 지원 

역시 확 되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이들이 자립에 한 두려움, 혼자 생활하는 데에

서 오는 외로움,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 사회적 지지체계와의 단절 또는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 가정의 아동 역시 환경의 변화나 성인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비슷한 혼란을 겪

기도 한다. 하지만 지지기반이 열악하고 자립이라는 과제를 앞둔 보호종료아동은 이러한 원인으로 정신건

강의 문제를 경험하거나 심각하게는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자립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원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경험한 학 나 

방임, 부모와의 분리 등 부정적 생애경험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정외보호 체계에 

배치된 직후부터 보호종료 시까지 심리상담과 치료에 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보호종료아동의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의 안을 

발표하 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이러한 서비스를 찾아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들의 

심리정서적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신청보다는 발굴과 자원

연계가 효과적일 것이다.  

6. 제도기반 마련

여섯 번째는 제도기반 마련으로, 자립지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절차를 개선하며,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 다. 특히, 18세 이상 성인으로 보호조치

가 종료되어 자립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한 논의가 있

어 왔고, 이러한 점에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만, 보호 상아동의 보호조치와 보호종료 및 자립지원 등 일련의 내용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에 규정이나 관련 법 적용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

지 않은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지원제도 역시 확 되어

왔다. 최근 정부에서 이들에 한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앞으로 이들에 한 지원은 더욱 확 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지원제도 중에서 보호종료아동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이용하

는 것은 쉽지 않다. 반 로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홍보 부족 및 정보전달의 한계로 인해 서비스 지

원 상을 찾지 못해 자원이 남거나 같은 상에게 중복적으로 서비스나 자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자

립준비청년 사이에서 자립지원에 한 정보 부족 및 정보격차로 이어지고(이상정 외, 2019), 정보격차에서 

더 나아가 자립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하

지만, 기존의 정보전달 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정보전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정보를 검색하고 지원신청과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지원서비스를 추천하고 온라인을 통해 간편히 

신청함으로써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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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

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인 방식으로 재조직하여 

제공하는 돌봄체계를 의미한다.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 고, 

2019년 4월 총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 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한국사회에 미친 향력은 적지 않다. 첫째, 병원과 시설중심 서비스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가중심

의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 다. 둘째, 보건복지부의 중심의제로 자리 잡으면서 노인돌봄, 일

차의료, 방문간호 등의 역에서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성과만큼이나 많은 한계

점이 노출되었다. 표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 고, 보건의료기관의 참여가 미

흡하 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 협력거버넌스가 작동하지 못하 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사업실패(program failure)가 아니라, 그동안 제도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발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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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 역의 체계실패(system failure)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WHO, 2016; 전용호, 

2018; 김창오 등, 2021). 즉, 후기고령자를 구체적으로 돌보는 미시과정에서 돌봄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을 보장하는 다음의 기전들이 실제로는 어떠한 제도에서도 구현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1) 단

일등록창구, 2) 사례관리 및 서비스 조정, 3) 단일평가도구, 4) 의료기관의 지역화, 5) 민간 서비스기관 네

트워크, 6) 다학제 팀 운 지원 정책, 7) 고위험군 선별전략, 8) 인력개발계획 등.

본 연구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관찰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서로 다른 재원과 전달

체계를 가진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를 사람중심 관점에서 연계·통합하는 안모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모형은 목표, 재정, 서비스, 거버넌스, 인력,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의 역에서 혁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모형으로 불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핵심목표로 설정된 장기요양예방은 단지 장기요양 등급인정자로의 진입을 예방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재가급여 상자의 중증화로 인한 요양시설로의 입소를 예방하는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기술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로 거시적 또는 중시적 수준의 안모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2022년 12월 공식적인 종료를 앞두고 있다. 보다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체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관찰된 노인돌봄체계의 한계는 무엇인가?

2)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부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3) 통합돌봄의 현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혁신모형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1. 국내 선행 연구

통합돌봄(integrated care)이란 서로 다른 재원과 전달체계를 가진 2개 이상 역의 사회서비스를 클라

이언트 중심으로 재조직화하기 위하여 동일기관의 다학제 팀 또는 서로 다른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구조화된 노력으로 정의된다(Leijten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상태로의 

진입 예방이라는 목표하에 복합욕구를 가진 재가노인에게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체계적

인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장기요양예방(preventive long-term care)은 노인의 고유역량을 최 한 

보존하여 기능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들로 정의할 수 있다(WHO, 2019). 우리

나라에서는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외자가 등급인정자로 진입하는 것을 최 한 

늦추거나 또는 장기요양 등급인정자가 추가적인 기능악화로 시설입소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활

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노인돌봄체계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국내 선행연구들이 비교적 활발하

게 수행되었다.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재정, 서비스, 거버넌스, 인력, ICT 역의 안을 제시한 주요 선행

연구들의 목록은 <표 1>과 같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가장 많은 수

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장기요양예방의 관점에서 노쇠관리 서비스 제공(호승희 등, 2009; 전용호 등, 

2015; 유애정, 2021), 사례관리 전담기구의 신설(한은정 등, 2012; 석재은 등, 2018; 조경희 등, 2019; 

김윤, 2019), 방문의료 전담기구의 신설(김창오 등, 2021; 전용호 등, 2021; 최재우 등, 2021) 등을 제안

하는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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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설계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저자(연도) 연구제목 분야 주요 제안사항

호승희 등 (2009)
허약노인의 장애발생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방문재활 프로그램의 운  
및 평가

서비스 보건소에 노쇠관리팀을 신설하여 장기요양 예방서비스 제공

한은정 등 (201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체계 

개선방안
서비스 건강보험공단지사 이용지원사업을 통해 사례관리조직 신설

전용호 등 (2015)
요양예방 필요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기능개편에 따른 지침(안) 연구
서비스 노인돌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요양 예방서비스 제공

선우덕 등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재정, 
서비스, 

거버넌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 성과를 평가하고 부문별 재설계 
방안을 제시(성과평가지표, 단일화된 평가도구, 재정추계 등)

강혜규 등 (2017)
지자체 복지 인력 현황 분석 및 

수급방안 연구
인력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실태파악 및 충원방안 제시

석재은 등 (2018)
장기요양서비스 급여 상 및 범위 
확 에 따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의 개편방안 연구

재정, 
서비스,

거버넌스 

공공재가통합돌봄센터를 신설하여 사례관리체계 구축하고 
지역재량자금을 활용하여 사례관리자 권한 강화

정 철 등 (2018)
사회보장 정책 업무 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
ICT

사회보장정책업무 지원을 위한 통합데이터 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김승연(2020)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재정체계 검토 재정 장기요양재원을 중심으로 총액기반 재정계약제도 제안

김윤(2019)
목표중심의 커뮤니티케어사업 모형과 

전략개발 연구

재정, 
서비스, 

거버넌스

장기요양재원을 중심으로 성과기반 총액계약제도를 제안하고 
지역돌봄센터를 신설하여 사례관리체계 구축

김윤희 등 (2019)
커뮤니티 케어 재원 연계·조정을 위한 

기반연구
재정 통합돌봄을 촉진하는 네 가지 재정전략들의 장단점 비교분석

임정미 등 (2019)
인구구조 변화에 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
인력 노인장기요양인력의 수급 추계 및 안정적 확보방안 제안

조경희 등 (2019)
환자 중심의 의료-요양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연구
서비스 의료요양통합 이용지원센터 신설을 통한 사례관리체계 구축

김아래미 등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보건복지 
협력 활성화 방안

거버넌스, 
인력

통합돌봄 간호사-사회복지사의 유기적 협력방안 제안

김윤 등(2020)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연구

서비스, 
ICT

노인돌봄 전달체계를 위한 노인주치의, 재택의료, 
퇴원환자관리 및 ICT 제안

조인성 등
(2020)

보건의료 커뮤니티케어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거버넌스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주체로서 

보건소 역할 제안

김창오 등 (2021)
지역사회 거주지원을 위한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강화 방안: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중심

서비스, 
거버넌스

재택의료센터 신설 및 통합재가 컨소시움 구축을 통한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 정책 제안

유애정 등 (2021)
장기요양예방을 위한 

노인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서비스, 

거버넌스
장기요양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자체 협력연계 방안 제안

이혜진 등 (2021)
통합돌봄 전달체계 지원을 위한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개선지원 
연구

서비스
통합돌봄을 위한 공공일차의료기관의 표준모형 및 운 방안 

제안

전용호 등 (2021)
지역사회통합돌봄 제도화를 위한 기존 

제도 재구조화 방안 연구
서비스, 

거버넌스

사례관리체계 구축, 통합방문간호센터 신설, 치매안심센터 
기능전환, 재택의료센터 신설을 통한 통합돌봄 재구조화 방안 

제안

최재우 등
(2021)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방문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

서비스 방문의료사업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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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구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요 문제점을 재정 분절성으로 진단하고 재정통합에 기반한 지

역사회 통합돌봄체계의 재구조화를 제안하 다. 김윤희 등(2019)은 통합돌봄을 촉진하는 네 가지 재정전

략(포괄보조금, 지방재정 이양, 기금, 새로운 사회보험)을 비교·고찰하 다. 김윤(2019)은 단기적으로는 시

범사업을 통해 분절된 재정을 연계 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

하여 ‘(가칭)통합돌봄보험’을 신설하자고 하 다. 이를 성과기반 총액계약제 방식으로 시군구에 배분하고, 

지방정부가 책임있게 운용함으로 재량예산이 차등적으로 발생하도록 제안하 다. 김승연(2020)의 연구에

서도 장기요양보험 중심으로 재정을 통합하고 지자체가 운용을 책임지는 총액기반 재정계약제도를 제안하

다. 이상의 연구들이 본 연구에 시사하는 점은 통합돌봄 혁신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비스 

전달체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재정, 인력, 거버넌스, ICT 등의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국외 선행 연구

통합돌봄모형을 설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이

다. 한국에서는 1990년  보건복지사무소와 2020년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춘천, 화성시)을 통

해 제한된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을 뿐이지만, 국외에서는 모범적으로 운 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WHO, 2016). 여기에서는 캐나다와 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역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시도한 두 가지 모형에 해 기술하고, 최근 유럽국가의 실천경험을 바

탕으로 제안된 하나의 통합돌봄 프레임워크에 해 설명하기로 한다. 

1) PRISMA(Program of Research to Integrate the Services for the Maintenance of 

Autonomy) 모형

후기고령자를 상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의 분절성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며,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PRISMA는 1999년 캐나다 

퀘백 주에서 시도된 통합돌봄모형으로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에게 조정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하 다(Hébert et al., 2003; MacAdam, 2015). 이 모형의 특징은 통합관

리를 위해 기존의 보건, 의료, 복지기관 등을 합병하지 않고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 되었

다는 점이다. 2001년 퀘백주 전역으로 확 되었으며, 현재는 총 22개의 권역별 사례관리 전담기구인 

CISSS(Integrated Health and Social Service Centers) 또는 CIUSSS(Integrated University Health 

and Social Services Centers)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통합관리 모형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4년간 추적

관찰 연구가 실시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신체기능 저하, 미충족 욕구, 응급실 방문 등의 항목에서 유의

한 개선이 있었음을 확인하 다(MacAdam, 2015). 

PRISMA 모형에는 상자의 진입을 위한 단일등록창구(single point of entry)가 있으며, 돌봄의 조정

과 협력적 설계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공동운 위원회, Joint Governing Board)가 구축되어 

있다. 이 안에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며(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1인당 40~45명 관리), 가정주치의는 전

문의료서비스에 한 접근과 조정을 담당하는 핵심적 협력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자가 병

원에 입원하거나 퇴원하는 등의 상황에도 서비스 연계가 지속될 수 있다. 효율적인 서비스 조정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이하 EHR)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PRISMA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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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필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간 조정 및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의 표자가 참여하여 공동운 위원회를 구성함.

   (2) 단일등록창구: 서비스 이용절차를 단일화하여 접수 시점에서 욕구평가가 수행됨.

   (3) 사례관리: 서비스 기관과 독립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례관리 전담조직이 있음.

   (4) 개인별 맞춤 서비스 계획: 사례관리자 주도의 다학제 팀 회의를 통해 수립됨.

   (5) 단일평가도구: PRSIMA-7(선별도구)과 Iso-SMAF(포괄평가도구)로 상자를 선정함. 

   (6) 정보통신시스템: 의사소통의 용이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EHR을 사용함.

  

PRISMA의 재원은 국비, 지방비 등 복수재원으로부터 조성된 공공기금이며, 자원분배에 한 의사결정

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네트워크인 공동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례관리 전담기구인 CISSS/CIUSSS는 

권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형성된다. 이와 같은 체계하에서 PRISMA에 참여한 부분의 노인들은 CISSS/CIUSSS를 통해 무상으로 

서비스를 연계 받는다. 단, 서비스 제공기관은 CISSS/CIUSSS를 통해 관련된 비용을 정산하게 된다. 

PRISMA 모형은 세 가지 수준의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 첫째, 전략적 수준에서 병원, 일차의료 기관, 

사회서비스 기관, 민간서비스 기관 등의 표자로 구성된 지역거버넌스협의체(local governance table)가 

있다. 프로젝트의 전략적 목표설정, 필요한 자금 및 행정조직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적 또는 

임상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논의한다. 현재 확  PRISMA 모형에서 해당 업무는 CISSS/CIUSSS

로 이관되었다. 둘째, 실무적 수준에서 서비스 공급기관의 관리자들로 구성된 지역관리협의체(local 

management committee)가 있다. 여기에서는 프로젝트의 인력, 예산, 의사소통 등에 관련된 문제를 논

의하고 조정한다. 셋째, 임상적 수준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사례회의 협의

체가 있다. 상자의 욕구에 따라 돌봄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정한다.

출처: (Hébert et al., 2003 재구성)

[그림 1] PRISMA 모형의 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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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oint Strategic Commissioning 모형

1940년  이후 국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National Health Service(이하 NHS)에 의해 공공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사회서비스는 지방행정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체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 전달되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된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최근 국에

서는 통합전략 커미셔닝(Joint Strategic Commissioning) 이란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커미

셔닝이란, 보험자 또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

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뜻한다. 크게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①, ②)과 이를 실

제 구매하고 평가하는 과정(③, ④)으로 구분된다. 계약(contracting), 조달(procurement) 등의 용어와 종

종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공동구매계약’이란 용어를 사용하 다. 

(1) 욕구사정(assessing needs): 지역주민의 미충족 욕구가 무엇인지 평가하는 과정

(2) 우선순위 설정(prioritizing): 가용자원량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구매목록을 결정하는 과정

(3) 구매(purchasing):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4) 추적관찰(monitoring):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통합전략 커미셔닝은 모든 서비스에 해 양질의 공급자를 보장하고, 이와 함께 보건복지 파트너십과 지

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강창현, 2013). 이를 위해 국은 우선적으로 지방정

부에 보건복지위원회(Health and Wellbeing Board)를 설치하 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욕구사정과 우선순위 

설정 과정을 통해 관할 지역에 어떠한 서비스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공급을 기

획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통합욕구평가보고서(Joint Strategic Needs Assessment, JSNA)

와 통합전략보고서(Joint Health and Well-being Strategy, JHWS)를 작성한다. 이는 관할 지역의 신규서

비스 투자와 철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서로 서비스 제공기관 연합체(임상커미셔닝그룹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게 전달된다.

임상커미셔닝 그룹(Clinical Commissioning Group)은 지역사회 주치의들로 구성된 컨소시움

(General Physician Consortia)으로 관할 지역에 등록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고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 Primary Care Trust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12년 Health and 

Social Care Act가 발효된 이후 명칭과 기능의 일부가 수정되었다. 이곳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JHWS에 따라 실제로 일차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구매하고 관련자원을 조달한다. 예를 들어, 관할 지역

에 응급의료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이를 위해 구급차 또는 당직의사가 얼마나 필요할지를 결

정하고, 이에 한 계획에 따라 실제 서비스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NHS 재정의 61%

가 총액계약방식으로 임상커미셔닝 그룹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커미셔닝 그룹의 활동은 

중앙정부조직인 NHS Commissioning Board의 감독을 받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질과 형평성에 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진다.

3) SELFIE(Sustainable intEgrated chronic care modeLs for multi-morbidity: delivery, 

Financing, and performancE) 프레임워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스페인, 국 등 8개 나라를 중심으로 구축

된 SELFIE 컨소시엄에서는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근거 기반의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SELFI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Stuckmann et al., 2018). SELFIE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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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의 구체적 목표는 1) 복합만성질환자를 상으로 한 통합돌봄 프로그램 모형개발, 2) 적절한 인센티브와 

지불제도 연계를 통한 근거기반의 자문 수행, 3) 복합적 의사결정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통합돌봄이 결과에 

미치는 향에 한 경험적 근거 마련, 4) 중앙 및 동유럽의 상이한 돌봄 환경 및 맥락에 맞춘 실행 및 

변화 전략을 포함한다(Czypionka et al., 2020). 이에 보건복지 부문의 협력과 적절한 지불제도를 개발

하기 위한 SELFIE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었다(Leijten et al., 2018). SELFIE 프레임워크는 Wagner(1998)

의 만성질환모형(Chronic Care Model)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복합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다양한 보

건복지 전문가의 개입을 필수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모형 개발단계에서 주요 이슈는 돌봄의 분절성, 제도

별로 상이하게 설계된 지불체계의 위험성, 단일질환 중심으로 개발된 가이드라인의 한계성, 치료와 돌봄의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점 등이다. 

SELFIE 프레임워크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연관성을 토 로 보건의료체계의 6가지 구성요소에 따라 통합

돌봄에 한 개념을 구체화하 다. 이를 다시 미시적-중시적-거시적 차원으로 구분하 다. SELFIE의 6가

지 역과 구성요소(거시적 차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eijten et al., 2018). 

(1) 서비스 전달체계: 부문 간 돌봄 통합을 위한 정책, 시장 규제, 서비스 가용성 및 접근성

(2) 리더십과 거버넌스: 정치적 책임, 만성질환과 복합 이환에 관한 정책

(3) 인력: 인구통계 및 수요예측을 반 한 인력 구성

(4) 재정: 돌봄 모형에 한 투자 

(5) 기술과 의료상품: 기술 혁신 조성 정책, 기술·의료상품에 한 접근성 강화

(6) 정보와 연구: 데이터보호 입법화, 지원정책, 상자 정보 접근성 강화 정책 등

III. 연구방법

1. 문헌 고찰과 전문가 포럼

본 연구는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적인 모형을 제안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첫째, 의료, 간호, 보건, 복지, 공학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다학제, 다기관 연구팀을 조직하고, 문

헌고찰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황과 한계점, 발전 방안과 관련된 핵심이슈를 선정하 다. 둘째, 연

구목적에 따라 재구성한 SELFIE 분석 틀을 적용하여 8가지 주요 국가사업의 운 구조를 분석하 다: 1)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 5) 치매안심센터사업, 6)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사업, 7)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

사업,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셋째, 지역돌봄, 일차의료, 재택의료, 방문간호, 장기요양예방, ICT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24명을 자문단으로 선정하 고, 연구진이 분석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총 7회의 

전문가 포럼을 시행하 다. 넷째, 문헌고찰과 전문가 포럼을 거쳐 개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혁신모형(안)

에 하여 추가적인 추론과정을 거쳐 최종모형을 제시하 다.

문헌고찰은 KISS, DBpia, RISS, PubMed, Scopus, SocIndex, Google scholar 등에서 지역돌봄과 

연관된 검색어를 활용하여 선행연구와 연구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 다. 그밖에 연구

진에 의해 추천된 문헌과 회색문헌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 다. 이후 모형개발 단계에서 주제별 

쟁점을 검토하고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포럼을 실시하 다. <표 2>와 같이 2021년 10

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7차례 전문가포럼을 통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전문가포럼은 주제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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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사회자로 토의주제를 먼저 발표한 이후, 연구진과 자문위원들이 함께 1~2시간 정도 자유로운 토

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토론 내용은 사전동의를 거친 후 녹음·전사되었고, 이후 연구진에 

의해 내용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문헌고찰, 기존체계 분석 및 전문가포럼을 통해 수집된 일차분

석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을 참고할 수 있다(김창오 등, 2022). 반복적 추론(abductive 

reasoning)은 다양한 쟁점들 속에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추론법 중 하나로 여러차례 연구진 회

의를 통해 수행되었다.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정책환경 속에서 안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

다. 이는 기존체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재의 정책환경에 해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닌 하나의 안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Timmermans & Tavory, 2012).

<표 2> 통합돌봄 혁신모형 개발을 위한 전문가포럼 추진과정

회차 날짜 주제 패널 국적 자문위원 수 토론 세부

1차 2021.10. 지역돌봄 한국 3명 지역돌봄모형 한계점 검토

2차 2021.10. 일차의료 한국 3명 일차의료 역 안 검토

3차 2021.11. 재택의료 한국, 일본 7명 재택의료 역 안 검토

4차 2021.11. 방문간호 한국 3명 방문간호 역 안 검토

5차 2021.12. 장기요양예방 한국 7명 장기요양예방 역 안 검토

6차 2022.1. 정보통신기술 한국 3명 정보통신기술 역 안 검토

7차 2022.2. 지역돌봄 한국 4명 통합돌봄 안모형 검토

2. 연구의 분석 틀

통합돌봄 혁신모형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의 분석틀로 SELFIE 프레임워크를 재구성하여 사용

하 다.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근거에 기반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서 사람중심의 돌봄체계를 구

축하고자 한 SELFIE의 목표는 한국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기 때문에 분석 틀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SELFIE 모형에 한 문헌고찰과 한국의 제도적, 실천적 상황에 한 전문가 의견을 

토 로 6가지 구성요소를 갖춘 연구의 분석 틀을 재구성하 다: 1) 목표와 상자, 2) 재정, 3) 서비스 전

달, 4) 리더십과 거버넌스, 5) 인력, 6) 정보통신기술과 연구. 이상의 6가지 항목별로 연구질문을 도출하여 

연구를 위한 논의와 분석을 진행하 고, 새로운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의 구체적 내용을 개발하 다<표 3>. 

<표 3> 본 연구의 분석 틀

분석항목 구체적 분석내용

목표와 상자 -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누구를 중점 상자로 할 것인가?

재정 -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분배할 것인가?

서비스 전달 -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직체계를 갖출 것인가?

리더십과 거버넌스
- 추진 주체는 누구인가?
- 협력을 지원하는 기전은 무엇인가?

인력 -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훈련시킬 것인가?

정보통신기술과 연구 - 통합돌봄을 지원하는데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개발 또는 활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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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목표와 대상자

1) 기존체계의 한계점: 불명확한 목표 및 대상자 설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품위있는 삶을 유지

하는 것이며(aging-in-place), 만성질환과 환경요인을 적절히 관리하여 임종 전까지 최 한의 기능상태를 

보존하고(healthy aging), 이를 통해 장기요양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포럼을 통해 이상의 세 가지 목표에 한 전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지역 단위의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한다는 명분하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 예방적 선제개입이 필요한 상자 기준이 느슨하게 적용되었다. 

최재우(2022)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최중증(1-2등급), 중증(3-4등급), 

중경증(4-5등급), 경증(인지지원등급) 노인의 참여비율은 2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신 등급

외자(기각 및 각하)에도 포함되지 못한 건강한 노인들이 전체 사업 상자의 49.5%를 차지하고 있었다. 건

강한 노인은 13개 선도사업 지역 재가노인 비 0.9%만이 참여했으므로 보편적 노인들의 참여를 목표로 

상자로 선정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불명확한 목표체계하에 임의

로 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가장 큰 문제

점으로 상자와 목표의 불명확성을 지적하 다. 이는 중재 내용과 성과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저해하는 근

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2) 대안모색: 목표, 대상자, 중재 및 성과관리지표의 통합성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목표, 상자, 중재 및 성과관리지표 등의 요소들이 상호연관되어, 하나의 통합

된 사업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 다. 핵심목표는 1) 장기요양 진입예방, 2) 시설입소 

예방이라는 두 가지 연관된 목표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상의 목표에 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표 4>와 

같은 측정 가능한 성과관리지표를 사전에 설정해야 하며(이윤경, 김세진, 2012; 선우덕 등, 2013; 김홍수, 

2015; 선우덕 등, 2016), 국의 보건사회서비스 질 관리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와 같이 독

립적인 성과관리 감독조직을 신설하여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전용호, 2008; 이윤경, 김세진, 2012).

<표 4>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표 및 성과관리체계

목표 상자 중재 성과관리지표

장기요양
진입예방

장기요양 
진입

고위험군
(A군)

노쇠관리
서비스

(사례관리)

결과지표 전년 비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비율, 장기요양보험 총지출률

과정지표 서비스 이용 만족도, 건강관련 삶의 질, 신체기능 유지율

투입지표
등급외자 천명당 사례관리자 수, 노쇠관리 서비스 이용률, 협력기관 수(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의사 인력 수)

시설입소
예방

시설입소 
고위험군

(B군)

통합재가
서비스

(사례관리)

결과지표
전년 비 장기요양 시설입소자 비율, 재가 및 시설급여지출의 비중, 장기요양급
여 이용자 1인당 급여지출액,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유지율 및 등급개선율

과정지표 서비스 이용 만족도, 건강관련 삶의질, 반복 입원율, 응급실 이용율, 리처방 비율

투입지표
재가급여자 천명당 사례관리자 수, 통합재가 서비스 이용율, 협력기관 수(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의사 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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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진입 고위험군(A군)과 시설입소 고위험군(B군)은 각각 약 50만명과 20만명으로 추산된다(박명

화 등, 2009; Kim & Jang, 2018; 강은나 등, 2019; 정현진, 2020; 김창오 등, 2021; 최재우, 김창오, 

2022). 이들을 목표 상자로 설정해야 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약간의 도움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거나 자신의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인구집단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 

장기요양 급여체계에서 이들은 기능악화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우

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능저하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

다. 따라서, 거동불편 허약노인 입장에서는 건강상태 회복보다는 경도노쇠(mild frailty) 단계로의 진입을 

선호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준와상노인(severe frailty)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3~4시간)와 시설급여(24시

간)의 보장성 차이가 너무 커서, 수급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완전와상(very severe frailty) 단계로 진입하

여 시설급여를 받고자 하는 동기가 형성된다. 이는 지역사회 계속거주, 건강노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체

계의 3가지 목적에 모두 위배되는 일이지만, 지역사회 현장에서 자주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림 2] 통합돌봄 혁신모형의 두 가지 주요 정책대상자와 서비스 내용

새로운 통합돌봄모형은 다음의 주요 사업 상자에게 두 가지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그림 

2>. 첫째, 장기요양 진입 고위험군(A군)을 상으로 노쇠관리 및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50만명의 

장기요양 진입 고위험군 중에서 20% 정도(10만명)가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로 신규전환되고 있다(박명화 

등, 2009; Kim & Jang, 2018). 이들을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적절한 노쇠관리 서비

스(건강주치의, 양, 운동, 칩거 예방 등)를 제공하여 자립적인 기능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업목표이다. 둘째, 시설입소 고위험군(B군)을 상으로 사례관리 및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재가급여 상자 중 거동불편 사유로 병의원을 다니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 상자는 28만명이며, 이들의 

31.9%가 리처방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은나 등, 2019; 정현진, 2020; 최재우, 김창오, 

2022). 이들 인구집단을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통합돌봄 혁신모형의 두 번째 목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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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

1) 기존체계의 한계점: 국비와 지방비에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구조

서로 다른 재원과 전달체계를 갖고있는 보건복지 사업들의 협력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확보

는 필수적이다.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1) 국비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 2) 지방

비예산이 투입되는 자체예산 프로그램, 3) 사실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

다. 즉, 주요 재원으로 예산(국비와 지방비)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도사업 1개 지역당 연간 15~20억원 정

도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해 전문가포럼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중심의 재원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강하게 지적되었다. 문헌

고찰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의 세 가지 재정 측면을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현재 장기요양보험

은 이미 13년 전 후기고령자의 통합돌봄을 위해 구축된 재정체계이며, 현재까지 조성된 재정 규모(약 8조

원)는 통합돌봄 선도사업 재정(약 0.7조원)의 10배가 넘는다(김윤, 2019). 둘째, 취약계층이 아닌 보편적 

노인으로 상자 범위를 확 하고, 또한 미래시점의 인구 고령화 추이를 고려하 을 때, 재원조달 능력 측

면에서 사회보험방식이 유리하다. 셋째, 재가서비스 공급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또는 건강보험 재원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2) 대안모색: 장기요양예방계정 신설과 성과기반 총액계약제 도입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장기요양 국고지원금의 50%를 장기요양 예방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

는 계정(특별회계)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노인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원(연간 약 0.9조원)으

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 다. 이는 현실적 관점에서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현재 리더십과 행정구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통합돌봄사업의 혁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장기요양예방계정을 통한 

재원확보는 선행연구를 통해 제안된 통합돌봄보험(약 20조원; 김윤, 2019) 또는 지역돌봄계정(약 7.6조; 

김승연, 2020) 보다 규모가 작은 편이다. 하지만, 법률개정을 요구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이해관

계자 범위도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 정부 입장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상 적으로 높다. 둘째, 장기요양예방

계정의 신설은 향후 장기요양 국고지원금을 보다 책임있게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므로 국회 또는 재정기획

부가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9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비 0.86%로 인상하 으

며, 이와 함께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전년 비 18.6% 상승된 1.8조원으로 의결되었다. 김

용하(2020)에 따르면 향후 장기요양 국고지원금은 2030년에 이르러 3.4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새롭게 확보된 재원은 성과평가체계에 기반한 총액계약(global budget) 방식으로 지방정부에 분배하도

록 한다. 통합돌봄 혁신모형은 다음의 세 가지 재정 절감 기전을 갖고 있다. 첫째, 거시적으로 새롭게 확

보한 재원(0.9조원)의 약 80%(0.7조원)에 해서는 226개 기초단체 노인인구 수에 따라 분배한다. 이와 

같은 총액계약 방식으로 지방정부는 지방비 매칭이 없더라도 평균 30억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단, 

20% 가량의 재원은 성과지원금(0.2조원)으로 배정하여 보다 높은 성과관리지표(예를 들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비율 및 시설입소자 비율 감소)를 달성한 기초단체에게 추가적으로 분배하도록 한다. 이는 재정사

용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성과지원금의 10% 가량(200억원)을 연구개발금

으로 할당하고, 이를 통해 비용 효과적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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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통합돌봄 혁신모형을 통한 전통적 방문요양 및 시설급여 대상자 감소 시나리오

둘째, 중시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인정에 한 자격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전통적인 방문요양 및 

시설입소자 수를 줄이도록 한다. 최근 10년간 장기요양 신청 비 등급 인정율은 2010년 50.8%에서 

2019년에는 69.4%로 18.6%p 가량 크게 상승하 다(김용하, 2020). 이는 앞서 언급한 바 현재 장기요양

급여체계가 기능악화 및 중증화에 한 수요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장기요양 진입

예방(노쇠관리 A군)과 시설입소 예방(통합재가관리 B군)에 효과적인 신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다면, <그

림 3>과 같이 전통적인 방문요양 및 시설급여에 한 수요를 10~33%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결과적으로 통합돌봄 혁신모형은 노쇠에서 와상단계까지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장기요양급여의 다

양화(개별화)를 촉진할 수 있다.

셋째, 미시적으로 근거기반 중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장애기간 압축(compression of disability)을 통

한 비용절감 효과를 이루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노쇠(frailty)는 장애발생의 고위험군으로 조작화되며, 노화

와 달리 복합중재를 통해 장애기간을 늦출 수 있는 가역적 상태로 정의된다(김창오, 선우덕, 2015). 노인

의학 및 보건학 분야에서 수행된 다수의 선행연구로부터 노쇠 예방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중재방법이 충분

히 개발되어 있다(호승희 등, 2009; Kim & Lee, 2013; Travers et al., 2019; Kidd et al., 2019; 

Kim et al., 2021): 1) 다면적 근력강화운동, 2) 고단백 양보충, 3) 노인포괄평가, 4) 건강교육, 5) 가

정방문, 6) 칩거 예방 등. 이를 통해 연간 50만명 이상에 달하는 장기요양 진입고위험군(A군)의 장기요양 

진입시기를 일정 기간 늦출 수 있다면, 투입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일정 부분 재정절감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입소예방 고위험군(B군)에 한 근거중심 중재연구들은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통합재가서비스에 재택의료가 포함되는 등 서비스 고도화가 이루어질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입소)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2019)에 따르면 저의료·저요양군(3-5등급, 요양병원 경도)에 속

한 54만명 중 31만명(57.4%)이 부적절한 시설입소자(또는 요양병원 입원)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시설급여 체 서비스가 부재하기 때문에 시설입소를 선택한 상자들이다. 향후 통합재가서비

스의 양적(예들 들어, 8시간 방문요양특별급여) 또는 질적 개선(예를 들어, 재택의료와 결합된 방문요양급

여)을 위한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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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전달

1) 기존체계의 한계점: 취약한 공공돌봄 인프라와 일차의료 연계 부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읍면동에 통합돌봄창구를 두어 단일화된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장기요양, 주거 역에서 복합욕구를 갖고있는 고난이도 상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

도록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운 하고 있다. 지역케어회의에는 민관협의체에 가입된 종합병원(요양병원), 

보건소, 사회복지관, 장기요양기관 등이 참여하여 선도사업의 목표와 계획을 공유하고 미시적인 서비스 조

정을 시도하고 있다. 2021년 3월까지 총 19,330명이 등록되어 17,932명에 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최재우, 2022). 하지만, 실제 서비스는 단순연계에 가깝고 돌봄의 연속성을 위한 

조정자 역할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또한 부분의 서비스가 일상생활지원과 요양보호에 

치중되어 있으며, 일차의료 및 방문간호를 포함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

한 존재한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1) 공공주도 사례관리 전담기구와 2) 방문의료 전담기구

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다수의 문헌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먼저 공공주도 사례관리 전담기구에 해서는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다(한은정 등, 2012; 이윤경 등, 

2017; 석재은 등, 2018; 조경희 등, 2019; 김윤, 2019). 일부 연구자들은 여기에 노쇠관리 기능을 추가

한 서비스 모형을 제안하기도 하 다(호승희 등, 2009; 전용호 등, 2015; 유애정 등, 2021). 방문의료 전

담기구에 해서는 2000년  보건소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방문간호(이건아 등, 2018; 권현정, 김진현, 

2020; 장숙랑, 2021; 장숙랑 등, 2022)와 2018년 이후 일차의료 역에서 제안된 방문진료의원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김창오 등, 2020; 김창오 등, 2021; 최재우 등, 2021).

2) 대안모색: 사례관리 및 방문의료 전담기구의 신설

전문가 포럼을 통해 두 가지 방문의료 전담기구가 제안되었다. 첫째, 시군구 통합돌봄추진단에 통합방문

간호센터를 부설화하여 기존의 방문간호(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장기요양 방문간호급여, 의료기관 가정

간호사업)를 재구조화한다. 둘째,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의 미충족 의료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일

부 의원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하고, 다학제 팀(간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등)에 의한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4>는 통합돌봄 혁신모형에서의 서비스 전달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서비스 신청과 상자 선별과정은 1) 직접신청경로와 2) 간접신청경로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노인 또는 

가족들은 읍면동 주민센터(통합창구)에서 노쇠관리에 관한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노쇠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통합판정도구를 통해 선별·등록이 이루어진다(한은정, 2021).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

이터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진입 고위험군(A군)과 시설입소 고위험군(B군)에 한 상자 선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된 상자는 공공 역의 사례관리 전담기구(지역돌봄센터)로 안내되어 

구체적인 노쇠관리(직접제공) 및 사례관리(간접제공) 서비스를 제공 받게된다. 2개 이상의 역에서 복합욕

구가 인정되는 상자의 서비스 조정을 위하여 공공 역의 사례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지역케어회의를 개

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민간 역의 전문서비스 기관과의 상호계약(통합재가컨소시움)이 사전에 체결되

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인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 가지 전담기구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다: 

1) 지역돌봄센터, 2) 통합방문간호센터, 3) 재택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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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통합돌봄 혁신모형의 서비스 전달과정: 대상자 선별, 사례관리 및 전문서비스 연계

(1) 지역돌봄센터: 공공주도 사례관리 전담기구

공공 역의 사례관리 전담기구로서 노인인구 1만명 당 1개소씩 지역돌봄센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센

터당 최  700명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 할 경우 허약노인 전체를 상

으로 장기요양 예방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약 800개소 추산). 지역돌봄센터는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단의 읍면동 산하조직으로 장기요양예방사업에 특화된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적인 운 을 위하여 사례

관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정규직 공무원 10명과 일정 인원의 계약직 공무원을 신규배치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에서 채용된 간호직 공무원이 이 업무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내용은 기초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필수 서비스로 지역사회에서 선별된 장기요양진입 고위험

군(A군)에게 노쇠관리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도록 한다. 여기서 노쇠관리 서비스란 실외보행이 가능한 허약

노인에게 제공하는 근거기반 통원형(집단운동교실, 집단 양교실) 또는 방문형(도시락배달, 칩거예방사업) 

프로그램을 뜻한다. 체로 단기 집중관리사업(3개월 이내 기능향상을 목표)으로 운 되며, 1인당 프로그

램 비용을 낮추기 위해 충분한 자원봉사자 인력을 활용할 것이 권고된다(Travers et al., 2019). 사례관리 

서비스란 복합욕구를 갖고 있는 허약노인에게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2가지 이상의 역에 걸쳐있는 서비스

들을 연계·조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공공 역의 사례관리자는 필요시 행정권한을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

에 한 직접적인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시군구에 할당된 지역재량예산을 활용하여 미충족 서비스

에 한 공동구매계약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 재택의료, 치매관리, 긴급돌봄, 방문요양, 

주간보호, 칩거예방 등을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기관(의원, 복지관, 재가요양기관 등)과의 긴 한 협력관계

가 사전에 구축되어야 한다. 

(2) 통합방문간호센터: 공공주도 방문간호 전담기구

시설입소 고위험군(B군)은 체로 실외보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합만성질환과 장애로 인해 의료욕

구가 매우 높은 인구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례관리는 가정방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임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노인 3만명을 초과하는 시군구의 경우, 지역

돌봄센터 중 1개소 이상은 통합방문간호센터로 지정·운 할 것이 권고된다. 통합방문간호센터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은 지역돌봄센터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운 할 경우 시군구에 거주하

는 시설입소 고위험군(B군) 700명을 상으로 임상사례관리(clinical case management)를 실시할 수 있

을 것이다(장숙랑, 2021). 첫째, 기본운 을 위한 정규직 공무원 10명 이외에 간호사 15명을 추가로 배치



❘고려대 4단계 BK21 러닝헬스시스템❘지역사회 스마트 보건사회통합돌봄: 가능성과 비판적 고찰

99

한다. 이들 중 일부는 가정전문간호사를 배치함으로 방문간호의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다(장숙랑 등, 

2022). 둘째, 방문간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 내 위치한 다른 지역돌봄센터에 파견근무(순환보직)

를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이 통합방문간호센터를 맡아 위탁·운 하도록 한다. 이는 

방문간호 서비스 공급의 지역간 편차를 줄이고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통합방문간호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보건소장은 시군구 보건복지위원회(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단)에 

당연직으로 임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본청조직과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재택의료센터: 민간주도 방문의료 전담의료기관

통합방문간호센터가 주로 실외보행이 불가능한 중증노쇠 상자에게 일차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

는 조직이라면, 보다 복잡한 임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학제 일차의료팀의 접근이 필요하다. 재택의

료센터는 의사를 포함한 다학제 팀(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의사 등)이 환자의 집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통합적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전담형 방문의료기관을 뜻한다. 전문가포럼을 통해 한국에는 지역협

력이 가능한 환자중심 일차의료기관이 매우 희소함이 지적되었다. 이와 달리, 일본에서 발전된 재택의료는 

지역화된 일차의료의 안모형으로 발전되었으며,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원(거택요양

지도관리료)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재택의료는 환자를 중심으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진

료 인력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요양에서 임종지원에 이르기까지 치료(보건의료)와 돌봄

(복지요양) 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는 우수 의료기관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재택의료기본료)를 제공함으로 육성할 수 있다(김

창오 등, 2021). 센터 1개소당 300명의 방문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가컨소시움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600~800개소의 재택의료센터가 지

정·운 될 경우, 시설입소 고위험군(B군) 20만명에게 주기적인 통합재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4. 리더십과 거버넌스

1) 기존체계의 한계점: 보건복지 및 민관거버넌스 부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보건복지부 1차관실 산하 사회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에서 추진되고 있

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과제별로 폭넓은 논의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본부장을 사회복지정책실

장에서 1차관으로 격상하고 4실장(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이 모두 참여

하는 방식으로 추진본부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포럼을 통해 보건의료와 복지 역의 근본

적인 분절성은 여전히 중요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

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전무하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언급되었다. 지방정부에

서도 보건복지 거버넌스에 관한 취약한 구조는 중앙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단은 본청(주로 복지정책과)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는 물리적으로 분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부재로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관료주의에 기반한 행정규칙에 따라 운 되고 있지만, 실제 재가요양기관의 99%

와 일차의료기관의 99.8%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운 되고 있다. 환자중심의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부 수준에서 보건복지 협력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협력거버넌스가 구축

되어야 한다. 민간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돌봄 내부시장의 작동원리를 정확히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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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장기요양재원에 기반하여 운 되는 방문요양기관과 방문간호기관은 협

력 신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재원으로 운 되는 방문진료의원과 장기요양재원

으로 운 되는 방문요양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이 보장될 수 있다(김창오 등, 2020). 부적절한 

작동원리를 바로잡는 중앙정부의 노력과 더불어서 지방정부(사례관리자)는 노인돌봄기관들 안에 내재된 협

력동기를 발견하고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 역시 건강돌봄서비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시군구 단위를 탈피하여주민 근접성을 확보해야 하

며, 소생활권별 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설치를 통하여 세 지역 단위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 구조를 

갖추고(장숙랑, 이자경, 정수창, 2022), 치매사업, 노인건강증진사업, 노쇠예방관리, 주민참여형 사업, 정신

건강증진사업 등의 서비스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대안모색: 보건복지위원회와 통합재가컨소시움 구축

<그림 5>는 중앙정부에서 민간협의체에 이르는 통합돌봄 혁신모형의 거버넌스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본 연구의 정책적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시군구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

업단을 신설하고, 사업단 산하에 보건과 복지 정책결정자가 1:1 비율로 참여하는 보건복지위원회를 구성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통합돌봄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예방 재정(0.9조원)

을 최종적으로 분배하는 의사결정조직이다. 둘째,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단에 성과관리팀을 설치하

고 ‘장기요양예방 성과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한다. 이에 따라 성과지원금(0.2조원)의 추

가적인 분배가 결정된다. 따라서, 성과관리팀에게는 민간협력기관(또는 위탁기관)의 계약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제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단에 인력개발팀을 설치

하고 산하기관인 지역돌봄센터에 예산분배(센터 1개소 당 약 5억원)와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부여한다. 넷째,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단에 지역협력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욕구보고서’를 작성

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민간협력기관과의 공동구매계약이 진행되므로 지역협력팀은 

미충족서비스에 한 지역 내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협력팀은 민간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공동구매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지역재량예산(약 1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월1회 

이상 지역케어회의를 실시하여 공공사례관리자(지역돌봄센터)와 민간 서비스기관 담당자(통합재가컨소시움)

의 실질적 협력을 지원해야 한다. 

[그림 5] 통합돌봄 혁신모형의 거버넌스 구조와 재정할당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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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문가포럼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 거버넌스 실천방안으로 재가서비스기관의 협의체인 

통합재가컨소시움을 구축할 것이 제안되었다. ‘협의체’가 복수단체로 구성된 느슨한 네트워크라면, ‘컨소시

움’은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목표하에 계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

는 재택의료 서비스 공급확 를 위하여 ‘보험자(지방정부)-장기요양기관-의료기관’의 공동구매계약을 <그림 

6>과 같이 추진할 수 있다(김창오 등, 2021).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다. 첫째, 지역돌봄센터

는 관할권역 내 시설입소 고위험군(B군) 중에서 재택의료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수요를 조사한다. 둘째, 

이와 함께 지역돌봄센터는 이들에게 통합적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셋째, 공동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전담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의사 등)을 채

용하고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계약조건 안에 컨소시움 참여를 

통한 협력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재택의료센터는 지역케어회의에 주기적으로 참여해야하며, 5개 이상의 

재가요양기관과 협력의향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컨소시움이 보건소, 복지관, 호스피스기관, 학 

등으로 확 될 경우, 미충족욕구(예를 들어, 노인주치의, 다약제관리, 긴급돌봄, 수시 응돌봄, 가정형 호스

피스, 전환기의료 등)에 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다. 통합재가컨소시움은 한국적 현실에서 세한 

재가서비스기관(개인사업자)이 시설(병원)에 항하여 높은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재가컨소시움은 아직까지 충분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중앙정부 주도의 일부 시범사업들

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연관된 두 가지 새로운 시범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6]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험자-장기요양기관-의료기관의 공동구매계약(안)

(1) 노인주치의팀 시범사업 

우리나라 거동불편 노인들은 평균 3~5개 의료기관에서 평균 9.8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나, 정작 

장기요양 진입에 중요하게 향을 미치는 노년증후군(geriatric syndrome)에 해서는 적절히 관리받지 못

하고 있다. 노년증후군이란 식욕부진, 우울증, 수면장애, 근력저하, 반복낙상, 요실금, 섬망, 만성통증 등 후

기고령자에게 발생하는 흔한 증상군들을 뜻한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크게 낮출 뿐만 아니라 가족(주수발

자)의 실질적 또는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켜 장기요양진입(또는 시설입소)을 선택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증상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약 이외에도 자가관리교육 등 충분한 설명이 동

반되어야 하므로 다직종으로 구성된 노인주치의팀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단계로 진입한 이후에도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진료를 담당해야 할 노인주치의팀의 부재는 의료 및 돌봄서비스의 연계·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재가요양기관(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3~5개로 늘어나지만, 아무도 상자의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책임지지 않는 미시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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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노인주치의팀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이혜진, 2020; 

이혜진 등, 2021). 지역돌봄센터는 기능적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장기요양진

입 고위험군(A군) 700명에게 건강주치의로서 통합적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일차의료기관

을 모집하도록 한다. 다직종 팀 구성을 위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케어코디네이

터(간호사, 양사)를 채용한 일차의료기관에게 우선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선

정된 일차의료기관은 지역돌봄센터와 노인주치의팀 서비스에 한 공동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 지역

사회 통합돌봄사업단(지역협력팀)은 지역재량예산을 사용하여 포괄수가 또는 성과기반 형태의 지불보상을 

제공한다. 전문가포럼을 통해 노인주치의팀마다 300명의 등록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상자 1인당 약 

5만원 가량의 월정액 수가를 제공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돌봄센터 1개소당 노인주치의 2팀이 

확보될 경우, 매년 약 700명의 장기요양진입 고위험군(A군)에게 예방, 건강교육, 약물관리, 전환기의료, 

야간 환자관리 등의 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소요재정 연 3억6천만원).

(2) 기능강화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범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2020년 6개 노인돌봄사업들을 통합하여 전국적인 노인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한 표적인 노인복지사업이다. 현재 649개 권역별 책임기관에서 약 45만명을 상으로 안전지원, 사

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의 분야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주요한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일부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 하위 70%의 기초연금 상자에게 수급자격이 부여됨으로, 보편적인 장기요양 진입 고위험군(A군)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 둘째, 중점돌봄군으로 지정되어 복합서비스를 받는 상자는 전체 사업 상자의 

13.2% 정도에 불과하며, 부분은 단순 안부확인이나 제한적 가사서비스를 받고 있어 기 한 사업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이민홍 등, 2020). 이에 예방서비스 전반의 품질을 높이고 중점돌봄군에게 

노쇠관리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전문가포럼을 통해 지방정부가 노인맞춤돌봄사업 참여기관에 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선

정된 우수기관에 하여 중점 돌봄군 비율을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진입 고위험군(A군) 700명에게 칩거예방 또는 사회 양 중재 등 전문적 서비스가 연

계·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쇠 상 통원형 사회중재 프로그램이 

장기요양 진입 및 악화 예방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徐東敏·近藤克則, 2010). 지

역돌봄센터 1개소당 자격을 갖춘 우수 맞춤돌봄기관 1개소와의 공동구매계약이 진행될 경우, 약 700명의 

장기요양 진입 고위험군(A군)에게 노쇠관리에 관해 특화된 사회 중재형 프로그램이 운 될 수 있다(소요재

정 연 1억8천만원~3억6천만원).

5. 인력

1) 기존체계의 한계점: 인력개발계획의 부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5년 이내에 지역 단위의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한다는 목표하에 

추진되었으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역의 인력개발에 한 별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추

진되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돌봄인력위기(crisis of care worker)를 경

험하 다는 점에서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계획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다 인구 고령화를 

20년 정도 앞서 경험한 일본의 경우 80세 이상 후기고령자 인구가 2015년에 이미 1천만명을 넘어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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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와 함께 장기요양요원 또한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임정미 등(2019)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요양 

인력의 과부족 현상은 2020년 현재 요양보호사(-2만4천명), 간호사(-2천명), 물리치료사(-1천4백명) 등으

로 이미 시작되고 있다.

돌봄인력의 과부족은 전문인력의 기피현상과 맞물려 재가서비스 역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는 미개척 분야로 전문인력의 관점에서는 선호되지 않

는 직업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간호사 면허 취득자 중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비

율은 2017년 현재 0.7%에 불과하다(임정미 등, 2019). 이는 서비스 경쟁력의 약화를 낳고, 기관의 지불

능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후 역별 임금격차를 확 시키고, 다시금 재가서비스 기피현상으로 연결될 것이

다. 결국 통합돌봄 혁신모형의 중장기 인력정책은 이와 같은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명확한 정책목

표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재가서비스 경쟁력 강화, 2) 표준임금 및 현실적 처우개선. 

2) 대안모색: 통합재가 R&D 지원사업과 간호사·사회복지사 신규채용 확대

통합돌봄 혁신모형의 첫 번째 인력정책으로 연간 200억원 규모의 통합재가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하는 지방 학 등에게 전문인력교육에 한 역할의 

일부를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현실적 관점에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  능력이 총체적으로 향상되어야만 한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섯 가지 혁신요인은 다음과 같

다: 1) CEO의 기업가정신과 경  능력, 2) 교육과 훈련, 3) 평가보상 및 고용안정, 4) 숙련 및 기술축적, 

5) 정보관리 인프라.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간 역의 재가서비스 기관(재가요양기관, 일차의료기관 등)은 

매우 세한 규모로 운 되고 있어 이상의 경 요소를 자체적으로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공공

역의 돌봄기관(사회서비스원, 보건소 등) 또한 경 개선에 한 동기가 미약하므로 향후 지역돌봄센터가 

신설되더라도 혁신적 조직문화를 기 하기 어렵다. 결국 보건복지부(중앙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유사한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기술(통합돌봄, 재택의료 등)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통합재가 R&D 지원사업은 장기요양예방계정의 2%를 연구개발금으로 할당함으로 추진될 수 있다. 전문

가포럼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원) 산하에 통합재가 R&D 지원단을 신설하고, 공모형태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 산학연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그림 4). 이때 

지방 학(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양학과, 작업치료학과 등)은 인력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 상자

이다. 지방 학이 통합재가컨소시움에 참여하는 것은 전문인력개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

째, 청년 인력 또는 연구직 고용지원정책(예를 들어, 장학금제도,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둘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능별 단기 수련과정과 다직종연계 교

육과정(interprofessional education course)을 개발할 수 있다. 셋째, 통합돌봄은 사례관리자와 같은 

새로운 직무를 요구하며 이는 전통적인 직능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사람을 기르는 R&D 사업’을 기

획하여 교육훈련과 신규인력 채용절차를 일부 결합시킨다면, 지방 학은 해당 교육훈련과정(예를 들어, 사

례관리학과)을 신설·운 하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돌봄 혁신모형의 두 번째 인력정책은 공공돌봄 분야를 확 하고 이를 통해 정부주도의 ‘좋은 일자리’

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서비스 모형이 전국적으로 확 될 경우, 신규채용이 필요한 전문인력의 

최소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돌봄센터(800개소): 사회복지사 8천명(공무원)

(2) 통합방문간호센터(226개소): 간호사 3천명(공무원)

(3) 재택의료센터(226개소): 간호사 1천명, 사회복지사 300명, 재활치료사 300명, 의사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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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인력에 하여 정규직 공무원(1.1만명) 또는 혁신형 기술창업(1천9백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력

개발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임정미 등(2019)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재활치료사 인력의 수급불균형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저임금, 2) 고용불안정, 3) 경력에 따른 승

급체계 부재, 4) 업무량 과다, 5)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부재, 6) 업무 범위의 불확실성에 의한 역

할갈등. 공공 역의 사례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돌봄인력(사례관리자)을 공무원화하는 방안은 이상의 

인력수급 불균형 요인들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을 6천명 가량 신규 확충한 경험이 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7)’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

스(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복지공무원 1.2만명과 간호공무원 3천5백명을 신규채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복잡한 과정이겠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돌봄노동의 가

치를 재평가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담보하기 위한 현실적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성은미 등(2019)에 따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의 실무자들은 과중한 업무와 더

불어 전문적 교육 기회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상자의 다양한 돌봄 

요구를 이해하고 다직종 간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나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규정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배지 , 허선 , 박은희, 서동민, 2021). 국의 경우 장기요양, 간호,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기구(Health Education England)를 설치

하여 인력 수급, 교육 및 근로환경 보장 등에 한 통합적인 연구와 자료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이자경, 

장숙랑, 2018).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 되어가는 만큼, 보건의료, 복지, 장기요양 등 다양한 

분야의 돌봄인력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인력개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인력 교육 

및 상시적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돌봄 인력들이 경력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정보통신기술과 연구

1) 기존체계의 한계점: 자가관리와 원격의료에 집중된 ICT 연구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ICT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에서 추진한 ICT 시범사업

으로는 복합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2015년),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실증시범사업(2019년), 

ICT 방문간호 시범사업(2019), AI-IoT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2019년),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

업(2020) 등이 있다. 하지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실제 서비스로 연계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까

지 지역사회 돌봄현장에서 사용되는 부분의 ICT는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청구기관(의료기관)으로부터 

지불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발된 EHR 정도가 있다. 장기요양예방의 목표에 따라 상자를 선별하고 다

학제 팀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시스템 고도화 개발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대안모색: 빅데이터 기반 고위험군 분류시스템과 모바일 전자돌봄기록 플랫폼

유럽연합의 31개 국가가 참여한 ICARE4U 프로젝트에 따르면, 후기고령자(복합만성질환자)를 위한 ICT 

활용은 <표 5>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웨어러블기기(wearable device) 등을 활용하여 노인의 

자가관리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둘째, 복합만성질환자의 원격의료(비 면진료)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셋째, 

보건의료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함으로 돌봄과정을 통합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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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술이다. 넷째,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위험도 분류(risk stratification)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비

의료인력의 임상적 의사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윤주 과 신동수(2020)에 따르면 우리나

라 노인돌봄 역에서 ICT 활용은 부분 자가관리지원(유형1)과 원격의료지원(유형2)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스마트홈(smart home) 기술 또한 유형1

과 유형2에 속한다. 하지만, 통합돌봄 혁신모형의 실제적 구현을 위해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기술은 직능

간협력지원(유형3)과 의사결정지원(유형4)이라고 할 수 있다(윤주 , 신동수, 2020). 특히, 본 연구에서 고

려하는 주요 정책 상자가 이동능력과 기술문해력(techonolgy literacy)이 매우 낮은 85세 이상 후기고령

자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유형1과 유형2 중심의 ICT 개발은 안전성, 심리적 효용성, 윤리적 문제, 장

애요인, 비용 등의 이슈에 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5> 후기고령자를 위한 ICT 활용유형 및 연구개발 우선순위(윤주영·신동수, 2020)

유형 정의 예시 우선순위1)

자가관리지원
(유형1)

환자의 독립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ICT 도구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한 생체정보 수집(ex. 
스마트워치)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수집
(ex. 스마트홈)

- 중요도: ●●
- 난이도: ●
- 시급성: ●

원격의료지원
(유형2)

복합만성질환자와 보건의료전문가의 원격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ICT 도구

원격의료, 비 면진료 시스템
전자처방시스템
환자와 의료전문가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시스템 

- 중요도: ●●
- 난이도: ●◐
- 시급성: ●●

직능간협력지원
(유형3)

서비스 제공자들의 돌봄과정을 통합하고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ICT 도구

돌봄전문가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시스템
전자의뢰시스템
전자건강기록

- 중요도: ●●●
- 난이도: ●●●
- 시급성: ●●

의사결정지원
(유형4)

질병의 예방, 모니터링,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ICT 도구

위험도 분류 알고리즘
환자군 분류시스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 중요도: ●●
- 난이도: ●●
- 시급성: ●●◐

  

1) 연구개발 우선순위는 윤주 , 신동수(2020)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그 로 인용하 음

통합재가 R&D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요양 고위험군 분류체계를 높은 우선

순위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제한된 자원으로 광범위한 인구집단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 

선별도구 또는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우선순위 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최  보험기관인 Kaiser Permanente가 운 하는 Kaiser Pyramid 모형은 이와 관련하여 좋은 사례가 

된다(WHO, 2016). 이들은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9천6백만명의 보험가입자를 위험등급에 따라 분류

하 고, 각각의 군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전체 상자의 5%(심각한 복합만성질환군)

만이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원 등 고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

자에게 한하여 세심한 협력·연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장기요양진입 고위험군을 선

별하기 위한 노쇠평가도구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으나, 시설입소 고위험군에 한 선별도구에 한 

개발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김창오 등, 2021). 선별도구보다 발전된 방식은 빅데이터에 기

반한 예측모형을 통해 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즉, 읍면동 통합돌봄창구에서 신규등록을 위해 건강보험

공단자료를 조회할 경우, 전산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장기요양진입(또는 시설입소) 위험도가 자동으로 산출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읍면동 통합돌봄창구는 지역돌봄센터로 의뢰할 상자(사례관리군)와 단순 

안내(자가관리군)를 실시할 상자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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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예측모형을 통해 환자군 분류를 실시하는 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John’s Hopkins 학에서 

개발한 Guided Care Program을 들 수 있다. Guided Care에서는 미국 CMS가 사용하는 위계적 질환

군 위험조정모형(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ies model)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환자별로 상 위험

도를 산출하도록 하고, 이중 상위 25% 상자에게 한정하여 사례관리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다(Bout et 

al., 2009). 위계적 질환군 위험조정모형이란 미국 CMS에서 사용하는 위험도 평가체계로, 총 70,000개의 

상병코드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79개의 위계적 질환군으로 상자를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도 보

정점수(Risk Adjustment Factor, RAF)를 산출하는 것이다. 결국 RAF는 질병의 난이도를 반 하는 지표

를 의미하며, 의료기관이 경증환자만을 선별하여 진료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

서 위험도 예측모형에 기반하여 상자 군을 분류하는 시도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는 건강보험 상위 5% 다빈도·고비용군과 장기요양 자원 소모군을 

선별하는 분류체계가 이미 개발된 바 있다(정현진, 2018; 한은정, 2021). 향후 이를 통합돌봄 서비스 전

달체계와 연결하여 적용하는 실천적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돌봄센터 사례관리자(통합방문간호센터 간호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모바일 전자

돌봄기록(mobile electronic care record, MECR) 도구를 높은 우선순위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사례

관리자(또는 방문간호사)가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화상담 

(2) 스케줄 관리

(3) 차량을 이용한 상자 가정으로 이동

(4) 포괄평가를 통한 미충족 욕구 파악

(5) 다학제 팀 사례회의를 통한 돌봄계획 수립

(6) 가족 상담 및 돌봄 제공자 교육

(7) 협력 서비스 기관으로 자원연계(의뢰서 발송, 지역케어회의)

이상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되는 MECR은 클라우드기반 데이터 환경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장소와 상관없이 접속 가능하도록 이동성을 전제로 휴 가 간편해야 한다. 전화상담 및 스케줄링 업

무지원 기능을 갖추고, 차량 이동시 상자 가정의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는 기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

다. 나아가 정해진 서식에 따라 포괄평가 결과를 완료할 경우 빅데이터기반 추천시스템으로 서비스 연계

기관이 자동으로 추천되는 기능이 탑재된다면 지역돌봄센터 사례관리자가 지역사회자원에 한 연계업무

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 된다. 협력 서비스 기관 담당자 또한 MECR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재택의료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서비스 연계상황이 쉽게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국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MECR 시스템은 통합돌봄 혁신모형의 사례관리 전담기구의 업

무 전반을 지원하고, 통합컨소시움 구축을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기술적으로 돕는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

ICT와 돌봄로봇 등의 과학기술 활용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 부담

을 감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포럼을 통해 아직까지 기술이 인간이 행하는 돌봄을 완전

히 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에 ‘휴먼터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이나 윤리적 문제에 한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후기고령자들은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데에 어

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을 제공받는 상자와 돌봄인력의 기술 문해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학, 보건의료 및 돌봄 역 간 이해와 협력이 증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술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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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디까지 체할 수 있으며 통합돌봄에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일지에 한 거시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Barbabella 등(2017)의 유럽연합 보고서는 참고할만 하다. 여기서 ICT는 인간중심 돌봄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향상함으로 궁극적으로 건강형평성을 향상시킨다는 원칙이 제안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연구자들은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기존의 노인돌봄체계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국내

외 문헌고찰, 기존체계 운 구조분석, 전문가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통합돌봄모형을 제안

하 다. <표 6>은 이 연구에서 제안한 통합돌봄 혁신모형의 18가지 역별 제안사항을 요약한 내용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권고사항은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합당한 상자와 서비스 전달체계

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의 일부를 활용하고 성과관리와 연동된 총액계

약제를 도입함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것이 제안되었다. 공공 역의 사례관리 전담기구로서 지역돌

봄센터를 신설하고 간호직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 또한 높은 우선순위로 제안되었다. 지역

돌봄센터는 개별적으로 복합욕구 상자에게 서비스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지만, 연계 차원

에서는 민간 역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동구매계약을 맺음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통합재가컨소시움)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노쇠에서 와

상단계까지 돌봄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고, 모든 서비스 역에 하여 질 높은 양질의 공급자가 확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안된 혁신모형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 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촘촘한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노인의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시설입소를 방지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노인과 재가서비스 역에 한정하여 논의 

범위를 제한했다는 점이다.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등 폭넓은 상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탈시설화를 위하여 요양병

원, 요양시설, 퇴원 후 관리 등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재가서비스 인

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한국적 상황에서 재가중심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 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재정규모(연간 7조원)는 지금까지 논의한 장기요

양예방계정(연간 0.9조원) 보다 훨씬 크다. 향후 정책 상자와 서비스 역이 확 된 후속연구가 기획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시적 또는 거시적 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현장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 다. 실제로 포럼에 참여한 부분의 전문가는 학교수, 전문연구자, 정부관료 등으로 구

성되었으며, 일차의료의사, 방문간호사, 시민활동가는 소수(36명 중 6명)에 불과하 다. 또한 상자의 입

장을 변하는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참여는 전무했다. 이는 자료수집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을 반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안모형 개발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모든 의견이 완전하게 반

된 것은 아니었다. 전문가포럼은 6가지 주제에 해 역별로 진행되었으며, 최종모형은 7회차 포럼과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 합의가 도출되었을 뿐이다. 즉, 특정 내용에 해 전문가들간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론은 포럼에 참여한 정부관료 또는 국가연구기관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관된 폭넓은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고, 의료, 간호, 보건, 복지, 공학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반복된 토론을 통해 추론적 안모형을 제안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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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통합돌봄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목표와 상자, 

재정, 서비스 전달, 리더십과 거버넌스, 인력, ICT의 역에서 혁신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안한 연구

는 거의 없었다. 또한 서로 다른 재원과 전달체계를 갖고있는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를 사람중심의 관점

에서 거시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 또한 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 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다부문 협력이 

필수적인 통합돌봄 역에서 이슈 탐색, 정책 안 개발, 현장 적용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계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 통합돌봄 혁신모형 구축을 위한 정책적 권고사항

6  역 기존체계의 한계점 정책적 권고사항

목표와 
상자

불명확한 목표와 
상자 설정

- 후기고령자의 장기요양진입 예방과 시설입소 예방을 통합돌봄의 핵심목표로 설정한다.
- 장기요양진입 고위험군(A군)과 시설입소 고위험군(B)을 선별·등록하고 노쇠관리 및 통합재
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정
국비와 지방비에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구조

- 장기요양 국고지원금의 50%를 장기요양 예방사업에 사용할 것을 규정하는 계정(특별회계)
을 신설한다.
- 새롭게 확보된 재원을 성과평가체계에 기반한 총액계약 방식으로 226개 기초단체에 분배
하여 책임있게 운용한다.
- 장기요양 등급인정에 한 자격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전통적인 방문요양 및 시설
입소자 수를 줄이도록 한다.
- 통합재가 R&D사업을 통하여 장애기간 압축을 통해 재정절감이 가능한 비용 효과적인 중
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서비스 
전달

취약한 공공돌봄 
인프라와 일차의료 

연계부재

- 공공 역의 사례관리 전담기구로서 노인인구 1만명당 1개소씩 지역돌봄센터를 신설한다.
- 노인인구 3만명을 초과하는 지역에 하여 지역돌봄센터 1개소 이상은 통합방문간호센터
로 지정하여 운 한다.
-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단이 구축된 지역에 하여 1개소 이상 재택의료센터를 지
정하여 운 한다.

리더십과 
거버넌스

보건복지 및 민관 
거버넌스 부재

- 중앙정부와 시군구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단을 신설하고 의사결정조직으로써 보건복지위
원회를 구성한다.
-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단에 성과관리팀을 설치하고 장기요양예방에 관한 성과관리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제출한다.
-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단에 인력관리팀을 설치하고 지역돌봄센터에 인력 및 예산분
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시군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단에 지역협력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욕구보고서에 기반한 
공동구매계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공동구매계약에 근거하여 시군구 통합재가컨소시움을 구축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다양한 시
범사업을 기획한다.

인력 인력개발계획의 부재

- 통합재가 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학 등에게 전문인력교육에 한 역할을 일부 
부여한다.
- 지역돌봄센터에 정규직 간호·복지 공무원을 배치하고, 혁신형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으
로 인력개발정책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
술과 연구

자가관리와 원격의료에 
집중된 ICT 연구

-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기반한 장기요양 고위험군 분류체계(예측모형)를 높은 우선순위로 개
발한다.
- 지역돌봄센터 사례관리자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모바일 전자돌봄기록 도구를 높은 
우선순위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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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대의 젠더정책을 위한 성찰과 기획1)

김경희 (중앙  사회학과 교수)

1. 시작하는 글

우리는 지구적 차원의 경제위기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디지털전환, 생태위기, 정치경제적 위기로 특징 지워지는 세계사적인 전환의 시 에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

고 있다. 최근 정권교체로 사회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젠더이슈는 정책과 정치적 소

용돌이의 핵심에 있다. 

매번 통령선거에서 빠짐없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혹은 강화가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여 정치

적 힘을 발휘하 다. 지난 30년 동안 여가부는 신설, 확 , 변신, 폐지위협, 축소를 거듭하면서 존립해왔

다.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변화 과정에서는 최고 통치권자의 정치적 의지나 성향이 큰 향을 미쳤으며, 부

처의 규모를 확 하기 위한 부처 간 갈등과 이기주의도 목격하 다. 여성정책 부처가 여성권력을 지향하

는 사람들의 부처라나 남성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으며, 노골적으로 여성혐오를 쏟아내는 

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여가부의 전문성과 역량에 한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권력형 

성폭력에 한 미온적이고 부적절한 태도에 한 질타가 있었다. 20  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던 윤

석열 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고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젠더갈등 프레임과 페미니즘과 젠더정책

에 한 백래시 속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공학 속에서 활용되었다. 

이 글은 전환시 의 젠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국면은 새정부가 

젠더정책을 배제하고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시도하고 있어서 이를 젠더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젠더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젠더정책의 방향과 추진 방안에 한 

다소 큰 흐름의 논의, 즉 시론적 차원의 논의를 하고자 한다. 발표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정책이 필요성과 과제의 배경인 구조적 성불평등에 해 논의한다. 이는 성차별과 그 결과인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에서 찾기보다 구조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의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의 논거가 되는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한 반

론 성격도 있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젠더의 관계에 해 논의한다. 현재 청년세 의 젠더갈등이라는 프레임 

1) 이 글은 사회정책학회 발표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위해 이슈 중심으로 논의하였음. 현재 작성 중인 학술논문과 
필자의 기존 출판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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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페미니즘에 한 공격과 정치공학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정책의 퇴행, 표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나 여성 표성의 무시현상 등이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도전이라는 맥락에서 논의한다. 

셋째, 앞의 젠더정책의 배경인 구조적, 정치적 진단에 근거하여 젠더정책의 과제를 제안한다. 윤석열 정

부의 국정과제 중 여성가족과 관련되어 보이는 과제들을 추리고 살펴보는 것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젠더정책 추진의 핵심인 추진체계의 방향에 해서 논의한다.

2. 사회변동과 구조적 젠더불평등

1) 사회변동과 개인의 생애과정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성정책의 발전과 함께 여성교육의 확 , 권리의식의 향상,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각종 고시 및 

공공기관 취업에서 여성의 합격률 증가와 유명 여성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주목받으면서 이미 성평등이 달

성됐다는 인식이 확산될 정도로 커다란 변화로 받아 들여졌다. 이런 맥락은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

다는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터와 일상에서의 차별과 혐오, 폭력, 돌봄의 공백, 

낮은 표성 등으로 불평등이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신장된 여성의 지위와 젠더의식의 변

화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젠더불평등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고 모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젠더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맥락이자 내용이다. 

몇 차례의 지구적 차원의 경제위기와 최근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소득, 산업, 계층, 지역, 성별 간 격차

는 더욱 증폭되는 격차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디지털전환, 생태위기, 정치경

제적 위기로 특징 지워지는 세계사적인 전환의 시 에 있다고 진단한다(이원 , 2022). 이러한 큰 흐름의 

사회변동은 개인의 생애과정에 그 로 반 되어 나타나고 있다. 1990년  IMF 경제 위기에서 부터 2008년

의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조정은 노동세계와 개인과 가족의 생애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재구조화했다. 출생하여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정규직 취업, 결혼, 자녀출산, 정년퇴

직, 그 이후 안정된 노후로 설계되던 표준적 생활양식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고

용불안정으로 평생직장 개념은 유효성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 개인이 자신의 생계를 책

임져야 하는 사회적 규범이 강고해졌다. 이와 함께 결혼, 출산을 비롯하여 가족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

다. 저출산, 만혼 및 비혼증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인구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진단하만, 

오히려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결혼과 가족에 한 의미 변화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특징적인 것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율 증가 양상이 두드러지며, 비정규직의 여성화 현상과 청년 및 고령층이 노동시

장 안에서 계층적 조건으로 부상되고 있다(배은경, 2015). 또한 다중불평등이 엊물려 나타나며, 특히 성별

화﹡계층화되면서 사회불평등을 구조화하고 있다(김 순, 2010).  

가속하는 신자유주의적 개인화는 구조의 문제에 주목하기 어렵게 만든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사

회적 재분배와 연 에 한 깊은 반감과 함께 시장합리성과 경제적 개인주의에 한 공리주의적 개념과 

결합하여 시장원칙과 자유주의적 자유의 이상화된 비전에 기반하고 있다(Brown, 2020: 1175). 장상철은 

한국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한 분석에서 신자유주의의 위력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개발년 보다도 

더욱 더 경쟁주의를 내면화한 개별화된 개인들이라는 새로운 시민으로 변해 가고 있다고 보았다(장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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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그러나 경쟁적 개인화가 심화할수록 개인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공통의 구조적 조건에 해 인

식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공통의 구조적 조건은 젠더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2) 구조적 젠더불평등

젠더불평등은 한 사회에서 여성이 불평등한 지위에 처하게 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구조화된 상태를 말

한다. 그것은 크게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임금이나 승진 차별과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도 혜택이나 보상에

서의 성차별, 여성혐오, 성폭행 등 특정한 성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억압과 착취, 그리고 돌봄노동에 

한 가치절하와 같이 성에 따라 부당하거나 낮게 가치가 부여되는 상황에서 불평등이 구조화된다(김현미, 

2014: 70-72). 

다음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구조적 젠더불평등의 주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 논의는 젠더정책의 

목표와 과제 설정의 중요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현상은 경제수준과 성평등 수준의 불일치이다. 유엔개발무역회의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일인

당 국민소득 3만 1637달러, 세계 10위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하 다. 한편 

세계경제포럼은 포용적 관점에서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교육을 제외한 다른 분야는 낮은 수준을 보이며, 

과도한 성별임금격차와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은 선진국에서 성평등 수준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으로 지적해왔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표적인 지수들이 있다. 유엔에서 발표하는 2021년 

GII(Gender Inequality Index)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89개국 가운데 0.064점으로 11위를 차지하여 

상위를 차지했다. GII의 목적은 재생산 건강, 임파워먼트, 노동시장 역의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이

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개발에서의 손실을 측정하는 것이다. 재생산 건강에는 성인여성 출산과 모성사망 

평균, 임파워먼트에는 의회 표성과 교육수준, 노동시장에는 경제활동참가 지표가 포함된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한국은 상당히 성불평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상위 순위 획득의 배경에는 낮

은 청소년 혼외 출산과 높은 교육수준이 있으며, 이것만으로 성평등 수준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은 사회발전이 없는 경제적 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경제적 발전이 없는 사회발전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성평등 문제에 접근한다. 이런 관점에서 개발

한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 들어 있는 성평등 개념은 개인의 권리, 의무, 그리고 기회가 생물

학적 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는 사회발전단계, 즉 남녀가 그들의 잠재능력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

는 단계로 정의된다.

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 권한의 4 역에 14개의 지표로 측정된 2021년 

결과는 156개국 중 102위이다. 특히 정치 역을 비롯한 의사결정 역이 남성 독점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여성의 표성과 권한이 낙후되어 있는 현실은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국으로만 초점을 돌려 우리 삶의 주요 역별로 성별격차에 따른 성평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2) 

2019년 기준 7개 역 중 건강 역이 93.8점으로 성별 격차가 가장 낮고, 교육 역(77.9점), 소득 

역(66.7점), 노동 역(65.2점), 젠더의식(51.2점)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돌봄(33.2점)과 의사결정(30.7점) 

역의 성평등 수준은 30점 초반으로 낮게 나타난다.

2) 영역별 지표 및 측정방법은 김경희, 김수정, 주재선(2019), 김경희, 이민아, 이은아, 주재선(2020)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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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점)

영역별 성평등 수준

둘째, 우리사회 전반에 일상화된 성차별과 성폭력이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간 있

었던 미투 폭로의 부분은 여성들의 일터와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이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차별 문

화 속에서 오랜 시간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웠으며, 드러내는 순간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폭로되지 못

했던 것이다. 입직부터 가해지는 유·무형의 성차별은 여성의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의 원인이자 결과로 

반복되면서 일터와 일상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성폭력을 허용하는 문화를 유지해왔다. 일방적 명령과 횡포, 

적 적 사고방식,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여성에 한 모욕과 차별, 직장 내 성희롱, 가정폭력은 여전히 

우리사회가 체험하는 일상이기도 하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을 계기로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페미니즘 활동이 전개되

고, 한국사회에 페미니즘 재부상 현상을 일으켰다. 그 주역인 2030 여성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일상과 

온라인에서 혐오의 상이 되어 왔지만,  온-오프라인에서 페미니스트로 선언하며 넷과 광장의 주체로 세

력화되고 급속도로 정치화되었다.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집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에 따르

면 ‘우리사회의 각종 여성폭력이 심각하다’는 진술에 해 2016년 82.1%에서 더 증가하여 2021년에 

85.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재생산 위기로서 돌봄의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팬데믹 위기에서 확인한 것은 비 면 환경의 가속화 속에서도 사회를 지탱하는 면적 

돌봄의 중요성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돌봄을 주로 여성들이 가정에서 수행하는 자연스런 성역할로 인식

하며, 그렇기 때문에 돌봄을 낮게 평가하면서 유지해 왔다. 통상 돌봄은 의존적인 상황의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런 통념은 인간은 독립적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의존적이며, 돌보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어쨌든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확인한 것은 돌봄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노동이자 좋은 사

회를 만드는 운  원리이며, 돌봄의 공백과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위기 상황에서 작

동할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가 미흡하여 가족으로 돌봄부담이 돌아갔으며, 이마저 여의치 않은 취약한 상

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았다. 돌봄의 공백과 위기는 코로나 19 때문만은 아니라,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것이며,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지구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공통된 진단은 이 위기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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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돌봄의 위기로 표면화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사

회는 경제활동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환경을 유지시키는 돌봄 활동을 통해 재생산된다. 그동안 성장 

패러다임을 기축으로 압축적 근 화를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사회재생산에 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은 것

이 사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팬데믹 위기는 그동안 진행된 가족 및 인구학적 변화와 중첩되어 사회재생산

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젠더불평등은 정치, 경제, 가족이 연결된 회로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것의 해결은 구

조적인 개혁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다. 

3.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 백래시와 탈민주화(de-democratization)

최근 구조적 성불평등 문제는 정치화되면서 백래시를 동반한 젠더갈등으로 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은 광장에서부터 온라인 청원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 불평등, 불안, 불공정에 한 문제

제기틀 통해 민주주의의 재창조를 요구해왔다.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한 요구는 일, 가족,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존재와 서로의 관계에 한 존중, 노력에 한 공정한 보상과 우, 그리고 안전하고 미래 설계가 

가능한 사회에 한 지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민주주의에 한 정의와 쟁점들은 그 스펙트럼이 무척 광

범위하지만, 공정한 자유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소통과 합의에 기초한 관계, 

다원주의, 관용, 연 , 인간적 존엄, 자유, 평등, 복지의 가치를 지지하고 실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가치

체계이자 제도라 할 수 있다(김경희·송리라, 2016: 3).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2022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현황은 100점 만점에 83점으로 “자유로운(free)”국가 그룹에 속하여 

민주주의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3)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본 구조적 성불평등 현황을 감안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평등과 거리가 있다. 민주주의와 성평등의 부조응 또한 한국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중의 하나이다. 

즉, 젠더를 민주주의의 보편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Ferree, 2021). 이것에 해 국내외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황정미는 젠더관점에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분석하면서 민주화 

이후 여성운동은 성평등 의제를 국가정책에 포함시켜 법제도 개혁의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역설적으로 관료제의 합리성에 맞춰 의제가 선택 혹은 축소되고, 정책의 절차적 합리성에 

한 요구가 성평등의 실질적 내용보다 우선되는 한계를 보 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외형적 성

과는 여가부로 상징되면서 여성혐오 세력의 비판과 조롱에 직면하고, 페미니스트들 내부에서는 제도에 머

문 성평등 제도개혁은 가부장적 사회의 민주적 전환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황정미, 2017: 40-46). 또한 

문지 도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의 여성의 정치적 표성, 성평등수준, 성별임금수준을 민주주의의 위기

로 인식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성평등과 민주주의가 별개로 다뤄지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지 , 2021).

통령선거를 전후하여 더욱 증폭된 페미니즘과 젠더정책에 한 백래시와 청년층의 젠더갈등 프레임을 

이용하는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에 한 심각한 도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페미니스트 연 를 위한 한 

3) 프리덤 하우스는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를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라는 두 가지 부문에 해 1(가장 자유로움)에서 
7(가장 자유롭지 않음)까지의 점수로 측정한다. 각 부문은 25개 이상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자유로운 국가
(Free)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 국가 3단계로 분류했다. 2022년에 
210개 국가에 한 평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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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김은실의 “반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즘에 한 입장 유보가 2030 남성 유권자들의 표를 모을 

수 있는 정치적 전략으로 선택되는 상황은 여성에게만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한 도전”이라는 비판

은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Lombardo외(2021)는 성평등이 정책으로 제도화되었던 지난 10여 년 동안 유럽연합에서 경험하는 평

등과 사회정의의 부정적 결과를 탈민주화 과정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들은 젠더정치는 탈민주화 과정에 

한 이해 없이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틸리는 민주주의를 국가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관계

가 폭넓고, 보호받으며, 구속력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는 체계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체계수준의 평균적 

상향운동이 민주화라면, 평균적 하향운동은 탈민주화라고 정의한 바 있다(김정한, 2010: 319에서 재인용). 

그는 민주화가 아래로로부터 국가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장기적인 과정의 산물이라면, 탈민주화는 민주화보

다 급속히 빠른 속도로 위로부터 권력 위기에 응하거나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진행된다고 보았다. 

또한 민주화와 탈민주화의 동학을 보여주는 주요 변수 가운데 젠더, 인종, 계급 등 범주적 불평등에 의해 

정치적 권리와 의무상의 차이가 형성될 때 탈민주화가 발생한다고 보았다(김정한, 2010: 320). 

성평등에 한 반 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반 세력이 누구이며, 성평등정책 뿐 아니라 페미니스트 

정치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명료하게 드러낸다. 국가별로 과정의 차이는 있지만 탈민주화의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 제한, 젠더관련 기구의 해체나 축소, 페미니스

트와 다른 사회정의 운동의 범죄화 등이다(Goetz, 2020; Gustat et al., 2017; Lombardo et al,, 

2021). 즉, 성평등과 섹슈얼리티 정책에 한 공격은 민주주의 원칙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탈민주화 개념은 분명 논쟁적일 것이며, 한국사회에 적용할 때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성평등과 

민주주의의 부조응을 설명하기 위해 최근의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젠더이슈와 페미니즘에 한 백래시와 

청년층의 젠더갈등 프레임에서 그 징후를 읽는 것은 과도한 것일까. 현재 젠더정책에 한 배제와 반격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4. 전환시대의 젠더정책의 과제

전환시 의 특징 속에서 진단한 구조적 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비전과 추진체계를 갖춘 젠

더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젠더정책의 새로운 정책비전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구조적 성불평등의 현실을 승인하고, 이에 

맞는 목표를 수립하여 성평등한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편에서는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협

소하게 만든 경향도 있고, 양성평등은 정부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남성과 여성의 양적인 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또한 지구적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성평등 전략은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경제

적인 용어로 경제담론에 포섭되기도 했다. 그래서 여성을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

용되어야 하는 인력으로만 상정되었던 문제도 있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양성평등기본법은 “개

인의 존엄과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의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우를 받

고 모든 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서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

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은 양성평등정책이 지향하는 사회상을 그려내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명

시된 양성평등의 정의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정책로드맵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기본이념은 한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 혹은 규범으로 기능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를 얻지

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역에서 복합적인 개념들로 재구성되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시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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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구사회변동 속에서 구조적 성불평등의 양상을 논의한 결과를 근거로 한다면, 

이러한 성평등 정의의 구체적인 사회상은 돌봄전환사회라 할 수 있다. 

돌봄전환사회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물적자원의 제공 뿐 아니라 불평등, 차별, 

위기 해결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하다. 돌봄사회로의 전환

은 사회성원은 노동자이며 돌봄자라는 정체성을 갖춰야 하고, 국가와 기업은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사

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경제위기와 팬데믹으로 심화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김현미, 2021: 56-58). 

이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젠더정책의 목표로 성별임금격

차 해소 및 정치‧경제적 권한 강화, 젠더폭력 근절을 통한 안전사회,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설정할 수 있

을 것이다.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 결과는 시민들의 요구도 이러한 과제설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

여준다.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

구분
고용상성

차별
경력
단절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

여성의 
낮은 

의사결정
참여

여성에 
한 폭력

여성의 
성적 
상화

온라인 
성별 

혐오와 
공격

성별
고정
관념

여성

15세~18세 47.8 55.0 39.3 8.4 48.5 41.6 46.2 12.2

19세~29세 59.0 68.7 45.6 12.1 46.5 32.6 23.2 12.0

30세~39세 59.2 85.1 63.3 8.7 34.5 22.2 14.8 11.3

40세~49세 61.5 77.0 66.0 13.8 37.9 18.9 12.5 12.0

50세~59세 66.9 71.5 61.0 16.0 37.8 20.8 13.6 12.2

60세 이상 64.8 71.5 68.3 15.1 48.4 13.5 8.1 10.1

남성

15세~18세 55.0 48.5 35.6 15.0 37.9 30.3 44.5 29.8

19세~29세 47.2 58.1 40.4 10.2 35.6 24.8 48.0 31.0

30세~39세 50.4 68.7 48.2 8.3 44.6 22.7 35.9 18.4

40세~49세 59.5 70.8 52.9 18.1 38.1 19.8 21.3 17.7

50세~59세 65.8 64.8 51.9 21.9 39.3 20.8 20.4 14.4

60세 이상 71.4 66.3 60.8 21.2 38.8 17.8 12.7 10.7

(1+2+3순위, 단위: %) 

조사결과에서 현재 시민들이 성별을 막론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의 경력단절, 고용 상 성차별,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 다양화되고 있는 여성 폭력에 한 두려움 등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성불평등 문

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

(1+2+3순위)는 여성의 경력단절(여성 73.4%, 남성 65.1%), 고용 상 성차별(여성62.3%, 남성 59.9%), 이

어서 남성의 낮은 돌봄참여(여성 61.3%, 남성 51.1%)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2).4)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에서 젠더이슈 혹은 그동안 여성가족부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 것들

을 모두 추려보았다.5) 

4) 양성평등실태조사의 정책요구에 한 조사결과와 유사한 조사로는 한국리서치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2022. 
4.8-4.11 (hrcopinion.co.kr),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조사 참조

5) 출처: 제20  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5월, 윤석열 정부 110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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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복지부): 

-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뵥지부): 

- 임신·출산 지원, 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  등을 통해 부모

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

- 아동보호에 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여가부, 법무부, 농식품부): 

- 임신·출산 지원, 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  등을 통해 부모

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

- 아동보호에 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일자리 구현(고용부):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 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

휴가·난임휴가기간 확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 강화)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 및 분쟁조정 도입 등 디지털 폭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 금융위): 

-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  원스톱 응 시스템 구축, 

-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

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 개선 검토,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 적극 응 및 피해자 구제 강화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 방통위, 여가부)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불법촬 물 삭제를 위한법무부‧방통위‧여가

부 등 협업 강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 강화

- (5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

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

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경찰청):

-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아동 상 범죄 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실효적인 학

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 추진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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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 정책은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있으며,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던 정책들도 

최소화하여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국정과제에서도 이런 입장을 읽을 수 있다. 

돌봄과 보육은 복지부의 소관이지만 공공성이나 성평등의 관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나마 여가부가 포함

되어 다부처 협업과제로 제시된 가족 관련 과제에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 과제 

50번에서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내걸고 있으나, 그 내용은 육아휴직 확 와 단계별 성별 임금공시제의 

도입이다. 성불평등의 구조 속에서 성별임금격차와 여성노동의 저평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

다. 범죄 관련 과제들도 물론 피해에 한 구제와 보호 및 처벌이 중요하지만, 사후적인 방안에만 집중되

어 있어서 폭력예방과 교육 등 사전적인 안전사회 구축환경을 위한 과제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회집단의 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과제는 없다. 과학기술 여성인력 양성이 유일하게 포함

되어 있는데, 경력단절 예방과 연동되어 있다. 

5. 성평등 추진체계(gender equality architecture)의 강화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예산, 조직, 제도 등 입법, 사법, 행정 각 역이 유기적으로 개입한

다. 좋은 정책을 기획하고 운 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처(혹은 기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젠

더정책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위기에 처해 있어서, 추진체계 유지와 강화라는 정책과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평등정책을 다루는 기구는 정부 부처 뿐 아니라 공공기관, 법원, 정당이나 교육기관의 고충처리 혹은 

상담기구, 위원회 등을 포함한다. 학계와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equality 

architecture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평등을 촉진하거나 규정하는 정부 부처와 다양하고 광범한 기구를 

개념화하고 기술하기 위한 것으로, 다중불평등의 현실을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Ahrens, 2016; 

Elomaki and Ylostalo, 2021; Gustat et al, 2017; Kettel, 2007; Walby et al., 2012; Krizsan, 

2012).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젠더불평등은 계층, 세 , 성적 지향, 종교, 장애 등 다중적 측면의 교차성을 

가지고 있다. 다중적이라는 것이 모든 불평등이 등가라는 의미는 아니며, 정책수립과 집행헤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맥락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젠더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체계 운 의 시사

점을 찾아보자.  

호주는 1970년  말에서 1980년 에 성평등에 한 의지와 정책들이 강고했기 때문에 정책기구 설치와 

운 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국가로 평가된다. 2010년  중반에 많은 기구들이 폐지되기는 했지만, 성평등

목표를 제도화했던 호주의 사례는 세계의 국가들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눈여겨 볼 정부 부처간(범부처) 

차원의 성평등 목표를 제도화하려고 했던 호주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첫째, 특히 성평등 실현에서 정부 

수장의 정치적 의지가 필수적이며 연방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보건과 고용과 같은 정책 

역에서 성평등 이슈는 범부처차원의 기구를 설립하여 다룸으로써 성평등 이슈에 한 인식을 고양하고, 

전문가들이 젠더분석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평가된다. 개별적으로 업무를 기능적이고 기계적으로 인식하여 

부처에 이관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Sawer, 1999, 2014; Teghtsoonian and Chappell, 2008). 

최근 여성가족부의 안으로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을 병합한 독일형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부처명

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병합형이 형성된 배경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독일은 1980년 에서 2000

년  중반까지 세계에서 가장 정교화된 여성정책 인프라구조를 정교화시킨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Lang, 2009). 연방, 주, 지역 수준에서 학, 병원, 기타 공공기관까지를 포함하여 성평등 촉진을 위한 

1900개의 공식단위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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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의 성평등 관련 지침을 모두 준수한 것도 아니다(Lang, 2009). 독일에서는 1974년에 처음으로 보건, 

가족, 청년부에서 여성정책을 관장하 고, 1980년  초 로컬수준에서 함부르크와 콜로네에 여성평등사무소 

처음으로 설립하 다. 이후 녹색당, 사민당, 기독당 등에서 여성에 한 적극적조치를 채택하 고, 통독 

이후 성평등기구에 한 공식적인 논쟁과 그 이슈의 가시성이 높아졌다. 독일의 성평등정책 기구는 3층 

체계로 이뤄졌는데, 1) 지역수준의 여성 사무소( 학, 병원, 미디어, 연구소, 법원 등),이것들의 연합네트워크, 

2) 16개 주의 여성부(ministries or departments)-Lander 수준  3) 연방수준의 가족, 청년, 여성, 노인

부(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이다(Lang and 

Sauer, 2012). 독일이 주는 시사점은 연방차원의 부처형태나 명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구가 작

동하기 위한 인프라구조에 주목할 필가 있다는 점이며, 평등에 한 깊은 고민의 축적된 결과라는 점이다.

이제 한국의 상황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여성만을 위한다’, ‘힘있는 부

처가 하면 더 잘할 것이다’,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응했다’,‘여가부 20년이나 있었는데 왜 성평등

수준이 낮은가’, ‘구조적 성차별이 없기 때문에 여가부는 소명을 다했다 등등이 거론된다. 이런 이유들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만 성찰하고, 보완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부분이며, 젠더정책을 관장하는 부

처의 존재 부정의 사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존하는 구조적 성불평등에 한 논의를 근거로 한다면 

젠더정책과 추진체계는 더욱 보강되고 의무와 소명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책비전과 관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젠더정책 의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새정부가 현재 

명료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언론 기사들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에 부

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처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

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등에서 여전히 여성의 출산에 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방

향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사회 재생산)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는 출산, 보육, 인권(폭력) 이슈를 여성인력활용이나 성역할을 전제로 하는 도구적이고 몰성적인(gender 

blind) 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시장과 젠더관계 개혁이 없는 저출산 고

령화 책은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제정책, 

고용정책 등은 계층, 젠더, 지역에 기반한 불평등에 한 안이 될 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젠더폭력과 혐오, 소수자 차별은 사회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정부 출범 때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업

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면 될 것처럼 주장한다. 일부 학회에서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기능을 분산시켜 

여러 부처로 이관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제안은 젠더정책의 관점, 비전, 목표는 없이 표면적인 

기능에만 초점을 둔 것이다. 110  국정과제 중 여성고용관련 과제는 육아휴직 확 와 단계별 성별임금공

시제 정도이다. 노동과 일-가정 양립 정책만이 여성정책은 아니며, 여성들의 삶, 그리고 젠더관계와 연관

된 많은 정책의제들이 있고 더 발굴되어야 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과 직업훈련, 젠더폭력, 적극적 조

치, 여성인권, 성차별, 일-가족의 양립의 문제, 사회적 돌봄, 여성의 안전과 여성독립가구 둥 젠더정책 전

담부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루기 어려운 이슈들이다. 그래서 성불평등 문제에 한 시민들의 정책요구

를 담당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부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아마 국민의 눈높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 의 주요 원칙은 국익과 실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해서는 국정운  원칙을 적용했을 때, 시민들의 정책요구에 한 조사결과와 

6)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원칙을 제시한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선택된 정책
이라도 사후적으로 더 나은 안이 나온다면 수정·보완, ‣수많은 가능성에 열린 자세로 다른 의견을 존중(출처: 윤석열 
정부 110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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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견해, 지금까지 축적된 여성가족정책의 성과와 과제 등을 반 하는 열린 자세로 앞으로의 젠

더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 5월 초 발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1월 전국 만 18~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상으로 인식 조사)는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여성

가족부의 주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아동의 성폭력 

피해에 한 정책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돌봄에 한 요구가 높았다. 물론 여성가

족부가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위한 노력을 제 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으며, 부처명칭에 양성평등과 같은 용어가 포

함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았다. 

둘째, 전담부처가 있어야 법률 제안권,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젠더의제가 

정책 역에서 실효성과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젠더정책은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가 필요한 것

들이 부분이기 때문에 전담부처의 존재는 지방정부의 젠더정책에 큰 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젠더정

책은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해 지

방정부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국가 전반의 성평등 정책을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성을 갖고 있다.

셋째, 젠더정책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고, 그동안 구비한 성평등정책 수단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청

된다. 1995년 베이징세계여성 회를 기점으로 국제사회는 성평등정책의 추진전략으로 모든 정책과 제도에 

성평등 관점을 반 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기득권과 주류의 규범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을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구조적인 젠더불평등을 해결하자는 목적인 것이다. 이미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재정법 안에 성인지예산제도 제정, 성별 향분석평가법 둥 선진국형 성평등정책

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이런 기조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형식적 절차 또는 

관료제의 도구로 축소되는 문제가 노정되기도 하 다. 그러나 성평등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존립하여 정

책패러다임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견지할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젠더정

책 전담기구는 어느 부처보다도 성평등 관점을 정책에 실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

다. 사회변화 속에서 젠더 이슈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사회는 격차와 차별이 해소된 평등한 돌봄전환사회이다. 일상과 일터에서 여성을 

성적 상이 아닌 동료시민이자 동료직장인으로 존중하고 우하는 것, 불법촬 과 유포의 공포에서의 자유, 

독박 아닌 함께 돌보는 것, 성차별 없는 채용과 보상을 받는 사회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는 성평등 

없이는 불완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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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부담과 우울증상: 직장 내 성차별 인식의 조절효과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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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휴가급여 국제비교 연구 
: 육아휴직급여, 부모보험, 부모급여 사이에서1)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가족의 변동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 가장 문제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징후는 저출생 문제일 것이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원인이 병렬적으로 논의되기도 하지만, 당사자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

는 변화된 청년여성들의 생애기획에 부응하는 제도적 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로 지적된다. 청년여성들은 노동중심적 생애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노동중심

적 생애와 양육의 양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은지 외, 2019). 실제로 한국사회의 

연령별 고용율은 이제 OECD 국가 부분에서 사라진 M자형 곡선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 담론은 한국사회에서 가족정책의 확장에 기여한 중요한 동력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2000년

 이래 가족정책은 매우 큰 확장을 보여왔으며, 그 중 일가족양립정책, 특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정책은 

그중 가장 큰 확장을 보인 정책의 하나이다. 1999년 '모성보호 3법' 개정으로 무급이었던 육아휴직제도가 

유급화 된 이래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는 지속적으로 제도적 확장을 이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초기 양육기 소득감소를 체하는 제도로서 충분히 기

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현재의 한국상황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사용율과 적용율의 문

제이다. 통계청의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할 때 모의 약 24.3%만이 실제 육

아휴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생아수 비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모의 비율은 북구유럽과 

륙유럽 등 OECD 상당수의 국가들에서 100%이며, 캐나다, 호주 등의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50%를 상

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OECD Family database, Chart PF2.2.B. Users of paid parental 

leav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한국의 수치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낮은 적용율의 문제는 한국의 육아휴직제도가 안정적인 임금근로자에만 적용되고 있는 문제

와 직결된다. 한국의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에 '부착'되어 있는 특수한 사례로, 고용보험제도가 가지는 

낮은 적용범위의 문제를 그 로 승계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불안정 임금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를 포용

하지 못하는 문제는 꾸준히 문제제기되어 왔다. 이에 출산휴가기간에 준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

1) 본 발표문은 강민정 외(2020) 「모성보호 사각지  해소를 위한 출산·육아지원 정책 확 방안」(고용노동부)에서 본 연구자가 
작성한 부분(2장 2절)을 발췌, 부분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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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 업자를 상으로 정액의 ‘출산급여’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비임금근로자까지 확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연결된 

육아휴직급여의 적용범위 또한 함께 확장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제도 자체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비해 만들어진 제도임을 감안할 때, '출산

과 양육'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응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인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2). 이에 보다 본질적

으로 별도의 보험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장지연 외, 2013; 이삼식 외, 

2013; 강민정 외, 2018). 한편으로 이와 같이 다른 형태의 사회보험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사회

보험이 가입자와 사용주의 기여로만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세 기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재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한 조세재정의 

투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번 국정과제에 새로이 채택된 '부모급여'의 맥락 또한 이와 같은 국가재정의 투입 필요성에 기반하여 

제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를 

위해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할 것을 국정과제로 채택하 다. 그러나 지급방식과 

다른 제도와의 조율에 해서는 구체적인 상이 그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들과의 조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제도의 목적이나 급여의 수준을 고려할 때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제도와의 연결성 속에서 우선적으로 구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출산과 초기양육기의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급여제도에 한 국제비교분

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급여체계는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포괄하

며, 특히 육아휴직 급여가 가장 비중있는 제도적 수단이다. 국내에서 이러한 제도는 '모성보호'나 '일가족

양립' 또는 '일생활균형'제도로 통칭되고 있다. 그러나 '모성보호'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경력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주로 출산휴가제도를 의미하며, '일가족양립'이나 '일생활균형'은 전반적 노동시간 단

축, 가족돌봄휴가, 돌봄서비스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범위보다 큰 개념으로 볼 수 있

다. 본 연구는 ‘부모휴가급여’로 지칭하고자 하는데, 이는 이 제도가 아동에 한 직접적 지원이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한 지원이며, 특히 부모의 노동시장 경력과 연결된다는 의미(‘휴가’)를 담고 

있다. 

본 연구는 부모휴가급여에서 복지국가 유형별로 중요한 세 개의 국가를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북

구국가의 경우 부모휴가급여를 가장 안정적이고 포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스웨덴 사례를, 륙유럽국가의 

경우 최근 급진적인 제도개혁으로 여성고용과 출생률 상승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 

사례를 살펴본다.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는 상 적으로 높은 제도적 수준을 구축한 캐나다 사례와, 그 안에

서 부모휴가급여를 별도로 더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한 퀘백 주의 사례를 따로 검토한다. 본 연구는 부모

휴가급여 제도 자체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가들의 복지국가 형성 과정에서 어떤 사

회보험제도에 부모휴가급여제도가 자리잡게 되었는지, 사회보험제도의 포괄성과 부모휴가급여제도의 포괄

성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부모휴가급여제도에 한 정책적 함의와 

제도 확장 방향을 제안한다.

2) 표적인 사례가 육아휴직 복직 6개월 이후에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이다.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를 복직 6개월 이후
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이 제도는 높지 않은 육아휴직 급여 체율을 더 낮추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이후 직장복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의 목적성에 부합하지만 
출산과 초기 양육기 소득보장이라는 육아휴직급여의 본래적 목적에는 배치된다. 다른 국가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한국의 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제도적 왜곡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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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논의 검토

가. 사회보장제도 커버리지 확장 논의와 부모휴가급여

한국에서 부모휴가급여 제도의 커버리지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보험제도 중

심의 사회보장체계가 새로운 노동시장 변화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서구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응을 다루고 있는 Spasova et al(2017)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

다. 지난 20여년간 유럽에서는 시간제 근로, 임시직 등의 비전형근로와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따른 새로

운 형태의 자 업이 증가추세에 있다. 유럽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체계는 정규 고용관계에 기반하여 구축되

었으며, 특히 노동자와 고용주 기여에 근거한 사회보험체계는 그러한 특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회

보장체계의 접근성 문제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방식이 증가함에 따라 보장성의 

격차가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 비전형근로의 경우 법적인 권리는 부분 보장되지만 급여의 조건이 되는 

근로시간이나 기여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급여에서 배제되거나 낮은 급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자 업자의 경우에는 법적인 권리 자체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은 급여, 짧은 

급여보장기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비전형근로의 경우 기여기간과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

고 최저선을 설정할 것, 자 업자의 경우 의무가입범위를 늘리고 적용예외의 범위를 줄일 것, 소득불안정

성과 유동성에 응하는 소득산정기준을 만들 것 등을 EU 국가들에 제안하 다. 

이러한 논의에 발맞추어 자 업자들의 일･생활 균형에 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EU는 자

업자를 위한 14주의 출산휴가 권리를 유럽연합법에 도입하 다(EU 보도자료, https://ec.europa.eu/ 

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0_1029). Annink et al(2015)는 자 업자를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의 국가별 비교연구를 통해 기존의 복지국가 분류체계가 자 업자를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 분류에

도 잘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구유럽 등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자 업자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휴

가・휴직제도를 제공한다. 다만, 자 업자들은 보험요율을 더 높게 적용하기도 한다. 륙유럽 등 보수주

의 복지국가에서 일･생활 균형제도들은 고용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기여에 의해 재정을 조달하기 때문에 

자 업자의 휴가는 노동자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미권 등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노동자와 자

업자 모두에 해 전반적으로 낮은 휴가 보장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국내 부모휴가급여 확장 논의

한국에서 부모휴가급여의 커버리지의 문제는 꾸준히 문제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장지연 외(2013)는 ‘모성보호 사각지  개선’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함을 제안하

고 있다. 첫째, 고용보험을 유지하면서 재정을 확충, 독립시키는 방안으로서 제도의 범위를 임금근로자로 

한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자 업자에 한 고용보험 확장시에 함께 확장이 가능한 방식이다. 둘째, 

건강보험으로 이관하면서 상을 취업자로 확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건강보험에 현금급여체계, 

즉 상병수당 도입이 이루어질 때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셋째, 독립 기금을 창설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조세와 사회보험을 결합하는 방안으로, 부모보험이나 가족수당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조세가 투여되므

로 상을 전업주부까지 확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연구는 재정방식과 지원범위 간의 합리적 일치를 강

조하고 있으며, 이후 제안되는 방안들의 큰 틀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시기 이루어진 이삼식 외(2013)는 부모보험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단기

적으로 고용보험 재정을 유지하면서 고용보험 요율에 가산하도록 하며 자 업자는 선택적 가입이 가능하

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부모보험 재정을 도입하고 건강보험 요율에 가산하도록 하며 자 업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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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가입하도록 한다. 이 연구는 재원은 단기적으로는 국고를 투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료만으로 운

되도록 하는 분리된 사회보험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 류정희 외(2018)는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 를 개선하기 위한 ‘출산급여’ 제도의 설계를 

제안한다. 이 연구는 고용보험의 적용 상에서 구조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비임금근로자를 상으로, 휴가

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조세를 재정으로 하는 정액수당 방식의 출산급여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

구는 특히 현재의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 를 개념화하고 실제 사각지 의 비중을 보여준 데서 의의가 있

다.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근로자와 임신 및 출산전후 퇴직자의 경우, 별도의 출산급여 제도에서 지

원할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관행을 용인할 수 있다는 부작용의 위험성도 함께 지적한다. 이에 따라 출산

급여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 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출산하는 모든 여성에 한 보

편적인 모성보호제도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시한다.

강민정 외(2019)는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초기 3개월의 급여율을 

높이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 를 해소하여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기여를 

했으나 휴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급여 사각지 ’의 개선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

건인 휴직 요건(고용유지 요건)을 삭제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도적 사각지 ’의 경우 고용보험의 의무 

적용범위가 자 업까지 확 될 경우 함께 개선될 수 있으며, 다른 안으로 보다 포괄범위가 넓은 건강보

험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며, 세 별 이전을 고려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도 검토 가능한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미곤 외(2019)는 출산·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현금지원체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부모

돌봄 시간’ 개선과 관련해서 고용보험의 커버리지 확 와 함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커버리지도 자 자

까지 확 하고 기존 출산급여는 조정하며, 사후지급금을 페지하고 급여 소득 체율을 7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실업부모, 학생부모, 전업주부 등 고용보험 가입 상자가 아닌 부모들까지 포괄

하기 위해 기존의 고용보험 기반 모성보호급여를 모든 취업자에 적용함과 함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가입자의 최저급여보다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를 지급하여 사각지 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양재진 외(2021)는 ‘부모보험’을 신설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 계정을 분리하고, 부모보험을 신설한다. 그 중 정액급여 부분은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고 재원은 

일반재정에서 충당하도록 하며, 소득비례 부분은 취업자에게 지급하고 재원은 부모보험에서 충당하는 방식

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국내에서 부모휴가급여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은 크게 고용보험에 기반한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를 유지하면서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방식, 건강보험 등 기타 사회보험이나 별도의 

‘부모보험’ 등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방식, 일반재정을 활용하여 재정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정액급여를 설

치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 독일, 캐나다의 부모휴가급여를 검토하고자 한다. 

Annink et al(2015)의 연구결과에서처럼 자 업자를 위한 일·생활균형 정책에서도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스웨덴, 독일, 캐나다를 검토한다. 

재원 및 상범위 구조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경우 한국과 유가하게 고용보험에서 부모휴가급여를 담당하

고 있는 예외적 사례이다. 또한 스웨덴과 캐나다 퀘벡은 ‘부모보험’이라는 명칭을 활용하고 있어 별도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체계를 검토해볼 수 있다. 독일은 최근 조세를 기반으로 부모휴가급여를 전환하 다. 이

와 같이 고용보험 기반 제도, ‘부모보험’ 기반 제도, 조세 기반 제도로서 세 개 국가의 제도가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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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웨덴, 독일, 캐나다의 부모휴가급여

가. 스웨덴의 부모휴가급여제도

 1) 스웨덴의 사회보험체계와 부모휴가급여

스웨덴 복지국가는 시민권을 근거로 하는 정액급여와 노동시장참여 및 사회보험기여를 기준으로 하는 

정률급여가 함께 제공되는 가장 완성된 형태의 사회보장체계를 갖춘 ‘포괄적 복지국가(emcompassing 

welfare state)'(Korpi & Palme, 1998)로 분류된다.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전후부

터 50년 까지 균등률 급여체계에 기초한 보편적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고, 60년  이후로는 소득 체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급여가 도입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Esping-Andersen and Korpi, 1987, 47-49; 

김 순, 2012, 350에서 재인용). 

초기 스웨덴의 사회보험체계는 겐트 시스템이라는 노동조합 위주의 자발적 가입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겐트 시스템은 민간보험조합에 해 막 한 국고보조를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형태로서, 벨기에 

겐트라는 도시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스웨덴은 1930년 까지 겐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국가기관 중심의 연금보험과 산재보험의 도입을 완성하 다. 이러한 자발적 기금 중

심의 복지체계에서 강제가입의 공공보험체계로 전환된 것은 1950년 다. 1955년 겐트 시스템에 근거한 

건강보험이 강제가입의 공공보험으로 체되고, 이 때 보험의 상은 전국민을 포괄하고, 의료급여와 상병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로 구축되었다(남찬섭・백인립, 2011: 12-14). Kangas(2004)는 이러한 스웨덴의 

건강보험 개혁을 '기본보장 복지국가(basic security welfare state)'가 수립된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즉, 전국민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일한 틀에 기반한 기본보장에 충실한 상병수당 제도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건강보험은 정액급여와 건강보험 소득구간을 고려한 소득비례급여의 이층체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자 업자는 건강보험 소득구간이 계측되지 않아 소득비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며, 자발적인 건

강보험에서 소득비례급여를 받았다. 

이후 1962년 일반사회보험법(AFL)이 도입되면서 자 업자에 해서도 소득비례급여체계에 포괄되어 임

금근로자와 동일한 우를 받게 되었고, 자 업자들의 건강보험 소득구간은 유사 직군의 소득보다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상한선이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건강보험 소득구간이 정확하게 소득을 

반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후 1974년 부모휴가급여를 사회보험화한 부모보험이 도입되면서 현재의 사회보험체계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게 된다. 즉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부모보험이 단일한 운 기관에 의해 운 되는 통합관리기

구에 속하게 되었으며, 실업보험은 겐트시스템에 의거한 임의가입제도로 별도 운 되는 체계로 구축된다

(남찬섭・백인립, 2011: 12-14). 김 순은 이를 스웨덴의 보편주의가 전국민을 하나의 틀로 포괄하되 그 

안에서 소득비례를 허용하여 중간계급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보편주의의 출현이라고 명명하

으며(김 순, 2013), Kangas(2004)는 이러한 이 시기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포괄적 복지국가

(emcompassing welfare state)’로 전환된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체계는 현재의 사회보험 시스

템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1960~70년  스웨덴의 사회보험 운 체계 개혁은 사회보험료 기여금의 부담책임을 개인 노

동자에서 고용주로 전환하는 개혁과 함께 이루어졌다.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서 개인 노동자 부담이 폐지

되고,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부모보험의 재원까지 충당하게 되었으며, 임의가입제도인 실업보험에도 고용주

의 기여금이 도입되었다. 또한 이 시기 보험료산정 상・하한선이 폐지되고 고용주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

자의 총 임금총액을 기반으로, 자 업자는 사업소득총액을 기반으로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었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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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험청이 담당하던 보험료 적용・징수 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조세와 함께 징수하게 되었다(남찬섭・
백인립. 2011: 14-16; 오건호, 2013: 4). 

이러한 사회보험료 산정은 ‘상병수당 자격기준 소득(Sickness Benefit Qualifying Income, SGI)’의 도

입에 따라 이루어졌다. 현재에도 스웨덴의 사회보험급여는 SGI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사회보험급여의 적

절성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 1974년 상병수당에 과세가 적용됨과 함께 기준 건강보험 소득구간을 체하

는 SGI 기준이 도입되었으며, SGI에는 과세 상이 되는 사회보장수당도 포함되었다(Försäkringskassan, 

2004).

이후 1990년 에 연금보험의 노동자 몫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공공사회보험 중 연금보험을 위해서만 

개인 노동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기여금은 고용주와 자 업자가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남찬섭・백인립. 2011: 14-16; 오건호, 2013: 4). 아래는 스웨덴 사회보장청의 사회보험 연간통계

(Försäkringskassan, 2015)에서 고용주와 자 업자의 보험요율을 보여주는 표이다. 각 사회보험 항목 중 

소득연계연금의 7%를 개인 노동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남찬섭・백인립. 2011: 15) 외에는 아래와 같은 

고용주와 자 업자의 보험료만으로 사회보험 재정이 운용된다. 부모휴가급여와 관련해서는 부모보험 명목으

로 별도로 고용주・자 업자가 2.6%의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örsäkringskassan, 

2015).

<표 1> 스웨덴 고용주・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요율

한편 이와 같은 보험료 징수는 국세청에서 일괄 이루어진다. 사회보험법에 따라 국세청에 의해 징수된 

사회보험 보험료는 각각의 보험제도 역의 급여를 위해서만 보험료가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역의 지

출이 보험료를 통한 수입보다 많게 될 경우 정부는 조세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남찬섭・백인립, 2011: 

17). 즉 각 사회보험 재정이 재정 계정 간에 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조세와의 강한 연계

를 통해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운용체계는 국세청을 통한 징수체계와 연결되면서 더 안정적인 기

반을 가지게 된다. 

요컨  스웨덴의 사회보험체계는 실업보험을 제외한 연금보험, 건강보험, 부모보험, 산재보험이 통합관

Expenditure rate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노령연금보험1 10.21 10.21 10.21 10.21 10.21 10.21 10.21 10.21 10.21

유족연금보험1 1.70 1.70 1.70 1.70 1.70 1.17 1.17 1.17 1.17

건강보험

- 고용주 8.64 8.78 7.71 6.71 5.95 5.02 5.02 4.35 4.35

- 자 업자 9.61 9.61 7.93 6.93 6.04 5.11 5.11 4.44 4.44

부모보험1 2.20 2.20 2.20 2.20 2.20 2.20 2.60 2.60 2.60

산재보험1 0.68 0.68 0.68 0.68 0.68 0.68 0.30 0.30 0.30

실업보험

- 고용주 4.45 4.45 2.43 2.43 4.65 2.91 2.91 2.91 2.91

- 자 업자 1.91 1.91 0.50 0.50 2.11 0.37 0.37 0.37 0.37

일반소득세1 4.40 4.40 7.49 7.49 6.03 9.23 9.21 9.88 9.88

고용주 총기여 32.28 32.42 32.42 31.42 31.42 31.42 31.42 31.42 31.42

자 업자 총기여 30.71 30.71 30.71 29.71 28.97 28.97 28.97 28.97 28.97

1 고용주와 자 업자 동일 요율
자료: Försäkringskassan(201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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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구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국세청이 징수를 담당하고 각 사회보험 계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조

세에서 보충해주는 시스템을 통해 조세체계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모휴가급여는 ‘부

모보험’이라는 별도 계정을 가진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운 은 별도의 보험체계가 아

니라 3  사회보험 및 조세체계와 강하게 연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스웨덴의 부모휴가 급여와 자격요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나의 제도로 연결하여 운용하고 있다. 스웨

덴에 거주하는 모든 부모는 통합된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이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지게 되는

데, 일정한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보다 소득 체율이 높은 ‘취업기반 급여’인 소득 체급여를, 그

렇지 않은 경우 ‘거주기반 급여’인 정액급여를 받게 된다(Försäkringskassan, 2020). 부모휴가급여와 관

련된 급여 중에서 육아휴직급여(parental benefit)의 소득비례 급여, 임신휴가급여(pregnancy benefit), 

일시돌봄휴가급여(temporary parental benefit) 등은  ‘취업기반 급여’이며, 육아휴직급여(parental 

benefit)의 기본급여는 ‘거주기반 급여’에 해당된다.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상병수당 자격기준 소득(Sickness Benefit 

Qualifying Income, SGI)’이라고 부르는데, 스웨덴의 사회보험급여는 SGI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적

절한 사회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SGI 수준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SGI는 일반적인 

경우 월임금의 12배이나 임금수준이 고르지 않다면 별도의 계산방식이 존재하며, SGI에는 상한선이 존재

하므로 본인 임금이 이 상한선을 넘는 경우 SGI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SGI를 상실한 경우 소득 체급

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SGI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업 직후 3개월간은 SGI를 보장받을 수 있

고, 실업 후에도 고용서비스청에 등록하여 구직활동을 지속하면 SGI가 유지된다. 임신한 여성이 출산 전 

6개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자녀 출생 후 만 1년간, 만 1년 이후에는 부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SGI를 유지할 수 있다(김연진, 2020). 이 소득은 2018년 기준 10,900 크로나(SEK)로 ppp 조정시 약 연 

108만원에 해당된다. 즉 연간 약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소득비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정액급여를 받게 된다. 2018년 기준 19~64세 남녀 각각 89%가 SGI를 충족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Försäkringskassan, 2019), 다수가 자기 소득에 기반한 사회보험 급여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취업기반 급여’는 질병·장애보조금(activity·sickness compensation)의 소득비례 급여, 육아휴직급여(parental 
benefit)의 소득비례 급여, 임신휴가급여(pregnancy benefit), 일시돌봄휴가급여(temporary parental benefit)등 이
며, ‘거주기반 급여’는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상이 된다. 아동수당과 주거수당 등의 수당과 함께, 질병·장
애보조금(activity·sickness compensation)의 기본급여, 육아휴직급여(parental benefit)의 기본급여 등 사회보험성 
소득비례급여가 별도로 존재하는 급여들의 기본적인 정액급여가 해당된다(Försäkringskassa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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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웨덴의 사회보장 급여 구조

자료: Försäkringskassan(2019: 8)

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체계는 다음과 같다. Duvander & Haas(2018)에 따르면, 육아휴

직 소득 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일(또는 입양일) 이전 240일 동안 SGI 기준 소득을 받으며 일한 

경력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아닌 자 업자 또한 동일한 사회보장기여를 하고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파트너가 실업상태여도 관계없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동성 커플도 양성 커플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양육권을 혼자 가지고 있는 한부모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한 권리를 가지는데, 스웨덴

에서는 부분의 부모가 따로 살더라도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육아휴직 권리를 나누어 사용한다.

급여 수준은 양부모의 경우 부모 각각 195일간 77.6% 소득 체율로 받을 수 있으며, 이후 45일은 정

액급여로 받게 된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소득 체율이 10% 높은 약 90% 수준의 소득 체급

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 SGI를 상실하면 240일 모두 정액급여를 받게 된다(Duvander & Haas, 2018).

요컨  스웨덴의 사회보험급여는 일정기간 일한 경력과 그에 따른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다른 사회보

험 급여체계와 함께 운용되고 있는 부모휴가 급여도 이러한 기준에 따른다. 이러한 경력과 소득은 근로자

와 자 업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 해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사회보험체계

를 적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사회보험체계는 과세소득을 기반으

로 포괄적인 수급요건 결정체계를 제공하여 제도별로 별도의 보장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체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회보험체계로 운용되기 어려운 ‘부모보험’의 유지와 운용이 가능한 것으

로 해석된다.

나. 독일의 부모휴가급여제도

1) 독일의 사회보험체계와 부모휴가급여

독일의 사회보험체계의 발달과정을 남찬섭・백인립(2011: 5-8)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로,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1880년 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

보험이 차례로 도입되었다. 건강보험은 도입 초기부터 의료서비스 비용과 상병수당을 지급하 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비스마르크의 전략에 기반한 것이었다.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을 국

가가 직접 운용하고자 했지만 이는 관철되지 못하 고, 지역으로 나누어져 사회보험 가입자와 그들의 고

용주가 독립적으로 운 하는 자율행정체계 조합에 의해 운 되었다.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계속 확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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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실업보험까지 도입되어 4  사회보험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한편 히틀러 집권 시기 사회보험 조합들은 국제기구로 강제전환 되었으며, 행정업무가 전쟁수행에 걸림

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금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는 건강보험으로 일원화

되었다. 히틀러는 자 업자를 포섭하고자 자 업자를 상으로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확 하고자 하 으며, 

자 업 수공업자를 위한 독립적인 연금보험제도를 도입하기도 하 다. 히틀러가 강제전환 한 사회보험 조

합들은 2차 전 이후 건설된 서독에서 자치행정이 복원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독일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수발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이라는 5  사회보

험을 갖추고 있다. 5  사회보험의 운 기관이 보험별로 모두 분리되어 있으며 각 사회보험의 조합들은 

피보험자인 노동자와 고용주에 의한 자치행정조직이지만 정부기구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각 사회보

험이 조합을 기반으로 운 되지만 히틀러 집권시기 전제적 개혁의 유산으로 5  사회보험의 징수는 건강

보험의 질병금고가 담당하고 있다. 전국 질병금고가 5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 후, 연금보험조합들

과 연방노동청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떼고 해당 보험료를 이전해 주며, 연금보험조합과 연방노동청은 급여 

업무만을 담당한다. 산재보험은 개인 노동자의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남찬섭・백인립, 2011: 5-8).

한편 독일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운 하며, 각 제도의 재원은 출산휴가는 건강보험과 고용

주가, 육아휴직의 경우 일반조세에 해당하는 가족금고로 운용되고 있다(Reimer, Erler & Blum, 2018). 

즉 출산휴가급여는 의료서비스, 상병수당과 함께 건강보험의 한 급여체계로서 지급되며 고용주 책임이 연

동되어 있는 반면, 육아휴직급여는 가족급여의 일환으로 일반조세인 가족금고에서 지급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전국 202개의 질병금고에 의해 운 되며, 지역질병금고, 기업을 위한 직장질병금고, 수공

업자를 위한 동업조합질병금고, 농민질병금고, 노동자질병금고, 광업・철도・항만 연금보험 등 6가지 종류

로 구분될 수 있다(남찬섭・백인립, 2011: 8). 한편 가족금고(Familienkasse)는 연방아동수당법에 따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규정에 따른 아동・가족 관련 현금급여를 관리하는데, 육아휴직급

여와 함께 아동수당도 관리한다. 가족금고는 연방고용공단 소속 14개와 개별 공공기관에 속한 8,000개 

정도가 있는데, 다수 가족금고는 연방 노동사회부 산하 연방고용공단(Bundesagentur für Arbeit) 소속

이다. 아동수당이 최초로 지급된 1955년 재원은 고용주 부담으로 마련되었으며, 1961년부터 재원이 일반

조세로 전환되었다(정재훈, 2017). 

요컨  독일의 사회보험체계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 개별 사회보험이 별도 관리

체계로 운 되고 각 보험의 관리기구도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노동자와 고용주에 의한 자치행

정조직으로 분화되어 운 된다. 단 사회보험의 징수체계는 건강보험을 통해 일원적으로 이루어지며, 건강

보험이 징수 후에 개별 조합들에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부모휴가

급여는 건강보험에 의한 출산휴가와 일반조세인 가족금고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분리되어 운 되고 있다.

 2) 독일의 부모휴가급여와 자격요건

독일의 출산휴가 급여는 한국과 같이 고용주가 상당부분을 부담하면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급되며, 일

하지 않는 경우는 부모휴가급여가 없는 신 아이를 낳자마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독일의 출산

휴가 급여는 ‘모성보호급여(Maternity Protection, “Mutterschutz”)라고 불리는데, 산전 6주와 산후 8주, 

총 14주 동안 지급되며 산후 8주를 지켜야 하는 것은 의무이다. 소득 체율 100%로 전액 지급하며, 재원

은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하고 일정수준 이상은 고용주가 지급한다. 모성보호급여의 포괄범위는 건강보험이 

있는 모든 근로자, 실업자, 자 업자를 상으로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없는 자 업자나 비취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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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급되지 않지 않는다. 즉 건강보험이 주요한 급여신청의 통로이다.

독일의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급여(Parental benefit, 전일제는 “Basiseltern-geld”, 반일제는 

“ElterngeldPlus”)’라고 불리는데, 전일제 휴가를 기준으로 할 때 12개월(+2개월 배우자보너스) 또는 반일

제를 기준으로 24개월(+4개월 배우자보너스)로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소득 체율 65% 이상으로 소득수

준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소득 체 급여이며, 비취업자도 매달 300유로(ppp 조정 환

율로 약 35만원 수준)의 정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격기준은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 않은 모든 부모”로서, 학생, 전업주부 여성, 전업주부 남성까지 전부 지급한다. 재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가족 관련 현금급여를 위해 조세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한 가족금고에서 

지급된다. 산후 8주간 지급된 출산휴가급여는 육아휴직급여에서 공제된다.

독일의 육아휴직급여가 소득 체급여로 전환된 것은 2006년 ‘연방부모휴직급여 및 부모휴직법

(Bundesen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BEEG)’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여체

계는 고소득층에게는 임금의 67%에 상당하는 체급여를 주고, 저소득층에게는 300유로의 정액을 지급한

다는 점이 위헌적이라는 비판, 특히 재원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서 나오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세금으

로부터 조달된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에게 높은 급여를, 저소득층에게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

의 논란이 일기도 하 다(조성혜, 2009). 이러한 주장은 사민당의 일부, 좌파당 및 무종교사회복지연맹에

서 일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힘을 얻지는 못하 는데, 예컨  킬스텐 교수와 크리스티네 판

사는 부모수당은 취업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적은 가정에 최저보장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육

아수당과 달리, 육아를 위하여 손실된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고소득자에게 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론하 다(홍성민, 2020)

요컨  독일의 사회보험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급여요건이 달리 설정되어 있다. 부모휴가급여의 

경우, 출산휴가는 건강보험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육아휴직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므로 

모든 부모를 상으로 지급하지만 일한 경력과 소득에 따른 소득 체급여와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정액급여를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에 연동된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에는 주로 근로자를 상으로 지급하며, 

이는 고용주의 임금지급 책임과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반조세에 연동된 육아휴직급여의 경

우에는 자 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까지 포괄하는 급여체계를 운 하고 있다.

다. 캐나다의 부모휴가급여제도

1) 캐나다의 사회보험체계와 부모휴가급여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지만, 미국에 비해 보편적 사회보장체계가 잘 갖추어

진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캐나다는 1910년 부터 주별로 사회보험 형태의 산재보험을 도입하기 시작

하 으며, 1920년  중반부터는 연방정부의 주도로 비기여식 연금제도를 도입하 는데, 이는 기여에 의한 

급여가 아닌 일정한 소득이하 집단에 한 공공부조식 기초연금 형태 다. 캐나다 최초의 기여식 사회보험

은 1929년 공황의 여파로 1940년에 도입된 실업보험이다. 이 실업보험은 도시근로자만을 상으로 하고 

실직 전 2년 동안 180일 이상의 취업이라는 높은 조건과 소득 체율이 약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지긴 하지만, 최초의 소득 체형 기여식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캐나다의 사회보험 도입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후 연금제도는 1952년 정액수당형태의 OAS(Old Age Security)를 거쳐 1966년에서야 기여

식 사회보험 형태인 CPP(Canada Pension Plan)가 시행되었다. 즉 캐나다 사회보험 도입과정은 연금보험

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프로그램보다 실업보험이 먼저 도입되었으며, 실업보험에서 가장 먼저 소득

비례급여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조 훈, 2011; 100-114; 121-124; 12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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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실업보험은 지속적으로 확 되었으며, 1971년에 폭 확 되었다. 소득 체율이 크게 상향되어 공

공부조 수준을 넘는 적절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질병급여와 모성급여가 새로 설치되고, 수급요건 납부기간

을 완화함으로써 기존에 제외되던 주변적 근로자들을 포괄하고, 반 로 고용이 안정된 교사나 공무원도 

포괄하도록 적용범위를 크게 높 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가 실업급여 4%를 넘는 실업급여 및 부가급여를 

전액 부담하게 되었다(조 훈, 2011: 130-133). 즉 이 시기에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적절성을 갖춘 사회

보장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실업보험 체계 내에 건강보험과 부모휴가에 한 사회보장도 포괄되는 형태로 

캐나다식 사회보험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와 같이 실업보험 체계 내에 부모휴가급여가 위치하게 된 캐나다의 사례를 스웨덴과 비교하면서, 

Schwartz(1988)는 스웨덴은 양육은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하는 국가적 사안이라고 본 반면, 캐나

다는 임신한 여성을 실업자로 우하며 양육에 한 국가적인 관심이 없어 중앙과 지역정부가 통일된 정

책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 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국가와 고용주만 기여하는 반면 캐나

다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기여하며, 스웨덴은 자 업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통합된 틀에서 부

모보험의 혜택을 받는 반면 캐나다는 자 업자와 주변적 노동자(가사노동자, 농업노동자, 학생)들이 부모보

험에서 배제된다는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상당한 수준을 보 던 캐나다의 사회보험은 1970년  이후 

삭감, 조정기를 거치게 된다. 1970년 에 67% 수준의 소득 체율을 보 던 캐나다의 실업보험은 90년

에 점차 삭감되어 소득 체율이 55%까지 낮아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6년에는 실업보험 가입요건을 

전년도 300시간 근로에서 700시간 근로로 요건을 크게 강화하여 제도 상자의 수를 크게 줄이는 제도적 

후퇴가 있었다. 다만 이 시기의 부모휴가급여제도는 오히려 확 되었는데, 2001년에 육아휴직급여를 25주 

연장하여 총 35주의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가입요건은 전년도 700시간 근로에서 600시간 근로로 

완화되었다(Doucet et al, 2009). 이와 같은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은 역설적으로 실업보험의 요건 강화의 

효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고용보험 요건의 강화로 고용보험 재정에 발생한 잉여금을 보다 ‘자격있는’ 

사람에게 주도록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명시적인 요구가 없었고 

오히려 보육시설 확 에 한 요구가 높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은 이러한 보육시설 확  요구를 손

쉽게 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Evans, 2007; Doucet et al, 2009).

한편 이와 같은 연방정부의 제도적 발전과 별도로, 퀘백 지역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제도 구축에 한 

요구가 있어 왔다. 퀘백 지역은 여성위원회가 잘 운 되는 노동조합, 여성운동 조직, 진보 가족단체들의 활

동이 왕성한 지역으로, 가족정책 확장에 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어 왔으며, 이러한 요구를 반 하여 퀘

벡 정부는 2003년 법적 소송과 함께 연방정부의 실업보험 계정에서 육아휴직 계정을 퀘벡 지역으로 이전

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다. 2005년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퀘벡 정부는 육아휴직 계정을 분리하고, 

별도의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성공하 다(Doucet et al, 2009). 

이에 따라 실업보험 요율은 퀘벡 지역과 그 외 캐나다 지역이 구분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캐나

다 실업보험은 고용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와 정부의 운 비 보조로 구성된다. 보험요율은 캐나다 인적자

원개발부(HRDC) 산하 고용보험위원회가 경기순환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입의 수준과 안정적 기금운용 정

도를 계산하여 매년 결정한다. 사용자 보험요율은 근로자 보험요율의 1.4배로 고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임

금손실 보험을 가진 사용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이규용・홍성호, 2003). 보험요율은 노동자 기준으로 

피보험소득의 약 3%에서 낮아져 왔으며,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노동자 기준 1.58%의 요율이 적용되

며, 이 때 요율은 실업급여와 질병급여, 부모급여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요율이다. 자 업자의 경우 의무가

입이 아니며, 가입을 원하는 경우 노동자와 동일한 요율로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퀘백 지역은 보다 보장성

이 높은 별도의 부모보험(Québec Parental Insurance Plan, QPIP)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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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받는 신 모성급여에 해서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퀘백

의 부모보험(QPIP)은 자 업자가 의무적용되기 때문에, 퀘백 지역의 자 업자는 부모보험은 의무가입하고, 

실업급여와 질병급여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요율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표 2> 캐나다 노동자・고용주・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요율

구 분 노동자 고용주 자 업자

캐나다
고용보험 (EI)

(질병급여, 부모급여 
포함)

1.580 2.210 (1.580)

퀘백

고용보험 (EI) 1.180 1.650 (1.200)

부모보험 (QPIP) 0.494 0.692 0.878

전체* 1.674 2.342 (2.078)
  

*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계산, 괄호는 자발적 가입자
출처: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news/2020/09/canada-employment-insurance-commission-ceic
html; Québec Parental Insurance Plan, 
https://www.rqap.gouv.qc.ca/en/about-the-plan/general-information/premiums-and-maximum-insurable-earnings

 2) 캐나다의 부모휴가급여와 자격요건

캐나다의 노동자는 고용이 보장되는 무급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기

간 동안 연속적 고용이 있어야 한다. 연속적 고용의 요건과 휴가의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출산휴가

는 15~18주, 육아휴직은 최  63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고용이 보장되는 휴가・휴직기간의 요건과 급여를 받는 요건은 분리되어 있다.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 1년간 600시간 근로조건

을 갖추어야 한다. 근로자가 아닌 자 업자의 경우 부모휴가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신청하는 시점 1년 전의 평균 소득이 CAD$7,279 이상으로 보험요율에 따라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자로 인정된다. 부모휴가급여를 신청할 때는 자녀출산과 양

육으로 근로시간이 40% 이상 감축된 조건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을 전후

하여 15주 동안 55% 소득 체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는 35주간 55% 소득 체급여(‘표준형’) 

또는 61주간 33% 소득 체급여(‘연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양부모 모두가 사용할 경우 5주(‘표준형’) 

또는 8주(‘연장형’)을 더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저소득층인 경우 소득 체율 80%까지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정되는 소득과 보험소득은 각각 상한선이 있다. 캐나다의 고용보험 제도 내에는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부모를 위한 정액급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Doucet et al, 2020).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정부의 고용보험제도와 별개로 퀘벡 지역은 부모보험(QPIP)을 별도 

운 하고 있다. 퀘벡의 부모보험은 남성 휴직 할당제와 같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도입, 시간제 활용이 가능

한 높은 유연성, 높은 소득 체 수준, 자 업자까지 포괄하는 적용범위 등에서 연방정부 고용보험보다 훨

씬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격요건을 근로시간 요건이 아니라 소득요건으로 전환하고 소득요건의 

수준을 낮춤으로서 고용지위가 열악한 사람들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었으며, 부분의 학생들까지도 포괄

되는 수준으로 제도의 확장성이 강화되었다(Evans, 2007; Doucet et al, 2009). 

보다 구체적으로, 2020년 기준으로 연간 CAD$2,000 소득이 있으면 노동자도 자 업자도 모두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된다. ‘기본’ 보장은 18주 동안 70% 소득 체 출산급여, 7주간의 70% 소득 체 육아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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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5주간의 55% 소득 체 육아휴직급여와 5주간의 70% 소득 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받는 방식이

다. 보다 단기간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별’ 보장은 15주 동안 75% 소득 체 출산급여, 25주간의 

75% 소득 체 육아휴직, 3주간의 75% 소득 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연방 고용보험 프

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인 경우 소득 체율 80%까지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인정되는 소득과 

보험소득은 각각 상한선이 있지만 일반 고용보험 상한선보다 훨씬 높다. 단 퀘벡 부모보험 내에도 자격요

건에 맞지 않는 부모를 위한 정액급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Doucet et al, 2020).

<표 3> 캐나다 고용보험 및 퀘벡 부모보험의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구 분 캐나다 연방정부 고용보험(EI) 퀘벡 부모보험(QPIP)

자격요건 (지난1년간) 600시간 근로 $2,000 소득

자 업자
12개월 전 자발적 가입 가능,

$7,279이상 순소득
의무적용

기기간 1주일 없음

소득 체율

급여종류 표준형 연장형 기본형 특수형

급여 
종류

출산휴가 15주, 55% 18주, 70% 15주, 75%

육아휴직 35주, 55% 61주, 33% 7주, 70% 
+ 25주, 55%

25주, 75%
부부 모두 사용시 40주, 55%

(부부가 모두 사용시 
5주 추가)

69주, 33%
(부부가 모두 사용시 

8주 추가)부성휴가 5주, 70% 3주, 75%

최  급여(주) $ 573 $ 344 $1,057 $1,132

최  보험적용 소득 $52,400 $78,500

저소득층 보충 최  80%까지 최  80%까지

  자료: Doucet et al(2020)

4. 국가간 비교

이상의 내용을 토 로 세 개 국가의 부모휴가급여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

보장체계를 구축한 스웨덴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하나의 제도 내에서 포괄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새로운 노동의 출현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자 업자를 포괄

할 것인가의 논쟁은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및 성숙기에 이미 시작되었고, 일 형태에 따른 사회보장체계가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상으로 하는 안정적인 기초보장 구조 위에 적절한 소득 체급여를 앉히는 데

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은 구직자, 비취업 집단에 한 정액급여까지 갖추

고 있다. 

독일의 경우 조합주의 전통 위에 근로자를 위한 강력한 급여로서 출산휴가급여가 존재하며, 이와 병행

하는 보편적인 육아휴직급여를 조세로 운용하고 있다. 출산휴가급여는 임금근로자 및 자발적 건강보험 가

입자만 적용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00년  중후반 

정액급여 던 육아휴직급여를 상당한 수준의 소득 체급여로 전환함으로서 소득 체의 적절성을 달성하

으며, 그 재원이 조세라는 점에서 기존의 조합주의 국가의 전통에서 일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유사한 고용보험 내에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를 포괄하고 있는 캐나다와 캐나다의 전통에서 벗

어나 포괄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는 퀘벡의 사례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사각지 를 개선해나갈 수 있

는 현실적인 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캐나다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전통 속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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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급여를 도입하는 데에 성공하고,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를 적용한 것에서 더 나아가, 퀘벡은 기존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격요건을 근로시간에서 가벼운 소득요건으로 변경하

고 자 업자들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먼저 의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 양부모가족이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를 전일제로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함.
* 음 은 진할수록 높은 소득 체율

[그림 2] 스웨덴, 독일, 캐나다, 퀘벡의 취업유형별 부모휴가급여제도 비교

보다 구체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부모휴가급여제도 커버리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휴가급

여제도의 커버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명확히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OECD에서는 당해연도 출생

아 수 100명 비 남성, 여성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 표만을 비교지표로 제시하고 있다(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검색일 2020.4.30.). 이 지표는 

육아휴직의 중복사용이나 출산시점과 이용시점의 차이 등으로 매우 엄 한 통계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국가들에 한 적용률을 보여주는 유일한 국제비교 지표로 볼 수 있다. 

아래 표는 3개국과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비율을 제시한 표이다4). 스웨덴은 남녀 모두 출생아수 

비 수급자 수가 3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스웨덴 통계가 휴직급여를 여러번 받은 것을 각기 

합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편적이고 유연한 사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독일의 경우 여

성은 부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만 남성은 절반 정도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캐나다는 

4) 강민정 외(2019), 박지순 외(2020)에서 본 연구자가 작성한 표의 일부를 업데이트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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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과반 정도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며, 남성의 사용률은 보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명시적인 제도적 외형은 낮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출생아 100명 비 여성은 약 24명, 남성은 약 2명 정도만 육아휴

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제도 이용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각국의 육아휴직급여 통계

Number of users/recipients 
per 100 live births

(출생아 수 100명 당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Male share of recipients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비중)
Women(여성) Men(남성)

스웨덴 380.0 314.1 45.3

독일 93.7 35.0 27.2

캐나다 57.3 9.0 13.6

한국* 24.3 2.5 22.7

* 한국은 2020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
출처: OECD Family Database(2016); 통계청 보도자료(2022.12.21.)

한국에서 부모휴가급여의 적용범위의 좁은 적용범위는 류정희 외(2018)에서 구체적으로 통계를 참고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자료와 고용보험 자료 연계를 통해 출산휴가 사각지  규모를 추정한 류정희 외(2018)에 따르

면, 2016년도 출생아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받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약 26.5%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에 기여했음에도 출산이나 임신 중 퇴직으로 고용유지가 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율은 14.5%, 자 업이거나 고용보험 비가입 등으로 일을 하면서도 급여의 적용범

위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약 15.6%이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증가하여, 2020년 기준으

로 출생아 모 중 38.1%가 육아휴직 상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통계청 보도자료, 2022.12.21.). 상

자 중 사용율은 2016년 59.2%에서 2020년 63.9%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 출산전후휴가급여 사각지대의 범주화

15세~49세 여성인구 분만여성
398,760 (100.0%)

비경활 경제활동인구

전업
주부, 

퇴직자 등

실
업
자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자 업자‧
특수고용　

고용보험
비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공무원,  
교직원　적용

제외
미가
입자*

제도적 사각지 급여 사각지  현재 적용 상자 
출산급여 

우선적용 상 1
(15.6%)

출산급여 
우선적용 상 2

(14.4%)
　

무소득자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자격
미달

출산후 
퇴직자

임신중 
퇴직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공무원, 
교직원

181,339
(45.5%)

46,956
(11.8%)

13,607
(3.4%)

1,735
(0.4%)

15,412
(3.9%)

42,144
(10.6%)

80,502
(20.2%)

25,279
(6.3%)

자료: 류정희 외(2018:40, 117)에서 수정, 보완; 강민정 외(2019)
* 출산급여 우선적용 상1 중 조건부 적용자(적용제외자와 사실상 구분 불가)

※ 비율은 본 연구에서 재계산한 값으로 전체 분만여성 비 비율임. 중복된 값이 있어 합계는 100%를 상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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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 여성들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우선적으로 출산 전후 

비취업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업 여성만 고려하더라도, 취업 

중임에도 휴가·휴직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실제 급여를 받는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 사회적 안전망을 더 필요로 하는 불안정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부모휴가급

여제도의 불균형과 불평등에 한 문제제기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와 같은 적용범위의 제한

은 역으로 육아휴직의 적절성을 높이는 데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분석된 국가들 중 부모휴가급여 커버리지가 낮은 캐나다와 한국의 커버리지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건강보험 내에서 운용하는데 비하

여, 캐나다와 한국은 고용보험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단 캐나다의 고

용보험은 상병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며, 휴가・휴직과 급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캐나다의 

여성고용율이 한국의 여성고용율보다 높다는 점 등에서 한국보다 커버리지가 한층 포괄적일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아래는 2003년도 출산여성 통계를 제시한 Evans(2007)와 2016년 출산여성 통계를 가공한 류정희 외

(2018)의 수치를 재정리한 것이다5). 예상한 바와 같이 ‘기여경력 없음’의 비율은 한국이 훨씬 높고, ‘급여

상’은 캐나다가 훨씬 높다. 그 외에 비・미가입자 비율과 요건 미충족 비율도 한국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두 개 국가의 자료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고용보험이라는 체계 내에 출산휴

가・육아휴직제도가 위치할 경우, 비・미가입자와 요건미충족으로 인한 사각지 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한국사회는 여전히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높은 상황으로, ‘기여

경력 없음’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고용요건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 사각지  개선을 

위해 비・미가입자와 요건미충족으로 인한 사각지 를 개선하고 급여 상을 늘리는 데에 정책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캐나다와 한국의 출산휴가 커버리지 비교

구 분 기여경력 없음 비・미가입자 요건미충족 급여 상

캐나다(‘03) 16% 9% 10% 65%

한국(‘16) 46% 16% 15% 27%

  자료: Evans(2007), 류정희 외(2018) 재가공

 

이와 같은 제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OECD의 지출 데이터

베이스(SOCX)에서 육아휴직 예산 계정을 통해 네 개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를 비교해 보았다. 자료는 

1980년 부터 제공되고 있고, 가장 최근 자료는 2017년 또는 2018년 자료이다. 한국의 경우 2005년 이

후부터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비교가능한 자료인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GDP 비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출 비율은 0.050%에 그치고 있다. 반면 가장 포괄적인 제도를 보여주는 

스웨덴은 GDP 비 0.678%, 캐나다는 0.273%, 독일은 0.233%를 각기 지출하고 있어 한국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 GDP 비 지출규모를 비교해 볼 때 스웨덴은 한국의 약 14배, 독일과 캐나다는 약 5배 수준

의 지출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이 이들 국가 수준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출규모를 가지기 위해

서는 적어도 5배 이상의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류정희 외(2018)의 자료는 Evans(2007)와 비교를 위해 소수점을 반올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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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각국의 GDP 대비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출 비율

(단위: %)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캐나다 0.073 0.107 0.110 0.217 0.282 0.285 0.273 0.262 

독일 0.112 0.229 0.207 0.187 0.227 0.247 0.233 -

스웨덴 0.595 1.017 0.506 0.620 0.699 0.682 0.678 -

한국 - - - 0.008 0.028 0.053 0.050 0.057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에서 원자료 재계산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DET#)

5. 결론

본 연구는 부모휴가급여에서 복지국가 유형별로 중요한 세 개의 국가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가장 이

상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 스웨덴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하나의 제도 내에서 포괄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새로운 노동의 출현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자

업자를 포괄할 것인가의 논쟁은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및 성숙기에 이미 시작되었고, 일 형태에 따른 사회

보장체계가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상으로 하는 안정적인 기초보장 구조 위에 적절한 소득 체급여를 

앉히는 데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은 구직자, 비취업 집단에 한 정액급여

까지 갖추고 있다. 

독일의 경우 조합주의 전통 위에 근로자를 위한 강력한 급여로서 출산휴가급여가 존재하며, 이와 병행

하는 보편적인 육아휴직급여를 조세로 운용하고 있다. 출산휴가급여는 임금근로자 및 자발적 건강보험 가

입자만 적용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00년  중후반 

정액급여 던 육아휴직급여를 상당한 수준의 소득 체급여로 전환함으로서 소득 체의 적절성을 달성하

으며, 그 재원이 조세라는 점에서 기존의 조합주의 국가의 전통에서 일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유사한 고용보험 내에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를 포괄하고 있는 캐나다와 캐나다의 전통에서 벗

어나 포괄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는 퀘벡의 사례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사각지 를 개선해나갈 수 있

는 현실적인 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캐나다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전통 속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소득

체급여를 도입하는 데에 성공하고,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를 적용한 것에서 더 나아가, 퀘벡은 기존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격요건을 근로시간에서 가벼운 소득요건으로 변경하

고 자 업자들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먼저 의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의 부모휴가급여 사각지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변화에 응하여 비전형근로자, 자 업자까지 확 하는 포괄적 사회

보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근로계약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노동 형태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가 안고 

있는 보장의 격차 문제를 한층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

으며, 출산 및 양육기의 사회보장체계는 사업장과 일하는 형태에 따라 보장수준의 격차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포괄적 부모휴가급여 체계 수립을 위해 엄격한 고용관계에 기반한 자격요건은 해체되고 있

다. 비전형근로나 자 업자를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설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고정된 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구축해 온 사회보험체계의 자격요건을 해체하는 효과를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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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여는 고용상태에 한 엄격한 제약이 필요한 고용보험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제도의 포괄성을 확장

하는 것과 모순되는 조건은 개선할 필요성이 두된다. 예컨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고용을 지

속한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나 휴직 후 복귀를 전제로 마련된 사후지급금 등의 규정들은 비전

형근로와 자 업자를 포괄하는 포괄적 체계 내에서는 자리를 잡기가 어렵게 된다. 좁은 ‘근로자성’과 ‘실

업’의 개념을 벗어나 고용보험 내에서 성공적으로 커버리지를 넓힌 퀘벡의 사례는 고용보험의 틀 내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의 체계를 확장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부모휴가급여의 사각지 를 완충하면서도 취업과 납세 및 보험의 경력이 소득 체급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급여’는 낮은 수준을 벗어날 수 없으며, 출산 및 초기

양육기를 전후하여 일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어렵다. 쳥년여성들이 전생애에 걸쳐 노동경력

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명한 생애전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휴가급여는 노동경력이 적정 수준의 

급여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적절히 연결하면서 포괄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사회

보장체계의 지속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6).특히 포괄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따

라 임금근로자와 비전형근로, 자 업자를 포괄하는 단일한 자격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소

득파악과 적용이 중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본 절에서 검토한 스웨덴의 SGI 기준이나 캐나다 퀘벡의 

부모보험 사례에서처럼 적절한 소득을 파악하고 소득에 맞는 사회보험기여 또는 조세기여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여분을 적절하게 보상하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산 및 양육기의 근로는 

단순한 실업이 아니라 건강과 양육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자 업 등 새로운 일 형태의 

소득감소를 판단할 때 상당히 유능한 행정력이 요구된다. 스웨덴의 사례를 확인해 보면, 상당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 국세청의 경우에도 자 업자의 소득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유사한 기준

으로 추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  기 소득의 부정확성, 창업시기 추정의 불

완전성, 전반적으로 자 업자의 소득이 과소평가되는 문제,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단발성 소득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 업자의 소득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추정하기 위해 국세청 

등 조세담당 기구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사회보장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와 같이 부모휴가급여 체계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재정투자가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는 외형은 크게 성장하 지만 낮은 적용범위와 사

용률로 인해 재정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절에서 살펴본 국가들의 수준으로 실효성을 

제고할 경우 재정지출은 현재의 5배에서 10배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서 일

반 재정이 사회보험기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사회보험은 

다른 어떤 사회보험보다도 우선적인 재정투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보험 계정을 별도

로 유지하고 있지만 손실을 적극적으로 일반 재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나 조세를 기반으로 

소득 체급여까지 보장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정과제에 새로 ‘부모급여’는 이와 같은 재정투자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정한 

6) 한국의 조세 시스템은 사회보장 급여 시스템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시민들은 과세소득을 줄이고자 하는 데만 관
심을 가지게 된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차별 문제가 두되는 것도 주로 임금근로자는 ‘유리지갑’이므로 과세
되지 않는 소득이 없는 반면, 자영업자는 조세를 회피할 수단이 많다는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과세소득이 
사회보장급여와 직결되어 있고, 시민들은 사회보장급여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SGI를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
고 있으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차별 문제는 주로 자영업자의 과세소득이 과소추정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스웨덴의 조세-사회보장급여 연계 체계는 조세저항이 매우 높지만 사회보장재정을 늘려가야 
하는 한국 상황에서 조세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감염병 시기 지급된 각종 지원
금들은 신고된 과세소득에 기반하여 지급되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도 세금은 무조건 회피할 상이 아니라 적절한 
사회보장급여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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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정액급여를 조세로 충당하고, 그 위에 기존의 육아휴직급여 재정으로 소득 체율을 높인 더 높인 

급여를 설계한다면 적용범위와 체율 모두에서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과

정에서 앞서의 두 가지 원칙, 비전형근로자와 자 자에 한 제도를 임금근로자에 한 제도와 별도의 제

도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단일한 제도로 설계하도록 하고, 기여가 일정정도 급여의 적절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부모휴가급여는 양육으로 인한 취업제한의 기회비용에 한 지원으로서 아동에 한 

직접비용지원의 성격을 지닌 아동수당과는 별도의 제도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단위로 

한 인구학적 수당으로서, 아동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공공부조 제도에서 소득으로 가산하지 않는 등 사

회수당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부모휴가급여는 부모의 수입활동을 체하는 수당으로서 부모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공공부조 제도에서도 소득으로 반 하는 등 생활비 보전의 성격으로서 제도의 원리 자체가 다르게 

운용된다. 따라서 부모급여휴가를 아동수당과 체적 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 혼선을 가

중시킬 우려가 있다. 

다만 제도적 혼선을 초래했던 양육수당과 아수당 등 서비스 체적 수당의 경우, 새로운 급여 도입에 

따라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있다. 양육수당은 서비스 체적 급여로 설계됨으로서 여성고용에 부정적 메시지를 

줄 뿐 아니라 계층별 보육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강화하는 제도적 왜곡으로 지목되어 왔다. 새로 도입된 

아수당은 초기 설계와는 달리 서비스 체형 수당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양육수당의 문제를 한층 가중시

키는 제도로 지목된다(김은지, 2021). 여성고용과 질높은 서비스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

을 재구조화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새로운 부모휴가급여의 도입은 이와 같은 정책적 메시지를 조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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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상한제가 
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1)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 52시간 상한제가 기업의 고용에 미친 향

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주 52시간 상한제는 연말을 기준으로 한 직접 고용 근로자를 5.5% 

증가시키지만 신규채용에는 유의한 향이 없으며, 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1%p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 다. 이는 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으로 기업의 고용량은 늘어났을 수 있으나 정규

직 근로자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행이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

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 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본 분석은 주 52시간 상한

제의 단기적 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제도가 2018년 7월에 시행된 이후에도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 여부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효과에 한 장기적 향에 한 분

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핵심주제어 :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량, 사업체패널조사

1) 본 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년 연구보고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여성노동에 미친 영향과 과제’ 제Ⅳ
장의 일부 내용을 상당 부분 수정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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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2008년 2,228시간에서 2015년에는 2,083시간, 2020년 

기준으로는 1,908시간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추진했던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멕

시코(2020년 기준 2,124시간)와 코스타리카(2020년 기준 1,913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2) 장시간 노

동국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최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

축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축소3)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 다. 이에 2018년 7월 1일부터 

26개의 특례업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 우선 적용하 고, 2019년 7월 1일부터는 26개의 특

례업종 중 21개의 특례제외업종도 주 52시간 상한제 상으로 포함하 다. 이어 2020년 1월 1일에는 50

∼299인 사업장, 2021년 7월 1일에는 5∼49인 사업장을 적용 상에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했다4).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상한제를 통해 기 하는 효과로는 일자리 창출, 노동생산성 상승, 산업재해 감소가 

있다. 이 중 일자리 창출효과에 해서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기존 노동시간 단축제 효과에 

한 국내의 연구가 체로 고용량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남성일, 2002; 신관호 외, 2002; 노용진, 2014; 유경준·이진, 2014; 안지 , 2015; 김형락·이정민, 

2012; 심재선·김호현, 2020; 남재량, 2020; 김 일, 2021). 

이론적으로는 단순히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주당 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기업에 해 보다 낮은 

수준인 ′에서 근로시간 상한을 도입하게 된다면 기업은 동일한 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수를 

증가시켜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로시간 상한은 노동비용을 상

승시키고, 자본에 비해 노동투입 비용이 비싸지면 노동에 한 수요가 감소( 체효과)한다. 또한 생산비용

이 상승함에 따라 이윤극 화 생산량이 감소하여 노동에 한 수요를 다시 감소(규모효과)시키므로 제도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상한제의 도입이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Ⅱ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제의 효과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

구를 소개하고, Ⅲ장에서는 분석을 위해 사용한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소개하고 제도 적용 기업과 미적용 

기업의 고용 및 성과 현황을 비교하 다. Ⅳ장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기업 고용에 미친 효과에 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Ⅴ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며 마무리하 다. 

2) OECD statistics,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3)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업종으로 특례를 유지하는 업종과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특례유지업종(5개) 특례제외업종(21개)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

(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자동자 및 부품판매업(4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소매업(47), 보관 및 

창고업(521),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우편업(611), 전기통신업(612),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연구

개발업(70),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742), 교

육서비스업(85), 사회복지서비스업(87),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961)

  주: (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2자리) 또는 소분류(3자리) 코드

자료: 고용노동부(2018.5).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p.17

4) 2018년 7월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과 2020년 1월의 50∼299인 사업장에 한 적용
범위 확  당시에는 각각 9개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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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2018년 7월에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김 일(2021), 

심재선·김호현(2020), 남재량(2020) 등이 있다. 김 일(2021)의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주 52시간 근무상한제가 고용 및 근로시간에 미친 향을 분석하 다. 분석

에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를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기 이전 시점으로 보고 2018년 7월

부터 2019년 6월까지를 적용 이후 시점으로 설정하 다. 분석결과 주 52시간 근무상한제는 고용에 향

을 미치지 않으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임시·일용직의 고용과 시간 투입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선·김호현(2020)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내용(TS2000 데이터베이스)을 활

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고용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한 기업(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종업원 수 

100∼300인미만 기업)에 비해 정규직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재량(2020)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삼중차분법을 통해 근로자들의 총노동시간과 신규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행은 총노동시간을 감소시키며, 신규고

용은 증가시키지만 효과의 크기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주 40시간 근무제 등 노동시간 단축제의 효과에 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중 고용에 미친 향을 분석한 연구는 박우람·박윤수(2015), 안지 (2015), 유경준·이진(2014), 김형락·이

정민(2012) 등이 있다. 

박우람·박윤수(2015)의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로 이중차분 모형을 사용하여 주 40

시간 근무제가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활동, 생산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제도 도입으로 

생산활동 측면에서 사업체의 종사자 수, 실질자본액, 부가가치 산출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생산

성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지 (2015)은 TS2000의 상장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주 40시간 근무제가 고용에 미친 향을 분석하

다. 제도 도입으로 상장기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규모

의 기업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300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고용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이진(2014)의 연구에서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해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제도 도입이 주당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효과

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10∼29인,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5∼9인 규모의 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 

김형락·이정민(2012)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로 삼중차분모형을 활용하여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시간, 임금, 고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실제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시간당임금은 증가하

으며, 신규고용은 하락하 다는 결과를 보 다. 

본 연구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기업의 고용현황 및 성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양한 방법 및 자료를 통해서 분석되었으나, 2018년에 시행 및 

적용된 주 52시간 상한제에 한 효과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실증분석 연구가 적은 편이다. 본 분석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자료를 통해 주 52시간 상한제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제도 효과를 확인

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용효과를 1년 동안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수, 연말 기준 사업장의 

직접 고용 근로자 수, 1년 동안 채용한 근로자 수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해 확인하고,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하 다는 점은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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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 다. 사업체패널조사는 2006년에 1차년도 조사를 시작하여 2년

에 한 번씩 조사하는 자료이다. 사업체패널조사는 7차년도 조사를 기준으로 민간부문 2,781개와 공공부문 

87개 사업장을 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고, 사업장 특성, 고용현황, 기업의 매출액, 업비용 등의 재무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조사하고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자료이다. 

분석에는 사업체패널조사의 6∼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 다. 사업체패널조사의 6차년도와 7차년도 자료

가 2015년과 2017년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받기 전 기업정보를 담고 있고, 8차년도 자료가 2019

년의 제도가 적용된 후의 기업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제도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1차년도부터 5

차년도의 자료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사업체패널조사가 패널 이탈률 등을 사유로 6차년도에 2,000여개

의 신규표본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 을 뿐 아니라 일부 조사항목에 해 6차년도부터 새로운 방식으

로 조사하여 5차년도 까지의 응답과 연속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기업의 고용상황에 미친 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한 변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 신규채용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비율, 정규직 근로자 비율 등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하 다. 특

히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1년 동안의 사업장 평균 근로자 수와 연말 기준 사업장 직접 고용 근로자 수로 

구분하여 제시하 는데, 사업장 평균 근로자 수는 회계기간5) 동안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중 분기별 또는 월별로 보다 유연하게 고용을 계획하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 수 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고용현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살펴보았다. 

구분 내용

평균 근로자 수 1년(회계기간) 동안의 사업장 평균 근로자 수

연말 근로자 수 연말 기준 사업장 직접 고용 근로자 수

신규채용 근로자 수 1년 동안 채용한 근로자 수(파트타임 제외)

여성 근로자 비율 연말 기준 사업장 직접 고용 근로자 전체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

정규직 근로자 비율 연말 기준 직접 고용 근로자 중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표 2> 기업 고용상황 관련 변수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받는 기업은 300인 이상 규모이면서 특례 업종에 해

당하지 않는 기업이다. 기업규모는 조사 기준연도의 전년도 말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300인 이상인 경우

를 산정하 다. 특례업종은 2019년 7월 기준 특례 유지 업종인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

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이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6). 사업체패널

5) 신규채용 근로자 수의 1년 기준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나 평균 근로자 수의 회계기간은 사업장에 따라 1월 1일
에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업체패널 조사의 약 95%의 사업장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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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는 업종 분류 뿐 아니라 업종 중분류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에 비해 특례업종에 따

른 적용 상을 정 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7). 

기업의 이질성을 통제할 독립변수8)는 다수사업장 여부, 업력, 노동조합 유무 등의 일반적 상황과 유형

자산담보가치, 총자산활용도 등의 재무관련 지표로 이루어져있으며, 변수 정의와 구성방법은 다음의 <표 3>

에 제시하 다. 

이 중 ‘최저임금근로자있음’ 변수의 경우 2017년과 2019년 사이의 최저임금 변화에 한 기업의 응

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다. 7차년도(2017년)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한 사측의 응을 조사하기 

위한 부가조사를 실시하 는데, 이때 사업장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향을 받는 근로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한 조사가 있다. 본 분석에서는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의 향을 받는 근로자가 있

는 기업이 2019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향 받는 근로자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활용하 다. 

구분 내용

다수사업장
- 다수사업장은 총괄적인 관리 업무가 이루어지는 ‘본사’와 이의 지시를 받고 있는 ‘지사’가 

있는 1기업 다사업장을 의미 
- 다수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조직유형 - 개인사업장/회사법인/학교 또는 의료법인/회사이외의 법인

업력 - 창업 후 사업 유지 기간

노동조합있음 -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유형자산담보가치 - 총자산에서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자산활용도 - 총자산에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노동장비율 -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을 종업원 수로 나누어 구성

연구개발비 비율 -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국내시장 경쟁 정도
- 사업장의 주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내 시장 경쟁 정도
- 5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경쟁이 심함

시장 수요 상황
- 사업장의 주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수요 상황
- 5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수요가 늘어난다고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수요가 줄어든다고 

평가

최저임금근로자 있음 -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향을 받는 근로자 존재 여부

<표 3> 독립변수 정의 및 구성방법

본 분석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기업의 성과와 고용상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 52시간 상

한제의 적용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존재하고, 각 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제도 

적용 상 선정 조건이 외생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사업체패널조사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기 이전 시점

과 시행 이후 시점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6) ( )은 업종 중분류 코드이다.
7) 사업체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업종 중분류 코드의 경우 2digit으로 제공하고 있어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의 경

우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을 특례업종으로 설정하여 구성하였다. 
8) 분석에 사용한 부분의 독립변수는 손연정 외(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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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을 확장한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을 사용하 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라 고용의 변화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분석에는 사업장 규모가 100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하 다. 즉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100~299인 사업장을 통제집단

으로 구성하고, 2018년부터 적용을 받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처지집단으로 구성하여 그 제도 적용으로 

인한 고용현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4>는 기업의 고용상황을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받는 기업과 적용 받지 않는 기업 및 제도 

시행 전과 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먼저 1년간 평균 근로자 수, 연말 근로자 수 , 신규채용 근로자 

수 변수의 경우 통제집단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처치집단의 경우에는 소폭 감

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성 근로자 비율의 경우 통제집단은 제도 시행 이후 소폭 증가하나 크기는 미미

하며, 처치집단은 제도 시행 전과 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통제집단의 

경우 제도 시행 후 비율이 증가하 으나 처치집단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에 비율이 감소하 다. 

2017년 이전 2019년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평균 근로자 수
977.4 1,354.2 1,085.1 1,254.3

(3,459.6) (2,750.5) (4,041.8) (2,534.6) 

연말 근로자 수
189.2 394.8 190.7 391.7

(81.9) (94.9) (81.6) (73.5) 

신규채용 근로자 수
37.4 83.8 42.7 77.8

(53.9) (126.7) (64.5) (97.7) 

여성근로자비율
30.6 29.4 31.0 29.4

(26.8) (24.8) (26.5) (24.4)

정규직근로자비율
87.3 86.6 88.8 85.0

(26.07) (26.1) (24.0) (27.9) 

<표 4>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른 기업의 고용상황 변화

Ⅳ. 분석결과

주 52시간 상한제가 기업의 고용상황에 미친 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은 1년간 평균 근로자 수를 3.8% 증가시키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말을 기준

으로 한 직접 고용 근로자 수는 9.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채용 근로자 수의 경우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미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여성근로자 비율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지만 증가하는 모습을 보 다. 정규직 근로자 비율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비율이 약 2.8%p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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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근로자 수 연말 근로자 수 신규채용 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비율 정규직 근로자 비율

(1) (2) (3) (4) (5)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0.038 0.093*** -0.008 0.702 -2.830***

(0.033) (0.026) (0.099) (0.490) (1.094)

다수사업장
-0.068 -0.216* -0.360 -2.576* -3.787

(0.092) (0.120) (0.366) (1.344) (4.501)

업력
0.016*** -0.007*** 0.009*** -0.097*** 0.021

(0.001) (0.001) (0.002) (0.023) (0.023)

노동조합 있음
0.082 -0.010 -0.296 -4.397** 5.027*

(0.106) (0.062) (0.210) (1.911) (2.952)

유형자산 담보가치
0.004** -0.000 0.006* 0.032 0.018

(0.002) (0.001) (0.003) (0.020) (0.032)

자산활용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노동장비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연구개발비 비율
-0.001 -0.000*** 0.001* -0.003 -0.006

(0.001) (0.000) (0.001) (0.004) (0.004)

국내시장 경쟁 정도
0.003 0.024* -0.082 -0.285 -0.892

(0.017) (0.013) (0.054) (0.388) (0.774)

시장 수요 상황
-0.023* -0.008 -0.005 -0.340 0.508

(0.014) (0.010) (0.046) (0.272) (0.669)

최저임금근로자 
있음

-0.079** 0.022 0.012 0.390 2.963**

(0.033) (0.025) (0.109) (0.603) (1.296)

사업체수 1,684 1,684 1,684 1,684 1,684

표본수 3,457 3,457 3,457 3,457 3,457

주: 1. *** p<0.01, ** p<0.05, * p<0.1
2. (  )은 robust standard error
3. 추정식에는 조직유형, 산업더미, 시간추세변수를 포함하 으나 보고에서는 생략하 음
4. 모형 (1)∼(3)의 종속변수인 평균 근로자 수, 연말 근로자 수, 신규채용 근로자 수는 분석에서 로그값 활용

<표 5> 주 52시간 상한제가 기업의 고용상황에 미친 영향(종사자 100인 이상 사업장)

이에 더하여 보다 유사한 집단의 분석을 위해 처지집단에 해서도 종사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제외

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유의성에 변화는 없으나 연말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 수의 계수값과 정규직 

근로자 비율의 계수값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 다. 연말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 수의 경우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약 5.5% 감소하는 결과를 보 으며, 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1%p 감소하여, 주 52시간 

상한제는 사업장의 직접 고용 근로자 수는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근로자들의 직업적 안정성은 감소시

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신규채용 근로자 수의 경우 제도 적용 이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신규 채용은 동일하거나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연말을 기

준으로 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이직이나 퇴사자가 감소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고용효과가 여성과 남성에게 균등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주 

52시간 상한제가 2018년 7월에 시행된 이후에도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 여부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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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의 단기적 효과에 한 추정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평균 근로자 수 연말 근로자 수
신규채용 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비율

정규직 근로자 

비율

(1) (2) (3) (4) (5)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0.000 0.055* -0.093 0.450 -3.108**

(0.044) (0.028) (0.126) (0.619) (1.405)

다수사업장
-0.040 -0.258* -0.239 -3.202** -5.281

(0.118) (0.151) (0.427) (1.491) (5.462)

업력
0.015*** -0.007*** 0.009*** -0.107*** 0.007

(0.001) (0.001) (0.003) (0.025) (0.028)

노동조합 있음
0.078 -0.019 -0.281 -5.067** 6.293*

(0.128) (0.072) (0.246) (2.235) (3.543)

유형자산 담보가치
0.003 0.000 0.009** 0.038 0.007

(0.002) (0.001) (0.004) (0.023) (0.037)

자산활용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노동장비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연구개발비 비율
-0.001 -0.000*** 0.001** -0.001 -0.009**

(0.001) (0.000) (0.001) (0.003) (0.004)

국내시장 경쟁 정도
-0.001 0.024* -0.088 -0.046 -0.907

(0.020) (0.014) (0.057) (0.448) (0.900)

시장 수요 상황
-0.021 -0.014 -0.027 -0.233 1.126

(0.015) (0.011) (0.051) (0.333) (0.768)

최저임금근로자 
있음

-0.097** 0.014 0.034 0.366 3.347**

(0.038) (0.023) (0.118) (0.674) (1.549)

사업체수 1,418 1,418 1,418 1,418 1,418

표본수 2,813 2,813 2,813 2,813 2,813

주: 1. *** p<0.01, ** p<0.05, * p<0.1
2. (  )은 robust standard error
3. 추정식에는 조직유형, 산업더미, 시간추세변수를 포함하 으나 보고에서는 생략하 음
4. 모형 (1)∼(3)의 종속변수인 평균 근로자 수, 연말 근로자 수, 신규채용 근로자 수는 분석에서 로그값 활용

<표 6> 주 52시간 상한제가 기업의 고용상황에 미친 영향(종사자 100~500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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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분석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8년에 적용된 주 52

시간 상한제가 기업에 미친 향을 고용상황과 기업성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고용상황은 1년 동안의 사업장 평균 근로자 수, 연말 기준의 사업장 직접 고용 근로자 수, 1년 동안 채

용한 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비율, 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활용하 다. 

사업장규모를 종사자 100~500인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행변수는 1년간 평균 

근로자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으나, 연말을 기준으로 한 직접 고용 근로자는 5.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음(-)의 향을 보 다. 그리

고 여성근로자 비율에는 유의하지 않지만 양(+)의 향을 미치며, 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1%p 감소시키

는 결과를 보 다. 이는 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으로 신규채용은 늘어나지 않았으나 연말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행이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

정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 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본 분석은 주 52시간 상한제의 단기적 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제도가 2018년 7월에 시행된 이후

에도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 여부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효과에 한 장기적 

향에 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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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부담과 
우울증상: 직장 내 성차별 인식의 조절효과1)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가. 여성의 일-가정 이중부담과 우울증상

많은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 우울감 경험률은 여성이 2005년 19.2%, 2010년 16.9%, 2015년 

16.5%, 2019년 12.5%으로 집계되었고, 남성은 2005년 11.5%, 2010년 7.9%, 2015년 9.5%, 2019년 

8.1%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20여년간 여성이 남성을 꾸준히 앞서고 있다2). 이와 같이 여성의 높은 우울

증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연령 에 걸쳐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다(WHO, 2017: 9).

여성의 높은 우울증상이나 우울증 발병률의 원인으로 유전적 차이나 호르몬과 같이 생물학적 기제를 지

적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Albert, 2015; Kuehner, 2017: 148-150 등). 반면, 젠더적 관점의 연구에서

는 여성의 높은 우울증상을 이해하기 위해 여성의 성역할 규범이나 성별화된 위계관계 속에 나타난 사회

적 취약성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예를 들어, 이민아, 2021; Maier et al., 1999의 연구 

등). 즉,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결정된 젠더규범, 역할 및 책임(WHO, 2002: 2)”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한 자율권을 잃어버리는 경험이 흔하며, 이는 여성의 높은 우울이나 불안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

다(WHO, 2002: 2). 또한 여성은 가족돌봄의 주된 책임자로 인식되면서 일가정 이중 역할에 해 남성보

다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는 우울에 취약 요인이 된다(Marchand et al., 2016: 164), 더 나아가, 

여성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은 젠더기반폭력에 노출되거나 관련 잠재적 위협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

으며 이는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향을 미친다(Kuehner, 2017: 152-153; Oram, Khalifeh, & 

Howard, 2017: 160-162). 이와 같이 여성은 일터와 가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성차별적 관행이

나 젠더기반폭력, 성불평등한 관계에 의해 상 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는 여성의 높은 우울증

상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울의 위험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성별화된 맥락 속에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우울

증상의 젠더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기혼여성근로자가 경험하는 일과 가정의 ‘성별화된 이중부담’에 주

1) 본 원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년 연구보고서 「2021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제4장 “1. 기혼여성근로자
의 일가정 양립 부담과 우울증상: 직장 내 성차별 인식과 COVID-19 인식의 조절효과” PP.149~166, 172~173에 
수록된 원문을 발췌 및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인용을 금합니다. 

2) e-나라지표, 국가지표체계, 우울감경험률(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6 (2021. 10. 1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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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 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은 여전히 가사나 육아 등 가정 내 돌봄노동에 

주된 책임을 지면서 남성보다 사회 규범적으로 더 많은 일가정 양립의 의무가 주어진다. 동시에, 여성은 

일가정 양립 부담을 악화시키는 일터 내 다양한 성차별적인 관행이나 문화에 직면하는데, 이와 같이 여성

이 처한 일터와 가정생활 양면의 이중차별 구조는 여성근로자의 정신적 안녕감에 부정적 향을 미칠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 4~8차년도의 5개년도 자료에 한 패널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혼여성근

로자의 일가정 이중부담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직장 내 성차별 인식 수준이 이 두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 선행연구

기혼여성 우울 및 우울증에 한 결정요인은 선행연구에서 크게 개인요인, 일자리 요인, 가정요인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개인요인으로는 건강상태, 생애사건 경험, 가치관 등이 있다. 많은 연구에서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우울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이진향, 오미옥, 2017; 정덕진, 2014의 연구 

등). 또한 삶의 급격한 변화나 박탈을 야기하는 생애 스트레스 사건 – 예컨 , 유년기 학  경험(Shapero 

el al., 2014)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경험(이민아, 2014) 등은 우울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생애사건과 우울간의 관계는 성별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민아(2014: 120-123)의 사별 경험 연구에서 여성

노인은 배우자와의 생전 관계에 만족하 을 때 한해 사별 후 우울이 증가하 지만 남성노인은 이와 상관

없이 배우자와 사별 후 우울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개인의 가치관 역시 우울증상의 발현과 

관련이 있었다. 가족가치관을 예시로 들 수 있으며, 박소진 외(2018: 155-158) 연구는 제4차 여성가족패

널조사를 분석하여 기혼여성에게 가족주의적 결혼관이 강할수록 우울경험이 감소하고 개인주의적 결혼관

이 강할수록 우울경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밝혔다. 

다음으로 가정생활 요인으로는 가사노동, 돌봄노동 등 가족 무급노동에 한 부담이나 배우자와의 관계 

또는 배우자의 역할에 관련된 특성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증가할수록 여성

의 우울증 유병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양희정, 2018: 284-287). 여성가족패널 5, 6차 자

료를 활용한 김은경, 김경희(2018)의 연구는 맞벌이 부부 내 가사 및 돌봄노동 분담격차와 우울 수준이 

서로 선형적 관계가 아닌 U자형 관계임을 밝혔는데, 부부간 분담수준이 동등할 경우보다 조금의 격차가 

발생했을 때 우울이 좀 더 낮았으나 분담수준의 격차가 점차 크게 벌어질수록 우울 역시 증가하는 방향으

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김은경, 김경희, 2018: 102). 또한 제4차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정

유림, 정성화, 한삼성(2018: 268)의 연구는 남편의 지지 수준과 기혼여성의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음을 보

여주며, 기혼여성이 남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부부 동반 활동이 증가할수록, 부부가 동반

하여 시부모님･부모님 또는 시 ･친정 형제를 자주 방문할수록 여성의 우울증상이 감소하 고, 결혼행복

감은 이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연구결과와 달리 남편과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는 도리어 우울이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정유림, 정성화, 한삼성, 2018: 268).  

노동시장 요인으로는 일자리 특성, 직장 내 일가정 양립 수준, 직업만족도, 직무 스트레스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단순노무직 근로자(조인숙 외, 2012: 502-503)나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정유림, 한삼성, 

2021: 54-56) 등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비해 더 높

은 우울증상이 나타났다. 또한 높은 직업만족도는 근로자의 낮은 스트레스와 우울과 관련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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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an, Dexter, Kinsey, & Parker, 2018: 41-42), 이는 남녀근로자 모두에 해당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의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일가정 양립 부담(또는 일가정 갈등) 인식을 

들 수 있다. 일가정 갈등은 근로자의 우울수준을 증가시키는데 관련이 있으며(김성국, 박수연, 이현실, 

2017: 271-272), 특히 이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은선, 김연

하, 2021: 8; Marchand et al., 2016: 164-165). 또한 김도현, 송인환(2021: 369-372)의 연구는 여성

가족패널 7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가정 갈등 및 가정-일 갈등이 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낮춤으로

써 우울을 증가시키는 등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통해 우울에 향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이 차별･배제를 경험하거나 차별･배제 받는다고 

인식할 때 우울감이나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예를 들어, 강

초록, 조 태, 2012; 조성희, 김경미, 2016; 최보경, 김지환, 김승섭, 2018 등), 성차별을 경험하거나 성

차별을 인지할 때 여성의 우울증상이 높아진다(Fischer & Holz, 2007:3-7; Stepanikova et al., 

2020:158-160). 직장 내 성차별 역시 여성근로자의 정신적 안녕감에 부정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여성가족패널 6차 자료를 활용한 Kim et al.(2020: 8-9)의 연구에서는 직장에서 고용, 

승진, 임금, 교육훈련 기회, 업무배치, 해고의 6가지 역에 해 성별에 의한 차별 경험을 겪은 여성 집

단은 그렇지 않은 여성 집단보다 더 높은 우울증상이 나타났다. 

기혼여성근로자는 일가정 양립에 한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직장에서의 성차별적 환경에 노출될 경우 

더 큰 정신적 압박감을 경험할 수 있다. 성차별 문화가 강한 일터에서는 가정 내 가사나 육아와 같은 가

족돌봄 문제에 자주 봉착하는 근로자에 해 업무능력이나 조직헌신도가 낮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가능

성이 높다. Williams(2000,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일터에 전념하며 가족돌봄 

문제로부터 분리된 ‘남성(혹은 남성스러운)’ 근로자는 직장에서 능력있는 ‘이상적 노동자(ideal-worker)’로 

간주되면서 핵심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가정 내에서도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다 하는 ‘좋은 아버지’로 

인식된다. 이와 달리 가족돌봄에 개입하는 ‘여성(혹은 여성스러운)’ 노동자는 일터에 덜 전념하는 주변화된 

근로자로 인식된다(Williams, 2000, 2010), 만약 일하는 어머니가 남성 근로자와 같은 일터의 규범을 따

른다면 일터에서 ‘공격적인 여성’으로 배척당하거나 또는 가정 내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는 비난에 직면

한다(Williams, 2010: 92, 125). 이상적 노동자 규범은 일터의 남성성(masculinity) 문화와 결합되어, 가

족돌봄의 책임이 주어진 여성근로자의 업무능력을 저평가하거나 경력적 성공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원인

이 된다(Williams, 2010: 77-108). 따라서 직장 내 성차별 문화는 일가정 양립 부담이 높은 여성에게 잠

재적으로 불이익을 주며, 이는 우울 증상과 같은 정신적 안녕감에도 부정적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부담이 여성노동자의 우울경향에 해, 특히 일터에서의 성차별 수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 다. 성차별이 높은 직장은 성별분리 관행이 공고하거나 성별로 임금, 승진, 채용 등 보상이나 기회제

공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직장으로 볼 수 있다. 여성근로자는 생애과정 이행시 출산, 임신. 육아 등 가족돌

봄 업무에 따른 고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가정 양립에 한 이중부담을 떠안게 된다. 그러나 성차별적 문

화가 강한 직장에서는 가족친화제도가 잘 조성되어 있지 않거나 장시간 근무가 요구되는 등 일터 중심의 근

로환경이 구성되어 있어 일가정 양립 수요를 충족시킬 자원이나 수단이 부족하다. 더 나아가, 직장 내에서 일

가정 양립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원을 활용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직장의 중요한 

인재나 능력있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혼여성근로자에게 가족돌봄의 

책임에 개입될수록 자신의 경력적 성공으로부터 배제되고 일자리 지속성에도 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스

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부담은 특히 성차별적 근무환경에 노출될 때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향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일가정 이중 부담을 겪을 때 직장 내 

성차별 인식이 기혼여성근로자의 우울증상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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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분석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2007~2020)」 1~8차년도 자료 중, 우울 관련 척도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4~8차의 5개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 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2020). 여성

가족패널조사는 여성 응답자를 상으로 건강, 경제활동, 일가정 양립, 가족관계 등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역의 인식과 현황을 조사문항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닌다. 많은 연구들이 여성가족패

널조사를 활용하여 우울 연구를 수행한바 있으므로(예를 들어, 김도현, 송인환, 2021; 김성국, 박수연, 이

현실, 2017; 김은경, 김경희, 2018; 박소진 외, 2018; 정유림, 정성화, 한삼성, 2018; 정유림, 한삼성, 

2021의 연구 등), 본 조사는 여성의 우울 요인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여성가

족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여성의 일가족 양립부담 또는 성차별 경험과 우울증상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

이 일부 존재하나, 이러한 연구들은 횡단 중심의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우울증상은 특성상 개인의 

내적 성향에 향받기 때문에 패널개체의 고유한 내재적 속성을 통제할 수 있는 종단분석이 필요하다. 특

히 본 연구는 우울증상에 관련된 일가정 양립 부담과 성차별 경험 간의 두 변인에 한 조절효과를 살펴

봄으로써 기혼여성근로자가 처한 일터와 가정에서의 이중적 차별구조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

별이 있다. 

분석 상은 기혼여성근로자 3,122명의 7,776개 관측치를 상으로 하 다. 또한 직장 내 성차별 관행

이나 문화의 향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분석하 다. 분석방법은 패널 

회귀분석을 활용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s)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s)을 

사용하 으며, 모든 분석모형은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의 통제를 위해 개인별로 군집한 강건 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로 추정하 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STATA15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2) 변수 구성 및 측정

변수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는 우울 증상에 관련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10개 척도를 합산 평균하 으며, 높을수록 더 우울증상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신뢰도는 0.924로 문항간 내적 일관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독립변수는 기혼여성근로자가 인식하는 일가정 양립 부담 수준에 관련된 세 가지 문항을 선별하 다. 

첫 번째는 ‘일→가정 부담’으로, 직장 업무에 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향

을 측정하는 변수이며, 일･가정생활의 상호 향에 관한 설문문항 중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

활에 지장을 준다”를 선별했다. 두 번째는 ‘가정→일 부담’으로, 가정생활 업무에 한 과도한 부담으로 인

해 직장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향을 측정하는 변수로,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일을 할 때도 힘들때가 많

다”의 설문문항을 선별했다. 세 번째는 ‘가사분담 만족도’로,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분담이 불만족

스럽다고 인식하도록 측정하 다. 한편, 조절변수는 직장 내 조직문화의 성차별 수준에 한 응답자의 인

식을 측정하는 문항이며, 값이 높을수록 응답자가 직장 내 성차별 관행이나 성차별적 문화의 존재를 높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변수는 관련 6개 문항을 합산 평균하 으며, 크론바흐 알파 신뢰도는 0.957로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통제변수는 일자리 특성, 가정생활 특성, 개인 및 가구특성, 시기특성을 사용하 다. 먼저 응답

자의 일자리 관련 변수로 응답자의 임금 소득(로그값 전환), 정규직 여부, 일만족도 수준을 통제하 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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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생활 관련 변수는 배우자 특성에 관련된 변수들로, 배우자와의 지지적 부부관계, 배우자의 가족공유시

간, 배우자 일자리 여부(=1), 배우자의 연령을 통제하 다. 한편, 개인적 특성으로는 주관적 건강 수준, 교

육년수, 연령을 통제하 고, 가구수준의 특성으로는 가구총소득(로그값 전환), 전체 가구원 수. 가구 내 미

취학 자녀 동거 여부(=1)의 변수들을 통제하 다. 마지막으로 8차년도 자료의 조사시기는 2020년으로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 시기와 달리 

소위 ‘코로나 블루(Corona Blue)’로 불리는 사회 전반의 우울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시기의 고유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조사시기가 2020년 시점인지의 여부를 통제하 다.

<표 1>은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활용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식을 요약한 표이며, <표 2>은 각 변수별 

기술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상관관계 분석결과, 다중공선성 문제가 의심되는 변수는 포함되

지 않았다.

<표 1> 변수 정의측정

역 변수 정의 측정방법

종속
변수

우울증상 우울척도 CES-D

※10개 문항 합산 평균, 높을수록 더 우울증상이 높음
(4점 척도: 극히 드물다=1 ~ 4= 부분 그랬다, 
Cronbach’s α=0.924)
①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②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③상당히 우울했다
④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⑤비교적 잘 지냈다(역코딩)
⑥두려움을 느꼈다
⑦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⑧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역코딩)
⑨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⑩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조절
변수

직장 내 성차별
직장 내 조직문화에 
한 성차별 정도 인식

※6개 문항 합산 평균, 높을수록 더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을 높게 인식함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 정말 그렇다=4, 
Cronbach’s α=0.957)
①사람을 뽑을 때 비슷한 조건이면 여자보다 남자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②경력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직원이 여자직원보다 승진이 빠른 편이다
③직급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직원의 월급이나 수당이 여자직원보다 많은 편
이다
④남자직원이 하는 일과 여자직원이 하는 업무가 고정되어있거나, 관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⑤비슷한 업무를 해도 남자 직원이 여자직원보다 교육이나 연수받을 기회가 
더 많다
⑥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시기 COVID-19
조사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여부

1=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년)
0=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2007~2018년)

일가정
양립
부담

일→가정
부담

직장 업무의 부담으로 
인한 가정생활의 

부정적 향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4)

가정→일
부담

가사 업무의 부담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부정적 향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4)

가사분담 만족도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분담수준의 만족도

※남편이 설거지, 청소 등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정도에 만족하는 수준(5점 척
도: 매우 만족한다=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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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여성가족패널조사 표준화 설문지

<표 2> 기술통계량(관측치 7,776개)

역 변수 평균 표준오차 최소값 최 값

종속변수 우울증상 1.41 0.45 1 3.9

조절변수 직장 내 성차별 1.84 0.63 1 4

시기 COVID-19(=1) 0.22 0.41 0 1

일가정
양립 부담

일→가정 부담 2.13 0.77 1 4

가정→일 부담 2.16 0.79 1 4

가사분담 만족도 2.81 0.93 1 5

일자리 

임금(log) 4.99 0.60 0.00 7.09

정규직(=1) 0.47 0.50 0 1

일만족도 3.38 0.66 1 5

가정생활 

배우자 관계 2.93 0.46 1 4

배우자 가족공유시간 15.95 7.80 0 72

배우자 일자리(=1) 1.00 0.04 0 1

배우자 연령 49.29 8.77 26 82

역 변수 정의 측정방법

일자리 

임금(log) 임금 수준 월평균 임금소득 로그값

정규직(=1) 정규직 여부
1=정규직
0=비정규직

일만족도 전반적인 직업만족도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전반적인 만족도
(5점 척도: 매우 불만족=1 ~ 매우 만족=5)

가정
생활

배우자 관계
남편과의 지지적 관계 

형성 수준

※남편과의 관계에 한 4개 문항 합산 평균, 높을수록 더 관계가 좋음(4점 척
도: 전혀 그렇지 않다=1 ~ 4=정말 그렇다, Cronbach’s α=0.802)
①나는 남편과 평소에 화를 많이 한다
②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③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
④나는 남편을 신뢰한다

배우자 
가족공유시간

남편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평소 주중 남편이 근무 후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하루 평균 시간(단
위: 10분)

배우자 일자리(=1) 남편 일자리 여부 
1=일자리 있음
0=일자리 없음

배우자 연령 남편 연령 (단위: 세)

개인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
※현재 건강상태 인식, 높을수록 더 건강이 좋지 않음
(5점 척도: 매우 좋다=1 ~ 매우 나쁘다=5)

교육수준 교육년수 (단위: 년)

연령 연령 (단위: 세)

가구

가구소득(log) 가구총소득 지난 1년간 가구총소득 로그값

가구원 수 전체 가구원 수 (단위: 명)

미취학자녀
(=1)

가구 내 미취학 자녀 
동거 여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존재 여부
1=미취학 자녀 있음
0=미취학 자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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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부여)

<표 3> 피어슨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1

2 0.09* 1

3 -0.08* -0.09* 1

4 0.13* 0.21* -0.18* 1

5 0.14* 0.18* -0.15* 0.55* 1

6 0.13* 0.04* -0.00 0.00 0.05* 1

7 -0.15* 0.03* 0.14* 0.11* 0.06* -0.11* 1

8 -0.08* 0.01 0.06* 0.09* 0.07* -0.09* 0.50* 1

9 -0.16* -0.08* 0.04* -0.05* -0.04* -0.17* 0.34* 0.26* 1

10 -0.20* -0.02 0.03* -0.01 -0.03* -0.34* 0.13* 0.13* 0.16* 1

11 -0.02 -0.07* 0.03* -0.06* -0.07* -0.18* -0.01 0.00 0.04* 0.17* 1

12 -0.01 -0.01 0.02* -0.00 -0.02* 0.01 0.01 0.01 0.00 0.02 0.01 1

13 0.02 -0.03* 0.15* -0.16* -0.20* 0.13* -0.20* -0.25* -0.10* -0.20* 0.01 -0.00 1

14 0.19* 0.04* 0.03* -0.02 0.01 0.13* -0.15* -0.14* -0.18* -0.17* 0.01 0.00 0.24* 1

15 -0.11* -0.03* 0.03* 0.05* 0.06* -0.10* 0.38* 0.28* 0.25* 0.19* -0.03* 0.03* -0.49* -0.20* 1

16 0.01 -0.04* 0.16* -0.16* -0.21* 0.13* -0.19* -0.25* -0.10* -0.20* 0.01 0.00 0.94* 0.25* -0.47* 1

17 -0.12* -0.01 0.08* -0.00 -0.03* -0.06* 0.35* 0.18* 0.16* 0.10* -0.07* 0.01 -0.11* -0.11* 0.31* -0.10* 1

18 -0.01 0.03* -0.04* 0.09* 0.14* 0.06* 0.06* 0.09* 0.01 0.02 -0.11* 0.00 -0.28* -0.08* 0.21* -0.29* 0.18* 1

19 0.02 0.01 -0.06* 0.12* 0.18* -0.10* 0.09* 0.15* 0.09* 0.13* 0.06* -0.02 -0.48* -0.10* 0.22* -0.49* 0.014 0.13* 1

주: (1) 1 우울증상  2 직장 내 성차별  3 COVID-19(=1)  4 일→가정 부담  5 가정→일 부담  6 가사분담 만족도  7 임금(log) 
8 정규직(=1)  9 일만족도  10 배우자 관계  11 배우자 가족공유시간  12 배우자 일자리  13 배우자 연령  14 주관적 건강 
15 교육수준  16 연령  17 가구소득  18 가구원수  19 미취학자녀(=1),   

    (2) * P<0.05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부여)

역 변수 평균 표준오차 최소값 최 값

개인

주관적 건강 2.31 0.68 1 5

교육수준 13.01 2.76 0 22

연령 46.42 8.28 23 76

가구

가구소득(log) 8.56 0.70 -6.91 11.08

가구원 수 3.85 0.95 2 10

미취학자녀(=1) 0.14 0.35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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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 결과

기혼여성근로자의 우울증상 결정요인을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표 4>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아래와 

같다. 먼저 강건 하우즈만 검정(robust Hausman test)3) 결과, 모든 분석모형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확률효과보다 고정효과에 의한 추정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효과는 고정효과 

모형(<표 4>)으로 해석하고, 확률효과 모형(<표 5>)은 주효과 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분석의 

목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모형 1~3에서, ‘일→가정 부담’, ‘가정→일 부담’, ‘가사분담 만족도’는 각각 우울증상에 정적 향

(+)이 있었다. 즉, 과도한 직장업무로 인해 가정생활에 부담을 야기할수록, 과도한 가사업무로 인해 직장

생활에 부담을 야기할수록, 배우자와의 가사분담 수준이 덜 만족스러울수록 높은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높은 일･가정 양립 부담은 기혼여성근로자에게 우울증상의 악화와 같이 정신건

강에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조절변수인 ‘직장 내 성차별’ 결과를 살펴보면, 직

장 내 성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여성의 우울증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 4~6은 일가정 이중부담과 우울증상의 관계에 해,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이 미치는 조절

효과를 검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모형 1의 주효과와 모형 4의 상호작용 효과를 종합하여 해석해보면, ‘일

→가정 부담’ 수준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우울증상 역시 증가하는데, 여성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성차별 수

준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이 증가의 폭이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로,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을 평균 1,2점 정도로 낮게 인지하는 집단에

서는 ‘일→가정 부담’이 증가해도 우울수준의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을 

평균 2.5점 정도로 높게 인지하는 집단에서는 ‘일→가정 부담’이 증가할 때 우울증상 역시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모형 2의 주효과와 모형 5의 상호작용 효과를 종합할 경우, ‘가정→일 부담’ 수준이 증가할

수록 여성의 우울 역시 증가하며, 특히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일가정 양립부

담이 증가할때 우울증상의 증가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각화한 [그림 2]의 그래프는 앞선 내용과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즉,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이 낮다고 인지하는 집단은 ‘가정→일 부담’의 증가에 

따른 우울증상이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은 반면,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지하는 집단에서는 

‘가정→일 부담’이 증가할수록 우울증상 역시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형 3과 모형 6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가사분담 수준이 불만족스러울수록 여성의 우울경향이 

증가하는데, 직장 내 성차별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배우자와의 원활하지 못한 가사노동 분담이 

여성의 우울증상을 더 큰 폭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역시 유사한 결론으로, 직

장 내 성차별이 높다고 인지하는 집단에서는 배우자의 가사분담에 한 불만족도가 여성근로자의 우울증

상에 뚜렷한 증가를 야기했으나, 직장 내 성차별이 낮다고 인지하는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3) 부트스트랩(bootstrap)에 의한 반복추정으로 강건 하우즈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4) 이하 상호작용 효과 관련 그래프는 조절변수의 평균값을 중간집단(평균)으로 하고, 평균값으로부터 1단위 표준편차 더 

높은 집단(평균+표준편차)을 상위집단, 1단위 표준편차 더 낮은 집단(평균-표준편차)을 하위집단으로 하여 세 집단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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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혼여성근로자의 우울증상 결정요인: 고정효과 모형

주: + p<0.1, * P<0.05, **p<0.01, ***p<0.001 (괄호안=강건 표준오차)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부여)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5 모형 4 모형 6

임금(log)
-0.046*
(0.018)

-0.041*
(0.018)

-0.036+
(0.019)

-0.044*
(0.018)

-0.015*
(0.018)

-0.036+
(0.019)

정규직(=1)
0.048*
(0.023)

0.053*
(0.023)

0.052*
(0.024)

0.048*
(0.023)

0.053*
(0.023)

0.052*
(0.024)

일만족도
-0.034**
(0.011)

-0.034**
(0.011)

-0.034**
(0.011)

0.035**
(0.011)

-0.034**
(0.011)

-0.0339**
(0.011)

배우자관계
-0.09***
(0.017)

-0.089***
(0.017)

-0.086***
(0.017)

-0.092***
(0.017)

-0.087***
(0.016)

-0.086***
(0.017)

배우자 가족공유시간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배우자 일자리(=1)
0.114
(0.079)

0.139+
(0.079)

0.120
(0.076)

0.125+
(0.075)

0.148+
(0.079)

0.124+
(0.075)

배우자 연령
0.004
(0.043)

0.001
(0.045)

0.002
(0.046)

0.006
(0.043)

0.001
(0.045)

0.002
(0.046)

주관적 건강
0.070***
(0.011)

0.067***
(0.011)

0.068***
(0.011)

0.069***
(0.011)

0.067***
(0.011)

0.068***
(0.011)

교육수준
0.024
(0.033)

0.027
(0.032)

0.029
(0.033)

0.026
(0.033)

0.034
(0.032)

0.028
(0.033)

연령
-0.074+
(0.043)

-0.071
(0.045)

-0.074
(0.046)

-0.076+
(0.043)

-0.071
(0.045)

-0.074
(0.046)

가구소득(log)
-0.020
(0.014)

-0.019
(0.014)

-0.020
(0.014)

-0.021
(0.014)

-0.020
(0.013)

-0.020
(0.014)

가구원 수
0.027+
(0.015)

0.027+
(0.015)

0.028+
(0.016)

0.028+
(0.015)

0.025+
(0.015)

0.027+
(0.016)

미취학자녀(=1)
0.050+
(0.027)

0.052+
(0.027)

0.056*
(0.027)

0.051+
(0.027)

0.052*
(0.027)

0.056*
(0.027)

COVID-19
0.272***
(0.015)

0.267***
(0.015)

0.262***
(0.015)

0.274***
(0.015)

0.269***
(0.015)

0.262***
(0.015)

직장 내 성차별 A
0.056***
(0.013)

0.058***
(0.013)

0.063***
(0.013)

-0.048+
(0.028)

-0.068*
(0.027)

0.005
(0.031)

일→가정 부담 B
0.045***
(0.008)

-0.041+
(0.022)

가정→일 부담 C
0.037***
(0.008)

-0.066**
(0.023)

가사분담 만족도 D
0.015*
(0.008)

-0.022
(0.020)

B×A
0.048***
(0.012)

C×A
0.057***
(0.012)

D×A
0.020*
(0.010)

상수
4.454**
(0.471)

4.375***
(0.463)

4.439***
(0.480)

4.626***
(0.470)

4.537***
(0.470)

4.554***
(0.482)

강건 하우즈만 검정 705.88*** 810.03*** 646.39*** 859.25*** 593.21*** 612.49***

Sigma_u 0.781 0.790 0.799 0.788 0.806 0.799

Sigma_e 0.362 0.362 0.363 0.361 0.361 0.363

Rho 0.823 0.826 0.829 0.826 0.83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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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부여)

[그림 1] 여성의 우울증상과 일→가정 부담에 대한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의 조절효과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부여)

[그림 2] 여성의 우울증상과 가정→일 부담에 대한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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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부여)

[그림 3] 여성의 우울증상과 가사분담 만족도에 대한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의 조절효과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가정 양립에 한 부담이 증가할 경우 기혼여성근로자의 우울증상 역시 증가하

으나, 이는 여성근로자가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에 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직장에서 성평등한 관행이나 문화가 조성되었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일가정 양립에 한 부담이 우울

을 증가시키는데 뚜렷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직장의 성평등한 환경 조성은 여성의 일가정 이중 

책임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었다.   

그 외 통제변수에서도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임금이 높을수록, 자신의 일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배우자와 지지적 관계를 형성할수록 여성의 우울 수준이 낮았다. 반면, 자신을 건강하지 않다고 인

식할수록 우울증상은 증가하 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이전시기보다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우울수

준이 증가하 다.

<표 5>는 <표 4>에 한 확률효과 모형으로, 주된 효과에서 앞선 모형과 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단, 모형 6에서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은 가사분담 만족도와 우울증상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데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변인은 개인 내적 속성을 통제할 때 효과가 드러났다. 

<표 5> 기혼여성근로자의 우울증상 결정요인: 확률효과 모형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5 모형 4 모형 6

임금(log)
-0.094***
(0.012)

-0.089***
(0.012)

-0.083***
(0.012)

-0.092***
(0.012)

-0.088***
(0.012)

-0.083***
(0.012)

정규직(=1)
0.013
(0.013)

0.015
(0.013)

0.016
(0.013)

0.012
(0.013)

0.015
(0.013)

0.016
(0.013)

일만족도
-0.043***
(0.009)

-0.044***
(0.009)

-0.045***
(0.009)

-0.044***
(0.009)

-0.044***
(0.009)

-0.045***
(0.009)

배우자관계
-0.140***
(0.013)

-0.137***
(0.013)

-0.131***
(0.013)

-0.139***
(0.013)

-0.135***
(0.012)

-0.131***
(0.013)

배우자 가족공유시간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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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0.1, * P<0.05, **p<0.01, ***p<0.001 (괄호안=강건 표준오차)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여성가족패널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미부여)

바. 요약 및 정책 함의

본 연구는 기혼여성근로자의 우울증상 결정 요인을 여성이 직면한 일터와 가정생활의 이중부담 속에 살

펴보기 위해 일가정 양립 인식과 직장 내 성차별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별분리 관행 속에 일터

에 전념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일터에서의 의무와 가족돌봄의 역할을 조율하도록 요청받는 일가정 양

립의 주된 책임자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에서 요구되는 규범적 역할에 틈틈이 

관여해야 하는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에 시달린다. 동시에 이와 같은 여성에게 주어진 일가정 양립 의무는 

일터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근로자”의 모습과 괴리되는 것이며, 성별분리의 관행이나 성차별적 문화가 견

고한 직장에서 여성은 일터에 덜 전념하거나 덜 책임감있는 근로자로 인식된다(Williams, 2000, 2010). 

따라서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은 자신의 일가정 양립 의무와 잦은 충돌과 불일치를 느끼게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5 모형 4 모형 6

배우자 일자리(=1)
-0.011
(0.073)

0.014
(0.074)

-0.010
(0.074)

-0.004
(0.070)

0.021
(0.072)

-0.010
(0.074)

배우자 연령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주관적 건강
0.093***
(0.009)

0.091***
(0.009)

0.092***
(0.009)

0.093***
(0.009)

0.091***
(0.009)

0.093***
(0.009)

교육수준
-0.008**
(0.003)

-0.008**
(0.003)

-0.009**
(0.003)

-0.008**
(0.003)

-0.009**
(0.003)

-0.009**
(0.003)

연령
-0.006**
(0.002)

-0.006**
(0.002)

-0.006**
(0.002)

-0.006**
(0.002)

-0.006**
(0.002)

-0.006**
(0.002)

가구소득(log)
-0.032**
(0.011)

-0.031**
(0.011)

-0.034**
(0.011)

-0.033**
(0.011)

-0.031**
(0.011)

-0.035**
(0.011)

가구원 수
-0.003
(0.006)

-0.005
(0.006)

-0.002
(0.006)

-0.002
(0.006)

-0.005
(0.006)

-0.002
(0.006)

미취학자녀(=1)
0.041*
(0.019)

0.037*
(0.019)

0.052**
(0.019)

0.043*
(0.018)

0.039*
(0.019)

0.052**
(0.019)

COVID-19
-0.002
(0.011)

-0.009
(0.011)

-0.021+
(0.011)

-0.004
(0.011)

-0.010
(0.011)

-0.021+
(0.011)

직장 내 성차별 A
0.036***
(0.009)

0.038***
(0.009)

0.047***
(0.009)

-0.082***
(0.023)

-0.074***
(0.022)

0.051*
(0.026)

일→가정 부담 B
0.063***
(0.007)

-0.035+
(0.019)

가정→일 부담 C
0.057***
(0.007)

-0.034+
(0.019)

가사분담 만족도 D
0.020***
(0.006)

0.023
(0.017)

B×A
0.054***
(0.010)

C×A
0.051***
(0.010)

D×A
-0.001
(0.009)

상수
2.672***
(0.139)

2.616***
(0.140)

2.699***
(0.143)

2.868***
(0.143)

2.814***
(0.144)

2.692**
(0.145)

Sigma_u 0.228 0.227 0.230 0.225 0.227 0.230

Sigma_e 0.362 0.362 0.363 0.361 0.361 0.363

Rho 0.284 0.283 0.287 0.280 0.284 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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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로 인해 능력있는 근로자로 존중받지 못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경력상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터와 가정에서의 이중부담 구조는 여성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논지에서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부담과 우울증상 간의 관계에 주목하 으

며, 특히 직장 내 성차별 수준 차이가 이와 같은 일가정 양립 부담의 효과 크기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과도한 직장업무로 인해 가정생활에 지장이 커질수록, 과도한 가사업무로 인해 직장생

활에 지장이 커질수록, 그리고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분담 수준이 불만족스러울수록 기혼여성근로자의 우울 

증상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이 높다고 인지하는 여성들은 위와 같은 일

가정 양립부담이 증가할수록 우울증상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 다. 반면,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이 낮다고 

인지하는 여성들은 일가정 양립부담이 증가해도 상 적으로 우울증상의 증가 폭이 미미하거나 우울증상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일가정 이중부담은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지만, 특히 여성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얼마나 성차별적 환경이 주어지는지에 따라 이 효과

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터에서의 성평등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는 정책함의를 제시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차별 수준이 낮은 경우 일가정 양립 부담이 높아

지더라도 여성의 우울증상에는 큰 변화를 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장 내 성차별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

에서는 일가정 양립 부담의 증가가 우울증상에 뚜렷한 증가를 야기했다. 따라서 기혼여성근로자의 우울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일가정 양립에 한 부담감 자체보다 이 부담의 해소를 저해하거나 때론 갈등을 가

중시키는 직장 내 환경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보육서비스 지원, 출산･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제, 유연근무

제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제공되지만, 근본적으로 직장 내 성평등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주로 남성이 되는) 장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일가정 양립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근로자가 유능한 근

로자로 평가받는 등 성별화된 결과를 고착화하는 가치관이 일터의 원리로 자리잡게 된다, 이와 같은 환경

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은 여성근로자에 한 체계화된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성별분리의 기

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터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성평등한 이용 기회를 확 하되, 이와 같은 일가정 

양립의 수요나 양립제도의 이용이 직장 내 차별이나 편견에 한 근거가 되지 않도록 성평등한 조직문화

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컨 , 현재 시행 중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 고용평등을 통

해 직급･직종간 성별분리를 완화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함으로써5) 조직운 원리나 인적자원관리, 업무

수행환경 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성차별적 요건들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소개. https://www.aa-net.or.kr/introduce/relationLaw.asp (2021. 11. 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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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는 말

사회서비스는 인구의 노령화와 저출산에 맞물려 공익 서비스로서 시 적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처우나 노동 현실은 그 화두의 논의과정에서 언제나 소외된 게 사실이

다. 오늘의 참여가 사회서비스 노동의 현장을 알리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해서 

사회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이뤄내는데 한 역할이 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제언이 ‘돌봄노동종사자’라는 당사자성이 강조된 나머지 노동자 처우개선에만 치

우친 편협된 시각일 수도 있다.  

어르신돌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지원을 담당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공정과 상식이란 

게 이 제도가 설계될 당시에는 아예 없었음이 분명하다.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다는 최초의 급여체계는 

전문서비스직이라는 미명하에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이란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있고 시급제 설계는 ‘무노

동무임금’으로 잘 포장되었을 뿐 노동자의 처우는 뒷전이다. 

그래도 지금 발표할 제안이 돌봄노동으로 표되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달체계를 바꿀 수 있다는 기

가 있다. 또 정책이란 표성을 띠고 당장 법제화될 수는 없겠지만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표적인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 한다.

나는 서울시사회서비원의 전문서비스직 요양보호사이다. 또 노동이사이다. 노동현장을 100% 이해할 수 

있고 갈등관계가 아닌 노사 상생을 이룰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내부이사가 노동이사라고 생각한다. 어르신

돌봄, 장애인돌봄, 아이돌봄 등 현장직 노동자가 80%가 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이사는 더 그렇

다. 현장노동자로 일하면서 사회서비스 정책의 미비점이나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면서 갖게 된 사회

서비스 정책의 개선점은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사회서비스원법 제

정, 월급제 시행 등 돌봄노동은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라는 기존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꾸려는 전환책으

로는 성공한 듯 보이고 또한 기존의 나쁜 인식을 불식하는 급한 불은 끈 듯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

서비스직 노동자 당사자들은 반쪽짜리 월급제로 여길 뿐이다. 이번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정책에 한 

제언이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2019년 3월 설립되었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 전체의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식개선을 선도해 나가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그렇게만 된다면 사회서비스 정책은 저절로 질적 발전을 이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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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월급제로 시작  

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문서비스직으로 입사하기 전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시급을 적용받는 

계약직으로 7년간 일한 노동자 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에 뒤섞여 자신이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인지도 

모르고 일하는 표적인 사회서비스 노동자인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는 공정과 상식의 시  2022년에

도 너무나 많다.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돌봄노동자나 한달이 채 안 된 돌봄종사자나 임금은 똑같이 적

용받는다. 그나마 노인장기요양기관 한 곳에서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하는 종사자는 근속장려금이란 명목

으로 수당을 받는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하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돌봄노동자보다는 재가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80%를 넘고 또 하루에 한 상자에게 3시간 또는 4시간을 서비스할 수밖에 

없도록 시간제약이 있으니 8시간을 일하려면 본의 아니게 2~3개 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실상

이다. 또 상자가 병원입원, 사망, 시설입소 등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면 비자발적 실업상태

로 자동전락하여 일하면서 구직을 하느라 최저 생계비를 버는 일은 쉽지 않다. 

이렇듯 불안한 고용은 한 기관에서 월 60시간을 일하는 것조차 실제적으로는 어렵게 한다. 게다가 장애

인활동지원제도는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있는 근속장려금조차 없는 상황이니 처우는 어찌 보면 더 열악하다

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인 노동의 필수조건인 돌봄노동자의 월급제는 국가적 정책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자 시급한 일이다. 월급제가 전면 시행되면 사회서

비스분야의 품질향상과 발전을 위한 선한 방향성을 가지고 분명히 민관이 동반 성장할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가치있는 서비스이며 제공자에게든 수혜자에게든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월급제와 

호봉제 임금체계의 법제화 또는 강제화만이 좋은 돌봄의 해법이다. 

3.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의 완성은 호봉제

돌봄서비스를 시장논리로 해석해서 지금은 월급제와 호봉제의 입법화를 부정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공론화는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무에 주목해야 한다.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는 하지만 생활임금으로 둔갑된 저임금에 공공서비스라는 고강도 노동형태 이다. 시급제와 다를 것 없는 

무늬만월급제로는 전문서비스직 다급 노동자에게 더 이상의 비전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더는 호봉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회서비스 노동현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 시간제 단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은 나쁜 

노동의 명사다. 일자리의 안정성은 물론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노동의 질도 좋을 리 없다. 

그러나 민간이든 공공이든 좋은 돌봄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 명제를 알면서도 좋은 일자리로 지켜주지 

않음은 누군가의 직무유기임이 분명하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는 곧 공공서비스’라는 사회적 책임

을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노동자의 처우에 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함이 필요하다. 최소한 월

급제라도 시행하는 공기업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민간기관에게로 ‘월급제’라는 수레를 끌어주는 역할을 해

야 하는 이유이다. 

반걸음이라도 앞서 나가는 새로운 시도가 언젠가는 정착되리라는 기 감으로 또 호봉제를 간절히 원하

는 사회서비스원의 월급제 돌봄노동자로 이 자리에 있다. 사회서비스 노동의 가치가 또 돌봄노동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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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절하되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려면 월급제로 시작되어 호봉제로 완성되어야 한다. 혹자는 사

회서비스원보다 민간기관의 돌봄서비스가 시장논리가 생겨 우수하다고 하며 세금먹는 하마인 사회서비스

원은 없애야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한다.

과연 그 말이 맞는 지적일까? 나는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 이유는 사회서비스원은 공적 돌봄기

관이라는 사명으로 코로나19 긴급지원단을 운 하고 있고 또 민간기관에서 서비스가 곤란하거나 기피하는 

상자를 서비스하는 사례가 50%가 넘기 때문이다. 없애기보다는 같이 성장하고 같이 바꾸기를 유도해야 

한다. 지금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할 때다.

사회서비스는 종사자의 전문성이 있어야만 질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더 그렇다. 업무의 전문성에 비해 저평가된 직종이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이다. 사회서

비스원의 전문서비스직 돌봄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3년 전에 시행한 서울시사회서비원의 정규직 

월급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의 마중물이 된 걸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숙련급제’ 라는 기형으로 모

델링하여 여전히 호봉제를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다. 월급제로 시작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전문서비스직 좋

은 일자리는 호봉제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시민 중심의 공공성을 강화한 질좋은 사회서비스 정책으

로 이어질 것이다.

4. 노동환경 개선을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명시

돌봄노동 현장의 최우선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 없이 안전이다. 돌봄노동자와 돌봄 상자가 동시에 안

전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좋은 돌봄의 완성이다. 

돌봄노동 현장에서의 발생가능하고 예측가능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면 사회서비스 질은 저절로 높아진다. 

노동환경개선이 사회서비스 정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정답이다. 사회서비스는 사람이 사람에게로 일하는 

것이다. 일 잘하게 하려면 역할과 책무를 적절하게 주고 노동친화적인 안전한 환경에 있어야 한다.

사회서비스는 태생적으로 공공의 사회적 역할이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의 사회적 역할은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정당성이 있고 어르신 돌봄이나 장애인 돌봄현장은 특히 더욱 그렇다. 

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서비스의 질도 담보할 수 있다. 돈을 투자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면 투자를 해야 한다. 노동환경 개선은 질나쁜 노동, 고강도의 3D노동으로 둔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분

야 노동의 위기를 좋은 정책으로 이끌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르신돌봄과 장애인돌봄에 있

는 종사자와 상자에게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감염에 취약한 종사

자에게 독감, 상포진, 폐렴 등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거나 중증장애인과 치매 상자의 서비스 환경에 

AI로봇, 로봇청소기 등 복지용구를 보급하는 것이다.

포스트코로나시 에 비합리성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회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질좋은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제공자의 처우개선이 우선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5. 사회적 인식개선은 절대적 善

돌봄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도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는 이 시 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이며 돌봄전문가라는 세련된 국민 광고도 좋다. 급으로 나뉘어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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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나 실제로는 고정되어있는 현 자격증체계를 보완하는 돌봄전문가 인증제 도입과 그에 따른 혁신적인 

인센티브 지급도 고려해 볼 만하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작지만 파급력 강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은 시급하다. 투자 비 

성과를 먼저 생각하여 주저하지는 말자.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은 좋은 돌봄이란 부메

랑이 되어 선한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6. 맺음말

그동안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한 정책의 기조가 돌봄노동은 중년여성 친화적이며 저학력에 유휴인력이 

담당하니 시급제 저임금이어도 괜찮다고 하는 인식이 질 나쁜 노동을 방조하지는 않았을까. 돌봄노동을 

인식하는 정도가 그만큼이면 충분한 보상이라는 저급의 노동관행이 시급제로 입법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

았을까. 이러니 남성에 젊은 인력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사회서비스노동자에게 

월급제와 호봉제로 같이 끌어주고 같이 해결하고자 노력해 준다면 공공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공공의 서비스라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서비스원의 본연의 기능인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는 전문서비스직의 처우가 개선될 때 획기적으로 성과를 낼 것이다.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등 사회서비스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월급제와 호봉제의 전면 시행을 위한 

입법화와 지속적인 노동환경 개선,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사회서비스 정책 효과도 극 화할 것이다. 

그동안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동자들의 노력은 정당한 것임에도 억눌려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제언이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의 선’ 실현을 위해 적극적 정책으로 채택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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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대의 전략
: 인력 운영과 민주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 본부 서울지부장)

공공병원은 왜 확대되지 않고 있나?

- 공공의료 부족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으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드러났음. 특히 공공

병상 부족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결과를 나을 정도로 심각함. 본 발제에서는 공공병상 부족에 

따른 건강권 위협과 공공병원 확 가 필요한 이유에 해서는 생략함

 

-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자원 부족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보건의료운동 역에서는 꾸준히 공공병원 

확 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되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다른 공공서비스와 달리 독점 공급이 아닌 의료의 특성상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경쟁해야하는 상황

에서 ‘공공병원 확 ’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토론해보고자 함

- 과연 공공병원이 경쟁력을 갖추고,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지역사회, 내부 구성원(민간병원을 포함

한)들이 선호하는 병원이 될 수는 있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에 한 성찰 없이 새정부의 의료 정책

( 형민간병원 분원 설립, 공공병원 위탁운 , 공공의료정책수가로 민간병원 지원)에 한 비판적 평

가를 넘어, 정책 안으로 공공병원 확 를 (시민들의 지지와 함께)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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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정책>

출처 : 제 20  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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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왜 공공병원 확대를 요구하지 않을까?

<어린이집 사례>

- ‘국공립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국공립 어린

이집 확 요구(주민들이 전환신청서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 주관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사업'(2019) 등

- 국공립 어린이집 장점: 급식과 간식의 엄격한 관리, 운 비 투명한 사용,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운 , 정부 지원으로 교사 급여와 복지 수준 좋음, 인력 관리(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 교육 

및 인력풀 운 )

<시민들의 반응>

-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개념에 한 구분, 관심 없음

- 공공병원은 왠지 모르게 낙후되고 첨단의료를 제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

- 실력있는(스타) 의료진은 민간병원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

- 공공병원은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일부)

- 과잉진료는 안할 것 같지만 과소진료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일부)

- 공공이든 민간이든 좋은(믿을 수 있는)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림 2. <서울시 소통포털 ‘내 손안에 서울’ 기사,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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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이어짐)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1,800개소로 확대, 이용률은 46%까지 늘린다

서울시는 올해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800개소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국공립 이용률을 46%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보육 수요가 많은 아파트 내 어린이집 전환과 신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조기 개원 추진 등을 통해 

상반기 중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300세  미만 단지도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국공립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개선 사업도 병행해 선도적인 공공보육 모델을 만드는데도 주력한다.

공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현장의 오랜 숙원인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유아 수를 줄이

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 후 확

 운 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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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는 놀이중심, 생태친화,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 민주적이고 열린 운 을 지향하는 국공립어

린이집의 새로운 운  모델도 마련한다.

그림 3. <수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언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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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발췌> ‘저출산 예산 수십조 넘는데…국공립 어린이집은 왜 모자랄까’ 

한경경제 서민준 기자, 입력 2021.04.06. 14:00 

<기사 발췌> ‘저출산 예산 수십조 넘는데…국공립 어린이집은 왜 모자랄까’ 

한경경제 서민준 기자, 입력 2021.04.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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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동자들은 공공병원 확대를 요구할까?

-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은 민간병원 노동자들도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지 않음. 그 이

유는 노동자로서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임

- 강원 학교병원과 한림 학교 춘천성심병원의 경우 두 병원 모두 강원도 춘천에 소재하고 있고 거리는 

1.4km로 근거리에 위치해 있음. 두 병원 간호사의 임금 격차(연)는 1년차 8백 17만원, 5년차 6백 

63만원, 10년차 3백 54만원임. 강원 병원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음. 

반면 한림 병원은 매년 강원 병원보다 더 많은 임금인상으로 간호사들이 해당 병원으로 몰리고 있음

그림 4. <강원대학교병원과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의 간호사 임금 비교>

- 반면 요양원 노동자들은 요양기관의 공공기관화를 요구하고 있음. 구립요양원과 민간요양원의 노동조

건과 임금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 50만명 중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월급제)소속은 천명도 안됨. 사회서비스원의 전국 확 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민간에 

위탁하려고 함

- 병원 노동자에게 있어 병원이 공공기관화 되는 것은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옴. 병원은 돌봄, 정보 

제공, 교육과 상담, 심리적 지지 등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재생산을 담당하고 있음. 돌봄과 재생산 

노동을 상품화 하지 않고 사회화 하는 것임

- 이는 병원은 이용하는 환자, 시민에게도 중요한 사안임. 병원노동자는 의료 공급자와 환자 사이에 위

치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환자)의 리인 역할을 하게 됨. 전

문가와 이용자 사의의 정보 불균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때로는 공익제보자 역할을 함. 병원 노

동조합의 의료공공성 투쟁 등

- 병원 노동자가 병원의 이윤 창출을 최우선 목적으로 복무 하지 않아도 되도록 공공병원 운  필요, 병원 

이윤에 따른 성과급 합의 사례도 있음. 이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은 훼손됨. 보건의료 노동자가 

노동조건(임금, 인력 등)을 향상시키려는 욕구와 병원의 공공성이 모순적인 관계가 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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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실력 좋고 진료비가 저렴한 병원이 될 수 있는가?

- 병원노동자로서 공공병원의 인력과 민주적 운 의 측면에서 살펴봄 

(인력)

1.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정원제로 인한 증원 통제 해결

- 코로나19 이전부터 정부의 공공병원 인력 정책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 간호사 인력 기준 상향에 따

른 사망률 감소는 각종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어서 생략함

- 2021년 국립 병원 인력 정기 증원 요청과 수시증원 요청에 해 기획재정부는 부분의 국립 병원

의 요청을 묵살함. 코로나19 응 ‘한시’증원과 교 제시범사업 인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불승인. 

불승인된 내용에는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에 한 인원이나 법이 개정되면서 필요성이 생긴 세

탁물 관리 인원 등이 포함

- 경북 병원의 경우 수시증원요청 111명, 강원 병원 24명 승인요청, 충북 병원121명 승인요청, 전남

병원 59명 승인요청에 기획재정부는 단 한명의 인력조차 승인하지 않았음. 그밖에 다른 국립 병원

의 상황도 별 반 다르지 않고, 국립 병원중 교 제 시범사업인력 약간명, 중 재해처벌법에 따른 필

요인력 1~2명 외에는 모두 불승인 통보. 특히, 충북 병원의 경우는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을 하기 위한 인력도 반 하지 않아, 사업은 시켜놓고 인력을 주지 않는 모순된 정책을 자행하고 있음

- 2011년 11월 간호관리료차등제 개선을 위해 특히,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치료하고 있는 국립 병원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음. 국립 병원의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 축소에 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해당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구하 음. 교육부 예산 심의 

통과 후 기재부에서 불승인하여 물거품이 되었음

<국립 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 체 성명 발췌, 2022.04.20.>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이 심각했던 2020~2021년 국립 병원들은 요청한 인원보다 각각 

879명, 639명이 적게 충원되었다. 현장에서는 한명이 아쉬운 상황이고, 안정적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며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기재부는 불승인 이유에 해서는 명

확히 밝히지도 않은 채 책상에 앉아 현장의 절박한 요구들을 가위질하며 난도질 했다. 감염병 

사태에서 국립 병원마저 안정적으로 응할 인력이 마련되어있지 않았던 것은 전부 그동안 기

재부가 과도하게 인력을 통제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병원은 업무의 특성상 바로 인력을 채

용해 투입한다고 해서 해당 인력이 환자치료를 100% 온전히 담당할 수 없고 각 병원의 시스템

을 익히는 등의 교육기간과 숙련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인력 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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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요구안>

○ 의료연 본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요구안

-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로 변경한다. 

- 간호사수는 실제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원으로 계산한다. 즉 병동 또는 중환자실에서 직접간호를 수행

하지 않는 간호관리자와 의사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간호사(PA 등)는 간호사수에서 제외한다.

-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구체적 기준과 입원료 가감산은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모두 의료법 기준(2.5×4.8=12명)을 기본등급을 하고, 기본등급보다 낮

은 배치수준, 즉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는 입원료를 감산한다. 

- 미제출 기관은 입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표. 일반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 1등급 기준을  0.35:1 미만으로 하고 등급기준을 아래와같이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급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입원료 가감산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입원료 가감산

1등급 1:7 이하 2등급의 20% 1:8 이하 2등급의 20%

2등급 1:7 초과 ~ 1:8 이하 3등급의 20% 1:8 초과 ~ 1:10 이하 3등급의 20%

3등급 1:8 초과 ~ 1:10 이하 4등급의 20% 1:10 초과 ~ 1:12 이하 기본등급

4등급 1:10 초과 ~ 1:12 이하 기본등급 1:12 초과 ~ 1:14 이하 3등급의 20% 감산

5등급 1:12 초과 4등급의 50% 감산 1:14 이상 ~ 1:16 이하 4등급의 20% 감산

6등급 - 1:16 초과 5등급의 20% 감산

등급 외
(미제출 기관)

-
3등급의 100% 감산

(입원료 미지급)

등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1 1.5 미만 1.5 미만

2 2.0 미만 1.5 이상 2.0 미만 1.5 이상

3 2.5 미만 2.0 이상 2.5 미만 2.0 이상

4 3.0미만 2.5 이상 3.0미만 2.5 이상

5 3.0 이상 3.0 이상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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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병원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기준 상향 및 전면 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 는 메르스 이후 정부의 정책이었음.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간

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효과와 필요성이 드러났음

- 9월 2일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합의에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의 급성기병원에 해 

전면확 할 것으로 나와있고 시행방안을 22년 상반기 마련, 2026년까지 시행한다고 되어있음

- 병원에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 하는 것은 간호인력 충원의 획기

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음. 상을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 뿐 아니라 모든 병원으로 확 하고 시행시기

를 앞당겨야 함

- 또한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인력기준은 간호와 간병 모두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너무나 낮은 

수준임. 현재의 인력기준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급성기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임. 실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 시 환자 중증도를 조절해 입원환자를 선별하고 있어 간호한병통합서비스

가 필요한 환자들은 해당 병동에 입원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음

- 2022년 복지부 업무계획에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 에 한 계획은 포함되어있는 것에 반

해 인력기준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 코로나19 응방안으로 공공병원 인력배치 수준을 높이고 일반병동으로 전환 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전면 시행 필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 요구안>

3. 감염병동 인력기준(70% 이상 공공병원) 신속 적용

- 공공병원이 70%이상 담당하고 있는 감염병동 인력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이에 따른 신속한 인건비 지

원과 정원 증원 승인 필요

병원규모 간호사: 환자수 간조조무사:환자수 병동지원인력

상급종합병원

1000병상 이상 1:3
1:20 근무조당 1~2명

500-1000병상 1:4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1:5

1:20 근무조당 1~2명

300-500병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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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운영)

- 시민의 권리로서의 보건의료를 요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공공병원 운 에 환자, 지역사회, 내부 구성

원(노동자 표) 포함. 공공병원 이사회 구성 변경 필요. 예를 들어 서울 병원의 경우, 다음 달인 6월 

병원장이 선출됨. 서울 병원 구성원 어느 누구도 병원장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 서울 병원장

은 이사회 추천을 받은 후보에 해 교육부 장관이 청와 에 보고하고 통령이 낙점하는 구조. 병원

장을 추천하는 이사회는 서울  총장, 서울의  학장, 서울  치과병원장, 서울 병원장, 교육부·기획

재정부·보건복지부 차관, 사외이사 2명 등 총 9명으로 서울 병원 구성원과 의료 이용자인 시민 표

는 단 한명도 없음. 병원장 후보의 병원경 계획서, 연도별 경 실천계획서도 이사회에만 제출하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한 계획과 비전도 전혀 알 수 없음

- 공공병원의 운 에 시민과 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

공하여 만족도와 건강지표를 높이는 사업 필요. 이를 통해 민간병원과 다른 차별성, 정체성을 획득하

고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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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혜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부 박사과정)

문재인 정부시기 임금불평등 변화 분해

박나리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부 박사과정)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의 국가간 비교 연구

김혜진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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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 비교 사례분석: 
핀란드, 독일, 스페인, 한국을 중심으로

김규혜 (중앙  학원 사회복지학부 박사과정)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간의 격차 뿐만 아니라 비임금노동자 내의 격차에 주목하

여, 한국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에 한 제도적 함의를 국가 간 비교사례 분석을 통해 논의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에서 비임금노동자의 격차 그리고 비임금노

동자 실업보장체제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논의를 검토하 다. 다음으로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위

해 한국과 유사한 다층형 실업보장체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주요한 실업자 소득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실업보험제도 유형에서 질적으로 구분되는 핀란드, 스페인, 독일을 분석 사례 국가로 

선정하 다. 나아가 각 국가별 실업보장제도를 법적 상, 적용 조건, 급여, 재정, 전달체계 차원

에서 검토하고, 실업보장체제의 관계적·구조적 측면에 주목하여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비교 

분석을 진행하 다. 이와 같은 국가별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개 국가의 사례가 한국의 비

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에 제시하는 제도적 함의를 논의하 다. 우선 자 업자 고용보험(UI)에 

관해, 법적 상의 보편성 및 급여기간의 관 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노동형태의 다변화에 

응하는 적용 및 급여의 포괄성의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민취업

지원제도(UA)에 해, 법적 상의 보편성 확 , 자격조건의 엄격성 완화, 급여의 관 성 강화, 

재정에서 공적 지출의 확 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실업보험(UI)와 

실업부조(UA)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UI와 UA 간의 연계 강화, 취업 및 실업 병행 수준 강화, 비

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 전반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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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 2020년의 자 업자 폐업률은 전년 비 감소한 반면, 동일한 기간 동안 자

업자 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다(한국은행, 2021). 일견 상반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는 자 업자의 이

와 같은 상황은 ‘실업 전후 경험하게 되는 소득 상실이라는 위험에 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라는 동

일한 제도적 조건을 경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매출 및 소득의 감소 나아가 적자의 지속에

도 불구하고, 자 업자가 폐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상실이

라는 위험에 한 개별화된 관리 수단으로 출을 활용하는 상황과 관련하여(최철웅, 2019), 비임금노동자

의 제한적인 실업보장체제는 이와 같은 결과의 결정적인 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 업자의 노동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도입된 자 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는 

2020년 기준 전체 자 업자 인구 비 약 0.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 2021).

같은 맥락에서 고용보험의 광범위한 법적 사각지 에 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비임금노동자 실

업보장체제에 관한 기존 논의가 확 되어 왔다. 한편에서 이는 보충적인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는 실업부조에 

주목하여 다층형 실업보장체제의 의의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이는 자 업자의 지속적으

로 낮은 가입률에 주목하여 한국 고용보험의 제도 변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국가별 사례분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산업사회 이후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에서 제도화

된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간의 차이 및 격차는 비임금노동자 내의 차이 및 격차에 한 이해 없이 제한

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존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에 관한 연구는 실업보험에서 임금노

동자와 비임금노동자 간의 격차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업보장체제에서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의 성격 및 각 

제도 간의 관계 그리고 이에 한 비임금노동자 내의 격차를 적절하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에 한 제도적 함의를 국가 간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 업자) 및 자 자

(고용원이 없는 1인 자 업자) 뿐만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임금노동자’, 나아가 ‘실업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의 총체’로 정의되며 실업보험(UI), 실업부조(UA), 사회부조(SA)의 하위 제도로 구성

된 실업보장체제(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에 주목한다(Clasen and Clegg, 2011; Pfeifer, 

2012; 이병희, 2013; 김근주 외, 2017; 이승윤, 2018).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분석 사례로 주요 

OECD 국가 중 비임금노동자를 상으로 다층형 실업보장체제 구조를 갖춘 국가 중에서 가입, 적용, 급여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비임금노동자 실업보험제도를 갖는 국가들인 핀란드, 스페인, 독일, 한국을 선정

하 다. 실업보험과 실업부조를 중심으로 각 실업보장제도의 상, 급여, 재정, 전달체계를 기본적으로 검

토하 으며, 국가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내에서 비임금노동자가 경험하는 실업보장제도의 격차를 

논의하 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개 국가의 사례가 한국의 비임금노동자 실업보

장체제에 제시하는 제도적 함의를, 자 업자 고용보험(UI), 국민취업지원제도(UA), 실업보험(UI)와 실업부

조(UA)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시하 다.

2. 연구 배경

1) 한국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에서 비임금노동자의 격차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에서 제도화된 비임금노동자의 격차는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간의 격차 뿐만 

아니라 비임금노동자 내의 격차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노동시장의 확  이후 표준적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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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화 및 비표준적 고용관계의 확 로 인해 나타나는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확 는 비임금노동

자 내에서 확 되는 이질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Schoukens and Barrio, 2017). 그렇기에 표준적 고용

관계의 약화 및 비표준적 고용관계의 확  과정에서, 한국 비임금노동자가 경험하는 총체적인 격차의 제

도화가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2000년 초반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교적 높은 비임금노동자의 비

율로 인해,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시장 조건에 주목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김근주 외, 2020; 홍민기 외, 

2020; 이아 , 2021; 한국은행, 2021). 우선 소득 및 부채 수준의 경우, 한국에서 2020년 기준으로 자

업자와 상용직 임금노동자 간의 가구소득을 비교한 결과, 자 업자와 임금노동자는 경상소득의 평균에서 

각각 6,519만 원과 7,958만 원이고, 중앙값에서 각각 5,137만 원과 6,686만 원으로 나타나, 자 업자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아 , 2021). 나아가, 외환위기, 경제위기, 코로나19 

시기별로 나타나는 임금노동자와 자 업자 간의 소득 격차 추세는 자 업자가 거시경제적 위기에 보다 취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코로나19 이후 자 업자 출의 증가세는 저소득층에서 주로 높았다는 점에서 

자 업자 내에서도 격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은행, 2021). 한편 여성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은 무급가족종사자에 한 소득 수준을 분석한 결과, 소득 분포는 성별과 무관하게 자 업자 집단보다 

낮은 분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 다(김근주 외, 2020).

한편 비임금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시장 이행의 경우, 창·폐업 생존율 및 그 향 요인, 그리고 자 업 

이행의 요인 및 이력의 효과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김 아 외, 2021; 임성희, 김진옥, 2021; 이아

, 2021).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업자의 생존율을 분석한 임성희, 김진옥(2021)에 따르면, 2010~2018

년 동안 한국 개인사업체의 중위 생존기간은 2.6년으로, 이는 법적으로 실업보험 가입 상자인 자 업자

의 절반이 2.6년(30개월) 이내에 폐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폐업률은 세부 업종에 따라 세 

자 업자의 비율이 높은 도소매업 및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이병희 외, 

2016; 김근주 외, 2020; 이아 , 2021).

나아가 표준적인 고용관계가 약화되면서 확 되는 비전형적 노동형태는 임금노동자와 같은 고용계약(근

로계약)이 아닌 도급, 위임, 위탁계약과 같은 다른 계약형태를 바탕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특수고용형태노

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종속적 자 업자를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정흥준, 2019; 

이호근, 2020). 표준적인 정의 및 측정이 부재한 노동형태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노동형태의 규모를 추정

하고 노동조건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주/부업 및 온/오프

라인 유형에 따라 노동시간 및 소득수준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부업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일하

는 경우가 74.5%로 나타난 것과 달리 주업은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약 30%라는 점에서, 같은 

노동형태로 분류되더라도 노동시간 및 소득수준의 격차가 확인된다(장지연, 2020). 한편 프리랜서는 다양

한 정의를 바탕으로 측정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전체 취업자보다 임금 수준은 낮지만 노동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진 외, 2021).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는 비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격차로 연결된다. 표준적 고용관계와 연계가 강하여 가입에서부터 제도적 배제를 야기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달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같이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이 가능한 사회보험의 경우, 여전히 

소득 파악의 문제로 인해 보험료가 실제 소득 수준에 비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김규혜, 

2020; 이아 , 2021). 한편 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일차적으로 응하는 사회보험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경우, 사회부조제도를 통해 보충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지만, 자격조건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급여수준 또

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임금노동자가 경험할 수 있는 빈곤 위험에 응하는 실질적인 소득보장 제도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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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 관련 기존 논의

비임금노동자의 실업보장체제에 관한 국내·외의 기존 연구는 주로 실업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Spasova et al. 2017; 2019; ILO and OECD, 2020; Shoukens and Weber, 2020). 이는 기존 사회보장

제도 중 사회보험이 그리고 기존 사회적 위험 중 실업이 표준적 고용관계와의 연계가 강하여 비임금노동자에 

한 관련 제도의 적용 및 급여의 확 가 상 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OECD, 2019; Spasova et 

al., 2017; 2019).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G20 국가의 비임금노동자의 사회보장체제에 한 법적 접근성

을 검토한 OECD(2019)에 따르면, 주요 사회적 위험 중 실업에서의 배제 수준이 공통적으로 높았다. 

Spasova et al.(2019) 또한 EU 28개국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기여(부조) 원리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

(사회수당 및 부조)보다 기여 원리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에서, 노령, 의료, 장애보다 실업, 산재, 상

병에서 비임금노동자에 한 사회보장제도의 배제 수준이 임금노동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논의하 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의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에 한 기존 논의는 고용보험제도에서 나타나는 광범

위한 법적·실질적 사각지 에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확 되었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 보충적인 소득

보장제도로 기능하는 실업부조에 주목한 다층형 실업보장체제 관련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김성희, 2009; 

황덕순, 2011; 이병희, 2013). 다른 한편에서 고용보험의 법적·실질적 사각지 에 응하기 위해, 자 업

자 고용보험에 한 주요 복지체제 국가의 사례분석에 기반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이병희 외, 2016; 김

재진, 구자은, 2019; 김진선, 2020; 박제성 외, 2018; 2020; 장지연, 홍민기, 2020; 박혁 외, 2021). 이

와 같은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김규혜, 이승윤(2021)은 자 업자 실업보험제도가 존재하는 9개 OECD 

국가를 상으로, 주요 제도적 속성을 통해 비교 및 분석을 진행하 다1). 2021년 기준 최종적으로 총 5

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자 업자에게 모든 차원이 보장된 실업보험(AEG)’ 유형에 덴마크, 스웨덴, 핀란

드가 모두 포함되며, ‘자 업자에게 모든 차원이 보장된 실업보험(AeG)’ 유형에는 후술할 2019년 제도 변

화를 통해 스페인이 분류되었다. 한 차원의 퍼지점수만 높은 ‘자 업자의 적용 포괄성만 보장된 실업보험

(aEg)’ 유형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자 업자의 가입 접근성만 보장된 실업보험(Aeg)’ 유형에는 

프랑스, 이탈리아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자 업자에게 모든 차원이 부실한 실업보험(aeg)‘ 유형은 한

국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같은 비임금노동자의 실업보장체제에 관한 기존 논의를 종합한 국가별 비임금노

동자의 비율 및 실업보장체제의 구조 및 유형 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주요 국가별 비임금노동자의 비율 및 실업보장체제 현황

자료: 이철수 외(2014); 이병희 외(2016); 김근주 외(2017); 박제성 외(2018a; 2018b; 2020); 김재진, 구자은(2019); Spasova et 
al.(2017; 2019); ISSA(2018); MISSOC(2019; 2020); OECD(2020); 김규혜, 이승윤(2021). 
1)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은 각 연도의 전체 취업자 규모 비 전체 자 업자(고용주+1인 자 업자+무급가족종사자) 규모의 비율임.
2) () 내의 연도는 2000년 이후 해당 제도의 국가별 비임금노동자 적용 연도를 의미함.

1) 이는 ‘가입 상 및 형태’와 ‘가입조건’을 포함하는 가입 접근성(accessibility), ’최소 노동 및 기여기간‘, ’자발적 이직 
제재 수준‘, ’취업 및 실업의 병행‘을 포함하는 적용 포괄성(eligibility), ’최  급여수준‘과 ’최  급여기간‘을 포함하는 
급여 관 성(generosity)으로 구성되었다(김규혜, 이승윤, 2021).

국가
비율(%) 실업보장체제

2000 2019
실업보험(UI) 실업부조

(UA)
사회부조

(SA)
구성

유형 의무(C) 임의(V)
덴마크 9.1 8.3

[1] AEG
X O(2011년) X O UI-SA

스웨덴 11.1 9.8 O(2007년) O X(2007년) O UI-SA
핀란드 13.5 13.5 O O O O UI-UA-SA
스페인 20.1 15.7 [2] AeG O(2019년) X O O(2020년) UI-UA-SA
독일 10.9 9.6

[3] aEg
X O(2006년) O(2005년) X(2005년) UI-UA

오스트리아 13.5 12.2 X O(2009년) O O UI-UA-SA
프랑스 11.4 12.1

[4] Aeg
O(2019년) X X O UI-SA

이탈리아 28.7 22.7 O(2017년) X X O UI-SA
한국 36.9 24.6 [5] aeg X O(2012년) O(2021년) O UI-UA-SA



❘중앙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BK21❘일과 사회 4.0시대 신구사회적 위험에 대한 각국의 대응 전략

285

3) 연구의 필요성 및 분석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에서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에 관한 기존 논의는 고용보험의 광범위한 법적 사각지 에 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확 되어 왔으며, 자 업자의 지속적으로 낮은 가입률에 주목하여, 한국 고용보험의 

제도 변화에 고려될 수 있는 정책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국가별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

은 사례 분석 결과의 기술적 성격을 보완하기 위해 김규혜, 이승윤(2021)은 국가 간 제도의 양적 그리고 

질적 유사성과 상이성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자 업자 실업보험제도의 유형화를 시도하 다. 다시 

말해, 이는 각 복지체제의 자 업자 실업보험제도의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규명하는 중범위 수준의 분석방법론이라는 점에서, 분석 상 

국가들 간 질적 차이점 혹은 공통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실증적 

차원에서의 비교 및 분석은 특정 제도를 구성하는 개념 및 내용을 비교 가능한 개념 및 내용으로 측정하

는 과정에서, 실업보장체제를 구성하는 제도 간 그리고 제도 내의 관계적·구조적 측면을 고려하는 데 한

계가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기존 연구는 실업보험에서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간의 격차를 중심으

로 진행되어, 실업보장체제에서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의 성격 및 각 제도 간의 관계 그리고 이에 한 비

임금노동자 내의 격차를 적절하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 국가의 실업보험제도 나아가 실업보장체제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기존

의 제도적 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며, 변화한다고 이해하고,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비임금

노동자 실업보장체제에 한 국가별 사례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두 가지 지점에서 

구분된다. 첫째, 본 연구는 중범위 이론에 기반한 실증적 비교 분석과 달리, 해당 분석방법론에서 제한적

으로 포착한 실업보장체제의 관계적, 구조적 측면을 분석한다. 다시 말해, 최  급여기간, 최소 기여기간, 

소득 체율과 같은 표준화된 비교 기준 뿐만 아니라, 급여와 기여의 연계 정도, 실업 인정 사유, 급여 계

산 기준 등과 같이 중범위 이론에 기반한 분석 결과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내용에 해 논의할 수 있다. 

둘째, 한편 본 연구는 기존 사례분석 연구와 달리, 한국 실업보장체제와 제도적 구조는 유사하지만, 비임

금노동자 실업보험에서 질적으로 구분되는 사례 국가를 선정하여, 비임금노동자의 격차에 주목하여 국가별 

실업보장체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실업보장체제에서 경험되는 비임금노동자의 격차, 나아가 비

임금노동자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사례 국가 분석 결과가 한국 비임금노동자 실업

보장체제에 제공하는 제도적 함의를 논의할 수 있다.

(2) 분석 사례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한국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에 갖는 제도적 함의를 논의하

기 위해, 우선 비임금노동자를 상으로 다층형 실업보장체제를 갖춘 국가 중에서, 실업부조(UA)의 법적 

상으로 실업보험(UI)의 미충족자를 포함하는 국가를 분석 사례로 선정하 다2). 나아가 가입, 적용, 급여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비임금노동자 실업보험제도를 갖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업부조제도 및 실업보장

체제와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자 업자에게 모든 차원이 보장된 실업보험(AEG)’ 유형에서 

‘핀란드(FI)’를, ‘자 업자에게 모든 차원이 보장된 실업보험(AeG)’ 유형에서 ‘스페인(ES)’을, ‘자 업자의 

적용 포괄성만 보장된 실업보험(aEg)’ 유형에서 ‘독일(DE)’을 사례 국가로 결정하여, ’자 업자에게 모든 

2) UA의 국가별 법적 상은 UI의 수급종료자(노동 및 기여 이력 충족), 노동이력 충족자, 미충족자로 주로 구분되며, 후
자의 상까지 포괄할수록 UA의 법적 사각지 가 적은 국가로 논의되기도 하였다(이병희, 2013). 다만 한국과 같이 
UI의 노동이력 충족자 혹은 미충족자를 포괄한다고 하여 수급종료자를 포괄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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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 부실한 실업보험(aeg)‘ 유형인 한국(KR)과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 다. 이와 같은 개별 국가 사례는 

각 제도적 설계 및 조건의 의의 뿐만 아니라 한계 또한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하 다.

(3)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 사회보장 및 노동시장 제도에 한 기본적인 정보는 주로 2020/2021년을 기

준으로 OECD의 Benefits and Wages,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MISSOC에서 확보하

다. 국가별로 핀란드(FI)는 TYJ(Federation of Unemployment Funds in Finland), Unemployment 

Fund for Finnish Entrepreneurs, Kela(Social Insurance Institution of Finland)에서3), 스페인(ES)

은 SEPE(Public Employment Service), INSS(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에서4), 독일(DE)은 

BA(Federal Employment Agency), BMAS(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에서5), 

한국(KR)은 고용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에서 수집하 으며, 분석 결과에서 주요 출처의 제도 

내용을 논의한 경우 표기는 생략하 다6). 다만 실업보장체제를 구성하는 각 제도의 의미, 맥락 및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 관련 기존 연구 및 통계 자료를 활용한 경우 관련 출처는 표시하 다. 

(4) 분석 틀

분석 사례 국가별로 실업보험과 실업부조를 중심으로 각 실업보장제도의 상, 급여, 재정, 전달체계를 

기본적으로 검토하되, 사회부조는 실업부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 다. 나아가 소득 관련 조건 혹은 

급여수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2020/2021년 기준 평균임금, 상 적 빈곤선, GDP 비 비율 관

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사례 국가 간 비교를 진행하 다7). 이와 같은 국가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내에서 비임금노동자가 경험하는 실업보장제도의 격차를 논의하 다.

구체적으로 먼저 ‘ 상’의 경우 법적(formal) 상과 실질적(effective) 상으로 구분하여, 법적 상은 

비임금노동자의 법적/제도적 정의 및 범주, 법적 가입형태, 나아가 필요한 경우 법적 가입조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실질적 상은 실업급여의 적용에 요구되는 최소 노동 및 기여 이력, 노동소득 조건, 자산조사

의 수준 및 상 소득의 범위, 실업 인정 사유의 범주, 자발적 이직에 한 제재 수준, 부분 실업의 적용 

수준 및 조건을 검토하 다. 다음으로, ‘급여’의 경우 최  소득 체율, 급여기간에 따른 소득 체율의 변

3) 핀란드(FI)의 주요 출처별 주소는 다음과 같다: Unemployment Fund for Finnish 
Entrepreneurs(https://yrittajakassa.fi/en/home/), TYJ(https://www.tyj.fi/en/), The Finnish Enterprise 
Agencies(https://uusyrityskeskus.fi/in-english/), Kela(https://www.kela.fi/web/en/unemployment)

4) 스페인(ES)의 주요 출처별 주소는 다음과 같다: Royal Decree 
28/2018(https://www.boe.es/buscar/act.php?id=BOE-A-2018-17992), 
SEPE(https://www.sepe.es/HomeSepe/en/Personas/distributiva-prestaciones.html), 
INSS(https://www.seg-social.es/wps/portal/wss/internet/Inicio)

5) 독일(DE)의 주요 출처별 주소는 다음과 같다: SGB III(https://www.sozialgesetzbuch-sgb.de/sgbiii/1.html), 
BA(https://www.arbeitsagentur.de/en/welcome), BMAS(https://www.bmas.de/EN/Home/home.html)

6) 한국(KR)의 주요 출처별 주소는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고용보험법(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55263&lang=ENG)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55261&lang=ENG)
구직자취업촉진법(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55031&lang=ENG)

7)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출처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https://www.ine.es/consul/serie.do?d=true&s=ECV3959), 
The Federal Statistical Office(https://www.destatis.de/EN/Themes/Society-Environment/Income-Consumption
-Living-Conditions/Living-Conditions-Risk-Poverty/_node.html), Statistics 
Finland. Income Distribution Statistics 2020. (https://www.stat.fi/til/tjt/2020/03/tjt_2020_03_2021-12-16_
tie_001_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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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양상, 노동형태별 최  급여기간, 기여기간 비 급여기간의 비율을 통해 급여의 관 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재정’의 경우, 노동형태별 기여 및 급여에 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의 유형, 노동형태 및 

부담 주체별 재원의 부담률, 사회보험료, 조합비, 일반 조세와 같은 재원의 유형, GDP 비 공적 지출의 

수준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는 노동형태별 그리고 실업보장제도별 주요 전달체계, 중앙-지방 

및 공공-민간 전달체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3.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의 사례 비교

1) 핀란드

사민주의 복지체제인 핀란드는 2019년 기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13.5%라는 상 적으로 높은 비

임금노동자의 비율과 EU 국가 평균(22.2%)에 비해 11.5%로 낮은 비임금노동자의 노동빈곤율이 특징적이

다. 핀란드의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는 기초보험과 소득비례보험으로 구성된 실업보험, 실업부조, 사

회부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적인 제도적 설계 및 조건에 있어 임금노동자와의 차이가 확인되지만, 전

반적으로 임금노동자와의 격차가 비교적 적은 사례로 분류된다(Spasova et al., 2019).

(1) 기초보험(Peruspäiväraha)과 소득비례보험(Ansiosidonnainen työttömyyspäiväraha)

핀란드의 비임금노동자 실업보험제도는 다른 사민주의 복지체제인 스웨덴과 유사하게 국가가 관리하는 

기초보험과 노동조합이 관리하는 소득비례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초보험은 주요 전달체계가 

사회보장국(Kela)인 것과 달리, 소득비례보험은 겐트 시스템이라는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코포라티즘적 제

도유산에 따라 노동조합이 관리 및 운 하는 18개의 실업기금으로 구성된 핀란드 실업기금연합회(TYJ)라

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구분된다(이호근, 2015). 이 중 17개는 직(업)종별로 구분된 임금노동자 상 기금

이며, 나머지 1개가 핀란드 자 업자 실업기금(SYL)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구조 하에서 법적 상의 경

우, 비임금노동자는 기초보험에 한 의무가입 혹은 소득비례보험에 한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아가 소득비례보험의 경우 노동형태와 무관하게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모두에게 임의가입이라는 

점에서, 비임금노동자에게만 임의가입인 독일 혹은 한국의 경우와 질적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 상과 관련하여, 최소 노동 및 기여이력 조건이 실업 전 28개월 중 6개월(26주) 이상 그리고 

주 18시간 이상인 임금노동자와 달리, 비임금노동자는 실업 전 48개월 중 15개월(65.3주) 이상 자 업 

상태 으며, 그리고 연속 4개월 이상이 그 조건이라는 점에서, 주요 OECD 국가 중 24개월로 가장 긴 프

랑스 다음으로 적용 조건이 엄격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김규혜, 이승윤, 2021). 그럼에도 실업 인정 사유

로 파산, 청산, 매각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한 폐업 신고 또한 포함한다는 점에서 폐업(실업)에서 중

한 과실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Entrepreneur fund, 

2021: 10). 뿐만 아니라 다른 사민주의 복지체제와 마찬가지로 핀란드는 자발적 이직에 한 제재로 3개

월(90일)의 기기간을 부여하여 실질적 적용 포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MISSOC, 2020a). 또한 핀란

드는 조정된 실업급여(adjusted unemployment benefit)를 통해 취업 및 실업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를 통해 노동소득에서 월 300유로까지 제외하되 초과분의 50%를 기존 실업급

여에서 삭감하며, 삭감된 이후의 실업급여와 시간제 노동소득의 총합은 확정소득(confirmed income)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노동소득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급여 기간은 무기한으로 연장

되며, 노동시간의 경우 전일제 노동시간의 80% 이하까지 부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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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0a).

급여의 경우, 소득비례보험의 최  소득 체율은 확정소득의 84%인 반면 기초보험은 정액 급여로 평균 

임금의 19%(일 기본액인 33.66유로에 월평균 노동일수인 21.5일을 곱한 723.48유로) 수준으로, 이후에 

논의할 실업부조의 급여수준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업보험제도 내에서 기여 여부에 따른 높은 급여수

준의 격차가 확인된다. 한편 비임금노동자의 최  급여기간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400일(약 18개월)

로, 비교적으로 긴 최소 노동 및 기여이력에 비례하여 최  급여기간의 관 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럼에도 기여기간 비 급여기간의 비율의 경우, 앞서 논의한 로 최소 기여기간이 임금노동자에 

비해 2.5배 길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최  급여기간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기여기간이 

18개월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 상인 다른 국가에 비해 기여기간 비 최  급여기간의 비율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원에서 비임금노동자 실업보험의 보험료 및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준거가 되는 기준소득

(reference income)인 핀란드의 ‘확정소득(confirmed income)’은 급여뿐만 아니라 가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임금노동자의 동일 노동에 지급되었을 임금액에 상응하는 

재정적 가치’로 정의되는 확정소득은 실제 사업 매출액이나 조세 상 소득액을 반 하기보다는, 비임금노동

자의 신청 및 선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이병희 외, 2016; 박제성 외, 2020). 한편 소득비례보험에

서 노동형태별 총 보험료율은 2020년 기준 임금노동자의 월 임금의 4.72% 혹은 6.12%를, 비임금노동자

의 월 확정소득의 2.3%를 지불한다. 이는 각 실업기금의 조합비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값으로, 부담 주

체별 부담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는 임금노동자가 고용된 사업체의 인건비 총액의 규모(2020년 

기준 2,125,500유로)에 따라 임금노동자 간 사회보험료율의 차이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의 경

우 본인은 평균 1.4%를 조합비로 그리고 1.4%를 사회보험료로, 고용주는 평균 1.42%를 조합비로 그리고 

인건비 총액 규모가 기준 초과인 경우 1.9%를 그리고 이하인 경우 0.5%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 여기

에서 징수된 임금노동자와 고용주의 사회보험료는 기초보험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그럼에도 기초보험의 재

원이 부족할 경우 이는 일반 조세를 통해 조달된다.

(2) 노동시장 보조금(Työmarkkinatuki, Labour market subsidy)

핀란드의 노동시장 보조금(이하 실업부조)는 법적 상으로 실업보험의 수급종료자 뿐만 아니라 미충족

자 나아가 취업 이력이 부재한 청년 구직자 또한 포괄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적용 측면에서 자산조사의 자격조건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자산조사의 조사 상이 되는 소득 범주로 노동

소득, 사회보장급여, 자산소득이 포함되지만, 2013년부터 파트너 혹은 배우자의 소득은 자산조사 상 소

득에서 제외하면서, 개인 단위의 소득을 중심으로 자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아동수당, 가족돌

봄수당, 사회부조, 생계수당, 주거수당 또한 자산조사 상 소득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격조건

에 있어 비교적 적용의 엄격성이 낮으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OECD, 2020a). 나아가 실업부조 수급 중에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앞서 논의한 조정된 실업급여

와 마찬가지로 조정된 노동시장 보조금(adjusted LMS)을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 실업에 한 적

용 수준이 높다.

급여의 경우 기초보험과 같이 모든 수급 상자는 평균 임금의 19%를 매월 수급할 수 있지만, 이는 

2020년 기준 핀란드의 상 적 빈곤선의 55.2% 수준으로 실업자의 소득 보장 뿐만 아니라 빈곤 예방에도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초보험과 달리 실업부조의 경우 급여 삭감의 기준 및 수준이 가

구형태에 따라 차등적이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의 신청자는 자산조사 상 소득이 월 311유로를 초과할 

경우 급여액에서 초과분의 75%만큼 차감되며, 한부모, 부부 혹은 동거 가구의 신청자는 자산조사 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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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월 1,044유로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에서 초과분의 50%만큼 차감되며, 1인 가구에 한 소득 조

건이 비교적 엄격한 것으로 논의된다. 이에 따라 자산조사 및 급여지급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개인의 

가구 유형에 따라 자산조사 및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이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구직활동에 참여할 경우 평균임금의 2.7%(102.99유로) 수준의 보충급여(supplement benefit)를 지급하

는 방식으로 활성화에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부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실업부조와 

사회부조 수급 병행을 제한하지 않고, 실업부조 수급기간 동안 사회부조의 자격조건인 평균임금의 

13.2%(502.21유로)을 충족할 경우 동시에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급여수준의 관 성이 상 적으로 높

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급여기간의 경우 신청 후 5일의 기기간이 존재할 뿐 자산조사의 및 구직

활동 조건을 충족하는 한에서 수급 기간은 무제한이라는 점에서 상 적으로 관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비기여 원리에 기반하여 일반 조세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핀란드의 실업부조는 2019년 기준 GDP의 

0.45%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OECD 평균(0.1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주요 전달체계는 기초보험과 동일하게 사회보장국(Kela)이라는 점에서, 활성화 기조 하에서 주요 전달

체계가 경제 및 노동시장 관련 부처인 스페인, 독일, 한국과 구분된다. 결론적으로 이는 실업보험 미충족

자 혹은 수급만료자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자 업자 혹은 장기 실업자의 실업에 한 소

득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며, 기초 혹은 소득비례 실업보험 급여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는 보충적인 

실업자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스페인

남부유럽 복지체제인 스페인은 비임금노동자 비율이 2019년 기준 15.7%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

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EU 국가 내에서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비임금노동자의 사회경제적 

빈곤율이 21.7%로 유럽 국가 중 비교적 높다. 1990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 하는 일련의 제도 변화로 

인해, 분절화 수준이 높은 노동시장 하에서 2000년  전후 상용직-전일제 임금노동자로 고용된 과거의 

고용주와 ‘고객(client)’  독립계약자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거나, 취업 가능한 일자리가 부재하여 실업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창업한 생계형 자 업자로 일하고 있는 종속적 자 업자가 확 되어 왔다

(Pulignano, Gervasi and Franceschi, 2016: 50). 스페인의 주요 노동조합 중 하나인 CCOO 산하에서 

종속적 자 업자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 업자(TRADE)’가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배

경을 속에서 2007년 자 노동법(LETA)과 비임금노동자 사회보장제도(RETA)가 도입되었다.

(1) 비임금노동자 실업보험(Cese de actividad de trabajadores autónomos)

스페인의 비임금노동자 실업보험제도는 2019년 1월부터 비임금노동자의 가입형태가 의무가입으로 변경되

었으며, 이는 임금노동자 실업보험제도와의 이동성(transfera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변화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제도를 활용하는 방향과 연속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Martin-Artiles, Gordino and Molina, 2019; Avlijaš, 2020). 나아가 최  급여

기간 또한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24개월로 연장되어, 2019년 개혁을 기점으로 스페인의 비임금노동자 실

업보험은 ‘법적 포괄성과 급여 관 성이 높은 유형(AeG)’으로 분류될 수 있다(김규혜, 이승윤, 2021).

이와 같은 스페인의 실업보험은 노동기본법의 특별법인 ‘자 노동법(LETA)’ 그리고 이에 기반하는 임금

노동자 상의 일반 사회보장제도와 구분되는 ‘비임금노동자 사회보장제도(RETA)’가 2007년부터 시행된 

이후, 2010년 도입되었다(박제성 외, 2018a). 스페인의 ‘자 노동법‘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경제적 의

존성이 높은 자 업자를 의미하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 업자’를 추가하여, 노동시장제도의 측면에서 임

금노동자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여 노동보호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결국 임금노동자와 구분되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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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여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의 경  전략을 방관했다는 점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Martin-Artiles, Gordino and Molina, 2019). 그럼에도 제1조에서 비임금노동자를 “다른 임금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상시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그리고 타인의 

지시와 조직 밖에서 리적 목적의 경제 활동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며, 이에 고용주, 자

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개념을 관련 제도에 적용 가능하게 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 법

적 상의 보편성을 확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박제성 외, 2018a).

한편 적용 상에서 최소 기여이력(12개월)은 다른 고소득 유럽 복지국가의 평균적인 수준이지만, 임금

노동자와 달리 연속적인 기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소득의 불규칙성이 높은 비임금노동자에게 실질적 포

괄성이 낮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업 인정 사유로 성폭력 뿐만 아니라, 배우자 혹은 파트너의 사

업체에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이혼 혹은 별거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비임금노동자 내의 젠더화된 

노동 조건을 고려한다고 할 수 있다(박제성 외, 2018a). 나아가 종속적 자 업자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 

뿐만 아니라 타당한 사유에 입각한 고객의 의지(will), 혹은 고객의 사망, 장애, 은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

서 인적·경제적 종속성에 따른 비임금노동자 내의 차이를 포괄하는 시도가 확인된다. 그럼에도 앞서 논의

한 실업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발적 이직에 한 제재가 급여자격 박탈이라는 점에서, 실제 급여 

신청자의 35%만이 수급 자격이 인정되었으며 제한적인 적용 포괄성을 확인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8). 마지막으로 취업 및 실업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자가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임금노동자로 취업하더라도 급여가 중단된다는 점에서 부분 실업에 한 

포괄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제도를 활성화의 목적을 가진 창업 장려 정

책으로 활용해왔던 스페인의 제도적 맥락에 따라, 비임금노동자로 취업(창업)할 경우 오히려 취업 및 실업

의 병행이 최  270일(약 9개월)동안 가능하다(Martin-Artiles, Gordino and Molina, 2019).

급여의 경우, 급여수준에서 최  소득 체율 자체는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실업 전 12개월의 평균 기

준소득의 70%이라는 점에서 높지만, 급여 계산의 기반이 기준소득일 뿐만 아니라 6개월의 급여기간이 경

과한 이후 이는 50%로 감소한다는 점에서 관 성을 제한한다(MISSOC, 2020b). 한편 급여기간의 경우, 

2019년 이후 비임금노동자의 최  급여기간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었다. 

다만 기여와 급여의 연계 수준을 고려할 경우, 24개월의 급여기간을 위해 임금노동자는 최소 72개월의 

기여이력이 필요한 것과 달리 비임금노동자는 최소 48개월의 기여이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동형태에 

따른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기여기간이 (42개월까지) 6개월씩 증가할수록 급여기간은 

2개월씩 증가한다는 점에서 기여기간 비 급여기간의 비율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편이다.

한편 재원에서 스페인 비임금노동자 실업보험의 기준소득 또한 실제 소득과 비례하지 않으며 상한(평균

임금의 182.8%)과 하한(평균임금의 42.4%) 사이에서 피보험자의 선택을 통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임금

노동자와 동일한 소득 체율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와 같이 실제로 비임금노동자인 피보험자의 85%가 기준

소득의 최저 수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실업보험에 한 사회보험료의 경우 비임금노동자의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의 총 0.8%인 것과 달리, 임금노동자는 계약형태에 따라 상용직인 경우 총 7.0%,, 임

시직인 경우 총 8.3%로 노동형태에 따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담 주체별로 구분할 경우, 상

용직 임금노동자의 경우 본인이 1.55%, 고용주가 5.5%를, 기간제 임금노동자의 경우 본인이 1.6%, 고용

주가 6.7%를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담 주체별로 기여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기간

제 임금노동자의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높은 것과 달리, 기준소득의 하향평준화 경향까지 고려할 

경우 비임금노동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 수준은 지나치게 낮아, 노동형태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한

편 남부유럽 체제인 스페인은 사회보장제도의 탈중앙화된 전달체계가 주요 특성으로 논의되며, 임금노동자

와 달리 비임금노동자 실업보험의 주요 전달체계는 직(업)종 중심의 비 리 공제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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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합(mutual societies)이다(Perea and Roman, 2019).

(2) 실업부조(Prestaciones por desempleo de nivel asistencial)

스페인의 실업부조는 법적 상으로 미충족자 그리고 수급만료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거나 연령이 45

세 이상인 경우만이 포괄되어, 피부양자가 없는 45세 미만의 수급만료자는 실업부조로부터 법적으로 배제

된다. 나아가 비기여 원리로 설계된 다른 국가와 달리, 법적 조건으로 가구형태에 따라 차등화된 기여 이

력을 요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구체적으로 미충족자 중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피부

양자가 없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실업보험 기여 이력이 필요하다. 한편 적용 측면에서 자산조사는 가

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조사 상이 되는 소득 범주로 가족급여와 재산을 제외한 모든 소득원을 포함한다. 

자산조사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핀란드와 달리 사회보장급여를 제외하지 않아 비교적 자산조사의 엄

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사된 가구의 1인당 소득이 월 평균임금의 32%(월 최저임금의 

75%) 이하인 경우 실업부조의 수급이 가능해진다.

실업부조의 급여에서 우선 급여수준은 정액급여로 평균임금의 19%(월 430.27유로)로, 이는 사회보장급

여 지급을 위한 공공임금지표(Indicador Público de Rentas de Efectos Múltiples, IPREM)의 80% 수

준으로 책정되지만, 2020년 기준 스페인의 상 적 빈곤선의 28.0%로 확인되어, 실업자의 소득 보장은 차

치하고 빈곤 예방에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 한편 최  급여기간은 가구형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

되어, 피부양자가 있는 수급만료자는 최  18개월, 미충족자 중에서 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최  21개월, 

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최  6개월이 지급되어, 1인 가구인 실업자일 수록 급여기간이 매우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산조사 및 구직활동 조건을 충족하는 한 무기한 지급되는 핀란드 혹은 독일과 달

리 매우 제한적인 급여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실업부조의 재원에서, 주로 비기여 원리를 중심으로 설계된 다른 국가와 달리, 비임금노동자

와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통해 우선적으로 조달되고 부족분이 일반 조세를 통해 충당된다는 점이 특

징적이다. 이에 따라 공적 지출 수준도 2019년 기준 GDP의 0.52%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지만, 사실

상 재원이 우선적으로 기여 원리에 조달된다는 점에서, 자격조건이 엄격하고 급여수준이 제한적인 실업보

험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3) 독일

보수주의 체제인 독일은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비임금노동자 내의 차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경험이 상이한 것으로 논의된다(이병희 외, 2016; Spasova et al., 2019). 독일

은 자 업자 비율이 2019년 기준 9.8% 수준으로 비교적 낮으며, 경제적 종속성 기준을 확 하여 종속적 

자 업자를 임금노동자로 재분류하는 방식의 노동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노동형태의 다변화에 응하고 있

다. 한편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분석 상 국가 중에서 비임금노동자의 

사회경제적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 실업보험(Arbeitslosengeld, Unemployment Benefit)

독일의 비임금노동자 실업보험제도는 법적 상에서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 을 뿐만 아니라, 자 업

자를 예술가 및 작가와 임의가입 상자인 자 업자로 구분하면서, 사각지 가 높다고 할 수 있다(OECD, 

2018). 이처럼 비임금노동자 내의 하위 범주를 구분하여 설계된 실업보험은 가입형태가 의무가입인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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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달리 임의가입이며, 가입기간을 창업 후 최소 3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무엇보다도 가입조건에서 

창업 전 2년 동안 임금노동자로서 최소 12개월의 노동 및 기여 이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비임금

노동자 실업보험은 창업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자발적 계속보험(Freiwillige Weiterversicherung)’

으로 평가된다(Schoukens, 2009; 오상호, 2019). 이와 같은 가입 기간의 법적 제한은 창업 초기에 경제

적으로 더 불안정한 자 업자의 상황과 맞물려 독일의 자 업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많은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논의된다(Jahn and Oberfichtner, 2020).

한편 적용의 경우, 우선 모든 노동형태에게 실업 전 30개월 중 12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지 않은 최소 

노동 및 기여 이력을 동일하게 요구한다. 연속성이 높은 임금노동자 실업보험제도와 같이 실업 인정 사유

는 피보험자 본인의 중 한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실업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자발적 이직에 한 제재는 국제적으로 중간 수준인 12주(3개월)의 기기간이라는 점

에서 스페인과 한국에 비해 적용의 포괄성이 높다, 또한 취업 및 실업의 병행 수준의 경우, 기본적으로 월 

평균임금의 3.8%(165유로) 미만의 노동소득은 공제되며, 그 이상의 노동소득은 초과분을 삭감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주 15시간 이상 취업한 경우 즉시 실업급여가 정지된다는 점에서(OECD, 2020c: 8), 매우 제

한적인 수준에서 부분 실업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 비임금노동자의 급여의 관 성은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자에 비해 특히 급여수준의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며 분절적이다. 우선 최  급여기간은 50세 미만일 때 24개월의 노동 및 기여 이

력을 충족할 경우 노동형태와 무관하게 12개월이라는 점에서 길지도 짧지도 않은 편이다. 기여기간 비 

급여기간의 비율 또한 노동형태와 무관하게 1/2로, 2개월의 기여기간에 따라 급여기간이 1개월이 증가한

다는 점에서, 분석 사례 국가 중에서 기여기간에 해 급여기간이 비례하는 정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보험의 급여수준은 자발적 계속보험의 특성에 따라, 수급자격 발생 전 2년 동

안 임금노동자로 150일 이상 일한 경우,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와 같이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의 최  

60% 수준을 수급한다(오상호, 2019)8). 한편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노동청(BA)이 직업소개 및 

노동능력에 따라 결정한 4개의 전문자격(professional qualifications) 등급을 바탕으로 차등적인 실업급

여가 지급된다(이경희, 2018; 오상호, 2019; MISSOC, 2020c; 노화봉 외, 2020)9). 후술할 자 업자의 

보험료는 사업지역에 따라 다를 뿐 전문자격 등급과 무관하게 동일하지만, 급여수준은 전문자격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어, 이와 같은 설계는 낮은 전문자격 등급으로 평가되는 자 업자의 가입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Oberfichtner, 2019; 오상호, 2019). 이에 따라 독일에서 임금노동자로서

의 취업 이력이 없는 자 업자는 실업부조를 통해서만 소득보장이 가능하고, 실업 전 최  4년동안 최소 

150일의 임금노동자로서의 취업 이력이 있거나 전문자격 등급이 높은 자 업자만이 실업에 한 높은 수

준의 소득보장을 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비임금노동자의 실업보험의 조건 및 설계는 분절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재원에서 기준소득인 ‘소득기준금액(Bezugsgröße)’은 실제 사업소득과 무관할 뿐만 아니

라 다른 국가와 달리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사업지역(동독 혹은 서독)에 따라 일괄적으로 결정된다10)는 점

에서 가입 및 급여의 보장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조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비임금노동자의 총 보험

8) 자영업자 실업보험의 수급자격이 발생하기 전 2년 동안 최소 150일의 임금노동자로서의 의무보험관계에 따른 노동이
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산정기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오상호, 2019).

9) 연방노동청에서 제시하는 전문자격 등급에 따라 (1) 응용학문 학 졸업 이상(Hoch-/Fachhochschule)은 연 기준소득
의 1/300, (2) 전문학교 졸업/마이스터(Fachschule/Meister)는 연 기준소득의 1/360, (3) 직업훈련을 수료한 경우
(Abgeschlossener Ausbildungsberuf)는 연 기준소득의 1/450, (4) 직업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Keine 
Ausbildung)는 연 기준소득의 1/600으로 급여수준이 구분된다(Oberfichtner, 2019; 오상호, 2019).

10) 2020년 기준 서독 월 3,185유로(연 38,220유로) 그리고 동독 월 3,010유로(연 36,120유로)이다(오상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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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율은 2019년 이후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2.5%이지만, 이를 부담 주체별 부담률로 구분하면, 

임금노동자의 경우 본인과 고용주가 각각 1.25%를 부담하지만 비임금노동자의 경우 본인이 2.5%를 모두 

부담한다는 점에서 노동형태에 따른 차이가 확인된다(노화봉 외, 2020; European Union, 2021b). 독일 

실업보험의 전달체계는 2004년 하르츠 개혁 이후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연방고용청(BA)’에서 ‘연

방고용공단(BA)’으로 변화되면서, 중앙집중형 공단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박명준, 2013; 이덕재, 2021).

(2) 구직자 기초보장제도(Arbeitslosengeld II)

2005년 하르츠 개혁을 통해 기존의 실업부조와 사회부조가 합쳐져 노동능력이 있는 집단에게 적용되는 

구직자 기초보장제도(이하 실업부조)는 실업보험제도의 임금노동자 중심적인 설계로 인한 사각지 를 보완

하지만, 사실상 이전의 소득비례 급여가 정율 급여로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점에서 비임금노동자를 포함한 

독일의 다양한 노동시장 취약 집단을 상으로 하는 사회부조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성기, 이승협, 2006; Dingeldey, 2011).. 

이에 따라 법적 조건은 (1)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2)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3) 부조가 필요하고 (4) 

독일에 일상적인 거주지가 있는 경우이며, 수급 가능성에 있어서 실업 여부보다 부조 필요성 유무가 중요

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Backer, 2017: 15; 오상호, 2018). 이처럼 실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자산조사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동빈곤 집단을 일정 정도 포

괄하여 2015년 기준 실업부조 수급자의 약 29%가 임금노동자이며 9.1%가 자 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Backer, 2017: 30-36).

한편 독일 실업부조는 기존의 실업부조와 사회부조가 통합된 제도라는 점에서, 급여의 유형은 기준급여

(Regelbedarf), 부가급여(Mehrleistung), 주거 및 난방급여(Leistungen für Unterkunft und Heizung)

로 구분된다. 가구별 조건 및 상황을 반 한 최저 소득기준을 의미하는 ‘기준급여’의 가구형태에 따라 단

계별로 그 내용 및 금액이 구분되며, 2020년 기준 노동능력이 있는 성인 상의 기준급여 중 가장 낮은 

1단계(1인 가구 혹은 한부모 가구인 성인 1인)의 최저 소득기준은 432유로(평균임금의 10%)이다. 한편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활성화의 성격이 강한 제도적 조건으로 인해, 일정 수준까지의 노동 소득의 일

정 비율을 자산조사 상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부분 실업을 일정 수준 제도화하고 있다(OECD, 

2020c).

결국 일반적인 사회부조 급여와 같이, 각 단계별 가구의 조건 및 상황에 따라 해당 단계의 금액, 부가

급여, 주거 및 난방급여를 모두 가산한 금액에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제한 금액이 실제 실업부조 급

여로 지급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엄격한 자산조사 조건을 충족하는 한 급여기간은 무제한이며, 최

 급여수준은 평균임금의 10%이며 이는 2020년 기준 상 적 빈곤선의 36.8%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빈곤 예방에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실업부조의 재정에서 2019년 기준 공공지출 수준은 GDP의 0.24%

이다. 이는 OECD 평균(0.16%)보다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해당 제도의 실업자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비

경제활동인구 또한 포괄하는 광범위한 법적 상을 동시에 고려하면, 잔여적인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독일 실업부조의 주요 전달체계는 하르츠 개혁 이후 연방고용공단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운 하는 ‘고용센터’라고 할 수 있다(박명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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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1) 자 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한국의 비임금노동자 실업보험은 의무가입인 임금노동자와 달리 2012년부터 임의가입을 통해 자 업자 

실업보험을 확 했으며, 가입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포함하여 경

제적으로 불안정한 자 업자를 배제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 확 되는 비전형적 노동형태에 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 업자까지 단계적 적용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2020년 12월 이후 예술인, 2021년 7

월 이후 기존의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고용노동자, 2022년 1월 이후 2개 직종의 노

무제공자(플랫폼 노동자)로 구분되는 종속적 자 업자 집단이 의무가입으로 포괄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0; 고용노동부, 2021;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2022). 노무제공자 중에서 의무가입 적용 상이 되는 

직종은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향력’에 따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 되고 있으며

(관계부처합동, 2020), 의무가입 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종속적 자 업자는 자 업자보다 임금노동자와 

결과적으로 유사한 제도적 조건을 경험하지만, 적용 및 재정 측면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확인된다. 한편 여

전히 실업보험에서 무급가족종사자를 법적 상으로 포괄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는 부재하며, 산재보험에서 

2021년부터 임의가입이 허용된 상황이다.

적용 측면에서, 실업 인정 사유는 자 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3에 따라 주로 폐업 

직전의 일정 기간동안 적자가 지속되거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로 규정되고 있다11). 이는 적자가 지속되

지 않거나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하더라도, 자 업자의 실제 소득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수준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 조건이라고 할 수 있

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17: 93-104).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와 같은 종속적 자 업자의 경

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8 그리고 15에 따르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은 자 업자에 비

해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자 업자와 유사하게 매우 협소한 실업의 판단 기준을 사용한다는 점에

서 자 업자의 일자리(소득원) 상실 혹은 감소에 따른 소득의 상실 혹은 감소 위험에 적절하게 응하지 

못하는 제도적 설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발적 이직에 한 제재로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한국 고용보

험은 2021년 기준 전체 상용직 임금노동자 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58.8%가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 사

유가 구분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

통합분석시스템, 2022)12). 한편 부분 실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설계는 주 15시간 취업하는 경우 급

여가 중지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자 업자의 실업보험 가입자 수는 전체 

자 업자 인구 비 약 0.8%에 불과하 다는 고용노동부(2021)의 발표는 이와 같이 제한적인 법적 가입 

상 및 조건과 엄격한 적용 조건으로 적지 않은 부분이 설명된다.

한편 급여에서 급여수준의 경우 기준소득인 기준보수의 최  60%가 지급되어,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이다. 다만 임금노동자와 자 업자를 제외한 종속적 자 업자에 해당하는 예술인

과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급여수준의 관 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자 업자 실업보험에서 급여의 관 성은 급여기간이라는 제도적 조건을 통해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자 업자의 경우 7개월(30세 이하인 경우 6개월)이라는 최  급여기간은 8개월인 

11) 이는 2012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 당시에 같이 시행된 내용으로, “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나.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월평균 매출
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
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다.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
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3).

12)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상실사유의 하위 유형 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및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 고용’의 경우 ‘자
발적 이직’에 따른 ‘수급자격 박탈’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가장 협소하게 측정된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고용보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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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 및 종속적 자 업자에 비해 짧고, 앞서 분석한 다른 국가에 비해 관 성이 낮으며, 무엇보다도 

최소 120개월(10년)이라는 노동 및 기여이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엄격성이 높다. 나아가 자 업자의 기

여기간 비 급여기간의 비율 또한 1/24로 이는 24개월의 기여기간에 따라 1개월의 급여기간이 증가한다

는 점에서 급여기간의 낮은 관 성을 야기한다.

재정에서 의무가입 상인 종속적 자 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주 혹은 노무중개 사업자(플랫폼 사

업자)에게 소득발생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실제 소득이 반 된다. 한편 임의가입 상인 자 업자는 다른 

분석사례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여 및 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명목적이며 임의적인 기준보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금액 단계별로 가장 낮은 1등급과 2등급을 선택하는 비율(50.4%)이 과반수로 나타나, 

이미 제한적으로 설계된 실업급여의 관 성이 보다 저하될 것으로 예측된다(고용노동부, 2021). 나아가 총 

보험료율에서 임금노동자(월 임금의 총 1.85~2.45%, 임금노동자와 고용주 각각 0.8%와 1.05%~1.65%)에 

비해, 자 업자는 월 기준보수의 2.25%로 임금노동자의 본인 부담률에 비해 높은 것과 달리, 소득 체율

은 60%로 임금노동자와 동일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1). 한편 종속적 자 업

자의 경우, 실업급여에서 육아휴직사업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제외하며, 총 보험료율은 1.4%

(종속적 자 업자와 고용주 각각 0.7%)로 나타나 노동형태에 따라 보험료 부담률 뿐만 아니라 급여 유형

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이와 같은 한국 자 업자 실업보험제도의 광범위한 법적·실질적 사각지 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시

행된 한국의 실업부조의 법적 상으로 UI의 미충족자 뿐만 아니라 수급만료자를 포함하지만, 후자의 경

우 UI 수급종료 후 6개월 동안 실업부조를 신청할 수 없다. 한편, 법적 조건으로 ’요건심사형‘은 (1) 

15~69세 구직자를 상으로, 가구 단위의 (2)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

이며, (3) 신청 전 2년 동안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를 요구한다13). 이와 달

리,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에서 (3)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상으로 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를 포괄

하며, 18~34세 청년은 이에 더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엄격성을 완화하 다. 2021년 기준 1유형

의 총 지원 규모인 40만 명 중에서, 노동 이력이 필요한 ’요건심사형‘은 총 25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및 

청년층과 같은 취업 취약 집단을 포괄하는 ’선발형‘은 총 15만 명이다. 나아가 선발형은 노동이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상으로 하더라도 요건심사형에서 제시된 법적조건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상을 선발한다(고용노동부, 2020: 27). 이처럼 노동시장 참여 이력을 강조하는 ’요건심사형‘을 중심으로 

설계된 한국의 실업부조는 한국 복지체제가 노동시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실업보험의 사각지 에 있는 비

전형적 노동형태에 한 보충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실업부조를 설계하 으며, 그 과정에서 상 적으로 보다 

취약한 노동시장 조건을 갖는 인구 집단에 한 지원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자산조사 조건과 관련하여 실업부조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한국의 사회부조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을 상으로 하는 자활급여보다는 포괄적이지만, 자산조사 상으로 순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부조의 현금급여를 포함하며 가구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에 따라, 실업부조 수급자에게 

의료, 교육, 주거에 한 급여는 지급되지만, 특히 생계급여와 자활급여는 중단된다는 점에서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는 다층적인 소득보장제도가 아닌 체적인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

업 및 실업의 병행 수준 또한 실업보험과 마찬가지로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이 

13) 관련 법제 개정으로 2021년 9월부터 자격조건 중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에서 60%로, 재산은 3억원에서 4억
원으로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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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무엇보다도 급여 차원에서 급여수준의 경우 평균임금의 15.7%(50만 원)로,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핀란드 및 스페인보다 낮으며, 무엇보다도 2021년 기준 한국의 상 적 빈곤선의 45.6%라는 점에서 낮은 

관 성을 갖는다, 나아가 한국의 실업부조는 최  급여기간이 매월 5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6개월이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실업부조에 비해 특히 급여기간의 관 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수급종료 후 3년 이후에야 재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실업부조만으로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업보험 수급종료 후 6개월 이후에야 실업

부조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자산조사 및 구직활동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보험 수급종료 후 실업부조 신

청에 한 별도의 제재가 없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제재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본 예산(1.2조 원)의 GDP 비 비율은 0.0005%이다(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2022; 한국은행, 2022). OECD의 노동시장제도 공적지출 수준(Public expenditure 

and participant stocks on LMP) 관련 통계에서 0.005% 이하인 경우 0%으로 반내림 된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 하더라도 공공지출 수준 자체가 가장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나아가 독일 및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제도의 주요 전달체계는 실업보험의 주요 전달체계인 고용

노동부로, 사회보장정책의 기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정책의 기능 또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소결: 국가별 사례 비교 분석 결과

분석사례 국가별 실업보장체제의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표 2]와 같이 정리하 다. 기준소득이 평균임금

(AW) 수준이며 1인 가구이고 만 40세 이하의 비임금노동자를 가정하여, 국가 별로 비임금노동자가 실업

보장체제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제도적 격차를 요약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핀란드의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및 노동조합 중심의 기금 관리 및 운 의 특징을 갖는 

겐트 시스템이라는 제도적 조건에 따라, 비임금노동자는 소득비례보험을 통해 최소 노동 및 기여이력이 

15개월 이상인 경우, 최소 14개월에서 최  18개월(최소 노동 및 기여이력이 36개월 이상인 경우)동안 

평균임금의 최  84%의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한편 소득비례보험에 임의적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최소 기

여 이력을 충족하지 못했지만/않았지만, 적어도 최소 노동이력이 15개월 이상인 경우, 기초보험을 통해 

앞의 소득비례보험과 동일한 급여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9%가 정액 급여로 보장될 수 있다. 다음으로 실

업보험의 수급이 만료된 장기 실업자이거나 최소 노동 이력(15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실업부조를 통

해 개인 단위로 사회보장급여를 제외한 순소득이 월 311유로 미만이며 노동소득이 월 300유로 미만인 경

우 평균임금의 최  19%가 무기한으로 지급되며, 자산조사 조건을 충족하는 한 실업부조 급여에 보충적

으로 사회부조를 같이 수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스페인에서 비임금노동자는 의무가입인 실업보험을 통해 최소 노동 및 기여이력이 연속 12개

월 이상인 경우, 최소 4개월에서 최  24개월(최소 노동 및 기여이력이 연속 48개월 이상인 경우)동안 평

균임금의 최  70%를 매월 수급할 수 있다. 한편 최소 노동 및 기여이력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업 인

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거나, 실업보험의 수급이 만료된 경우, 실업부조 수급

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급만료자의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되며 미충족자의 경우 가구형태에 따라 

1인 가구는 최소 6개월의 기여이력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과 가족급여를 제외한 1인당 순 소

득이 평균임금의 32% 이하인 경우, 매월 평균임금의 19%를 최  6개월 동안 수급할 수 있다.

독일의 임금노동자 중심적인 성격이 강한 ‘자발적 계속보험’이라는 조건에 따라, 비임금노동자는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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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년 동안 임금노동자로서 최소 12개월의 노동 및 기여 이력을 갖고 창업 후 3개월 이내에만 임의가입

인 실업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입 후 최소 노동 및 기여이력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  12개월(최소 노동 및 기여이력이 24개월인 경우)동안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임금노동자

로서 일정 기간 이상의 노동 이력 유무에 따라, 급여수준이 상이하게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격 발생 

전 최  4년 동안 150일 이상의 임금노동자로서의 노동 이력을 갖는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 근로소득의 

60%를 수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업소개 및 노동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정액의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이와 같이 임금노동자 이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분절화 기제로 작용하는 엄격한 가입 및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임금노동자는 부분 실업부조로 포괄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독일의 실업부

조는 실업 상태보다 부조 필요성에 주목하여, 자산조사 자격 조건 및 최  급여수준이 사실상 사회부조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균임금의 10% 이하의 급여수준이 무기한으로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비임금노동자 실업보험은 노동형태에 따라 상이한 제도적 조건을 갖고 있다. 우선 

임의가입을 통해 최소 12개월 노동 및 기여이력을 충족한 자 업자의 경우, 최소 4개월에서 최  7개월

(최소 노동 및 기여이력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동안 기준보수의 60%가 지급된다. 한편 의무가입을 통해 

동일한 노동 및 기여이력을 충족한 종속적 자 업자의 경우, 최소 4개월에서 최  8개월 동안 직전 평균

소득의 60%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제도적 조건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한편 법적 가입 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최소 노동 및 기여 이력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매우 협소하고 구체적인 실업 인정 사

유로 인해 자발적 실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직전 2년 동안 100일 혹은 800시간의 노동 이력 조건 

그리고 가구 단위의 자산조사 조건을 충족할 때, 실업부조를 통해 평균임금의 15.7% 수준의 정액 급여를 

최  6개월까지 수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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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사례 국가별 비교분석 결과 요약

1) 구체적인 실업보장제도별 자격조건 및 급여수준은 노동능력이 있는 만 40세 미만 1인 가구를 전제하여 비교하 음. 
2) 모든 기간 및 금액은 1주일이 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7일=1주일, 4.35주=1개월로 간주하여 월 단위로 환산하 음.

실업보장
체제

노동[E], 기여[C], 노동소득[LI], 순소득[NI], 
재산[A] 

관련 자격조건

급여

재정
관리운

주체
기간 수준

핀
란
드

UI

(V)

[E] 실업 전 48개월 중 최소 15개월 자 업 
상태 으며, 그리고 최소 연속 4개월

[C] [E]와 동일
[LI] 연 확정소득 최소 13,076유로(AW의 28%)

최소 14개월
(300일)

최  18개월
(400일)

실업 전 15개월 
동안 기준소득의 

최  84%

[소득비례 부분] 
(조합비) 월 

기준소득*2.3%
[기초 부분] 일반 조세

자 업자 
실업기금

(SYL)

(C)
[E] UI(V)와 동일

[LI] 월 확정소득 최소 1,090유로(AW의 28%) 월 723.48유로
(AW의 19%)

고용주 및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 

+ 일반 조세 사회
보장국
(Kela)UA [NI] 최  월 1275.64유로(AW의 33.5%)

무기한 일반 조세
SA [NI+A] 최  월 502.21유로(AW의 13.2%)

최  월 502.21유로
(AW의 13.2%)

스
페
인

UI(C) [C] 실업 전 48개월 중 최소 연속 12개월
최소 4개월
최  24개월

실업 전 12개월 
동안 기준소득의 

최  70%

(사회보험료) 월 
기준소득*0.8%

Mutual 
Societi

es

UA
[C] 최소 6개월

[NI] 최  월 712.50유로(월 최저임금의 75%, 
AW의 32%)

최  6개월 
최  월 430.27유로

(IPREM의 80%, 
AW의 19%)

비임금노동자 및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 

+ 일반 조세

국가고용
서비스원
(SEPE)

SA [NI+A] 최  월 462유로(AW의 20.4%) 무기한
최  월 462유로
(AW의 20.4%)

일반 조세
국립사회
보장청
(INSS)

독
일

UI(V)
[E] 최소 12개월

[C] 실업 전 30개월 중 최소 12개월
최소 6개월
최  12개월

실업 전 12개월 
동안 기준소득의 

최  60%

(사회보험료) 
월 기준소득*2.5% 연방

고용청
(BA)

UA [NI+A] 최  월 432유로(AW의 10%) 무기한
최  월 432유로

(AW의 10%)
일반 조세

한
국

UI(V) [C] 실업 전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최소 4개월
(120일)

최  7개월
(210일)

실업 전 최소 
12개월 동안 

기준소득의 최  
60%

(사회보험료) 
월 기준소득*2.25%

고용
노동부

UA

[E] 실업 전 24개월 중 최소 3.3개월(100일)
[NI] 최  월 105만 원(기준 중위소득의 60%, 

AW의 33.2%)
[A] 최  4억 원

최  6개월
월 50만 원

(AW의 15.7%)
일반 조세

SA [NI+A] 최  월 53만 원(AW의 16.6%) 무기한
최  월 53만 원
(AW의 16.6%)

보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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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한국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에 갖는 제도적 함의

1) 한국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에 갖는 제도적 함의

3개 국가의 사례가 한국의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에 제시하는 제도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

업자 고용보험(UI)과 관련하여, 법적 상의 보편성 및 급여기간의 관 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노동형

태의 다변화에 응하는 적용 및 급여의 포괄성의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

민취업지원제도(UA)에 해, 법적 상의 보편성 확 , 자격조건의 엄격성 완화, 급여의 관 성 강화, 재

정에서 공적 지출의 확 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실업보험(UI)와 실업부조

(UA)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UI와 UA 간의 연계 강화, 취업 및 실업 병행 수준 강화, 비임금노동자 실업

보장체제 전반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해 논의한다.

(1) 자 업자 고용보험(UI)

우선 법적 상의 보편성과 급여기간의 관 성을 확 하여 기본적인 측면의 보장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우선 의무가입의 법적 상을 모든 노동형태로 확 해야 하며, 노동형태와 무관하게 최  급여기

간을 확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요구되는 최소 기여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의무가입의 법적 상의 경우, 예술인, 특수형태고용노동자, 노무제공자(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

는 종속적 자 업자를 중심으로 확 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자 업자에게 단계적으로 확  계획에 있

다. 그럼에도 자 업자의 의무가입 적용 또한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급가족종사자를 가입 상으로 

포괄하기 위한 논의는 부재하다.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 및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스페인과 핀란드의 사례와 같은 법적 상의 확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앞으로 무급가족종

사자를 고용보험의 법적 상으로 포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급여기간의 관 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  급여기간을 확 하는 동시에 기여기간 비 급여기

간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에 요구되는 최소 기여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 사례 국가

별로 비교한 [그림 1]과 같이 현재 한국 고용보험의 최  급여기간을 위한 최소 기여기간은 120개월(10

년)이지만,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최  급여기간은 각각 8개월과 7개월이다. 이는 노동형태 간 형

평성 차원에서 문제도 있지만, 분석 사례 중 최  급여기간이 12개월로 한국 다음으로 짧은 독일의 최소 

기여기간이 24개월(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형태와 무관하게 급여기간의 관 성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여기간의 엄격성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앞서 살펴본 한국의 법적 가입 상자인 자 업자의 절반이 2.6년(30개월) 이내에 폐업한다

는 임성희, 김진옥(2021)의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기여기간을 최  30개월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림 1]

과 같이 현행 자 업자 실업보험에서 수급 가능한 급여기간은 4개월이다. 이는 핀란드(14개월), 독일(12개

월), 스페인(10개월)에 비해, 실업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기에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적인 급여기간의 설계는 2015년 기준 법적으로 50% 던 한국 실업급여의 소득 체율이 

‘실업 후 1년 기간의 평균’으로 측정되는 OECD의 소득 체율에서 32%이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점

에서, 급여의 관 성 자체를 저해하는 제도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김문정, 2018). 이에 따라 2019년 8

월 개정 이후 1개월씩 연장되고 법적 소득 체율 또한 60%로 인상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최  급여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요구되는 기여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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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 국가별 노동형태에 따른 실업보험(UI)의 기여기간별 급여기간

출처: MISSOC(2020); OECD(2020a; 2020b; 2020c); 고용보험법 별표1, 2.
참고: 국가별 기여 및 급여 기간은 월 단위로 환산되었으며, ‘E’는 임금노동자, ‘S’는 비임금노동자를 의미함. 한국(KR)의 경우 기여기간

이 다른 분석 사례 국가에 비해 길어 72개월 이후 생략 표시하 음.

나아가, 앞서 논의한 실업보험의 가입 및 급여 측면에서의 보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재정적 지속 가

능성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노동형태에 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부담 주체 간 보험료율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기여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비임금노동자의 기여 및 급여 계산의 기준소득을 명목적인 기준보

수에서 실제 노동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징수체계 차원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보험료율 수준의 경우, 노동형태별 총 보험료율은 한국에서 최소 1.4%(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노동

자)이고 최  2.45%(임금노동자)인 것과 달리, 독일에서 노동 및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2.5%이고, 스페인

에서 노동 및 계약형태에 따라 최소 0.8%(비임금노동자)이고 최  8.3%(계약직 임금노동자)이며, 핀란드

는 노동조합에 따라 다양하지만 노동형태 및 기업의 인건비 규모에 따라 평균적으로 최소 2.3%(비임금노

동자)이고 최  6.12%(인건비 규모가 높은 기업의 임금노동자)로 나타났다. 각 국가별로 한국에 비해 상

적으로 긴 급여기간에 상응하는 총 보험료율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급여기간 연장을 위해 단기적으로 

최소한 독일의 총 보험료율 수준까지의 인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담 주체 간 보험료율 차이의 경우, 한국과 독일은 임금노동자에 비해 비임금노동자의 부담

분이 더 높은 반면, 스페인과 핀란드는 비임금노동자에 비해 임금노동자의 총 보험료율이 고용주의 높은 

부담분에 의해 상 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특히 스페인은 임금노동자의 고용계약 형태에 

따라 보험료율의 차이를 두는 반면, 핀란드는 해당 사업체의 인건비 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의 차이를 둔다

는 점에서 구분되며, 보험료율의 차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국가별 노동시장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비임금노동자 실업보험제도를 창업을 장려하는 활성화 정책으

로 활용해 온 제도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지나치게 비임금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적 설계는 임

금노동자 뿐만 아니라 그 고용주 집단에게 불리하며 동시에 종속적 자 업자를 임금노동자도 비임금노동

자도 아닌 제 3의 범주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는 노동보호제도를 고려할 때, 고용주에게 실질적으로 사

용종속 관계에 있는 임금노동자를 종속적 자 업자로 오분류할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에

서 제시한 모든 노동형태의 총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총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 주체 별 부담률 간의 차이가 크지 않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임금노동자의 기여 및 급여 계산에서 활용되는 기준소득의 경우, 본 연구의 분석사례 모

두에서 명목적인 기준소득을 활용하고 있다. 명목적인 기준소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독일을 제외하고, 

실제 비임금노동자의 소득수준을 반 하는 징수 및 급여 체계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보험자에게 

기준소득을 선택하게 한 국가들 모두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의 피보험자가 가장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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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형태 간 기여의 형평성 뿐만 아니라 기여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실

업보험의 특성상 비임금노동자의 실제 급여수준 또한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

로 비임금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적용 및 징수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한국의 제한적인 실업급여의 보장성이라는 제도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 

변화는 실업급여의 적용을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부정합한 상황에서 진행될 경우 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어

렵다. 그렇기에 앞서 논의한 제도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다변화된 노동형태를 고려하여, 실업 인정 사

유를 확 하고, 자발적 실업에 한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실업 인정 사유로 폐업의 비자발성을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감소 등의 조건을 고려

하고 있지만, 이는 ‘소득’의 상실이라는 실업 위험을 매출액의 감소 혹은 적자 등을 통해 판단한다는 점에

서, 자 업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소득의 불안정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의 경

우 실업 인정 사유로 파산, 청산, 매각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한 폐업 신고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

과 같이 매우 구체적이며 제한적인 실업 인정 사유를 규정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우선 폐업 신

고만으로 실업 인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김재진, 구자은, 2019; Entrepreneur Fund, 

2021). 나아가 스페인과 같이 성폭력, 혹은 무급가족종사자의 이혼 및 별거와 같이 비임금노동자의 젠더

화된 노동시장 조건을 고려한 실업 인정 사유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박제성 외, 2018).

한편 제한적인 실업 인정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적용의 엄격성은 자발적 이직에 한 제재를 완화

하는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협소하고 구체적인 실업 인정 사유와 수급자격 박탈이라는 

자발적 이직에 한 엄격한 제재는, 단기적으로 자 업자의 급여 적용의 포괄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업보험 제도에 한 신뢰도 또한 저해하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자발적 이직에 한 제재로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국가로 나타난 스페인과 한국을 제외하고, 핀란드와 독일은 3개월의 기기간을 부과한

다는 점에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기준 상용직 임금노동자조차 실업 사유의 최

소 60%가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예외 규정에 따라 수급이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자의 비

율은 2014년 기준 4.2% 다는 점에서, 급여 적용의 포괄성을 위해 자발적 이직에 한 제재를 완화할 필

요가 있다(김진선, 2020).

(2) 국민취업지원제도(UA)

다음으로 한국의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의 경우, 우선 법적 상의 보편성을 확 하기 

위해, 노동이력 관련 법적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소 노동이력을 

요구하는 사업(25만 명)과 요구하지 않는 사업(15만 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의 법적·실질적 사

각지 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의 목적에 따라, 최소 노동이력을 요구하는 사업의 규모가 비교

적 크다. 그럼에도 실업부조는 실업보험의 미충족자 뿐만 아니라, 장기실업자 등의 노동시장 취약 집단에 

한 이차적인 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심지어 노동 이력이 아닌 기여 이력을 요구하는 스페인의 특수

한 사례를 제외하면, 다른 국가의 실업부조에서 급여수급 이후부터 구직활동 참여는 요구하더라도 급여수

급 이전부터 법적 조건으로 노동이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나아가 부조 원리에 기반하여 자산조사 조

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노동이력을 요구하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동시에 노동이력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의 규모를 확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적용 조건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조사의 단위, 상 소득의 범위, 

관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실업부조는 자산조사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그 상이 

되는 소득 범주로 순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부조의 현금급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엄격하다고 할 수 



❘2022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 회❘
새정부 복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시대진단과 사회정책의 재도약

302

있다. 특히 자산조사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며 재산과 사회부조를 포함한 일부 사회보장급여를 조사 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핀란드와 비교하면, 자산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조건들로 인해 적용의 엄격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가 중에서 구조적으로 사회부조와 유사한 제도

로 평가되는 독일과 함께 유일하게 실업부조에서 가구의 재산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조사 기준으

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한 비율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조사 상 소득의 범위를 줄이거나 개인 

단위로 자산조사를 시행하는 방식과 같이 자산조사 자격조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급여 관 성을 확 하기 위해, 우선 급여수준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생계급여를 자산조사 분석 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사례 국가 모두에서 급여

수준이 가장 관 한 경우(핀란드)조차 상 적 빈곤선의 절반(55.2%)에 준하는 정도라는 점에서 모든 국가

의 실업부조가 실업자의 빈곤 예방에 매우 제한적인 소득보장제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급여

기간을 같이 고려할 때, 한국은 스페인과 함께 최  급여기간 또한 가장 제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와 독일의 경우 자산조사 조건을 충족하는 한 무기한으로 지급되는 것과 달리, 스페인의 경우 가구

형태에 따라 급여기간을 차등화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스페인과 한국은 모두에서 1인 가구인 실업

보험 미충족자에게 적용되는 6개월이라는 최  급여기간은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기에 지나치게 

제한적인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논의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상, 적용 조건, 급여 차원에서 요구되는 제도적 

변화는 재정 차원에서 공적 지출 수준의 확 를 필요로 한다. 2021년 시행된 해당 제도가 시작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년 비 증액된 2022년 예산 규모(1.5조 원) 또한 GDP 비 비율로 고려할 경우 

202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정도는 아니다(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2021). 이와 같은 제한적인 공

적 지출 수준은 단지 실업부조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LMP) 일반

에 한 한국의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공적 지출 수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김유빈, 2020).

(3) 실업보험(UI)과 실업부조(UA) 간의 관계

마지막으로 각 실업보장제도 간의 연계 및 격차 정도와 관련하여, 먼저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간의 연계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적으로 UI의 미충족자 및 수급만료

자를 상으로 하지만, 후자의 경우 UI 수급종료 후 6개월 동안 실업부조를 신청할 수 없다. 한국과 유사

하게 UI의 수급만료자를 법적 상으로 포괄하는 핀란드의 경우, UI의 수급종료 직후 5일의 기기간 이

후 즉시 UA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업보장제도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실업자의 소

득보장 뿐만 아니라 적절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의 경우 UA와 UI 모두 급여

기간의 관 성이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급여기간의 

관 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UI와 UA 모두 취업 및 실업 병행 수준을 확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실업보장체제에서 

실업자는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초과분만큼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된다는 점에서 

부분 실업 및 취업에 한 소득보장에 한계를 갖는다. 급여수준에서 UI의 경우 기준보수 혹은 실제 보수

의 60%이며 UA의 경우 평균임금의 15.7% 수준이고, 두 제도의 급여기간 또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나아

가 비전형적 노동형태가 노동시장에서 확 되는 상황에서, 실업자의 생계 유지 혹은 숙련 형성을 위해 시

간제 일자리를 통한 소득활동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핀란드의 조정된 실업급여의 제도적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제도적 설계는 전달체계의 실업자의 취업 및 실업 상태

에 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및 고용서비스의 내실화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에서 UI와 UA 간의 격차 자체는 핀란드와 스페인에 비해 적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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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럼에도 이는 UI의 낮은 급여의 관 성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에서, 비임금노동자의 실업보장체

제 전반의 보장성이 하향 평준화된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비임금

노동자 실업보장체제의 전반적인 보장성 강화가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향후 모든 노동형태

의 실업 위험에 한 실질적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 업자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모두에

서 상, 급여, 재정을 확  및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한국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에 한 제도적 함의를 국가 간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논의하

고자 하 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중범위 이론에 기반한 실증적 비교 분석에서 제한적으로 포착

한 실업보장체제의 관계적·구조적 측면을 분석하고, 한국 실업보장체제와 제도적 구조는 유사하지만, 비임

금노동자 실업보험에서 질적으로 구분되는 사례 국가를 선정하여 비임금노동자의 격차에 주목하여 국가별 

실업보장체제를 총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탐색적인 차원에서 국가별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에 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실증적인 수준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로 비임금노동자 실업보장체제의 각 제도별 주요 속성을 표준화한 실증적 비교 분석이 필요

하다. 다음으로, ‘실업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의 총체’로 정의한 ‘실업보장체제’에 주목하여 소극적 노동

시장정책을 주로 논의하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내용을 제한적으로 다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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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case analysis of the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

for self-employed

Gyu Hye Kim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gap between employees and self-employed as well as the gap 

within self-employed, and discusses the i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Korean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 (hereafter UPS) for self-employed, through comparative case 

analysis. To this end,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e gap of self-employed in the Korean 

labor market and social security and on the UPS for self-employed were reviewed. Next, for 

comparative case analysis, Finland, Spain, and Germany, which have the multi-pillar UPS 

similar to Korea, but are qualitatively classified in the different type of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were selected as case countries. Furthermore, the UPS for each country was 

reviewed regard to formal and effective coverage, benefits, financing, and administrative 

systems, and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y paying attention to the relational and 

structural aspects of the UPS.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case analysis by country, the 

i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three case countries to the UPS for self-employed in Korea 

were discussed. First of all, regarding the Employment Insurance (UI) for self-employe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erms of universality of formal coverage, generosity 

of benefit periods,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effective coverage in response to 

diversification of labor types. Next, for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UA), 

institutional changes necessary to expand the universality of formal coverage, ease the 

strictness of qualification conditions, strengthen the generosity of benefits, and expand public 

expenditure in finance were presented. Finally,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I and 

UA.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UI and UA, the coverage of part-time 

unemployment benefits, and the overall guarantee of UPS for self-employed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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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시기 임금불평등 변화 분해

박나리 (중앙  학원 사회복지학부 박사과정)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임금 불평등 수준의 변화와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2017~2020)를 활용하여 무조건부 분위회귀와 분해분

석을 수행하 다. 다양한 임금 분포에서 임금 수준 변화와 이를 추동한 요인을 확인한 결과, 

하위분위일수록 임금 상승폭이 두드러져 전체 임금 불평등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반 로 노

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는 노동자일수록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임금 상승폭은 둔화되

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임금 불평등 현상

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핵심어: 임금 불평등, 근로시간, 최저임금, 무조건 분위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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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 사회의 최  난제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다. 지난 

30년간 상 적 빈곤율과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소득 점유율 등 각종 불평등 지수는 꾸준히 상승하

며 우상향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지속적 속성과 함께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신광 , 2013: 18). 불평등 현상이 강화되는 원인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금

융자본주의’ 담론과 ‘임금 없는 성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세계화와 금융화, 수출과 금융주도성장은 기

업에게 자본축적의 성과를 가져다 주었지만, 일반 중에겐 격차의 확 라는 현실로 귀결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임금 수준은 낮아졌고 노동소득분배율도 크게 추락했

다. 정부는 오랜 시간 불공정한 임금교섭의 관행과 노동시장의 적폐를 무시하고, 불평등한 시장소득(임금)

의 분배과정에 무관심해 왔다(김교성, 2017: 154-155). 

촛불혁명과 함께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다. 다양한 노동

정책의 도입과 실현을 통해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진했

다.1) 그 중 가장 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상한제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표적인 

선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

금을 전년 비 각각 16.8%와 10.9% 인상하 다. 정부도 ‘일가정 균형 및 1,800시간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정 노동시간을 주 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 다. 

정책 도입에 의한 직접적 결과인지 확신하기 어렵지만, 고용노동부(2021)에서 발표하는 공식자료에 따르

면, 지난 4년간 전체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 고, 월임금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한 우려와 비판도 동시에 등장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 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사업 이익이 축소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

다. 보수적인 전문가와 각종 언론도 일자리 감소와 임금 불평등 상승을 지적하면서, 정부 정책을 실패로 

단정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주도하고 동조했다. 그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공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우리 사회의 각종 분배지표(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빈곤율 등)는 모두 개선되고 있다(통계청, 

2021). 정부별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과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높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불평등 현상은 실제로 개선되었을까? 만약 완화되었다면 하위

분위의 임금이 상승한 결과일까? 아니면 상위분위의 임금이 하락한 결과일까? 상반된 주장이 혼재하고 있

는 가운데, 본 연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자료에 기초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여 위 질문에 답을 구하

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 추이를 살펴보고, 2017년

과 2020년 두 시점 간 임금 수준의 변화를 분해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두 시점 간 임금 불평등 수준의 변화와 그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불평등의 구체적 양태는 분배 구조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수와 더불어 실제 분위별 상

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Piketty, 2013: 320-321). 다양한 분포의 위치에서 임금 수준 변화를 분해하여 

유발요인과 해당 요인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해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한 부정적 평가가 만

연한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에 기초하여, 지난 정부의 노동정책에 한 간접적 평가도 추

1)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  등 사회정책 분야의 개혁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다만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시기 시장소득의 분
배과정과 결과에 주목하여 사회정책과 (총)소득불평등이 아닌 노동정책과 임금 불평등 변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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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불평등 예방과 축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만한 이론적·실

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길 기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재인 정부 시기의 주요 노동정책 변화

문재인 정부에서 변화된 표적인 노동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상한제를 꼽을 수 있다. 

임금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 분해하기에 앞서 두 노동정책의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1)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상 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노동자의 빈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임금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부터 1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제조업 분

야를 상으로 시행되어 오다, 2000년 11월부터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 되었다.

분배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다. 표적인 선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

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비 16.4% 오른 7,350원으로 결정하 다. 역  최  인상액(1,060

원)이었고, 인상폭 역시 2001년(16.8%) 이후 최 치 다. 2019년에도 전년 비 10.9%를 인상하여 두 자

릿수 인상률을 유지하 다. 그러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2) 야당과 보수 언론의 극심한 반 와 코로나-19로 인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2020년~2022년에 각각 2.9%(8,590원), 1.5%(8,720원), 5.1%(9,160원)에 그치게 된다. 아래의 <표 1>은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3) 

문재인 정부 시기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도 개편되었다. 기존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의 직접적 임금

에 한정했지만,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었다. 상여금과 복리후

생비를 받고 있던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인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발생한 것이다. 

2)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책’과 보완 책을 발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3) 참고로 월급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주휴 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주를 곱한 209시간이 월 환산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이다. 

(단위: 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최저임금 시급 7,530 8,350 8,590 8,720 9,160

일급 60,240 66,800 68,720 69,760 73,280

월급 1,573,770 1,745,150 1,795,310 1,822,480 1,914,440

인상액 1,060 820 240 130 440

인상률 16.4 10.9  2.9  1.5  5.1

<표 1>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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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52시간 근무상한제

주 52시간 근무상한제는 법정 근로시간 외 연장 근로를 제한하여 근로자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

하는 제도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 일과 가정의 양립,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 향을 미친다. ‘과로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  노동시

간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노동시간을 주 최  68시간에서 52시간으

로 단축하는 주 52시간 근무상한제를 도입하 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추가근로를 

최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화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시간 근로는 근면과 성실로 치환되어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법정 근로시간은 1989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2004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어 왔지만, 초과근로와 휴일근로를 

더해 최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 + 평일 초과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의 근로가 법적으로 가

능했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가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2,018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4위에 위치하며, OECD 평균보다 무려 262시간이 더 길다. 

주 52시간 근무상한제에 한 구체적인 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적시되어 있다. 당사

자 간 합의한 경우 1주에 12시간 한도의 초과근로가 가능하다. 제도 도입 전에는 ‘1주’에 휴일이 포함되

지 않았는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규정되면서, 추

가적인 휴일근로가 원칙상 불가능해졌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상으로 

2018년 7월부터 계도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장으로 확 되었고, 2021년 7월 이후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다.4) 제도 도입 후 연평

균 근로시간은 2020년 기준 1,908시간으로 2017년 비 약 100시간 이상 축소되었으나, 아직 OECD 

평균 수준(1,756시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2.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의 변화

그렇다면 정책 변화에 따른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의 변화는 어땠을까? 문재인 정부 시기 근로시간

과 임금 수준의 변화를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에 기초하여 살펴보자. 고용노동부(2021)에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나타난 평균 주당근로시간의 변화 추이는 [그림 1]과 같다.5) 주당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모두 2019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0년 들어 다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년동월 비 

2020년의 월력상 근로일수가 3일 증가함에 따라 전체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초과근

로시간은 2017년 2.1시간에서 2020년 1.5시간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림 2]는 최근 4년간 평균 시

간당 임금과 월임금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월임금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

만 2020년 들어 평균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년동월 비 월력상 근로일수가 3일 증

가한 것에 기인한다.6) 

4)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매해 6월을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6) 시간당 임금총액은 월임금총액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2019년 평균 총근로시간은 152.4시간이며 2020

년은 163.6시간이다. 추후 분석에서 이를 고려하여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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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근로시간 변화 추이

   

[그림 2] 임금 변화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202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2020

지난 4년간 전반적인 근로시간은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추이는 집단별

로 이질성이 드러난다. 아래의 <표 2>를 보면, 체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이 증가하며, 

30~399인이 가장 높은 주당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오랜 시간 근로에 종사하며, 남성의 근로시간이 여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과근로시간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남성의 시간이 비정규직 근로자와 여성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

치로 나타난다. 주 52시간 근무상한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도별 근로시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초

과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주당 근로시간은 2019년까지 감소하다 2020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 ‘30~299인’ 범주의 초과근로시간 감소가 두드러지며, 정

규직과 남성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 감소 규모가 비정규직과 여성 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

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 축소와 그에 따른 임금 감소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최근 4년간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시간당 임금과 월임금의 변화 추이는 <표 3>과 같다. 최

저임금이 폭 상승한 2018년은 시간당 임금과 월임금의 상승폭이 2017년 비 12.3%와 4.6%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상승 효과는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관찰된다. ‘300인 이상’ 

(단위: 시간)

2017 2018 2019 2020

주당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전체 38.8 2.1 36.0 2.0 35.1 1.7 37.7 1.5

사업체 
규모별

5인 미만 34.8 0.2 32.4 0.2 31.4 0.2 33.0 0.2

5~29인 39.0 1.6 36.1 1.5 35.0 1.3 38.0 1.2

30~299인 41.5 4.0 38.6 3.6 37.6 3.2 40.1 2.5

300인 이상 40.5 3.1 37.5 2.9 37.4 2.7 40.8 2.7

고용
형태별

정규직 42.2 2.4 39.1 2.3 38.1 2.0 41.4 1.7

비정규직 28.8 1.2 26.8 1.0 25.8 0.9 26.3 0.8

성별
남 40.2 2.6 37.3 2.5 36.4 2.2 39.1 1.9

여 36.9 1.3 34.2 1.2 33.3 1.0 35.7 0.9

자료: 고용노동부(202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2020

<표 2> 최근 4년간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근로시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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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시간당 임금과 월임금이 각각 8.5%, 1.3% 증가한 반면, 다른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과 월임금의 

상승률은 12.1~13.9%, 4.8~5.9%에 이르고 있다. 임금 수준이 상 적으로 낮은 소규모의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2020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과 월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72.4%와 43.9%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시간당 임금의 경우 정규직(12.6%)에서 더 높게 관찰되며, 월임금의 경우 비정규직(5.4%)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 임금 격차를 보면, 여성의 시간당 임금과 월임금은 2020년 기준 남성의 69.6%

와 64.7%에 불과하다. 임금 격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상승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비 2020년 시간당 임금과 월임금 액수가 남성의 경우 9.4%와 8.4%, 여성은 15.6%와 

14.0% 증가하여, 임금 격차 수준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상 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하다고 여겨지는 

근로자의 실질적 임금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원; 천원)

2017 2018 2019 2020

시간당
임금

월임금
시간당
임금

월임금
시간당
임금

월임금
시간당
임금

월임금

전체 17,381 2,896 19,522 3,028 20,573 3,138 19,316 3,180

규모별

5인 미만 11,736 1,745 13,369 1,848 14,319 1,936 13,851 1,993

5~29인 15,956 2,654 18,131 2,798 19,281 2,893 18,282 2,989

30~299인 18,507 3,244 20,744 3,400 21,637 3,478 19,951 3,455

300인 이상 28,970 4,902 31,421 4,964 33,033 5,258 31,081 5,371

고용
형태

정규직 18,835 3,363 21,203 3,510 22,193 3,612 20,731 3,693

비정규직 13,053 1,506 14,492 1,588 15,472 1,643 15,015 1,620

성별
남 20,183 3,433 22,515 3,569 23,566 3,682 22,086 3,722

여 13,292 2,112 15,265 2,259 16,358 2,371 15,372 2,408

자료: 고용노동부(202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2020

<표 3> 최근 4년간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성별 시간당 임금과 월임금 추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주 52시간 근무상한제가 적용되기 

전·후인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초과근로시간의 감소는 노동시장 지위가 상 적으로 안정적일

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인상되기 전·후인 2017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상 적으

로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임금과 시간당 임금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비교적 낮은 임금과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확 되고, 상 적으로 높은 임금과 노동시장 지위가 안정적인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증가폭

이 축소되어,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 수준이 완화되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노동시장의 제도와 규칙은 임금 불평등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은 불변적인 메커니즘을 갖

거나 기술적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 수학적인 관념이 아니며, 특정한 규칙과 타협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사회적 구조이기 때문이다(Piketty, 2013: 370). 따라서 노동시장에 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임금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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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학과 긴 한 관계가 있다.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노동정책과 임금 불평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최저임금과 임금 불평등의 관계를 조명한 연구는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최저임금제의 목적 자

체에 불평등의 완화나 분배구조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인상이 

불평등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시

간당 임금을 상향 조정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총비용 유지를 위해 노

동자의 근로시간 감축으로 응할 경우 임금 총액 기준 불평등 수준도 악화될 수 있다. 

김유선(2019)은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향상시켜 임금 불평등을 축소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하위분위에서 시간당 임금 인상률과 월임금 인상률 모두 중·

고위 분위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지니계수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2017년 0.316에서 2018년 

0.309로, 월임금을 기준으로 0.330에서 0.328로 축소되었다. 문지선(2020)도 이중차분분석을 활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은 해당 제도의 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노동자의 

임금을 약 5.3%p 상승시켰고, 이는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임금 집단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수

준의 임금 상승이라고 평가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연구에서 월평균 임금의 증가는 산업별로 상이하다고 

지적된다(김 민·정지운, 2020).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간당 임금은 전 산업에서 13.7% 상승하 지만, 

주당 근로시간은 3.2시간 감소하 다. 특히 근로시간 감소가 시간당 임금 증가 효과를 압도한 섬유 및 가

죽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운송장비, 부동산서비스 등의 산업군에서 월평균 임

금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월평균 임금이 축소된 경우도 부정적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시간당 임금의 증가만큼 자발적으로 총 노동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발현될 수 있으며, 근로장

려세제(EITC)와 같은 다른 소득보장정책과 결합하는 경우 개인의 총수입 변화가 없는 상태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적인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규모의 축소로 이어져 취약계층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며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강창희(2021)는 집군추정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최

저임금의 10% 인상은 약 1.42~1.74%의 고용감소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집단(청년·노년층, 여성, 고졸 이하, 5인 미만)일수록 고용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규모의 감소는 모든 해에 발생하 으며,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례하지 않는다.7) 홍민기(2019)는 기업

들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응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축소하기보다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

했다고 주장한다. 기업에게 고용감축은 큰 규모의 조정이며, 근로시간, 노동비용 등을 통해 미세한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실제 집단별 고용추세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

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다(홍민기, 2019). 

이외에도 김낙년(2020)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시간당 임금 수준을 상승시켰으나, 고용과 근로시간 

증가율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한다. 김 일·이정민(2019)도 2018년 전일제 일자리 감소 중 약 25%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병희(2018)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

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한 응책으로 근로시간 조정을 활용하 다고 평가

한다. 황선웅(2019)도 김 일·이정민(2019)의 연구 방법과 결과를 반박하며, 안적 접근을 통해 최저임

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8) 이처럼 실증연구들은 상이한 분석결과를 제

7) 2012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4.69%에 불과했을 때, 고용감소 규모는 2.36~2.41%로 가장 컸다.
8) 김 일·이정민(2019)의 연구는 최저임금 적용률이 가장 높은 20  초반을 제외하고 비임금노동자를 포함하는 등 분석

상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황선웅, 2019: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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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며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과 임금 불평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존재한다. 김현경(2018)은 근로시간이 꾸준히 감소하

는 원인으로 법정 근로시간의 제한도 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시간제 근로의 확산이 핵심 요인이

라고 강조하면서, 근로시간 변화가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

축이 노동 유형별 집단의 임금에 미치는 향을 무조건 분위회귀와 요인 분해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시

간당 임금의 하위분위에서 확 된 성별 임금의 격차가 전체 불평등 수준을 심화시키며, 단시간 근로 내 

임금 수준의 높은 이질성이 전체 분배구조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김 일(2021)도 주 52시간 근로상한

제로 인해 임시·일용직 고용과 근로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임금소득이 감소한 만큼 근로자 유형간 임금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노동시장 정책이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변

화는 입법 시기나 정책의 내용(변화 정도)에 따라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시킬 수도 악화시킬 수도 있어 보

인다. 연구의 분석 상이나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 각 제도들이 상보적 관계를 유

지하는 상황에서 개별 제도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는 문재인 정

부 시기에 발생한 노동정책의 변화로 인한 임금 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추론해 보고자 한다. 

정책 변화가 발생하기 전인 2017년과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인 2020년 자료를 비교하여 임금 불평

등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자.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17~2020년 

원자료(raw data)이다.9) 해당 자료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사회보험 등 각종 근로조건에 한 실태를 조사한 자료이다. 층화계통추출방법

에 의해 추출된 약 32,000개 1인 이상 표본사업체 및 동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약 100만명을 

상으로 한다. 

주요 변수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모두 활용하 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기의 임금 불평등 변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위회귀와 분해분석은 2017년과 2020년의 

자료를 사용하 다. 

2. 주요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와 정의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종속변수인 임금은 월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을 활용하 다. 두 임금을 모두 확인하는 이유는 근로시간과의 조합에 따라 상이한 분배 결

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이 장시간 노동과 결합될 경우 높은 월임금 수준이 가능

9) 앞서 확인했듯이, 2020년 월력상 노동일수가 3일 증가하여 표본 전체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예외적으로 감소한 상황에 
한 보정이 필요하다. 이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백분위 노동일수와 노동시간 추이를 확인하였고, 주로 영향을 받

아 조정이 필요한 25%~90%에 해 16시간(2일)을 차감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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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편, 높은 시간당 임금일지라도 단시간 노동에 종사할 경우 낮은 월임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설명변

수에는 성별, 연령, 연령 제곱, , 학력, 직종, 사업체규모, 고용형태, 근로시간 집단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집단 변수는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표준시간 이하 근로자(주 41시간 미만), 장시간 근로자(주 41시간 이상, 

주 52시간 미만), 초장시간 근로자(주 52시간 이상)로 구분하 다.

변  수 정   의

임금 시간당 임금, 월임금의 로그값

성별더미 남성, 여성 (기준=여성)

연령 만 나이

연령 제곱 만 나이2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 졸, 졸, 학원졸업 이상 (기준=고졸)

직종 전문직·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기준=사무직)

사업체 규모 5인미만, 5~29인, 30~299인, 300인 이상 (기준=30~299인)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기준=비정규직)

근로시간 집단
표준시간 이하 근로자(주 41시간 미만), 장시간 근로자(주 41시간 이상, 
주 52시간 미만), 초장시간 근로자(주 52시간 이상) (기준=표준노동시간)

<표 4> 변수 정의 

3. 분석방법

동일한 노동정책일지라도 정책의 효과는 소득분위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계층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며, 주 52시간 근무상한제는 장시간 근로가 많았던 집단에서 긍정적인 정책 효

과가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평균치를 활용하는 분석은 이러한 차이를 반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소득분포의 위치마다 정책 변화의 향을 추정할 수 있는 무조건 분위회귀(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와 Oaxaca-Blinder 분해(OB 분해)를 활용하 다. 무조건 분위회귀는 어떠한 특성

도 통제되지 않은 전체 분포에서 개인의 위치에 초점을 두어, 전체 임금분포에 한 개별변수의 향을 

측정할 수 있다. 전체 분포에서 개별 설명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분위회귀 추정결과에 OB 분해를 적용할 수도 있다(Rios-Avila, 2020: 51-52).

무조건 분위회귀로 임금분포의 각 분위에서 설명변수의 효과를 추정하고, 두 연도의 추정결과에 OB분

해를 적용하여, 임금분포 변화를 개별 설명변수별 근로자 특성 변화로 인한 부분(구성효과)과 근로자 특성

에 한 수익변화로 인한 부분(구조효과)으로 분해하여 확인하 다. 그리고 설명변수가 여러 개 포함된 모

형에서 특정 설명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의 무조건 분포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계산할 수 있도록 재중심 

향함수(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RIF)를 활용하 다. RIF는 종속변수 분포로부터 얻어지는 분

위수와 같은 특정 통계량에 한 개별 관측치의 향을 나타내는 향함수(Influence Function: IF)이다

(Firpo, Fortin and Lemieus, 2009: 956). 향함수(IF)란 설명변수가 변화하 을 때, 종속변수 전체 분

포에 미치는 향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재중심 향함수는 식 (1)로 정의할 수 있다. 는 개별 관측

치이고, 는 Y의 무조건 분포에서 번째 분위수이다. 향함수의 기댓값( )은 0이기 때문

에, 재중심 향함수의 기댓값(  )은 항상 무조건 분위수 가 된다.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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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동정책의 변화가 임금분포 변화에 미치는 기여도를 추정하기 위해 OB 분해를 시행하 으며, 

이는 식 (2)와 같다. 노동정책이 변화된 이후 분포를 이라 하고, 도입 이전의 분포를 , 도입 전의 특

성을 가진 근로자가 도입 후의 임금구조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사실적 분포를 라고 할 수 있다. 노

동정책이 도입되기 전·후의 임금분포를 나타내는 통계량()의 실제 변화를 식 (2)의 우변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는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분포와 반사실적 분포 간의 차이로 근로자 구성변화로 

인한 임금분포의 변화이고,   는 반사실 분포와 제도 도입 전 분포 간 차이로 가격 변화로 

인한 임금분포의 변화이다. 

            ··· (2)

Ⅳ. 분석결과

아래의 [그림 3]은 2017~2020년 월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분배지수 추이이다. 우선 월임금의 분배지수

를 보면, 일부 등락을 보이지만, 2017년에 비해 2020년의 분배지수가 다소 완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시간당 임금의 지니계수와 p90/p10의 하향 추세가 눈에 띈다. 2017년 0.323이었던 지니계수는 

2020년 0.279까지 낮아졌고, p90/p10은 3.84에서 3.01로 크게 감소하 다.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의 감

소는 물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가 축소된 것이다. 반면 p10/p50 지수는 0.59에서 0.69로 증가

했는데, 이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계층의 임금 격차도 일부 감소되었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

간 동안 임금 불평등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 월임금과 시간당 임금 분배지수 추이 

RIF 회귀분석에 활용될 종속변수 추정을 위해 임금분포의 분위수에 한 도를 확인해야 한다. 가우스 

커널함수 추정량을 활용한 2017년과 2020년의 임금분포는 [그림 4]와 같다. 로그로 변환한 실질임금의 

분포를 살펴보면, 월임금과 시간당 임금 모두에서 임금 수준이 일부 증가했으나, 임금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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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금(로그, 실질) 분포변화 시간당 임금(로그, 실질) 분포변화

[그림 4] 월임금(로그, 실질)과 시간당 임금(로그, 실질) 분포 변화

분위회귀 분석에 앞서, 변수들의 기초통계와 OLS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평균적인 임금 변화 경향을 

확인해 보자. 먼저 <표 5>의 기초통계 결과를 보면, 두 해의 근로시간 집단을 제외한 개별 설명변수들의 

특성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 집단의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6.4%(2017년)에서 

19.3%(2020년)로 감소하 고, 동기간 초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7.7%에서 3.0%로 축소되었다. 주 52시간 

근무상한제 실시로 인해 초과근로 비율이 일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OLS 회귀분석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은 월임금과 시간당 임금에 모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비 2020년 개별 변수의 계수를 비교해 보면, 먼저 연령의 한계효과는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남성의 임금 프리미엄도 월임금(0.249→0.215)과 시간당 임금(0.238→0.210) 기준 모두 감

소하여 성별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 학력별 임금 수준의 변화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졸과 학원졸 이상의 임금 프리미엄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 계수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30~299인에 비해 5~2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일부 증가한 반면, 

5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임금(0.229→

0.177)과 시간당 임금(0.182→0.157)의 감소폭이 상 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편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월임금(0.419→0.428)을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시간당 임금(0.124→0.102) 기준으

로 감소하여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에 비해 전문직·관리직과 서비스직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 프리미엄이 감소했고, 생산직은 유사하며, 단순노무직은 상승하고 있다. 초과근로 여부 변수

를 보면, 표준시간 이하 근로자에 비해 장시간 근로자와 초장시간 근로자 모두 월임금이 크게 증가하 으

나, 상 적으로 낮은 시간당 임금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 2020 2017 2020 2017 2020

기초통계 로그(월임금) 로그(시간당 임금)

연령 42.3 43.7 0.063*** 0.053*** 0.060*** 0.055***

연령제곱 - - -0.001*** -0.001*** -0.001*** -0.001***

성별 (기준=여성)

남성 58.4 58.5 0.249*** 0.215*** 0.238*** 0.210***

학력 (기준=고졸)

<표 5> 기초통계 및 월임금과 시간당 임금 회귀분석 결과 

(단위: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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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 회귀분석은 종속변수 평균에 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임금분포에 따른 이질성을 확인할 수 없다. 

분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무조건부 회귀분석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표 8>과 <표 9>

는 무조건부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한 임금 변화 분해의 결과이다. 주요 가설 검증을 위해 분해 결과를 먼

저 살펴보면, 월임금과 시간당 임금 모두 하위분위일수록 임금 증가 규모가 더 높게 나타나고, 상위분위일

수록 임금 증가폭이 축소되어,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 수준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과 <표 7>의 무조건부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분위별로 종속변수에 한 개별 설명변수의 향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월임금을 기준으로 한 <표 6>에 따르면, 남성의 임금 프리미엄은 2017년과 2020년 

모두 중위분위에서 높게 나타나 역U자 형태를 띄고 있다. 학력별로 다수의 분위에서 고졸에 비해 초 졸

과 졸, 학원졸 이상의 임금 프리미엄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위분위의 학원졸 이상의 수치가 크

2017 2020 2017 2020 2017 2020

기초통계 로그(월임금) 로그(시간당 임금)

중졸 이하 4.6 3.5 -0.063*** -0.037*** -0.058*** -0.038***

초 졸 14.8 15.2 0.114*** 0.100*** 0.071*** 0.052***

졸 32.0 33.8 0.259*** 0.234*** 0.218*** 0.195***

학원졸 이상 4.6 4.7 0.312*** 0.243*** 0.514*** 0.443***

사업체 규모 (기준=30~299인)

5인 미만 27.5 26.9 -0.221*** -0.295*** -0.161*** -0.171***

5~29인 32.2 32.3 -0.119*** -0.118*** -0.082*** -0.062***

300인 이상 13.2 13.3 0.229*** 0.177*** 0.182*** 0.157***

고용형태 (기준=비정규직)

정규직 71.7 74.2 0.419*** 0.428*** 0.124*** 0.102***

직종 (기준=사무직)

전문직·관리직 23.7 23.4 -0.009*** -0.005*** 0.066*** 0.061***

서비스직 18.3 17.5 -0.233*** -0.270*** -0.138*** -0.161***

생산직 22.4 21.5 -0.153*** -0.167*** -0.093*** -0.094***

단순노무직 11.5 11.7 -0.274*** -0.301*** -0.268*** -0.254***

근로시간 집단 (기준=표준시간 이하 근로)

장시간근로 26.4 19.3 0.152*** 0.208*** -0.130*** -0.129***

초장시간근로 7.7 3.0 0.274*** 0.337*** -0.277*** -0.276***

상수항 - - 5.836*** 6.161*** 1.086*** 1.362***

adj R-square - - 0.463 0.450 0.459 0.465

관측치 - - 964,895 938,112 964,895 938,112

주: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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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각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는 하위분위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2017년과 2020년 

모두 30~299인 비 5인 미만의 임금 패널티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두드러지고, 300인 이상의 임금 프

리미엄도 양극단 분위를 제외하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의 임금 프리미엄은 1분위

에서 상 적으로 크게 관찰되며, 상위분위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 비 모든 직종의 

임금 패널티가 1분위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다. 전문직·관리직의 경우, 임금 불이익이 하위분위에서 더 높

게 나타나지만, 임금 수익은 오히려 5분위 이상 상위분위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직의 임금 

패널티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생산직은 역U자형, 단순노무직은 U자형을 보이고 있

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집단별로 1분위에서 표준시간 근로 비 장시간과 초장시간 근로의 임금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소득 상위분위로 갈수록 점차 축소되어, 월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오히려 임금 

패널티 현상이 관찰된다. 

이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2017년과 2020년의 결과를 비교해 보자. 연령 증가에 따른 월임금 상

승폭은 1분위에서 절반 정도로 감소하고, 3분위와 5분위에서 소폭 감소, 그리고 7분위와 9분위에서 유사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남성의 임금 프리미엄은 1분위에서 약 36%p 정도 증가한 반면, 나머지 분

위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고졸 비 졸 이상의 임금 프리미엄은 모든 분위에서 감소하여, 학력별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특히 임금 프리미엄이 상 적으로 높은 학원졸 이상의 임금 상승폭이 상위

분위에서 크게 축소되고 있다.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모든 분위에서 30~299인 비 300인 이상의 임

금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임금 하위분위에서 정규직의 임금 상승폭이 증가하여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3~7분위는 감소, 9분위는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준시간 이하 근로 비 장

시간 근로와 초장시간 근로의 임금 프리미엄은 1분위에서 감소, 5분위에서 증가, 9분위에서 크게 증가하

여,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임금 수준의 확 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 지위를 유지하는 고소득 분위의 남성, 정규직,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임금 증가폭이 둔화되어 전반적인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은 시간당 임금을 종속변수로 한 무조건부 분위회귀 결과이다. 성별과 학력, 사업체 규모의 경우 

월임금 상 분석의 특성 및 추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고용형태, 직종, 근로시간 집단에서 다소 상

이한 결과가 관찰된다. 먼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익은, 분위가 증가할수록 하향하는 월임금의 추이와 

다르게, 역U자형을 보이고 있다. 하위분위에서 사무직 비 생산직과 단순노무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도 

월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확연히 작게 나타난다. 근로시간 집단별로 모든 분위에서 표준시간 이하 

비 장시간 근로 및 초장시간 근로 모두 임금 패널티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앞선 월임금 기준 분석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장시간 근로의 경우, 상위분위로 갈수록 임금 패널티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초장시간 

근로의 임금 패널티 양상은 역U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시간당 임금의 2017년과 2020년 추정치 비교도 월임금의 추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정규직의 경우, 하위분위의 임금 한계효과는 유사한 수준이고, 5분위 이상 분위에서 임금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다. 직종별로는 상위분위의 사무직 비 전문직·관리직의 임금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서

비스직 종사자의 임금은 상위분위에서 오히려 하락하 다. 사무직 비 음(-)의 한계효과를 보이던 1분위

와 3분위 생산직의 수치가 양(+)의 한계효과로 돌아섰고, 9분위의 수치가 증가하여 하위분위에서는 격차

가 감소하고 상위분위에서는 격차가 확 되었다. 근로시간 집단별 임금 격차는 하위분위에서 강화되었고 

상위분위에서 완화되었다. 시간당 임금을 종속변수로 한 분위회귀에서도 상위분위의 남성, 300인 이상 사

업체 종사자, 정규직, 전문직·관리직일수록 임금 증가의 둔화 현상과 추이가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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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N=964,895) 2020년 (N=938,112)

1분위수 3분위수 5분위수 7분위수 9분위수 1분위수 3분위수 5분위수 7분위수 9분위수

연령 0.066*** 0.056*** 0.074*** 0.075*** 0.043*** 0.032*** 0.045*** 0.064*** 0.073*** 0.044***

연령제곱 -0.001*** -0.001*** -0.001*** -0.001*** 0.000*** 0.000*** -0.001*** -0.001*** -0.001*** 0.000***

성별 (기준=여성)

남성 0.125*** 0.280*** 0.330*** 0.306*** 0.241*** 0.161*** 0.245*** 0.281*** 0.275*** 0.219***

학력 (기준=고졸)

중졸이하 -0.128*** -0.033*** 0.003 -0.031*** -0.116*** -0.081*** 0.004 0.027*** -0.010*** -0.083***

초 졸 0.342*** 0.121*** 0.063*** 0.041*** 0.032*** 0.294*** 0.090*** 0.058*** 0.043*** 0.025***

졸 0.386*** 0.248*** 0.237*** 0.244*** 0.222*** 0.302*** 0.203*** 0.226*** 0.243*** 0.216***

학 원 졸 
이상

-0.024*** 0.213*** 0.284*** 0.392*** 0.584*** -0.174*** 0.145*** 0.236*** 0.352*** 0.539***

사업체 규모 (기준=30~299인)

5인미만 -0.613*** -0.202*** -0.161*** -0.110*** -0.042*** -1.005*** -0.299*** -0.184*** -0.125*** -0.048***

5~29인 -0.177*** -0.126*** -0.145*** -0.116*** -0.073*** -0.263*** -0.145*** -0.125*** -0.095*** -0.041***

300인 이
상

0.366*** 0.159*** 0.224*** 0.264*** 0.214*** 0.221*** 0.124*** 0.176*** 0.211*** 0.189***

고용형태 (기준=비정규직)

정규직 1.189*** 0.402*** 0.363*** 0.287*** 0.167*** 1.289*** 0.378*** 0.338*** 0.258*** 0.167***

직종 (기준=사무직)

전문직·
관리직

-0.211*** -0.037*** 0.006*** 0.032*** 0.074*** -0.212*** -0.031*** 0.009*** 0.029*** 0.075***

서비스직 -0.772*** -0.185*** -0.126*** -0.081*** -0.045*** -0.732*** -0.230*** -0.194*** -0.164*** -0.092***

생산직 -0.347*** -0.067*** -0.092*** -0.196*** -0.202*** -0.272*** -0.058*** -0.113*** -0.244*** -0.255***

단순
노무직

-0.314*** -0.317*** -0.324*** -0.285*** -0.209*** -0.399*** -0.291*** -0.319*** -0.318*** -0.219***

근로시간 집단 (기준=표준시간 이하 근로)

장시간 0.717*** 0.202*** 0.078*** -0.010*** -0.073*** 0.659*** 0.267*** 0.159*** 0.086*** 0.030***

초장시간 0.911*** 0.434*** 0.229*** 0.037*** -0.048*** 0.905*** 0.483*** 0.316*** 0.140*** 0.042***

상수항 4.717*** 5.853*** 5.661*** 5.917*** 7.030*** 5.692*** 6.244*** 5.985*** 6.029*** 7.048***

adj R-sq 0.219 0.330 0.349 0.302 0.175 0.245 0.365 0.364 0.307 0.176

주: * p < 0.1, ** p < 0.05, *** p < 0.01

<표 6> 월임금 분위별 RIF-Regress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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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N=964,895) 2020년 (N=938,112)

1분위수 3분위수 5분위수 7분위수 9분위수 1분위수 3분위수 5분위수 7분위수 9분위수

연령 0.032*** 0.057*** 0.080*** 0.086*** 0.051*** 0.023*** 0.052*** 0.075*** 0.078*** 0.048***

연령제곱 0.000*** -0.001*** -0.001*** -0.001*** 0.000*** 0.000*** -0.001*** -0.001*** -0.001*** 0.000***

성별 (기준=여성)

남성 0.062*** 0.269*** 0.331*** 0.324*** 0.233*** 0.065*** 0.238*** 0.292*** 0.266*** 0.195***

학력 (기준=고졸)

중졸이하 -0.037*** -0.038*** -0.020*** -0.058*** -0.125*** -0.036*** -0.003 -0.009** -0.034*** -0.099***

초 졸 0.071*** 0.124*** 0.066*** 0.050*** 0.040*** 0.058*** 0.080*** 0.051*** 0.037*** 0.029***

졸 0.084*** 0.217*** 0.259*** 0.298*** 0.240*** 0.069*** 0.188*** 0.239*** 0.250*** 0.226***

학 원 졸 
이상

0.083*** 0.290*** 0.445*** 0.686*** 0.994*** 0.069*** 0.260*** 0.404*** 0.570*** 0.885***

사업체 규모 (기준=30~299인)

5인미만 -0.216*** -0.135*** -0.121*** -0.119*** -0.056*** -0.192*** -0.204*** -0.153*** -0.118*** -0.056***

5~29인 -0.070*** -0.081*** -0.094*** -0.101*** -0.071*** -0.045*** -0.090*** -0.081*** -0.060*** -0.022***

300인 이
상

0.071*** 0.139*** 0.218*** 0.279*** 0.234*** 0.051*** 0.121*** 0.192*** 0.214*** 0.212***

고용형태 (기준=비정규직)

정규직 0.092*** 0.191*** 0.217*** 0.170*** 0.015*** 0.093*** 0.168*** 0.167*** 0.099*** 0.005**

직종 (기준=사무직)

전문직· 관
리직

-0.020*** 0.008*** 0.054*** 0.082*** 0.149*** -0.007*** 0.016*** 0.051*** 0.071*** 0.136***

서비스직 -0.125*** -0.223*** -0.166*** -0.100*** -0.059*** -0.154*** -0.222*** -0.203*** -0.147*** -0.089***

생산직 -0.012*** -0.012*** -0.089*** -0.196*** -0.168*** 0.006*** 0.006*** -0.088*** -0.202*** -0.201***

단순
노무직

-0.186*** -0.323*** -0.330*** -0.295*** -0.214*** -0.122*** -0.272*** -0.332*** -0.310*** -0.214***

근로시간 집단 (기준=표준시간 이하 근로)

장시간 -0.010*** -0.064*** -0.142*** -0.231*** -0.242*** -0.065*** -0.077*** -0.156*** -0.187*** -0.177***

초장시간 -0.119*** -0.261*** -0.399*** -0.399*** -0.254*** -0.246*** -0.315*** -0.374*** -0.296*** -0.175***

상수항 1.389*** 0.890*** 0.504*** 0.583*** 1.850*** 1.856*** 1.200*** 0.783*** 0.963*** 1.993***

adj R-sq 0.152 0.309 0.356 0.339 0.221 0.186 0.318 0.355 0.328 0.211

주: * p < 0.1, ** p < 0.05, *** p < 0.01

<표 7> 시간당 임금 분위별 RIF-Regress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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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변화의 요인 분해 결과는 크게 구성효과와 구조효과로 구분된다. 구성효과는 독립변수 값의 변화로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변화분으로, 설명된 효과(explained effect)를 의미한다. 구조효과는 변수의 추정계수 

변화로 인한 효과로, 구조적 환경 차이로 발생한 설명되지 않은 효과(unexplained effect)이다. <표 8>의 

분해결과를 보면, 하위분위에서 구조효과의 임금 증가가 구성효과의 임금 감소를 초과하여, 하위분위의 임

금 총변화량을 더 많이 증가시키고 있다. 월임금을 기준으로 한 구성효과는 하위분위의 임금 감소와 상위분

위의 임금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근로시간 집단 변수는 1~7분위까지의 

임금 감소에 향을 미치고 있지만, 8~9분위 상위분위의 경우 임금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구조효과는 하

위분위의 임금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상위분위로 갈수록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상수항은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하위분위의 상

수항 계수가 상 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분위와 2분위의 계수가 두드러지게 큰 수치로 부각

되고 있다. 월임금 변화에 설명변수로 채택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다른 노동정책의 효과가 향을 

미친 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표 9>를 보면, 모든 분위에서 임금 상승이 관찰되고 하위분위에서 더 큰 

폭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성효과와 구조효과 모두 임금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고, 하

위분위는 구조효과, 상위분위에서는 구성효과가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당 임금을 기

준으로한 분해에도 상수항 구조효과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구조효과의 경우, 연령과 근로

시간집단 변수가 임금 변화의 주요 요인이며, 연령은 음의 방향으로, 근로시간집단은 하위분위에서 음의 

방향, 4분위 이상에서 양의 방향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 

1분위수 2분위수 3분위수 4분위수 5분위수 6분위수 7분위수 8분위수 9분위수

2020 7.323 7.571 7.710 7.846 7.986 8.123 8.273 8.453 8.694

2017 7.137 7.396 7.572 7.725 7.881 8.038 8.197 8.389 8.637

변화량 0.186 0.175 0.137 0.121 0.104 0.085 0.076 0.064 0.057

구성효과 -0.060 -0.028 -0.014 0.001 0.016 0.029 0.041 0.051 0.052

연령+연령제곱 -0.009 -0.005 -0.003 0.001 0.005 0.009 0.013 0.017 0.017

성별 0.004 0.004 0.006 0.007 0.007 0.006 0.006 0.006 0.005

학력 0.009 0.006 0.007 0.008 0.008 0.008 0.009 0.010 0.011

사업체 규모 0.010 0.004 0.004 0.005 0.006 0.006 0.007 0.007 0.006

고용형태 0.025 0.009 0.008 0.008 0.007 0.006 0.005 0.004 0.003

직종 0.004 0.002 0.002 0.002 0.002 0.002 0.003 0.003 0.002

근로시간집단 -0.102 -0.049 -0.040 -0.031 -0.020 -0.010 -0.002 0.005 0.008

구조효과 0.245 0.203 0.151 0.120 0.089 0.056 0.035 0.013 0.005

연령+연령제곱 -0.686 -0.289 -0.194 -0.265 -0.201 -0.105 -0.037 -0.043 -0.025

성별 0.098 -0.076 -0.050 -0.090 -0.075 -0.053 -0.047 -0.050 -0.051

학력 -0.131 -0.081 -0.044 -0.043 -0.017 0.001 -0.002 0.005 0.003

사업체 규모 -0.109 -0.041 -0.021 -0.030 -0.028 -0.016 -0.029 -0.029 -0.007

고용형태 0.147 -0.155 -0.055 -0.082 -0.046 -0.033 -0.048 -0.033 -0.009

직종 0.019 0.047 0.023 0.019 0.000 -0.010 -0.023 -0.018 -0.013

근로시간집단 0.015 -0.065 0.051 0.052 0.068 0.086 0.090 0.090 0.090

상수항 0.892 0.864 0.442 0.559 0.388 0.186 0.132 0.091 0.017

<표 8> 월 임금 수준 변화 요인 분해 (2017 to 2020)



❘2022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 회❘
새정부 복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시대진단과 사회정책의 재도약

324

이상의 분해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 관찰된 임금 불평등 수준의 개선은 하위분위의 

임금 상승과 상위분위의 임금 증가폭 둔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조효과의 상수항의 크기가 

하위분위에서 두드러짐을 감안했을 때, 설명변수로 채택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노동정책의 변화

가 하위분위의 임금 상승을 추동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상 적으로 안정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상위분위의 임금 상승을 제한했을지도 모른다. 

Ⅴ. 결론

문재인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정부라는 불명예를 안고 막을 

내렸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두고 다양한 논의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상반된 시

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임기 전후의 임금 수준 변화

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분배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평가해 보았다. 2017년부터 2020년의 전반적인 

분배 추이를 관찰하고, 2017년과 2020년 두 시점의 임금 수준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분해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동안 임금 불평등 수준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득층과 저소

1분위수 2분위수 3분위수 4분위수 5분위수 6분위수 7분위수 8분위수 9분위수

2020 2.417 2.518 2.629 2.757 2.896 3.037 3.196 3.386 3.639

2017 2.114 2.255 2.399 2.548 2.700 2.861 3.040 3.246 3.528

변화량 0.303 0.263 0.231 0.210 0.196 0.176 0.156 0.139 0.111

구성효과 0.012 0.020 0.038 0.052 0.065 0.077 0.085 0.083 0.079

연령+연령제곱 -0.002 -0.003 -0.001 0.003 0.007 0.012 0.016 0.018 0.020

성별 0.002 0.004 0.006 0.007 0.007 0.007 0.006 0.005 0.005

학력 0.003 0.005 0.007 0.008 0.010 0.011 0.013 0.014 0.015

사업체규모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0.007 0.007

고용형태 0.002 0.004 0.005 0.005 0.005 0.004 0.003 0.002 -0.001

직종 0.001 0.002 0.002 0.002 0.002 0.003 0.003 0.003 0.002

근로시간집단 0.004 0.006 0.015 0.022 0.028 0.033 0.036 0.034 0.030

구조효과 0.292 0.243 0.193 0.157 0.131 0.099 0.071 0.056 0.032

연령+연령제곱 -0.156 -0.191 -0.073 -0.059 -0.062 -0.102 -0.204 -0.034 -0.103

성별 0.010 -0.051 -0.047 -0.045 -0.054 -0.067 -0.097 -0.060 -0.080

학력 -0.012 -0.039 -0.023 -0.022 -0.018 -0.029 -0.057 -0.024 -0.022

사업체 규모 -0.008 -0.025 -0.007 -0.008 -0.009 -0.016 -0.039 -0.007 -0.003

고용형태 -0.016 -0.060 -0.069 -0.076 -0.104 -0.118 -0.127 -0.083 -0.034

직종 0.033 0.041 0.038 0.022 0.011 0.008 0.005 -0.006 0.003

근로시간집단 -0.069 -0.041 -0.011 0.004 0.010 0.030 0.054 0.047 0.044

상수항 0.509 0.609 0.385 0.341 0.357 0.392 0.537 0.223 0.227

<표 9> 시간당 임금 수준 변화 요인 분해 (2017 t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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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층의 격차는 크게 축소되었으며, 중간소득 계층과 저소득층 간 차이도 일부 감소하 다. 둘째, 집권 초

기에 비해 월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임금분포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실질임금 수준이 일부 증가하여 

고무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셋째,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과 초장시간 근로자 비율도 축소되었다. 주 

52시간 근무상한제 실시로 인해 초과근로 비율과 시간이 일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임금 변화 

분해 결과, 월임금과 시간당 임금 모두 하위분위일수록 임금 증가 규모가 더 높게 나타나, 전체 불평등 

수준의 감소를 추동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변화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기여하 고 상 적

인 임금 격차를 축소시킨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섯째, 각 분위별 임금 수준 변화의 요인에 한 무조

건부 회귀분석 결과,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 지위를 유지하는 상위분위의 남성, 정규직,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임금 증가폭의 둔화되고 있다. 전반적인 임금 격차 축소의 다른 요인이며, 노동시간 감

축의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여섯째, 임금 변화의 요인 분해 결과, 하위분위의 상수항 계수가 상 적으

로 크게 나타나며, 특히 1분위와 2분위의 계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임금 변화에 설명변수로 채택되지 

않은 다른 요인이 하위분위의 임금 상승을 설명하고, 상위분위의 변화는 기존 변수로 많은 부분이 해석

된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우리 사회 하위분위의 임금 증가폭은 일부 

상승했고 상위분위의 증가폭은 제한되어,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보수적 전문가와 여론에서 제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한 부정적 평가와 정반 되는 

결과다. 다만 최저임금 제도의 개정과 인상, 주 52시간 근무상한제의 도입 등의 정책 변화가 긍정적인 효

과를 가져온 것인지에 해서는 확언하기 어렵다. 정책 변화와 불평등 현상에 한 가설적 추론은 일부 

가능할 수 있으나, 정확한 인과관계에 기반한 분석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인 2017년과 2020년의 임금 불평등 수준 변화를 살펴보고, 무조건부

분위회귀와 분해분석을 활용하여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을 분위별로 확인해 보았다. 정책 효과에 한 무

리한 주장과 논란의 여지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 변화와 불평등 현상 간 인과적 해석은 지양하고 간접적으

로 거론하거나 중립적 표현을 위해 노력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분배상황을 개선하여 좀 더 평등하

고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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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Labor Policy and Decomposition of Wage Inequality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Nari Park

PhD Student,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and factors in the level of wage inequality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o this end,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and 

Oaxaca-Blinder decomposition were performed using data from the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2017-2020).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nges in the 

wage level and the factors driving it in various wage distributions, the wage increase is 

more prominent in the lower quintiles, and the overall level of wage inequality is 

decreasing. In contrast, the rate of wage increase is slowing for workers who enjoy a stable 

position in the labor market. In conclusion, the phenomenon of structured wage inequality 

after the financial crisis has been somewhat alleviated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Keywords: wage inequality, working hours, minimum wage,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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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의 국가간 비교 연구

김혜진 (중앙  학원 사회복지학부 박사과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해 부모의 노동권과 아동의 아동권 보장에 한 국가지원 

수준에 따라 OECD 8개국의 유형화를 시도하 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8개국을 유형

화한 결과 부모·아동 권리지원형에는 스웨덴, 덴마크, 독일이, 아동권 지원형에는 미국, 프랑

스, 핀란드가, 권리 미지원형에는 국, 스페인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사회적 성과 분석을 통해 한국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방향성에 한 몇 가지 주요한 함의

를 제안하 다. 첫째, 적극적인 정책의 양적 확 를 통해 노동권과 아동권 보장을 함께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성과가 높게 나타난 부모·아동 권리지원형에 속한 국가들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성과 달성을 위해 방과후 돌봄 서비

스 설계시 타 사회 제도, 특히 노동시장과 초등학교 교육시스템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주제어 : 학령기 아동, 방과후 돌봄, 노동권, 아동권, 퍼지셋 이상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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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기존에 가족내 돌봄을 주로 책임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급속한 고령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그리고 가족 기능의 변화로 인해 심각

해진 저출산 문제의 확산 등으로 인해 ‘돌봄’ 문제가 우리사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 

동안 가족 차원에서만 머물던 돌봄 문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지기 시작하 고, 이에 한 

응으로 여러 국가들은 돌봄 서비스를 확 하기 시작하 다. 

우리나라의 아동 돌봄 서비스 또한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확 되어 왔는데, 그동안 그 상은 

주로 미취학 유아 중심이었다(김은정, 장수정, 2020: 32). 특히 유아의 보육서비스는 특히 인적자본에 

한 사회투자적 관점이 확산되면서 모든 유아를 상으로 한 무상 서비스로 급속히 확 되었다. 반면, 

학령기 아동, 그 중에서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에 한 방과 후 돌봄 문제는 상 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여 왔으나, 초등학령기 자녀 돌봄문제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초등학령기 아동에 한 돌봄 공백 문제는 부모의 근로시간과 자녀의 학교 교육 과정 시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 즉, 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의 짧은 연간 수업 시수와 비되는 부모의 긴 근로시간은 돌봄 

공백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특히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미취학 시기에 제공되던 무상보육 등 종

일 돌봄서비스 지원이 중단 또는 축소되면서, 맞벌이 부모들은 돌봄 공백에 놓이게 되어 초등학생 자녀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 란 외, 2018).1) 초등 돌봄의 어려움은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참여율 지

표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소위‘M자 곡선’을 그리는데 이 때 곡선의 최저점 즉, 30  후반 

40  초반의 기혼 여성의 고용 비중이 하락하는 현상의 요인으로 무엇보다도 취학 자녀 특히,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문제가 주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김 일, 2018). 

이에 한 응으로 그동안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

과후아카데미 등 각 부처별로 나름 로의 돌봄 정책이 확  되어 왔다.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 정책 또한 

교육에 두는 비중이 크지만 명백히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 돌봄 서비스에 비하면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규모는 여전히 작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나 일부 맞벌이 가구를 상으로 하는 선

별적 지원을 하고 있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책의 공급 부족 문제 외에도 부처별

로 분절된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한 문제제기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다 최근에는 초등 돌봄의 공급 및 전달체계 문제에 한 응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4월‘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 과 관련된 계획을 발표하고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 2018). 즉, 초등 돌봄 정책은 돌봄 수요의 증가에 응하기 위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 되

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  및 전달체계의 변화가 진행되는 현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 제시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방향성에 시사점을 얻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목표인 노

동권과 아동권 보장 수준을 기준으로 OECD 8개국을 유형화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1) 실제로 오현정, 황원경(2010)의 조사에서 초등자녀를 둔 워킹맘들은 출산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때보다도 자녀가 초등
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을 지속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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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 검토

1)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구를 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흔히 아동 돌봄 정책

으로 표되는 유아 상의 보육서비스와는 구별된다. 국가별로 상 아동의 연령에 차이는 있으나 가

장 중요한 상층은 취학아동 중 저학년인 6-9세의 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OECD, 2011). 국가별로 명칭

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주로 방과 전, 점심시간, 방과 후, 학교를 가지 않는 휴일에 아이들에게 돌봄과 다

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서비스의 유형은 교육 활동, 숙제 지원, 위험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오락적인 활동,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돌봄 정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도입 배경 및 목표가 돌봄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정규교과과정 시간이 길지 않고 이에 따라 방과후에 돌봄

이 필요하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의 경우 유아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시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돌봄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부모는 노동

시장 참여가 어렵게 되고, 아동의 경우 스스로 혼자 방과후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방임이나 학

의 문제에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응하여 OECD 국가들은 점차 휴교기간이나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 하는 추세에 있다(OECD, 2011).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방과후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부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

동을 상으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보건복지부는 지역내 저소득층 아동을 상으로 지역아동센

터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욕구를 가진 초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여성가족부는 취

약계층 청소년을 상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처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다양한 돌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 부처간 상호 연계 조정의 부족으로 인해 돌봄에서 제외되는 사각지 가 발생

하거나 반 로 동일 아동을 상으로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적으로 제공되는 중복성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다(김진석 외, 2018; 최 , 2019).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 적으

로 부족하여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에 따르면 무상보육서비스를 이용중인 

만0~5세 유아와 달리 초등학생의 경우 여러 부처의 방과후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체아동 267만명 

중 33만명으로 12.5%에 그치고 있고,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욕구가 큰 맞벌이 가구의 초등돌봄 수요 

또한 46만명에서 64만명에 이르는 보고되고 있어 적게는 23만명에서 31만명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받

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한계는 자연스럽게 낮은 정책 효과로 이어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 4월‘온종일 돌봄’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계획을 실행 중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 되고 있고,  전달체계 변화 또한 이뤄지

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방과후 돌봄 관련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고 한국에 시사점을 얻기 위한 국가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볼 수 있다. 

기존에 외국의 방과후 돌봄 정책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국가간 비교연구는 일부 진행된 바 있다(김재인, 

이향란, 2004; 조미숙, 2006; 김수동, 2008; 조은교, 2011; 김수동, 양애경, 2014; 김민호, 2014; 서혜

전, 2018 등) 그러나, 부분의 연구들이 소수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 상으로 하는 질적인 사례비교

연구만 이루어져, 여러 국가들의 방과후 돌봄 정책 간 상이성과 유사성을 간명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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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었다. 또한, 분석 기준에 있어 정책의 내용(법, 전달체계, 재정 등)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정책

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초등연령 

자녀가 있는 부모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상 아동의 발달과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인 부모와 아동 모두의 권리를 적절히 충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

구의 경우 아동의 권리적 측면에서 돌봄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국가를 상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

를 유형화하고, 국가간 제도 운 의 상이성과 유사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와 아동의 권리 보장 수준에 한 지원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적 돌봄과 방과후 돌봄 서비스

돌봄의 사회화는 크게 국가, 시장, 제 3섹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이 중 가족 기능의 변화나 성역할

의 변화에 따른 돌봄의 결핍을 거시적인 신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이에 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응하여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사회화 시키는 것을 돌봄의 사회화 정책 또는 돌봄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 , 

2012). 

돌봄 정책 유형은 급여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이에 따른 돌봄의 사회화 수준은 상이하게 나

타난다. 우선, 돌봄 제공자인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 급여 형태의 돌봄 정책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일정 

수준의 사회적 급여를 통해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돌봄의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 사회

화되겠지만, 돌봄 노동의 주체가 여전히‘가족’이라는 점에서 돌봄‘노동’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은 여전히 가

족에게 남게 된다(류연규, 2012: 120). 반면 현물 급여는 국가가 서비스를 직접 생산·제공하거나, 시장이

나 제 3섹터 같은 민간부문에서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재정을 투입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

하게 된다.(장지연, 2011: 9). 본 연구에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아동 돌봄 부담을 사회화함으로써 부모의 

시장노동 참여를 지원하는 탈가족화 정책으로 돌봄 정책을 정의하고, 돌봄 정책 유형 중 현물 급여 즉 서

비스 급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국가에 따라 비중은 상이하지만, 돌봄 서비스는 여성의 노동시장 공급 증 , 부모의 일-가족 양립 

지원, 아동 발달 촉진, 아동 복지 개선, 성 평등 수준 향상, 출산율 유지 등 여러 가지 정책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다(OECD, 2007)

기본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도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금까

지도 돌봄 서비스 관련 논의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은 돌봄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자리

매김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부모 모두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되고 있

다. 최근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외에, 아동발달과 교육에 한 관심과 우려 또한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OECD, 2007).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아동에 한 조기 교육적 개입이 아동의 긍정

적 발달을 이끌고 인적자본의 향상에 긍정적인 수 있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돌봄 서비스가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보육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돌봄 서비스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출산율 제고가 언급되고 있으며, 실재 기존 연

구들(홍승아, 2010; 민연경, 이명석, 2013; Luci-Greulich and Thevenon, 2013)에 따르면 돌봄 서비

스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돌봄 서비스의 정책 목표는 ① 국가(사회)차원의 목표인 출산율 제고 ② 가정 

내 돌봄제공자(부모)차원의 목표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부모의 일-가족 양립 지원 ③ 가정 내 돌봄수요

자(아동)차원의 목표인 아동의 긍정적 발달 지원, 아동 복지 개선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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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돌봄 서비스는 다차원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으나, 그간 보육 서비스로 표된 아동 돌봄 서비스는 주

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출산율 제고 수단으로만 논의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에 돌봄 수요자인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의 논의는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져 왔다(강현구, 2014; 백경흔, 

2015). 즉, 돌봄의 사회화 논의가 주로 가정 내 돌봄 제공자의 부담 완화와 노동시장 지위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면서, 돌봄 서비스의 직접 수요자인 아동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상 적으로 크게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사회적, 학술적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동 권리 측면에의 정책 목표가 중요성이 

적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사회적 돌봄 개념 논의에서도 살펴봤듯이, 돌봄은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 하에

서 이뤄지는 관계적 활동이기 때문에 돌봄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돌봄 제공자

와 돌봄 수요자의 측면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돌봄 제공자인 부

모의 측면과 그간 간과되어왔던 돌봄 수요자인 아동의 측면에서 돌봄 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

정내 돌봄제공자인 부모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부모의 노동권’보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돌봄 수요자인 아동

의 측면에서 아동의 긍정적 발달, 아동 복지 개선 등과 같은‘아동의 아동권’보장에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부모의 노동권 

노동권은 인권과 같은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이해되며, 그 중에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노동권은 넓은 의미에서 국제인권장전에 포괄된 노동자의 권리를, 좁은 

의미에서는 흔히 노동조합의 권리(집단적 목소리에 한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데(Adams, 2006), 이러

한 노동권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에 한 근로의 권리(제 32조), 근로자의 노동 3권(제 33조) 등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권 개념을 구성하는 내용 중에서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것은 개인에 한 노동 기회 보

장(또는 노동 참여)의 권리이다. 가족 정책 역에서 노동권은 노동 3권으로 표되는 노동자 집단에 한 

권리나, 질 좋은 일자리에 한 권리를 의미하기보다는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의 권리를 의미해 왔다. 특히 가족 정책에서 노동권은 주로 여성에 한 노동기회 보장, 노동 참여의 권

리, 노동시장 지위의 유지 등을 의미하며, 이는 자본주의 복지국가에서 여성이 시민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는 노동시장 참여가 보장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개인의 노동 기회의 보장 권리는 노동권의 내용을 

구성함과 동시에 노동권 실현의 전제조건이 되므로(양승광, 2019: 64), 노동권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부모의 노동권이란, 부모의 노동기회 

보장 또는 노동시장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모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돌봄 서비스 지원 수준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까? 가족정책 역의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또는 여성)의 노동권 보장을 지원한다 함은 부모의 

노동 기회 보장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의 상품화를 목표로 탈가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

다(윤홍식, 2006; 장지연, 2011; 김나연, 2013). 결과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통한 부모의 노동권 보장 수

준은 부모의 탈가족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는 탈가족화 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돌봄 서비스를 위한 재정 지출이나 커버리지 

등의 요소들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윤홍식(2006)의 연구에서는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탈가족화 정책으로 상정하고, 노동권 보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0-2세 보육비율(2세 미만 아동의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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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록비율), 3-5세 보육비율(3세부터 5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비율), 보육예산(GDP 비 보육

예산지출의 비율), 순보육비용(부모 각각의 임금소득이 남녀노동자의 평균임금소득에 해당할 경우에 지출

되는 순 보육비용)의 측정 요소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비용의 탈가족화, 돌봄의 탈가족화, 돌봄의 가족

화 지표를 사용하여 유형화를 시도한 Michon(2008)은 돌봄의 탈가족화 수준을 0~3세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비율, 3세~학령기 이전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비율 등을 통해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탈가족화 정책의 발달 정도를 측정 요소로 고려하는 이상의 선행연구의 지표들을 참고하

여 부모의 노동권 수준을 ① 서비스 커버리지 ② 국가의 재정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아동의 아동권

주로 인권과 같은 기본권의 측면에서 이해되는 아동권은 근  이후 아동이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이 등장

하면서 비로소 발전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로 아동의 권리를 선언한 제네바 선언(1924), 적극적인 아동의 

권리를 명시한 아동권리선언(1959)을 거쳐 아동의 권리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 하에 1989년 유엔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탄생하게 

된다(류은숙, 2005).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유엔 가입국이 비준하는, 국제협약 중 가

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에 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많이 사용된다.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은 4가지 역의 기본권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다.2)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수준, 안전한 주거, 충분한 양을 섭취, 보건서비스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보호권은 학 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발달권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정보 획

득 등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 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참여권은 아동

이 자신의 생활에 향을 주는 일에 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

리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4가지 기본권을 기반으로 이러한 아동의 권리에 한 국가 지원 수준의 측정을 

위해 아동 향평가의 지표 개발 연구들을 참고하고자 한다(김규수, 서 미, 2018; 박 균 외, 2014;  김

은정 외, 2018 등). 아동 향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김규수와 서 미(2018) 는 아동 향평가지표 중 기초지표를 타법규와 조례와의 관

계, 아동최우선의 이익, 아동견해의 존중, 무차별, 지자체 특수성 반 , 효율성, 실현가능성, 홍보, 사후평

가 등으로 구성하 다. 박 균 외(2014)는 4개 권리 역별로 지표 항목을 제안하고 있는데, 생존권은 생

활수준·주거환경·건강을, 보호권은 학 와 방임·사회적 보호·비행 및 위험행동·청소년의 경제활동을, 발달

권은 교육·보육서비스·문화와 여가·가족 및 지역환경·아동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아동 청소년의 사회생활

과 참여를, 참여권은 권리이해·권리행사·정보획득을 세부항목으로 구성하 다. 한편, 김은정 외(2018)는 

해당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향,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과 기본권리 중심의 검토, 이밖에 

다른 집단과의 이해충돌 여부, 아동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여부, 홍보계획 여부, 사후모니터링 필요여

부 등의 검토 항목으로 평가 지표를 구성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이 개발한 아동 향평가 평가지표의 구성요소를 참고하여 아동의 아동권 보장 수준에 

한 국가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고자 한다. 생존권의 경우 생존·생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이 법

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보호권의 경우 비차별의 권리 즉, 특정한 유형의 아동 집단에게 서비스 제공 기

2) 아동권리보장원, 2022. 4. 8. 인출, “UN 아동권리 협약”, http://www.korea1391.go.kr/new/page/agreemen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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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제한되진 않는지, 발달권과 참여권의 경우 이를 보장하는 서비스 질이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

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 보장에 한 국가 지원 수준을 ① 법적 근거의 명확성(생존

권) ② 서비스 제공의 선별성(보호권) ③ 서비스 질(발달권, 참여권)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 방법 : 퍼지셋 이상형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이상적인‘부모의 노동권 보장 수준’과‘아동의 아동권 보장 수준’에 각 

국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분석하여 유형분류를 시도하 다. 이를 위해 퍼지셋 이상형 분석 방법

(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사용하 으며, 이 분석방법은 이론 및 연구자의 질적 지식에 근거하

여 설정된 개념의 이상형에, 현실세계의 경험적 자료가 얼마나 가깝거나 혹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비

교분석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보람 외 2012: 40).

 본 연구에서 사용한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노동권과 아동의 아동권에 

기반하여 분석 지표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이상형의 구성된 속성을 구체화하 다. 다음으로, 각 사례별 분

석 상 지표의 실증점수를 구한 후 Fs/QCA 3.0에 내재된 측정(calibrate) 기능을 사용하여 이를 퍼지소속

점수로 변환하 다. 이어서, 각 사례들이 각 이상형에서 가지는 퍼지소속점수를 계산하 다. 각 사례들의 

퍼지소속점수는 두 번째 절차에서 계산된 지표별 퍼지소속점수를 바탕으로 부정의 원리와 최소값의 원리에 

따라 계산하 다. 부정의 원리란 예를 들어 A 국가의 노동권 보장에 한 지원 수준 지표(L)의 퍼지소속점

수 값이 0.2로 나왔다면, 노동권의 비지원 수준(l)의 퍼지소속점수 값은 1-0.2인 0.8로 계산하여 산출함을 

의미한다. 최소값의 원리란 각 이상형을 표하는 퍼지셋 소속점수를 지표의 퍼지소속점수 중 최소값으로 

선택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상형에 한 각 사례들의 정보들을 이용하여 사례들에 한 동질성을 평

가하 고, 이를 통해 유형별 차이점이나 유형내에서의 차이점 등에 한 분석을 시도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계량적 자료와 경험적 자료를 모두 활용하 다. 계량적 자료는 OECD 

Family data(2017)를 사용하 으며 경험적 자료는 국내외 논문, 연구보고서, 기획기사, 각 국 정부 사이

트에 게시된 지침 및 안내서, 각 국의 법령 사이트를 기반으로 수집하 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자료의 접

근가능성을 고려하여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독일, 국, 미국 총 8개국을 분석 상으로 

설정하 다. 구체적으로 지원 상 연령이 OECD에서 학령기 중간 연령(middle school age)인 6세~11

세인 정책들, 그 중에서도 주로 우리나라의 초등 저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탐

색하 다. 

2) 지표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활용, OECD 8개국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부모의 노동권 지원 수준(L : Right of Labor), 아동의 아동권 지원 수준(C : Right 

of Child) 두 가지 지표를 설정하 다. 두 가지 지표로 유형화를 할 때 도출가능한 조합은 다음과 같은 4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① L*C유형(부모·아동 권리지원형) :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부모의 노동권 보장과 

아동권 보장 지원에 함께 힘쓰는 국가 유형, ② L*c유형( 노동권 지원형) :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부모의 

노동권 지원 수준은 높게 나타나지만 아동의 아동권을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 유형, ③ l*C유

형(아동권 지원형) :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부모의 노동권을 낮은 수준으로 지원하지만 아동의 아동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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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 유형, ④ l*c 유형(권리 미지원형) :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부모의 노동

권과 아동의 아동권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 유형이다. 

두 가지 지표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노동권 지원 수준은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탈가

족화 수준을 활용하여 측정하 고,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하여 하위요소로 ① 서비스 커버리지 ② 국가의 

비용부담 수준으로 구성하 다. 서비스 커버리지 수준은 OECD Family data(2017)를 활용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등록한 아동의 비율로 측정하 는데, 이는 학교나 여가센터 등 시설 기반의 공식적인 방과

전/후 서비스를 주중에 최소 1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편, 국가의 재정지원 수준

은 현재 이용가능한 양적 데이터가 부재하여 질적으로 실증 점수를 도출하 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재

정은 크게 중앙(연방)정부·지방정부·이용자(부모)가 분담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 다

시 말해 분석 상이 되는 부분의 국가들이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재정 측면에서 복지혼합의 형태를 띠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용 부담의 혼합된 주체들 중에서도 주요한 재정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정책설계가 공공부담의 원칙 또는 이용자부담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지 

살핌으로써 국가의 재정 지원 수준을 측정한다. 또한 공공 부담의 원칙 하에서도 전국적으로 지원이 이뤄

지는지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이용자 부담의 원칙 하에서도 공공으로부터의 지원 정도(단계적 지원, 소득

에 따라 선별적 지원, 일부 시설만 지원)를 구분하여 총 5가지 수준으로 측정하 다.

 다음으로 아동의 아동권 지원 수준 지표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아동의 4가지 기본권을 얼마나 보장

하는지를 통해 측정할 것이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표의 하위요소는 ① 법적 근거의 명확성(생존권) 

② 서비스 제공의 선별성(보호권) ③ 서비스 질의 수준(발달권과 참여권)으로 구성하 다. 먼저, 생존 또는 

생활에 필요한 제반 조건이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의 명확성을 살펴보았다. 구

체적으로 학령기 아이돌봄에 한 의무가 법규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동의 복리와 관련하여 

돌봄 정책의 목표 및 내용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제공방법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측정하 다. 여기서 학령기 아동에 한 돌봄 의무, 정책 목표 및 내용, 서비스 제공방법이 모두 국가 법

규에 명시된 경우 생존권 보장 수준이 높은 것으로, 국가 법규가 아닌 강제력이 없는 지침 수준에 명시되

어 있거나 시의회·주정부마다 다른 경우 중간 수준인 것으로,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생존권 보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 다. 

다음으로, 특정 아동 집단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고 보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서비

스 제공의 선별성 수준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욕구(돌봄 공백 해결의 욕구)가 있는 모든 아이

들의 이용이 가능한지 또는 일부 취약계층만 이용 가능한지를 서비스 상의 포괄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

구에서는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이 있는 경우에만 정책의 선별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 고, 맞벌이(혹은 

부모의 학업) 여부와 같이 돌봄 공백 여부를 선별하는 경우에는 선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소득에 따른 선별이 있을 경우 선별성이 낮은 것으로, 주정부/시의회에 따라 다를 경우 중간 수준으로, 취

약지역·계층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선별성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 다.  

셋째, 아동의 발달권 측면에서 돌봄 교사의 전문성을, 아동의 참여권 측면에서 교사-아동의 비율을 살

펴보았는데, 이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질로 표현될 수 있다. 돌봄 교사의 적절한 수준의 전문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아동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교사-아동 비율이 낮은 돌봄 환경에

서는 인원이 많은 환경에서보다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 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아동의 비율이 낮을수록, 교사의 자격에 한 규제가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다고 판

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의 참여권과 발달권에 한 지원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 다. 

 이상과 같은 부모의 노동권 지원 수준 지표, 아동의 아동권 지원 수준 지표의 하위요소별 실증점수 측

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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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1) 방과후 돌봄 서비스 유형화

본 절에서는 8개국의 5가지 하위요소별 실증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퍼지점수로 전환, 이후 두 가지 지표

의 퍼지점수를 도출하 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례들의 이상형별 퍼지 소속점수를 계산하고 최 값이 해

당하는 이상형을 최종 유형으로 결정하게 하 다.

먼저 5가지 하위요소의 최종 실증점수는 측정 항목별 점수의 평균으로 구하 다. 예를 들어 아동권 지

표의 하위요소 중‘법적 근거의 명확성’실증점수는 의무, 목표 및 내용, 제공방법이라는 세 가지 측정 항목

별로 도출된 점수의 평균이 되는 것이다(표 1 참조). 다음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두 개 이상인 국가의 

경우, 정책별로 점수를 따로 측정한 후 그 값의 평균을 해당 국가의 최종 점수로 결정하 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1세기 지원센터와 CCDF 2개 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이 때 미국의 하위요소별 실증점수는 2

개 정책별로 각각 산출된 점수의 평균값으로 정해진다. 이상의 방법으로 도출한 지표별 하위요소의 실증

점수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지표
하위

요소
 측정의 고려요소 

실증

점수

부모의 
노동권
지원
수준

서비스
커버리지

주중에 1시간 이상 방과 전/후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6~11세)의 비율

국가의
재정지원

수준

국가가 전국적으로 돌봄 서비스 시행,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지원 책임이 있는 경우 5

국가가 특정 돌봄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행정구역/시설에만 비용 지원하
는 경우

4

기본적으로 이용자 부담 원칙이나, 가구형태나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국가가 비용 지원하는 
경우

3

기본적으로 이용자 부담 원칙이나, 취약지역·계층의 이용자를 선별하여 국가가 비용 지원하는 
경우

2

기본적으로 이용자 부담 원칙이나, 국가와 계약된 이용 가능한 민간 시설이 주변에 일부 있어 
이용자 비용의 경감 가능한 경우

1

아동의 
아동권
지원
수준

법적 
근거의
명확성

의무 명시 여부

국가 법령에 의무 명시 2

국가 법령에 조건부 의무 명시 1

국가 법령에 의무를 명시하지 않음 0

목표 및 내용

국가 법령에 아동 복지 관련 목표 및 내용이 명시 2

주정부/시의회에 따라 다름 1

아동복지 관련 목표 및 내용을 명시하지 않음 0

서비스 제공방법

국가 법령에 명시 2

주정부/시의회에 따라 다름 1

명시하지 않음 0

서비스 
제공의 
선별성

소득에 따른 선별 없음 2

주정부/시의회에 따라 다름 1

취약지역·계층에만 제공 0

서비스 질
수준

Palntenga & Remery (2017)의 데이터에 미국데이터 추가하여 측정

<표 1> 부모의 노동권·아동의 아동권 지원 수준 지표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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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별 서비스 커버리지 정도를 살펴보면 덴마크, 스웨덴이 67.4%, 60.9%로 과반수 이상의 아동

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등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스페인과 미국3)은 5.0%, 7.3%로 6~11

세 아동에 한 공식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다수가 비공식 서비스를 통해  이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간 수준에서는 독일(30.7%), 프랑스(23.3%), 국(20.6%), 핀란드(15.9%) 순

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의 재정지원 수준을 살펴보면 덴마크, 스웨덴에서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

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비용 지원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고 있다. 독일의 온종일 학교(all 

day school), 프랑스(지자체 주관 방과후 활동), 핀란드의 아침·오후 활동 등은 동일하게 국가가 재정 지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설계하 지만 해당 서비스를 채택하는 행정구역 또는 시설에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

었다. 반면, 독일의 Hort, 프랑스(학교 주관 방과후 활동, 여가센터 방과후 활동)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부담 

원칙으로 정책이 설계되었으나, 가구형태·자녀 수·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국가가 돌봄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과 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자 부담 원칙이지만, 취약 지역·시설·계층의 

이용자를 선별하여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경우, 부분 이용자 부담 

원칙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일부 이용 가능한 국가와 계약된 시설(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비용 경감이 가능하 다. 이러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국가재정지원 수준의 최종 실증점

수는 최소 1점부터 최  5점까지 부여되었다. 

셋째, 법적근거의 명확성은 최소 0.67점부터 최  2점까지 측정하 다. 먼저 학령기 아동 돌봄 의무의 

명시 여부를 살펴보면 덴마크, 독일, 스웨덴, 국은 국가법령에 이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스페인, 프랑

스, 핀란드,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학령기 아동 돌봄 보장에 한 지원 의무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이

었다. 다음으로 아동 복리 보장에 한 목표 및 내용이 법규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덴마크

(Holiday home), 독일,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미국은 국가법령에 이를 명시하고 있었다. 덴마크의 

SFO 정책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따라 목표 및 내용이 다르게 설정되고 있으며, 스페인과 국에는 아동복

리와 관련된 목표 및 내용이 부재하 다. 특히, 국에서는 부모의 노동권 지원과 관련된 목표만 명시되어 

있어 방과후 돌봄 서비스 목표가 아동권 보다 부모 노동권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서비스 제공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스웨

덴, 미국 등 부분의 국가 법령에 제공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었다. 반면, 국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주체만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세부 전달체계는 지침 수준에만 명시되어 있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방법이 주법에 따르기 때문에 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법적 근거의 명확

3) 미국 데이터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만 포함하고 있다는 자료적 한계가 존재한다. 

분석사례

부모의 노동권 아동의 아동권

서비스 커버리지
국가의 재정지원 

수준
법적근거의 명확성

서비스 제공의 
선별성

서비스 질

덴마크 67.4 5 1.83 2 4.75

스웨덴 60.9 5 2 2 3.75

독일 30.7 3.5 1.67 1.5 4

프랑스 23.3 3.33 1.33 2 3.5

국 20.6 2 1.17 0 3

핀란드 15.9 4 1.33 2 4.25

미국 7.3 2 1.67 0 4

스페인 5 1 0.67 1 2

<표 2> 두 개 지표의 하위요소별 실증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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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다소 약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서비스 제공의 선별성 점수는 최소 0점부터 최  2점까지 측정하었다. 덴마크, 독일(All day 

school),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에서는 소득에 따른 자격기준, 우선순위 선정이 없이 보편적으로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국과 미국에서는 취약계층이 많이 분포한 학교, 지역 또는 취약계층 아

동을 정책 상으로 타겟팅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외에 스페인은 시에 따라, 독일은 주에 따라 

그 자격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섯째, 서비스 질의 점수는 Plantenga and Remery(2017)의 연구를 활용하여 측정하 다. 우선 유럽 

7개국의 경우 Plantenga and Remery(2017)의 서비스 질 데이터(Child-to-staff ratio 점수와 

Qualification staff 점수의 평균)를 그 로 사용하 고, 미국의 점수는 Plantenga ands Remery(2017)

에서 사용한 서비스질 측정 기준을 적용하여 본 연구자가 도출하 다.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서비스 질 

측정 기준은 표 3과 같다. 규제가 있을 경우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평균값이나 중위값 등 

이용가능한 현황 데이터를 사용하 다. 이렇게 측정된 서비스 질의 점수는 최소 2점부터 최  4.75점까지 

측정되었다. 서비스 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가 4.75점으로 만점인 5점에 가장 근접하 고, 다음으로 

핀란드가 4.25점으로 높았다. 이후 독일과 미국이 4점, 스웨덴 3.75점, 프랑스 3.5점, 국 3점 순으로 

서비스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스페인은 2점으로 서비스 질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출된 실증점수를 퍼지점수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위요소별 분기점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먼저, 서비스 커버리지 점수는 본 연구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양적 데이터로, 그 완전 소속 값은 실증

점수의 최 값(67.4)으로, 중간 분기점은 점수의 평균값(28.89)으로, 완전한 무소속의 값은 실증점수의 최

솟값(5.00)으로 설정하 다.

Child-to-staff ratio Qualification of staff

· 28 이상 : 1점 
· 23~27 : 2점
· 18~22 : 3점
· 14~17 : 4점
· 13 이하 : 5점

· 훈련·학위가 없으며, 비공식적 학위 : 1점
· 초, 중등학교 학위 소지 : 2점
· 고등학교 학위소지 : 3점
   (직업학교 학위 포함, 자격증 취득포함) 
· 고등학교 이상(higher education)학위 소지,
   학교 학위는 아닌 경우 : 4점
· 4년제 이상 학교 학위(tertiary education) : 5점 

<표 3> Plantenga and Remery(2017)의 서비스 질 측정 기준 

다음 4가지 하위요소의 점수는 연구자의 판단 하에 질적 데이터에서 양적 데이터화되었기 때문에 보다 

질적으로 분기점을 설정하 다. 국가의 재정지원 수준의 경우, 최 값인 5점을 완전한 소속 값으로, 최소

값인 1점을 완전한 무소속의 값으로 설정하 다. 중간 분기점은 방과후 돌봄의 비용이 이용자 부담 원칙

이지만 가구의 형태나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는 3점으로 설정하 다.

다음으로 법적 근거의 명확성의 경우 법규에 방과후 돌봄의 의무, 목표 및 내용, 제공방법 모두가 명시

되어 있을 경우인 2점을 완전 소속 값으로 설정하 고, 모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인 0점을 완전 무소

속 값으로 설정하 다. 중간 분기점은 의무, 목표 및 내용, 제공방법 3가지 측정 항목 중 한 가지는 법규

에 명시되어 있으나 나머지 항목들은 지침 수준에 명시되어 있거나 시의회·주정부 별로 다른 경우로 설정

하 으며, 이 때의 점수는 1.33점이다. 

서비스 제공의 선별성의 경우 완전 소속 값을 소득에 한 선별 기준이 없는 경우인 2점으로, 완전 무

소속 값을 소득에 한 선별 기준이 있는 경우인 0점으로 설정하 다. 중간 분기점은 선별 기준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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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선별 기준이 없는 정책이 혼합되어 운 되고 있는 경우, 즉 주 또는 시에 따라 다를 경우로 상정

하 고 이 때 점수는 1점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질의 경우 교사  아동 비율이 1:13 이하이고 인력의 자격 기준이 4년제 이상 

학 학위인 경우인 5점을 완전 소속값으로, 교사  아동 비율이 1:28 이상이고 인력의 자격 기준이 없는 

경우인 1점을 완전 무소속 값으로 정했다. 한편, 돌봄 서비스의 교사  아동비율과 인력의 전문성에 있

어서 명확히 어느 만큼의 수준에서 서비스 질을 좋다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한 의견은 기존 연구들에서 

합의되지 않고 있다. 주로 아동 수가 적을수록, 인력의 자격기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고 평가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를 중간 소속 정도라고 정확히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서

비스 질의 중간 분기점은 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산출된 실증점수의 평균인 3.66 점으로 설정하 다. 

이상과 같은 하위요소별 세 가지 질적 분기점을 바탕으로 도출된 퍼지소속점수와, 하위요소별 퍼지점수

의 평균으로 구한 두 개 지표의 퍼지소속점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사례

부모의 노동권 지원 수준 지표 아동의 아동권 지원 수준 지표

서비스 
커버리지

국가의
재정지원 수준

지표의 
퍼지 점수

법적 근거의 
명확성

서비스 제공의 
선별성

서비스 질
지표의 

퍼지 점수

덴마크 0.95 0.95 0.95 0.9 0.95 0.92 0.92

스웨덴 0.92 0.95 0.94 0.95 0.95 0.55 0.82

독일 0.54 0.68 0.61 0.82 0.82 0.68 0.77

프랑스 0.33 0.62 0.48 0.5 0.95 0.46 0.64

국 0.26 0.18 0.22 0.41 0.05 0.32 0.26

핀란드 0.16 0.82 0.49 0.5 0.95 0.79 0.75

미국 0.06 0.18 0.12 0.82 0.05 0.68 0.52

스페인 0.05 0.05 0.05 0.18 0.5 0.13 0.27

<표 4> 하위요소별 퍼지소속점수 

지금까지 도출된 각 지표의 퍼지점수에 부정의 원리와 최소값의 원리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각 사례

들이 4개의 이상형에서 가지는 퍼지 소속 점수를 계산하 다. 이후 최 값의 원리에 따라 사례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이상형이 분석사례의 표유형이 되었으며, 최종점수를 통해 해당 사례가 표유형에 

어느 정도 소속되는지를 파악하 다(표 5 참조). 사례별 최종 유형은 그림 1과 같다. 

분석사례 LC 유형 Lc유형 lC유형 lc유형 최종점수 최종유형

덴마크 0.92 0.08 0.05 0.05 0.92 LC 유형

스웨덴 0.82 0.18 0.06 0.06 0.82 LC 유형

독일 0.61 0.23 0.39 0.23 0.61 LC 유형

프랑스 0.48 0.36 0.53 0.36 0.53 lC 유형

국 0.22 0.22 0.26 0.74 0.74 lc 유형

핀란드 0.49 0.25 0.51 0.25 0.51 lC 유형

미국 0.12 0.12 0.52 0.48 0.52 lC 유형

스페인 0.05 0.05 0.27 0.73 0.73 lc 유형

<표 5> 사례별 유형 소속점수 및 최종유형

 



❘2022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 회❘
새정부 복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시대진단과 사회정책의 재도약

340

<그림 7> OECD 8개국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유형화 결과  

먼저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높은 부모의 노동권 지원 수준을 달성함과 동시에 아동의 아동권 지원 수준 

또한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는‘부모·아동 권리지원형(LC 유형)’에는 덴마크(0.92점)가 가장 높은 소속점수

로 속하 고, 다음으로 스웨덴(0.82점), 독일(0.61점) 순으로 속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노동권 및 아동권 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높은 국가들이다. 두 국가는 전국적이고 보

편적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절반 이상의 아동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덴마크 67.4%, 

스웨덴 60.9%), 기초자치단체인 코뮨이 기본적으로 돌봄 제공과 재정 지원의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교

육법, 데이케어법 등에 학령기 아동 돌봄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돌봄 교사의 전문성(주로 

학위소지자)이 높아 아동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반면, 독일은 두 국가에 비해 노동권 보장 수준은 다소 낮은 편이다. 서비스 커버리지도 덴마크와 스웨덴 

비 절반 수준이며(30.7%), 이용자의 비용 부담도 더해지기 때문이다. 전국의 코뮨에 돌봄 제공 책임이 

강한 덴마크, 스웨덴과 달리 연방국가인 독일에서 방과후돌봄은 주정부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제공되기 때

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사회법 8권에서 국가의 학령기 아동에 한 데이케어 

의무 및 돌봄 목표를 명시하고 있지만, 세부 제공방법은 주법에 따른다. 특히 주 정부가 관할하는 호르트

는 일반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 되고 있어 이용자 부담이 크지만, 부분 직업기반 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돌보기에 서비스 질은 높은 편이다. 한편 온종일학교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고 서비스 제공의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온종일학교 설치를 확장

하려는 노력 중에 있다. 

다음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노동권 지원 수준은 높지만 아동권 지원 수준이 낮은‘노동권 지원형(Lc 

유형)’에 속한 국가는 없었다. Lc 유형에 속한 국가가 없다는 것은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양적으로 발달할 

경우 자연스레 어느 정도 정책의 질적 수준 즉, 아동권은 함께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높은 서

비스 이용률과 국가의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즉 정책이 양적으로 확 되기 위해서는 이를 보

장하는 강한 법적 근거와 서비스의 보편성이 수반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유형은 노동권 지원 수준이 낮지만 아동권 지원 수준은 높은‘아동권 지원형(lC 유형)’으로, 프

랑스(0.53점)과 미국(0.52점), 그리고 핀란드(0.51점)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핀란드와 

프랑스는 LC 유형에 한 소속 점수도 각각 0.49점, 0.48점으로 미국 0.12 점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해당 유형 내에서 상 적으로 프랑스는 높은 서비스 이용률, 핀란드는 높은 수준의 국가 비용부담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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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노동권 보장 지표에서의 퍼지점수가 미국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lC 유형의 세 국가 중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지만(23.3%), 돌봄 비용에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자리잡고 있어 부모의 노동권 지원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방과후 돌봄은 크게 

지자체, 학교, 여가센터에서 선별 기제 없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 지자체 운  방과후 돌봄만 중앙 및 지

방정부가 분담하여 재정을 책임진다. 반면 학교 및 여가센터 주관 돌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며 가구의 형태(자녀 수 등) 및 소득에 따라 CAF(가족수당기금, 조세기반)에서 차등 보조하는 식으

로 지원한다. 프랑스에서는 학령기 아동 돌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교육법을 통해 2013년

부터 시행된 지역개발프로젝트 관련 서비스 제공방법과 목표 및 내용을 규정하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있다. 돌봄 인력은 애니메이터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 질이 보장된다.

핀란드는 기존에 사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는 

보수주의 국가인 독일보다도 부모 노동권을 낮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핀란드는 국가 

재정지원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서비스 커버리지가 16%로 8개국 중 낮은 편에 속해 정책의 노동권 지원 

수준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커버리지가 낮은 이유는 핀란드의 오전·오후 활동 정책이 초등학교 1~2학

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육법에서는 돌봄비용에 한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임과 돌봄의 목표 및 전

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또한‘교육 자격 법령’에 따라 인력을 

선발하며, 부분 학교의 기존 인력인 보조 교사가 맡고 있으며 이들은 학생 교육과 관련된 자격이 필요

해 서비스 질은 높은 편이다 (임미나, 2019). 

미국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lC유형 중에서 노동권과 아동권 모두 가장 낮은 지원 수준을 보인다. 연

방정부 차원의 학령기 아동 돌봄 의무에 한 법적 근거가 없기에, 공공 서비스 보다는 주로 지역사회(협회, 

기업, 종교단체) 등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재정은 

부분 이용자 부담 원칙으로 운 되며, 연방정부의 지원 정책은 취약계층에 한 비용보조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21세기 지원센터 정책은 ESEA법을 근거로, CCDF(아동발전기금)는 CCDBG(아동보육발달보조금)

법에 근거로 두는데 두 법 모두 아동복지 보장에 한 목표와 구체적인 전달체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빈곤층 및 학업성취도가 낮은 아동이 많은 학교에 방과후 돌봄 운 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방

과후 프로그램 인력은 부분 청소년 관련 실무 경험이 있으며, 절반 정도는 2~4년제 학 학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기본적인 서비스 질은 보장되는 편이다(Earle, A., After school Alliance, 2009)

마지막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부모의 노동권 지원 수준과 아동의 아동권 지원 수준이 동시에 낮은

‘권리 미지원형(lc 유형)’에는 국(0.74점), 스페인(0.73점)이 거의 완전히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의 서비스 이용률은 20.6%로 8개국 중 중간 수준에 속하지만 방과후 돌봄의 기본적인 재정 부담이 

학교의 책임이며, 이는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부모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낮추고 있다. 

연방정부는 포괄적 아이돌봄(Wraparound childcare) 정책 하에서 조식 클럽·스포츠 활동 지원과 확장된 

학교를(Extended school) 운 하는데, 두 정책 모두 빈곤층이 많은 학교를 선별하여 지원한다. 

Childcare Act에서 학령기 아동돌봄 제공에 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목표는 아동의 

보호나 발달이 아닌 맞벌이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으로 보고 있으며 세부 전달체계는 지침 수준에 따르기

에 아동권에 한 법적근거가 모호하다. 그러나 돌봄 인력에 관하여 국가 자격기준을 정해두어 기본적인 

서비스 질은 보장되는 편이다.

스페인에서 방과후 서비스는 돌봄의 개념보다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es)으로 명명된다. 방과후 

활동은 사립·공립·준공립 학교 또는 시의회나 민간 기관, 스포츠 클럽 등에서 제공되는데, 이 중 공식 서

비스 이용률은 5%로 정책이 거의 미발달한 상태이다. 국가는 공립·준공립 학교에 한 보조금을 통해 방

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의무가 아니기에 부분의 학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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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학생에 해서만 과외 활동을 제공한다. 따라서 방과후 활동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학교와 연관이 

없는 민간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방과 후 학교 외 장소로 옮겨 다니거나 이용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Ramon and Antoni, 2017). 서비스 제공 주체는 주로 부모 협회나 기

업이며, 특별한 규제가 없어 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못한다. 

2) 국가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성과

다음으로 이와 같은 방과후 돌봄 서비스 유형에 따라 객관적인 사회적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부모의 노동권 보장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35세~4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

표를, 아동권 보장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 빈곤율 지표를 선정하 다. 

먼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집단평균값의 유형별 순위를 보면, 부모·아동 권리지원형(LC)이 85.67%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권리 미지원형(lc)이 82.75%, 아동권 지원형(lC)이 81.23% 순으로 높게 나타

난다. 다음으로 아동 빈곤율 집단평균값의 유형별 순위를 보면, LC 유형이 8.30%로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lC 유형이 11.9%, lc 유형이 16.90%로 가장 높은 아동 빈곤율을 보인다. 

또한, 두 개의 지표를 종합점수로 전환4)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종합적인 사회적 성과를 보고자 하

다. 종합적 사회적 성과가 가장 높은 유형은 LC 유형(4.49점)이고, lC 유형이 3.29점, lc 유형이 2.64

점 순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유형 국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35-44)

아동 빈곤율 종합점수

부모·아동 권리지원형
(LC)

덴마크 84 3.7 5.05

스웨덴 90.5 8.9 5.03

독일 82.5 12.3 3.39

집단평균 85.67(1) 8.30(1) 4.49(1)

미국 75 20.9 0.93

아동권 지원형
(lC)

프랑스 83.7 11.5 3.68

핀란드 85 3.3 5.25

집단평균 81.23(3) 11.90(2) 3.29(2)

권리 미지원형
(lc)

스페인 85.3 22 2.11

국 80.2 11.8 3.17

집단평균 82.75(2) 16.90(3) 2.64(3)

(자료)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35세-44세)은 OECD stat(2017), 아동 빈곤율 데이터는 OECD Family data(2017)을 사용하 음 

<표 6> 방과후 돌봄 서비스 유형별 사회적 성과 지표 비교

분석 결과 중 몇 가지 측면에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모·아동 권리 보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 유형(LC)에서 모든 사회적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아동 빈곤율의 경우 아동권 

보장형(lC)보다도 LC 유형에서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4) 두 개 지표의 종합전수로의 전환은 황은정, 유희원(2014)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개 지표의 값들을 표준
점수로 변환하여 합산한 후 (-) 값을 (+)로 전환하기 위해 상수를 더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적 성과 지표 종합 점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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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 설정시 아동권 뿐만 아니라, 부모의 노동권도 함께 보장하고자 할 때 오히려 노동권과 아동권 측

면에서 정책 효과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설은 추후에 실증연구를 통해 보다 자

세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책의 노동권 지원 수준이 낮은 아동권 지원형(lC)과 권리 미지원형(lc)을 비교해봤을 때, lC 

유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 눈에 띤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큰 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lC 유형 국가에서 부모의 돌봄권을 보장하는 

다른 제도가 함께 발달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 국가의 정치경제

적 성과는 한 개 제도만의 독립적인 결과가 아니라, 상보성을 지닌 여러 제도 조합의 결과물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상보적 관계에 있는 여러 가족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등이 함께 작동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lC 유형의 국가에서는 아동권을 중시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함께 비슷한 제도 구성논리를 지닌, 즉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정책

이 함께 발달하 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낮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lC 유형 중 프랑스는 표적인 가족화 정책인 가족수당제도가 크게 발달한 국가이다. 또한 이중

화된 노동시장으로 여성 저임금·시간제 노동자가 많고,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이후 시간제 노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맥락은 프랑스 여성들로 하여금 가족 지원방식에 있어 서비스 보다는 수당

수급과 시간제 근로 선택을 하게끔 기능하고 있다. 핀란드 또한 서비스를 강조하는 사민주의 국가들 사이

에서 적극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확 시킨 국가이다. 또한 돌봄에 있어 부모의 역할 상이 전통적 젠더 분

업적 모델을 유지하고 있어 여성의 양육자 역할을 강조하는 제도적 맥락이 존재한다(윤승희, 2010). 다만, 

본 연구에서 lC 유형에 속한 국가가 3개국밖에 없어 이러한 가설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기에 다수의 국가를 

포함한 추가 분석은 추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5. 결론 및 논의

코로나 19의 장기적인 확산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비 면

(Untact)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는 점이다. 면 접촉이 제한되기 시작하 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유

치원·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은 가정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에 

초등 돌봄이 매우 절실한 정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학령기 아동의 돌봄 문제는 유아

에 비해 상 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서비스 필요성 비 서비스의 공급 또한 적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긴급돌봄의 주요 상에 초등학생이 포함되고 그 수요가 폭발

하는 상황에서, 이들 또한 유아와 다를 바 없는 아이돌봄 정책의 주요 상이라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자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코로나 19의 확산 이전에도 학령기 돌봄에 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은 있었지만 시스템과 공급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이제는 아이들의‘방과 후’시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학령기 아동’이라는 상의 돌봄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이들에 한 돌봄 시스템에 한 재정

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한국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방향성에 해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 방과후 돌봄의 수요 비 절 적인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하기에, 적극적으로 서비스의 양적 

확 를 이룰 필요가 있다. 유형화 결과를 통해 서비스의 이용률과 재정지원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자연스레 아동권도 함께 보장되고 있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서비스의 양적 확 가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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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아동권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할 수 있다. 정책의 

양적 확 를 위해서는 이를 규정하는 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편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이는 

자연스레 아동의 권리를 높이게 될 것이다.

둘째, 한국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부모·아동 권리지원형(LC)에 속한 국가들의 방과후 돌

봄 서비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국가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학령기 아동의 아동권과 부모의 노동권 

지원에 힘쓰는 국가들이며, 각 권리의 보장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나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높은 사회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덴마크, 스웨덴의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들 두 국가는 에

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분류에서 사민주의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로, 기존의 선행 가족정책 유형 분류 

연구에서도 스칸디나비아 모델, 공공돌봄 모델 등으로 함께 묶여 온 북유럽 국가들이다. 즉, 방과후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타 돌봄 정책, 더 나아가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강하다는 특성

을 지닌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어떻게 운 되는지를 넘어서, 다른 사회 

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고 정합성은 어떠한지 등에 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제기된다. 물론 이들 

국가의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미는, 외국의 정책을 그 로 따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탐색

적 연구의 필요가 제기됨을 의미한다. 

셋째, 목표로 하는 사회적 성과 달성을 위해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설계시 타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

해야 한다. 한국은 교육제도 측면에서 짧은 저학년의 수업시수와, 노동시장 측면에서 긴 부모의 근로시간

이라는 제도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방향은 부모가 처한 노동시장의 현실

과 초등학교 교육 시스템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 하여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현존하는 긴 

시간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 상시돌봄을 시행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한 접근성을 폭 늘리는 

방향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상시돌봄을 제공하지만 선별요소가 있던 초등돌봄교

실과 지역아동센터의 선별성을 약화시키거나, 선별 요소 없이 상시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비중

을 확 시키는 방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국가비교에 있어서 처음으로 유형 분류를 시도하 으며, 돌봄 논의에서 

상 적으로 소외됐던 아동권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후속 연구의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의의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자료수집에

서의 한계와 방법론적 한계, 그리고 유형화 결과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제기된다. 추후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유형화 연구가 이뤄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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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Out-of-Shool Care Policy 

: A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Korean out-of-school care policy. 

For this, two indicators were selected and compared for 8 OECD countries: the level of 

state support for the guarantee of parents' right to work and of child's right, which are the 

main goals of care policies. First of all, Sweden, Denmark, and Germany belonged to the 

parents and child rights support group. There were no countries that belonged to the 

parents rights support type.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Finland belonged to the child 

right support type, and the United Kingdom and Spain belonged to the non-rights support 

type.

Since then,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suggested. First, it will be possible to 

guarantee parents' and children's rights together through quantitative expansion of policies. 

Second, exploratory research is needed on after-school care policies of countries belonging 

to the parental and child rights support type, which showed high social achievements. 

Third, for achieving social performa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sistency of other 

social systems, especially the labor market and the elementary school education system, 

when designing after-school c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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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표 1❘

발표 1

시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 돌봄 실천으로서 
소셜 페다고지 담론이 아동돌봄제도에 갖는 정책적 함의 

–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1)

백경흔 (이화여  여성학과 외래교수)

1. 문제제기

2000년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복지국가 재편에서 젠더질서 

조정은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다. 그리고, 여성주의 사회정책 연구자들은 젠더질서 조정의 핵심에 돌봄위기

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 사회에서 돌봄결핍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 화두가 되었

고, 돌봄 사회화와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공공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돌봄 사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와 관련해 탈가족화가 중요한 분석 개념으로 등장했다. 돌봄책임이 탈가족화되어야 노동

력의 상품화가 가능해진다. 이에 한국의 돌봄정책에 한 탈가족화(공식화)에 한 진단도 이루어지고(김은

지 외, 2017; 2018), 아동돌봄정책은 젠더 질서가 조정되는 중요한 정책 역이자 탈가족화 정책으로 주

목받기 시작했다. 

한국은 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서 2004년 공보육 개념이 도입되고, 선별적 복지가 아닌 모든 아동을 

위한 돌봄이 법제화되고, 2013년에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전계층 전연령 무상보육이 도입되면서 보편적 복

지 체제를 갖추었다. 이 과정에서 예산 확충과 보육시설 증가뿐 아니라 기관 미이용을 조건으로 하는 가

정양육수당도 도입이 되면서 탈가족화와 가족화가 공존하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김은지 외, 2017), 

가정양육수당에 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다(송다 , 박은정, 2019). 큰 틀에서는 현재 아동돌봄

정책은 보육정책 중심으로 예산, 시설 등 양적확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질적개선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온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예산확충과 양적확충을 토 로 보편적 무

상보육이 이루어졌지만 고용 성평등과 아동안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아동돌봄 패러

다임 자체에 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이에 탈가족화/가족화의 정책틀 이외에 현재 아동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안을 

모색하기 위해 윤리적, 철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돌봄정책은 해당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동돌

봄에 한 바람직성(desirability)이 반 되는 정책이다(Kremer, 2007; Pfau-Effinger, 2006). 각 제도 

이면에 바람직성이 반 되어 있고(김희강, 2016), 제도와 각 사회의 문화적 젠더 규범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성 고용과 돌봄이용 패턴이 결정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Tronto(2014) 돌봄윤리 관점에

서 아동을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 보는 전제로 성평등과 아동안녕을 모두 달성하는 아동돌봄제도의 규범

1) 이 논문은 2020년 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60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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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원칙을 이론적인 자원으로 삼고(백경흔, 게재예정), 이러한 규범적 원칙을 실현하는 사례로서 소셜 

페다고지 담론을 덴마크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돌봄윤리 관점의 성평등한 아동돌봄제도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보편화되면서 젠더질서 조정은 복지국가 재편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탈상품화, 탈

가족화 개념을 통해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Esping-Andersen, 1990; 송다 , 2012; 윤홍식, 2007). 후기산업사회에서 복지국가 역할은 노동력의 

탈상품화뿐 아니라 성별과 노동시장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의 탈가족화-상품화-탈상품화-가족화의 원

활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윤홍식, 2011: 14). Esping-Andersen(1990)은 탈가족화, 탈상품화 개념에 

기초해 복지국가 체제를 구분한다.2) 

Pfau-Effinger(2012: 25)는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분류가 설득력이 있지만, 국가 간 차이

는 국가, 사용주, 고용인 표 사이의 갈등과 협상 과정뿐 아니라 노동과 가족을 배치하는 협상 과정의 결

과이고 특별히 아동돌봄은 해당 사회의 가족과 관련한 문화적 모델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Pfau-Effinger(2012)는 탈가족화(공식화)의 방향성을 전제해 탈가족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탈가족화는 비공

식 돌봄이 공식화되는 과정으로서 단선적 과정이 아니라 유급 비공식, 반 공식화 등의 다양한 공식화의 

경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공식과 비공식 노동이 재조정되고, 비공식 노동을 중심으로 숨겨

진 체제(hidden regime)가 있음을 제안하는데, 이는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과 달리 가족규

범 등의 문화적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다.3) 

후기산업사회에서 아동돌봄은 표적 비공식 노동이며, 돌봄 성역할, 돌봄 내용, 돌봄 의미가 변하면서 

공식노동과 비공식노동이 재조직화된다(Jensen, Pfau-Effinger and Flaquer, 2012). 아동돌봄의 공적공급 

정도와 유급 부모휴가 변수가 돌봄노동의 공식화와 비공식화에 향을 미치며, 각 사회의 사회문화적 젠

더규범이 이러한 변화를 중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Pfau-Effinger, 1998). 따라서 어떠한 돌봄규범 혹은 

돌봄 이상이 해당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가는 여성 고용과 돌봄 패턴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Kremer, 2007; Pfau-Effinger, 2006)4). 가령,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의 노르딕 국가들은 사

회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지만, 모성 규범이 동일 하지 않고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정책내용이나 부모권과 

노동권 추구 방향에 차이가 있다(윤홍식, 2007). 독일은 보수주의 복지 레짐이지만, 상이한 발전경로를 경

험한 동독과 서독 지역의 사회문화적 젠더규범이 다르게 형성되었고, 그 결과 두 지역의 여성 고용과 돌

2) 사회민주주의 복지 레짐은 비공식 노동을 공식적 고용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자유주의 복지 레짐은 
아동돌봄이 적어도 중간계급까지는 시장 기반의 기업의 공식 고용을 통해서 복지가 제공되고, 저소득 집단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봉사노동에 의지하고, 보수주의 복지 레짐은 가족/친족 연  레짐이라고도 불며, 가족 내부에서 제공되는 
비공식 노동의 양이 특별히 많다는 특징이 있다(Esping-Andersen, 1990). 

3) Pfau-Effinger(2012; 30)는 가족모델을 6가지로 제안한다. 1) 가족 경제 모델 2) 남성 생계부양 가족의 아내 모델 
3) 남성 생계부양/아내 파트타임 돌봄 제공자 모델 4) 이중(파트타임) 생계부양자/이중 (파트타임) 돌봄 제공자 모델 
5) 이중 생계부양자/외부 돌봄 모델 6) 이중 생계부양자/확장된 가족 돌봄 모델. 가족 문화 모델은 1) 가족구성원의 
고용 관계, 2) 아동 양육의 적정한 영역, 3) 가족 내 적정한 성별노동분업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Pfau-Effinger는 여성 고용 특히 유자녀 여성 고용의 국가 간 차이는 1) 가족정책 2) 노동시장 구조 3) 문화적 차이
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된다고 밝힌다. 

4) Krermer(2007)는 전일제 모성, 부모 공유, 리 엄마, 세 간 돌봄, 전문적 돌봄의 5가지로 돌봄이상을 유형화 한다. 



❘자유발표 1❘

353

봄패턴이 동일하지 않다(Pfau-Effinger, 2006). 

결국, 국가 간 비교에서 각 사회 아동돌봄의 바람직성에 한 윤리적 검토가 중요해진다(Krermer, 

2007). 여성이 고용과 돌봄을 선택할 때 어떤 윤리적 압박을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본 연

구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가 함께 옹호될 수 있는 성평등한 아동돌봄제도의 조건을 돌봄윤리 관점에서 모

색한 분석틀을 가져온다(백경흔, 게재예정). 해당 분석틀은 기존의 성평등한 아동돌봄제도 논의가 성인 중

심의 젠더질서 재편에 집중해 있었고, 탈가족화가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집중하면서 ‘정책이 

지향해야할 바람직성(김희강, 2016)’에 한 판단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되었다. 

돌봄윤리 관점의 성평등한 아동돌봄 제도의 중요한 요건은 아동의 시민됨에 한 인정이다(백경흔, 게재

예정). 여성에게는 독박 돌봄책임을 그리고 남성은 특권적 무책임이 허용되었던 돌봄 성별화는 여성 억압

의 문제로 다루어졌지만, 젠더뿐 아니라 세 를 축으로 교차성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Tronto, 2020) 돌

봄망의 가장 끝에 수혜자로 비정치화되었던 아동 관점을 정치화한다면 더 민주적이고 더 윤리적인 돌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제다. 아동의 시민됨을 토 로 하는 아동돌봄제도는 여성과 아동권리를 모두 옹호하

고, 성평등과 아동안녕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아동의 온전한 시민권에 한 인정과 관련해 아동은 어리고 의존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호와 관리 

상으로 고려되면서 발언권과 참여권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 Tronto(2014)의 돌봄윤리 관점의 

돌봄권은 전통적 사회권과 다르다. 전통적 사회권으로서 돌봄권에서 돌봄은 서비스로 여겨지고, 서비스를 

받을 자격 검토가 중요해진다. Tronto는 충분한 돌봄을 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권 보장을 위한 공적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중요한 돌봄권으로 보고, 돌봄을 단지 서비스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하는 활동이자 

사회적 과정으로 고려한다. 이때 아동은 단순히 서비스 수혜자로만 여겨지지 않고 함께 하는 활동으로서

의 돌봄에 참여할 권리가 중요해진다. Tronto는 모두가 자신이 돌봄의 수혜자라는 생각을 정상화할 때 

수혜자를 타자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민주적이고 윤리적인 돌봄이 가능하다고 본다. 

Tronto(2014) 돌봄윤리 논의를 기반으로 성평등과 아동안녕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아동돌봄제도의 규

범적 원칙을 아래와 같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양자관계 신 삼각화. 즉, 모성과 아동기 통념의 변화를 

통해 양자관계 기반의 전일제 모성 통념을 비판하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함께 하는 활동으로서 

돌봄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이때 모성통념의 변화뿐 아니라 아동 관점의 좋은 돌봄

이 무엇일까에 한 성찰이 중요해진다. 둘째, 엄마 일의 이상적 돌봄 원형 신 탈성별화 가능성을 가진 

제3의 전문화된 실천. 돌봄실천을 엄마의 역할이나 엄마의 리 역할로 보지 않고, 집에서 엄마가 하던 

일을 신 수행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서 아동돌봄을 새로운 전문성을 가진 실천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 셋째, 위계적 분절화 신 전체적 접근의 일원화. 돌봄을 엄마의 일로 보는 관점은 돌봄을 

여성성과 연계시키고, 여러 실천 중에서 여성성이나 엄마 일을 더 닮아 있는 실천을 위계적으로 저평가하

면서 분절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돌봄관련 실천들이 분절되지 않고, 시민으로서의 아동의 돌봄요구에 전

체적 접근으로 응하는 돌봄실천을 구성해야한다. 넷째, 모든 시민 아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접근. 특정 인

구집단 아동의 이탈이나 배제가 있을 경우 아동돌봄이 더 나은 질이 되기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공적과

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모든 시민아동의 요구를 고려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뿐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의 국가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규범적 원칙을 5가지 돌봄이상 유형이 여성 시민권에 미친 향력을 살펴본 Kremer(2007)에 

아동의 시민권을 포함해서 살펴보면 전문적 돌봄 이상이 여성과 아동 시민권을 보장하는 방안임을 알 수 

있다5). 본 연구는 이러한 규범적 원칙을 더 구체화 해서 현실에서 전문적 돌봄이상의 모델을 탐색하는 문

제의식에서 소셜페다고지 담론을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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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윤리 관점의 성평등한 소셜페다고지 담론 

(1) 이원화 체계의 일원화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한 돌봄요구가 증가하고, 아동돌봄정

책이 별도의 정책 역으로 양적으로 확충되어왔다. 현재 아동돌봄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교육체

계와 복지체계의 이원화이다(강지원, 이세미, 2015)6). 그런데,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접근7)은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니다. 후기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Moss(2006)는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19세기의 유산으로 설명한다. 

한 서비스는 가난한 노동자 가족 아동돌봄을 위해 개발되었고(nurseries, creches), 다른 서비스는 중

산층 아동교육을 위해 개발되었다. 이원화된 체계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발견된다. 

복지제도 내 아동돌봄 서비스와 교육 제도 내 조기 교육 서비스로 이원화되어 있다. (유치원, nursery 

schools)(Moss, 2006: 157)

젠더질서 관점에서 보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이상적 규범일 때 이원화된 보육과 교육 시스템은 최

적화된 체계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중산층 이상 여성과 중하층 계급 여성의 가정주부화는 계층화되어서 

나타났다(Mies, 2014). 중산층의 유자녀 여성은 유급노동이 선택이었기 때문에 외부 돌봄보다 교육 수요

에 집중하고, 중하층 여성은 유급노동에서 자유롭지 못한 계층 문제로 인해 외부 아동돌봄이 필요했을 것

5) [표 1] 돌봄 이상과 여성과 아동 시민권 

구 분 전일제 모성 부모 공유 리엄마 세 간 돌봄 전문적 돌봄

누 가 엄마(여) 부모(여남) 유사 엄마(여) 조모(여) 전문가(여남)

어디서 가정 가정 가정/유사가정 가정과 유사가정 가정 밖

여성고용 낮음
수는 높음, 비중은 

적음, 파트타임 높음
중간 조모 낮음(45 +), 딸 높음 높은 전일제

여성소득 낮음 중간, 상호의존성
워킹맘 높음, 리엄마 

낮음
구세  낮음, 젊은 세  

높음
높음

돌봄참여 여성-높음, 남성-낮음 ‘여/남’-중간
리엄마 높음, 워킹맘 
낮음, 아빠 낮음

구세  높음, 젊은 세  
낮음

부모 낮음

돌봄 탈성별화 가능성 없음 있음 없음 없음(주로 조모) 있음

여성 시민권 여성 2등 시민권 강화
결혼 지위(한부모), 

계층 차이 
계층 차이

세  차이, 조부모 내부 
계층 차이

긍정적 영향

양자관계/삼각화1) 양자 관계 제한적 삼각화 양자 관계 양자 관계 삼각화

엄마일 돌봄 원형의 극복2) 어려움 가능성 있지만 어려움 어려움 어려움 가능

위계적 분절화 극복3) 어려움 어려움 어려움 어려움 가능

모든 아동 요구4) 어려움 어려움 어려움 어려움 가능

아동 시민권5) 사적 존재 사적 존재 사적 존재 사적 존재 긍정적 영향

출처: 백경흔(게재예정)의 <표1>을 가져온 것임. 
   주: Kremer(2007: 228) 표 8.6에서 Kremer 논의를 정리해서 여성 시민권 항목을 추가했음. Kremer(2007)는 1. 

노동시장 참여, 2. 돌봄 참여 3. 소득과 경제적 의존 관계 4. 위계적 성별관계 변화 5. 돌봄의 탈성별화 등을 여성 
시민권 지표로 고려함. 그리고, 1)~ 5)는 백경흔(게재예정)의 규범적 원칙과 아동 시민권 항목을 추가한 것임.

6) 영유아기 아동은 교육부 산하의 유아교육과 복지부 산하의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초등학령기 이후도 학교 체제 
내에서 교육복지 이름으로 교육과 복지가 결합되고, 전통적 복지 차원에서 상이 아동과 청소년으로 확 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아동돌봄정책 상의 범위와 서비스 내용이 유사하면서도 운영방식과 전달체계가 달라서 상자 연령이 
중첩되거나 사각지 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강지원, 이세미, 2015).

7) 본 연구는 18세 미만 아동의 돌봄요구를 해결함에 있어서 교육과 복지의 이원화 경향은 영유아기의 유아교육과 보육
의 이원화뿐 아니라 다른 연령 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로서 유사한 함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인용 가
능한 기존 연구물들이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장 여성경제활동참여에 중요한 시기로서 영유아기 돌봄에 집중
해서 분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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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문제는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보편화되고, 아동의 공적 역에서의 일상이 보편적 규범이 된 후기 산

업사회 맥락에서 이원화 체계가 어떻게 재조정되는가이다. 이러한 이면에는 여성의 역할뿐 아니라 여성의 

돌봄을 받는 아동과 아동기의 의미를 어떻게 새롭게할 것인가의 문제가 놓여 있다. 

1960년  이후 선진 산업 국가들이 아동교육과 돌봄의 새로운 요구에 응하면서 교육과 돌봄(보육)의 

분리된 체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흐름이 있다. 주로 복지에서 교육 문제로 관점이 이동되는 경향이 있다(박

은혜, 장민 , 2014). 그리고, 단일 부처나 기관 책임하에 운 되는 통합된 시스템이 품질, 보편적 권리, 

비용의 지불 가능성, 인력의 자격조건 등에서 더 낫다고 평가된다(Benett, 2008: OECD 2017a 재인용). 

그 결과, 2017년 현재 OECD 회원국 반 이상의 ECEC8)가 교육과정과 지배 권한에 있어 통합되었다

(OECD, 2017). 뉴질랜드는 1986년, 스웨덴은 1996년, 국은 1998년, 노르웨이는 2005년, 덴마크는 

2011년, 핀란드는 2013년에 교육부로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었다(박은혜, 장민 , 2014). 사회복지로 일원

화된 국가도 결국은 교육으로 통합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덴마크는 사회복지 및 통합부에

서 관할했으나 2011년 10월 이후 유아교육부로 권한이 옮겨졌고, 핀란드도 유아교육이 복지적 경향이 강

하게 남아 있다가 2013년부터 사회복지보건부에서 교육문화부로 업무가 이관되었다(이건희, 김정숙, 

2013). 스웨덴도 사회복지 개념에 근거해 출생 후 만 6세까지 유아를 사회복지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에

서 관장하던 표적 국가이지만, 1996년부터 모든 업무를 교육과학부로 이관해 관장하며 출생에서 만7세 

미만까지 선진화된 유아교육 학제를 구축하고 있다(신은수, 정미라, 박은혜, 2009: 박은혜, 신은수, 2012: 

278에서 재인용).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벨기에,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 미국 등이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ECEC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다른 부처 책임하에 제공되

는 경우다(OECD, 2017b)9). 

(2) 아동돌봄 담론에서 소셜페다고지 담론으로 

이원화된 체계의 일원화와 더불어 아동돌봄 담론에서 소셜페다고지 담론으로의 변화라는 변화가 목격된

다. Moss(2006: 154)는 후기 산업사회 진입 후 아동돌봄 제도의 두 가지 전환을 설명한다. 첫째는 양적 

확 로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을 보편화하면서 공공정책 담론을 옹호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다10). 여

성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돌봄 공백 위기에 한 응으로 보육 등의 아동돌봄 시설과 이용 아동 수가 증

가한다. 두 번째는 아동돌봄 문제와 씨름한 국가들에서 아동돌봄 담론에서 페다고지 담론으로의 전환이 

목격된다고 밝힌다. 두 번째 전환은 양적 확장이나 질적개선을 넘어서 아동돌봄의 패러다임의 윤리적, 철

학적 전제를 변화시킴으로써 모성과 아동기 통념의 변화를 가져온다. 

두 담론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아동돌봄 담론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주로 보이는 패턴이며, 가장 

이상적 돌봄은 엄마 돌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리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돌봄을 제도

화하는 경향이다. 아동돌봄이 제도화될 때 애착 페다고지와 같이 부모/엄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돌보는 것이 아동발달에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고, 엄마가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 엄마-자

녀의 양자적 모델에 기반해서 돌봄이 이루어진다. 이때 아동 시민권은 논의되지 않고, 교사 역할은 리 

엄마 역할에 제한된다. 서비스 노동자로서 모성본능이나 가사노동을 통해 습득된 질이나 유능함이 기 된

8) OECD는 조기 아동기 교육과 돌봄을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로 개념화한다. 본문에서 OECD 
보고서를 인용할 때 ECEC로 표기한다. 

9) Kaga, Barnett and Bennett(2012: 12-17)은 한국의 유·보 이원화에 문제제기하고, 통합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10) 예를 들어, Hayes, Palmer, and Zaslow(1990)에 의하면 미국은 다른 근 화된 국가들과 달리 명확한 공공 보육

정책이 없었다. 1960년  중반 이후부터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했지만, 보육은 사적 가족 문제로 남았고, 1980년
까지 빈곤문제로 받아들여졌다. 1990년  들어서면서 빈곤문제라보다 다수 미국의 아동과 가족이 겪는 일상의 문
제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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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rermer(2007)의 전일제 모성 통념, 리엄마, 세 간 돌봄 등의 돌봄 이상도 이러한 아동돌봄 담론

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런데, 돌봄윤리 관점에서 본다면(Tronto, 2014), ( 리)엄마-자녀의 양자관계의 

비민주성을 배태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또한, 엄마 일을 돌봄의 원형으로 보기 때문에 돌봄이 여성

성와 연계되어 저평가되고 기존 교육체계와 위계적 분절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페다고지 담론은 사회민주주의 노르딕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Moss, 2006).  모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 공급 담론으로 부모 고용 지위와 무관하다.11) 부모 고용지위와 무관하다는 것은 여성

의 문제를 풀기 위해 아동을 도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아동 요구로부터 시작하는 아동을 위한 돌봄으로

서 접근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페다고지 담론에서 아동돌봄 서비스는 질적으로 다

른 경험과 관계를 제공해 가정이나 엄마 역할을 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보완한다는 점이다(Moss, 

2006). Kremer(2007)의 전문적 돌봄이상을 지향해서 ( 리)엄마-자녀의 양자관계의 비민주성도 벗어나

고, 엄마 일을 돌봄의 원형으로 보고, 여성성과 돌봄을 연계해서 저평가하지도 않는다. 아동돌봄 인력은 

성찰하고 연구하는 실천가들이며, 많은 경우 학교 교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다(Moss, 2006). 결국, 소셜

페다고지 담론은 성찰하고 연구하는 실천가라는 새로운 전문성을 가진 돌봄인력을 통해 전문화된 제3의 

새로운 실천으로서의 돌봄을 구성한다.

(3) 조기교육과 소셜페다고지 접근

앞서 사회복지와 교육의 이원화된 아동돌봄 체계의 교육으로 일원화 경향을 밝혔고, 이어서 아동돌봄 

담론에서 소셜페다고지 담론으로의 변화를 논의했다. Kremer(2007)의 전문적 돌봄이 아동과 여성 시민권

을 모두 보장하는 가능성을 가지지만, 제3의 탈성별화 가능성을 가지는 전문적 돌봄이 무엇이 되어야 하

는지 교육으로의 일원화나 소셜페다고지 담론으로의 변화라는 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육으로의 일

원화가 기존 교육체계로의 흡수를 의미하는지 혹은 소셜페다고지가 교육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3의 실천

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Cameron and Moss(2007: 10)는 아동돌봄이 교육에 흡수되는 경우와 사회적 돌봄과 페다고지로 흡수

되는 경우를 구분한다. 즉, 교육으로의 일원화라는 방향은 자칫 기존 교육체계의 편입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조기교육과 소셜페다고지 접근의 차이를 보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3의 새로운 전문적 실

천으로서의 가능성을 소셜페다고지 담론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OECD(2006)는 ECEC 역의 일원화와 

교육으로의 통합 경향과 관련해 조기학습(early learning)과 소셜페다고지를 구분해서 설명한다. 두 접근

은 아동과 아동기에 한 철학적 전제가 다르며, 이로 인해 교사역할, 기관역할, 돌봄내용, 교육과정 등의 

내용도 다르다. 

먼저, 조기 학습은 순차적 접근이고, 소셜 페다고지는 전체적 접근이다(OECD, 2006). 조기 학습은 교

사가 아동의 지식과 기술을 단계별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가정하며, 학교 입학준비의 의미가 크다. 이때 아

동은 되어가는(becoming) 존재이며, 아동기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로 의미화된다. 조기학습은 인위적

이고, 흥미를 유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OECD(2006)는 어떤 접근을 선택하느냐는 해당 국

가의 인구집단 구성과 사회적 상황에 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가령, 프랑스나 미국 등 어권 국가는 

인지발달, 조기 언어/숫자 교육에 집중하는데, 이를 계층과 인종 측면에서 아동 인구가 다양하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미국에서 아동이 빈곤 혹은 언어나 문화차이로 입학 전에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이나 언어/숫

11) 한국 보육정책이 보편적 무상보육이지만, 여전히 다자녀, 취업모 등을 우선순위로 하거나 연장보육, 영아 종일제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등 취업모 등 여성 내부의 특정 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과 매우 
차별화된다. 여성 취업을 위해 아동돌봄 정책을 설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의 요구를 중심으로 아동을 위한 아동돌봄 
제도를 구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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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공정한 시작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

문에 조기학습이 강조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소셜페다고지는 참여적 민주주의 실현과 같은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OECD, 2006). 북유럽 중

심의 소셜페다고지는 모든 발달 역을 놀이와 폭넓은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해결하고, 능동적인 학습과 

복합적 경험을 격려한다. 그룹 프로젝트 작업의 기본은 언어, 협상, 의사소통 등이며, 지식전수보다 사회

적 상호작용 기술 발달이나 언어와 의사소통 등 기본적 유능감과 중요한 학습 역을 제시하고, 아동의 다

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촉진한다. 페다고지는 전체적 접근으로 아동 돌봄, 양육, 교육을 포괄하는 아동과의 

적극적 관계로 해석된다. 소셜 페다고지 접근의 교육과정 개발에서 아동에 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소

셜페다고지 담론에서 아동기는 성인 집단에 가능한 빨리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준비시간이 아니다. 지금 여기의 의미를 중요하게 보고 아동의 안녕, 자율성, 자유에 한 권리를 인정한

다. 아동을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기관에서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본다. 소셜페다고

지는 학습을 통한 지식전수와 달리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 행위자성을 발달시킬 수 있고, 동기부여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요약하면, “조기 교육 접근은 보통 더 중앙집권화되고 학문적 경향의 커리큘럼 내용, 방법이 특징적이고, 

사회 페다고지 전통은 더 지역적이고, 아동중심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을 가진다(OECD, 2001; 2006: Jensen, 

Broström & Hansen, 2010: 2에서 재인용).” 조기학습이나 소셜페다고지 담론은 정책과 제도로서 채택

할 수 있는 선택지이며, 특정 사회문화적 전통에서만 전유하는 접근은 아니다. 각 접근 이면에 상이한 아

동과 아동기에 한 윤리적, 철학적 전제가 자리잡고 있다. 조기학습은 아동은 지식전수가 필요한 상이

며, 아동기는 학습관리가 중요하며, 소셜 페다고지에서 아동은 유능한 시민을 전제로 하며, 아동기는 무엇

인가를 위한 준비기라기보다 그 자체로 중요한 삶의 단계이다. 아동과 아동기의 차이가 교사/기관, 교육과

정 등을 포함해 아동돌봄정책의 세부내용의 변화로까지 연결되며, 아동 일상에도 향을 끼친다. 즉, 아동

안녕과 성평등 목표에 향을 미친다. 

그런데, 유아기 아동의 교육이나 돌봄이 취학 후 학습에 도움이 되는 준비시간으로 짜여질 경우 유

아기가 학교화(schoolification)될 것에 한 우려가 있다(Moss, 2006). OECD(2001)도 학교와 ECEC의 

협력 증진이 ECEC를 학교 같은 접근으로 동화시킬 위험을 우려해서 ECEC의 새로운 실천은 지금 현재로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아동기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셜페다고지 전통의 노

르딕 국가 내부에서도 교육부로의 통합 이후 신자유주의 하에서 아동이 투자 상이 되고, 참여로서의 배

움 신 학습적 인지발달을 중시하면서 학교화되어 가는 것에 한 우려가 있다(Anders, Stig and Ole, 

2010; Otterstatad and Braatheb, 2010). 

자료: 본문 내용을 표로 정리함

조기 학습 소셜 페다고지 

접근방법 순차적 접근 전체적 접근

교육내용 지식전수, 인지발달, 언어/숫자 교육
능동적 학습, 복합적 경험, 언어/협상/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목표 공정한 시작을 위한 입학전 학력격차 해소 참여적 민주주의 실현의 사회적 목표 추구 

아동과 
아동기

되어가는 존재,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 투자 관점, 학
습/발달되어야 할 존재  

지금 여기의 그 자체로 중요한 삶의 단계, 아동의 안녕, 
자율성, 자유에 한 권리 인정,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
민, 자기조절 능력과 행위자성 

가버넌스 중앙집권화 지역적 

[표 1] 조기학습과 소셜페다고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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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학술논문, 법령12), 정책자료, OECD와 EUROSTAT 등의 통계를 활용하는 문헌연구이다. 본 

연구는 먼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덴마크,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 자유주의 복지국가 국 3 국가를 

선정한다. 3 국가를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고용 성평등은 가족정책에서 탈가족화 개념

을 통해 논의되어왔다. 그리고 본 연구는 탈가족화를 보완하는 논의로 아동의 시민됨을 기반으로 하는 소

셜페다고지 담론을 소개한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성평등과 아동안녕이 달성될 수 있

음을 살펴보기 위해 서로 다른 복지 레짐에 속하지만, 소셜페다고지 전통을 도입하고 있는 3개 국가를 비

교한다. 

먼저,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중심으로 시장형, 가족화 우선형, 가족화·탈가족화 병행형, 탈가족화 우선형, 

미발달형의 5개 유형으로 구분할 때(윤홍식, 송다 , 김인숙, 2015: 181), 국은 시장형, 독일은 가족화 

우선형, 덴마크는 탈가족화 우선형으로 구분된다13). 그리고, 탈가족화/가족화 관점에서 서로 다른 복지국

가 레짐에 속하지만, 모두 소셜페다고지 전통과 연계되어 있다. 소셜페다고지는 19세기 중반 독일을 중심

으로 이론적 기초가 마련되고, 개념화되었고, 이후에 여러국가로 확산되면서 국가 간 이론 및 실천에서의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독일의 소셜페다고지(social pedagogy)는 교육과 사회 간의 관계성에 주목한 하

나의 사고방식과 실천으로 이해된다(Hamalainen, 2015; 김미향, 2021: 2 재인용). 

김미향(2021)은 소셜페다고지를 독일 중심의 유럽권, 국( 미권), 일본(아시아권)으로 구분한다. 독일

에서 소셜페다고지가 개념화되었다면, 미권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분위기로 인해 이론적 전통은 존재하

지 않는다. 국은 1990년  이후 소셜페다고지를 받아들인 후발주자이이며, 아동돌봄, 청소년활동, 사회

사업, 지역사회개발 관점에서 소셜페다고지 관점이 소개되었다. Moss(2006)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국

이 소셜페다고지 담론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나타난 장애들을 조명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소셜 페다고지 담론은 바키(Bacchi, 1999) 논의에서 주로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성평

등과 아동안녕을 동시에 추구하는 아동돌봄제도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덴마크 페다고지는 인지발달, 아

동의 사회화 및 돌봄, 그리고 학교 외부 발달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1960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 

학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김미향, 2021). 1960년 는 덴마크에서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본격

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덴마크 소셜페다고지는 주로 실천 중심으로 발전해서 이론

적 논의와 연구는 상 적으로 약한 편이라는 평가도 있다(Nivaala, 2019; 김미향, 2021: 9 재인용). 

결국, 한국은 양적 확 로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을 보편화하면서 공공정책 담론을 옹호하는 전환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아동돌봄에서 소셜페다고지 담론으로의 두 번째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소셜페다고지 담론을 기반으로 아동돌봄을 제도화 하면서 아동 시민됨의 

인정을 기반으로 성평등과 아동안녕의 정책 목표를 모두 이루어내고 있는 표적인 국가로서 덴마크의 경

험을 살펴보고자 한다14). 

12) 덴마크 아동돌봄과 관련한 법령은 아동교육부(Børne- og Undervisningsministeriet, 2022)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주간·여가·동아리 서비스 등에 관한 법(이하 ‘『데이케어 법』’)』과 사회내무부(Lov om social service, 2005)
의 『사회서비스 법』을 주요하게 참조한다. 법령은 덴마크어로 되어 있으며, 구글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덴마크어에서 
한글로 번역해 내용을 파악했음을 밝힌다. 

13) 영국은 시장형으로 가족화나 탈가족화에서 모두 국가 역할은 미비하고, 신 시장이 돌봄의 사회화의 주된 방식으로 
자리잡는다. 독일은 가족화 우선형으로 돌봄의 사회화 보다 돌봄의 가족화에 상 적으로 관 한 지원을 하고, 가족화 
정책이 탈가족화의 체재로 위치지워지는 특징이 있다. 덴마크는 탈가족화 우선형으로 탈가족화 정책이 돌봄정책의 
근간을 이루며, 가족화 정책이 탈가족화 정책을 보완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윤홍식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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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틀

분석은 두 파트로 구분된다. 먼저, 3 국가의 고용과 아동돌봄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같은 소셜페다

고지 담론의 전통을 공유하더라도 탈가족화 경향에 따라 성평등과 아동안녕의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살

펴본다. 다음으로, 덴마크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덴마크 분석에서는 앞서 Tronto(2014) 돌봄윤리 

관점에서 제기된 주요한 규범적 원칙들을(백경흔, 게재예정) 적용해서 다음 이슈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아동 시민권에 한 인정, 둘째, 돌봄윤리 관점의 돌봄권 보장, 셋째, 양자관계의 삼각화, 넷째, 엄

마일 돌봄원형의 극복, 다섯째, 위계적 분절화 극복, 여섯째, 모든 아동 요구. 

4. 덴마크 사례 분석 

1) 덴마크 고용 및 돌봄 현황

(1) 고용 현황 

덴마크는 맞벌이형 성평등 국가이며(김민혜, 강 호 2020)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Kleven, Landais and Sogaard, 2019). 4개 국가 중 덴마크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가장 높고, 성별 격차도 6%로 가장 낮다[그림 1]. 14세 미만 자녀가 적어도 한 명 있는 유자녀 여성 고용

율도 덴마크가 81.7%로 가장 높고, 시간제, 전일제로 구분해서 보면, 시간제 비중이 9.1%로 가장 낮다[그

림2]. 유자녀 여성 부분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제로 일한다고 볼 수 있다. 국과 독일은 [그

림 1]과 [그림 2]를 함께 비교해서 볼 때 덴마크 보다 성별 경제활동참여율 격차도 클 뿐 아니라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수준도 더 낮고, 시간제 비중이 높아 고용 성평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Jensen and Rathlev(2012)에 의하면, 덴마크 여성 고용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60년  탈산업

화와 더불어 노동집약적 공적 서비스와 아동돌봄/노인돌봄/교육/보건의료 등 돌봄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접근가능하고 매력적인 일자리가 여성들에게 제공되었다. 같은 시기에 아동돌봄 공식화도 이

루어지고, 고품질의 지불가능한 공적인 돌봅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제공되면서 비공식적 자발적 돌봄노동이 

감소되었다. 둘째, 덴마크는 이주 노동자 경로보다 여성 노동자를 선택했고,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

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촉진되었다. 셋째, 1990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비숙련 일자리 자격조

건이 업그레이드되고, 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비교적 낮다. 여성이 전일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자아

상, 정체성, 사회적 위치에 한 태도가 변화되면서 모성통념이 약화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덴마크에서 

젠더관계가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남성 생계부양 모델 약화되었다. .

14) 소셜 페다고지 담론은 바키(Bacchi, 1999) 논의에서 주로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성평등과 아동안녕을 동시에 추구
하는 아동돌봄제도의 한 유형으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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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Employment Databas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by sex and age group. 국별 데이타 추출(2022년 4월 21일 접속)

[그림 1]국별 성별 경제활동 참여울(15-64세)(2019년)  (단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LMF1.2 Maternal employment, Chart LMF1.2.A Maternal employment rate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에서 국별 자료 추출(2022년 4월 21일 접속)

주: 1. 한국은 해당 자료에서 시간제와 전일제 구분 제공되지 않아 전체 고용율 표시함. 한국 기혼여성은 14-54세, 아동은 0-17세임. 
2. 시간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고용율(덴마크 0.1%, 독일 0%, 국 0.8%)은 제외함. 

[그림 2] 0-14세 자녀가 적어도 한 명 있는 여성(15-64세) 고용율(2019년)(단위:%)

(2) 돌봄 현황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가족정책은 직업이 보장되는 부모휴가, 공적 아동돌봄 공급, 비교적 평등한 젠더규

범 등의 관 한 특징을 보인다(Kleven, Landais and Sogaard, 2019). 휴가권리와 공적아동돌봄 공급에 

한 권리 모두 아동돌봄과 관련한 중요한 사회권이지만(Knijin와 Kremer, 1997: Pfau-Effinger, 2006: 

141), 두 가지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가에 따라 여성 고용과 돌봄 패턴이 달라지고, 해당 사회의 이상적 

돌봄규범도 다르게 형성된다. 일가정양립에 관 한 휴가와 고품질의 공적 아동돌봄 공급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관 한 모성 휴가를, 덴마크는 1960년 부터 공적 아동돌봄 제도 

경로를 선택했다(Leira, 1992; Jensen and Rathlev, 2012 재인용)15). 

15) 덴마크의 짧은 모성휴가와 공적 아동돌봄 경로 선택은 1960년  중반부터 워킹맘의 요구, 로컬 노동시장 요구, 고용주 
요구가 결합되면서 이루어졌고 덴마크 모성휴가의 질은 비교적 나쁜 편이다(Jensen and Rathlev, 2012). 2018년 현
재 유급 모성휴가 18주, 직업 보장되는 유급 육아휴직 32주, 유급 부성휴가가 2주이다.

모성휴가 직업보장되는 육아휴가 유급모성및육아휴가 유급아버지특정휴가
덴마크 18.0 32.0 50.0 2.0 
독일 14.0 148.0 58.0 8.7 
한국 12.9 52.0 64.9 52.6 
영국 52.0 18.0 39.0 2.0 

[표 2] 국별 휴가정책 (2018년) (단위: 주)

자료: OECD Stat, Employment Dataset에서 국별 자료 추출(2021년 4월 2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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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아 아동돌봄 기관 등록률을 보면([그림 3]), 3-5세는 덴마크가 국과 더불어 가장 높고, 0-2

세 아동은 덴마크가 56%로 독일과 국보다 높지만 한국의 62.7%보다는 낮다([그림 3]). 더불어서 학령기

의 센터 기반 방과후 서비스 참여율을 6-8세, 9-11세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덴마크는 77.7%와 54.9%로 

6세 이후 아동기에서 방과후 서비스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다([그림 4). 덴마크는 6-8세와 9-11세 아동의 

경우 10명 중 8명이 그리고 둘 중 한 명이 각각 센터 기반 방과후에 참여하고 있어 아동의 이상적 돌봄

공간이 사적 역 가구가 아니라 공적 역이라는 돌봄 규범이 상당히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비공식 돌봄 비중을 살펴보면, 덴마크가 0-2세, 3-5세, 6-12세 모든 연령 집단에서 0.5%, 0.2%, 1.8%로 

([그림 5]), 비공식 돌봄에 한 의존율이 매우 낮다. 덴마크는 비공식 돌봄에서 공식돌봄으로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고, 아동돌봄 서비스 확장으로 일상 돌봄에서 친족 돌봄은 매우 드물다. 이미 1999년에 3세 반 

아동에 한 설문조사에서 단지 2%만 조부모나 다른 친족이 돌본다고 응답해 조부모는 정기적 돌봄제공 

역할을 거의 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비상시에만 돌봄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Cameron and Moss, 

2007: 27). 

자료: OECD Family Database, Chart PF3.2.A.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 to 
2-year-olds에서 국별 자료 추출 (2022년 4월 21일 접속)

[그림 3] 영유아 아동돌봄 기관 등록률(2018년) (단위: %)

(단위:%)  (단위: 시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PF4.3 Out-of-school-hours care, Chart PF4.3.A. Participation rate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와 Chart PF4.3.B. Average hours in centre-based out-of-school-hours services during 
a usual week에서 국별 자료 추출(2022년 4월 21일 접속)

주: 1. 국은 2018년 참조. 데이터는 센터 기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평상시 주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아동 상임. 데이터는 수업 시간 전 
및/또는 방과 후에만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을 다룸. 학교 방학 동안만 센터 기반 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학교 다니는' 아동은 다루지 않음. 
2. 2019년 또는 최근 연령 별, 평일에 센터 기반 방과 후 시간(학교 이전 및/또는 방과 후) 서비스 이용하는 6-11세 아동 비율(%). 
3. 평일 주간 최소 1시간 이용한 사람 중 센터 기반 학교 외 돌봄 서비스 평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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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센터기반 방과후 서비스 참여율 및 평균 시간(주중)(2019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Chart PF3.3.A. Use of informal childcare by child's age에서 국별 자료 추출(2022년 4월 21일 접속)
주: 한국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그림 5]  국별 아동 연령별 비공식 아동돌봄 (2019년) (단위: %)

2) 덴마크 소셜페다고지 기반의 아동돌봄

(1) 아동의 시민됨

돌봄윤리 관점에서 아동의 시민됨은 더 윤리적 돌봄을 설계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덴마크는 아동을 보

호·관리 상이나 규율·훈육의 상이 아니라 자율적인 주체로서 개인의 발달을 도모할 뿐 아니라 민주적 

시민으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을 시민으로 규정하고, 아동을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볼 뿐

아니라 발언권과 참여권도 보장한다. 『데이케어 법』은 어린이집 목적을 ‘아동에게 공동결정, 공동책임의 

민주주의에 한 이해와 경험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독립성과 헌신적인 지역사회 일원이 될 수 

있는 능력과 덴마크 사회의 결속 및 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다. 덴마크 아동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 관점이며, 아동을 사회의 능동적 구성원으로 본다. 아동은 민주주의에 참여하며, 문화와 사

회발달에 기여하고, 거기서 사회에 한 지식과 통찰을 얻는다. 

Moss(1990, 2; Jensen and Rathlev, 2012 재인용)는 보통 데이케어 제도화에 1) 엄마들의 노동시장 

통합 2) 가족복지 3) 아동 삶의 질, 복지, 발달 개선 등의 3가지 동기가 있다면 덴마크는 3가지 동기가 

모두 제도화에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가족의 문제뿐 아니라 개인으로서 여성과 아동의 시민

권이 모두 중요하게 고려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아동문제를 도구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아동의 시민됨

을 중심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요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아동돌봄이 제도화되기 때문이다. 가령, 덴마크 

『데이케어 법』의 구조를 보면, 18세 미만의 아동에 한 돌봄요구에 한 응이 데이케어(미취학아동), 

여가 센터/방과후 활동(취학아동), 동아리 및 기타 사회교육적 여가활동(나이든 아동과 청소년)과 같이 연령 

단계별 특성을 반 해서 한 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아동권리 보장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으로서 아동의 돌봄권 보장의 문제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돌봄윤리 관점의 돌봄권

돌봄윤리 관점에서 돌봄권은 충분히 돌봄 받을 권리, 돌볼 권리, 두 가지 돌봄이 잘 보장되는지 결정하

는 공적과정에 참여할 권리로 나누어진다. 첫째, 충분히 돌봄 받을 권리는 돌봄윤리 관점에서 전통적 사회

권과 달리 함께 하는 활동이자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돌봄에 참여할 권리로 해석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아

동돌봄이 서비스에서 공간으로 담론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소셜페다고지 담론에서 아동돌봄은 

체 가정이라기보다 시민으로서인 아동을 위한 공간이며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사회적 공간, 문화적 공

간, 담론적 공간 등의 의미를 갖는다(Moss and Petrie, 2002: 9: Moss 2006 재인용,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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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페다고지 공간은 삶의 공간, 발달의 공간, 학습의 공간으로 표현된다(BUPL, 2009). 페다고지 

기관은 아동에게 발달과 학습 기회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된 페다고지 공간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있다. 실존하는(existential) 공간으로서 모든 걸 측정하고 의식적으로 조직하고 평가하는 일이 불가능한 

삶의 공간이며, 보통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실천적 활동과 기 하지 못한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나는 공

간이다. 다른 국가 전문가들은 덴마크 페다고지 기관의 특성을 하나만 꼽을 때 ‘일상의 삶’이라는 요소를 

긍정적으로 말한다. 결국, 소셜페다고지 관점에서 아동은 단지 서비스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권리의 주체

이자 시민으로서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참여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데이케어 법』은 교육과정과 관련해 놀이, 성인 주도의 계획된 활동, 자발적 활동, 아

동 주도의 활동, 일상의 삶을 통해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명시하도록 한다16). 교육과정 내용 중에서 성인 주도의 계획된 활동도 있지만, 아동의 자발적 활동, 

아동 주도의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아동이 주체로서 돌봄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됨을 알 수 있다. 활동은 

페다고그가 주도하기도 하지만, 아동 스스로가 주도하기도 한다는 의미다. 이때 활동은 미리 정해진 소요 

시간도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놀이일 수도 있고, 몇 주간 이어서 해야 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

(BUPL, 2006: 3). 

두 번째로, 돌볼 권리는 돌볼 권리뿐 아니라 돌보지 않을 권리의 보장도 중요하며, 아동의 관점에서 좋

은 돌봄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더 민주적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덴마크 아동돌봄은 모든 시민 

아동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이 전일제 모성 통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성들도 독박 돌봄의 문제

에서 자유롭다. 동시에 모든 아동을 상으로 하면서도 아동돌봄이 의무는 아니다. 가령, 데이케어를 이용

해도 좋고, 부모가 직접 돌볼 수도 있고, 데이케어 중에서도 가정 기반의 보육을 이용할 수도 있다. 덴마

크는 아동의 데이케어 기관 등록률이 매우 높아 돌봄에 한 선택이 없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돌볼 

권리, 돌보지 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관련해서, 덴마크는 지방자치단체17)가 아동돌봄 공급 책임을 가지는데, 역사적으로 지역적 차이가 있

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데이케어 제도화와 공적으로 인정되는 아이돌보미(child-minders) 중 어디에 집중

할지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 그러면, 지자체 성격에 따라 사회민주적 지자체는 데이케어 제도화 모델을 

선택하고, 자유주의적 지자체는 아이돌보미 모델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참고로, 경제적으로 데이케

어 제도화가 인프라에 한 투자가 필요하고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비용이 많이 

든다(Jensen and Rathlev, 2012).  

세 번째, 앞서 2가지 돌봄권이 잘 보장되는지를 결정하는 공적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중요하다. 덴마크

에서는 이러한 공적과정과 관련해서 아동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의 목소리를 반 할 수 있는 장치를 마

련하고 있다. 먼저, 아동과 관련해서 『데이케어 법』은 학령기 아동뿐 아니라 취학전 유아에 해서도 

‘아동 환경은 아동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환경에 한 아동의 

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다18). 덴마크는 3세미만 아동에게도 평가 참여의 기회를 주는 유럽의 7개 

국가 중 하나이다(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 2019: 129-130)19). 

16) Cameron and Moss는(2007: 74-77) 성인이 통제하는 조직화된 학습공간, 먹고/자고/화장실가고/산책하는 등 일
상활동 공간, 아동이 자신의 놀이를 정의내리고 조직하는 놀이공간 등 3가지가 덴마크에서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경
험적으로도 입증되었다. 

17) 덴마크는 5개의 정치적으로 통치되는 지역과 98개 지방자치로 나뉜다. 로컬과 지역 당국은 30%의 세금과 물품세만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70% 정부 활동에 책임을 진다(Anders, Stig and Ole, 2010). 

18) 덴마크는 『학생 및 학생의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두고 있어서 아동돌봄 기관은 법에 따라 덴마크 교육 환
경 센터에서 아동환경에 한 조언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19)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일반논평 7번(General Comment No. 7)은 영유
아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공적으로 강조한다(U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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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데이케어 법』은 학부모위원회 규정을 통해 학부모의 데이케어 운  참여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학부모위원회는 데이케어 기관장 고용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기관의 직원을 고용할 때 추천할 권리

가 있다. 이밖에도 기관 유형이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이 아동을 돌보는 일에 부모의 향이 보장

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도 2004년 교육 커리큘럼 법이 통과되었고, 모든 데이

케어 센터가 유아 아동을 위해 1) 개인적 유능함 2)사회적 유능함 3) 언어 4) 몸와 운동 5) 자연과 자

연현상 6) 문화 표현과 가치 형태 등의 6가지 목표와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연1회 교사가 교

육과정을 자신의 특정한 요구와 환경에 기반해서 만드는데, 개별 기관에서 부모와 직원이 함께 주제를 논

의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의 아동돌봄 인력인 페다고그는 자신들만의 노동조합(BUPL)을 가진다. BUPL은 덴마크 

조기아동 교사 및 청소년 교육 전국 연합(The Danish National Feder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Youth Educators)으로 데이케어 센터, 유치원, 연령 통합 아동 돌봄 센터, 방과 후 학교, 

여가센터, 아동 동아리 등에서 일하는 훈련된 교직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이다. 조합에 덴마크 전체 페

다고그의 약 95%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아동돌봄 분야에서 일한다. 다른 국가들에서 

체로 교사 노동조합 안에 프리스쿨 교사가 조직화되는 것과는 차별화된다.20) BUPL의 목적은 교육자와 

교직의 실천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촉진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은 입법부, 고용주 및 기타 당사자에 한 

조합원의 이익을 돌본다고 정한다. 또, BUPL은 어린이 및 청소년 역의 관리 및 관리 개발에 향을 미

치고 교육 과목의 개발을 위한 최상의 조건과 회원의 전문적 전제 조건 및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한다. 

이외에도 회원을 신해서 회원의 급여 및 근무조건에 해 발생하는 분쟁에 한 협상을 포함해서 회원

을 신해 협상, 계약, 약정 등을 체결하고 관리한다. 

(3) 양자관계의 삼각화 

앞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덴마크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양자관계의 전일제 모성통념의 아동돌봄이 

아닌 복합적 사회관계가 개입된 삼각화된 아동돌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첫째, 고용 측면에서 유자

녀 여성은 부분 전일제로 노동하기 때문에 전일제 공적 아동돌봄 공급에 의존한다. 실제로 비공식 돌봄 

비중이 매우 낮고, 이주 노동자 경로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이주 돌봄노동자에 한 의존이 

높지 않다. 또한, 조부모의 일상적 돌봄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간 돌봄도 최소화 된다. 즉, 공적 

아동돌봄 공급 자체가 전일제 모성 통념의 양자관계가 아닌 삼각화된 관계이며, 데이케어 참여가 의무가 아

님에도 불구하고, 부분이 참여한다는 점은 아동 공적생활이 이상적 규범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덴마크 가정어린이집은 한국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보미가 개별 아동 가정을 방문해서 

리 엄마-아동의 환경에서 양자관계의 돌봄이상을 재생산하는 것과 차별화된다. 덴마크는 시설 이외에 

아이돌보미가 시의회가 승인한 개인 가정이나 기타 건물에 설립된 시립 탁아소에 아동을 위한 장소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아동을 최  5명까지 수용하도록 허용하고, 탁아소를 여러 사람이 맡을 경

우 최  10명까지도 수용가능하게 한다. 또 보육교사가 자신의 3세 미만 자녀를 보육 아동 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 주목할 점은 지자체가 개별 돌봄에 한 지속적인 감독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보육계획이 

안전한 학습환경을 통해 아동의 학습이 촉진되도록 짜여져야 한다고 정하고 개별 사립 보육계획이 아동이 

민주주의에 한 공동결정, 공동책임 및 이해와 경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

시 말해, 개별 가정이나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돌봄을 공급하더라도 복합적 사회관계가 개입되도록 

보장하며, 소수의 아동을 돌보더라도 돌봄의 질이 보장되고, 참여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가

능하도록 감독한다. 

20) BUPL, “Om BUPL”, https://bupl.dk/om-bupl/om-bupl 5월 1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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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엄마 일 원형의 극복

엄마 일 원형의 극복은 탈성별화 가능성을 가진 제3의 새로운 전문적 실천으로서 아동돌봄이 제도화되

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1998년 『사회서비스 법』에서 중심 개념은 ‘돌봄’인데 돌봄은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동의 보호 및 안전한 관리와 더불어 아동의 요구/안녕/발달에 한 전문가적 이해에 기반해 성찰과 의

사결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단순한 보호적 돌봄을 넘어 유아 아동 교육을 언급할 때 교사의 역할과 일

치한다. 하지만 덴마크 데이케어 노동자는 그들의 역할을 기술할 때 ‘교사’라는 단어 사용을 거부하고, 아

동과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교육’이라는 단어를 거부한다. 사실상 덴마크 데이케어 노동자들이 돌봄 단어

를 사용할 때 다른 국가에서 조기 아동 교사들이 교육에 해 이야기할 때와 같은 수준의 전문성을 언급

하지만 덴마크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수준의 전문적 돌봄은 다른 국가와 상당히 다르다(Anders, Stig and 

Ole, 2010). 

덴마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모두 포함해서 이들에 한 서비스를 ‘돌봄 서비스(care 

services)가 아닌 ’페다고지 서비스(pedagogical services)‘로 개념화하며, 직무는 페다고그(pedagogue)가 

수행한다(Cameron and Moss, 2007:9-10). Cameron and Moss(2007)는 종종 어권에서 페다고지가 

’교육의 과학‘이라고 번역되지만 륙유럽의 페다고지 의미는 매우 다르다고 밝힌다. 즉, 돌봄이 중요하긴 

하지만, 페다고지는 전체적 접근을 특성으로 하며, 돌봄을 교육적, 발달적, 기타 실천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페다고지를 덴마크의 언어에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면 ‘교육과 문화적 형성(education 

and cultural formation’이다(Cameron and Moss, 2007: 10). 종합하면, 페다고지 서비스는 엄마 일

을 원형으로 하는 돌봄과 동일시되지 않으며, 페다고지 서비스는 여성성과 필연적으로 연계되지도 않는다. 

그 결과, 덴마크 데이케어 제도화에서 높은 숙련 수준을 가진 훈련된 교사가 특징적이다. 

페다고그는 학에서 3년 반 동안 수업을 듣고, 1년 3개월 실무훈련을 받은 후 사회교육(social 

education) 분야의 전문학사를 취득한다21). 분야는 아동 및 청소년(주간 데이케어 센터, 프리스쿨 수업, 

레져 센터, 방과후 활동, 동아리 활동), 심리 및 신체적 역량이 감소된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한 기관, 

사회적 문제를 가진 성인(노숙, 약물남용, 정신병), 가족 기관, 아동 및 청소년 정신과 병원 등을 포함한

다. 연령별로 볼 때에는 전 연령에 걸친 돌봄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통합적인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결

과적으로, 페다고그가 추구할 수 있는 경력 선택의 폭이 넓다. 페다고그는 아동돌봄 서비스에도 고용되지

만 장애인구 혹은 노령인구를 위한 서비스 부문에 고용되기도 한다22). 다양한 분야에 고용될 수 있지만 

특히 다수의 페다고그가 조기 아동교육과 돌봄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페다고그를 다른 국가와 비

교한다면 유치원 선생님과 동일하다고 소개된다. 

덴마크는 아동돌봄노동의 탈성별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페다고지 서비스는 전 연령으로 서비스 상이 

확장되면서 직업의 수평 이동 가능성을 높이고, 직업적 전망을 개선했다. 또, 페다고지로 의미화되면서 직

업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아동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성별분업의 통념을 해체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Moss and Petrie, 2002: 146) 페다고지 훈련과정 학생의 25%가 남성이지만, 남성 교사 비율은 낮은 문

제를 지적한다. 교육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할 때에는 아동돌봄 분야로 잘 진입하지 않으려는 문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덴마크 일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남성의 아동

21) http://www.bupl.dk/ 홈페이지는 덴마크 페다고그들이 조직한 노조 홈페이지이다. 페다고그의 95% 이상이 가입한 
노조이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페다고그가 취득하는 학위를 소개하는 문서가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이를 참고했음
을 밝힌다. 문서의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bupl.dk/iwfile/AGMD-7VQL4G/$file/080101_fact_sheet_social_education.pdf
22) 덴마크 사회 교육 전문학사의 교육과정을 참조하면 수업을 받고, 실습을 하고, 자신의 특화 분야를 선택하는 세 가지 

교육 요소로 구성된다. 자신의 특화 분야를 선택할 때 영유아/신체적 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노령인구 등의 세 가지 
중에서 한 분야를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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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참여를 유도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도 했다(송다 , 백경흔, 2018; Wohlgemuth, 2015; 

2016). 여전히 탈성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탈성별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전문적 실천으로서 특성은 경제적 보상수준에서도 나타난다. 보통 돌봄노동은 저숙

련 저임금의 여성노동이지만, 덴마크 돌봄 노동자는 근로자 평균보다 더 높은 소득을 번다. 또한, Jensen 

and Hansen(2002: Cameron and Moss, 2007: 48 재인용)에 의하면,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페다고그 보조인력, 가족 데이케어 노동자, 사회 보건 돌봄 보조인력는 전문적 훈련이 필요한 페다고그를 

포함한 관련직군과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가족 데이케어 노동자를 월급을 받는 노동자로 포함한 것과 

아동돌봄 서비스에서 페다고그의 거의 90% 수준에 달하는 임금은 덴마크의 놀라운 특징이라고 밝힌다. 

해석하면, 다양한 돌봄실천 안에서 엄마의 일을 더 닮아 있는 실천이 위계적으로 저평가되면서 격차가 나는 

경향이 있는데, 덴마크에서는 돌봄인력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될뿐 아니라 같은 직군 안에서의 

격차도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 로 국은 돌봄노동자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 보다 낮다. 

Simon et al.(2007; Cameron and Moss, 2007: 48 재인용)을 보면, 국은 돌봄 보조인력이나 홈케어 

노동자는 교육의 교사나 다른 노동자보다 반 정도 낮은 임금을 받아 큰 격차가 존재한다. 

(5) 위계적 분절화 신 전체적 접근

엄마 일을 돌봄의 원형으로 보면서, 돌봄을 여성성과 연계하고 위계적으로 분절화 하는 것의 문제와 

척점에 있는 것은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의 실천을 전체적 접근으로 통합적으로 응하는 것이다. 먼저, 아

동에게 필요한 돌봄의 실천이 전체적 접근으로 제공되면서 돌봄과 교육이 위계적으로 분절화된 관계로 이

해되지 않는다. 『데이케어 법』은 데이케어를 교육적 학습환경을 통해 아동의 복지, 학습, 발달, 교육, 양육

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규정한다. 페다고지 실천에 복지, 학습, 발달, 교육, 양육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덴마크 아동돌봄 센터는 덴마크 복지사회에 필수적이고 독립적인 부분이며 학교제도와 형식적인 교육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된다(BUPL 홈페이지). 페다고그의 조기 아동 교육과 돌봄은 숫자나 글자의 

형식적 학습이나 단순한 놀이로 축소되지 않고 돌봄 환경에서 학습하고, 발달하고, 놀이하는 것이다. 페다

고그가 수행하는 학습은 놀이와 아동의 사회적 종합적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의 지적, 사회적, 감

정적, 신경근육적(neuromuscular), 윤리적, 도덕적, 심미적 발달이 함께 고려된다. 

다음으로, 『데이케어 법』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별 요구도에 따라 미취학 아동에게는 주간 돌봄, 

취학 아동에게는 레저센터, 방과후 활동, 나이든 아동에게는 동아리 활동 등의 페다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데이케어 법』은 아동의 입장에서 일관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연령에 적합한 도전을 주는 서비스를 

강조한다. 즉, 아동이 페다고지 서비스의 시작이자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동의 삶의 일관성이 중요한 

가치이며, 이동의 삶의 일관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서비스의 전환이나 서비스 주체 간 업무

에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데이케어 법』은 이를 위해서 1) 어린이집, 방과후 활동, 학교

의 협력, 2) 돌봄 서비스와 건강관리, 교육학적 심리상담을 포함한 관련 행위자간의 협력, 3) 아동이 어린

이집에서 학교 여가센터로 혹은 여가센터에서 학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건강관련 정보 전달 등에 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연결성과 관련해 어린이집 교육과정은 유치원 수업과의 연결을 중시하며, 

취학연령 아동을 위한 여가센터는 학교 및 학부모와 협력해서 학교 교육 부분과 여가센터 간의 일관성 있

는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 

가령, 『데이케어 법』은 ECEC가 초등교육으로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보장하는 학습환경을 확립하고, 이

를 보장하는 추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프리스쿨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조치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3-5개월 사이로 프리스쿨을 시작함으로써 아동이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다. 프리스쿨

은 학교의 방과후활동 시설에서 이루어진다(SFO). 프리스쿨의 목적은 데이케어에서 학교로 자연스럽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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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것이며 프리스쿨 활동은 놀이, 수업, 학습으로 이루어져서 아동이 학교생활에 익숙해지게 한다. 이

와 같이 아동의 요구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접근한다면, 행정체계의 분절화 보다는 여러 행정 주체 간의 

긴 한 협력이 더 중요해진다. 

(6) 모든 시민 아동의 요구로부터 시작

『데이케어 법』은 18세 미만 아동에 해 교육적, 사회적, 돌봄 목적을 가진 주간, 여가, 동아리 활동과 

사회 교육적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관장한다.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 및 동아리 활동과 사회교육

적 여가활동에 한 책임을 갖도록 규정한다. 이때 주목할 점은 먼저,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모두 

상으로 하되 취학전, 학령기, 나이 많은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해서 각 연령별 요구를 적절히 반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가령, 취학전 아동은 보육, 유치원, 취학 아동은 레저센터, 방과후 활

동, 나이 많은 아동과 청소년23)은 동아리 활동 및 사회교육적 여가활동을 규정한다. 

『데이케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주간돌봄, 여가센터, 방과후, 

동아리활동 등의 지원이 아동이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가령, 26주에서 취학전 ‘모든 아동’에

게 ECEC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모든 아동은 ECEC에 다닐 법적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된다. 덴마크 통계

(Statistics Denmark, 2019)에 의하면 2017년 3세미만 아동은 72%, 3세 이상은 97.5%로 ECEC 참여가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U에서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이다. 주목할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을 보

장하지 못하면 사립 데이케어에 한 비용을 부모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데이케어에 한 

비용을 제공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해야만 한다. 모든 아동을 위해 돌

봄제공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지자체는 안을 마

련해서라도 아동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신 『데이케어 법』은 특정 집단의 아동은 의무로 

규정하는데, 바로 취약 거주 지역 목록에 따라서 취약한 거주 지역에 사는 1세 이상의 아동이다. 한편, 비

용은 전면 무상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 지자체의 공적자금이 적어도 75% 제공되고, 부모의 비용은 점심을 

포함해서 전체 운  비용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한다. 

V. 결론: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기존의 탈가족화 논의로 설명되지 못했던 성평등한 아동돌봄 제도화 구체적 방안을 돌봄윤리 

관점에서 모색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돌봄윤리 관점의 성평등한 아동돌봄제도의 

규범적 원칙을 소셜페다고지 담론을 기반으로 아동돌봄을 제도화하는 덴마크 사례에 적용해서 분석했다. 

Kremer(2007)의 전문적 돌봄이상이 여성과 아동의 시민권을 모두 보장하는 돌봄이상이라는 주장은 있었

지만(백경흔, 게재예정) 전문적 돌봄이상이 어떻게 구체화 가능한가에 한 논의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

했다. 그런데, 소셜페다고지 담론에 기반한 덴마크 사례는 성평등과 아동안녕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구

체적인 예를 제시해준다. 연구결과가 한국 정책에 주는 함의만 간략히 정리한다. 

23) 『데이케어 법』은 미취학은 26주에서 5/6세미만으로 정하지만, 이후에 연령집단에 해서는 정확한 나이를 법조문 
안에서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략적으로, 취학은 초등, 나이든 아동 및 청소년은 
중등에서 18세미만 정도로 유추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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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소셜페다고지에 기반한 아동돌봄 공급의 적극적 공식화가 만나면서 덴마

크는 성평등 고용과 아동안녕을 모두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데마크와 동일한 노동정책과 

가족정책을 펼치고 있지 못한 후발 국가들을 위해서는 가족화를 우선시 하면서 소셜페다고지 담론을 추구

하는 독일과 시장형 국가이지만 소셜페다고지 담론을 적용해 변화를 꾀하는 국 사례, 그리고 아시아 권

에서 소셜페다고지 담론을 받아들이는 일본의 사례를 후속 연구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에서도 아동의 권리 담론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동은 복지와 보호의 

상으로서 아동복지법이 아동정책의 주요한 근거법이 되고 있고, 권리 주체로서 아동을 위한 아동기본법

에 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한국의 저출생과 돌봄결핍 맥락에서 공적 역이 일

상이 되고 있는 아동의 돌봄요구를 18세 미만 아동을 모두 포괄하되 연령별 요구를 적절하게 반 하는 

덴마크 방식으로 법과 행정체게계를 정비할 필요에 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은 현재 전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취업모, 저소득 한부모, 빈

곤 등의 집단을 우선 지원 상으로 고려하거나 연장보육에서 전업모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되

어 있다. 아동을 시민으로 보고 모든 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돌봄을 제공하는 소셜페다고지 담론이 한국에 

주는 교훈이 무엇일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여성주의 진 에서 무급돌봄노동이 사회화된 이후 괜찮은 일자리로 어떻게 숙련을 재평가하고, 경

제적 보상을 적정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한 화두가 되어 왔다. 덴마크 사례를 통해서 아동을 시민

으로 보는 관점이 시민 아동 상의 돌봄의 실천도 페다고지 서비스로 새롭게 개념화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인력인 페다고그의 전문성도 업그레이드시켰음을 확인했다. 덴마크의 경험을 한국 맥락에 

맞게 적용해서 아동돌봄을 탈성별화가 가능한 새로운 전문성을 가진 직업분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 논의

가 필요하다.  

다섯째, 가버넌스와 관련해서 중앙집권화보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가버넌스가 아동중심의 아동돌봄을 

운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아동에게 페다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를 법으로 정함으로써 원하는 아동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돌봄을 보장하는 덴마크 경험을 반 한다면 한국에 어떤 변화가 가능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덴마크는 한국과 인구규모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덴마크의 경험을 

한국에 곧바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소셜페다고지는 한 국가만이 

전유할 수 있는 담론이 아니며, 이미 세계적으로도 확산되는 철학적 이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학

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소셜페다고지 논의를 한국의 돌봄정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한 학제간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논의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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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한국 시간담론 지형의 형성과 변화

황규성 (한신  평화와공공성센터 연구교수)

<초록>

이 글은 ‘여백’을 화두로 삼고 시간담론체제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 시간담론 지형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한다. 1960~70년  발전국가는 한국 시간담론체제의 원형을 만들었다. 압축적 산업화라는 사

회경제적 기반과 강력한 국가가 지배하는 권력관계의 토  위에서 형성된 시간담론의 핵심은 ‘여백 

없애기’ 다. 여백 없애기 기획은 현실규정, 미래비전, 필요한 행위의 구성 체계를 갖추고 근면을 

최고의 행위규범으로 올려놓았다. 국민의 정체성 규정과 “하면 된다”라는 극단적 주지주의가 근면

담론을 보강했다. 근면담론은 시간규율 위반에 한 처벌, 동의의 주조, 물질적 보상을 실행전략으

로 채택했다. 여백 없애기는 시간에 관한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여 인생의 성공여부를 여백을 없

애려는 노력, 즉 시간투여의 선형함수로 보는 태도가 자리 잡았다. 오늘날 시간담론 지형은 발전국

가형 시간담론을 체하고 주류에 올라선 성공지향적 여백 없애기 담론과 비주류의 ‘여백 되찾기’ 

담론이 경합하는 형국이다. 전자는 물리적 강제를 상황강제로, 이식된 동의를 자발적 동의로 체

하여 여백 없애기 기획을 조용하게 재생산하고 있다. 여백 없애기 담론의 요새인 성공을 시간투여

의 결과로 파악하는 인식은 줄지 않고 있다. ‘여백 되찾기’를 공통분모로 삼는 항담론은 노동시

간 단축, 일·생활 균형, 시간빈곤, 시간주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항담론은 사회적 

공감 를 형성하는 데에는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결과의 개인화라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간부자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세계에서 쉼표를 제도화하는 담론

전략과 시간정책을 찾아야 한다.

주제어 : 시간, 시간담론, 사회적 시간체제, 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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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동양화의 미덕은 비워둠에 있는 것 같다. 나무 줄기는 그려 넣지만 마디는 비워두어 입체감을 살린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에서 인왕산은 화선지를 가득 채우지 않는다. 배경에는 붓이 닿지 않았다. 바위

와 나무는 짙게, 안개와 능선은 엷게 처리했다. 비워두고 엷게 그려 인왕산이 살아난다.

안타깝게도 한국인의 삶은 비워둠이나 농담(濃淡) 조절과는 거리가 멀다. 중고등학생은 학교와 학원 생

활로 지쳐가고, 학생은 스펙 쌓고 입사지원서 쓰느라 밤을 새며, 노동자는 매일 아침 일터로 질주해 밥 

먹듯 야근하고, 24시간 가게 문을 여는 자 업자도 적지 않다. 놀러가도 책을 싸가는 학생, 일거리를 집

에 가져가 안방에서 컴퓨터를 켜는 노동자도 흔하게 본다. 한국인 다수는 한국인의 시간적 삶에는 빈 

자리가 너무 부족하다. 삶에 비워둠이 없으니 사는 게 퍽퍽하다.

생활세계가 할 일로 가득하면 바쁨, 부족, 압박감, 녹초됨(burnout)으로 시간을 면하기 마련이다. 한

국을 시간이 가난한 사회이자 만성피로 사회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한국을 시간부족국가로 만드는 고

유한 문법이 있을 것이다. 그 문법의 총체를 사회적 시간체제(social time regime)라고 부를 수 있다. 한

국의 사회적 시간체제로 인해 학생은 세계에서 가장 길게 공부하고, 노동자는 세계에서 가장 길게 일하며, 

하루 종일 업하는 가게도 많다.

사회적 시간체제에는 노동시간과 같은 객관적 차원 뿐 아니라 주관적 차원, 즉 시간에 하여 구성원 

다수가 가지는 인식도 있다. 시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시간담론으로 표현된다. 한국을 표하는 시간

담론은 아마도 “빨리빨리”일 것 같다. 외국인이 가장 빨리 습득하는 한국어가 “빨리빨리”라고 한다. 한국

에서 시간에 관한 표적인 언어가 이러하니, 우리는 집단적으로 속도 강박증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걱

정될 지경이다.

이 글은 한국의 시간담론 지형을 산책하고자 한다. 시간담론에 지형이라는 지질학적 용어를 들여오면 담

론의 심층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산 하나를 시루떡 자르듯 쪼개 보면 단층들이 드러나고, 켜켜이 

쌓인 돌을 분석하면 지질을 파악할 수 있다. 시간담론의 지형을 들여다보는 돋보기는 ‘여백’이다. 표준국어

사전에서 여백을 검색하면 “종이 따위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남은 빈 자리”라고 나온다. 여백

은 여백 그 로 오롯함이 있다. 그런데 여백의 오롯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백을 채워야 속이 시원한 

사람도 있다. 시간담론은 24라는 시간의 화폭에서 그 여백에 한 사회구성원의 생각을 담고 있다.

여백은 무언가 하고 남는 시간을 뜻하지만 무언가 하고 있는 시간에도 적용된다. 한 시간에 한 가지 일

을 했는데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의 도가 강해지는 만큼 여백을 없애는 것이다. 여백은 본업 이

외의 오롯한 시간과 시간의 도를 포괄하는 용어로 쓰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한국의 시간담론 지형을 분석하는 틀을 고안

한다. 3절에서는 한국 시간담론의 원형을 이룬 1960~70년 에 시간담론이 형성된 배경과 내용, 특징을 

분석한다. 4절은 시간담론의 지형의 현재 상태를 진단한다. 5절에서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논의

국내에서 시간의 주관적 차원을 사회과학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손에 꼽힌다. 이 중에서 시간압박감에 

한 계량분석이 한 흐름을 차지한다. 김진욱･고은주(2015)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한국 기

혼부부의 시간압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한국 기혼부부가 경험하는 시간결핍과 시간압박 수

준은 성별, 맞벌이 여부, 자녀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 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장연주 외(2012)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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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해보니 시간압박감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과정은 남녀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전한다.

질적인 연구도 있다. 강준만(2010)은 빨리빨리 문화를 속도를 숭배하는 현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속성

으로 파악하면서 일극주의, 군사주의, 수출주의, 평등주의, 각개약진주의를 구조적 동인으로 제시한다. 이 

다섯 가지 동인은 ‘빨리빨리’를 촉진했지만, 역으로 ‘빨리빨리’의 원리에 근거한 ‘속도 커뮤니케이션’이 5

 동인을 지속시키거나 강화하는 효과도 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연구는 빨리빨리 문화를 낳는 요인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수돌(2015)은 한국사회에서 근면이 신화가 되었다고 하면서 

신화의 강제화와 내면화를 통해 신화가 튼실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근면의 강제화

와 내면화에 깔린 기제를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김 선(2010)은 발전국가 시기 작업장에서

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생산을 위한 시간으로 전환하는 발전지상주의적 시간담론이 지배

했다고 본다.

시간의 주관적 차원에 관한 연구가 극소수에 그친다는 점은 바쁨과 빠름이 그만큼 사회적 규범으로 정

착되었음을 암시한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좀처럼 연구 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시간

담론에 다가서는 그럴듯한 방법도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다.

여기에서는 지식사회학, 비판적 담론분석, 지식정치학의 지혜를 빌려와 한국의 시간담론을 뜯어보고자 

한다. 지식사회학은 사회적 위치나 계급 같은 객관적 요소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과 맺는 관계

를 다룬다. 만하임이 제기한 “의식의 존재구속성” 명제는 의식이 사회적 존재에 따라 달리 형성된다고 주

장한다(Mannheim 1985, 229~239). 하지만 사람들은 같은 상을 놓고도 생각이 다르다. 지식사회학은 

분석의 상이 되는 현실이 만들어지는 과정, 즉 현실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을 

다루는 학문이다(Berger & Luckmann 1966). 현실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담론이 등장한다. 

지식사회학적 담론연구는 담론에 의한 현실의 구성, 즉 상이 담론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정과 사회적 효

과를 분석한다(Keller 2007: 57)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에는 다양한 흐름이 있다. 페어클러프(Fairclough)를 필

두로 하는 국의 랑카스터 그룹, 보닥(Wodak)을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그룹, 판 데이크(Van 

Dijk)를 핵심으로 하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룹이 표적인 진 이다(신진욱 2011). 그 중 판 데이크

는 담론분석을 “이야기와 텍스트를 맥락 안에서” 독해하는 것으로 요약한다(Van Dijk 1997: 3). 텍스트

에는 사회적 맥락이 있는데, 텍스트를 그 맥락과 함께 읽어내는 것이 담론분석이라는 것이다.

지식정치학(Wissenspolitologie)은 행위자의 주관적 선택을 강조한다. 객관적 실체는 행위자의 주관적 

해석을 통해 전달된다. 행위자들은 이해와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식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해

석투쟁(Interpretationskampf)이 벌어진다. 해석투쟁은 투쟁의 상이 되는 사안에 한 “사회적 가치평

가”를 나타낸다(Nullmeier 2000, 400-408). 여러 생각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생각들을 제압하면 

헤게모니가 된다. 지식정치학의 해석투쟁 개념은 현실이 담론으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에 벌어

지는 말싸움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실은 담론을 통해 사회가 만들어 낸 

것이다.

시간은 이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유유자적함이 바람직한 태도인 사회도 있고, 바쁨이 미덕인 

사회도 있다. 시간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데에는 맥락이 있다. 농경사회에는 오늘의 태양은 내일의 태

양으로 다시 떠오른다는 순환적 시간관이 지배하는 반면, 공업사회는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다는 직선적 시간관이 세를 차지한다. 직선적 시간관이 지배하고 바쁨이 추앙되는 사회에서는 “시간은 

돈이다” 같은 담론이 해석투쟁 과정에서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한국의 시간도 마찬가지다. 같은 인왕산이라도 누가 어떤 화구로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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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처럼 시간도 담론에 따라 달리 만들어진다. 1962년에 발표된 ｢노래가락 차차차｣는 “노세노세 젊어

서 놀아/늙어지며는 못노나니”로 시작한다. 1972년에 나온 ｢새마을 노래｣는 “새벽종이 울렸네/새아침이 

밝았네/너도나도 일어나/새마을을 가꾸세”라고 바쁜 삶을 권한다. 극단적으로 비되는 시간담론이다. 물

론 ｢새마을 노래｣에 배인 시간관이 한국인의 인지를 포획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지식사회학, 비판적 담론분석, 지식정치학은 시간담론을 분석하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지만 한국의 시

간담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명 틀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담론체제(discursive regime) 개념

을 활용한다. Martilla(2015)는 담론분석을 위한 설명 틀로 담론, 행위자의 역할, 제도로 이루어진 담론체

제 개념을 제안한다. 여기에서는 담론체제 개념은 그 로 들여오되 [그림 1]과 같이 구성요소를 시간담론, 

사회적 기반, 권력관계로 바꾸어 ‘시간담론체제’로 부를 것이다.

[그림 1] 한국의 시간담론 설명 틀

시간담론체제는 일정한 사회경제적 기반 위에 성립한다. 사회경제적 기반에는 경제성장, 도시화, 노동시

장, 법과 제도, 복지, 성별분업과 같은 요인들이 포함된다. 권력관계는 담론을 생산·유통하는 발화자와 수

화자가 연결되는 힘의 관계로서 담론권력을 포착한다. 시간담론은 텍스트 구조, 정당화 방식, 확산전략으

로 이루어진다. 텍스트 구조는 보통 현재 상태, 미래비전, 필요한 행위로 구성된다. 정당화 방식은 텍스트 

구조를 보강하여 시간담론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확산전략은 수화자에게 구성원에게 담론을 호

소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으로 강제와 동의를 기본으로 하고 물질적 보상을 포함한다.

시간담론체제의 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사회경제적 기반, 담론

권력, 시간담론은 서로의 관계에서 조화와 갈등 요인을 각각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장시간 노동을 장려하는 

담론은 저임금에 기초한 조립형 산업화를 기반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에 힘입어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성

장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텍스트 구조를 취한다. 이 때 Schattschneider(1975)가 제

기한 편향성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이라는 담론전략이 장시간노동 담론의 성패를 좌우하다. 시간에

는 순환적 시간도, 직선적 시간도 있지만 장시간 노동 담론은 직선적 시간관에 호소해야 중의 마음을 사

로잡을 수 있다. 시간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특정한 의미만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

담론은 그 자체로 발화자의 의도를 담은 아바타로서, 시간에 관한 이데올로기다.



❘2022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 회❘
새정부 복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시대진단과 사회정책의 재도약

376

3. 시간담론의 원형

1) 시간담론의 토대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는 조선후기로 소급되지만 자본주의적 공업화가 사회 전체를 휩쓸게 된 것은 

1960년  초의 일이다. 박정희의 경제개발로 한국은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빠르게 이행했다. 1963년

에 63% 던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1980년에 34%로 떨어졌고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63년에 32:68에서 1984년에 53:47로 바뀌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불과 20년 만에 취업자의 

2/3가 농민에서 공업 및 서비스 종사자로 바뀌고,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를 추월했다. 이촌향도의 물

결이 전국을 뒤덮으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도시화율은 1963년에 30.4%에서 

1982년에 60.1%로 20년 만에 두 배로 뛰었다(통계청, 도시화율). 작가 이호철은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을 1966년에 발표했다.

압축적 공업화는 한국인의 시간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일과 생활

이 분리되지 않는다. 출퇴근 시간도 따로 없어서 해가 뜨면 밭 갈러 나가고 해가 지면 일이 끝난다. 산업 

자본주의는 일과 생활을 분리한다(Thomson 1967). 출근과 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진다. 서양에서는 공업

적 시간체제가 들어서는 데에 중세 봉건제부터 상업자본주의를 거쳐 산업자본주의 시 까지 수백년이 걸

렸는데, 한국은 불과 2~30년 만에 공업의 시간이 정착되었다. 공업적 시간체제는 다른 분야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1963년에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9~5시에서 8~5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유

는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다(국가기록원).

경제적 변화는 시간관에 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농민에서 노동자로 변신한 한

국인은 자본주의 시간준칙을 몸소 체득하게 된다. 순환적 시간보다는 직선적 시간이 의식을 지배하게 된

다. 일하는 시간과 나머지 시간을 엄격하게 구별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시간의 상품화, 압축, 상화, 조직

화, 공시화, 위계화라는 준칙이 작동한다(황규성 2021). 산업자본주의에 부합하는 시간의식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확립되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찾기 어려울 것이다. 

공업적 시간체제가 빠르게 정착되던 시기에 국가는 시민사회와 생활세계를 주조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박정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신인 경제재건촉진회를 만들게 했고, 통제를 위해 이른

바 어용노조도 만들었다. 자본주의에서 주요 행위자인 노동과 자본도 국가가 틀어쥐고 있었던 셈이다. 국

가는 시간질서도 수립했다. 1945년부터 적용되었던 야간통행금지는 1981년까지 유지되었다. 민방위 훈련

의 일환으로 등화관제훈련이 있는 날이면 집집마다 불빛이 새어나갈까봐 온집을 담요로 덮었다. 단속원은 

골목마다 호루라기를 불었다. 

국가는 시 와 상황을 규정짓는 권력(Definitionsmacht)도 행사하는 담론권력의 절 군주 다.  경제성

장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한 국가는 이에 맞추어 사회와 구성원을 특정한 방향으로 길러내기 위해 정체성

까지 규정했던 “훈육국가” 다(조희연 2010, 37~38). 그 훈육의 중핵을 이루는 것이 국민의 ‘됨됨이’ 다. 

1968년에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에 따르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인

류 역사에서 태어날 때부터 짊어진 짐이 이토록 무거운 사람들이 있었을까? 

국가가 주도하는 공업화와 국가의 절 적 우위라는 권력의 짜임새는 시간담론을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생산하기에 더없이 좋은 찰떡궁합이었다. 서구에서는 공업화에 부합하는 시간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자연의 

시간, 교회의 시간, 상업자본의 시간, 산업자본의 시간이 오랫동안 경합을 벌 다(Hohn 1984). 반면 한국

의 경우에는 공업화를 추진한 주체와 막강한 담론권력의 소유자가 같았다. 공업의 시간이 곧 국가의 시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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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는 시간의 의미를 특정한 방식으로 주조하기를 요구했다. 수출주도와 요소투입형 공업화 전략은 

더 많은 생산요소를 투입함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수출경쟁력이 품질이 아닌 가격에 있었으니 국

가는 저임금을 강요했고, 노동과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할수록 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저임금

과 장시간 노동이 결합된 공업화는 긴 노동시간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보는 태도를 빠르게 확산시켰다. 주

5일제하면 나라 망한다는 인식은 바로 공업화의 특징에 뿌리를 둔다. 

한국 시간담론체제의 원형이 형성된 1960~70년  시간담론의 토 는 요소투입형 산업화와 국가의 절

적 우위로 요약된다. 국가독점은 경제보다는 담론권력에 어울리는 말이었다. 이를 배경으로 국가는 거의 

독점적인 시간담론 발화자이자 해석권자로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시간의 의미를 만들어 냈다. 그 중심을 

차지한 것이 바로 ‘근면’이었다.

2) 시간담론의 구성

자본주의는 자본을 축적하는 기제 뿐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려는 마음가짐을 요구한다. 베버의  『프로테

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서양에서도 자본주의가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와 긴 히 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이 다른 점이 있다면 서양에서는 교회가 자본주의에 부합하는 심성을 만들었다면 우

리는 국가가 제조했다는 점이다.

박정희가 제조한 근면담론은 텍스트 구조가 매우 단단하다. 현실을 규정짓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후 

필요한 덕목을 도출한다. 박정희는 1961년에 쿠데타를 감행할 때 “혁명공약”의 네 번째 항목으로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포부를 밝혔

다. 이 언어에는 이미 절망과 기아선상이라는 현실규정이 담겨있다. 가난이 현실이라면 지향해야 할 목표

는 잘사는 사회다. 절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는 국민 다수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풍요를 지향점으

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근면은 가난에서 벗어나 잘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생활의 규

범으로 제시된다. 근면신화는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전 사회적으로 전면화하고 사회적 윤리로 뿌리를 내리

게 된 것은 근  자본주의 시기 다(강수돌 2015, 253). 한국은 1960년 에 이 시기를 맞았다. 근면이 

윤리로 정착되는 데에는 현실규정(가난), 미래비전(풍요), 필요한 행위(근면)가 결합된 촘촘한 텍스트 구조

가 단단히 한 몫 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적어도 일세기라는 시간을 잃었다. 이제 더 잃을 시간의 여유가 없다. 

남이 한 가지 일을 할 때 우리는 열 가지 일을 해야 하겠고 남이 쉴 때 우리는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

겠다. -박정희 

근면담론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고유한 방식도 갖추었다. 이분법적 립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담론

빨’(appealing power)을 극 화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근면은 이분법적 상징조작에 맞춤형 담론이었다. 

(공장)새마을 운동은 ‘근 =발전=문명’ vs ‘전근 =빈곤=야만’이라는 이항 립적 도식을 부각시키면서, 

‘게으름-빈곤-국가위기’와 ‘근면-자조-협동-경제발전’을 비시키는 정당화 전략을 구사했다(김 선 2010). 

무더운 나라 사람들이 못사는 것은 게을러서라는 사례동원은 그 일환이다. 

정체성 규정 담론들은 근면담론을 보강했다. 학생이라면 달달 외워야 했던 국민교육헌장은 “신념과 긍지

를 지닌 근면한 국민”을 덕목으로 제시했다. 국민은 산업화와 근 화를 위해 매진해야 하는 존재로 표상되

었는데, 노동자는 “산업전사”로, 공업고등학교 학생은 “조국 근 화의 기수”로 호명했다. “하면 된다”라는 

극단적 주지주의(voluntarism)는 또 하나의 보강담론이었다.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집단적 최면의 

주술은 한발 더 나아가 “안되면 되게 하라”는 쌍둥이 담론을 잉태했다. 정치적 유전자 개조 작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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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이 아무리 단단한 구조를 갖추어도 덕담에 그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된다. 관심을 끌었

다가 이내 사라진 담론도 많다. 담론이 전하는 내용이 생활세계로 옮겨져 체감할 수 있을 때 담론은 물질

성을 확보하고 의식세계에 파고들어 갈 수 있다. 근면담론은 담론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방법인 

강제와 동의를 동원하는 확산전략을 채택했다. 

강제는 시간규율을 뜻한다. 농경사회에서는 취업도, 퇴직도 없다. 출퇴근 시간도 엄격하지도 않다. 다만 

위반해도 큰 일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어렴풋한 규칙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한국의 근면담론은 농

촌에도 파고들었다. 해가 뜨면 각자 알아서 일어났는데 이제 동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새벽종이 울렸

네”가 마을 사람 모두를 깨웠다. 일어나 해야 할 일은 마을을 가꾸는 것이다. ｢새마을 노래｣는 농촌에서 

시간에 한 도덕적 의무를 부과했다.

물론 도시의 시간규율은 더 빡빡하다. 공업화는 헐거운 시간의 규칙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짤 수 있게 

해준다. 품 너른 바지저고리를 입던 농민은 노동자로 변신하면서 작업복 허리띠를 조이는 것처럼 촘촘한 

시간의 질서와 규율이 생활세계에 정착되었다. 공업화는 자시, 축시 같은 느슨한 시간 개념이 정각을 따지

는 시간문화로 바뀌는 과정이었다.

엄 한 시간개념은 엄격한 시간규율을 요구한다. 출근시간은 직장인의 생활세계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

었다. 직장인은 만원버스와 지옥철에 시달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를 쓰고 늦지 않으려 한다. 머릿속에 

시간규율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시간규칙 위반에 해서는 묵시적·명시적 처벌이 가해진다. 직장인에게 

지각이 쌓이면 좋은 인사고과를 기 할 수 없다. 학생들은 지각이 일정 횟수를 넘어서면 경고장을 받는다. 

강약의 차이가 있지만 시간규율이 사회운 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들어서게 된다. 시간의 제도화와 표

준화는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근면담론이 확산되는 또 다른 방식은 수화자의 인지회로에 파고들어 근면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자본주

의 생산과정은 노동자가 자본의 작동을 수용하도록 동의를 제작(manufacturing consent)하는 과정이기

도 하다(Burawoy 1979). 근면담론은 모든 국민이 근면을 생활윤리로 정착시키는 데 집요했다. 박정희는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시간을 없애야 한다고 다그쳤다. 그는 집권 18년 동안 5번의 통령 취임사에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근면을 강조했다. 

<표> 박정희 대통령 취임사의 근면 관련 언급

구분 내용

5 (1963)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 나가는 근로정신의 소박한 생활인

6 (1967) 정직하고, 근면하고, 소박하고, 성실한 국민 중이 국가의 중추

7 (1971) 근면과 검소, 정직과 성실의 기풍을 일으키는 사회혁신

8 (1972) 성실과 근면이 뿌리를 박은 아름다운 생활풍토

9 (1978) 전래의 미풍인 근면·협동을 바탕으로

자료: 통령 기록관 홈페이지

근면에 한 동의를 제작하는 데 동원한 전형적인 방식 중 하나는 모범사례 홍보 다. 공장새마을 운동

에서 발굴한 모범근로자는 한결 같이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에 헌신했다. 모범근로자 중 

QC 전국 회에서 금상을 받은 경남모직 노동자는 이렇게 밝힌다.

우리 추진요원들은 정해진 퇴근시간이 없었고 밤 9시 이후 개인별로 그날의 자기 업무가 정리되는 로 

퇴근했다. 또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남들은 가족과 함께 바캉스를 떠나는데도, 우리 추진요원들은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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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하계휴가를 전부 반납하고 열심히 준비했으며, 그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둬 상을 수상하는 데 원동

력이 되었다( 한상공회의소·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1989, 75)

시간규율의 강제와 동의의 주조 이외에 근면담론이 확산하는 방식이 하나 더 있다. 물질적 보상의 약속

이 그것이다. 시간에 여백을 없애면 무언가 얻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설파해야 했다. 근면담론은 텍스트 

구조의 한 요소인 미래비전을 결집하는 보강담론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

세”라는 유토피아 전략이었다. 잘사는 사회를 국가적 이상향으로 제시한 담론전략은 근면을 확산시키는 통

로 다. 

여기에서 근면담론의 중요한 속성 하나가 도출된다. 바로 도구적 시간관이다. 근면담론은 시간을 그 자

체로 그 어떤 것으로부터 침투 받지 않는 고유한 가치가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

로 본다. 시간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잘살기 위해서 활용해야 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시간은 주어가 아

니라 목적어로 등장한다. ‘시간이 있다’는 말은 쓰지 않는다. 신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

아라 같은 형식으로 제시된다. 심지어 “여가선용”이라는 말은 본업시간 이외의 시간도 ‘잘’ 쓰라고 훈육했

다. 무언가 생산적인 일에 여가를 써야지 헛되이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3) 발전국가형 시간담론체제

1960~70년 에 형성된 시간체제는 아마도 한반도 사회적 시간체제의 역사상 가장 예리한 변곡점을 이

루었을 것이다. 김학선(2020)은 박정희 정권의 시간기획이 전통적인 것의 열등화, 자본주의 시간체제, 규

율적 시간체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근 적 시간체제와 접합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시간은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 자본이라는 인식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박정희는 공업화의 주체를 설정하기 

위해 근 적 시공간 인식을 확산시키는 인식론적 전환을 시도했다(황병주 2016). 근면은 박정희의 시간기

획 프로젝트의 한 가운데에 위치했다. 

근면을 중심에 놓은 시간기획의 알맹이는 생활세계에서 여백을 몰아내자는 것이다. 이 점은 “남이 쉴 

때 우리는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겠다”는 언급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여백 지우기에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

는 데에는 근면담론의 견고함이 큰 역할을 했다. 근면담론은 현실규정(가난), 미래비전(풍요), 필요한 행위

(근면)가 결합된 텍스트 구조, 게으름과 립구도를 형성하고 근면을 자기정체성으로 규정하면서 하면 된

다는 주지주의로 보강된 정당화 방식, 물리적 강제와 도덕적 동원 및 물리적 보상을 확산전략으로 삼았다. 

급속한 산업화와 국가독점적 담론지형이 근면담론을 받쳐주는 기둥 노릇을 했다. 톱니바퀴 맞물리듯 짜임

새가 견고해서 이보다 촘촘하게 짜인 시간담론은 찾기 어려울 것 같다. 이것이 근면담론을 하나의 시간담

론체제로 부를 수 있는 이유다. 

이 시간담론체제는 근 적 시간담론의 일반적 성격에 발전국가라는 한국적 특색을 얹었다. 서양에서 시

간담론은 체로 자본주의의 작동과 궤를 같이 했다. 시간의 상품화와 시간규율의 내면화는 자본의 움직

임에 따라 형성된 것이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생산에 헌신해야 할 것으로 보는 태도도 자본가가 심

어놓은 윤리 다. 한국의 시간담론체제는 자본주의와 발전국가의 합작품이었다. 근면이라는 시간윤리를 제

작한 공장은 자본가가 아닌 국가 다. 근면은 경제발전이라는 지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제시되었다. 시간도 발전국가의 발전에 복무하는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근

면을 최고의 덕목으로 상정한 시간담론체제는 발전국가형 시간담론체제 다. 발전국가는 시간담론이라는 

산의 정상석(頂上石)에 근면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고, 근면은 멀쩡한 시간을 발전국가의 자기장 속으로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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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은 돌진적 공업화에 걸맞는 생활윤리로 돌진하면서 한국인의 시간의식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여백 내쫓기에 너와 내가 따로 없었다. 자본은 국가와 손바닥을 마주쳤다. 건설자본은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언명령을 돌관(突貫)공사로 번역했다. 인력과 장비를 밤낮 없이 굴려 정해진 공사 기

간을 맞추는 것이다. 1977년 무역진흥 확 회의를 마친 후 점심을 먹으면서 박정희는 정주  현 건설 

회장에게 중동에서 성공한 이유를 물었다. 정 회장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공이라고 했고, 박정희도 맞

장구를 쳤으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다고 한다(오원철 2006 310~311). ‘열심히 일함’이 성공비결이라

는 데에 모두가 동의했다는 것이다. 언론도 여백 몰아내기에 가세했다. 예를 들어 1971년 1월 1일 중앙

일보 사설은 ｢시간은 금이다는?｣이라는 제목으로 “8천7백60시간 중 단 한 시간이라도 헛되이 보냄이 없

어야겠다”고  훈계한다(중앙일보 1971).

여백 없애기는 공장의 벽을 넘어 시민사회에서 재생산되었다. 한국 시간담론의 명사인 “빨리빨리”가 

언제부터 나와 확산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발전국가형 여백 없애기와 친화력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1970년 에는 “4당5락”이라는 말이 나왔다. 4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학교 정문에서는 선도부가 지각생을 잡았다. 

생산 역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근면에 공감하면서 여백 내쫓기는 한국인의 시간의식을 성공적

으로 장악했다. 근면담론이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과정은 이른바 중독재 나타난 현상을 연상시킨다. 중

은 근면담론의 일방적 수화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소극적으로 동의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 듯 발전국가가 강요한 시간윤리를 내면화했다. 근면담론에 인지 포획된 노동자는 

노동자 로 장시간 노동에, 학생은 학생 로 장시간 공부에 포로가 되었다. 근면담론은 한국인의 시간인식

에서 쉼표를 지우는데 성공했고, 여백 없애기에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한국인 다수는 ‘여백을 휴지

통에 버리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를 클릭했다. 

여백 없애기에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데에는 국가가 정치권력과 담론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렇다할

만한 해석투쟁이 없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국가는 시간담론의 독점적 발화자이자, 독점적 해석권자 다. 

다른 해석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항담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노해의 시집 『노동의 새

벽』처럼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고발하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항담론은 강렬하지만 간헐적 저항의 형태로 

나타났고, 주류담론에 항할 만큼 힘을 갖지는 못했다. 

미미한 항담론에 더하여 근면이 오랫동안 시간담론의 왕좌를 차지하게 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물질적 

보상의 실현이었다. 여백을 버리고 스스로를 쥐어짜면 그런 로 성과가 나왔다. 새벽종이 울려 마을을 가

꾸어보니 지붕도 산뜻하게 바뀌었다. 학생이 더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기 마련이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체

제에서 시간을 무한정 돈벌이 노동에 할애해보니 전보다는 사는 게 나아졌다. “혁명공약”에서 박정희가 호

언장담한 가난으로부터의 탈피는 현실이 되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술잔에는 독이 들어있다. 근면을 마시고 여백을 휴지통에 버리면 시간의 오롯함은 잃는다. 생활에서 쉼

표를 없애는 1열종 의 행렬에서 열외는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다. “회식은 근무의 연장”이라는 상사의 말

에 저항하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무작위를 범죄로 보는 심성도 커진다. 사람에 따라서는 무언가 

하고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강박에 빠지기도 한다. “재충전”이라는 말은 오롯한 시간

도 생산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뜻을 품는다. 

발전국가적 근면담론의 텍스트가 행간에 숨겨 놓은 독소조항은 또 있다. 근면담론은 여백을 게으름과 

동일시하고, 범죄로 본다. 게으름이 범죄로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다. 게으름을 죄로 

만드는 기술은 다른 나라에도 발견된다(이옥순 2012). 그런데 한국의 근면담론은 게으름을 범죄시하는 것

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성과를 자기책임으로 환원하는 태도를 확산시켰다. 근면담론은 개인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그 사람이 여백 몰아내기에 얼마나 가열차게 투쟁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관념을 창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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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정상 회담｣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벨기에 청년 줄리안은 서양에서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라 탓을 하지만 아시아는 자기 탓을 한다며 인식의 차이를 짚은 바 있다. 결과를 노력의 가, 즉 시간

투여의 함수로 보면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의 속성에 눈을 돌리게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될 놈은 된

다는 인식은 이 심성을 강화한다. 인생의 성공을 사회구조가 아니라 개인적 노력으로 환원하는 심성은 발

전국가형 근면담론의 독소 중 독소다. 이 독은 한국인의 인식에 길고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4. 시간담론체제의 지속과 변화

1) 시간담론의 토대

지형은 늘 바뀐다. 칡넝쿨이 산을 뒤덮으면 오래된 나무가 죽고 번식력 좋은 놈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시간담론의 지형도 변한다. 발전국가형 시간담론체제가 아무리 구조가 견고해도 변화에 예외는 아니다. 

1980년 부터 1990년  후반까지 한국인의 시간생활을 바꾸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다. 1981년에는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 “24시간 시 의 탄생”(김학선 2020)을 알렸다. 1987~88년의 노동자 투쟁은 저

임금과 결합된 장시간 노동시간체제가 흔들리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발전국가적 시간체제가 

밑으로부터 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는 과거의 시간과 새로운 시간 사이에 간주곡이 흘 던 때

로 보아야 할 것 같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인의 시간적 삶에 향을 미치는 생활세계는 급격하게 바뀌었다. 자본주

의가 운신이 폭을 넓히면서 삶의 맥박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서 보듯 공

업적 시간체제에서는 인간이 기계의 속도에 맞추어야 했다. 이제 자본주의적 시간은 생산 역에 국한되지 

않고, 유통 역을 포함한 경제 전 역으로 확장되고 있다(Tombazos 2014). 규모의 경제 뿐 아니라 속

도의 경제가 들어섰다. 속도의 지배는 “시공간의 압착”(Harvey 1989)이라는 개념으로 포착된 바 있지만 

최근에는 “가속화”(Rosa 2005), “속도의 제국”(Hassan 2009)과 같은 개념이 보태졌다. 한국은 속도의 올

림픽에서 단연 금메달이다. 인터넷은 신청하면 바로 개설된다. 한국의 유통업과 배달업의 속도는 타의 추

종을 불허한다. 외국학자들이 속도를 화두로 바쁨 권하는 삶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한국에 견주

면 소박할 뿐이다. 아마도 이들이 한국에서 한 달만 살아보면 여백 없는 삶의 신세계를 제 로 체험하고 

겸손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일과 생활의 경계선이 희미해지고 있다. 일과 생활의 분리는 여전히 자본주의 시간의 기본속성이다. 공

간의 제약을 뛰어 넘게 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이제는 시간의 경계도 허물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일과시간

에 얼굴과 얼굴을 맞 고 소통했던 선생님과 학생은 방과 후에도 학교 밖에서 학교일로 소통한다. 노동자

는 스마트폰으로 일터를 휴 하고 다닌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생활세계에 본업의 시간이 나만의 시간

에 침투하는 길을 터놓고 있다.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바쁨(busyness) 권하는 사회 는데 속도에 침윤된 

삶과 일과 생활의 분리를 희미하게 하는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더 바빠졌다. 

여기에 표준적 삶의 희소가치화는 삶을 더 바쁘게 만드는 결정타로 등장한다. 학업, 취업, 결혼, 아이 

낳기, 집장만, 자식 혼인, 은퇴로 이어지는 표준적 생애경로가 다수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학의 서열

화는 더 깊어지고, 취업의 문은 좁아졌으며, 노동시장은 불안해졌고, 내부자와 외부자의 이중화

(dualization)와 불평등이 심해졌다. 과거에는 다수에게 열렸던 표준적 생애경로라는 열차에 소수만이 올

라탈 수 있게 되었다. 이들마저 열차 안에서 수시로 승차권 검사를 당한다.

그래도 승차권을 끊으려 야단법석이다. 그러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연장되고 있다. 학생은 치열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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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쟁을 뚫기 위해 학교공부로 부족해서 학원을 옮겨 다닌다. 학생은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 편입학, 

해외연수에 시간을 투여한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수준의 인적자원 역량을 갖춘 한국의 청년들은 심각

한 실업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 로 촘촘해진 시간의 도에 직면하고 퇴근 

이후에도 공식·비공식 노동에 시달린다. 노동시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하나 세계에서 OECD 회원국 중 최

상위권이다. 그러다가 40  후반이나 50  초반이면 직장에서 떠나게 된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놓을 수 

없는 노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다.

할 일도 많아졌다. 학생들이 바쁜 이유는 공부 때문만이 아니다. 사회적 관계도 유지해야 한다. 학생에게 

스마트 폰의 (단체) 화방은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공간이다. 스마트폰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수행하는 생존투쟁의 단면이다. 직장생활에 지친 부모는 학원 마치는 시간에 

맞추어 차를 놓고 이런 아들딸을 기다린다. 지금 할 일을 마치면 바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삶의 메트로놈은 생활리듬이 안단테 던 사람을 모데라토로, 모데라토 던 사람을 비바체로 옮기라

고 조여 온다. 한국은 여전히 바쁜 사회지만 과거에는 본업을 하느라 바쁜 사회 다면 이제는 본업 뿐 아

니라 다른 일도 많아져 바쁜 사회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과거에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빨리빨리”가 지

배적이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멀티태스킹을 위한 “빨리빨리”가 추가되었다. 

이러다보니 부분 24시간이 모자라다고 인식한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해야 할 일이 많다

는 것을 뜻한다. <표 1>에서 보듯 한국인의 54.4%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10 들은 절반이 넘는 

53.6%, 30 는 네 명 중 세 명이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취업자는 세 명에 두 명 꼴이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다고 하는데, 시간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 도둑들이 많다. 시간이 부족하다

고 응답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10 는 향후 줄이고 싶은 일 중 자기학습을 꼽은 비중이 60.7%에 달했다. 

취업자는 69.4%가 직장 일을 꼽았다. 

 <표> 시간부족감(2019)

(단위: %)

항상부족 가끔부족 약간여유 항상여유

전체 22.8 31.6 33.1 12.5

연령별

10 19.5 34.1 36.2 10.2

20 26.2 39.2 29.3 5.3

30 35.9 39.2 22.0 2.9

40 28.7 38.2 28.4 4.7

50 22.7 31.6 36.4 9.4

60세 이상 10.1 16.6 41.8 31.5

취업여부
취업자 30.1 37.5 27.9 4.5

비취업자 12.0 21.6 40.7 25.7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사회경제적 환경은 더욱 바쁜 삶을 종용하는 가운데, 담론권력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었다. 발전국가형 시

간담론체제에서 국가는 담론의 생산·유포·통제에 걸쳐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이제 국가가 슬그머니 물

러간 자리를 조용하게 잠식하고 들어오는 권력자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생존이라는 상황강제다. 행위자

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제한을 상황강제(Sachzwang)라고 한다(Schelsky 

1965). 시간담론을 관장하는 리바이어던이 국가에서 생존이라는 상황강제로 바뀌었다.

절 적인 담론권력자로서 상황강제는 국가와 세포가 다르다. 국가는 검은 안경을 쓰고 무 에 올라 마

이크를 잡고 국민을 훈계했다. 상황강제는 무 에 오르지 않고 삶의 공연장에 안개처럼 스며든다. 전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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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웅변한 국가는 시끄러웠지만 상황강제는 그저 속삭일 뿐이다. “잘살아보세” 같은 떠들썩한 구호를 외

칠 필요도 없다. 유전자 개조를 할 필요도 없다. 웬만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렵다. 권력이 

강제력에 기 면 1차원적, 의제설정을 관장하면 2차원적, 이 모두를 배후조종하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당

연한 것이 되면 3차원적 권력이 된다(Lukes 2005). 생존이라는 상황강제는 담론권력의 지형에서 3차원적 

권력을 장악했다. 생존 앞에서는 장사 없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상황강제는 불한당도 바쁘게 만든

다. 21세기 시간담론의 밑그림에는 더욱 바쁜 삶을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황강제라는 소름 돋는 

담론권력자가 깔렸다. 

2) 시간담론

가. 여백 없애기 담론

산에 오를 때 중턱쯤에 이르면 갈림길을 만난다. 한쪽 길로 가면 여백 없애기 담론을, 다른 쪽으로 가면 

여백 되찾기 담론을 만나게 된다. 발전국가 시기에 근면으로 동단결했던 여백 없애기 담론은 비바람이 깎

고 다듬어 여러 봉우리로 갈렸다. 1992년에 『시테크-시간창조의 기술』이라는 책이 발간되면서 한국은 재

테크를 넘어 “시테크”의 열풍에 휩싸 다. 2000년  초반에는 일본 의사 사이쇼 히로시(税所弘)가 저술한 

『아침형 인간』이 소개되면서 말 그 로 “아침형 인간”이 주목을 끌었다. “스피드 경 ”은 여백 없애기를 

기업에 접목한 담론이었다. 여러 형태로 표출되었지만 이들은 모두 강력한 익명의 발화자인 생존을 시간

으로 번역하면서 바쁘게 살아야 하는 이유와 기술을 전파한다는 점에서 여백 없애기 담론으로 묶을 수 있다. 

이 담론들은 한결 같이 현실규정(경쟁), 미래비전(출세와 성공), 필요한 행위(시간관리)가 결합된 텍스트 구

조를 갖추었다.

현 판 여백 없애기 담론은 근면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 발전국가형 근면담론의 변주곡이다. 장조를 

단조로 바꾸어 편곡을 하더라도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라는 메시지는 같다. 차이점도 있다. 현 적 근면담

론은 집합적 생산주의가 아니라 개별적 성공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옛 것과 구별된다. 여기에서 성공은 

사회적 권력과 명망이 있는 지위를 차지하는 출세보다 소박하다. 성공은 안정적 생존이다. 다른 점은 또 

있다. 옛 근면담론은 자본주의 시간담론의 일반성과 발전국가라는 한국적 특수성이 결합된 형태 지만, 이

제는 발전국가적 특수성을 상당히 걷어내고 그 빈자리에 자본주의가 메우고 들어왔다. 시간의 상화라는 

자본주의 시간준칙을 충실히 실현하는 것이다.

여백 없애기 담론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이분법적 립구도를 만들어내

는 것이다. 시테크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아침에 일찍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스피드 경 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시킨다. 물론 정당화 방식에서도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 정체성 규정이나 극단적 주지주의도 없지만 “하면 된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로 바꾸

었다. 여백 없애기를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공을 화두로 삼은 현 판 근면담론은 새마을 운동 같은 강제도 없이 중적 관심을 일으키는 데 성공

했다. 생존이라는 상황강제와 성공의 중간에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의 다리를 놓는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는 생존의 욕구가 야트막하지만 넓게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백 없애기 담론은 뚜렷한 확산전략 

없이도 생존이라는 상황강제를 등에 업고 확산되었다. “여러부~ㄴ,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가 퍼져 나간 

이치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성공지향적 여백 지우기 담론을 발전국가적 시간 지우기 담론의 후예로 보는 근본적 이유는 바

로 성공과 실패를 개별적 노력의 결과로 돌리는 이데올로기에 있다. 이 담론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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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리를 잘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면, 스피드 경 을 제 로 하면 성공한다. 어떤 분야

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은 훈련해야 한다는 “1만 시간의 법칙”도 마찬가지다. 결과의 개인

화라는 이데올로기가 형태만 바뀐 채 그 로 재현된다. 여기에 “루저”라는 담론 신상품이 결과의 자기책임

화를 뒷받침한다. 성공지향적 여백 없애기 담론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로 남아 있는 사회구조에

는 눈을 감는다.

나. 여백 되찾기 담론

사람들은 노력해도 부딪히는 구조적 한계가 엄연히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 이른바 성공이라

는 것도 부질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늘었다. 여백 내몰기가 만들어 내는 피로감이 증폭된 것이다. 근면에 

피로해진 사람들은 비워둠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여백 되찾기 담론도 형태는 다양했다.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비꼬는 담론이 등장하기도 했고, 『과로사회』(김 선 2013), 『피로사회』(한병철 

2012), 『24시간 시 의 탄생』(김학선 2020) 과 같은 담론은 시간의 현실을 고발했다. 장기하와 얼굴들이 

발표한 ｢느리게 걷자｣, “저녁이 있는 삶”, “멍 때리기”,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해외에서 수입한 

“슬로우 시티”, “슬로우 푸드” 등은 여유로움과 느림을 희구하는 담론이다. 시간빈곤(time poverty), 시간

주권(time sovereignty)과 같은 학술적 개념도 여백 되찾기에 가세했다.

21세기에 출현한 여백 되찾기 담론은 여백 없애기 담론과는 성격이 다르다. 여백 없애기 담론이 시간을 

다른 목적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수단, 즉 도구주의적 시간관에 서있다면 여백 되찾기 담론은 시간 자체

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되살리려는 기획이다. 즉 고유가치적 시간관을 품고 있다. 여백 되찾기 담

론은 시간으로 아픈 사람이 많다는 신호로 읽을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전복적 구상이 깔려있다. 

시간이 자본주의를 맞아 상으로 전락했는데, 그 중 일부분이라도 걷어내서 그 무엇으로부터도 침범 받

지 않는 시간을 늘리자는 기획이다. 오롯한 시간의 복원을 꾀하는 이 담론은 자본주의로부터 시간의 독립

운동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여백 없애기 담론이 생존과 성공을 핵심화두로 삼는다면 여백 살리기 담론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을 깃발로 삼는다. 현실규정(황폐한 삶), 미래비전(좋은 삶), 필요한 행위(시간해방)라는 텍스트 구조를 취

한다. 여러 담론 중에서 가장 중적으로 흥행한 담론은 일·생활 균형이었다. “워라밸”은 이제 보통명사로 

자리 잡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담론은 ‘일 우선주의’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중 한 변화를 가

져왔다. 시간을 자본주의의 손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잔잔한 열망이 널리 깔려있었음을 시사한다.

여백 살리기 담론은 정책의제로 진입하는 데에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노동시

간 단축으로, 2003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표준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제 같은 제도도 도입·확산되었다. 여백 살리기 담론이 담론화에 

이 정도 성공한 것은 여유로운 삶에 한 사회전반적 희구를 배경으로 개인적 고충(private troubles)을 공

적인 문제(public issues)로 제기하는 사회학적 상상력(Mills 1959)을 발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3) 시간담론체제의 현재 

20세기에는 시간담론 지형이 온통 여백 지우기로 꽉 차 있었는데, 21세기에는 여백 지우기와 여백 살

리기라는 양  봉우리에 발전국가형 여백 없애기 담론이 간헐천으로 흐르는 지형으로 바뀌었다. 어느 하

나의 담론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팽팽한 긴장을 이루면서 의제의 성격에 따라 해석투쟁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 형성되는 의제는 역시 노동시간 단축이다. 2003년 노동시간 단축이 쟁점으로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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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을 때에는 발전국가형 여백 지우기 담론이 확성기를 잡고 나섰다. 이 담론은 주5일제를 도입하면 한국

경제가 망할 것처럼 위협했다. 당시에는 여백 찾기 담론이 세를 차지했기 때문에 법은 무난하게 통과되

었다. 그 이후 20년이 흘 지만 일하는 시간이 짧아져 한국경제가 망했다는 얘기는 들을 수 없다. 

2022년 통령 선거에서는 주4일제가 의제로 등장했다. 이번에는 발전국가적 여백 없애기 담론은 나라 

망한다는 구태의연한 공세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경제 불안이나 회사 경 부담과 같은 이유를 내

세워 “시기상조”라고 덮으려 했다. 성공지향적 여백 없애기 담론은 전문성 축적기회의 상실과 같은 새로운 

무기를 내세웠다. 이에 반해 여백 찾기 담론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 “워라밸”,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

는 논리로 응수했다. 물론 주4일제를 소수정당 후보가 제기했고 다른 쟁점에 묻혀 공론장에서 휘발성은 

약했다. 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노동시간 이슈는 다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해석투쟁은 시간담론체제에서 시간을 의제화하는 조건과 방식의 단면을 드러내

준다. 1970년  중반에 서구에서는 산업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면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 같은 탈물

질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용한 혁명”이 나타났다는 진단이 제기되었다(Inglehart 1977).  21세기 한국

인은 물질적 풍요에서는 서구의 1970년 를 능가했지만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강하다(양해만·조 호 

2018). 표준적 삶의 희소가치화로 인해 물질적 안정성은 최우선의 목적으로 남아 있다. 요란한 혁명도 아

직 미완의 과제로 보는 것이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한다는 것은 시간을 돈의 교환관계로 엮어두는 자본주의적 시간관에서 벗어날 

공간이 넓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아마도 다수는 마음은 여백 되찾기에 있지만, 몸은 여백 없애기로 흐

르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21년 11월에 한국리서치가 조사해 보니 주4일제에 하여 찬성 51%, 반  

41%이지만 막상 돈과 연결 지어 물어보니 ‘임금이 줄면 안 하겠다’고 답한 비중이 64%로 나타났다(중앙

일보 2021). 한국인이 시간에 하여 가지는 생각에는 물질주의가 여전히 짙게 깔려 있고  ‘샤이’한 여백 

없애기 옹호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백 없애기와 여백 되찾기라는 두 봉우리 사이에 움푹 파인 골짜기에는 상황강제라는 객관적 조건과 

여유로운 삶이라는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담론투쟁의 향배는 어느 봉우리가 태양과 바람과 비를 받아 안

고 더 단단히 다지느냐에 달려 있다. 이 때 시간을 의제화하는 방식은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 것이다. 학생

의 성적이나 노동자의 임금을 시간에 연동하고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개별적 시간의 함수로 보는 관점이 

우세해지면 여백 없애기 담론이 힘을 받을 것이다. 반 로 일·생활 균형 담론이 성공했듯이 여백 되찾기 

담론은 시간적 삶을 공공의 문제로 부각해야 힘을 받을 수 있다. 

5. 결론

발전국가 시기 한국의 시간담론은 집합적 건설주의(생산주의)를 지향하는 근면이 지배하면서 여백 없애

기가 생활의 윤리로 정착되었다. 오늘날 시간담론 지형은 발전국가의 근면담론을 개별적 성공주의로 계승

한 여백 없애기 담론과 시간의 고유가치를 되살리자는 여백 되찾기 담론으로 양분된 상태다. 

시간의 고유가치를 살리자는 담론이 나타났지만 우리의 시간의식은 여전히 ‘일 우선주의’에 젖어 있다. 

“여가”라는 용어 자체도 일 우선주의 사고방식을 반 하는 용어다. 여가는 본업을 하고 남는 나머지 시간

으로 학생에게는 공부하고 남는 시간, 노동자에게는 일하고 남는 시간을 말한다. 본업에 종속된 시간이지 

오롯한 시간이라는 뜻은 없다. “일·생활 균형”도 마찬가지다. 이 용어의 본뜻은 돈벌이 시간과 오롯한 시

간의 균형을 지향한다는 것일 게다. 그런데 용어를 이렇게 만들다보니 일의 품계가 한참 높아진다. 따지고 

보면 일과 생활은 균형을 맞출 상이 아니다. 일은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일이 감히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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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돈벌이 노동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시간관을 고스란히 반 하고 있다. 

일 우선주의와 함께 근면윤리도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한다(이옥순, 2012:209). 본론에서 다룬 개별적 

성공주의를 알맹이로 하는 근면윤리는 노동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곳곳에서 새끼를 친다. 근면윤리의 핵심

은 ‘무언가 하고 있어야 함’이다. 오롯한 시간에 해서도 “여가선용”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침투했었다. 지

금도 다르지 않다. 언제인가부터 산에 오르는 길의 이름이 “등산로”에서 “탐방로”로 바뀌었다. 그냥 산에 

오르면 안 되고 생태계에 한 탐구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여전히 근면을 훈육하는 문화가 오롯한 시간

에 침투하여 생활세계에 길고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결과를 개별적 노력의 탓으로 보는 심성은 

학교와 공장에서 여전하다. 뉘엿뉘엿 해가 지면 근면담론의 산 그림자는 치동 학원가와 플랫폼 노동자의 

분주한 오토바이로 들어찬 도시의 아파트까지 늘어진다. 이 모두 여백 되찾기의 적들이다.

여백 되찾기 담론을 보강할 재료를 찾을 필요가 있다. 서양에서 끌어올 만한 것도 꽤 있다. 국 철학자 

러셀(Bertrand Russell)은 1932년에 『게으름을 찬양함』이라는 에세이를 썼다. 라파르그(Paul Lafargue)

의 『게으를 수 있는 권리』는 이미 번역되었다. 하이데(Holger Heide)의 글은  『노동사회에서 벗어나기』로 

나와 있다. ILO는 “사람다운 노동시간”(decent working time)이라는 의제를 던졌다. “일·생활 균형”을 

“생활 역균형”(life domain balance)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있다(Ulrich & Wiese 2011). “시간복지”라는 

개념도 제안되었다(Rindersprach 2002). 국내의 시간담론 개발은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노동시간센터와 

몇몇 연구자들의 선도적인 작업으로 거름은 쌓여가고 있다. 이 재료를 모아 생산성으로부터 해방하고 오

롯한 시간의 가치를 부각하는 담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담론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여백 되찾기를 현실로 옮길만한 담론전략도 필요하다. 담론권력 지형에서 

여백 되찾기는 아직 힘이 부족해 보인다. 담론을 생산한 것 자체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것

이다. 정책도 필요하다. 시간정책을 독자적인 정책 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간정책의 핵심은 쉼표

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속도 제한 

장치처럼 작업속도를 규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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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득의 원리와 노인일자리 정책의 
적용 방안

서정희 (군산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환의 필요성: 다목적성과 한계

2004년에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2004년 3만5천 개의 노인일자리로 

시작한 동 사업은 2020년 76만 9천 개의 노인일자리로 확 되었다(박경하, 2021). 불과 16년 만에 일자

리의 수라는 측면에서 25배가 확장되고, 참여 인원 측면에서는 2004년 비 2017년 기준으로 30배 이

상, 예산 측면에서는 13년 만에 500배 이상 증가하 다(김기태 외, 2021: 12).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다. 2014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사업이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목적보다는 일자리를 통한 소

득보장, 빈곤 감소의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도 만성적

이고 구조적인 노인 빈곤의 거 한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현재의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를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으로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박경하, 2021). 

그러나 이 사업에 해 중들의 반감은 매우 높다(서정희 외, 2022). 기초연금 수급과 노인일자리 사

업 수급이 연동되어 있는 참여자격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반감 또한 매우 높다. 동시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80%를 차지하는 공익형 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하지 못하

게 되어 있어 빈곤 감소 효과 역시 낮다(손병돈 외, 2019). 

그렇다면 이 사업이 필요가 없는가? 이 사업은 소득보장이 정책의 제1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소득보장에서 빈곤 감소 효과는 다소 낮고, 오히려 다른 효과는 매우 좋은 사업이다. 참여 노인들의 

만족도, 건강, 심리사회적 효과 등이 매우 높다(강은나 외, 2017; 유용식, 2016; 고수정, 2017, 민기채 

외, 2021 등 다수). 또한 사업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와 현재 구축된 인프라

를 고려할 때, 이 사업이 갖는 의미 역시 매우 크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재의 의의와 한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새

로운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이 사업의 한계도 극복하고 동시에 이 사업의 의의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

는데서 시작된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 목적은 노인의 빈곤문제, 소득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

식으로서 노동을 댓가로 급여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상으로 ‘일자리’로 

접근해야만 중의 공감과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호혜성 논리는 

잘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노인의 노동에 한 댓가로서의 급여에 해 일반 중은 

호혜적이라고 사고하지 않는다. 일자리를 통한 급여여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는 ‘산업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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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용, 2021)이자, ‘주저하는 복지국가’(최상미, 2021)의 모습을 띤다. 노동에 한 임금 방식이 아닌 근

본적으로 다른 방식, 사회참여,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에 한 혹은 시장에서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에 한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에 한 인정으로서의 보상이면 어떠할까?

특히 청년과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불안정성이 상승하는 시기에 노인‘일자리’라는 개념과 

지원은 세  갈등을 부추길 여지도 있다. 바야흐로 새로운 ‘사회계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는 현금급여로서의 소득보장으로 제공하고, 유의미한 ‘사회참여’에 한 새로운 보상 방식을 고

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유의미한 사회활동에 한 보상으로서의 참여소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 참여소득의 개념이 무엇인지, 참여소득의 의의와 한계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Ⅲ

장에서 참여소득의 제도적 구상과 제안들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참여소득의 고찰을 바탕으

로 참여소득을 현재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용하는 방식을 제언함으로써 현재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 

전환에 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참여소득 개념, 의미와 한계 

1. 참여소득 개념과 제도원리

참여소득은 고용보장 제도나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수정안으로서 제기된 제도가 아니다. 참여소득 

개념은 안적 사회정책에 한 기획으로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소득보장 정책이 반

에 부딪치는 상황에 한 고찰에서 비롯된 안이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한 반 를 극복하기 위한 

수정안으로서, 혹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반 하며 보편적이되 호혜성을 강조한 방식의 제안으로 시작되

었고, 주된 논의는 기본소득과의 논쟁 속에 위치한다. 

1) 참여소득이 제기된 맥락

참여소득 주창자로 알려진 앳킨슨은 불평등 연구의 가로서 불평등의 원인 및 그에 한 안을 제시

해 온 표적인 연구자다. 앳킨슨의 기본소득 및 소득보장 제도에 한 관심은 1960년  후반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Atkinson, 1969, 1975; Fitzpatrick, 1999: 116에서 재인용). 이 시기 국의 사회보장 제

도는 자산조사 방식의 제도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하

지 않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 방식으로서의 기본소득1)이 제기되었다. 앳킨슨은 Parker의 부분 기본소득 

제안과 관련하여 1980년  후반 처음으로 토론에 개입하고, 몇 년 후 그는 자신의 기본소득 버전을 제안

한다(Atkinson, 1993, 1995a, 1996a, 1996b). 그는 기본소득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성이 사

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기 때문에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민소득이 모든 정당에서 지지자들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아직 도입되지 않았는지를 생

각해보아야 한다. 나는 이 질문을 고민해본 결과, 시민소득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지

지자들이 타협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자산조사가 없어야 한다는 원리나 개인의 독립

성 원리를 타협하자는 게 아니다. 무조건적 지급이라는 원리를 타협하자는 것이다.” (Atkinson, 

1993b; 1996a: 68).

1) 영국에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시민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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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킨슨이 ‘참여’라는 조건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을 때 그 목적은 기본소득의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 아

니었다. 이는 처 수상 집권 이후의 국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명분을 확

보하려는 것으로 “참여소득 제도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자산조사 공공부조에 비해 시민소득이 더 

나은 미래라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안”이라고 설명한다(Atkinson, 1998: 149; 

판 파레이스, 판데르보우트, 2018: 468에서 재인용).

참여소득이 처음 제기된 문헌은 앳킨슨의 1996년 저작이다. 1996년이라는 시기는 국에서 처 정부

(1979~1990년)와 존 메이저 정부(1990~1997년)로 이어져 온 보수당 정권의 막바지 시기 다. 이 시기 

국에서는 복지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자산조사 방식이 강화되어 왔다. 이 상황에서 엣킨슨은 자산조사 

방식의 제도에 한 강력한 반  논리로서 참여소득을 제기한다. 동시에 무조건성이 정치적 지지를 확보

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나는 시민소득이 노동시장이나 다른 활동에서의 무조건성을 유지하는 한, 시민소득에 한 정치적 지

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믿는다. 처 시 의 유산 중 하나는 의존성에 한 우려였는데, 

이는 영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Atkinson, 1996: 67)

2) 참여소득의 두 가지 갈래

앳킨슨이 공공부조 중심의 국 복지국가를 개혁하려는 의지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이행의 전략으로서 

참여소득을 제기한 후 여러 사람들이 참여소득에 해 주장하고 검토하 다. 그러나 참여소득을 주장하는 

논자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소득에 한 주장은 ‘참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을 인정하고 이에 한 보상으로서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협의의 참여에 한정하여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안이다. 

(1)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 인정으로서의 참여소득

참여를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앳킨슨이 표적이다. Atkinson(1996: 68)

은 참여를 노동시장 참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참여 사례를 특정 활동을 하거나 어떤 상태

에 놓여있는 사람들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용자나 자 업자와 같은 일하는 사람들, ②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결근하는 사람들, ③ 장애 때문에 일할 수 없거나 일할 수는 있으나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④ 승인된 형태의 교육, 훈련, ⑤ 아동,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⑥ 승인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동시에 참여소득의 수급 조건은 ‘납부’(payment)와도 ‘노동’(work)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더 광범

하게 정의된 ‘사회적 기여’(social contribution)와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한다(Atkinson, 1996: 69).

앳킨슨은 2015년 저작에서 이를 더 발전시킨다. 불평등 심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기술 진보 등의 상황

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여러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기본소득의 변

형으로서 참여소득 방식을 제안한다. 그는 시민권에 근거한 기본소득과 비교하며 급여의 근거로서 시민권

에 근거한 방식이 아니라 ‘참여’에 근거한 참여소득을 주장하는데, ‘참여’를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기여로 

정의하고, 참여의 예를 4가지 범주로 제시한다(앳킨슨, 2015: 308). ① 생산 연령 에 있는 이들이 전일

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거나 자 업을 하거나, ② 교육, 훈련, 적극적인 구직활

동을 하거나, ③ 집에서 유아기 어린이 또는 노약자들을 돌보거나, ④ 인정된 단체에서 정기적인 자원봉사

를 하는 것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앳킨슨, 2015: 308).

이 설명에 근거하면 참여는 유급노동, 교육ㆍ훈련ㆍ구직활동, 돌봄, 자원봉사로 국한된다. 앳킨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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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의 제안보다 2015년의 제안은 범주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참여에 한 정의와 해석을 ‘활동’에서 

‘기여’로 전환하고, 기여의 인정에 한 조건을 부과한다. 4가지 범주의 사회적 기여로서의 참여를 조건으

로 급여를 지급하되, ①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유보 조항을 둘 수 있고, 

② 기여 개념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활동의 범위를 고려해 확장할 수 있고, ③ 21세기 노동시장의 특성들

을 반 해 사람들이 예컨  주당 35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활동의 포트폴리오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되, 

이 기간 중 일부에 해서만 기여를 인정해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앳킨슨, 2015: 308~309). 

(2) 협의의 참여소득

참여소득에서의 참여를 보다 협의로 구성하여 제안하는 표적인 논자는 페레스 뮈뇨즈이다. 

Pérez-Muñoz(2016)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낳을지는 확답할 수 없는 일이

고, 참여소득을 통해 시장에 의해 충족되지 않은 수많은 미충족 사회적 욕구(unmet social needs)를 해

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참여소득은 일종의 시민 서비스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시민 서비스(civic service)는 “참여자에 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과 함께, 사회가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에 한 실질적인 참여/기여의 조직적인 형태”로 정의된다(Pérez-Muñoz, 

2016: 175). 시민 서비스는 참여자가 장기적이고 집중적이며 구조화된 서비스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원봉

사와 다르다(Pérez-Muñoz, 2016: 175). 시민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과 국가 모두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페레스 뮈뇨즈는 미충족 사회적 욕구가 무엇인가에 해서는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참여

소득 제도는 시장도, 정부도 수행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Pérez-Muñoz, 

2016: 186)고 주장하면서, 그 사례로 돌봄 노동, 교육적 욕구 해결(예: 문해력 교육, 컴퓨터 교육, 아이들

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공공 정원 가꾸기, 주변 청소, 노인 및 노숙자 돌봄 제공 등을 예로 들고 있

다(Pérez-Muñoz, 2016: 186). 그리고 미충족 사회적 욕구를 규정하는 방식에 해서는 참여소득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참여예산

(Participatory Budget) 같은 참여민주주의 거버넌스 제도를 활용하거나, 미국에서의 시민 서비스 경험으

로서의 아메리콥스( AmeriCorps) 등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페레스 뮈뇨즈는 앳킨슨 방식의 보다 열린 방식의 참여소득보다는 제한된 방식의 미충족 사회적 욕구를 

규정하고, 이러한 목록에 있는 활동을 수행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서의 참여소득이 실용적 측

면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Pérez-Muñoz, 2016; 2018). 특히 참여소득은 지속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

편적 보장 소득(universal guaranteed income)이 될 수 있고, 둘째, 참여소득은 미충족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적 자원 및 비인적 자원을 재분배하도

록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Pérez-Muñoz, 2016: 190). 

2. 참여소득의 의의

참여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조건적인 급여가 더 정당하다는 

정당화 논리,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확보 논리,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행동의 강화 또는 강제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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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적 급여의 정당화

참여소득을 지지하는 논리 중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는 주장은 무조건적 급여보다 조건적인 급여가 더 

정당하다는 것이다. 디 위스펠레레와 스터턴은 참여소득 논자들의 조건적인 급여의 정당화 논리를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하나의 부류는 정의에 기반한 주장으로서 참여소득이 정의에 기반하여 최선

의 선택지라는 것이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526). 급여의 무조건성을 반 하며 참여소득

을 지지한 Stuart White(2003b), Gutmann and Thompson(1996)이 표적이다. 다른 부류는 참여소

득이 현재의 조건에서 최선의 복지정책이라고 사고하는데, 이들은 인센티브에 기반하여 참여소득을 정당화

한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526~7). 

이러한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무엇보다 ‘호혜성’에 있다. Pérez-Muñoz(2016: 173~174)는 실행

의 측면에서 그리고 정의(justice)의 측면에서 참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낫다고 주장하는데, 참여소득이 중

요한 정의 원칙인 기회의 평등과 호혜성 원칙을 더 잘 구현한다고 주장한다. 앳킨슨(2015)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6년 저작에서의 ‘활동’에 한 강조가 ‘기여’에 한 강조로 초점이 이동했는데, 이러한 

강조점의 이동 역시 호혜성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앳킨슨은 호혜성에 한 비판에 하여 “참여 조건은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호혜성’에 관한 긍정적인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정당화되고 정치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앳킨슨, 2015: 312)고 주장한다. 

2)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전략

참여소득에 한 또 다른 지지 근거는 참여소득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서 참여소득을 지지하는 

‘차선의 정당화’(second-best justifications)이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527). 참여소득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무조건적 제도를 향한 첫걸음으로 참여소득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엣킨슨의 

초기 저작이 여기에 속한다.

참여소득의 강력한 지지자는 아니지만 기본소득으로 가는 현실적 전략으로서 참여소득의 가능성을 타진

하고 있는 기본소득론자도 있다. 판 파레이스와 판데르보우트(2018)는 참여소득이 수많은 운 상의 문제

점들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참여소득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뒷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판 파레이스는 참여소득이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기본소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계

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참여소득의 수급 조건을 수급자가 그냥 자기 시간의 일부를 유용한 활

동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설계할 수도 있고, 참여의 조건을 일정한 연령 집단에

게로 국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판 파레이스와 판데르보우트, 2018: 470). 또한 이들은 참여소득의 제

도 설계를 예시하면서, 성인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습 교부금(study grants)이 교육 활동을 할 것을 조

건으로 삼는 참여소득이 될 수도 있고, 현재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학습 교부금 형

태의 지원을 모든 청년들에게 보편화하는 방식으로도 참여소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학습 

교부금형 참여소득은 청년들에게 넓은 의미에서 자신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는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지역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도 도입할 수 있으며, 이는 잘만 설계한

다면 여러 사회 집단들을 섞이게 만들어 사회 응집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의 환경이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에 한 사람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등의 유용한 부산물들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 파레이스와 판데르보우트, 2018: 470).

이들은 “일단 참여소득을 도입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여러 경로를 따라 참여라는 조건을 계속 

완화시켜 나가거나 아예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차라리 엄격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보다 물질적으로 더 이



❘2022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 회❘
새정부 복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시대진단과 사회정책의 재도약

434

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참여소득 방식의 제도 도입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경로가 될 수도 있다

고 예측한다(판 파레이스와 판데르보우트, 2018: 471). “순수주의야말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

게 만드는 최고의 비법”(판 파레이스와 판데르보우트, 2018: 471)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어떤 경

우에든 거 한 혁명이 성공을 거두어 그 결과로 후한 수준의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하루아침에 도입되는 

일은 기 하지 않는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하루아침에 도입되는 일은 기 하지 않는다. 무조건적 기본소

득은 뒷문으로 슬며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판 파레이스와 판데르보우트, 2018: 

471~2).

같은 맥락에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노동윤리를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

기 때문에 그 전략으로서 무조건성을 수정한 참여소득 우선 도입 전략이 제시되기도 한다(조남경, 2017; 

이상준, 2021). 

3)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의 강화

호혜성 논자들이 호혜성 자체를 중시하여 급여 수급의 조건으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주장한

다면, 이와 반 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호혜적인 참여소득을 주장하기

도 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한 문제의식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한 고민과 생태적 위기에 

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기술의 변화가 야기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질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여러 분야의 인간의 일자리를 로봇

으로 체해 왔다. 지난 50년 간 지속적으로 전체 노동시간은 축소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전체 부에서 

임금 노동이 차지하는 임금소득분배율은 낮아지고, 자본소득분배율은 지난 50년 간 꾸준하게 증가하 다

(서스킨드, 2020). 최근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이러한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서스

킨드는 “노동의 시 는 끝났다”고 천명하고 스티글레르는 “고용은 끝났다”고 선언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

동화가 가져온 부의 증 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용과 임금은 줄어드는 상황을 비극이 아니라 희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지탱해야 하는 것은 ‘노동시장’이 아니라 

‘공동체’여야 하고, 시장에서의 유급고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의 도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서스

킨드, 2020: 260-261). 자동화 시 에 유급 노동을 통한 소득 확보가 아니라, 다시 말해 생산성 향상의 

재분배가 임금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금을 받지 않는 기여적 일에 기초한 재분배로 체되어야 하는 경제 

시스템을 주장하는 스티글레르는 기여적 일에 한 보상으로서의 참여소득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참여소득 지급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서의 ‘앎’의 증 시키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에서 보다 근원

적인 ‘할 줄 앎, 살 줄 앎, 개념적 앎’을 증 시킴으로써 현재의 극단적 소비주의와 체계적 불신을 극복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스티글레르, 2018). 이상준(2021) 역시 유급 고용이 아닌 방식의 새로운 ‘일’, 특히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참여소득이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의 강화의 필요성으로 제기되는 문제의식은 생태적 전환에 한 

고민이다. 생태적 위기의 해결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 보다 시급하게 실현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태적 삶의 방식의 강화 및 강제 기제로서 생태 참여소득이 제기된다(이승

윤, 백승호, 2022; Alexander and Baumann, 2020; Swaton, 2018; McGann and Murphy, 2021).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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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소득의 한계

참여소득 제안은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도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의 참여소득의 

트릴레마, 호혜성의 문제, 징검다리론의 한계, 시장에서의 미충족 욕구 개념의 한계,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의 저임금화 가능성 문제가 그것이다.

1) 행정적 측면에서 참여소득의 불가능성

참여소득에 한 반 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단점은 행정적 불가능성과 낭비이다. 이러한 논거 중에 이

를 가장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는 논의는 디 위스펠레레와 스터턴이 제기한 ‘참여소득의 트릴레

마’(Trilemma of Paticipation Income)이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2018). 참여소득의 

트릴레마란 모든 복지제도는 행정적 측면에서 3가지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참여소득은 이러한 3가지 

측면을 절 로 모두 충족시킬 수 없고, 이 중 두 가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러한 트릴레마는 

참여소득의 지지 기반이었던 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조차 우월성을 획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디 위스펠레레와 스터턴은 모든 제도가 행정적 측면에서 3가지 주요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는 첫째, 

의도한 수급자를 정의하는 수급 자격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 둘째,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 셋째, 수급자격을 갖춘 수급자들에게 정확히 급여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 

과정에서 참여소득은 상당한 난점에 봉착한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529). 참여소득 제도 

설계는 3가지 유형이 가능할텐데, 모델 1은 고용, 자 업, 자원봉사활동, 학에서의 학업, 돌봄 등에 주

당 최소 10시간 이상 전념할 경우, 모델 2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경우, 모델 3은 

상세한 표에 규정된 활동들을 수행할 경우 참여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모델들을 행정의 3가지 주요 

과업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수급 조건 기준의 명확한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세 모델은 모두 한계가 있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529~532). 모델 1의 경우 투명하고 접근 가능하며, 수급자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수많은 활동들이 배제된다. 동시에 자선 조직이 분명하게 공공선에 기여하

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뚜렷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자선 조직들이 설

립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참여소득 제도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에 한 지원이 아니라 부정적인 

활동들을 지원하게 될 수도 있고, 이에 한 모니터링의 어려움 문제도 심각해진다. 모델 2의 경우 정책

의 목표와 실제 정책의 집행 목표가 상이하게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여 수

급권자, 복지공무원, 정책결정자, 심지어 일반 중 사이에서 해석이 상호 충돌할 여지가 있다. 또한 모호

하기 때문에 실행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데, 특히 여러 정책목표가 경합하는 곳에서 정책결정자들은 행정

당국과 복지 담당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복지행정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

여 그들이 일방적으로 자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에 해 확립된 합

의가 없는 경우, 주요 결정이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일선 케이스워커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문제가 악

화된다. 모델 3의 경우 상세한 리스트를 통해 과도한 모호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결정

자는 개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활동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활동 

목록은 극도로 복잡할 것이어서 이 모델이 제공하는 이득은 투명성을 희생한 가가 된다. 

둘째, 수급자 선정과 모니터링의 측면에서 참여소득의 3가지 모델은 행정과업을 달성하기 어렵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533~536). 모델 1과 모델 3의 경우, 능동적 시민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한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순응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개별 상황에 한 사실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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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고용정보, 교육정보는 객관적 자료가 있지만, 가정 내 돌봄 업무 등은 정보 출처가 없다는 문

제가 있고, 이를 자기 보고(self-reporting)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이러할 경우 속임수에 취약해진다는 

약점이 있다. 모델 2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기준의 명확성 측면에서 강력한 해석적 합의가 없는 경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추상적 정의에 기초하여 관리자들은 어떤 활동이 적격인지 판단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재량권은 정책 적용의 비일관성 문제를 야기한다. 창의적 순응

(creative compliance)이라 불리는 속임수에 취약하고, 실제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광

범위한 참여 요건의 모니터링과 집행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고, 참여 활동의 증명이라는 입증 책임

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 참여소득 수급에 있어서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제재와 관련된 문제가 추가

된다. 참여소득의 제재와 관련된 우려는 참여 요건의 유형(넓든지 좁든지)과 집행의 엄격성과 관련되는데, 

참여소득에 내재한 모호성으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언제 제재를 받는지에 한 불확실성이 생기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많은 재량과 불공정한 처우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급여 지급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참여소득의 3가지 모델은 모두 한계를 갖는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537~540). 참여소득의 자격은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정되

기 때문에,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참여소득의 상은 노동연계복지보다 더 광범위하

기 때문에, 참여소득의 면 모니터링 비용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참여 요건은 비

공식 활동(예: 돌봄 업무)으로도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시스템이나 학등록 시스템과 같은 감시 

가능한 지급 채널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게 된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참여소득의 트릴레마가 도출된다. 트릴레마는 만약 참여소득이 기본소득 옹호자

들의 우려를 충족하고자 한다면 참여소득은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형태여야 하고, 호혜성 이론가들과 연성 

노동연계복지(soft workfare) 지지자들에 의해 주장된 바를 충족시키려면 참여소득에서 수급자들은 진정

한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또한 관

리가능성에 수반되는 경제적, 인적 비용이 적어야 하는데, 참여소득은 어떠한 모델로 설계하더라도 이 세 

가지 중 오직 하나만 충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540~543).  

2) 호혜성 비판

참여소득에 한 두 번째 한계는 호혜성이 갖는 한계이다. 이를 가장 잘 논증하고 있는 논자는 젤레케이

다. 젤레케는 젠더적 관점에서 호혜성을 비판한다(Zelleke, 2018: 276-277). 첫째, 호혜성 원칙을 중시한

다는 것은 참여가 증명되어야 이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참여가 증명될 때까지 참여소

득 수급자를 무임승차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제도가 원래 의도한 로 모든 이들에게 급여가 제 로 지급되

도록 하는 것보다 무임승차자를 밝혀내는 것을 우선시하게 된다. ‘참여 조사’(participation-testing)가 자

산조사를 체할 뿐이며, 수용 가능한 참여의 형태가 사회적 규범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특히 

심각해진다. 20세기 후반, 베버리지 모델의 ‘의존적 주부’는 자신의 인생을 전일제 돌봄에 헌신하기로 한 

이들임에도 여성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 이후 사회부조에서 자신들이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미혼, 이혼, 과부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앳킨슨의 참여 정의의 경우 1996년 논문에서 ‘아이, 노인, 

장애인 부양가족을 돌보는 것’을 참여소득의 자격이 되는 참여의 형태로 포함하고, 이후 2015년 저서에서

는 이 참여의 범주가 ‘유아 또는 노약자에 한 가정 돌봄’으로 좁혀진다. 더불어 모든 성인이 전일제로 일

할 수 있다는 기 가 표준이 되면서 ‘가족 임금’은 개인 수준으로 떨어졌고, 유아와 노약자에 한 돌봄은 

예외 사항이 되었다. ‘참여’ 범주의 불안정성과 (특히 여성에게) 사회적 지원을 사회적으로 허가된 관계 및 

가족 구조에 연결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소득 지원 역할을 방해하게 된다. 

둘째, 돌봄을 임금노동만큼이나 중요한 인간 활동으로 인식하는 입장에서 보면, 호혜성은 남성중심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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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서 오직 ‘선택적’ 상호주의만을 포괄한다. 돌봄 제공자는 참여소득을 받기 위해 자신이 제공하는 돌

봄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돌봄을 받는 이들은 그 돌봄의 가로 무엇을 지불하는지 입증할 의무

가 없다. 그리고 참여소득은 젠더, 계급, 인종적 지위에 따라 비비례적으로 부담되고 있는 돌봄의 책임을 

재분배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향을 미치지 못한다. 고용소득이 일반적으로 돌봄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참

여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근로연령  사람들은 돌봄 시간을 ‘최소화하고’ 유급 노동시간을 ‘최 화할’ 유인

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돌봄의 재분배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이들에게

서 취약한 이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불평등을 줄이려는 의미 있는 시도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돌봄 책임의 불평등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돌봄에 한 비비례적인 책임(특히 여성들이 

맡고 있음)이 생애에 걸친 소득과 저축에 부정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참여소득은 선택적 상호주의에 더해 ‘선택적 조건성’도 구현하게 된다. ‘참여’ 요건은 상 적으로 

소득과 부가 적은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즉 이들이 ‘참여’를 거절하면 부자들에 비해 훨씬 더 심각

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선택적 조건성은 현재의 소득 및 부의 분배 상태를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셈

이다. 반 로 무조건성 원칙은 우리 중 상당수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임승차 중인 ‘서퍼들’임을 인

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타인의 무급 돌봄이나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노력의 직간접적 수혜자임

을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집합적으로 보호받는 사유재산권을 개별적으로 누리는 수혜자이기도 하다. 보호

받는 1차 고용, 태어날 때 운 좋게 부여받은 것들, 경제 및 권력 구조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한 것 등을 

통해 우리가 우연히 획득한 ‘지 ’(rent)의 수혜자이다. 현재 우리 소득과 부의 일부는 이러한 무임승차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현금 부조가 필요한 이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참여’ 요건은 고소득과 부는 

더 이상의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참여’의 프록시라는 부적절한 함의를 갖게 된다. 젠더 관점에서 이는 더 

분명해지는데, 여성은 소득과 부의 분포에서 비비례적으로 맨 아래쪽에 위치하고, 따라서 참여소득의 조건

성에 비비례적으로 종속되게 된다. 

젤레케의 호혜성에 한 비판은 다른 기본소득론자들의 참여소득 비판과도 연결된다.2) 앤디 스턴과 크

래비츠는 참여소득의 한계로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제공

하자고 제안했지만,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인간에게 노동 자체

를 강요하지도 말아야 한다”(스턴과 크레비츠, 2019: 277)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참여소득이 갖는 

호혜성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의 종류에 의해 구분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참여소득은 일의 구분을 

근거로 어떤 일에 해서는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다른 일에 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시스템이 된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3)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의 참여소득의 한계

참여소득에 한 세 번째 한계는 관 한 참여소득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확장하는 징검다리라는 주

장이 갖는 한계다. 관 한 참여 조건을 통해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한 기존의 반 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들은 앞에서 살펴본 참여소득의 트릴레마로 인해 불가능해진다. De Wispelaere and 

Stirton(2007)은 차선책으로서 참여소득에 한 지지는 정치적 타협(compromise)을 의미하는데, 정책결

정자가 제도의 설계와 집행에서 힘든 선택들에 직면하면 그러한 타협이 무효화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

다. 집행과정에서 정치적 타협은 무너지기 쉽고, 참여소득의 트릴레마에 한 해법들은 참여소득을 노동연

계복지(workfare)로 바꿀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3) 

2) 추후 보완. (정인경, 2020; 스탠딩, 2018)
3) ☞ (추후 보완)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은 체제로서 혹은 징검다리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무조건성은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서정희, 안효상, 2021; 스탠딩, 2018; 카사사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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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에서의 미충족 욕구 개념의 한계

페레즈 뮈뇨즈가 제안한 미충족 사회적 욕구 개념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페레즈 뮈뇨즈가 미충족 사

회적 욕구 해결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본소득 지급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실제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유의미한 활동이 필요한 만큼 

제공되는데 기능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참여소득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이 재단되어

(tailored)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Pérez-Muñoz, 2018: 270). 이를 위해 시장과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참여소득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미충족 사회적 욕구를 달성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참여소득을 제공하면, 미충족 사회적 욕구를 재단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의 미충족 사

회적 욕구가 달성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낳는다. 페레즈 뮈뇨즈 역시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욕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결정하고 합의하는 방

식에 해서도 이후에 적절한 메커니즘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열린 방식의 제안을 하고 있다. 또한 그녀

는 미충족 사회적 욕구를 정확하게 재단하고, 필요한 양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참여소득은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인데 미충족 사회적 욕구가 참여소득으로 모두 충

족될 수는 없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그런데 보다 근원적으로 페레즈 뮈뇨즈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재

화와 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재화와 서비

스에 한하여 참여소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것인지에 해서는 질문을 하지도, 답을 

하지도 않는다. 그녀가 제시한 방식인 시장과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미충족된 욕구를 참여소득 

제도를 통해 해결한다는 말은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에 한정하여 국가가 참여소득을 통해 

제공하고 그 서비스제공자에게 소득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

하는 경우, 예를 들어 Pérez-Muñoz(2016: 186)의 예시 중 돌봄, 교육, 청소, 노인 돌봄 등은 시장에서 구

매 가능하거나 일부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참여소득의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면 시장에서의 미충족 욕구를 전제해서는 풀

리지 않는다. 페레즈 뮈뇨즈의 미충족 욕구가 진정으로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중요한 욕구라면, 예를 

들어 돌봄, 교육, 생태활동이라면, 이러한 욕구를 자발적 참여자의 수요에 응해서 제공하고, 참여자가 

없으면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참여소득

의 급여수준은 주로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의 수준으로 제안되는데, 돌봄이나 교육은 사회적 필요를 예측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임금과 근로강도, 서비스 제공자의 숙련 향상 등의 체계를 갖추어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지, 낮은 수준의 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5)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의 저임금화 가능성

많은 참여소득 지지자들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의 주요 예로서 돌봄을 제시한다. 이는 주의를 요

한다.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의 저임금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여소득이 낮은 수준의 

보상책으로 설계된다면 돌봄 등의 노동이 참여소득의 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시장에서 혹은 

사회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참여소득으로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는 결국 돌봄 서비스 노동시장에서의 산업예비군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산업예비군의 존재는 현재의 돌봄 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현재의 

돌봄 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층화(layering)로 고려될 수 있다. (이건민, 2020; 스티글레르, 2018)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변혁기에 선 노인일자리의 새로운 길

439

Ⅲ. 참여소득 방식의 제도적 구상

참여소득은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모든 제도는 하나의 제도만으로 수많

은 정책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할 수는 없다. 본 장에서는 참여소득 방식의 제도적 구상에 해 살펴본다.

1. 피츠패트릭의 사회보험 개선책으로서의 참여소득

Fitzpatrick(1999: 119)은 참여소득의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장점을 3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참여소득

이 사회적으로 기존의 공공부조 등의 급여보다 더 포괄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참여소득은 급여 지급의 

조건으로서 수급자에게 요구하는 기여 혹은 근로와 관련하여 ‘뭐든 한다’라는 접근을 채택하지 않고, 시민

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한 우리의 개념을 확장한다. 

둘째, 이러한 개혁은 사회보장이 다른 주요 복지 제도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 복

지 급여와 상당한 연계를 형성하게 한다. 

셋째, 참여소득은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젠더 중립적이다. 개인 단위로 제공되므로 여성은 의존적 

존재가 아니며, 고용 윤리에 기반하지 않으므로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비공식적, 무임금 활동의 가치를 반

한다. 

그는 참여소득의 단점 역시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다(Fitzpatrick, 1999: 119-120). 첫째, 사

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참여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활동과 그렇지 못한 활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활동도 있겠지만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활동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민주적으로 

결정될 수 있지만, 다수가 정말로 소수의 덕목에 해 심판할 수 있어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낳는다.

둘째, ‘참여적인 것’에 한 합의가 있더라도 참여소득은 어떻게 집행되는가하는 문제를 낳는다. 사회계

약서를 붙여놓고 서명하라고 하면 되는가? 이렇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돈을 갖고 도망갈 것이다. 아니면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해야 할까? 이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그 이전보다 국가가 

사람들의 삶에 훨씬 더 많이 기웃거리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어려운 문제인데, 사회적 성원권(social 

membership)을 시민권의 행동으로 정의하는 것의 위험성은 이것이 강제적(compulsory) 시민권이 되어 

강제적인 것을 거부하는 이들을 배제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소득의 장단점의 검토를 통해 피츠패트릭은 참여소득이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기여할 수 있

는 방식을 제안한다. 참여소득이 현재의 사회보험 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급 노동 

중심의 사회보험 제도가 특히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비공식적, 무임금 활동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다양

한 고용 관계나 유급 고용의 형태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포착한다. 이에 해 국에서의 사회

정의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Justice, 1994: 240–3)가 시간제 근로자, 자 업자, 실업자 등도 기

여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 개정을 권고하는데, 피츠패트릭은 이러한 사회보험 개선책으로서 참여소득의 

도입이 사회보험의 ‘기여’ 범위에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자원봉사자, 돌봄제공자 

등)의 기여로 확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Fitzpatrick, 1999: 121). 

피츠패트릭은 만약 사회보험 원칙이 시민권과 유상 기여라는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지금까

지의 사회보험은 유상 기여 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었는데, 이후에는 사회보험이 시민권 윤리 쪽으로 이

동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반 하여 사회보험을 개혁하게 되면 참여

소득과 매우 유사해질 것이라 예측한다(Fitzpatrick, 1999: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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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조건부 급여로서의 참여법과 제도

현실에서 참여소득을 명시적으로 제도로서 시행한 정책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여소득의 요소를 정

책에 도입한 사례로 Hiilamo and Komp(2018)는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사례를 예로 든다. 4

개국의 사례는 모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덴마크의 경우 1990년  초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강화, 급여 기간 축소, 실업보험 및 기타 사회정책에 노동연계복지(workfare) 요소를 도입한다. 

시민과 사회 사이의 호혜성을 강조하고, ‘권리와 의무의 원칙’으로 불린다. 이를 위해 사회는 구직자들의 

일자리 전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를 직장, 교육, 훈련으로 재통합하

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도구, 계획을 제공받는다. 주요 목표는 실업자를 가능한 한 빨리 노동

시장에 재통합하고 덴마크 내 필요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규제가 해체되어 

‘채용과 해고’가 쉬워졌다. 유연한 규제와 사회보장이 결합되어,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용어가 덴

마크 모델을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핀란드의 경우 1990년  중반부터 핀란드 중 담론은 ‘일이 최고의 사회보장’(work is the best 

social security)이라는 선전 문구로 활성화(activation) 이념을 홍보한다. 2001년 장기 실업자를 노동시

장에 재통합시키기 위해 재활근로법(Rehabilitative Work Act)을 도입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모

든 실업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받는 팔타모 시의 완전고용모델을 시범 운 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경쟁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

다. 참여소득 아이디어는 2014년 6개 시에서 시범 도입한 포괄적 사회보장모델에 재등장한다. 이 모델은 

장기 실업자에게 노동 관련 활동을 제안하 는데, 이러한 활동이 사회 급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보다 배제된 사람들의 복지를 더 증가시킨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3~2005년 독일 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과 실업 규제에 참여소득 요소를 포함시킨다. 

이 개혁패키지의 핵심은 ‘노동시장 서비스 현 화를 위한 법률들’(laws for modern services in the 

labour market)로서, 연방고용기관, 실업급여, 실업부조, 노동규제 등을 재구조화하고, 임시직, 시간제, 

자 업 근로의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 안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 다. 하르츠 개혁을 

통해 ‘1유로짜리 일자리’(one-euro jobs)의 도입으로 주류 노동시장 밖에서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창출

하 는데, 수급자가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실업급여와 사회부조의 통합으로 

실업자와 고용기관의 접촉을 확 하고, 새로운 규정으로 고용기관들은 활성화 노력에의 불응을 더 쉽게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제재 가능성은 적합한 일자리를 더 엄격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강화되었고, 더 넓

은 지리적 역과 더 광범위한 일자리가 수용가능한 일자리로 지정되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참여소득 개념은 시민 지역사회 일자리에 가장 강하게 반 되어 있다. 이 일자리는 

2012년 네덜란드의 사회부조 입법에 도입되었는데,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연 의 보답으로 사회에 한 시민 

기여를 요구하는 호혜성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이 일자리의 일차적 목표는 실업자들을 경쟁 노동시장에 

재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사회부조 급여의 가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시민 

지역사회 일자리는 2015년 참여법(Participation Act of 2015)으로 더욱 공고화되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4개국 모두 유급 노동을 사회참여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4개국 모두 참여소득의 

상 집단을 근로연령층으로 정의한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에서 18세 이상의 모

든 사회부조 청구인은 급여에 한 가로 임금 없이 일할 것이 요구되고, 핀란드에서는 그런 요구사항은 

없으나 근로연령층 청구인은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경우 급여의 일부를 상실할 수 있다. 퇴직 

연령 이상의 사람들과 제한된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면제가 적용되고, 이들은 상호주의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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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에서 제외된다(Hiilamo and Komp, 2018: 258).

이들 국가의 차이점은 인정되는 사회참여의 형태가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인데, 첫째, 돌봄은 일반적으로 

사회참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덴마크는 사회참여 의무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실업급여에서 차감하고, 핀란드는 돌봄이 사회참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만 사회참여로 

인정된다. 둘째, 자원봉사의 경우 3개국에서 사회참여의 한 형태로 간주되지만 핀란드와 독일에서는 장기 

실업자가 직장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수단으로서만 고려된다. 셋째, 교육 역시 네덜란드에서만 사회참

여의 한 형태로서 가치가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실업자의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을 촉진하는 수단

으로만 간주된다(Hiilamo and Komp, 2018: 259). 

참여소득이 엣킨슨이나 페레스 뮈뇨즈의 제안에 따라 한 국가의 정책으로 제도화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참여소득적 요소가 도입된 정책에 한 소개로 최근 참여소득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Hiilamo and 

Komp(2018)의 논문이 자주 인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언급된 사례들을 참여소득으로 해

석할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들 사례에서 사회참여는 엣킨슨 등이 사고했던 방식의 사회참여라기보다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

로서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의 확 로 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집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사회부조법 시행이 지자체로 이행되면서 사회부조법이 참여법

(Participation Act)으로 법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상시 구직 의무와 지자체가 선정한 

취업제안 수용 의무(신청 및 재통합 의무) 등 기존의 다양한 의무가 강화되고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참여

법에 따르면, 복지 수급자는 비록 지자체의 취업 제안이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과 맞지 않더라도 일을 받

아들여야 하는 매우 엄격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 일자리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하여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하일 경우 통근해야 한다는 것이다(Muffels and Gielens, 2019: 114). 참여법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새 법에 따라 지자체가 복지 수급자가 급여를 받는 가로 봉사활동에서부터 지역 사회활

동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가 삭감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재취업 노력이 불만족스럽다고 판단되거나 엄격한 조건 및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도 마찬가지로 급여 삭감을 할 수 있다(Muffels and Gielens, 2019: 114).

둘째, 이들 사례가 참여소득 주창자들이 본래 주장했던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의 목록들을 현실에서 

거의 반 하지 못하고 있다. 유급노동을 참여로 인정하고, 4개국 모두 참여소득의 상 집단을 근로연령

층으로 국한하고, 공공부조 청구인은 공공부조 급여에 한 가로 임금 없이 일할 것이 요구되는 등 유

급노동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돌봄 노동은 참여로 인정이 되지 않는 등 참여소득이 갖는 참여

의 다양한 방식을 구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3. ‘먹고 살만한 소득’(a Liveable Income Guarantee, LIG)

Quiggin et al.(2020)은 기본소득 전면 실시 이전의 단계별 전략으로서 ‘먹고 살만한 소득보장’(a 

Liveable Income Guarantee, LIG) 정책을 제안하는데, 이 제안은 자산조사 방식의 참여소득이다. 

이 정책은 ① 평생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② 처벌적 조건성 없이 이용가능하며, ③ 

호주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기꺼이 기여하려고 하지만 적절한 시장 소득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

다(Quiggin et al., 2020: 4~5). 이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적격성 요건은 ① 적절한 시장 소득이 없고, 

② 참여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③ 16세 이상이어야 한다(Quiggin et al., 2020: 5). 

이 때 참여는 7가지 유형을 인정한다(Quiggin et al., 2020: 6). ① 아동 또는 노인 돌봄을 하면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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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돌봄이 아닌 경우, ② 소방활동, 파도타기 인명 구조, 여성 쉼터 또는 연방 경기 회와 같은 공적 이

벤트에서 자원봉사, ③ 보조금을 받은 지역사회 프로젝트에서 일, ④ 소기업 창업을 위한 지원, ⑤ 생태적 

돌봄 프로젝트, ⑥ 예술활동, 창조활동, ⑦ 전일제 공부이다. 

Quiggin et al.(2020)은 이러한 먹고살만한 소득보장 정책은 처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호주에서 선

례가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 선례란 1977년 경제학자 Dr HC ‘Nugget’ Coombs가 제안한 지역사회 발

전 고용 프로그램(the Community Development Employment Program, CDEP)이다. 호주 원주민 정

책으로서 파일럿 제도로 시작된 이 제도는 2004년 35,000명 이상의 원주민이 참여했고, 265개 지역사회 

기반 원주민 조직들이 이 제도의 행정을 담당했다(Altman and Klein, 2018).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

그램(CDEP)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핵심적 특징이 있다. 첫째, 참여 활동은 원주민 조직들에 의해 관리

된다. 둘째, 참여 활동은 노동과 기여에 한 원주민들의 개념을 지원하기에 충분히 유연하다. 셋째, 참여 

활동과 지역사회 일괄 보조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한다. 넷쩨, 모두를 위한 경제적 보장을 제공한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Altman and Klein, 2018: 136). 첫째, 무엇보다 호주의 지역

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은 지역사회가 통제하는 시스템이자 자발적 시스템이었다. 호주의 지역사

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원주민 공동체 위원회나 조직은 일시불의 임금 보조금을 할

당받았는데, 이 보조금은 복지 수급자격에 근접하는 참여자당 비율로 계산되었다. 여기에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 조직들은 이 제도 및 관련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자본 장비를 구입하

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합치면 임금 구성요소에 40%가 추가된다. 호주의 지

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 조직은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최저임금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한 참여자들

에게 개인별로 배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참여자들은 급여를 받기 위해 약간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이 근로 요건은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 임금과 복지의 연관성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

다. 지역사회 조직의 의사 결정자들이 종종 참여자들의 친족인 상태에서 참여자들이 아무 소득도 없이 남

겨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규칙의 적용에 상당한 관용이 있었다. 일부 조직은 활동하지 않

는 이들에게는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 지급액을 낮췄고, 다른 조직은 그들이 연방정부 사회

보장기관인 Centrelink로부터 소득 지원을 받도록 장려하 다. 

둘째,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은 전일제로 일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공식 노동시장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유연한 근로를 허용하 다.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은 ‘일’(work)을 유연하게 

정의하여, 문화적으로 생산적이지만 공식 경제 밖에 위치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형태의 노동도 허용하 다. 

셋째,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은 매우 외딴 상황에 처한 원주민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work)를 창출하고 자체 관리에 의한 개발을 촉진하는 등 지역사회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은 원주민 조직이 지역적 바람과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을 추구할 자유를 제

공했다.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의 임금은 사람들이 굴 양식, 원주민 문화센터, 관광 이니셔

티브, 상업적 판매를 위한 땔감 수확, 가구 제조 벤처기업 같은 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 고, 이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 임금은 개인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여 가족 간 및 

가족 내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의 목표와 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 다. 

넷째,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은 공식 노동시장이 작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근로(work) 기

회를 제공하 다. 호주 사막이나 열  사바나에 살고 있는 많은 원주민들은 주요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없었다(Productivity Commission, 2015).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 참여가 종종 그 지역 고용 소득

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 참여는 사람들이 빈곤선 아래로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했다.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에 더해 생산적

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추가 서비스 및 이니셔티브가 제공되지 않은 것은 수년에 걸친 정부 개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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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패의 결과 는데, 많은 지역에서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 조직이 주요 서비스 제공자가 

되었고 약간의 경제적 보장과 개발을 제공하게 되었다.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2년 NATSISS의 정보에 따르면, 이 제도는 

다차원적 목표 달성을 이룬다(Altman and Klein, 2018: 137). 

Altman, Gray and Levitus(2005)는 NATSISS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 참여

자들이 복지급여 수급자들보다 평균적으로 주당 AU$100를 더 벌었음을 보여준다. 아주 외딴 지역에서는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 참여자의 90%가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일했으며, 5명 중 1명은 

35시간 이상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부재를 감안할 때 상당한 고용 창출 결과 다. 

동시에 외딴 지역의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정식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나 

실업자들보다 사냥과 낚시, 더 많은 의례 활동, 더 많은 여가 및 문화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지

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었지만, 참여는 자발적이었고, 생산적이었으며, 정당성을 

가졌고, 복지보다 훨씬 더 나은 지역사회 개발의 결과를 낳았다(Altman and Klein, 2018: 137). 

4. 생태 참여소득

가장 최근의 참여소득 제안은 생태 참여소득이다(Swaton, 2018; Pinto, 2020b: 266-267에서 재인

용). 인류세(Anthropocene)라 구분되는 기후 위기의 시 에 새로운 경제모델에 한 해법이 요구된다. 

생태 발자국과 지구위험한계(planetary boundaries)와 같은 지표들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나타낸다. 

생물학적․생태학적 제약을 학문에 통합하여 경제학과 생태학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태경제학을 

필두로, 기후 위기의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질적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생태경

제학에서는 특히 환경경제학에서의 시장적 해법(도구)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시장적 해법만으로는 현재의 

기후 위기에 충분히 처할 수 있는지에 해 의문을 제기하고, 시장적 해법과 동시에 경제 성장에 기반한 

경제 체제를 넘어 정상상태 경제학(steady-state economics)과 탈성장(degrowth)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탈성장 정책으로 중요한 제안은 생태적 기본소득이다. 지속가능한 탈성장 정책이란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는 한편 인간 복지는 향상되고 더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하는 다양한 사회, 환경, 

경제 정책 및 제도를 통한” 순조로운 전환을 의미하는데(Kallis, 2018, p. 12; cf. Latouche & Macey, 

2009; Victor, 2019; Pinto, 2020a: 4에서 재인용) 기본소득은 주요한 생태적 전략이 된다(Pinto, 

2020a: 4~5).4) 

그러나 탈성장 생태주의 전략은 가장 좋은 방식은 기본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국가, 시장의 모든 

단위에서 생산과 소비를 빠르게 줄여야 하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생태 참

4) 핀토는 기본소득이 탈성장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Pinto, 2020a: 4~5). 첫째, 
녹색 성장주의자들은 탈성장 정책이 량 실업을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
장한다(Pollin, 2015). 그러나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탈성장 정책으로서 생산과 소비의 감축을 줄이는 조치에 한 
중의 반 를 설득할 수 있고,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하여 사용 가능한 일자리의 더 나은 분배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은 개인이 흥미가 없고 생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자리를 수락해야 하는 
압력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은 자율 영역을 촉진하고 보다 검소한 생활방식을 촉진하는 생태주의자들의 전략
에 부합한다.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의 생산주의 모델은 유급 노동에 가치를 부여해왔다. 탈생산주의는 무
엇보다 개인의 자율성 증진 및 유급 노동시간 단축을 중요시한다. 특히 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크게 줄여 개인의 재
량적 시간, 예를 들어 경제적, 사회적, 생물학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방식으로 시간 사용을 늘리는 것
이 중요하다(Goodin, Rice, Parpo, & Eriksson, 2008, p. 34). 탈생산주의 전략은 유급 일자리의 사회적 관련성을 
제거하고 자율 영역을 촉진하는 것이 생태주의와 탈성장의 핵심이 되는데 기본소득은 이러한 가능성을 높인다.



❘2022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 회❘
새정부 복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시대진단과 사회정책의 재도약

444

여소득이 추가될 수 있다. Swaton(2018; Pinto, 2020b에서 재인용)은 급박한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생태 참여소득을 제안한다. 생태적 삶을 사는 조건으로 참여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승윤, 백승호(2021) 역시 생태활동의 시급성을 추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여소득을 

제안한다. 

5. ‘월든 임금’(Walden Wage)

생태적 삶의 실천으로 유명한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는 19세기에 월든 연

못에서 2년간 자발적 단순함의 삶을 살았다. 이 실험은 자연의 중요 부분으로서 더 적은 것을 가지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것이었다(Thoreau, 1982). 탈성장적 전환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소로와 같은 단순한 삶은 토지의 사유화와 시장화로 인해 가격이 매우 높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꿈이다(Alexander and Baumann, 2020: 166).

알렉산더와 바우만은 지속가능한 환경적 한계 내에서 작동하는 안정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정상상태 경제

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성장에 한 의존에서 벗어나 탈성장에 기반한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Alexander and Baumann, 2020). 이들이 제안하는 바는 두 가지다. 하나는 토지의 

사유화가 사람들을 소비지상주의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토지에 한 접근을 주거보장의 형태

로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 월든 연못에서의 소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인 월든 임금(Walden wage)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사는 공동체 및 이웃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작동하는 이웃’(Neighbourhoods that Work) 전략으로 명명할 수 있다(Alexander and Baumann, 

2020: 174~177). 이러한 작동하는 이웃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고, 높

지 않은 수준의 임금과 공공 토지 및 주택에의 접근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주택과 참여소득 제공은 이미 

공공주택에 살고 있거나 기자 명부 상단에 있는 실업자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이러한 

선택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로 동의한 이들에게 식량 재배, 환경 미화, 심지어 신규 주택 건설과 같은 지

역사회 프로그램에 주당 15시간 참여하게 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다. 

알렉산더와 바우만은 작동하는 이웃 전략이 그렇게 급진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호주의 경우 이미 55세 이상의 실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유사한 제도(voluntary-work-for the 

dole-scheme)가 존재하고, 토지는 연방 소유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Alexander 

and Baumann, 2020: 177~178). 

6. 스티글레르 ‘기여소득’

앞장에서 설명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의 강화 중 유급 고용에서 ‘일’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스티글레르

는 자동화 사회로의 전환을 심도깊게 분석하고 유의미한 일로서의 여러 활동들을 시도하고 있는 이론가이다. 

그는 고용과 일을 명확히 립시키며, 일을 “오직 나의 개인화에 이바지하는 활동, 나의 독특성을 물론

이고 내 곁의 타인들, 내 재능의 혜택을 입는 동료들 및 (고객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같은 타인들의 독

특성을 수립하는데 이바지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스티글레르, 2018: 14). 자동화 시 가 야기하는 고용

의 종말 혹은 축소는 일을 재발명하고, 우리는 서서히 탈진시키는 무관심의 경제를 기여경제로 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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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의 전환은 통합적이고 일반화된 자동화를 기반으로 하

면서, 생산성 향상에 한 재분배가 임금에 의해서가 아니라(생산성 향상의 주된 노동은 로봇이 하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기여적 일에 기초한 재분배로 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기여소득을 주장하는데, 이는 교환가치나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댓가로서가 아니라 앎을 

배우고, 만들고, 발전시키는 모든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액의 기여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자신의 앎을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화하여 공유하

도록 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Ⅳ. 노인일자리 정책과 참여소득

참여소득에 한 검토가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 정책이 담당하고 있는 소득보장, 사회참여 지원, 고용보장이라는 다차원적 성격을 보

다 세분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때, 참여소득 성격의 도입은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에 하여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

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라는 성격이 크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보장 급여는 현금급여 방식이다. 고용보장 정책적 성격은 주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

는 경제활동인구를 상으로 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러므로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현금급여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사회보장 체계에서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 중 단연코 1위를 2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악명높은 현재의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어떤 방식으

로든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의 성숙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이는 시간

의 경과를 요한다. 1999년 전국민연금으로의 확  이후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확 되

고 기초연금의 도입 및 급여 확 가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고, 국민연금의 사각지 가 넓어서 이 제도의 성숙만을 기 하기에는 요원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인 현금 급여의 확 가 요구된다. 근로능력이 낮아진 사람들에게 여전히 근로조건부성 급여로 

현금급여를 실시하는 방식은 사회보장 제도의 여러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효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가 쉽지 않다. 무조건적 현금 급여로 일차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층을 위한 소득보장은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기초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다층적 시스템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은 하나의 정책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제기된다. 일차적으로 소득보장 기능을 기본소득을 포함한 다층적 시스템으로 분리하고, 

현재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동 사업이 수행하고 있는 또다른 주요 기능인 사회활동에 

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지점에서 참여소득의 논거들이 함의를 제공한다. 참여소득이 기본소득에 한 반  혹은 기본소득으

로 가는 뒷문(back door) 전략으로 주장이 되고 있지만, 기본소득은 ‘공유부 배당’으로서 참여소득과는 

원리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돌봄노동, 자원봉사활동 등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충족 사회

욕구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의 활성화로 충족시키는 병행전략으로서 기본

소득과 참여소득을 정책패키지의 형태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이건민, 2020). 단순히 노인의 소득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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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노인 세 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토 로 노

인 세 의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삶의 행복을 유지 및 증 시키고, ‘활동적 노화’를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일자리 정책은 근로조건부 급여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사회 참여에 한 지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참여소득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기획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참여소득은 다양한 이론적 배경과 다양한 방식의 구조화가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의 활성화 전략 중 한 가지인 페레스 뮈뇨즈 방식의 시장에서의 미충족 욕구를 참여소득으로 환원하

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윤이 크지 않아 공급되지 않는 미충

족 욕구는 낮은 임금(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참여소득이 아니라 국가가 적절한 임금과 적절한 인력을 

통해 충분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에 한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의 양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한 사회적으로 미충족된 사회적 욕구 방식의 협의의 참여소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한 보다 광의의 참여소득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소득이 사회참여

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집행은 느슨하게 한다면 기본소득과 닮게 되지만, 참여 요건을 협소하게 정의하

고 집행은 강력하게 한다면 근로연계복지(workfare) 프로그램을 닮게 된다(Groot and van der Veen, 

2000). 노인일자리 정책이 광의의 참여소득 방식으로 구성될 때,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노인 세 의 다양하고 유의미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기획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셋째, 기후 위기 시 에 에너지 처리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생태적 사회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유의미성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 문제의 시급성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매우 시급하고, 과감하게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

지 못하면 지구의 미래는 없다. 이 시기에 생산과 소비와 탄소배출을 늘리는 방식의 활동을 국가가 장려

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 

참여소득은 그런 의미에서 갖는 장점이 있다. 참여소득은 유급 노동을 줄이고, 재량 시간을 늘리며, 지

역 사회에 기반한 활동들을 장려하는 방식의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제도적 구성은 생태위기의 시

기에 특히 주목할만하다. 현재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도는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수요처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유의미한 활동을 부단히 찾아내왔다. 생태적 활동, 특히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태적 활

동을 지원하는 방식, 이러한 형태의 참여를 기준으로 참여소득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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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권리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구상과 
노인일자리의 연계성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

Ⅰ. 서론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의 확 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향은 노동과 연계한 복지국가의 기본적 

설계가 고용형태의 변화와 불안정 노동에 노출된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인식

에 기초하여 최근에는 노동이 아닌 소득기반의 복지국가 설계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서정희ㆍ백승호, 2017; 김교성·백승호·서정희, 2017). 하지만 기본소득의 원

칙 가운데 보편성과 무조건성은 다른 제도와 차별화 될 수 있는 핵심 원리인데, 기본소득에 한 다양한 

반론은 재원확보 문제, 근로의욕 저하 등을 근거로 실현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양재진, 2018; 홍

경준, 2020).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정책환경 변화에 맞서 기본소득과 비되는 안적인 사회정책으로 논

의되고 있는 일자리보장제(Job Guarantee)는 민간 역에서 충족되지 않는 일자리 수요를 국가가 직접 공

공부문 혹은 비 리조직에서 제공함으로써 일할 권리(right to work)를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일자리보장

제는 민간 노동시장에의 일자리와 경쟁하지 않으면서 이윤 창출이 아닌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일자리에 개인이 선택하여 참여할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을 모색하

는 의미있는 제도적 틀이 될 수 있다(Tcherneva, 2007).  

일할 권리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보편적 권리이다. 일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적 청구권

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정책적 노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이다(이율경, 2016; 김종서, 

2020). 일자리보장제는 국가가 일할 권리를 실현하는 방식이며, 이 제도의 수혜자 범위에서 노인은 예외

일 수 없다. 노인에게 일은 절 적으로 필요하다. 정년이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노동시장 퇴장제도는 기

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젊은 연령층에게 취업기회를 확 하는 역할을 하지만 노후준비가 제 로 되지 않

은 근로자,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는 고령자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요소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으로서 양면적 특성이 있다. 노동시장정책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할 능력이 일할 기회가 필요한 고령자들에게 직접적 방식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프

로그램이며, 기능적으로 민간 노동시장의 보완적 역할을 한다. 직접 일자리 프로그램의 기본적 취지는 민

간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힘든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운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지원과 소득보조를 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 2020).1)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은 복지정책으로

서 기능적 역할도 한다. 복지정책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년 이후의 고령자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신체

1) 고용노동부.2020.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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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노인빈곤을 완

화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부는 2022년 기준으로 8만 5천개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전히 공급

비 수요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일자리의 양적 확 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참

여 노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노인일자

리, 특히 공익활동형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임시 일자리이며, 단순한 소일거리의 단기 일자리 위주로 제

공되고 있다. 생계를 목적으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활동 취지에 가까운 공

익활동형 일자리 중심으로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지위에 부합하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확 할 명분이 취

약해졌다(김수완, 2017). 따라서 노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일자리보장제의 제도원리와 쟁점을 살펴보고 

이에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일할 권리와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현황   

제1절 노인의 일할 권리 

헌법 제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상에서 명시된  일할 권리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누리는 보편적 권리이다.  이 보편적인 권리는 

국가가 구체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장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회권적 성격과 인간의 존엄성 침해에 

한 소극적 방지라는 자유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김종서. 2020). 하지만 권리의 이중적 성격에

도 불구하고 사회권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고용 기회 확 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요구하

고 있다. 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해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할 것

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는 고용의 증진에 한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시키지 못하도록 근로자의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을 가진 취업 희망자

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실업상태를 벗어나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한다(이율경, 2016).

또한 국가는 적정임금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 제 32조에 명시된 적정임금은 근로자

가 노동을 가로 받는 임금이 근로자 자신은 물론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뜻한다(김종서. 2020). 적정임금 보장은 근로자의 노동행위에 국한한 공정한 임금 차원을 넘어 근

로자 가족의 복지까지 고려해야 할 개념이다(김종서. 2020). 

그리고 헌법은 적정임금과 달리 사용자의 부당한 우를 막고 근로자의 최소한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제 

시행을 입법화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

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밝히

고 있다(최저임금법 제 1조).          

노인은 일할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기회가 없을 때 국가에 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노인에게 노동은 개인의 가치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생계수단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주현, 2007; 박정호, 2012). 노동을 통해 빈곤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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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돌봄의 상이 아닌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지위를 유지하며 생

애과정 동안 일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을 쌓아갈 수 있다.   

한편, 고령자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적절한 일할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노동

시장의 유연화 촉진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은 불안정 노동이 확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고용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실제적 은퇴연령

까지 간격이 벌어지면서 고령자들은 2차 노동시장 위주로 진입하면서 이탈 이후 근로소득 감소와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2015년 부가조사에 따르면, 50  연령 에서 50% 이상이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재량, 2020).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0  이후 상용직 일자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은 60  초반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이승호 외, 2020). 장지연

(2017)은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징을 1, 2차 임금 노동시장과 자 업 시장이 분절된 삼중구조로 설명하

는데, 은퇴과정에서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은 거의 드물고, 2차 노동시장이나 자 업에 

속한 인원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은 고령자의 소득불안정과 빈곤율을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여유진, 2015; 이

승호 외, 2020). 생애주기별 빈곤율 변화를 분석한 여유진(2015)의 연구는 고령자들의 은퇴가 진행되는 

51세 이후로 빈곤율이 급상승하는 변화를 확인하 다. 이승호 외(2020)는 65세 이상의 노인빈곤율은 노

년기 이행기를 거치면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감소하면서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 다. 비정규직 임금근

로에 있는 고령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이행과정에 소득수준이 높고 빈곤수준이 낮지만  노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유지함으로써 빈곤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인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적 노력은 일할 기회를 확 하는 것뿐만 아닌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노력을 병행하

는 것이 중요하다.        

 

제2절 노인일자리사업 정책의 목표와 한계

일반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은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즉 첫째는 고령자들이 비자발적 실업을 겪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고용유지 정책이고, 둘째는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가로

막는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고용촉진 정책이며, 셋째는 민간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수요

를 창출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세 번째  정책

유형에 해당된다.  

 

[그림1] 고령자의 은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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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창출 인원은 2020년 기준으로 76만 9천명이고, 이를 위해 투입된 총 예산규모

는 1조 2천억원 규모이다.2) 사업유형별로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55만 4천명(전체의 72%)으로 가장 많은 인

원을 차지한다. 세부 사업유형 중에서 근로의 성격이 분명한 사회서비스형의 참여인원은 4만 5천명으로 전

체의 5.9%이며, 또한 민간형 일자리 참여인원은 전체 13만 9천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공익

활동의 수적인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사업이 시작된 2004년도 당시 전체 실적의 92%를 차지하던 비

중이 2020년도에는 72%까지 감소하 는데, 이는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조정된 

결과이다. 사회서비스형은 공공형 일자리로서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높은 일자리이지만 시장에서 자생하지 

않은 사회서비스 업무이며, 민간형 일자리는 시장의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고

령친화형 기업이 있고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유형이 있다.  

<표1> 사업유형별 근무조건 및 지원내용

노인일자리의 수적 확 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을 확 하여 노인의 고용 증진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성과이지만, 일자리의 질적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할 권리보장이 적절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참여 

개월수로 나눈 월평균 급여액은 사업 유형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는데, 월 평균 참여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원하는 유형인 공익활동형은 월 27만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68만원이며, 시장형은 월 36만원, 시니어인

턴십은 월 196만원, 취업알선형은 월 151만원, 고령자친화기업은 월 129만원으로 나타나 동일한 민간 일

2) 2022년도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인원은 약 84만 5천명이며, 국비 재정 규모는 약 1조 4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구분 세부유형 상자 근무조건 지원비용

사회
활동

공익
활동

지역상생 활동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월 30시간 이상, 주 3일 이내
월27만 /

평균 11개월/부 경비 
18만원 

일자
리 

사회
서비스형

가정 및 세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 60세 

이상)
주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월 59.4만원
/ 10개월/ 부 경비 48만 

9천원
※연차수당 별도

시장형
사업단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작 및 판매, 
매장운 , 지역 농, 

운송

만 60세 이상

사업단별 계약서상 정한 시간 및 
급여에 따름

연 267만원 
사업비

취업
알선

관리사무 종사자, 
공공/전문직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생산·제조 단순노무직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무시간 및
급여에 따름

연 15만원 
사업비

시니어
인턴십

인턴,
장기취업유지형,

세 통합형, 
체험형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무시간 및
급여에 따름

연 최  222만원/
6개월 (3+3개월)

고령자
친화
기업

창업형, 인증형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무시간 및

급여에 따름

창업형: 최  3억원 
사업비

인증형 : 최  2억원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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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유형의 경우도 하위 사업유형에 따라 노인이 사업에 참여해 확보하는 급여액에서 차이가 크다.     

<표2> 참여노인의 사업유형별 급여수준

(단위: 원, 개월)

사업유형 월평균 참여 개월(평균)

사회활동 공익활동형 266,272 9.4

일자리(근로)

사회서비스형 684,211 7.9

시장형 365,094 9.0

시니어인턴십 1,960,894 8.7

취업알선형 1,510,725 4.6

고령자친화기업 1,229,856 6.6

주) 2021년 12월 급여 지급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서 산출한 평균 값

노인일자리사업은 소득보장, 일자리, 사회활동의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설정하고 있지만이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트릴레마 구조가 존재한다(서정희 외, 2020).3) 국가재정을 기반으로 운 되는 노

인일자리의 조건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제고라는 정책성과를 추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단일한 사업체계에서 유급 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은 사회활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의 진입과 사회보장이 취약한 저소득노인

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면서 소득보장 기능을 통한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는 ‘일자리보장 전략’에 주력

해 왔다. 한편, 일자리보장 전략의 한계를 전제로 한 ‘사회참여 촉진 전략’ 선택은 노인의 사회활동을 촉진

하는 목적이 가장 우선시 되면서 제한적 의미에서 소득보장의 목적을 추구한다. 이 전략은 참여자들이 주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무보수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현재 노인

일자리사업은 ‘이원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일자리보다 사회활동 중심으로 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선택은 트릴레마 구조에서 나머지 하나인 ‘소득보장’ 목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림2] 노인일자리사업의 트릴레마 구조 

3) 노인일자리사업 트릴레마구조는 필자가 참여한 서정희 외(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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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목표는 경합적 관계에 놓여 있으며, 결국 어떤 정책방향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소득보장 목표가 강화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반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의 정책방향을 두고 일자리에서 사회활동으로 목표 전환을 하거나 소

득보장 목표를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목표 간의 딜레마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일자리보장제의 운 원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정책 안으로서 시사

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Ⅲ. 새로운 고용보장 : 일자리보장제

제1절 일자리보장제 개념과 제도원리

1. 일자리보장제의 특징

일자리보장(Job Guarantee) 개념은 일자리와 보장이라는 의미가 결합되어 있다. 보장(security)은 근심

을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개인이 스스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발생되

는 사회적 위험을 없앤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예컨  실업과 같은 소득 감소를 가져오는 사회적 위험을 

제 3자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접근방식을 넓은 의미에서 사회보장이라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재원을 동원

해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일자리보장은 국가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자에게 인위적

으로 창출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러한 취업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Tcherneva, 2020).

경기가 불안정해 지면 물가의 변동으로 실업이 늘어나고 총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에 있다. 재정지출을 확 를 하거나 통화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부

는 총수요 변동에 응하는데,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 출을 통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책은 접한 관련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총수요는 확 될 수 있지만 재정정책

은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정책수단을 우선시 하는 반면에 통화정책은 통화공급을 확 하여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일자리가 확 되는 수단을 중요하게 여긴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비자발적 실업에 응하는 일자리보장제는 경기역행적 재정정책이며, 민

간부문의 총수요 수축으로 실직자에게 필요한 노동수요를 무한 탄력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원하는 누구든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느슨한 완전고용(loose 

full employment)’을 추구하는 보편적 고용보장 프로그램이다(Mitchell & Wray,2005).

1) 기본전제 

누구를 상으로 어떤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관한 일자리보장제의 기본전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일자리보장제는 바닥에 있는 이들부터 고용(hire off the bottom)하는 방식이다. 즉 민간부문에

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즉 퇴직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여성, 청년 등 노동취약계층을 우선적으

로 고용한다. 이 제도는 시장경제를 작동하기 위해 이들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생

각을 거부하고 노동시장에서 이들이 당면한 저임금, 고용불안, 차별, 빈곤 문제에 관심으로 갖고 직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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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경쟁하거나 경쟁원리로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둘째, 일자리보장제를 통한 창출된 일자리는 민간 역의 일자리와 구별된다. 특히 이윤 획득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에 의지하지 않고 정부가 고용창출에 한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청년들을 위한 

인턴형 일자리 외에는 부분 공공부문 혹은 비 리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일자리이며, 민간시장 역과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서비스 고용에 치중된다. 민간부문에서는 노동자의 능력과 필요에 부합하지 않

는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없지만 일자리보장제는 개인의 능력에 맞춰 일자리 수요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구직자보다 많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요가 창출된다. 예를 들면, 노인돌봄, 

환경계획, 비 리 커뮤니티 활동,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활성화 하는데 긍정적 향을 미

친다(Tcherneva & Wray, 2005).

셋째, 일자리보장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workfare) 일자리와 성격이 다르다. 

자산조사에 기초한 선별적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부과된 근로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일자리보장제는 참여자의 자발성에 기초한 노동에 한 가로서 급여를 제공하며, 성별, 소득상태, 취업

상태에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특성을 지닌다. 또한 근로연계복지는 저

임금 민간 일자리에 진입하도록 노동의 의무를 강제화 하는 경제적 유인이 있지만 일자리보장제는 민간부

문에서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괜찮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차이

가 있다(Harvey, 2005).      

넷째, 일자리보장제의 권리적 성격은 노동권이다. 즉 일자리보장제의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일자리는 헌

법 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노동권(right to employment)의 실현방식이며, 이러한 노동권은 세계인권선

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권리장전에서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내용과 관련된다. 일

자리보장제 지지자들 내에서도 일할 권리를 인식하는 관점은 차이를 보이는데, 사회 정의론에 입각한 인

식(Wray and Forstater, 2004), 근본적인 인권이나 자연권으로 보는 관점(Harvey, 1989; Burgess and 

Mitchell, 1998), 실업의 경제적 비용(Sen,1999), 사회적 비용(William, 2004)에 입각한 인식으로 다양

하다. 하지만 노동권을 실현하는 방식은 고용창출인데, 고용은 현실적으로 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에서 한계가 있다. 

    

2) 일할 권리 보장(right to work)

일은 창의성, 분석적 사고, 육체적 또는 정신적 소질을 결합하는 모든 활동이다(Perez, 2003). 따라서 

일의 가치는 직업과 소득을 확보하는 임금고용(wage employment)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을 통해서 사

회적 관계를 쌓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도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할 권리를 보

장하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계를 맺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하다. 기본

소득 지지자는 일할 권리에 해 임금고용(wage employment)에 초점을 둔 유급 일자리라는 인식을 거

부하는 신에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입장에 서 있다(Standing, 2002a: 

255-261). 그래서 누구든지 일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그러한 선택을 하더라도 적절한 소득을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는 일자리보장제의 근거가 되는 일할 권리에 해 구체화 되어 있다(Watts, 

2002). 첫째는 유급 고용(paying job)에 한 권리를 보장하며, 이러한 조건은 부족한 일자리를 놓고 경

쟁하는 권리와는 조된다. 둘째는 정당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고,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면서 생

존에 필요한 임금을 충분하게 지급하는 권리이다. 셋째는 할당된 일자리가 아닌 자유롭게 선택한 일자리

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넷째는 노동에 한 차별이 없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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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 work)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끝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자리보장제는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자발적 노동과 생존을 위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유급 고용

보장을 지향한다. 하지만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와 같은 일할 권리에 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후의 고용주(employer of last resort)로서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일을 보장한다면 그렇게 제안된 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일할 권리와 일할 의무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즉 국가

가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노동의 의무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Kildal, 1998: 

69, Standing, 2002: 255).  

하지만 일자리보장제에서 주장하는 일한 권리는 워크페어 정책에서 조건화 된 일할 의무(the duty to 

work)와 전혀 다르다.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보장제 지지자들도 사회적 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자리를 정책수단으로 동원하는 접근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유급 고용(paid employment)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얻을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지 일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Harvey, 2005). 또한 유급고용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하

는 문제는 일자리보장제가 관여할 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2. 일자리보장제의 목적 : 완충재고(buffer stock)와 완전고용 

일자리보장제는 정부가 직접 창출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꾀하는 완충재고 목적과 비자발

적 실업을 제거하는 완전고용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경제의 자동 안정화 장치로 기능

일자리보장제는 과잉 노동력에게 고정된 기본 임금(최저임금, 생활임금 수준)을 적용한 일자리를 공급하

는 접근방식을 통해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안정화 시키는 완충재고 역할을 한다. 농산물 가격지원제도가 

완충재고 프로그램의 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Mitchell, 1998). 만약에 특정 농산물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정부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잉여 농산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수요가 회복될 시점에 현물을 

방출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노동도 그러한 기능이 가능하다. 이러한 원리와 마찬가지

로 고정된 임금이 설정된 일자리보장제는 경기침체로 인해 규모 실업이 발생되어 임금과 총수요가 떨어

질 경우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자리보장제의 이러한 경기조정적 안정화 기능은 공공고용과 

민간고용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통해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민간고용이 줄어들면 공공부문의 고용

이 증가하게 되며, 반  방향으로도 고용이동이 발생된다. 

2) 경기순환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해소

일자리보장제 지지자는 실업을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본다. 이들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실업을 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하거나 개인이 해결해야 할 책임으로 보는 관점을 비판한다. 무엇보다 실업

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부정적 효과를 주목하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실업문제를 인식한다. 

반면에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자연적 실업수준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는 안정된 수준의 실업률’(Non-Accelera- 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 NAIRU)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4) 다수 경제학자들이 낮은 실업률을 우려하는 근본

4)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업률을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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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노동인력을 유입하기 힘든 여건이 조성되면 임금을 인상시켜 결국 물가상

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물가와 실업률 간에는 역의 관계를 설명하는 필립스 곡선(Philps curve)을 증명

하는 실증연구들을 근거로 들어 명목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업과 

물가상승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 고(Klein, 2017; Fleming, 2017), 중앙은행의 NAIRU 추정치를 

통해 물가상승을 통제하는 정책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Tcherneva, 2020).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제

시하는 바람직한 물가상승률은 연간 3%인데, 이 수준이 초과한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Epstein & Yeldan, 2008; Tatliyer, 2017; 전용복, 

2021 재인용). 

한국은행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자연실업률은 2011년 3.3%에서 

2020년 3.9%까지 증가 추세를 보 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단기적·마찰적(frictional) 실업보다는 장기

적·구조적(frictional) 실업의 증가에 따른 것이었고, 장기실업자 증가 추세와 물가와의 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필립스 곡선 관계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한 추정치의 불확실성도 높다(오삼일·이종하·안희

주, 2021).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중앙은행이 자연실업률을 물가상승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접근

방식은 오히려 실업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3) 두 갈래

일자리보장제는 현 화폐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최종고용주 프

로그램(employer of last resort)과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직접 일자리

를 창출하는 공공서비스 고용(Public Service Employ- ment)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Harvey, 1989; 금

민,2020: 248). 그런데 이 두 개념은 동일한 이론적 계보에서 출현되었다기보다 최종고용주 프로그램의 

실현된 형태로서 공공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고용주 프로그램은 주권통화

의 작동원리를 설명한 현 화폐론을 정당화 하는 핵심 정책이며, 공공서비스 고용(Public Service 

Employment) 프로그램은 소득유지 및 증가, 경기 변동적 실업 흡수, 취약집단 및 장기 실업인구의 노동

인구로 재편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 세기 동안 시행해 왔던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한 형태이다.  

(1) 최종고용주 프로그램(employer of last resort)

현 화폐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은 정부가 완전고용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거시경제 이론이다.5) 정부의 재정구조는 수입을 기반으로 지출을 행하는 가계나 기업과 

재정운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주권통화를 보유한 국가는 독점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재정지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래덜 레이, 2017). 현 화폐론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의 위

기가 확산될 때 정부의 화폐창출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본명제에 입각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화폐창출이 부족하면 위기상황을 적절하게 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주권

국가는 자국의 통화로 지급 불능상태에 빠질 수 없고, 오히려 화폐 창출로 발생된 정부의 부채는 비정부 

5) 민스키(Hyman Minsky)는 현 화폐론을 주창자인데, 그의 제자인 레이(Randall Wray)는 캔자스시티 미주리 학과 바
드 학의 제롬 레비 경제연구소(Jerome Levy Economics Institute)를 중심으로 현 화폐론을 배경으로 한 일자리
보장제를 발전시켰다(금민, 2020: 248). 한편 미국 럿거스 학 법학 교수인  하비(Philip Harvey)는 일자리 보장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공공서비스 고용(Public Service Employ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금민, 2020: 249). 기본
소득에 한 입장 차이에서 현 화폐론자의 일자리보장제와 하비가 제안한 PSE 프로그램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현
화폐론자와 달리, 하비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 PSE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는데, 그가 설명한 PSE 정책은 다양한 목
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형태를 포괄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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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금융자산이 된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보장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 화폐론 이론가들은 

일자리보장제의 재정적 제약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일자리보장제를 최종 고용주 프로그램으로 일컫는

데, 그 이유는 정부가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기 때문이다(금민, 2020). 최종 고용주인 국가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제한 없는 노동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완전고용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재정지출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고 있다(Minsky, 1986). 경기에 따라 변동하는 민간고용과 정부의 재정투입은 부적(-) 관계에서 이루어지

는데, 민간에서 고용이 줄어들면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반면 민간에서 고용이 증가하면 재정지출을 

줄이게 된다.

그런데 경제의 주기적 변동(cyclical fluctuation)에 따른 완충재고(buffer stock) 기능을 하는 이 제도

의 지속 가능성에 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문제기는 노동력에 한 민간수요가 크게 증

가할 때 일시적으로 일자리보장제에 진입한 근로자들이 거 민간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게 되면 원활한 

제도운 이 어려워진다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총수요에 따라 일자리보장제의 규모는 정해지

는데 총수요가 낮으면 공공에서 흡수하는 풀(pool)이 커질 수 있지만 총수요가 확 되면 민간부문 고용이 

확 되면서 이 제도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자리보장제 고용인원이 

없을 정도로 총수요가 높은 상황을 예상하기가 어렵고 실제 경제의 주기적 변동이 크지 않다(Mitchell & 

Wray, 2005). 

현 화폐론자들은 통화발행 권한과 공급에 한 통제력을 가진 정부가 독점적 통화주권을 이용해, 사회

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요하다면 근로자를 채용한 민간기업의 재원을 일부 

활용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는 임금, 복지급여, 행정비용, 인프라 비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부

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채용과 인력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는 모범 고용주(model employer)로서 민간부문에 좋은 근로환경을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민간부문에서 창출된 생활임금 이하의 저임금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경쟁관계에 놓여서 개선의 압

박을 받게 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민간부문에 긍정적인 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표준화 된 

근로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일자

리의 선결조건이다.    

일자리보장제의 근로소득은 수요를 진작시켜 경제에 활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성장과 고

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Tcherneva, 2020). 임금수준에 해서 일자리보장제 지지자들 

내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는데, 최종 고용주 프로그램 지지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을 전제로 하

고 있다(Wray, 1998, 2:00; Mitchell and Watts, 1997; Mosler, 1997; Cowling, Mitchell and 

Watts, 2003).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으로 고정된 일자리는 경기변동에 따라 발생된 일자리 갭의 변화

에 맞춰 공급량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2) 공공서비스 고용(Public Service Employment)

공공서비스 고용 프로그램(Public Service Employment)은 직접 일자리 창출(direct job creation) 

정책이다. Ellwood and Welty(1999)는 경기부양책으로 규모 실업발생에 응하거나, 취약 노동계층의 

고용 및 소득보장을 제공하거나, 공공부조의 디스인센티브를 강화를 목적으로 PSE 프로그램을 유형화하

다. 하지만 일자리보장제와 동일시 되는 공공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은 이러한 모든 유형의 직접 일자리 프

로그램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일할 준비가 갖춰져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개인들에게 일할 권

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자리보장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강제적인 근로조건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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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접 일자리 프로그램은 일자리보장제와 무관한 PSE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직접 일자리 창출 전략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프로그램 운 비

용과 행정의 복잡성,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것이다. 

첫째, 직접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고 행정적 복잡성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한다. 먼저 빈곤 해소를 위해 공적인 역에서 고용하는 것은 임금뿐만 아니라 감독, 원자재, 운송, 

계획 수립 등 간접비용(overhead costs)이 크게 든다(Widerquist and Lewis, 1997: 28, Noguera and 

Raventos ,2002: 15). 하지만 하비는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의 총비용에 해 과 평가 되

고 있는 측면을 지적하 다(Harvey, 2002, 2005). 일자리보장제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만 비용이 투입되

므로 총비용이 크지 않고 간접비용에는 참여자의 납세로 인해 순비용(net cost)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고

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자리보장제를 시행하려면 정부가 개입하는 업무가 너무 많고 행정적으로 복잡한 것을 비판한다. 

일자리 창출 업무의 특성상 규모의 행정관리 활동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보장제는 적절한 관리 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권위주의적 체계를 구축하

지 않고서는 이 제도를 통한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Widerquist and Lewis, 1997: 29, 

Noguera and Raventos, 2002: 15)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위주의적인지, 민주주의적인지 그 차이는 제

도 내용보다는 조직문화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보장제를 권위주의체계에 걸맞는 제도라고 

비판하는 것은 많은 선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둘째, 직접 일자리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비판이다(Sawyer, 2003; 금민, 2020). 

이러한 비판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정부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좋지 않은 일자리라는 부정적 인식이다. 

좋은 일자리(good job)는 경제적 보상, 사회적 지위, 직무만족도 등 다차원적 조건을 포함한 개념이다(방

하남·이상호. 2006).직업상실에 한 객관적 위험이 높거나 주관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고용불안정이 커질 

수 있으며(이시균·이주현, 2008), 이러한 조건은 좋은 일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자리보장제는 고정된 

최저임금 혹은 생활임금(living wage) 수준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임금수준 설정도 

가능하다. 하비(Harvey, 2005)나 체르네바(Tcherneva, 2007)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최저 기준에 

밑도는 일자리보다 높은 수준의 적절한(decent) 근로조건을 제안하고 있다.   

일자리보장제는 양질의 일(decent work)을 지향하며, 민간부문의 일자리보다 열등한 조건의 일자리를 

상정하지 않는다(Harvey, 2005). 일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선택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 이동을 강제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참여와 마찬가지로 이탈을 강제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 혹은 다른 공공부문에 선택할 더 좋은 일자리가 없다면 일자리보장제 내에서 

고용보장(employment security)이 가능하다. 또한 적절한 임금수준이 전제된 고용보장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돌봄 등 다른 복지급여 패키지를 결합해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에도 관심이 높다. 

3. 실행방안 

1) 자발적 활동 

일자리보장제는 노동에 내재된 다양한 가치에 주목한다. 노동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 재화를 획득하

는 수단이지만, 인간은 이러한 노동을 통해 외부 환경을 변화 시켜 나가면서 개인의 삶을 바꿔 나간다. 인

간은 노동을 하면서 단순한 생계를 마련하는 목적 외에도 일을 통해 자존감을 세우고, 사회 공동체에 속

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를 실현한다. 즉 노동은 사적인 역과 공적인 역, 생산적 역과 비

생산적 역을 아우르는 사회활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감안해 노동의 가치는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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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심현주, 2019). 

또한 일자리보장제는 노동의 자율성에 기반해 있다. 일자리보장제 프로그램으로 행하여지는 노동이 자

발적인지, 강제적인지 여부는 제도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문제이다. 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한 노동윤리를 

제도적 규범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이 제도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일자리보장제는 사회

적 급부를 받기 위해 노동의무를 강제하는 근로연계 복지제도와 확연하게 다른 제도이다. 따라서 자신의 

선택과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호혜성의 원칙으로 운 되는 낙인감, 복지의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제도의 목적이 유급노동을 제공하는 것이지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복지급여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Wray, 2018).

스탠딩은 모든 이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할 경우 생산성이 낮은 자에 한 해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

발적  동기를 저해하며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 다(Standing, 2012). 그는 실업

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자리를 제시해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

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지적한다(Standing, 

2012). 또한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은 강제적· 자선적이며, 사회적 낙인효과를 초래함은 물론 간

접비용 때문에 소득보장 프로그램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Kildal, 1998: 69 ; 

Noguera and Raventos, 2002: 16-17).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보장제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실업문제에 응해 일자리를 희

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경력, 

인종, 연령, 성별 등 인적 특성과 관계가 없고 그리고 거주지역이 어디든지 노동권이라는 시민권적 권리에 

기초하여 노동능력이나 자산조사 없이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Tcherneva, 2012). 

2) 공공 서비스 고용(Public Service Employment)과 사회적 생산성

일자리보장제는 공공 서비스 고용에 초점을 두고 민간 경제 활동과 경쟁하지 않는다(Tcherneva, 

2021). 직접 일자리 창출(direct job creation) 프로그램은 민간시장에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발생된 

일자리 갭(job gap)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운 해 왔다. 일자리의 공백이 생기는 이유는 실

업자에게 제공할 일이 부족한 시장의 실패 때문이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고용(public 

employment)을 통해 비자발적 실업을 해결하고자 한다. 

일자리 부족문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주 혹은 근로자에

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저임금 고용에 한 수용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급 고용 가능성을 높이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확 하는 효과는 한계가 있다. 경제적 보상정책은 고용주에게 임금을 낮추는 유인이 생

겨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Harvey, 2005).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유보임금

(reservation wage)을 낮추는 접근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민간시장이 존재하는 않는 상황에서 즉각적이면

서 직접적인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노동의 가치를 단순히 시장의 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일자리보장제 근로자의 생산성 이해에 한계가 있

다. 생산성은 생산활동에 투입된 경제적 자원, 즉 재화와 용역에 한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하지만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투입되는 노동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여

러 활동들이 포함된다.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되며,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관심사를 의미한다(배성호·신수진, 2020). 경제적 가치만으로 보면 생산성

이 ‘제로’에 가깝더라도 공동체 차원에서 높은 이익이 되는 사회적 생산성을 추구하기에 일자리보장제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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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자리보장제는 생산성 측면에서 많은 의심을 받고 있다. 소여(Sawyer, 2003)는 이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업문제를 저고용(underemployment), 즉 불완전고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

판하 다. ILO(1966)에서는 불완전 고용상태를 근로시간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가시적 불완전성(visible 

underemployment)과 근로자가 자신의 기술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비가시적 불완전 고

용’(invisible underemployment)으로 정의하 는데, 소여는 이 개념으로 일자리보장제 근로자는 맡은 업

무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근로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어 가시적 불안전 고용 문제가 생기고, 일자리보

장제 근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 을 때보다 생산성이 낮은 경우에 비가시적 불완전 고용이 발생된다고 

설명한다. 소여(Sawyer, 2003 ; 897)는 만일 일자리보장제 근로조건이 더 많은 근로시간을 희망하는 근로

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전문직 능력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불완전 고용이 커

져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여의 이런 비판은 일자리보장제가 프로젝트별로 시간이나 근

로조건에 해 유연한 방식을 취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나 인적자본이 맞지 않은 사람들

인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자리보장제 근로를 하게 된 경우는 이들의 취업은 일시적이거나 기

회가 되면 민간부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가시적 불완전고용 문제도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계생산성 이론에 입각해 일자리보장제 근로자는 임금수준에 비해 낮은 생산물을 산출한다고 비

판한다(Sawyer, 2003). 하지만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곧 근로자의 임금으로 나타나는데,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적 가치로만 치환할 경우 일자리보장제 근로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제 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

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과 달리 일자리보장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

다(Mitchell et al, 2005). 일자리보장제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욕구와 연계된 재화

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미충족 욕구가 존재하는 것은 주로 환경적 요인과 핵심 공공 서비스에 

투자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이다(Tcherneva, 2020). 예컨 , 물, 토양, 공기 등 환경회복과 보존을 위한 

환경친화적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필요에 맞춰 민간부문이 스스로 수행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공동체의 욕

구에 해 일자리보장제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경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과 재생산의 일을 수행하는 돌봄 노동에 일자리보장제의 장점을 결합하기에 적절하다.      

또한 시장가치로 평가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갖는 많은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여가와 같은 활

동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개념틀을 갖추고 있다. 체르네바는 환경, 사람, 지역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일자리

보장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 다(Tcherneva, 2020).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

지만 부분 인력과 재원이 부족하여 서비스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어서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부족한 

서비스를 보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표3> Tcherneva의 일자리 보장제 적용 예시 

구분 일자리 보장제 적용 예시

환경 돌봄 프로젝트
도심 나무심기, 홍수예방, 생태조사, 멸종위기 생물 모니터링, 나무심기, 공원 보존과 재생, 
침입성 식물제거, 지역 어장 구축 등

사람 돌봄 프로젝트
노인돌봄, 방과후 학교, 환자나 장애인 음식배달 서비스, 위기청소년·퇴역군인·출소자·장애
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젊은 엄마들을 위한 건강 인지 프로그램, 학교와 지역 도서관의 자
기계발 강좌, 종일반 아동돌봄, 운동 코치, 호스피스 노동자, 도서관 사서 보조 등 

지역 공동체 돌봄

공터 청소, 버려진 자원 개간, 소규모 인프라 시설 건설 및 복원, 학교 정원 만들기, 도시 농
업, 공동작업실, 태양광 패널 설치, 공구 도서관, 각종 강좌, 놀이터 만들기, 역사 유적지 복
원, 마을 극장 조직, 카풀 프로그램, 재활용, 물 재사용과 집수 시설 건설, 음식물 쓰레기 프
로그램, 이야기 역사 프로그램, 도시농장 등 

자료 : Tcherneva, 2020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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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사회보장’ 패키지

일자리보장제의 기본적인 급여는 균등한 시간당 임금과 급여 패키지(package of benefits)로 구성된다. 

고정된 시간당 임금은 일자리보장제의 완충재고 기능, 즉 물가안정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다. 이 제

도의 지지자들은 공공부문에서 정한 임금단위로 균일하게 적용되는 기본임금은 화폐가치의 닻으로 기능하

여 물가안정 장치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임금수준은 기본적으로 생활임금(living wage)과 적절한(decent)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상정

하고 있다. 하비(Harvey)는 급여의 수준에 해 ‘생활임금 수준’ 이상을 전제로 제안하 는데, 이는 최저

임금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체르네바의 주장은 미국에서 일자리보장제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설정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임금을 떠받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Tcherneva, 2020).6)      

또한 일자리보장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Harvey, 2005; Tcherneva, 2020). 일자리

보장제 참여자에게 고정적인 임금과 더불어 의료보험 및 사회보험 가입, 보육 서비스, 사회보장세 가입, 

유급휴가 및 병가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보장 급여는 참여자에게 부가적

으로 제공되며 근로의 조건과 급여수급 자격을 연동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일

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지만 복지급여 자격은 고용상태와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다. 한편 유급고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지원은 일자리보장제가 아닌 소득보장 프로그램에서 다룰 문제이다(Harvey, 

2005).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일자리 자체도 공공 서비스를 확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 

노인, 장애인, 가족 등 돌봄 노동과 연계된 일자리는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 서비스 역이다(Tcherneva, 2020).     

4) 분권적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보장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제공하지만 분권적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 한다(Tcherneva, 

2020).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지역공동체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지역문제 해결

을 위해 기획된 결과물이다. 즉 주정부 및 시정부, 비 리 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

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승인 받아서 운 한다(Tcherneva, 2020). 1930년  미국의 뉴딜정책은 규모 공

공 서비스 고용 사업이었지만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기획하는 프로젝트는 규모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운 될 수 있는 소규모 프로그램이다. 예컨  아르헨티나에서 2001년에 시작된 가장 고용 계획

(Plan Jefes)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소규모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  

 

제2절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찬반을 넘어

진정한 자유의 최소극 화(miximin real freedom)을 달성하는 최선의 정책수단으로 기본소득을 지지

하고 있는 빠레이스(Van Parijs, 1995:126)는 관 한 기본소득이 일할 권리를 체할 수 있지만 직접 일

자리 창출이 그러한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하는 정책수단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들이 기본소득의 최 치를 감소시키고 유급 노동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자원배분이 불평등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반 한다. 스탠딩(Standing, 2002)은 일할 의무(예: 워크페어 정책)와 일할 권

리에 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는데,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일할 권리를 통한 이

6) ELR 임금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듯이 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물가가 임금단위에 비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일자리보장제의 임금에 한 정치적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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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킬달(Kildal, 1998)은 국가가 최후의 고용주가 되

면 국가와 개인 사이의 노동계약은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

처럼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일할 권리에 관한 정책들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노동을 강제화 한다는 

것과 이런 정책들이 기본소득의 확 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은 먼저 강제적 근로방식은 기본소득제뿐만 아니라 일자리보장제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하되, 개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활

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일자리보장제의 정책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Jefes 프로그램은 설계, 승인, 실행 단계에 소요된 4개월 동안은 일을 하지 않고서도 기본소득 

형태로 소득지원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실업자 자신이 제안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한편, 기본소득의 호혜성(reciprocity) 논쟁은 일자리보장제의 일할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일

할 권리의 실현 때문에 기본소득의 호혜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자리보장제의 기본이념이 아니다. 따라서 일자리 보장제 지지자들은 

소득보장 프로그램 설계에서 일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을 의무화 하는 방식을 반 한다.

둘째, 일자리보장제와 기본소득은 상충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정책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 본 앳킨슨이 제안한 참여소득은 일자리보장제와 기본소득의 결합된 정

책이다(Tcherneva, 2005). 다만 일자리보장제가 유급노동(paid work)에 치중된 안적 고용제도인 반면

에 참여소득제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에다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활동까

지 광범위한 참여를 허용한 안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일자리보장제를 급여를 실현하기 위한 워크페어 

정책으로 오해하거나 기본소득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제도로 여기고 거부한다면 두 제도는 양립할 수 없

다.

셋째,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할 수 있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제공하더라도 일할 권

리를 실현하는 일자리보장은 기본소득 만큼 중요하다. 기본소득은 일할 권리를 체할 수 없는 한계가 있

다.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은 임금 체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 퇴직하기 이전과 동

일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겠지만 퇴직 이전의 임금을 체할 수는 없다.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기본소

득을 받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해고 되어 실직을 당할 경우 기본소득으로 인해 빈곤에 빠지지 않을 만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실직기간 동안 하는 무급노동에 한 별도의 보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비슷한 직업을 얻지 않고서는 실직으로 줄어든 수입을 체하지 못할 것이다. 비자발적 실업자를 위한 유

급 고용의 결여, 비임금 고용(non-wage employment)을 선호하는 이들에 한 보상, 유급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증가, 저임금 일자리의 질 향상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일할 권리를 신할 수 없다

(Harvey, 2005).    

결론적으로 일자리보장제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할 의무

를 부과하지 않고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유

급고용을 원하는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을 부과할지 여부는 기본소득에서 다룰 문제이다.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제가 결합 된다면 유급 일자리를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범

위가 늘어난다.   

하비(Harvey, 2005), 체르네바(Tcherneva, 2007)는 기본소득과 일할 권리 사이에 모순이 없다는 입장

을 명백히 취하고 있다. 하비는 일자리보장제가 실행되면 필연적으로 기본소득의 규모는 줄어든다는 빠레

이스(Van Parijs, 1995:126)의 주장을 비판하고, 일자리는 교육 및 의료와 같은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기

본소득의 규모를 더욱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았다. 기본 일자리보장(basic job 

guarantee)은 금전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진정한 자유를 극 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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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기본 소득보장과 별도로 재분배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르네바는 공공 부문 일자리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소득 방식의 기본소득 운 과 일자리

보장제를 결합한 정책설계를 제안하 다. 결합정책의 구상(joint proposal)은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무조건적 소득을 지원하고, 이들이 환경문제(보전, 회복, 재생)와 같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고정된 시간

당 임금(fixed hourly pay)을 설정한 공공 서비스 일자리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Ⅳ. 노인일자리 정책과 연계 및 적용방안 

국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제거된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일자리보장제

는 거시경제의 안정화는 물론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일자리보장제는 경기변

동에 한 완충장치 기능, 비자발적 실업자의 고용불안정 및 소득단절 방지, 지역공동체 욕구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여러 방면에서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일할 권리를 확장하는 정

책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하며 기본소득이나 참여소득과 같은 안 정책들과 결합해 설계한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시너지 생성이 가능하다. 

일자리보장제는 소득보장 정책과 구별되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정책으로서 정체성이 있다. 현재 정

부에서 각 부처 단위에서 여러 형태의 직접 일자리사업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자리보

장제와 비교해 취지가 전혀 다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으로 일자리나 일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선, 일자리보장제는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속적으로 운 되는 정부의 고용보장 제도인데 비해 정부

의 직접일자리사업은 한시적 비정형 일자리를 조건으로 한다. 지침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나 일경험을 제

공”하는 사업이라는 전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상시적 직업과 업무가 아니어야 한다는 사업의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한다는 것은 직접일자리가 민간부

문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수 프로그램은 참여기간이 1년 미만(최  2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9개월~12개월 사이에서 프로그램이 운 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목적과 일자리의 한시성은 총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 창출된 직접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소득보장 기능을 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일자리 

유도를 통해 재진입할 수 있는 단기 실업자가 아닌 이상 정책의 목표를 제 로 달성하기가 어렵다. 직접

일자리 참여자들의 민간일자리 취업률은 22.2%에 지나지 않고 반복참여률이 매우 높다(류민정, 2020).7) 

그런데 일자리보장제는 민간부문의 총수요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안정된 상시적 고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

에 준비가 되지 않은 실업자를 강제적으로 민간부문으로 어내는 유인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시적 참

여조건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민간부문의 총수요가 증가할 경우 그러한 경기변동에 따른 이직이 자연스럽

게 발생되어 공공부문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둘째, 일자리보장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비자발적 실업자를 고용하는 정책이라면, 직접

일자리 사업은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으로 정책 상의 범위를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침상에서 

7) 성과감사 접근방법의 이론과 적용: 직접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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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취업취약계층의 범위에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 1인가구는 12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 상자, 갱생보호 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인자, 노숙자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원칙적으로 반복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인(중증)의 경우에 반복참여를 허용한다.8) 일자리보장제는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한다. 일을 하고자 하는 실업자에게 소득단절 없이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

업으로 발생되는 빈곤진입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부가적으로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현재 성, 연령, 장애, 이민 등 복지욕구가 큰 직접일자리 정책 상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참여자의 안정된 고용보장과 더불어 소득단절을 최소화 하는 복지적 지원을 더욱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일자리보장제의 조건은 노인일자리 정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 

첫째, 노인일자리 정책이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자발적 실업을 완화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강화 할 필

요가 있다.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90%는 60세 이상 연령층

에 해당될 정도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고령자들이 

집중된 인적구성은 다른 연령 에 비해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현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일

자리 사업 프로그램 중 노인일자리사업은 반복참여를 허용하는 예외적 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외를 

두는 이유는 60세 이상 정년제로 적용 받으면서 강제적으로 민간일자리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에서 민간일자리 이동으로 유인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보장제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운

한다면 일반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노인층 고용확 로 인해 줄어드는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총수요 확 는 민간일자리 총수요 변화에 미치는 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

히려 노인일자리사업을 확 하는 것이 청년일자리를 확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좋은 일자리로서 유급노동의 근로조건과 복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의 근로

조건은 좋은 일자리로서 평가되기가 어렵다. 여러 사업유형마다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제각각이며, 사업별 

월평균 급여수준은 중위임금 비 12%~79% 수준을 보여 부분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저임금 근로에 

속한다.9) 급여기준이 정해져 사업은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인데, 사업목적이 사회활동 지원과 일자리 

지원으로 달라 급여기준이 차별화 되어 있다. 공익활동형은 활동비 명목으로 월 27만원의 고정임금 형태

로 지원하지만 사회서비스형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월 최  72만원으로 고

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생활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

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사업수익이나 수요처(기업포함)에서 제공되는 근로조건에 의해 달라지는 사업들

도 근로소득이 매우 낮다.     

8) 지침상으로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이상을 감점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9) OECD 기준에서 저임금 근로는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로 정의됨(OECD, 「https://stats.oecd.org,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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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원기준

(활동비, 사업비)
월보수(평균)

중위임금 비 
비율(%)

참여개월(평균)

사회활동 공익활동 월 27만원 27 12 11.0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월 59.4만원, 주휴 및 연차수당 

145.8만원
71.3 32 10.0

시장형사업단 연 267만원(사업비) 31.3 14 8.4

취업알선형 연 15만원(사업비) 137.0 61 5.5

시니어인턴십
월 37만원 

(최  6개월)
178.7 79 9.0

고령자친화기업
개소당 최  3억 원 (설립비용 

및 컨설팅 비용)
89.0 40 5.7

<표4>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 내용

(단위 : 천원, 개월) 

주1)중위임금은 2020년 기준으로 월 225만원으로 산정(https://eboard.moel.go.kr/indicator/detail?menu_idx=3)
주2)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정보는 2019 노인일자리활동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참고

일자리보장제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을 재설계 한다면 다른 직접일자리사업 프로그램에 함께 적용

될 수 있는 표준화 된 노동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법정 최저임금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생활

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의 부문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적절한 생활임금 수준을 고려한 기

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나 참여소득이 도입되면, 이러한 안 정책들과 일자리보장제와 결합한 

정책으로 운 될 수 있다. 참여소득제와 결합한 일자리보장제 운 이 가능한 정책환경이 만들어지면 현재 

노인일자리가 안고 있는 딜레마인 저소득층 참여자 위주로 사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비정합적 사업모델 

구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일자리 정책체계 내에서 유급노동과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유형에 속하는 사

업의 경우, 일자리보장제 운 원리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전일제 근로조건(파트타임 선택 가능)과 

의료, 사회보장세 납부, 휴가 및 병가 등 부가적인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사업모델로서 정립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활동 유형(공익활동형)의 경우 참여소득제 운  방식에 따라 유급고용이 아닌 광범위한 비시장적 

활동을 적용한 자기주도식(self-directed) 활동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셋째, 지역공동체 욕구와 문제해결에 사업을 표적화 함으로써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일자리보장제는 고용의 완충재고(buffer stock) 기능을 통한 경제 안정화 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

를 생산하는 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도구이다. 앞서 체르네바가 제시

한 내용을 살펴 보았듯이, 이러한 공공 서비스는 환경, 지역공동체, 인을 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역에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생산적 활동들이 일자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일자리보장제와 노인일자

리사업의 정책 결합을 통해 은퇴 후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사회

적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 실현할 수 있다.      

일자리보장제는 탈중앙화 된 행정모델(decentralized model)로 프로그램이다. 재원은 중앙정부가 조달하

고 프로그램은 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행된다.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평가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업무를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지역 내 비 리조직에서 제안한 

프로젝트를 평가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서울 70: 30, 다른 지역 50: 50)를 매칭하는 방식으

로 자금이 조달되고, 개별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지역단위에서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기획되지만, 

큰 틀에서 프로그램 기획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획일화 된 일자리 구조를 재편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및 비 리조직의 자율성이 강화된 기획과 사업 수행방식을 확 해 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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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가 세계를 휩쓸면서 엄마 학원생에 한 소외와 배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엄마 학원생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COVID-19로 인하여 돌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엄마 학원생이 경험해 온 다양한 문제와 외적 제약들을 드러내는 가운데, 학업-육아 

양립에 한 제도적 기본틀을 제시하 다. 이를 위해 코로나 팬데믹 속 학업 수행 중인 엄마 학원생의 

경험을 편견 없이 탐색하고자 문헌연구 및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COVID-19 이전 엄마 학원생들은 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절 시간의 부족, 정서적 어

려움, 나를 돌볼 여유가 없는 모성, 인식과 문화 부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COVID-19 이후 

발생한 변화를 살펴본 결과 크게 두 가지 모습을 확인하 다. 우선 학 행정･교육 시스템이 전면 온택트

(ontact)화 되면서 엄마 학원생의 물리적, 시간적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었으며, 일의 효율이 높아져 추가 

소득을 벌기도 하 다. 그러나‘모성’이라는 굴레에 얽매인 재난 약자로서의 모습이 주되게 발견되었다. 팬

데믹 이후 모성에 시간을 쏟느라 가용 가능한 시간자원이 더욱 줄어들었고, 정서적 어려움은 한층 심화된 

것이다. 또한, 지지자원 유무에 따른 갈등이 다양하게 일어나기도 하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엄마 학원생들을 위한 제도적 틀을 단기, 중기, 장기적 

차원에서 제언하 다. 먼저 단기적 차원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한 접근성이나 학사 제

도에 한 개선을 추구하도록 하 으며, 중기적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학

내 공식 조직을 마련하도록 제언하 다. 장기적 차원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학업-육아양립 환경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하 다. 끝으로 COVID-19의 확산 속에서 돌봄의 책임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해 부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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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진 (KU Leuven, Centre for Sociological Research, 연구원)

지난 수십 년 간 가족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

렇다면 가족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시 참여하는 일자리의 종류에 어떠한 향을 끼치는가? 본 

연구는 Multi-level modelling을 활용하여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어떻게 젠더화된 노동시장 패턴

을 형성하는지, 유럽 노동시장 내 여성이 외부자로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15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30개 유럽 국가를 비교한

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노동시장 내 외부자가 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 일부 정책은 여성이 외부자

가 될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일부 정책은 오히려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복지국가 역설 및 가족정책 상쇄효과(family policy trade-off) 연구에서 다뤄지는 가족정책

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증거이며, 특히 기존 젠더규범에 반하지 않는 정책들은 오히려 이를 유지 혹은 

강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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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자들의 경험에 대한 
혼합(mixed-methods)연구

이 초 (University of Cambridge, Department of Sociology, 연구원)

흔히 남성의 육아휴직은 가사와 육아 분업의 성 불평등, 저출산, 일과 가정의 불균형 등의 문제들을 해

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남성이 단독으로 몇 주 이상의 육아휴직을 했

을 때 성평등, 추가 자녀의 출산, 일-가정의 양립 등에 긍정적인 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기존 연

구들은 주로 서구, 특히 북유럽 국가들을 상으로 하여 지역 편향성을 보인다.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율은 

출생아의 2~3%에 지나지 않지만 휴직 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길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는 한국에

서의 남성 육아휴직의 결정요인과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2) 온라인 설문조사, 3) 질적 인터뷰, 4) 블로그 

게시물 등 네 가지 유형의 양적 및 질적 데이터 및 방법론을 활용하는 혼합 연구 방법을 택한다. 각각의 

데이터는 서로 다른 강점 및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혼합 연구를 통해 개별 데이터의 일부 단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보다 통합적인 분석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선 남성 육아휴직과 가사 및 육아 참여 사이의 정비례 관계는 부분 남성들이 휴직 후에 

더 활발히 관여하기보다 이미 활발히 관여하던 남성들이 휴직을 선택한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추가 자녀 출산 의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남성들이 육

아의 어려움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이 일-가정의 양립에 갖는 긍정적인 향은 

제한적임을 발견한다. 이는 아이를 돌볼 안이 없는, 즉 이미 일-가정 양립에 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휴직이 종료된 후 일에 복귀했을 때 일 중심적인 생활 방식으

로 되돌아가는 남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이 특히나 어려운 환경에서, 남성들의 (긴) 육아휴직이 기  효과를 

초래하지 않음을 규명한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노동시간 및 보육에 있어 보다 포

괄적인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남성 육아휴직에 한 연구를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

장하며 가족정책의 향이 사회적인 맥락에 좌우됨을 혼합 연구를 통해 입증한다. 더불어 저출산과 성평

등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에 있어 남성의 시각 및 구조적 맥락이 이론적으로 더 고려되어야 함을 제언하며, 

가족정책 연구 및 설계의 중심에 상호보완성을 두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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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행정자료를 이용한 소득 정보 구성
: 국세 과세 미시자료의 활용 사례

박형존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요약

이 연구는 국세 과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정책 연구에 활용이 가능한 소득 정보를 구성

하는 방법을 실례를 들어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측정과 국세 과세자료의 세법상 소득 정의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국세 과세 기반 소득자

료의 특성을 파악하 고, 국세 과세자료를 이용한 2020년과 2021년 연구의 원천별 소득 및 

소득세액의 산출 경험을 소개하 다. 그리고 국세 과세자료에서 생성한 소득과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을 몇 가지 푯값을 기준으로 비교하 다. 연구 결과, 국세 과세자료와 사회조사

의 원천별 소득은 명칭 자체는 동일하나, 사회조사의 측정과 국세 자료의 세법상 정의는 일치

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 고, 국세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취한 소득 구성 방식에는 자

료의 한계로 인해 검증할 수 없는 가정이 가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조사의 소

득과 국세 과세자료의 소득 푯값 간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

다. 다만 국세 과세자료 이용 경험에서 발견된 한계는 부분 동 자료의 이용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연구자가 다룰 수 있는 것이었고, 이에 향후 국세 과세자료를 이용한 소득 연구에서 

자료 추출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결론으로 정리하 다. 아울러 사회정책 연구를 위

한 국세 과세자료의 가능성으로 비정형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이용 방안에 해서도 

제언하 다.

주요어: 국세청, 원천별 소득,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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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연구는 국세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과학 연구에 활용이 가능한 소득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기

술적인 차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 및 관련 정책 연구 분야는 가구 및 개인 단위의 

소득, 경제활동, 사회보장 수급 관련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료의 이용 수요가 높다. 이

에 이현주 외(2020; 2018), 구인회 외(2021; 2020), 여유진 외(2020; 2017), 강신욱 외(2017; 2016), 

한은희 외(2021) 등 국책연구기관을 위시하여 수행되어 온 정부의 연구용역은 행정자료를 꾸준히 활용해

왔고, 앞으로 이러한 연구 수요는 학계의 개인 연구자를 포함함으로써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

료는 사회보장의 거의 전 분야에서 수집‧관리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득은 개인 및 가구의 인구사회적 

속성만큼이나 기본이 되는 정보이자 그것만으로도 별도의 연구 역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국세청의 국세 과세자료는 전 국민의 소득 정보를 얻기에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행정자료일 것이다. 우

리나라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생산 근거 자료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도 가구의 소득을 조사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연결한 소득 정보로 조사 자료의 일부를 체함으로써 소득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통계청, 2019; 이원진, 정해식, 전지현, 2019). 또한 국세청은 2018년 6월 국세통계센터를 개소하여, 국

세 미시자료를 국세법상 명시된 기관을 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그 이용 상을 학, 공

공기관, 민간연구기관으로 확 하고, 2020년 12월 ‘데이터전문기관’1)으로 지정된 이후 2021년 2월부터는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연연구원, 특수법인에도 국세 미시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을 확 하 다(국세청, 

2021a).

그동안 국세청의 국세 과세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  사회보험 징수를 위해 연계되거나, 사회보장

정보원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계되어 자산조사를 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등

의 용도로 이용되어 왔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일부 사회조사의 조사 정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의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협조받아 이른바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구에 활용하기도 하 는데, 국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조사의 원천별 소득의 

형태로 소득 정보를 구성하고 여러 정보보유기관의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관련 행정자료를 연결하여 공적

이전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구인회 외, 2021; 이현주 외, 2020).

이현주 외(2020)에서는 각종 사회보장 관련 행정데이터를 연결하 고, 국세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연구로서는 처음으로 행정자료만으로 소득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과세자료 및 생성한 소득 정보는 국세청 외부로 반출할 수 없었다. 기결합된 데이터 일체를 국세청 

국세통계센터에 반입하여 과세자료와 결합하여 사용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자료가 결합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파기하 던 것이다. 구인회 외(2021)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다. 이러한 점은 애써 결합한 

데이터를 다른 연구에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것 외에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과세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정보를 구성하 던 선도적인 경험이 후속 연구에 전해질 수 없다는 점이다. 구인회 외(2021)와 이현주 

외(2020)의 연구는 소득 정보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세청의 과세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변수를 생성한 의미있는 사례 음에도 이 경험을 관련 연구 분야에 공유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으며, 작업 과정과 소득 생성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 다.

이에 연구는 앞선 두 연구에서 수행한 국세 과세자료를 이용한 소득 정보 구성의 기술적인 측면을 공유

1) 서로 다른 정보보유기관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제
1항에 따른 데이터결합전문기관은 모두 9개 기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삼성SDS, 통계청, 국세청, 과기부
가 지정한 듀오존, SK C&C,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토부가 지정한 한국도로공사, 복지부가 지정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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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행정자료를 이용한 정책 분석에서 소득은 사회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핵심 변수이다. 이

에 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제와 소득 변수 구성에 한 선행 연구의 지식을 상호 공유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사회보장 부문에서 빈번해질 행정자료 연계와 활용을 사전적으로 

비하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소득 변수 구성의 방법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 다른 출처의 행정자료가 지닌 

정보의 상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오류, 각 자료 출처의 특성, 그리고 동일 

자료 출처라 하더라도 정보를 구성함에서 생겨난 차이 등, 연유를 이해해야 순수한 오류를 알아낼 수 있

다. 앞으로 행정자료 간 연계 및 통합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주 사용자 사이에 이러

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사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국세 미시자료에서 소득 변수를 구성하여 활용

하는 연구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가 행정자료를 이용한 소득 정보의 구성 방식을 서로 공유

하고 참고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그리고 연구에서 취한 방법에 해 면 하고 비판적인 검토가 이

루어지기를 기 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주요 사회조사와 국세청이 수집하고 있는 원천별 소득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는 연구에서 국세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만들고자 하는 소득 정보가 학술 연구에서 통용되는 

소득 개념과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실무적으로는 사회조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원천별 소득과 

어떤 면에서 일치하고 차이는 무엇인지 알기 위함이다. 3장에서는 국세 과세 원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및 

소득세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구인회 외(2021)과 이현주 외(2020)의 경험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당시 

작업에서 고려한 몇몇 가정과 한계 등도 포함한다. 4장에서는 국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득과 주요 

사회조사의 소득을 몇 가지 푯값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5장에서는 결론으로써 국세 과세자료를 이용한 

소득 정보의 가능성과 한계,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을 논한다.

2. 사회조사 및 국세 과세자료의 원천별 소득 구분

1) 원천별 소득의 개념

원천별 소득의 개념적 정의에는 큰 이견이 없는 반면, 원천별 소득과 지출액을 조합하여 시장소득, 가

처분소득과 같은 소득 개념을 산출하는 방식은 사용하는 자료와 시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여유진 

외, 2005; OECD, 2012; OECD,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 사회복지연구소, 2021).2) 이 연구의 

주제는 소득 개념 자체가 아니라, 기존 학술 연구에서 사용하는 원천별 소득 등을 국세 과세자료에서 어

떻게 구현하는가라는 기술적 차원의 고찰이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가 소개한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의

를 이어가도록 한다.

[그림 1]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준용하고 있는 여유진 외(2005)에서 소개한 

소득 구분으로, 통계청의 방식과 OECD의 소득 개념을 살펴본 것이다.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요소소득으로서, 이들을 합산하여 OECD 기준의 1차 소득으로 명명한다. 

<한국복지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사회조사에서는 이처럼 별한 원천 소득의 이하 내용을 근

2) 일례로 OECD IDD(Income Distribution Database)의 2012년 정의에서는 본문의 [그림 1]과 같이 1차 소득을 정
의하였지만(OECD, 2012), 2017년부터 변경된 OECD 정의에 의하면 기존의 1차 소득에 사적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더하여 1차 소득을 정의하고 있다(OECD, 2017). 국내의 2019년 이전의 빈곤통계연보와 이전
의 통계청 소득분배 지표도 OECD(2012)의 기준을 준용하다가 최근 새로운 정의에 맞추어 소득을 생성하고 있으며, 
<한국복지패널>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생성 소득 변수는 기존의 정의를 그 로 이용하기도 한다. 연
구에서는 사적이전은 수입과 지출 모두 파악이 불가한 국세 과세 자료에 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편의를 위해 사적
이전을 감안하지 않은 기존의 1차 소득 정의를 준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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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득은 상용근로와 임시일용근로, 사업소득은 고용주 및 자 업자, 농림어업 등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재산소득은 금융소득, 임 소득 등으로 나누어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 부문이 특화된 사회조사에서는 경상소득을 이루는 각 원천별 소득과 소득세, 사회보장부담

금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총소득(통계청의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까지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 

과세 단일 자료만으로 이들을 구현해 낼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소득 관련 자

료는 아래의 그림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소득세까지이기 때문이다. 국세 과

세자료에 구인회 외(2021)와 이현주 외(2020)와 같이 다른 정보보유기관의 공적이전소득과 사회보장부담

금 정보가 결합된다면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정의와 최 한 근접한 소득 개념을 구현해 낼 

수 있다. 그렇기에 타 행정자료의 결합 전에 국세 과세자료에서 원천별 소득과 소득세액 정보를 타당하게 

구성하는 것이 향후 행정자료 활용 연구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림 1] 소득 구분

통계청 OECD

소득

비경상 
소득

경조소득
폐품매각 금

기타

경상소득

근로소득
Wage and Salary

Income
1차소득

(Primary
Income)

시장소득
(Market
Income

총소득
(Gross
Income

가처분소득
(Disposal
Income)

사업 및 
부업소득

Gross
Self-Employment

Income

재산소득
Realized Property 

Income

이전
소득

사적
Occupational

Pensions & other
private cash

공적
social insurance,
social assistance,

other cash benefit

소득세 
+ 사회보장

부담금

자료: 박찬용‧강석훈‧김태완(2002); 유경준, 김 일(2003);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2005)에서 재인용.

 

국세 과세자료에서도 상기 원천별 소득의 구분을 따르고, 명칭에서만큼은 동일하다. 하지만, 사회조사 

자료에서 수집하고 있는 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국세 과세자료의 소득 정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측정 방

식의 차원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다. 구분과 명칭은 같더라도 사회조사와 국세 과세자료의 실제 측정은 다

르기 때문이다. 

 

2) 주요 사회조사와 국세 과세자료의 소득 측정

사회보장 부문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

의 소득 측정 방식과, 국세 과세자료의 소득에 한 세법과 국세통계연보의 정의를 검토한다. 세법과 국세

통계연보 상의 정의는 국세청이 수집하는 개인별 과세자료의 정의와 일치하기 때문에 사회조사 자료의 조

사 지침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세 과세자료에서 구현 가능한 소득 정보의 특

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천별 소득 변수와 조사 지침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계금융

복지조사>는 이후 살펴볼 <한국복지패널>에 비해 상 적으로 단순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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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재산소득 이하의 세부 변수는 금융소득, 임 소득, 기타로 나뉘어 있다. 근로

소득은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이 공제되기 전의 현금 및 현물 보수로 정의되어 있어, 앞서 살펴본 가처분

소득 생성을 염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을 소득

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 과세자료에서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히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구분하고 있

고, 사업소득에서의 ‘소득’은 경비를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표 1>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소득 정보

구분 변수 조사 지침

근로소득 근로소득
근로의 가로 받은 현금 및 현물 보수로서,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이 공
제되기 전 금액

사업소득 사업소득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사업경 을 통해 얻은 사업수입(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출이자 등 비
용을 차감한 금액. 자가소비용 생산품 등 현물소득 포함

재산소득 재산의 운 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금융소득, 임 소득)에서 이자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 현물소득 
포함

┖ 금융소득
채권·예금·적금 및 개인 간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보험·신탁·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서 출이자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

┖ 임 소득
주택, 건물, 토지 임 에 따른 임 수입에서 임 용 부동산 유지·관리비, 출이자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

┖ 기타
이외 개인연금, 퇴직연금 및 유형자산(주택, 건물, 토지 이외)과 무형자산(저작권, 인세, 특허권 등)으
로부터의 소득 등

자료: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수집하는 소득 정보와 제공 변수, 조사 지침을 정리한 것이다. <가계금융

복지조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파악하고 있으나, 다른 점은 기타근로소득과 개인

연금 및 퇴직연금을 재산소득과 분리하여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복지패널>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에 비해 각 원천별 소득을 보다 세분하여 변수로 측정하고 있고,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보조기입란

까지 이용하여 상당히 많은 변수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원천별 소득을 쪼개어 물어봄으로써 연중 

개인이 올리는 소득을 명목별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함이다. 기타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재산소득으로 합산하여 사용한다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 사업, 재산소득의 분류와 차이

점은 없다. <한국복지패널> 역시 근로소득은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명시

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은 연간 총비용을 감하여 구한다고 명시한다. 

<표 2>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의 소득 정보

구분 변수 조사 지침

근로소득

상용근로 총급여액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기
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등
을 모두 포함한 금액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임시일용근로 총급여액

임시근로자: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 ,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
일용근로자: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 공제 전 금액이며,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
업 소득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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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5차 <한국복지패널> 가구 조사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상기 사회조사에서의 소득 범위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된다. 비과세 소득은 면세점 이하의 소득과 면세점 

이상 소득자의 과세 상이 아닌 수입금액을 공히 포함한다. 국세 과세자료는 후자가 포함되어 파악되며, 

면세점 이하의 비과세 소득도 인적 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신고한다

면 원리적으로는 파악이 된다.

이상 살펴본 사회조사의 소득 변수들은 원천별로 조사되지만, 소득세는 하나의 변수로 측정된다. 반면, 

국세 과세자료의 소득은 과세를 위해 신고된 수입금액 혹은 소득금액이다. 크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부문

과 원천세 부문으로 나뉘어지며, 국세청에 파악된 이들 수입‧소득 금액이 양 부문에 상당 부분 중첩된다. 

소득세액 또한 그러하다. 사회조사의 원리상 조사표의 각 소득은 조사문항 간 상호 배타이면서 이들을 단

순 합산하면 가구의 소득을 모두 포괄하게끔 설정되어 있지만, 국세 과세자료는 조세 제도의 작동을 위해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의 수입금액이 원천세 부문과 종합소득세 신고 부문 양쪽에 존재할 수 있으

며, 심지어 명칭도 같다. 연구자는 동 자료를 이용할 때 각 자료 추출원의 성격을 이해하고 가공하여 사회

조사의 원천별 소득 변수와 동일하게 상호 배타성과 포괄성을 담보해야만 한다. 

아래의 <표 3>은 구인회 외(2021)와 이현주 외(2020)에서 활용하 던 국세 과세자료 변수를 바탕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 신고 안내와 국세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사회조사의 <표 1>과 <표2>와 유사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3>에는 당시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변수도 있지만, 소득 정보의 상호 배타와 포

괄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저자가 추가로 기입하 다.

항목명에 “ * ” 표시가 된 것은 상호 배타의 원칙이 담보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해당 변수는 학술 

연구의 원천별 소득의 성격을 두 가지 이상 갖는 것이다.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은 세 번째 컬럼의 설명

처럼 인적 용역에 의한 소득으로써 근로 형태를 보면 사실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부분이 사업자등록

이 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만약 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개인이 <가계금융복지조사>나 <한국복지패널조

사>에 응답한다면,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성격을 무엇으로 응답할지 모호하다. 하지만 국세 과세자료

에서 이들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데이터화 되어 있다.

사회조사와의 또 다른 차이점은 결이 다른 무수한 종류의 소득 금액들이 기타소득이라는 명칭으로 혼합

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타소득 총지급금액에는 앞서 살펴본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재산소득으로 조사되

는 유무형 자산의 양도 및 여의 가, 저작권료 등이 있는가 하면, 강연료, 원고료와 같이 <한국복지패

널>에서는 기타 근로소득으로 파악될 근로소득들도 있다. 상금과 복권 당첨금 등은 경상소득으로 볼 수 

없다.

구분 변수 조사 지침

사업소득

고용주 및 자 자 순소득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간 총비용을 감하여 구함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농림축산업 순소득 판매수입과 기타잡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

어업 순소득 판매수입과 기타잡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

기타 근로소득 기타근로소득 상기 응답한 근로 외 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

재산소득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임 료(월세, 토지임 료 등)

기타(자격증 여 등)

민간보험
개인연금 일시금은 제외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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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세 과세 자료의 소득 변수와 세법상 정의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https://www.nts.go.kr); TASIS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이처럼 국세 과세자료는 첫째, 하나의 변수에 사회조사에서는 분리되어 측정될 여러 원천별 소득이 혼

재되어 있으며, 둘째,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원천징수 부문에도 소득이 있으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부

문에도 소득이 있다는 특성이 있다. 첫 번째 특성은 구인회 외(2021)와 이현주 외(2020)에서 제공받은 국

세청 자료의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없었다. 이에 해서는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 국세 과세자료의 향후 

가능성과 제언에서 다루고자 한다. 두 번째 특성은 자료를 하는 연구자가 일정 정도 다룰 수 있는 내용

으로, 국세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변수를 생성하는 작업의 부분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해서

는 3장의 소득 생성 과정에서 다루었다.

사회조사의  구분 국세통계연보 상 명칭(징수 부문) 세법상 정의

근로소득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종합소득세)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연말정산 상 근로소득(원천세 징수)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원천세 징수)*

원천징수 상 의료보건 용역, 원천징수 상 인적용역 사업소득(분
류업종 구분:저술가, 화가관련,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학원강사, 
보험설계, 음료배달, 방문판매, 간병인, 리운전, 기타자 업, 퀵서
비스, 물품배달, 기타모집수당 등) 

연말정산 상 사업소득(원천세 징수)*

간편장부 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
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해당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
매원, 음료배달판매원)

일용근로소득(원천세 징수)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연말정산 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지급시 원천징수로써 납세 의무 종결)

기타소득(원천세 징수)*

상금, 복권 당첨금 등, 자산 등의 양도· 여·사용의 가,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용역소득, 서화·골동품 양도에 의한 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가, 강연료, 원고료 등이 
포함됨

사업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업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 및 부동산 소득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원천세 징수)* 상동

사업자 연말정산(원천세 징수)*
(선행 연구 미활용)

상동

기타소득(원천세 징수)* 상동

재산소득

부동산업 소득(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 (원천세 징수) * 상동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징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징수)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 등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징수)

이 중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사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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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 과세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득 구성 사례

1) 국세 과세자료의 특성

(1) 국세통계연보의 집계자료 및 국세 신고 분야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는 다음의 세목으로 나뉘어 집계자료를 공표하고 있다(<표 4>). 최

근에는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도 통계연보와 동일한 통계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표 4> 국세통계연보 집계자료의 분야: 2021년 연보 기준

01 총괄 02 징수 03 종합소득세

04 원천세 05 양도세 06 상속증여세

07 종합부동산세 08 법인세 09 부가가치세

10 주세 11 소비자세 12 국제조세

13 세무조사 14 근로자녀장려금 15 기타

자료: 국세청(2021b).

이 중 개인의 경상소득을 구성하기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세목은 “03 종합소득세”, “04 원천세”이

다.3) “03 종합소득세”에서는 사업‧부동산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집계

되며4), “04 원천세”는 다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고, 거주자의 연금소득 연말정

산 신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 일용근로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등으로 나뉘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집계된다. 원천세 분야와 

종합소득세 신고 분야의 소득자 및 소득 금액은 상호 배타가 아니다. 원천세 분야의 소득이 있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원천세 징수 분야의 소득만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소득세

가 원천 징수됨으로써 신고 의무를 다하게 된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의 소득 자료는 원

천세 부문에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국세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개인별 소득 미시자료를 구성함에 있어 

가장 관건은 서로 다른 과세자료의 출처에서 소득액과 세액이 상호 중첩되거나 어느 한편에만 정보가 있

는 사례들을 일일이 구분하고 모종의 논리를 세워서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된다.

(2) 국세통계센터의 미시자료 제공 목록: 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

국세청은 수요자가 원하는 국세 관련 통계를 직접 분석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미시자료를 개방하고자 

국세통계센터를 설립‧운 하고 있다(국세청, 2021a). 상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데이터결합전

문기관이기도 한 국세통계센터는 구인회 외(2021)의 연구에서처럼 다기관 행정자료의 결합 작업을 수행함

과 동시에 동시에 결합할 과세자료를 제공하기도 하며, 국세청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수요가 있는 연구

자에게 제공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통계센터 누리집 홈페이지(https://datalab.nts.go.kr)에서 제안하고 있는 미시자료 제공목록은 아

래와 같다. 종합소득세, 원천세로 별하고 있으며, 원천세 이하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내역, 사업

소득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서 나타나지 않은 소득자 개인의 인구사회적 속

성, 지역 정보와 함께 각 수입금액 및 소득 금액, 그리고 소득세액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설명할 

3) 그 밖에 사회보장 부문에서 관심을 갖는 공적이전소득으로써 “14 근로자녀장려금”이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4) 국세통계연보 중 “3-1-2.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 현황”에서 인원과 금액을 참고할 수 있다. 



❘2022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 회❘
새정부 복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시대진단과 사회정책의 재도약

500

1차 소득 구성을 위해 필요한 원천별 소득 금액 몇몇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

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자등록자의 사업소득을 개별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이다. 2020년 기준 종합소

득세는 785만여 명이, 원천세는 1,916만여 명이, 사업자 연말정산은 55만여 명이 신고하 다(국세청, 

2021b).

<표 5> 국세통계센터의 자료제공목록: 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 기준

자료: 국세통계센터 누리집 (https://datalab.nts.go.kr)

구분1 구분2 연번 항목명 구분1 구분2 연번 항목명

종합
소득세

종합
소득세 

신고내역

1 과세기간년도

원천세

근로
소득세 
연말
정산 

신고내역

1 귀속년도
2 신고서기장의무구분코드 2 귀속년도시작일자
3 신고서소득세신고유형코드 3 귀속년도종료일자
4 거주자구분코드 4 신고구분상세코드
5 내외국인구분코드 5 제출년월
6 성별코드 6 징수의무자시도코드
7 연령 7 소득자시도코드
8 시도코드 8 소득자연령
9 시군구코드 9 소득자성별코드
10 주업종코드 10 과세 상급여금액
11 업태코드 11 근로소득공제합계금액
12 세무 리구분코드 12 과세 상소득금액
13 총수입합계금액 13 기본공제합계금액
14 부동산사업소득총수입금액 14 추가공제합계금액
15 사업소득총수입금액 15 연금보험료공제합계금액
16 부동산소득총수입금액 16 특별공제합계금액
17 근로소득총수입금액 17 차가감소득금액
18 필요경비합계금액 18 종합소득세과세표준금액
19 소득금액 19 근로소득산출세액
20 부동산사업소득소득금액 20 세액감면합계금액
21 사업소득금액 21 세액공제합계금액
22 부동산소득금액 22 소득세결정세액
23 근로소득금액 23 주민세결정세액
24 종합소득금액 24 농어촌특별세결정세액
25 과세소득금액 25 결정세액합계금액
26 인적공제금액 26 징수의무자시군구코드
27 기본공제금액 27 소득자시군구코드
28 추가공제금액

사업
(연말
정산)

소득세  
신고 내역

1 귀속년도
29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 2 사업소득구분코드
30 기타연금보험료공제금액 3 시도코드
31 특별공제합계금액 4 성별코드
32 실제소득공제금액 5 연령
33 과세표준금액 6 내외국인구분코드
34 산출세액 7 지급금액
35 소득세법세액공제금액 8 보험모집수입합계금액
36 공제세액 9 방문판매수입합계금액
37 감면세액 10 음료배달수입합계금액
38 결정세액 11 사업소득금액
39 가산세합계세액 12 종합소득공제합계금액
40 추가납부세액 13 종합소득세과세표준금액
41 총결정세액 14 사업소득연말정산산출세액
42 기납부세액 15 합계지급금액
43 차감환급예정세액 16 소득세결정세액
44 차감납부예정세액 17 농어촌특별세결정세액

18 주민세결정세액
19 결정세액합계금액
20 소득세차감징수세액
21 농어촌특별세차감징수세액
22 주민세차감징수세액
23 차감징수세액합계금액
24 시군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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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구에서 사용한 국세 과세자료는 상기 제공목록에 더해 거주자

의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추가되어 있었다(구인회 외, 2021). 부분 원천세 역에서 추가

적으로 추출된 자료이며, 당시 연구진이 1차 소득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원천별 소득 자료를 검토하여 

요청한 결과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기타(부업)소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로소득 금액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표 5>의 근로소득세연말정산 신고내역 10번, 과세 상급

여금액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써, 사회조사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제

활동에 의한 소득금액이다.5) 때문에 그 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천세 징수 역의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거주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필요하다.

(3) 국세 과세자료의 ‘소득’ 개념과 유의할 점

다음으로 국세 과세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점을 정리하 다. 이는 자료의 성격을 이해함

과 동시에 이후 설명할 소득 및 소득세액 생성 작업의 사전 정보이다. 

 첫째, 국세 과세자료에서 통칭 ‘소득’이라 할 수 있는 정보는 ‘수입금액’, ‘지급금액’, 그리고 ‘소득금액’

으로 표현되는데, 원천소득별로 1차 소득 개념에 가까운 국세 과세자료 상의 변수가 다르다. 소득 분포뿐 

아니라 재분배 효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소득’을 각 자료별 출처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요소

소득 개념에 가장 근접한 변수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우선 근로자 연말정산 부문에서 상시근로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총 지급금액’이 필요하다.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지급금액’은 귀속 과세연도에 지급받은 세전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종

합소득세 신고 자료에서 근로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총 수입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 근로소

득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금액’을 사용하면 공제를 거친 뒤의 과세표준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세액이 부과

되지 않았을 뿐 조세 제도의 재분배를 거친 후의 금액이 되며 사회조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근로소득 개념

과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사업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서 ‘사업소득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뒤 산정하는 순소득의 개념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사회조사에

서 파악하는 사업소득에 준한다.

그 외 원천세 부문의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에 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자료와 일용근

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에 한 원천징수 신고 자료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총지급금액’을 

이용하면 과세 전의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천별 소득의 구분이 사회조사의 그것과 다르다. 학술연구에서 원천별 

소득은 흔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반면, 국세 과세자료의 항목 구분과 

원천징수 자료는 소득세법을 따르기 때문에 학술연구의 원천별 소득 개념을 완전히 구현하기는 사실상 어

렵고, 그와 근사한 수준으로 소득 정보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은 국세 과세자료의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에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말정산 자료의 ‘근로소득 총지급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분

배 이전의 세전 근로소득과 일치하는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소득만이 파악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

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파악한 바, 이들 각 출처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상호 배타가 아니며 중복되어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다. 종합소득 신고 자료에서는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이 세전 근로소득과 일치하며, 

연말정산만 하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 자료에서만 수입금액이 파악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5) 또한 1차 소득을 구성하여 이후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세 상 급여액에 더해 비과세 수입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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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개인에게는 연말정산 신고 자료의 ‘근로소득 총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의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이 동시에 존재한다. 만약 하나의 개체가 이 두 정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 둘 중 하나만을 소득 구성에 활용해야만 한다.

같은 논리로 일용근로소득만을 올리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신고한 수입금액만이 국세 과

세자료에 존재하겠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중 여러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신고 자료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도 수입금액이 존재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사례와 다른 점은,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 자료의 수입금액은 연말정산 신고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출처원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세

소득과 비과세소득이 모두 잡히고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비과세구간의 수입금

액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인적 공제 등의 이유로 국세청에 지급명세를 신고한다면 국세 과세자

료에서 이들의 소득이 파악 가능하다.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등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으로, 사실상 근로

소득의 개념과 가깝다. 부분의 사회조사에서는 조사 지침상 이들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거주자 사업소득)을 올리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종합

소득세 신고 자료의 ‘사업소득금액’에 합산된다. 구인회 외(2021)과 이현주 외(2020)에서는 이들의 소득을 

근로소득처럼 이용하지 못하고, 후술할 논리에 의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부문과 조한 뒤 결과적으로 사

업소득으로 합산하 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의 사업소득을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사업소득과 그

렇지 않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기장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를 구분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이들 양 소득을 분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국세청의 자

료 제공 정책과 부합하는지, 혹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자료의 ‘총지급금액’ 또한 사회조사의 근로소득과 일정 부분 일치할 수 있다. 일례로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기타근로소득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반면 저작권료와 같은 지적재

산에 의한 소득은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지침이 불명확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재산소득으로써 

명시하고 있다. 즉 국세청의 기타소득 총 지급액은 상기 언급한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사

회조사에서 응답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원천으로 조사‧파악될 수 있다.

2) 국세청 과세자료로부터 원천별 소득 및 소득세액 정보 구성

이하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공받은 국세 과세자료 명세의 변수를 기준으로 원천별 소득 변수와 소득세

액을 생성한 방식을 소개한다. 이들 내용은 구인회 외(2021)와 이현주 외(2020)의 작업 사례를 기본으로 

하며, 당시 연구의 주제와 보고서 지면 상의 이유로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다.

(1)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서 사용한 국세 과세자료

<표 5>의 목록처럼 신고 및 징수 역으로 별하면 종합소득세와 원천세로 구분되지만, 역 이하의 

세부 범주, 특히 원천세 이하의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달리하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

후부터는 원천세 징수 역 이하의 세부 분야는 DB(Database)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각 세목을 구분

하여 서술한다.

<표 6>은 구인회 외(2021)의 연구 당시 국세통계센터가 추출‧제공한 국세 과세자료의 명세이다. 표에 

기재되어 있는 변수의 설명은 국세통계센터의 기입 방식과 표현을 원용하 으며, 추출 DB의 명칭은 국세

통계센터 담당자로부터 원자료의 추출 원천(source)을 국세통계연보의 구성과 세목을 기준으로 파악하여 

저자가 기재한 것이다.6) 변수명은 저자가 설정한 것으로, 이해와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기 위하여 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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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분에서는 변수 설명의 명칭과 변수명을 함께 병기하기로 한다. 향후에도 소득을 구성하기 위한 목

적으로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추출한다면 아래의 자료 명세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7)

구인회 외(2021)와 이현주 외(2020)의 연구에서 결합한 국세청의 과세자료는 <표 6>과 같이 종합소득

세신고DB, 연말정산DB,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DB, 장려세제DB, 일용소득DB, 기타소득DB로 역이 구

분되어, 각 역 이하의 각종 수입금액, 소득금액, 세액 등이 변수로 추출되어 있었다.

아래의 자료명세 중 주요 사용 변수와 각 변수의 상세 정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사업소

득 구성을 위해 “종합 소득_사업소득금액(nts4)”와 “거주자사업소득_총지급액(nts40)”을 이용하 다. “종합 

소득_사업소득금액(nts4)”은 “종합 소득_사업소득총수입금액(nts1)”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사

회보장 부문의 주요 사회조사 자료 분석에서 사용하는 순소득 개념의 사업소득과 부합한다(통계청,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1).8) “거주자사업소득_총지급액(nts40)”은 세금을 원

천징수하기 전의 수입금액이 1차 소득 개념에 부합한다.

두 번째로 근로소득 구성을 위해서는 “근로 소득_총지급금액(nts12)”과 “종합 소득_근로소득총수입금액

(nts3)”를 이용하 다. 국세 과세자료의 근로소득 부문에서 ‘소득’이라 함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각종 공

제를 거친 후의 과세표준액이기 때문에 1차 소득 개념에 부합하는 ‘수입’금액을 이용하 다. 후술하겠지만 

종합소득신고 DB와 연말정산 DB에서 중첩되는 소득금액은 중복을 최 한 지양하여 합산하 다.

세 번째로 “종합 소득_부동산소득금액(nts5)”은 부동산사업소득으로, “일용 소득_총지급금액(nts49)”은 

일용근로소득으로 1차 소득 구성에 합산하 다. 부동산사업소득도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를 제

외한 개념의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 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일용근

로소득 지급명세 상의 지급금액을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하 다. “일용 소득_총지급금액(nts49)”은 “일용 

소득_비과세금액(nts50)”을 포함한다.

네 번째로 “종합 소득_총결정세액(nts7)”, “근로 소득_결정세액합계금액(nts27)”, “거주자사업소득_소득

세(nts41)”, “거주자사업소득_지방소득세(nts42)”는 해당 소득의 유무를 파악하여 소득세액 구성에 사용하

다. 또한 “일용 소득_총부담세액(nts51)”과 “기타 소득_총 합계세액(nts56)”을 소득세로 합산하 다. 합

산한 소득세액은 선행연구에서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후 차감하여 처분가능소득을 생성하는 것에 활용하

다(구인회 외, 2021; 이현주 외, 2020).

6) 당초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한 원자료에서의 영역별 명칭은 “종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 소득”, “기타 소
득”이었다. 일견 국세통계센터의 명칭도 크게 무리는 없으나, 본문의 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신고DB”의 근로소득과 
“연말정산DB”의 근로소득, “종합소득세신고DB”의 사업소득과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DB”의 사업소득이 혼동될 여지
가 있고, 본문의 소득 합산 방식에 있어 변수의 출처에 따른 소득 금액이 분별될 필요가 있기에 저자가 별도 파악한 
국세통계연보의 세목을 준용하여 “…… DB” 로써 지칭하였다. 

7) 첫 번째 이유는 부분의 정보보유기관이 그러하듯 정보관리 테이블에서 자료의 추출이 이루어지면 처음 추출하였던 
프로세스를 보관하고 있다가 후속 작업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통상적으로 추출하
지 않던 원천세 영역의 자료들에 해서는 국세통계센터가 국세청 소관 부서의 내부적인 검토와 승인을 거쳤기에 또 
다른 검토‧승인이 전제되지 않는 한 다른 형태로 추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8)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사업소득은 애초에 “사업수입(총매출액)에서 비용(재료비, 인건비, 임 료, 이자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고용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액과 순소득을, 농림어업의 경우 판매수입과 비용, 순소득을 조사하면서 사업소득 합산에는 수입(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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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세 과세자료 명세: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당시 기준

자료: 구인회 외(2021).

(2) 원천별 소득 변수 생성

다음으로 원천별 소득을 구성하 던 방식을 소개한다. <표 6>의 국세 과세자료에서 상시근로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임 사업소득, 거주자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파악‧생성하여 합산할 수 있었다. 금

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국세청의 협조 불가 방침에 따라 활용하지 못하 다.9) 최종적으로 원천별 

소득은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 사업10)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을 생성하 고, 이들을 합

산한 재산소득이 없는 1차 소득을 구인회 외(2021)과 이현주 외(2021)의 연구에서 공적이전의 재분배 효

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 다.

<표 6>의 국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생성한 원천별 소득은 <표 7>의 내역과 같다. 2장에

9) 2020년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178,953명이다(국세청, 2021b).
10) 국세청의 추출 자료 명세의 표현은 “부동산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임 사업

소득으로 기술하였다. 부동산임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득이다.

추출 DB 연번 변수명 변수 설명 추출 DB 연번 변수명 변수 설명

종합소득
신고 DB

1 nts1 종합 소득_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연말정산(
근로자) 

DB

29 nts29 근로 소득_주현주민세기납부세액

2 nts2 종합 소득_부동산소득총수입금액 30 nts30 근로 소득_주현농어촌특별세기납부세액

3 nts3 종합 소득_근로소득총수입금액 31 nts31 근로 소득_주현기납부세액합계금액

4 nts4 종합 소득_사업소득금액 32 nts32 근로 소득_종전소득세기납부세액

5 nts5 종합 소득_부동산소득금액 33 nts33 근로 소득_종전주민세기납부세액

6 nts6 종합 소득_근로소득금액 34 nts34 근로 소득_종전농어촌특별세기납부세액

7 nts7 종합 소득_총결정세액 35 nts35 근로 소득_종전기납부세액합계금액

8 nts8 종합 소득_지방소득세산출세액 36 nts36 근로 소득_소득세차감징수세액

9 nts9 종합 소득_농어촌특별세총결정세액 37 nts37 근로 소득_주민세차감징수세액

10 nts10 종합 소득_기납부세액 38 nts38 근로 소득_농어촌특별세차감징수세액

11 nts11 종합 소득_지방소득세기납부세액 39 nts39 근로 소득_차감징수세액합계금액

연말정산
(근로자) 

DB

12 nts12 근로 소득_총지급금액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 

DB

40 nts40 거주자사업소득_총지급액

13 nts13 근로 소득_근로소득합계금액 41 nts41 거주자사업소득_소득세

14 nts14 근로 소득_종전근로소득합계금액 42 nts42 거주자사업소득_지방소득세

15 nts15 근로 소득_비과세소득합계금액

장려
세제

43 nts43 장려세제_근로장려심사금액

16 nts16 근로 소득_감면소득합계금액 44 nts44 장려세제_근로장려수급 상여부

17 nts17 근로 소득_과세 상급여금액 45 nts45 장려세제_가구원구성코드

18 nts18 근로 소득_근로소득공제합계금액 46 nts46 장려세제_부양자녀수

19 nts19 근로 소득_과세 상소득금액 47 nts47 장려세제_자녀장려심사금액

20 nts20 근로 소득_특별공제합계금액 48 nts48 장려세제_자녀장려수급 상여부

21 nts21 근로 소득_특별세액공제합계금액
일용소득 

DB 

49 nts49 일용 소득_총지급금액

22 nts22 근로 소득_특별공제표준세액공제금액 50 nts50 일용 소득_비과세금액

23 nts23 근로 소득_세액공제합계금액 51 nts51 일용 소득_총부담세액

24 nts24 근로 소득_소득세결정세액

기타소득 
DB

52 nts52 기타 소득_총지급액

25 nts25 근로 소득_주민세결정세액 53 nts53 기타 소득_소득세

26 nts26 근로 소득_농어촌특별세결정세액 54 nts54 기타 소득_지방소득세

27 nts27 근로 소득_결정세액합계금액 55 nts55 기타 소득_농어촌특별세

28 nts28 근로 소득_주현소득세기납부세액 56 nts56 기타 소득_총 합계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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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의 한계 상 학술적 개념의 원천별 소득과는 명칭만 동일하고 그 내용은 다르다. 

각 개념에 부합하는 수입(소득) 금액은 부분 2개 이상의 DB를 출처로 하고 있다. 종합소득 확정 신고와 

원천징수 부문에서 동시에 수입(소득)이 포착되는 한편, 그렇다고 모든 소득자의 해당 소득이 양 DB에 있

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각 출처 DB의 수입(소득)금액의 성격과 신고하는 소득자의 중첩과 상호 배타를 

파악하여 일련의 논리를 세워 금액을 합산하 다.

<표 7> 생성한 원천별 소득과 활용한 국세 과세자료

사회조사 
구분

연구에서 
생성한 원천별 

소득

국세 과세자료

수입(소득) 관련 세액 DB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근로 소득_총지급금액(nts12) 근로 소득_결정세액합계금액(nts27) 연말정산DB

종합 소득_근로소득총수입금액(nts3) 종합 소득_총결정세액(nts7) 종합소득DB

일용근로소득 일용 소득_총지급금액(nts49) 일용 소득_총부담세액(nts51) 일용소득DB

사업소득 사업소득

종합 소득_사업소득금액(nts4) 종합 소득_총결정세액(nts7) 종합소득DB

종합 소득_부동산소득금액(nts5) 종합 소득_총결정세액(nts7) 종합소득DB

거주자사업소득_총지급액(nts40)
거주자사업소득_소득세(nts41)

거주자사업소득_지방소득세(nts42)
원천징수DB

연말정산 신고 사업자의 
사업소득=수입금액×소득률

(소득률=1-단순경비율)
결정세액합계

사업자 
연말정산DB

기타소득 기타소득 기타 소득_총지급액(nts52) 기타 소득_총 합계세액(nts56) 기타소득DB

주 1) 음  표시는 당시 연구에서 활용하지 못한 것을 의미함
     2) 재산소득은 주택임 소득, 기타소득 등에 산재되어 있고, 금융소득은 제공받지 못하여 구성하지 못하 음. 

상시근로소득을 생성하 던 과정과 논리는 다음과 같다. 상시근로소득의 생성에는 <표 6>의 연말정산

DB의 ‘근로소득 총지급금액(nts12)’, 종합소득세신고DB의 ‘근로소득 총수입금액(nts3)’ 변수를 사용하

다. 우선, 종합소득세신고DB와 연말정산DB 양쪽에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DB의 금액만을 

사용하고, 두 번째 경우로 종합소득세신고DB에만 금액이 존재하고 연말정산DB에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DB의 ‘근로소득 총수입금액(nts3)’을 사용하 다. 세 번째 경우로는 연말정산DB에만 

금액이 존재하고 종합소득세신고DB에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연말정산DB의 ‘근로소득 총지급금액

(nts12)’을 사용하 다. 연말정산만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근로자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

다. 상기 논리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는 연말정산 신고를 한 근로소득이 연동되어 들어온

다는 점에 착안, 종합소득세신고DB의 ‘근로소득 총수입금액(nts3)’을 우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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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상시근로소득 생성 로직

상시근로소득 생성

소득(수입)금액 존재 여부

종합소득세신고DB 
근로소득 총수입금액(nts3)

연말정산DB
근로소득 총지급금액(nts12)

상시근로소득 = 0 0 0

상시근로소득 = 0 0 .

상시근로소득 = 0 . 0

상시근로소득 = 종소DB근로소득총수입금액(nts3) 1 1

상시근로소득 = 종소DB근로소득총수입금액(nts3) 1 0

상시근로소득 = 종소DB근로소득총수입금액(nts3) 1 .

상시근로소득 = 연말DB총지급금액(nts12) 0 1

상시근로소득 = 연말DB총지급금액(nts12) . 1

주: 0은 0원, 1은 금액이 있음, “.”은 결측을 의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DB의 ‘사업소득금액(nts4)’과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DB의 ‘거주자사업소득11) 

총지급액(nts40)’ 변수를 사용하 다. 그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DB의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총수입금액

(nts1) - 필요경비” 개념인 것을 사전에 확인하 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 생성 로직에서도 종합소득세신고

DB의 것을 우선하 다. 첫 번째 경우로, 종합소득세신고DB와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DB에 금액이 중복 존

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DB의 금액만을 사용하 다. 두 번째 경우로 종합소득세신고DB에만 금액이 존

재하고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DB에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DB의 ‘사업소득금액(nts4)’

을 사용하 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로,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DB에만 금액이 존재하고 종합소득세신고DB

에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DB의 ‘총지급액(nts40)’을 사업소득 변수로 생성하 다.

<표 9> 사업소득 생성 로직

사업소득 생성

소득(수입)금액 존재 여부

종소DB사업소득금액
(nts4)

원천징수 상사업소득DB총
지급액(nts40)

사업소득 = 0 0 0

사업소득 = 0 0 .

사업소득 = 0 . 0

사업소득 = 종소DB사업소득금액(nts4) 1 1

사업소득 = 종소DB사업소득금액(nts4) 1 0

사업소득 = 종소DB사업소득금액(nts4) 1 .

사업소득 = 원천징수 상사업소득DB총지급액(nts40) 0 1

사업소득 = 원천징수 상사업소득DB총지급액(nts40) . 1

주: 0은 0원, 1은 금액이 있음, “.”은 결측을 의미

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 및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
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금액으로 사업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등 원천징수 의무자에 의해 신고가 되며,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종합소득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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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부동산임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DB의 ‘부동산소득금액(nts5)’ 변수를 사용하 다. ‘부동산

소득금액(nts5)’ 또한 ‘부동산소득총수입금액(nts2)’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순소득 개념임을 사전에 확인

하 다. 일용소득DB의 ‘총지급금액(nts49)’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말정산DB와 종합소득세신고DB와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 변수로써 1차 소득에 합산하 으며, 기타소득DB의 ‘총지급액(nts52)’ 

변수 또한 기타소득으로써 1차 소득 생성에 사용하 다.

(3) 소득세액 변수 생성

소득세액은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다. 구인회 외(2021)와 이현주 외(2020)에서는 

생성한 1차 소득에서 각 사회보장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추출한 공적이전급여를 합산한 뒤, 제한적으로 파

악한 사회보험료와 국세 과세자료로부터 생성한 소득세액을 차감하여 처분가능소득을 구성한 바 있다.

소득세액의 생성 또한 국세 과세자료의 각 DB에 있는 총결정세액을 DB간 중복을 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DB 간 소득세액의 중복 여부는 상기 원천별 소득을 구성할 때 사용한 각 DB별 수

입/소득/지급금액의 유무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파악하고, <표10>의 로직 로 세액 변수를 생성함으로써 

소득세액의 중복 차감을 지양하 다. 소득세액 합산을 위해 모두 9가지의 경우를 상정하여 표본을 구분하

으며, 각 경우의 수에 따라 DB에 존재하는 결정세액을 합산하거나 배제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 다.

우선, 많은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부동산(임 사업)소득금액(nts5)’만 존재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신고 

DB의 ‘총결정세액(nts7)’만을 사용하 다. 두 번째, ‘거주자사업소득 총지급액(nts40)’만 있는 경우, 원천

징수 상 사업소득DB의 결정세액만을 사용하여 소득세액 변수를 생성하 다. 세 번째, ‘부동산소득금액

(nts5)’과 ‘거주자사업소득 총지급액(nts40)’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DB의 ‘총결정세액(nts7)’과 원천

징수 상 사업소득DB의 결정세액을 합산하 다. 이 케이스는 종합소득세신고DB에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

에 종합소득세신고DB의 결정세액은 부동산임 사업소득에 의한 것으로만 보고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DB

에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에 해서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그에 더해준 것이다. 네 번째, 연말정산DB의 ‘총

지급금액(nts12)’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만 한 근로자이므로 연말정산DB의 ‘결정세액합계금액

(nts27)’만을 사용하 다. 다섯 번째, 연말정산DB의 ‘총지급금액(nts12)’과 종합소득세신고DB에 다른 소득

은 없이 ‘부동산소득금액(nts5)’만 있는 경우가 존재하 다. 이들은 연말정산 DB의 ‘결정세액(nts27)’과 종

합소득세신고DB의 ‘결정세액(nts7)’을 합산하 다. 여섯 번째, 연말정산 DB의 ‘총지급금액(nts12)’과 원천

징수 상 사업소득DB의 ‘거주자사업소득 총지급금액(nts40)’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DB의 ‘결정세액

(nts27)’과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DB의 결정세액을 합산하 다. 일곱 번째, 연말정산DB의 ‘총지급금액

(nts12)’과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DB의 ‘거주자 사업소득(nts40)’, 종합소득세신고DB의 ‘부동산소득(nts5)’

만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DB의 ‘결정세액(nts27)’과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DB의 결정세액, 종합소득세신

고DB의 ‘결정세액(nts7)’을 합산하 다. 여덟 번째, 종합소득세신고DB의 ‘사업소득금액(nts4)’ 혹은 ‘부동

산소득금액(nts5)’이 있고, 연말정산DB의 ‘총지급액(nts12)’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DB의 ‘결정세액

(nts7)’과 연말정산DB의 ‘결정세액(nts27)’을 합산하 다. 이상의 열거한 케이스는 네 번째 사례를 제외하

고는 그 수가 많지 않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2개 이상의 수입금액이 잡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아홉 번째 사례가 가장 많은 케이스가 해당하는데, 종합소득세신고DB에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혹은 부동산임 사업소득이 있고, 다른 DB에도 동일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DB의 ‘결정세액

(nts7)’만 사용하 다. 지금까지의 사례별 로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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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소득세액 합산 로직

주: 0은 0원, 1은 금액이 있음을 의미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없는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청징수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일용소득DB의 ‘총부담세액(nts51)’은 상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세액에 더해 추가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

당 소득에 한 세액을 반 하 다. 또한 결정세액 중 마이너스 세액은 환급을 의미함을 사전 확인 후 처

분가능소득 생성 시 그 로 더해주었다.

소득세액 생성

소득(수입)금액 존재 여부

종소DB
근로소득총
수입금액
(nts3)

종소DB
사업소득금액

(nts4)

연말DB
총지급금액

(nts12)

원천징수
상사업소득

DB
총지급액
(nts40)

종소DB
부동산소득

금액
(nts5)

소득세액 = 0 0 0 0 0 0

소득세액 = 종소DB총결정세액(nts7) 0 0 0 0 1

소득세액 = 원천징수 상사업소득DB세액(nts41+nts42) 0 0 0 1 0

소득세액 = 종소DB총결정세액(nts7) 
                  + 원천징수 상사업소득DB세액(nts41+nts42)

0 0 0 1 1

소득세액 = 연말정산DB결정세액합계금액(nts27) 0 0 1 0 0

소득세액 = 종소DB총결정세액(nts7) 
                  + 연말정산DB결정세액합계금액(nts27)

0 0 1 0 1

소득세액 = 연말정산DB결정세액합계금액(nts27) 
                  + 원천징수 상사업소득DB세액(nts41+nts42)

0 0 1 1 0

소득세액 = 종소DB총결정세액(nts7) 
                 + 연말정산DB결정세액합계금액(nts27) 
                 + 원천징수 상사업소득DB세액(nts41+nts42)

0 0 1 1 1

소득세액 = 종소DB총결정세액(nts7) 
                 + 연말정산DB결정세액합계금액(nts27) 

0 1 1 0 0

0 1 1 0 1

0 1 1 1 0

0 1 1 1 1

소득세액 = 종소DB총결정세액(nts7) 

0 1 0 0 0

0 1 0 0 1

0 1 0 1 0

0 1 0 1 1

1 0 0 0 0

1 0 0 0 1

1 0 0 1 0

1 0 0 1 1

1 0 1 0 0

1 0 1 0 1

1 0 1 1 0

1 0 1 1 1

1 1 0 0 0

1 1 0 0 1

소득세액 = 종소DB총결정세액(nts7) 

1 1 0 1 0

1 1 0 1 1

1 1 1 0 0

1 1 1 0 1

1 1 1 1 0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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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소득 관련 세액 차감과 소득세액 생성의 한계

소개한 소득세액 생성 작업에서 기타소득에 한 세액은 해당이 없는데, 기타소득에 한 세액은 자료

의 한계로 인해 상기의 논리 로 차감이 불가하 기 때문이다. 당시 추출한 종합소득세신고 DB 자료에는 

기타소득(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않았고, 기타소득 총지급액은 기타소득  DB에만 존재하 다. 기타소득을 

올리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양 DB의 소득은 서로 중첩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세액과 동

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DB의 세액을 우선적으로 차감하여야 하는데 자료의 한계 상 이를 알 수 없었다. 

종합소득세 신고DB의 기타소득 유무를 알 수 없기에 한가지 방법만 선택을 하 다. 

그것은 기타소득 DB에서 소득이 잡힌 개인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 을 것이라 가정

하고 종합소득신고 DB의 결정세액을 차감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서 다른 종류의 소득이 없거나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도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의 원천

징수된 세액은 체계적으로 차감하지 않게 되는 한계가 있다.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방법은 기타소득을 올리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가정

하고 기타소득 DB의 원천징수된 세액만을 차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개인은 <표 6>의 자료명세에서 종합소득 

DB의 결정세액에서 이미 차감된 기타소득에 한 세액이 중복 차감된다. 이 경우 매우 많은 기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의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었고, 평균 등 푯값에 향을 주었다.

어느 쪽에서도 차감하지 않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다른 종류의 소득이 전혀 없고 기타소득만 있는 

관측치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다. 두 가지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더 많은 관측치, 혹은 더 높은 소득

을 우선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12)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종합소득세신고 DB에서도 기타소득금액 자료

를 추출하여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구인회 외(2021)와 이현주 외(2020)에서는 소득 구성을 우

선하 기 때문에 소득세액 산출에 있어 사전에 면 한 검토를 하지 못하 다는 한계를 지닌다.

4. 국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득과 사회조사의 소득 비교

이번 장에서는 국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생성한 소득 변수의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사회조사에서 측정

한 소득 변수의 기술통계와 비교한다. 본 장에서 제시한 국세 과세자료의 소득 푯값은 두 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현주 외(2020)에서 인용한 기술통계는 2017년, 구인회 외(2021)의 기술통계는 2019년

이 기준 시점이다. 사회조사의 기술통계는 동일한 기준 연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다.

사실 양 자료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으로써 특정한 함의를 기 하기는 어렵다. 이유는 측정과 관련된 세 

가지 측면 때문이다. 첫째, 양 자료 모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해당 변수가 포괄하

는 실제 소득자와 금액은 앞서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르다. 둘째, 사회조사는 응답자가 조사원에게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는 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도 조사되는 반면, 국세청의 자료는 그렇지 않다. 

비공식 근로 혹은 면세점 이하의 수입, 현금 거래, 의도적인 신고 기피 등에 의한 소득은 파악되지 않는

다. 셋째, 가구의 구분이 다르다. <한국복지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사회조사는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로 가구를 규정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반면, 구인회 외

12) 2020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기타소득이 있는 인원은 438,991명, 소득 금액은 7,327,341백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한 원천징수는 4,264,003명이, 연간지급총액은 14,462,096백만 
원으로 집계된다(국세청,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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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과 이현주 외(2020)의 가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상 세 로써 가구를 규정하 다.13) 이들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양 자료 간 결과의 차이를 야기한다. 당시의 원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각

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자료의 소득을 비교하는 것은 현재의 행정자료를 이용한 소득 정보의 위상을 기

록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적시한 측면들의 쟁점이 향후 연구를 거듭하

며 하나씩 정리되는 동안 지금과 같이 차이를 살펴보는 작업을 반복한다면 개선된 자료의 성격과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11>와 <표 12>에서 상단의 표는 국세 과세자료의 소득 푯값이고, 아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것이다. 원천별 소득의 푯값은 자료에서 가능한 것만을 제시하 는데, 국세 자료에서는 재산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하기에 산출할 수 없었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에 산출하지 않았다. 물론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세 자료에는 사업소득 안에 비정형 

노동자의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소득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재산소득으로 조사하는 저작권

료, 유무형 자산의 제공으로 인한 소득, 비정기적 근로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세 자료의 1차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3장에서 설명한 과정을 거쳐 합산한 것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차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표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근로‧사업소득은 사실상 국세 과세자료에서 만들어진 1차 소득과 측정 차원에

서 가장 근접하다 판단하여 푯값을 제시하 다. 국세 과세자료의 1차 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

산액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기타소득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비정기적 근로소득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국세 자료의 1차 소득은 항목 면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사업소득 보다 재산소득으로 분류되는 일부 유형의 소득을 더 많이 포괄하지

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차 소득에 비해서는 금융자산에 의한 소득 및 과세 상이 아닌 임 료 수입 

등이 제외되어 더 적은 유형의 소득을 포괄한다.

2017년 기준 국세 자료의 1차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 가구 중 약 79%가 해당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포괄 범위가 다소 작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비율은 약 88%에 이른다(<표 11>). 국세 자료의 1차 소득이 보다 많은 유형의 소득을 포괄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9% 보다는 많은 가구의 소득이 국세 자료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4) 2019년 기준 국세 자료의 1차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약 80.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비율은 약 87.8%로 차이가 약간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국세 자료의 1차 소득 평균은 연 3,686만원, 중위값은 2,232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계금융복

지조사>의 근로‧사업소득 평균은 4,883만원, 중위값은 3,810만원으로 국세 자료의 1차 소득보다 평균은 

1,197만원, 중위값은 1,578만원이 높았다. 2019년 기준 국세 자료의 1차 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자

료의 근로‧사업소득 간 차이는 평균값이 946만원, 중위값은 1,343만원으로 약간 줄어들었다. 구인회 외

(2021)에서는 0을 초과하는 가구로만 한정하여 푯값을 산출하 는데, 그에 맞추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 자료의 1차 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사업소득의 평균 차이는 640만

원, 중위값은 1,024만원으로 나타났다.15)

13) 구인회 외(2021)dhk 이현주 외(2020)의 행정자료 추출 당시에는 개인 관측치들을 사회조사에서 정의하는 가구 개념
로 묶을 수 없었다. 표본 추출 단위가 가구여야 가능한데, 이를 충족하는 행정자료가 없었었기에 가장 근접한 추출 

단위인 세 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14) 물론 이러한 차이는 4장 초반에 설명한 가구 구성의 차이도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가구 구성의 차이로 인한 양 자

료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양 자료의 차이를 좁히는지 넓히는지에 해서도 지금으로는 알 수 없다.
15) 그 밖의 원천별 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차 소득 푯값은 양 자료가 포괄하고 있는 세부 유형별 소득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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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기술통계(2017년 기준)

(단위: %, 만원/연)

구분

국세 과세자료

소득가구
비율

평균 중위값 
빈곤율

(중위25%)
빈곤율

(중위 50%)
지니계수

근로소득 68.27 3,067 1,623

사업소득 33.50 595 0

재산소득 - - -

기타소득 11.87 46 0

1차소득1) 79.01 3,686 2,232

균등화 
1차소득

79.01 2,293 1,536 32.36 39.46 0.591

구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가구
비율

평균 중위값 
빈곤율

(중위25%)
빈곤율

(중위 50%)
지니계수

근로소득 75.34 3,640 2,373

사업소득 41.37 1,243 0

재산소득 85.82 380 28

기타소득 - - -

근로‧사업소득 88.36 4,883 3,810

1차소득 96.93 5,263 4,059

균등화 
근로‧사업소득

88.36 2,800 2,339 19.40 28.19 0.473

균등화 
1차소득

96.93 3,034 2,471 16.96 26.77 0.463

주 1) 이현주 외(2020)의 본문에는 “시장소득”으로 명명하고 있다.
2) 가구 소득 기준이다.
3) 소득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해당 소득이 0을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이현주 외(2020: 83); 통계청.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12> 국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기술통계(2019년 기준)

(단위: %, 만원/연)

구분

국세 과세자료

소득가구
비율

평균 중위값
평균

(0초과)
중위값
(0초과)

인구빈곤율
(중위 40%)

인구빈곤율
(중위 50%)

가구빈곤율
(중위 40%)

가구빈곤율
(중위 50%)

근로소득 69.04 3,301 1,920 4,781 3,563

사업소득 32.38 539 0 1,665 527

부동산사업소득 4.10 87 0 2,132 1,019

재산소득 - - - - -

기타소득 14.45 69 0 475 50

1차소득1) 80.08 3,996 2,497 4,991 3,540

균등화 1차소득 80.08 2,556 1,798 3,192 2,471 28.43 31.76 34.65 37.15

나 다르고, 빈곤 지표의 차이 또한 구체적으로 의미를 논하는 것이 불가하였다. 때문에 표에는 제시하였지만, 본문에는 
서술하지 않는다. 표에 제시한 이들 수치는 단순 참고 이상의 용도는 가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가구
비율

평균 중위값
평균

(0초과)
중위값
(0초과)

인구빈곤율
(중위 40%)

인구빈곤율
(중위 50%)

가구빈곤율
(중위 40%)

가구빈곤율
(중위 50%)

근로소득 75.14 3,791 2,400 5,045 3,878

사업소득 42.52 1,151 0 2,707 1,500

부동산사업소득 - - - - -

재산소득 86.28 417 35 48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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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구인회 외(2021)에서는 “시장소득”으로 명명하고 있다.
2) 가구소득 기준이다.
3) 소득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해당 소득이 0을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4) “0 초과”는 해당 소득이 0을 초과하는 가구만을 상으로 산출한 결과를 의미한다.

자료: 구인회 외(2021: 29); 통계청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지난 2년 동안 국세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푯값 차이는 줄어들었다. 차이의 원인 자체는 

앞서 설명한 여러 측면이 혼재되어 있기에 여전히 미지이다. 하지만 구인회 외(2021)과 이현주 외(2020에

서 국세 자료의 소득 정보 구성 방식은 완전히 같기 때문에, 적어도 국세 자료의 소득이 <가계금융복지조

사>에서 파악된 소득과 근접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간 동안의 조세 제도의 과세 기반 확 , 

혹은 국세청의 소득 파악의 개선 등에 의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짐작해볼 수 있겠다.

5. 결론: 국세 과세자료를 이용한 소득 정보의 활용 가능성과 제언

이 연구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필수적인 소득 정보를 최근 주목받고 있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구성하는 

방법을 고찰하 다. 현재 한국의 소득 관련 행정자료의 유일한 출처인 국세청의 국세 과세자료를 이용한 

소득 정보 생성 작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었다.

우선, 기존 학술 연구에서 준용하는 원천별 소득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세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 

정보의 특성을 검토하 다. 이를 통해 국세 과세 원자료 자체와 선행연구에서 취하 던 소득 구성 방식의 

이해를 도모하 다. 학술적 개념을 준용한 사회조사의 원천별 소득 측정과 국세 과세자료가 집계하는 소

득은 그 명칭은 같으나,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검토 결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세 과세자료의 

원자료를 이용하거나, 원자료로부터 생성한 소득 변수를 이용할 때 이들 자료의 특성을 사전에 이해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국세 과세자료로부터 소득과 소득세액을 구성한 선행연구의 작업을 소개하 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사회조사의 원천별 소득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각 DB에서 추출한 과세 정보의 

중복을 최 한 지양하여 국세 자료만의 원천별 소득을 생성하고 그를 합산하여 결과적으로는 사회조사의 

근로 및 사업소득, 1차 소득의 개념과 부합하는 소득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을 공유하 다. 또한 재분배 

효과를 알기 위해 필수적인 소득세액 변수 산출의 실무적 과정도 소개하 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만들

어진 국세 자료 기반의 소득 정보와 사회조사 자료의 소득 정보의 기술통계치를 비교하 다. 

이상의 고찰 과정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소득 정보 생성의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났다. 지금까

지 활용한 국세 과세자료만을 이용한다면, 한계로써 제기된 쟁점들은 해결이 어렵다. 다행히도 국세 과세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활용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이용 국세 자료의 범위를 넓히

는 것으로 일정 정도 가능한데, 이에 해 간략하게 논의함으로써 결론을 신하고자 한다.

구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가구
비율

평균 중위값
평균

(0초과)
중위값
(0초과)

인구빈곤율
(중위 40%)

인구빈곤율
(중위 50%)

가구빈곤율
(중위 40%)

가구빈곤율
(중위 50%)

기타소득 - - - - -

근로‧사업소득 87.76 4,942 3,840 5,631 4,564

1차소득 96.79 5,359 4,119 5,537 4,314

균등화 
근로‧사업소득

87.76 2,882 2,403 3,284 2,771 19.47 23.72 25.94 29.55

균등화 1차소득 96.79 3,144 2,585 3,248 2,678 17.89 22.26 23.95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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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정보보유기관은 자신들이 공표하는 집계자료 항목에 한하여 미시자료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

데, 국세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소득 정보의 정확성

과 연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자 스스로 자료를 충분히 이해한 뒤 추가 요청하는 자료 항목마다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선

행연구의 경험을 토 로, 향후 국세 과세자료 활용을 위한 제언을 첫째, 생성한 소득 정보의 정확성 제고

의 차원, 둘째, 보다 풍부한 연구를 위한 가능성의 차원으로 나누었다.

생성 소득 정보의 정확성 제고 차원에서 첫째, 가급적 모든 자료에서 원천세 이하의 DB와 종합소득세

신고DB의 수입(소득) 금액과 세액이 중복으로 추출될 필요가 있다. 원천세 이하 DB에 관련 금액이 있다 

하여 종합소득세신고DB에서 추출하지 않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연구의 3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소득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각 세부 소득의 존재 여부로 세액 차감의 논리를 완성해야 했는데, 추출 작업의 효율을 

우선하여 종합소득세신고DB에 각 원천별 소득의 모든 내역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특히 기타소득의 세

액에서 문제가 되었다. 국세 과세자료 안의 소득 금액은 DB간 상호배타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양쪽

의 DB로부터 금액을 추출하여 연구자가 상호 조하면서 소득(세) 합산을 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점이 완벽하지 않았고, 기타소득에 의한 세액의 합산은 결국 검증할 수 없는 가정하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종합소득세신고DB와 원천세 이하 DB의 해당 소득이 중복 추출되어 있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해서는 각주로 부연하 다.16)

두 번째, 사업자 연말정산 신고 관련 자료를 추가로 이용해야 한다. 연말정산 상 사업소득자는 간편

장부기입 상 사업소득자17) 중 보험모집인, 방문판매, 음료배달판매원 등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2020년 

기준 55만여 명이 상이었다(국세청, 2021b). 지난 두 차례 선행연구의 자료 구축 당시 누락된 정보이

다. 만약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고 과세 자료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해당 사업소득만 올리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비정형노동자의 소득은 체계적으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 부문과 원천세 부문에서 금융(이자․배당)소득 관련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이

는 사회조사에서는 재산소득에 해당하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자소득을 신고한 인원

은 17만여 명, 배당소득은 16.5만여 명이었다. 1차소득을 최 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다. 마지

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관련 금액을 추가로 받아 타 정보보유기관의 자료를 결합

하여 공적연금 수급액과 교차 확인을 하고, 소득세액 계산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세 과세자료의 가능성 차원의 제언이다. 사회조사의 소득 정보도 그러하지만, 국세 과세자료

16) 아래의 표는 종합소득세 신고 DB에 세부 소득이 구분되어 추출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요약한 것이다. 종합소득세 부문에서 결정세액은 모든 종합소득에 해 합계액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원천세 부문에
서 개별 소득에 해 징수된 세액이 있어야 소득세의 중복 차감을 방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DB 원천세 이하 DB 판단

 (자료에서는 모르지만) 1 1
세액을 어디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판단 불가 
- 만약 종소 것을 취한다면 제 로 세액 차감
- 원천세 것을 취한다면 세액의 중복 차감

 (자료에서는 모르지만) 1 0
관련 소득이 잡히지 않음
종소 DB의 결정세액을 차감하므로 소득 없이 세액만 차감

 (자료에서는 모르지만) 0 1
세액을 어디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판단 불가 
- 만약 종소 것을 취한다면 세액 차감이 안됨
- 원천세 것을 취한다면 제 로 세액 차감

 (자료에서는 모르지만) 0 0 판단 불필요

    주: 0은 0원, 1은 금액이 있음을 의미
17)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3억 원 혹은 

1억 5천만 원 혹은 7천 500만 원 미만인 자(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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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 정보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가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으로 경제활동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하며, 명칭으로는 사업소득이지만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벌어

들이는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과 관련 속성 정보를 통해 이른바 비정형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다.18) 

물론 국세 자료 중 기타소득에도 이러한 노동자의 수입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의 업종 정보와 

원천징수 상 사업소득의 업종 정보를 속성자로 함께 제공받고, 사업자등록 여부 정보 등을 함께 제공 

받아 가공하면 사회조사 이상으로 비정형노동자를 특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한 자료에 구인

회 외(2021)과 이현주 외(2020)의 연구처럼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및 급여 정보가 제공된다면 비정형

노동자의 사회보장 수급 지위나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같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한계로써 국세 과세자료의 특성이 있다. 국세 과세자료는 면세점 이하 혹은 비공

식 근로에 의한 소득은 파악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 세법상 농어업 사업소득의 비과세범위가 상당히 크고, 

해당 수입금액 신고에 한 규정이 없어 수입금액이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박주철 외, 2021). 이러

한 이유로 누락되는 소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소득분배지표 생산과 그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구인회 

외(2021)과 이현주 외(2020)에서 시장소득 10분위로 표본을 구분하 을 때, 소득 하위 1, 2분위가 구분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 고, 빈곤율 또한 사회조사의 그것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 또

한 가구 소득 구성은 국세청의 단일 자료로는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한계를 다루기 위해

서는 국세 과세자료 단일자료만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행정자료간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세 과세

자료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해서는 타 정보보유기관과의 연계 및 결합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중요할 것

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집․관리하는 행정자료 중 전 국민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원천으로는 국세청이 유일하다. 처

음부터 연구 활용을 상정하고 수집된 사회조사 자료와 달리, 행정자료는 정보보유기관이 그것을 보유․관리

해야만 하는 본래의 용도에 따라 범위와 형태가 결정된다. 국세청은 소득 관련 자료를 4  보험 징수 혹

은 자산조사 등의 목적으로 다른 정보보유기관으로 연계․제공하기는 하지만19), 제공받는 기관의 용처에 따

라 국세 과세자료 중 일부만이 제공된다.20) 정보보유기관의 본래 목적에 의해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는 

행정자료의 범위와 형태도 결정되기에, 전 국민을 상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을 지

닌 국세청의 과세자료는 전 국민의 소득을 알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행정자료 원천이다. 즉, 국세청의 과

세자료의 수집과 관리는 사실상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소득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회조사와 그 목적

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국세 과세자료의 활용 가능성은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것 이상이다. 향후 동 자료에 

한 학계의 이해도가 높아짐을 바탕으로 정보보유기관에게 구체적인 연구 수요가 전달되고, 보다 활발한 

자료 활용이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18) 장혜영 의원실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2020년 귀속 국세청 인적용역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자료를 제공받
아 비임금 노동자 수를 산출하기도 하였다.(경향신문, 2022.2.7.) 

19) 표적으로 4 보험 통합 징수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을 관리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 있다. 

20) 예를 들어 사회보험료 징수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비과세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제도의 수급 
자격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 중 수급 상 인구에 한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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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가계부채와 사회적 낙인
: 과중채무자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권하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박정민 (서울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혜진 (KC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백아름 (서울  석박사통합과정)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채무 및 채무자에 한 사회적 낙인이 팽배한 가운데 과중채무자가 인식하는 채무의 

의미에 해 분석함으로써 채무 및 채무자에 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을 넘어서며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환능력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지닌 과중채무집단의 규모가 방 하다.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

자)의 수는 2021년 기준 80만 명에 달하며 법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 수는 2020년 

기준 약 25만명이었다(법원행정처‧매일경제, 2021). 하지만 여러 금융기관을 전전하며 버티다가 막다른 곳

에 다다르는 것이 채무불이행이나 채무조정제도 신청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현재 집계되는 규모는 후행

(後行)지표에 불과하여, 최근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인해 앞으로 과중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집단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사회에 팽배한 채무 및 채무자에 한 사회적 낙인은 과중채무집단의 삶의 질 저하에 기여하고 관

련 정책의 접근성과 효과성에도 부정적 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은 취약계층을 생계‧고용‧주거‧건
강‧관계 등 다차원적 역에 걸쳐 사회적 배제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며(Bak, 

2018), 사회적 낙인을 자기 낙인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에 부정적 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및 서비스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방해요인이 된다(Vogel 외, 2007). 따

라서 채무로 인한 사회적 낙인 현상을 이해하고 낙인의 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

지만 이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과중채무로 인해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 18명을 심층면접한 

자료를 틀 분석법(framework analysis)을 활용해 분석하 다. 틀 분석법은 질적 연구의 귀납적 특성과 

연역적 특성을 결합한 분석방법으로, 분석 결과 연구진은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채무의 본질적 의미가 ‘낙

인찍힌 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과중채무자가 인식하는 채무의 의미와 경험을 

사회적 낙인의 향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낙인의 내면화

(수모를 겪게 만드는 것, 부끄럽고 한심한 것), 사회적 낙인의 결과(아주 무거운 짐인데도 숨겨야 할 것, 



❘자유발표 2❘

517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것), 사회적 낙인의 극복(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 반드시 갚을 것, 다시 

희망을 찾게 만드는 것).

본 연구는 과중채무자가 자기 낙인을 내면화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악순환을 드러냄과 동시에 과중

채무자가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요인을 밝혀 가계부채 관련 이해와 지식기반을 확장하고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정신건강 그리고 경제적 재기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1) 낙인 이론(Labeling theory)

낙인이란 어떤 상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속성’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것으로(Goffman, 1963:3), 특정 

상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과 연관시키는 표식 또는 속성을 의미한다(Link & 

Phelan, 2001; 김민아 외, 2016). 또한 낙인은 낙인찍히는 상에 한 부정적인 속성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속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인지적 고정관념과 감정적 편견 모두를 포함하는 연속적인 과정을 의미

한다(Overton & Medina, 2008). 낙인이 사회적으로 주어질 때 낙인의 상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며 

삶의 기반이 위협받을 정도의 억압을 경험한다고 알려져있다(최명민, 2021).

낙인 이론은 낙인이 상에 미치는 향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낙인의 유형을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Corrigan, 2004; Vogel et al, 2006). 사회적 낙인이

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개인에 해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자기 낙인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내면화함으로써 스

스로를 열등하고 부적절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Vogel et al, 2006). 사회적 낙인을 받는 

집단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내면화하여 자신에 해 부정적인 개념과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는데(Crocker & Major, 1989; Crocker, 1999; Vogel et al, 2006), Vogel 외

(2006)는 사회적 낙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험이 필연적으로 자기 낙인을 초래한다고 역설하 다. 다

시 말해, 사회적 낙인은 상호작용을 통해 낙인 당사자에게 내면화‧자기개념화 되고 자기낙인을 형성함으로

써 낙인 당사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향을 끼친다. 따라서 사회적 낙인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낙인’의 개념과 내용 못지않게 ‘사회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최명민, 2021).

사회적 낙인은 낙인 당사자의 내면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생계‧고용‧주거‧건강‧관계 등 

다차원적 역에 걸쳐 사회적 배제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Bak, 2018). 또한 전

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및 서비스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방해요인이 되기도 한다(Vogel et al, 

2007). 한국 사회에 팽배한 채무 및 채무자에 한 사회적 낙인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과중채무집단에 

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과중채무집단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우울감을 호소

하며, 중첩적 결핍 상태에 처해있고, 사회적 지지 자원이 부족하여 고립된 상태에 놓여있는 집단이다(탁장

한, 박정민, 2017; 박정민 외, 2017).

2) 채무 및 채무자에 대한 낙인

채무 및 채무자에 한 낙인은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구빈원(poorhouse)’이 존재하던 19세기

에는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낙인찍힌 많은 상이 구빈원에 수용되었다. 그 중에는 잘 알려진 빈민, 장애

인 등과 함께 채무자도 있었다(박태정, 2020). 19세기에는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추방하는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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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이들을 통제하 지만, 그것이 어려워진 현  사회에 와서는 낙인찍힌 상을 관리하는 방법이 더욱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근로 능력이 없는 불행한 처지를 낱낱이 증명하거나 근로를 해야 

한다. 이때 빈곤이나 빈곤 구제 제도에 한 낙인은 가난한 사람을 ‘근로로 유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채무불이행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명부를 만들고 금융기관들이 이들

의 연체기록을 열람하여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도록 독촉하

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채무 및 채무자에 한 낙인은 다양한 특성을 나열하여 이들의 성격을 규정짓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Rüsch 외(2005)는 사회적 낙인이 고정관념, 편견, 차별로 구성된다고 보았고, 김민아 외(2016)는 Cho 등

(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낙인 척도에 근거하여 사회적 낙인이 고정관념, 회복 불가능성, 사회적 

차별의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하 다. 과중채무집단은 이러한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회복 

불가능성, 사회적 차별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상이다. 채무자에 한 표적인 고정관념으로 채무집단의 

‘도덕적 해이’가 화두가 되어왔다. 채무자들은 자신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신용회복제

도를 이용하여 손쉽게 채무를 줄이려고 하는 유인을 가진다는 것이다(고혁진 외, 2008). 이렇다 보니 선행

연구들은 주로 채무집단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설계 방안을 찾는 데 몰두하 다(김현의 외, 

2004; 유경원, 2010). 또한, 채무집단은 ‘회복 불가능한’ 나락에 빠진 집단으로 자주 묘사되어왔다. ‘빨간 

딱지’, ‘일가족 자살’ 등을 키워드로 자극적인 기사들의 보도가 이루어진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렇다 보니 

사회적 차별도 상당하다. 고정관념은 어떤 집단에 한 인상이나 기 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공고화될수록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Hamilton, 

Sherman, 1994). 채무자는 금융활동 제한, 고용불이익 등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로 표적으로 2005년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폐기되고, ‘채무불이행

자’라는 용어로 명칭이 체된 것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이 법에 명시된 용어 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에 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획일적이고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어나면서 2005년 4월 

28일 신용불량자등록제도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명시된 신용불량자 명칭이 삭제되고,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로 체되었다. 불법 채권추심

에 한 제재 역시 정책적 개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자택, 직장 등에 찾아가서 협박을 하거

나 폭언을 하는 등을 행사하는 채권추심 행위가 매우 흔했는데, 채무자들이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만

들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빚을 독촉함으로써 채무자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강압적인 채권추심 행위는 2009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추심법)」이 제정되면서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정해진 시간 내에서 추심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채무자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힌 사람으로 여겨진다(더스쿠프, 2015).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과중채무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과중채무자를 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신용회복위원회, 

2022)’로서, 주요 지원제도로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이 있고 연체 상황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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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지원사항을 다르게 둔다(박정민 외, 2021). 개인워크아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에게 원금 감면과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을 지원한다. 프리워크아

웃은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자에게 이자율 인하를 지원하고, 신속채무조정은 아직 연

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

라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신청하면, 금융회사와 심의위원

회의 동의 및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고, 확정자는 최장 8~10년의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상환한다. 

이와 같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어 최근에는 매년 약 8만에 이르는 신

청 건이 접수되는 등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와 더불어 표적인 채무조정제도로 자리 잡았다. 따라

서 연구진은 채무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 거나 혹은 승인 과정을 거쳐 

채무를 변제 중인 참여자들과 심층면접을 진행함으로써 과중채무집단이 인식하는 채무의 의미를 밝히고,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이에 총 18명의 연구참여

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 으며 특징은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 18명 중 13명은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하고 채무를 변제중이며, 나머지 5명은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신청하고 1달 내로 합의서 체결이 예정된 상

태 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에 진입한 시기는 2017~2022년 사이로 최근에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용

하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변제 기간은 채무 변제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1년 미만인 참여자부터 가

장 오래된 참여자는 약 5년이었다.

ID 나이 성별 직업 채무원인 이용‧신청 제도 변제상황 제도진입 변제기간

참여자1 27세 남 식당 주방 생계비 프리워크아웃 변제중 2021년 1년 미만

참여자2 65세 남 경비원(실업) 사업 실패 개인워크아웃 변제중 2020년 2년

참여자3 63세 남 무직
보증, 지인에게 
금융사기를 당함

개인워크아웃 변제중 2017년 5년

참여자4 73세 여 종업원(실업)
아들에게 지원, 

사업 실패
개인워크아웃 변제중 2021년 1년 미만

참여자5 45세 남 학원강사 사업 실패 개인워크아웃 변제중 2021년 1년 미만

참여자6 49세 남 무직 사업 실패, 생계비 개인워크아웃 변제중 2021년 1년 미만

참여자7 29세 남 회사원(실업)
무분별한 지출, 
보이스피싱 피해

개인워크아웃 변제중 2021년 1년 미만

참여자8 25세 남 인쇄소
무분별한 지출, 
친구에게 빌려줌

프리워크아웃 변제중 2021년 1년 미만

참여자9 35세 남 배달 부모님 병원비, 생계비 신속채무조정 변제중 2021년 1년 미만

참여자10 64세 남 일용직 무분별한 지출 개인워크아웃 변제중 2020년 2년

참여자11 62세 남 기자
재판 비용, 생계비, 
보이스피싱 피해

개인워크아웃 변제중 2019년 4년

참여자12 77세 남 예술인
COVID-19로 인한 
운 난, 연구비 투자

개인워크아웃 변제중 2020년 2년

참여자13 38세 남 배달 선물투자 중독 개인워크아웃 신청 2022년 -

참여자14 37세 남 PD(실업)
아내의 사업 실패, 주택 

구매, 생계비
개인워크아웃 신청 2022년 -

표1. 연구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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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및 분석

심층면접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 사이에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서, 주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모임 전문공간에서 진행하 다. 모든 면접은 사전에 연구참여자

용 설명문을 확인하고 동의서 작성을 마친 뒤에 진행하 고,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면접을 녹음한 파일은 

전사록을 작성하여 분석 자료를 만든 후 폐기하 다.

수집한 자료는 연구자가 일정한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자료 분석을 수행하는 주제분석법의 일종인 틀 분

석법(framework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틀 분석법은 귀납적 분석에 연역적 접근을 융화한 방

법으로, Richie&Spencer(1994)에 의해 발전한 분석방법이다. 이는 자료분석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이론적 이해의 틀이 과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지 검토하는 데에 커다란 장점을 가

진다(김인숙, 2016). 연구진은 채무 및 채무자에 한 사회적 낙인이 팽배한 가운데 과중채무자가 인식하

는 채무의 의미에 해 분석하는 데에 틀 분석법이 유용하다고 보았고, 자세한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진은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숙지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를 도출하 다. 다음으로 이를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와 비교하며 주제틀을 확인 및 검증하 다. 주제틀을 확인한 후에는 자료에서 

확인한 주제들을 주제틀에 반 하는 인덱싱(Richie & Spencer, 1994) 과정을 거쳐 연구결과를 구조화하

다. 일련의 과정은 연구의 엄격성을 고려한 연구진의 토론과 함께 진행되었다.

4. 연구결과

1) 채무의 본질적 의미: 낙인찍힌 대상이 되는 것

개념은 실제 세계와 이론을 연결하는 도구로써, 개념의 민감화 과정을 통하여 현상이나 상이 실제 상

황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질적연구의 출발점이자 해석적 도구라 할 수 있다

(Charmaz, 2006: 16-17). 이에 본 연구에서도 연구진은 ‘당신의 삶에서 채무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 관점에서 채무 개념의 민감화 과정을 거쳤다. 개념의 민감화 과정을 거쳐 연구참

여자들에게 채무의 의미가 낙인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 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삶에서 채무

란 ‘수모를 겪게 만드는 것’, ‘부끄럽고 한심한 것’, ‘무거운 짐, 그렇지만 숨겨야 할 것’, ‘비 ’ 등이었다

고 표현하며 채무가 생긴 이후 낙인찍힌 삶의 괴로움을 호소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참여자들은 

채무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 ‘반드시 갚을 것’, ‘다시 희망을 찾게 만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삶

에서 채무의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기도 하 다. 이러한 답변에서 채무의 본질이 ‘낙인찍힌 상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진은 참여자들이 응답한 채무의 본질이 ‘낙인찍힌 상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참여자들

ID 나이 성별 직업 채무원인 이용‧신청 제도 변제상황 제도진입 변제기간

참여자15 47세 여 가사도우미 다단계 투자 개인워크아웃 신청 2022년 -

참여자16 24세 여 회사원 생계비 프리워크아웃 신청 2022년 -

참여자17 27세 남 회사원 가상화폐 투자, 생계비 프리워크아웃 신청 2022년 -

참여자18 30세 남 무직
교제하던 사람과 
가족에게 출을 

부탁받음
개인워크아웃 변제중 2022년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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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답변을 구조화하는 것이 채무자의 경험과 인식에 근거하여 채무 및 채무자에 한 사회적 낙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판단하 다. 이에 낙인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설계하

고 다음의 절부터 이를 낙인의 내면화, 낙인의 향, 낙인의 극복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하 다.

2) 낙인의 내면화

(1) “수모를 겪게 만드는 것” : 사회적 낙인의 경험

연구참여자들은 채무가 생긴 이후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채권추심을 꼽았다. 참여자들은 가정이나 직

장에서 이루어진 채권추심에 해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공포로 다가온 것은 채권추심

에 의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가족들 앞에서 자신에게 낙인이 찍히거나 가족에게 원치 않은 채

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었다. 참여자14는 아이들도 있는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을 때는 자신이 가족들 

앞에서 ‘인간 쓰레기’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참여자3은 하루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몇 백통씩 전화가 

오던 것을 떠올리며 배우자가 이를 알게되는 것이 두려웠다고 답했다. 참여자13은 채권추심을 경험하면

서 두려움이 커졌고, 자신의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일하는 곳의 제약을 느

꼈다고 말했다.

문자가 와요. 오전 8시부터 몇 시 사이에 가정 방문 아니면 직장 방문하겠습니다. 차라리 직장으로 오

는 거는 들고 오면 뭐 얘기 좀 해보지 집으로 가는 게 제일 무섭죠.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핸드폰비

를 한번 못 갚아서 집에 빨간딱지 붙은 적이 있었어요.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게 쪽팔리는 게 우

리가 생각하는 창피함의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인간 

쓰레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내가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300명 앞에서 반성문을 읽는 거랑은 차

원이 달라요. (참여자14)

00카드하고 ㅁㅁ카드인데요. 걔들이 하루에 전화 100통 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받아요. 시작부터 끝

까지. 안 받으면 문자 날라오고 왜 안 받냐고 전화 받으라고. 그러면 전화 스트레스가요, 저는 겪어봤

거든요. 그리고 집에 쪽지 오고 그러는 거 아주 다반사에요. 그러면은 쪽지 왔으면 집사람이 뭐라 하

겠어요. 좋게 생각하겠어요? (참여자3)

빚이 있으면 굉장히 그런 압박감 같은 게 많이 있고 독촉을 받아보고 하면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빚이 너무 무섭고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중략) 어딜 가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

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제약이 굉장히 많아지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한 불안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무서운 거죠. (참여자13)

참여자들은 채무 사실을 이유로 배우자나 자식,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빚 때문에 사람들

이 자신을 하는 태도가 변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 다. 반복된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된 참여자2는 이

전에는 외동딸과의 사이가 아주 좋았지만, 일을 잃고 거의 집에서 지낼 즈음에는 딸에게 타박을 받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참여자2는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참여자5는 남들이 보면 미묘하다

고 말할 수도 있는 가족들의 태도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괴감, 상실감으로 쌓여서 자살 충동

으로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압적인 채권추심, 일자리에 한 불안, 가족의 비난과 외

면 등 연구참여자들의 일련의 경험은 참여자12의 표현처럼, 채무를 곧 ‘수모를 겪게 되는 일’로 인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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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그때 앨범을 본다고 정리를 좀 하는데 딸이 나한테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아버지 좀, 정리 좀 하고 하세요, 좀 잘 씻으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옛날 같으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좀 그렇더라고. 내가 좀 그래놓으니까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하긴 

상했지만. 근데 아침에 집사람이 우리 안 되겠다, 나가자 이러더라고. 나 물어보지 않았어. 이 사람이 

나가자 했을 때는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했노하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꼭

기 같은데 그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14만 원에 그리 안 갔습니까. (참여자2)

가족들 간에서도 미묘한 태도 변화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

끼는 개인적인 감정은, 태도가 예전 같지 않구나. 예전에 장모님이 굉장히 ‘우리 사위’하면서 엄청 좋

아하셨는데 채무가 많아지고 학원이 잘 운영이 안 되니까, 먹던 밥 계속 먹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왔어?’ 하는. 저만 느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태도 변화들이 자괴감도 더 느끼게 하고 

상실감도 많이 느끼게 하고 어디 가서도 다 사람들이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

면 자살 충동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5)

가족도 애비가 돈이 있어야 손자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 따르지 아비 따르고. 아비가 돈 없고 할아버

지가 돈 없으면 아이고 할아버지 냄새나요 도망간다. 그런데 냄새가 나더라도 돈 있으면 냄새난다 소

리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겪어야 되잖아. 돈 없으면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겪어야 

돼. 그 수모를 다 겪어요. 그러니까 처자식이 떠나는 것도. (참여자12)

(2) “부끄럽고 한심한 것” ： 자기 낙인으로의 귀결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에 해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낙인의 수준 또한 높아진다

(Vogel et al, 2007). 본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참여자들은 과중채무 및 채무자에 한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면서 자기 낙인으로 내면화하는 모습을 보 다. 참여자들은 채무가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이 못 배

워서 생긴 잘못이라는 인식을 체화하고 있었다. 아들과 자신의 사업 실패 이후 생계비까지 빚으로 떠안게 

된 참여자4는 자신이 자기분수에 맞지 않게 욕심을 부렸다고 곱씹으며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 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카드로 생계를 꾸려왔던 참여자1은 채무의 의미에 해 묻

는 질문 앞에서 오랜 침묵을 지키다가 씀씀이가 컸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는 한마디를 뱉었다. 특히, 

참여자17은 채무자에 한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낙인까지도 

감수해야 한다고 답해, ‘자신은 당해도 싸다’는 인식을 비쳤다. 이들에게 채무란 자신의 잘못으로 생겼

기 때문에 갖은 수모도 감수해야 마땅한 ‘부끄럽고 한심한 것’이었다.

나를 되돌아보는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참 잘못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탓이거든,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내가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구.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분수에 맞게 살아야하는데 그쵸. (참여자4)

(침묵) …한심하다 (참여자1)

본인 사리사욕 채운 걸 본인이 못 갚아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돈을 쓰는 건데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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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내가 감수해야지. (참여자17) 

3) 낙인의 결과

(1) “아주 무거운 짐인데도 숨겨야 할 것” : 말할 수 없는 비 이 생김

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빚이 있는지에 해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참여자들은 가족이나 가

까운 친구에게도 빚이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리지 않았으며,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참여자 12은 ‘절  내가 궁한 모습을 알리면 안된다, (알리면)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답하며,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혹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이 드러날까봐 외모나 옷차림 등

을 철저하게 점검한다고 답하 다. 참여자9는 채무를 지는 것이 사회 구성원에서 낙오된 것으로 느껴진

다고 말하며,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참여자9는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

는 것이 채무의 감면액은 가장 적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한 이유 다

고 답하기도 했다. 이렇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주변에 포장’하는 모습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빚을 10년 이상 갚아왔거나 심지어 빚을 완제한 채무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모습이었다(노혜진 외, 2022).

내가 궁한 모습을 절  남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도움 안 돼. 절  도움 안 돼.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보안해. 나는 빚 없어. 항시 나는 그냥 남들이 보면 재벌가인 줄 알아. 그래서 나는 나가

면서도 항시 먼저 거울 보고 머리가 흐트러졌는가, 수염을 깎았는가, 이 구두가 좀 흙이 묻었는가 하

고 나가요. 빚이 있고 추하고 그러면 더 안 쳐다봐. 사회생활을 못해. (참여자12)

일단 사회 구성원에서 낙오된 느낌. 그리고 누구한테 말을 못하겠죠.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일단 신속 

채무조정도 한 이유가 일단 부모님이 알까봐, 어머님이 알까 봐. 일단 채권자들 뭐 서류 날아오거나 방

문하거나 막 그런 것들이 올까 봐서 제일 걱정이었고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참여자9)

하지만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빚쟁이’의 삶은 참여자4의 표현처럼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괴로운 것이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참여자들은 등 우울, 불안, 불면, 자살충동 등 여러 가

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자신이 

혼자서 버티기 위해 노력해야 할 “말 못 할 비 ”을 갖는 일이었다.

맨날 그랬어 아유 내가 땅 속에 오늘 얼마나 들어가나. 길을 걸으면 걸음이 안 걸렸어. 발이 막 걸음

이 안걸리고 땅에 들어가는 거 같아 십리 쑤욱 들어가는 거 같아. 몸이 무거워서.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까, 뭘해서 어떻게 갚아야 될까. 뭐 어떻게 해서 벼락돈을 만들어서. (참여자4)

나만의 말 못 할 비 이지. 가족한테 얘기 안하고 그건 나 혼자서 뻐팅기는.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나혼

자 노력을 하고. 혼자서 하는거지. (참여자3)

(2)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것” : 고립됨

연구참여자들은 채무를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받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겼는데, 이는 자의적으로든 타의

적으로든 그들을 그들의 관계, 도움과 멀어져 철저히 고립되게 만들었다. 부분의 참여자들은 채무가 알려

졌을 때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채무를 철저히 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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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고자 하 다. 참여자12는 가족이 도와줄 일이 아니며, 혹시나 채무에 해 가족이 알게 되면 자신을 

외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처절한 철저함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게 채무가 알려진 

참여자들은 그로 인해 연락이 끊기거나 이혼, 별거로 이어지는 등 가족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하 다. 

몇몇 참여자들은 채무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렵거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만남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져 

먼저 친구나 지인들과 거리를 두기도 했다. 

가족이 도와줄 일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빚이나 지고 신용회복위위원회 왔다갔다 하고 나면 그 꼴을 

보고 더 꼴뵈기 싫다고 더 외면하기 때문에. (참여자12)

남편한테 쫓겨났거든요. 그냥 오지마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살았어요. 따로 살다가 결

국은 이혼을 했어요. (참여자4)

지인들하고는 이미 다 빠이빠이 했어요. 친구고 뭐고 다. 참 돈이 무섭더라고요. 이게 빌려달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멘붕이 와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참여자14)

연구참여자들은 주변의 관계망으로부터 고립될 뿐만 아니라, 제도의 도움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있었다. 

부분의 참여자들이 아무에게도 채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막다른 곳으로 몰

리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참여자13와 참여자4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기 전 몇 개월 간 노숙을 한 경험

이 있기도 하 다. 그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알게 된 경로는 다양했는데, 인터넷 검

색을 통해 직접 신용회복제도를 찾아본 참여자들도 있었지만 젊은 연령 에 속하는 일부 사람들에 불과했

고 부분은 제도를 찾아볼 생각도 하지 못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광고를 보거나 누군가에게 소문처럼 듣

게 되어 알게 되는 경우에 해당했다. 참여자4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구청에서 자신의 상황을 알

아차린 구청직원으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안내받았다.

내가 노숙도 했어요. (눈물) 전혀 그런 거를 몰랐어요. 구청도 그때 처음 가봤어요. (참여자13)

한국은 제가 다시 일어나기에는 너무 어렵고 각박한 환경이라서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싸고 더 여유롭

게 살 수 있는 해외에서 일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또 그게 물거품이 되면서 좌절하게 돼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주소도 말소되고. 채무는 살아있었지만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러다 노숙자를 보호해

주는 쉼터라는 걸 알게 돼서 그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조언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려면 채무조정 

국가 제도를 알게 되어 가지고 (참여자22)

소문을 듣고. 지하철에 신용위 관한 광고라던가, 누가 했다더라. (참여자3)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구청에 제가 상황이 좀 어려워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집 같은 거 여쭤보러 갔더니 이런 이야기(채무조정)가 있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 말은 못 하고 

사실은 속은 아니거든요. 말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구청)서 조금 이야기를 했더니 일부만 듣고도 

벌써 알아차리고 거기(신용회복위원회)로 가보라고 해서 인제 가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내가 구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구요. (참여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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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인의 극복

(1)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 :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구조적 문제

앞선 응답에서 알 수 있듯, 연구참여자들이 채무의 의미를 인식하는 과정에는 사회적 낙인과 사회적 낙

인을 내면화한 자기낙인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그와 동시에 채무가 생기기 이전에 채무

에 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채무를 경험한 이후에는 크게 달라졌다고 말하며, 그러한 낙인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 다.

참여자들은 이전에는 채무가 개인이 잘못해서 생긴 것,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떠한 계기로 인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향으로 운 하

던 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빚을 지게 된 참여자5는 이전에는 사람들이 왜 빚을 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자신

이 건방졌다고 말하면서, 누구나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갑자기 빚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 말했다. 또한, 사기를 당해 보증을 섰던 참여자3은 불과 며칠 치의 이자가 몇 백 만 원에 달하는 사채

를 갚게 되면서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불어나는 것이 빚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참여자6은 한국 사회가 빚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조에 해 인지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 다. 촘촘히 얽힌 금융기관과 쉽게 출을 해주고 높은 수수료를 떼가는 시스템은 한번 빚을 지게 되

면 꼬리를 물고 악순환을 야기하기 쉽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과도한 채무를 지고 나서 사람이 생각하는 로 되는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 과도

한 채무가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좀 철이 들었다고 해야되나. 사실 20 , 30  초

반까지는 건방지고 그랬었어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든 이 과도한 

채무는 사람 일이라는 게 전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구나 이게 누구한테나 다 갑자기 찾아올 수 있

는 일이구나 (참여자5)

제가 2002년, 2003년 보증을 좀 서줬어요. 그때 사기꾼 그놈한테 당하지만 않았어도. 그래서 내가 사

채업자가 무서운 줄 알아요. 내가 금리 284%짜리를 서봤으니까. 4000만원을 빌렸는데 9일에 한 번

씩 이자만, 원금도 아니고, 834만원씩. 포기하고 싶었어요. 인생을. 이유는 사기꾼한테 하도 당하고 남

한테.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그렇 요. 나는 착하고 성실하게 할려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참여자3)

저는 지금 상황에서 빚에 한 인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이 시 가 정말 빚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점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고 보는 거 중에서 이제 출 플랫폼도 나오잖아요. 

핀다? 하여간 저도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출 받아 보려고 그랬더니 그 똑같이 음식점 배달하는 것처

럼 모든 저축은행 출해주는 회사들을 다 거기다 연결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거 골라서 해주고 그리고 자기들은 수수료 먹고 그거거든요.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출을 (참여자6)

(2) “반드시 갚을 것” : 도덕적 해이가 아닌 양심

과중채무자들이 빚을 변제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제도를 빚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악용하

려고 한다는 ‘도덕적 해이’에 한 우려는 채무자들에게 붙는 표적인 꼬리표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

여자들은 반드시 빚을 변제할 것임을 강조했다. 참여자4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고 빚을 감면받는 개인파산

이나 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최 한 빚을 변제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선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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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여자들은 빚을 변제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 철저히 변제계획을 지키고자 노력하

는 모습을 보 다. 이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자신의 빚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기 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참여자9는 분납상환

과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납부를 하면 한번에 변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딱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갚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 다.

 

저는요, 엄연히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자는 주지를 못할망정 원금이라도 

갚아야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조금이라도 갚아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드사 마지막엔요. 그분

이 그러시더라구. 나 또 빚졌거든요, 카드값 갚느라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요. 그러면 차라리 갚지 말

고 그냥 파산 하시지요. 아니요,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한다고 그랬었어요. (참여자4)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이 빚은 내가 전세금 빼고 갚을 

수 있고 처음부터 그냥 새로운 시작이다. 내가 가정도 이룬 몸도 아니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2

년만 고생하자. 2년이면 4천 정도는 갚을 수 있겠다라고 딱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변제를 내 생활비 

기초수급 빼고 4천 정도는 내가 변제할 수 있겠다. 어떤 일을 해도. 딱 2년만 열심히 하자 라고 그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신용회복위원회를 가면서. (참여자9)

(3) “다시 희망을 찾게 만드는 것” : 절망이 아닌 또 다른 희망

처음에는 참여자들에게도 채무는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절망이자 패배 다. 하지만 참여자

들은 빚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생각을 변화시켜 채무가 생긴 이

후에도 또 다른 희망을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참여자12에게는 채무가 ‘자신의 뜻을 더 

굳게 해주는 것’, 참여자7에게는 ‘사회의 경험을 배운 것’의 의미로 변화하기도 하 다. 

참여자11은 희망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국가의 지원 제도와 기업이 큰 도움이 되

었다고 말했다. 참여자13은 공포 던 채무에 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채무조정제도라고 말하

면서 채무조정제도가 새 생명을 다시 얻는 기회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참여자13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빚을 변제한다면 마이너스 던 재산을 다시 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 했다.

빚이 있다는 생각을 항시 하게 되면 어디 가서 술 한 잔 먹을 것도 덜 먹게 되고, 아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면 빚을 갚아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 자기 뜻을 더 굳게 가질 수 있는 걸 나는 느

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빚을 갚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빚이 나에게 어떤 

경각심을 더 주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 (참여자12)

있는 사람들도 집을 사거나 결혼이라도 하려고 하면 빚을 조금씩은 다 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래서 나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암울해지니까  그냥 큰 돈을 주고 사회의 경험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위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시 시작할 사회생활이나 회사 생활도 묻

어나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안 좋은 생각보다는 최 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7)

채무가 있기 전에는 빚은 인생의 절망이지, 인생의 패배였죠. 항상 돈을 열심히 벌었고 항상 돈이 많

았었으니까. 그런데 빚은 절망이었는데, 내가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없는 사람도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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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통해서 오히려 행복을 발견해낼 수 있더라. 이렇게 살아날 길이 생기면서 희망을 좀 찾은. 나

는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뭔가 꿈을 꿀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꿈도 꿀 수 있고 자기 제 취미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 없어도 국가에서 다 학원 무료

로 자기가 취미에 맞는 또한 또 직장에서 개발해서 지원 제도가 있어요. 저는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성가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글도 쓰고 독서를 하면서 치유를 스스로 해갔어요. 스스로 내가 해나갔는

데 그러다 보니까 극복을 했어요. (참여자11)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죠. 항상 두려워하고 머릿속이 항상 걱정거리였고 그런 힘든 짐을 덜게 되는 거

고. 미약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생명을 다시 얻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돈을 

갚고 한다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가 빚을 갚고 나서도 그런 패턴을 유지한다면 마이너스에서 이제 

그 속도 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거고 조금이나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요. (참여자13)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과중채무자가 인식하는 채무의 의미에 해 분석함으로써 채무 및 채무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에 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한국 사회에 채무 및 채무자에 한 사회적 낙인이 팽

배함에도 이를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채무 및 채무

자에 한 낙인이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막 한 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고 그 결

과, 과중채무자가 인식하는 채무의 본질적 의미가 ‘낙인찍힌 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무의 

본질이 사회적 낙인에 있음을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과중채무자가 인식하는 채무의 의미와 경험을 사회적 낙인의 향을 중심으로 낙인의 내면화, 

낙인의 결과, 낙인의 극복으로 구조화하여 구체적인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낙인 현상에 한 이해

를 정교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채무를 ‘수모를 겪게 만드는 것’, ‘부끄럽고 한심한 것’으로 말하 는데, 그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채무자에 한 사회적 낙인을 자기 낙인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 자리했다. 참여자들은 

채무를 이유로 강압적인 채권추심, 일자리에 한 불안, 가족의 비난과 외면 등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경험하 고 그것이 자기 낙인으로 이어져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존재를 부끄럽거나 한심하게 여겼다. 

둘째, 낙인을 내면화 한 결과는 채무를 ‘숨겨야 할 것’,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

들어 연구참여자들이 채무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에 해 털어놓지 못하고 관계‧제도로

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분의 참여자들이 채무가 생긴 이후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상 방에 

의해 단절되거나 스스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 다. 또한, 참여자들은 채무조정제도에 해서 거의 알고 

있지 못했는데, 이는 채무는 개인의 잘못으로 생기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리가 없다는 생각에

서 기인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채무 및 채무자에 한 낙인이 경제적 어려움, 빈곤, 그로 인해 복지제

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등에 한 낙인과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특수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필

요성을 보여준다. 흔히 ‘빈곤 문화’로 묘사하는 나태함과 부도덕함, 그리고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책

임론이 채무에서는 더욱 심화되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에게 빚을 지는 것은 이를 넘어선 ‘죄’를 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낙인의 향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을 보 다. 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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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냈

고, 채무자들이 부도덕하게 제도를 악용할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 담론과 다르게 채무를 ‘반드시 갚을 것’

으로 여기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 다. 또한 채무를 회복 불가능한 절망으로 생각하는 신, ‘다시 희망을 

찾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다른 희망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 다. 이는 여전히 채무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 다는 데에서 큰 시사점을 제공하며, 

무엇이 채무자들이 낙인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포착하여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필요성을 

두시킨다. 참여자들의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채무조정제도로부터 얻은 도움을 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참여자들은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빚을 갚겠다는 다짐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으며, 그로

써 희망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빚을 전부 변제한 완제자들의 성공 요인에 해 분석한 연구(박정민 외, 

2021)에서 중요하게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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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효과분석1)

김동진 (서울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보장)는 표적인 공공부조로,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선별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이 과정 때문

에 사각지 (비수급 빈곤, non-take up)가 발생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을 제 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

이 있다(Weimer and Vining, 2017). 

기초보장 사각지 (비수급 빈곤) 문제에 한 지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부터 꾸

준히 있었다(허선, 2002; 홍경준, 2003; 윤홍식, 2003; 여유진, 2004; 최희경, 2004; 이현주 외, 2008; 

박능후, 2008; 구인회·백학 , 2008; 문진  외, 2015; 김윤민, 허선, 2017; 한경훈 외, 2019; 허용창 

외, 2020). 부분의 연구들은 기초보장 사각지 의 핵심 원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꼽았다(허선, 

2002; 홍경준, 2003; 윤홍식, 2003; 여유진, 2004; 최희경, 2004; 이현주 외, 2008; 박능후, 2008; 구

인회·백학 , 2008). 기초보장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서 수급 신청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수급 신

청 가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양 능력에 따라서 수급 신청 가구의 수급 여

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가장 큰 문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수급 신청 가구의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진입장벽으로 느껴서 수급 신청조차 포기한

다는 점이다(허용창 외, 2020). 수급 신청 희망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부터 느끼는 부담은 크게 두 가

지가 있다.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을 수급 신청 가구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는 부담이고, 다른 하나는 수급 신청 가구가 생계를 함께 하지 않고, 함께 거주하고 있지도 않는 부양의무

자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동의 서명을 요구하고 받아와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초보장의 사각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맞춤형 급여 중 주거급

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 다. 그 결과, 기초보장 급여를 신청하는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부

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졌고,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동의 서

명을 신청 과정에서 첨부할 필요가 없어졌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이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험적 

자료를 이용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에 해서 분석할 수 없었다. 신에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

용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얼마나 많은 비수급 빈곤층(사각지 )이 수

1) 서울 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djkim09@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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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가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각지 가 해소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확인

했다(손병돈 외, 2013; 손병돈 외, 2016; 손병돈 외, 2018). 하지만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

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난 현재에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었다. 이로써 더 이상 가정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이후에 어떤 효과와 향이 있는지 평가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선행연구 중 기초보장의 주거급여에 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2000년 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되었던 시점과 2015년 기초보장 맞춤

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시점 전후로 노동시장참여, 소득과 빈곤, 소비에 미친 효과에 해 주목하 다(이상

은, 2004; 변금선, 2005; 김을식, 2008; 장현주, 2010; 박상현, 김태일, 2011; 구인회, 임세희, 문혜진, 

2010; 박상현, 최하정, 2011; 안종범, 김재호, 2012; 김을식, 최석현, 2014; 김을식, 이지혜, 2016; 정지

운, 김성태, 임병인, 2016; 정성지, 하재 , 2019; 김정혁, 2019; Nam and Park, 2020; 남재현, 이래

혁, 2020; 이태진 외, 2020). 2000년 기초보장제도의 도입과 2015년 기초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급여 수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의 변화는 있었지만, 기초보장 도입부터 꾸준히 지적됐던 기초보장 사각지

의 주요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는 없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기초보장 사

각지  해소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2018년 주거급여에 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급여 수준은 변화하지 않고, 오직 부양의무자 기준만 

폐지하여 상의 포괄성이 크게 확 되었다. 따라서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는 기초보장의 

사각지 가 해소( 상 포괄성이 확 )되었을 때 저소득층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또

한,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생계급여는 주거급여보다 급여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효과에 한 예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DID) 분석을 적용하여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노동시장참여, 소득과 빈곤, 그리고 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causal effect)에 해 평가

한다. 이에 앞서, 2018년에 기초보장제도의 변화 이외에 존재했던 다른 사회정책들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다른 사회정책들의 변화가 분석 결과에 반 되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효과에도 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 기초보장제도의 도입과 개편의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방

법과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에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2. 2018년 주요 사회정책의 변화

1) 기초보장제도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보장의 수급자 선정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한다는 공공부조의 원칙에 따라 수

급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이용한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이고, 재산의 소득환산

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이다(보건복지부, 2020). 하지만 만약에 수급 신청 가구

가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양능력판정을 진행하는데, 부

양능력판정 결과,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 가구 선정에서 탈락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간주부양비를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과 간주부양비의 합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일 때 급여 수급 가구로 선정된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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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간주부양비를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즉, 기초보장 수급 가구 선정기준은 수급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또한 다른 기준으로서 선정에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10월을 기점으로 주거급여에 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수

급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가구로 선정된다는 점에서 선정기준이 2018년 이전과는 

큰 차이가 생겼다.

2000년 기초보장 도입 당시에는 단일 급여로 제공이 되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2)”보다 낮아야 

수급 가구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2015년 사각지 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에 맞춰 급

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하여 단일 급여에서 총 네 가지 종류의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졌다. 이때 각 급여는 하나의 기준으로 수급 가구로 선정되는 것

이 아니라, 각 급여마다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저생계비를 신해 “기

준중위소득”을 수급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며, 수급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

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 교육급

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일 때 수급 가구로 선정된다. 

기초보장의 맞춤형 급여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급여 제공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현금으로 지

급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현물(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

지만, 의료급여는 수급 가구의 가구원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비용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현물(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주거급여는 거주 유형에 따라서 제공 받는 급여 방식이 차이가 있다. 수급 가구가 만약에 

임차 가구라면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자가 가구라면 ‘수선유지급여’로서 주택을 

보수하는 금액을 면제(지원) 해주는 현물(서비스)로 제공된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과정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임차 가구는 공적이전소득의 기초보장급여액에 주거급여가 포함이 되지만, 

자가 가구는 현물(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보장급여액에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가 포함되

지 않는다. 이후 연구방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주거급여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집단

과 비교집단3)을 구성하여, 이중차분(DID) 분석을 진행하 다.

 

2)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다른 연구에서는 처치집단(treatment)과 통제집단(control)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213 187 153 140

2인 245 210 166 152

3인 290 254 198 184

4인 335 297 231 208

5인 346 308 242 218

6~7인 403 364 276 252

8~9인 443 400 303 277

10~11인 487 440 333 304

출처: 2018년 주거급여 사업안내(국토교통부, 2018)

[표 1] 임차 급여의 지급 기준: 기준 임대료(2018년)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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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거급여에 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신규로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임차료는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급여 수준의 차이가 있는

데, 자세한 급여는 [표 1]과 같다. [표 1]을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소 월 14만 원에서 최  49만원까지다.

2)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EITC)의 변화

이번 연구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를 온전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회정책들의 변화가 없거나, 그 변화가 크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2018년에 

어떤 사회정책이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년에 개편된 표적인 

사회정책은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EITC)이다.

기초연금은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상자의 급여액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을 증

액했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인정액 하위 20%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5만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기초연금은 기초보장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서, 수급 가구 선정에 향

을 미친다. 따라서 2018년 9월에 다수의 노인들의 기초연금 급여액이 5만원 증가하게 되면, 부양의무

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신규로 기초보장 주거 급여를 신청하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급여액이 오른 만큼 소

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가구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의 사각지  해소의 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제도 변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근로장려세제의 변화를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 근로장려세제 산정에 이용되는 소득귀속연도와 근로장려세제를 신청 및 수급하는 연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KOSIS에서 제공하는 조사 결과 외에 다른 조사 자료를 이용할 때,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논의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 2018년에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한다고 하면, 2017

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 시점을 ‘귀속소득연도’로 정의한다. KOSIS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세통계는 귀속소득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장려세제를 2018년에 신청·수

급하지만, 국세통계는 귀속소득연도인 2017년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다른 조사 자료인 가계

금융복지조사에서는 귀속소득연도가 아닌 실제로 근로장려세제를 수급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8년에 근로장려세제를 수급했다면, 2018년(소득기준)4)에 근로장려세제를 수급한 것으로 조사한다. 

근로장려세제를 신청 및 수급 연도를 기준으로 정책 변화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근로장려세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이 40세에서 30세로 낮춰졌다는 점과 최  지급액이 2017년에 77만원~230만원에서 2018년에 85만

원~250만원으로 약간 상승한 점밖에 변화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근로장려세제의 

수급률과 수급액 또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5).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2018년과 2019년에 크게 변화하

고, 그 향도 큰 것으로 확인된다. 2019년에는 2018년까지 있었던 연령 요건도 30세 미만 단독가구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으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의 기준도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그리고 최  

지급액 또한 크게 높아졌는데, 단독가구는 최  65만원, 홑벌이 가구는 60만원, 맞벌이 가구는 50만원이 

4)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 정보는 작년 한해를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으로 2018년이라고 한다면, 조사자
료 기준으로는 2019년에 해당한다.

5) 하지만 KOSIS의 국세통계를 확인하면, 2018년에 근로장려세제 수급자 비율과 수급자 수,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KOSIS의 국세통계는 실제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하고 수급하는 연도가 
아닌, 지급액을 산정하는 연도 기준(귀속소득연도)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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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2017년에서 2018년의 변화보다 훨씬 급여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

화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근로장려세제 수급 비율도 13%에서 20%로 크게 높아졌고, 수급자의 수급 급여

액도 50만원에서 87만원으로 크게 증가하 다. KOSIS의 국세통계를 보아도 2019년의 귀속소득연도인 

2018년의 수급비율과 수급자 수, 총지급액이 큰 규모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17년 신청 ’18년 신청 ’19년 신청

연령 요건
4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소득 요건 

단독 1,300만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2,1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당 1.4억 원 미만

* 재산 1억 원 이상 시
 지급금액 50% 감액

가구당 2억 원 미만

* 재산 1.4억 원 이상 시 
지급금액 50% 감액

최  지급액
(만 원)

단독 77 85 150

홑벌이 185 200 260

맞벌이 230 250 300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2019)를 참고하여 저자가 2017년 내용 추가

[표 2] 2017년 ~ 2019년의 근로장려세제 제도 확대 내용 

근로장려세제가 2018년에는 큰 제도의 변화가 없기때문에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를 

확인함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를 장기적

으로 보는 차원에서 2019년까지 분석을 진행한다면, 2019년 근로장려세제의 큰 개편으로 인해서 그 효과

를 제 로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의 큰 변화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장기적 효과가 확인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1) 기초보장제도의 도입과 개편의 노동시장참여, 소득과 빈곤, 소비에 미친 효과

기초보장제도가 2000년에 도입되고 2015년에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된 것의 향과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진행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주요 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는 제도의 경제적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초보장제도가 

노동시장참여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다(이상은, 2004; 변금선, 2005; 김을식, 2008; 박상현, 

김태일, 2011; 구인회, 임세희, 문혜진, 2010; 안종범, 김재호, 2012; 정성지, 하재 , 2019; 김정혁, 

2019; Nam and Park, 2020; 이태진 외, 2020). 둘째, 기초보장제도의 목적이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보장제도가 소득과 빈곤, 그리고 소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김태일, 2004; 

장현주, 2010; 구인회, 임세희, 문혜진, 2010; 박상현, 최하정, 2011; 김을식, 최석현, 2014; 김을식, 이

지혜, 2016; 정지운, 김성태, 임병인, 2016; 김정혁, 2019; Nam and Park, 2020; 남재현, 이래혁, 

2020; 이태진 외, 2020). 마지막으로 기초보장제도의 급여를 수급한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좋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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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확인한 연구들이 있다(김혜령 외, 2008; 이원진, 2010; 이 리, 신명호, 홍세희, 2016; 서동희, 전

희정, 2018; 최요한, 2018; 안서연, 조미라, 2019; 남재현, 이래혁, 2020).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노동시장참여, 소득과 빈곤, 그리고 소비에 미치는 효과이므로, 여기에 중점을 두

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도의 인과적인 효과(causal effect)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생적인 제도의 도입 혹은 개편

(변화)을 이용하여 도입(개편) 전과 후를 비교하고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하는 이중차분(DID)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행연구 중에서 제도의 도입과 개편이라는 외생적인 제도 변화 이용

하지 않고 이중차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정확하게 제도의 인과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검토할 때, 2000년 기초보장 도입과 2015년 기초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이라는 외생적

인 제도 변화를 이용하여 이중차분 분석을 진행한 연구들 중심으로 다룬다([표 3] 참조).

기초보장이 수급자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이상은(2004), 변금선

(2005), 구인회 외(2010), 김정혁(2019)가 있다. 이상은(2004)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서 학력

을 기준으로 비교집단(고학력)과 프로그램 집단(저학력)으로 구분했고, 정책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근로

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상은(2004)은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은 이

유로는 기초보장제도의 기준이 여전히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변금선(2005)의 연구 또

한 이상은(2004)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 고, 학력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다음 이중차분 분석을 적용하 는데, 이상은(2004)의 결과와는 다르게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프로그램 집

단)의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회 외(2010)는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이상은(2004)과 변금선(2005)의 연구와 같이 학력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집단(저

학력)과 비교 집단(고학력)을 구성하 다. 그리고 임차가구여부를 기준으로 두 번째 프로그램 집단(임차)과 

비교 집단(자가)을 구성하여 이전 연구에 비해서 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높이는 시도를 하 다. 

더 나아가서는 두 개의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이용해서 삼중차분(triple difference-in-difference, 

DDD)을 적용했다. 분석결과 2000년의 기초보장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참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구인회 외(2010)의 연구는 앞선 연구들과 달리, 상당히 긴 시간적 차이(1996년과 2006년을 

비교)를 두고 기초보장제도 도입의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기초보장제도 도입의 향인지 혹은 시기적인 

향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전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최근에 2000년 기초보장 

도입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향을 다룬 연구로서 김정혁(2019)의 연구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초보장제도 수

급 자격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최 한 활용하여 여러 개의 집단을 구성하 다. 그리고 각 집단별로 기초보장

구 분 2000년 도입 2015년 개편
외생적 제도 변화 

사용 않음

노동시장참여

이상은(2004)
변금선(2005)

구인회 외(2010)
김정혁(2019)

정성지, 하재 (2019)
Nam and Park(2020)

이태진 외(2020)

김을식(2008)
박상현, 김태일(2011)
안종범, 김재호(2012)

소득과 빈곤, 소비
구인회 외(2010)

김정혁(2019)

Nam and Park(2020)
남재현, 이래혁(2020)

이태진 외(2020)

김태일(2014)
박상현, 최하정(2011)
김을식, 최석현(2014)
김을식, 이지혜(2016)

[표 3] 기초보장 도입과 개편의 정책 효과 분석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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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급할 예상 확률을 계산하여, 이중차분 분석을 적용하 다. 분석결과, 변금선(2005)과 구인회 외(2010)

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초보장 도입으로 노동시장참여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확인한 연구를 살펴보

면, 정성지와 하재 (2019), Nam and Park(2020), 그리고 이태진 외(2020)의 연구가 있다. 정성지와 하

재 (2019)은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2015년의 기초보장 개편이 노동시장참여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하 다. 분석 상은 2014년 응답자의 총재산이 중위재산보다 낮은 청년층을 상으로 했

으며, 프로그램 집단(수급)과 비교집단(비수급)을 기초보장 수급 여부로 구분하 다. 분석결과, 2015년의 

기초보장 개편이 노동시장참여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2015년의 기

초보장 개편이 노동시장참여에 미친 향을 확인한 또 다른 연구는 Nam and Park(2020)의 연구다. 

Nam and Park(2020) 또한, 정성지와 하재 (2019)의 연구처럼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했고, 수급 여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집단(수급)과 비교집단(비수급)을 이용하 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성향점수매칭(PSM)

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유사한 특성으로 만드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분석결과는 

2015년 기초보장 개편이 노동시장참여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태진 외(2020)의 5장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 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수급 여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생적인 변수인 교육수준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집단(저학력)과 비교집단(고학력)을 구분하

다. 복지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했고 분석결과, 2015년 기초보장 개편이 노동시장참여에 미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기초보장의 도입과 개편이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 2000년 기초보장의 도입에 있

어서는 노동시장참여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2015년의 기초보장 개편이 노

동시장참여에 미친 향을 확인한 선행연구들을 확인한 결과, 2000년 기초보장이 도입되었던 것과 다르게 

체로 기초보장 개편이 노동시장참여에 부정적인 향이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기초보장제도의 도입과 개편이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기초보장제도가 노

동시장참여에 어떤 부정적인 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제도의 효율 운 에 

한 검토다. 하지만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따라서 기초보장제도의 도입과 개편이 제

도의 목적을 달성하 는지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는 기초보장이 도입과 개편

이 소득과 빈곤, 그리고 소비지출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분석하 다. 

2000년 기초보장 도입이 소득과 빈곤, 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앞서 노동시장참

여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와 일치한다. 구체적인 자료와 연구방법에 한 소개는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

기서는 각 연구들의 결과 중심으로 정리한다. 구인회 외(2010)의 분석결과, 2000년의 기초보장이 가구 소

득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증가한 가구 소득이 빈곤율를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빈곤율

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구인회 외(2010)의 연구가 외환위기 이전의 자

료인 1996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와 외환위기 이후의 자료인 2006년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했기 때문

이다. 두 시점 사이에 외환위기라는 큰 외생적 향이 있어 분석결과가 기초보장제도 도입의 효과인지 외

환위기의 효과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 고, 이후에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 기 때문에 1996년에 비해 가구 소득은 높아져도 빈곤율은 감소하지 않고 더 높아졌

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혁(2019) 연구에서는 기초보장 도입이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 향을 확인하기 어

려웠지만,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보장 도입이 소득을 충분한 수준까지 증가

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증가한 소득으로 인해서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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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초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이 소득과 빈곤, 소비에 미친 향을 확인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Nam and Park(2020)의 연구는 2015년의 기초보장 개편이 소득과 소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소득의 증가가 빈곤 감소로 이어지는 확실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빈

곤 감소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수급 선정을 위한 기준과 공식 통계의 빈곤 기준선과 차이가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남재현, 이래혁(2020)의 연구는 Nam Park(2020)와 마찬가지로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했고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집단(수급)과 비교집단(비수급)을 구성하 다. 이중차분 분석을 

적용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2015년 기초보장 개편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Nam and Park(2020)과 남재현, 이래혁(2020)의 연구 결과와 달리, 이태진 외(2020)

의 연구에서는 소득향상과 빈곤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기초보장의 도입과 개편이 소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지만, 소득과 빈곤에 미치는 향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선행연구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소득의 증가한 것으로 보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고, 뚜렷한 빈곤 감소 효과도 확인하기

는 어려웠다. 

기초보장이 소득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비

수급(non-tak-up) 혹은 사각지  때문이다. 경제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기초보장 급여를 수급해

서 빈곤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행정절차로 인해서 수급 신청을 포기하고 

계속 빈곤 상태에 머물며 비수급 빈곤 상태를 유지한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

지되기 이전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2000년에 기초보장이 도입되고 

2015년에 개편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수급(non-take-up) 상태에 머무는 상이 계속 존재해서 소

득과 빈곤 상태 변화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둘째, 기초보장 급여와 상자가 확 되면, 사적이전소득이 구축되기 때문이다(손병돈, 2008; 김을식, 

이지혜, 2016). 기초보장 급여와 상자가 확 되면, 기초보장 급여가 사적이전소득을 체하게 되면서 사

전이전소득이 구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보장 급여와 상자가 확 되어도, 사적이전소득이 구축되면

서 총소득은 변화하지 않게 되어 소득과 빈곤율 변화에도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앞서, Nam and Park(2020)의 연구에서 언급하 듯이, 수급 가구 선정기준과 빈곤선의 기

준이 차이가 있어서, 기초보장 급여 및 상자 확  효과를 온전히 빈곤선 아래에 있는 상자들만 향

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급 가구 선정기준에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구원수가 복잡한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지만, 국가 공식 빈곤선은 소득과 가구원수 정보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된다. 따라서 수급

선정 상자가 반드시 분석 자료 내에서의 빈곤 상태와 일치하지 않고 그 결과 기초보장의 도입과 개편의 

빈곤 감소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해결 및 확인이 가능하다. 첫 번째의 비수급

(non-take-up) 문제는 2018년 주거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이유에 해서는 기초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정말 사적이전소득이 구

축되었는지 분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마지막 원인은 분석자료가 기초보장 선정과정에 필요한 모

든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조사 자료 안에서는 그런 정보들

을 포함하는 분석자료는 없다. 본격적으로 소득과 빈곤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확인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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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보장제도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방법론

이번 연구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인과적인 효과(causal effect)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

는 반면에, 상관관계는 방향성이 없다. 과거에는 회귀분석 결과의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  성과평가 방법론이 발전하면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고,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

한 다양한 방법론들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 기초보장이 노동시장참여와 소득과 빈곤, 소비에 미치

는 효과에 한 선행 연구들도 인과관계를 보기 위한 시도가 많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축적되었다.

이원진(2020)은 이렇게 축적된 방법론적 측면에서 축적된 연구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의 장단점

을 정리하며,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초보장의 수급 여부 변수를 이용하 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주요하게 지적한다. 회귀분석을 통해서 인과관계(causation)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생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내생성은 설명변수와 오차항간의 체계적인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 원인을 크게 네 가지(누락변수, 역의 인과관계, 자기선택, 측정오

차)로 정리할 수 있다(강창희 외, 2013).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기초보장 수급 여부로 구성할 경우, 

내생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은 다른 프로그램 평가에서도 지적되었다(박지혜, 이정민, 2018). 기초보

장의 수급집단은 부분 이미 건강 또한 좋지 않고 노동시장참여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따라서 수급집단을 프로그램 집단으로 정의할 경우 프로그램 집단 모두가 노동시장참여가 낮고, 

소득과 소비가 낮으며, 빈곤율 또한 높다. 반면에 비교집단인 비수급 집단의 경우, 부분 건강하고 노동

시장참여도 활발히 하고 있고, 근로소득을 비롯한 시장소득과 소비도 높은 편이고 빈곤율 또한 낮다. 따라

서 기초보장 도입과 개편의 효과를 확인한다면, 수급집단과 비수급집단을 비교하는 분석방법은 이중차분

(DID) 분석을 사용하더라도, 편의(bias)가 있는 추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사용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성향점수

매칭(PSM)이 내생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한다(Angrist and Pischke, 2008; 강창희 외, 

2013; 이원진, 2020).

내생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할 때, 수급여부 

변수가 아닌 외생변수(exgeneous variable)를 이용해야 한다(이원진, 2020). 앞에서 검토한 선행연구 중

에서 외생변수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한 연구들(이상은, 2004; 변금선, 2005; 구인

회 외, 2010; 김정혁, 2019; 이태진 외, 2020)은 부분 학력 변수를 외생변수로 이용하 다. 그리고 구

인회 외(2010)의 연구에서는 임차가구/자가가구도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 구성에 활용하 다. 본 연구

는 구인회 외(2010)와 같이 임차가구/자가가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했다. 학력 

변수 신에 임차가구/자가가구를 이용하는 이유는 기초보장의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자가가구에 따라서 

급여의 형태가 차이가 난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가 현금으로 지원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라는 

이름으로 수선 및 보수 공사에 한 비용을 지급하는 현물(서비스)로 제공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임차료 지원에 한 급여는 현금 급여로서 조사되지만, 수선유지급여는 현물(서비스)로서 조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의 차이의 향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노동시장참여, 소득과 빈곤, 소비

에 미치는 효과에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임차가구/자가가구를 

이용해서 구성한다.

그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한 연구는 위에서 설명한 인과적인 효과에 주목하지 않았다. 부분

의 연구들이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전에 진행된 연구로서, 인과적 효과를 확인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신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시행되는 가상적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결과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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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지를 예측하는 연구가 많았다(손병돈 외, 2013; 손병돈 외, 2016; 손병돈 외, 2018). 하지만 현재

는 이미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히 축적되었기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의 인과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

지 한 번도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음 절에서 인과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방법에 해서 다룬다.

4.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1) 분석자료

이번 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2020년(소득기준 2016년~2019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 단위 조사로 2016년부터 소득분배 공식지표로 자료의 신뢰도가 높다. 분석

자료는 2012년부터 2021년(소득기준 2011년~2020년)6)까지 이용가능하고 2017년 조사 자료부터 행정자

료를 이용해 소득정보를 보완했기 때문에 다른 조사 자료에 비해서 소득정보의 정확성이 뛰어나다. 그리

고 원격접근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 RAS)를 활용하면, 각 소득의 세부항목들도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의 세부항목 중에서 기초보장급여를 비롯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세제 등을 확

인할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이러한 장점들은 기초보장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기초보장급여 금액은 조사하지만, 수급여부는 조사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급률을 산출할 때 기초보장급여액이 0을 초과하는 것을 기초보장급여를 수

급한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한계로서 기초보장급여 금액에 포함되는 급여는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보장 급여의 평균 수급액 추이를 

확인할 때, 다른 급여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8년까지 금융부문과 복지부문 조사항목의 차이가 약간 있다. 복지부문에서는 소

비지출을 각 항목별로 조사하지만, 금융부문에서는 소비지출을 조사하지 않는다. 다른 변수들은 금융부문 

상자와 복지부문 상자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 사례수가 동일한데, 소비지출 변수의 경우에는 

복지부문 상자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 수가 적다. 이 때문에 적용해야 하는 가중치도 복지부문 

가중치를 활용해야 한다. 

분석에는 주로 2017년~2020년(소득기준 2016년~2019년)을 사용하지만, 장기적인 추이를 확인할 때에

는 행정자료를 보완하지 않은 2015년~2016년(소득기분 2014년~2015년)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이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2) 분석 상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상은 가구주의 학력이 중학교 졸업(중졸) 이하인 가구에 속한 모든 개인이다. 기

초보장 도입과 개편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들은 부분 전체 인구를 상으로 분석하 지만, 본 연구는 

학력 조건을 추가하여 분석 상자의 범위를 좁혔다.

선행연구에서 가구주 학력에 따라서 기초보장의 수급률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6) 2021년 자료까지 활용 가능하지만, 2021년 자료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간으로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온전
한 효과를 확인하는데 제한된다. 따라서 분석에서는 2020년 자료까지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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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외생변수로 이용한다(이상은, 2004; 변금선, 2005; 구인회 외, 2010; 이태진 

외, 2020). 이번 분석에는 수급확률이 높은 저학력 가구주 가구에 속한 개인으로 분석 상 범위를 좁힘으

로써,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의 이질성을 줄이고 기초보장의 인과적 효과를 더 뚜렷하게 확인하고자 

하 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이중차분(DID) 분석을 적용하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인과 효과를 확인한다. 

이중차분 분석은 현  성과평가 방법 중 인과 효과를 확인하는 가장 표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중차분 

분석이 널리 사용되면서 연구 설계의 중요성이 중요해졌다. 이중차분 분석으로 정확한 인과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외생적인 제도의 변화와 같은 유사실험(quasi-experiment) 상황

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초보장의 경우, 2000년에 기초보장이 도입된 시기, 2015년 기초보장이 개편된 시

기, 그리고 2018년에 기초보장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된 시기가 표적인 유사실험 상황이

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내생성이 적은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 설정이다. 앞서 연구방법론에 한 선행연

구를 검토한 것과 같이, 수급지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하면 잘못된 추정치를 추

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생변수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번 분석

에서는 주거급여 수급할 확률이 높은 임차가구를 프로그램 집단으로, 임차가구에 비해서 주거급여 수급확

률이 낮은 자가가구를 비교집단으로 구성했다. 

                   (1)

종속변수 는 노동시장참여 여부, 균등화 가처분소득, 빈곤 여부, 균등화 소비지출이 해당한다. 노동

시장참여 여부는 개인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 임시·일용직근로자, 자 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

자인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정의하고(1), 그렇지 않은 학생, 무직자, 가사는 노동시장에 참여하

고 있지 않다고 정의한다(0).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가처분소득7)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으로 정

의한다. 빈곤 여부를 구분하는 빈곤선을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1로 

정의하고, 중위소득의 30%8)를 빈곤선2로 정의한다.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빈곤선보다 낮으면 1이고 빈곤

선보다 높으면 0이다. 소비지출도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 소비지출로 정의한다. 

은 정책 시행 전(0)·후(1)를 구분하는 더미변수이고, 은 프로그램 집단(1)과 비교집단(0)을 

구분하는 더미변수이다. 정책 시행 전후 더미변수와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는 더미변수의 상

호작용항 은 정책 시행이 프로그램 집단에 미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로, 그 회귀계

수인 가 이중차분 분석의 인과적인 정책 효과를 의미한다. 통제변수 는 성별, 연령, 연령제곱, 수도권

여부, 배우자 유무, 가구원수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과정의 모든 

표준오차는 이분산성 문제를 해결학 위해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한다.

식 (1)을 통해서 추정한 정책 효과 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인과 효과는 크

게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와 처치의도효과(intention-to-treat, 

7)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세금 및 사회보험료
8) 기초보장제도는 극빈층을 상으로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위소득 50% 기준의 빈곤율로는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

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극빈층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30%기준의 빈곤율도 함께 고려한다. 중위
소득 30% 기준 빈곤율은 이태진 외(2020)의 연구에서도 주요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다.



❘2022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 회❘
새정부 복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시대진단과 사회정책의 재도약

542

ITT)로 구분할 수 있다. 평균처치효과와 처치의도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평균처치효과(ATT)는 처치받은 

사람에 한 인과적 효과인 것이고, 처치의도효과(ITT)는 처치받을 자격(eligibility)이 있는 사람에 한 인

과적 효과로, 처치받을 자격이 있지만 처치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

는 효과는 처치의도효과(ITT)다. 왜냐하면 임차가구/자가가구로 프로그램 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 는데, 

임차가구가 자가가구보다 주거급여를 수급할 자격(eligibility)을 갖추었고, 임차가구가 자가가구에 비해서 정

책의 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처치의도효과(ITT)를 분석하기 때문에, 과연 집단 구분 변수인 임차가구/자가가구가 기초보

장의 주거급여 수급자격으로서 얼마나 타당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실제 기초보장 수급 여부 변수와 임차가구/자가가구 집단 구분 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을 한다.

다음 절부터는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확인하고, 집단 구분 변수

(임차가구/자가가구)와 기초보장 수급 여부 변수의 회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이

중차분 회귀분석을 통해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가 노동시장참여 여부, 균등화 가처분소득, 빈

곤 여부, 균등화 소비지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확인한다.

5. 분석결과

1) 기초 통계

(1) 주요 변수 기초통계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급여평균(만원/연)

임차가구 64 74 95 101 107 101

자가가구 5 6 8 9 9 9

차분 59 68 87 92 98 92

수급률(%)

임차가구 17.8 18.5 20.2 20 24.5 25.9

자가가구 1.9 1.8 2.9 2.6 3.2 3.3

차분 15.9 16.7 17.3 17.4 21.3 22.6

수급자 급여평균(만원/연)

임차가구 362 401 467 505 436 391

자가가구 284 303 283 338 276 283

차분 78 98 184 167 160 108

사례 수(명)
임차가구 3555 3508 3469 3278 3192 3097

자가가구 7432 7279 7121 7186 6963 6831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2) 2014년~2015년은 조사자료이고 2016년~2019년은 행정자료로 보완된 조사자료다.
   3)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표 4]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기초보장 전체 급여평균, 수급률, 수급자 급여평균 추이

[표 4]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기초보장 급여와 수급에 한 추이를 보여준다. 임차가구 전체의 기초보장 

급여평균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가가구 전체의 급여 평균은 2017년부터 

9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임차가구의 급여평균이 2015년과 2016년에 큰 차이로 증가하 는데,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급여가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2014년~2015년은 행정자료로 보완되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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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16년부터는 행정자료로 보완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자료로 보완된 향으로 2016년부터 급

여평균이 크게 증가한 것일 수도 있다.

전체 급여평균은 수급자의 급여평균×수급률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수급자의 급여평균과 수급률에 

따라서 전체 급여평균이 증가할 수도 혹은 감소할 수도 있다. 수급률의 추이를 보면, 임차가구는 2016년

부터 20%가 되었으며, 2017년까지 20%를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 갑자기 24.5%로 4.5%p 증가하 다. 

그리고 그 증가추이는 2019년까지 이어져 2019년에는 25.9%가 된다. 자가가구의 경우, 2016년에 2.9%, 

2017년에 2.6% 는데, 2018년에 0.6%p 증가한 3.2%가 되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수급률을 차분한 

값을 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17.3%p~17.4%p로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2018년에 21.3%p로 격

차가 갑자기 크게 벌어졌다. 이러한 급격한 수급률의 상승은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큰 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 5]는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10분위별 기초보장 수급률을 보여준다. 1분위의 수급률이 2017년에 

30.8% 지만, 2018년에 38.6%로 7.8%p 증가하 고, 2분위도 마찬가지로 6.0%p 증가하 다. 1분위와 2

분위는 빈곤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빈곤층의 기

초보장 수급률이 크게 증가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는 그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사각지

에 있었던 빈곤층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드디어 기초보장의 보호 아래에 들어올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분위 29.5 30.8 32.1 30.8 38.6 43.1

2분위 22.0 20.2 30.7 30.0 36.0 33.5

3분위 11.0 9.7 16.0 16.7 17.4 14.8

4분위 3.5 5.9 4.6 8.4 6.3 4.1

5분위 1.0 3.4 1.8 3.9 2.0 0.4

6분위 0.0 0.0 6.6 0.0 0.7 0.9

7분위 7.1 2.8 0.4 0.6 0.0 3.4

8분위 0.0 0.0 0.0 0.0 3.6 1.0

9분위 0.0 0.0 1.5 0.0 0.0 0.0

10분위 0.0 0.0 0.0 0.0 0.0 0.0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2) 2014년~2015년은 조사자료이고 2016년~2019년은 행정자료로 보완된 조사자료다.
   3) 소득분위는 분석 상 범위를 좁히기 전 전체 인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10분위로 나누었다.
   4) 표의 분석 상은 임차가구만 포함하고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표 5]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10분위별 기초보장 수급률

(단위: %)

[표 4]에서 수급자의 급여평균 추이를 확인하면, 2018년부터 갑자기 수급자의 급여평균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관찰할 수 있다. 임차가구는 2017년 505만원에서 2018년 436만원으로 

감소했고, 자가가구는 2017년 338만원에서 2018년 276만원으로 감소했다. 수급자의 급여평균이 감소한 

원인은 수급자의 급여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에 비해서 주거급여의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자료에서 언급하 듯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주거급여만을 따로 조사하지 않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기초보장’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조사한다. 따라서 2018년에 생계급여보다 급여수준이 낮은 

주거급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급자의 평균급여액도 함께 감소한 것이다. 만약에 주거급여만 따로 

확인할 수 있다면, 2017년에서 2018년의 수급자 급여평균은 큰 변화가 없고 수급률은 임차가구 기준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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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급여평균은 7만원~24만원9)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규 수급자가 된 상자들은 7만원~24만원의 급여가 상승했을 것이고, 이는 분석에서 주요하게 다

루는 노동시장 참여, 가처분소득과 빈곤 상태, 소비에도 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기초보장(주거급여) 수급률 상승이 가처분소득과 빈곤, 소비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표 6]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노동시장 참여의 추이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큰 변화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2018년부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노동시장참여율이 감소하 다. 특히 임차가구가 2017년에 

48.3% 던 노동시장참여율이 2018년에는 46.5%로 1.8%p 감소했고, 2019년에는 2.9%p 더 감소해서 

43.6%다. 2018년부터 시작된 감소추이가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이 원인인지는 추가분석을 통해서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후 이중차분 회귀분석을 통해서 더 검토할 예정이다.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동시장참여율
(%)

임차가구 48.9 46.7 47.7 48.3 46.5 43.6

자가가구 58.3 56.9 57.1 55.9 55.3 54.3

차분 -9.4 -10.2 -9.4 -7.6 -8.8 -10.7

균등화 가처분소득
(만원/연)

임차가구 1345 1364 1673 1713 1728 1740

자가가구 2043 2065 2402 2336 2310 2304

차분 -698 -701 -729 -623 -582 -564

균등화 근로소득
(만원/연)

임차가구 871 893 1115 1073 1049 974

자가가구 1093 1073 1277 1206 1242 1164

차분 -222 -180 -162 -133 -193 -190

균등화 사업소득
(만원/연)

임차가구 256 207 242 292 257 256

자가가구 755 729 724 712 636 620

차분 -499 -522 -482 -420 -379 -364

균등화 재산소득
(만원/연)

임차가구 29 23 59 59 74 80

자가가구 125 137 251 235 209 219

차분 -96 -114 -192 -176 -135 -139

균등화 공적이전소득
(만원/연)

임차가구 224 269 312 332 382 452

자가가구 224 271 313 346 372 443

차분 0 -2 -1 -14 10 9

균등화 사적이전소득
(만원/연)

임차가구 76 79 87 108 122 124

자가가구 71 73 94 101 114 118

차분 5 6 -7 7 8 6

중위 50% 빈곤율
(%)

임차가구 51.6 54.2 51 52.5 52.7 53.6

자가가구 33.2 33.3 32 32 32.3 34.1

차분 18.4 20.9 19.0 20.5 20.4 19.5

중위 30% 빈곤율
(%)

임차가구 30.2 29.4 25.6 27.0 24.1 25.3

자가가구 16.9 16.9 14.2 15.8 14.4 13

차분 13.3 12.5 11.4 11.2 9.7 12.3

균등화 소비지출
(만원/연)

임차가구 903 873 915 952 1001 1010

자가가구 1084 1080 1119 1186 1195 1228

차분 -181 -207 -204 -234 -194 -218

사례 수(명)
(소비지출)

임차가구
3555
(1807)

3508
(1808)

3469
(1748)

3278
(1654)

3192 3097

자가가구
7432
(3673)

7279
(3586)

7121
(3435)

7186
(3547)

6963 6831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2) 2014년~2015년은 조사자료이고 2016년~2019년은 행정자료로 보완된 조사자료다.
   3)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표 6]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주요 결과변수 추이 

9) 2018년 기준 주거급여 상자는 월 15~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15(50)*0.04(수급률)*12개월 = 7(24)을 
통해서 예상되는 전체 급여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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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추이를 보면, 임차가구는 균등화 가처분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고, 자가가구

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소득원천별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비교해보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근로소득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에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소득은 임차가구

와 자가가구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자가가구의 감소폭이 더 크고, 재산소득은 임차가구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자가가구는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2018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

지가 균등화 가처분소득에 의미있는 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향을 받고, 그 결과 균등화 가처분소득에도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바탕으로 산출한 빈곤율 추이는 어떨까? 빈곤율에 향을 미치기 위해서

는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상에게 미쳐야 한다. 따라서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추이와는 다를 수 있다. 임

차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자가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만약에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추이가 그 로 빈곤율에 반 된다면, 임차가구의 빈곤율은 감소해야 하고, 자

가가구의 빈곤율은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표 6]의 빈곤율(중위소득 50%)의 추이를 보면, 2018년 이전부

터 자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고 2018년 이후에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임차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빈곤선 아래에 있는 상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며,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초보장 수급률이 증가하 음에도 빈곤 완화에 

향이 없음을 보여준다.

기초보장 급여는 극빈층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중위소득 50% 기준의 빈곤율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 효과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위소득 30% 기준을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임차가구와 자

가가구의 빈곤율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중위소득 30% 기준 빈곤율은 임차가구와 자가가

구가 상당히 평행한(parallel)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평행한 추이가 변화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바로 2018년이다. 2018년에 자가가구의 빈곤율은 14.4%로 이전 연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임차

가구의 빈곤율은 24.1%로 이전 연도에 비해서 2.9%p나 감소했다. 이러한 추이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율 감소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런 효과가 2019년 까지 이

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는 임차가구의 빈곤율은 25.3%로 1.2%p 증가하 지만, 자가가

구의 빈곤율은 14.4%에서 13.0%로 1.4%p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율 감소에 정

말 인과적 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2019년까지 이 효과가 유지되지 못했는지 이후 이중차분 회귀분

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면서 평행

한(parallel)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임차가구의 소비지출이 2017년에는 952만원이었고, 2018년에는 

1001만원으로 49만원이 증가했지만, 자가가구는 9만원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2018년의 부

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원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이후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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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구분 변수와 기초보장 수급 변수와의 상관관계

구 분 모형1(17년~18년) 모형2(16년~19년) 모형3(14년~19년)

임차가구/자가가구
(수급 자격)

0.18*** 0.18*** 0.17***

(0.01) (0.00) (0.00)

성별(남성)
-0.01 -0.01+ -0.01*  

(0.00) (0.00) (0.00)

연령
0.00 0.00 0.00

(0.00) (0.00) (0.00)

연령제곱
0.00 0.00 0.00

(0.00) (0.00) (0.00)

수도권 여부(수도권)
0.02*** 0.01*** 0.01***

(0.00) (0.00) (0.00)

배우자 유무(배우자 有)
-0.07*** -0.07*** -0.07***

(0.01) (0.00) (0.00)

가구원 수
0.00 0.00 0.00

(0.00) (0.00) (0.00)

연도 더미 ○ ○ ○

관측치 20087 40079 61087

R-square 0.113 0.114 0.110

+ p<0.10  * p<0.05  ** p<0.01  *** p<0.001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로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 다.
   2)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3) 2014년~2015년은 조사자료이고 2016년~2019년은 행정자료로 보완된 조사자료다.

[표 7] 집단 구분 변수(임차가구/자가가구)와 기초보장 수급 변수 회귀분석 결과

이중차분 회귀분석에 앞서, 이중차분 분석의 집단 구분 변수(임차가구/자가가구)가 기초보장 수급의 자

격(eligibility)로서 얼마나 실제 기초보장 수급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 회귀분석을 통해서 확인하 다. 이러

한 방식을 하는 이유는 분석방법에서 소개하 듯이, 본 연구의 집단 구분은 내생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기초보장 수급 자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외생변수(임차가구/자가가구)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급 

자격을 가진 상자가 실제로 기초보장 수급을 했는지 확인한다10).

[표 7]에서는 시점 범위를 달리해서 총 세 가지 모형을 구성했다. 세 가지 모형의 분석 결과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게, 수급 자격(임차가구/자가가구)과 실제 수급이 통계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에서 상당히 관

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임차가구가 수급하고, 모든 자가가구가 수급하지 않는다면, 

회귀계수가 1이겠지만,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회귀계수가 0.17~0.18이므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수급 자격과 실제 수급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선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행정 자료와 이번 분석에서 

사용하는 분석 자료 사이의 차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보를 산정식에 산입해서 계산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음에도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잡단 구분이 수급 자격으로 실제 수급 여부와 상당히 관계

가 있다는 것은 이후의 이중차분 회귀분석에서의 결과가 인과 효과(causal effect)로 해석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10) 박지혜, 이정민(2018)과 이태진 외(2020)의 연구에서도 수급 자격와 실제 수급의 관계를 확인하는 회귀분석을 했다. 
이때 종속변수가 이변량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로짓분석을 하지 않고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을 
적용했다. Angrist and Pischke(2008)에 따르면, 로짓분석과 선형확률모형(LPM)의 분석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선형확률모형이 결과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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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구 분 노동시장 참여
균등화

근로소득
균등화

사업소득
균등화

재산소득

2017-20
18

프로그램 집단
(임차가구)

-0.053*** -44.860 -323.562*** -182.280***

(0.011) (34.755) (33.768) (10.040)

시점
(개편 후)

0.001 65.459* -69.724* -28.126**

(0.009) (26.910) (32.434) (10.544)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0.001 -31.245 58.784 38.457**

(0.015) (46.472) (40.227) (13.250)

2016-20
18

프로그램 집단
(임차가구)

-0.065*** -73.619* -377.338*** -182.588***

(0.011) (32.175) (30.624) (10.834)

시점
(개편 후)

-0.001 54.268* -66.490* -35.551**

(0.008) (27.441) (32.753) (11.955)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0.011 1.408 119.982** 43.182**

(0.015) (44.999) (38.183) (14.882)

2016-20
17

프로그램 집단
(임차가구)

-0.065*** -76.091* -382.217*** -184.373***

(0.011) (32.178) (31.003) (10.895)

시점
(개편 후)

-0.003 -13.136 3.821 -6.838

(0.008) (27.276) (39.397) (13.227)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0.012 31.785 58.986 4.272

(0.015) (45.616) (45.646) (14.888)

2017-20
19

프로그램 집단
(임차가구)

-0.052*** -61.104+ -324.359*** -181.075***

(0.011) (34.762) (33.766) (10.042)

시점
(개편 후)

0.005 62.653* -58.454+ -19.126+

(0.009) (26.490) (31.971) (10.209)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0.020 -15.911 71.540+ 33.369*

(0.015) (46.856) (39.755) (13.728)

+ p<0.10  * p<0.05  ** p<0.01  *** p<0.001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로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 다.
   2) 성별, 연령, 연령제곱, 수도권 여부,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를 통제하 다.
   3)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표 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노동시장 참여와 시장소득에 미치는 효과

[표 8]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노동시장 참여와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확인한 결과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결과는 2017년에서 2018년의 변화에 한 결

과이지만, 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연도의 변화도 함께 검토하 다.

2017년에서 2018년로의 변화, 즉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노동시장 참여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면, 뚜렷한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회귀계수도 –0.001로 낮은 수준이며, 통계

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결과다. 2017년과 2018년의 시기적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2016년과 2018년

의 변화를 이용해서 동일한 분석을 해보았지만,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효과의 특별한 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기초보장의 도입과 개편으로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 결과와 이번 분석 결과는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이번 분석 결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임차가구 소득분위별로 노동시장 참여율의 

추이를 추가로 확인하 다([표 9] 참조). 분석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분위에 따라서 2017년에서 2018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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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참여율의 변화가 차이가 있었다. 2분위~5분위, 10분위에서 노동시장 참여율이 감소하 지만, 나

머지 분위에서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졌다. 낮은 분위에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노동시장 참여

율이 감소한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근로 유인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노동시장 참여에는 뚜렷한 향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근로소득에 미치는 

향은 확인할 수 있을까?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로소득 또한 신뢰할만한 수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분위 22.3 22.4 21.0 22.3 23.1 19.2

2분위 54.4 52.5 44.5 50.4 47.2 46.2

3분위 62.0 58.3 61.5 60.7 56.5 61.2

4분위 69.1 66.1 71.4 65.8 62.4 56.2

5분위 70.3 69.5 67.8 72.6 64.5 69.5

6분위 81.7 79.4 71.6 69.8 71.0 73.3

7분위 75.4 85.2 71.4 74.1 77.5 76.9

8분위 90.0 78.8 78.8 73.4 79.6 69.1

9분위 82.0 72.6 81.6 79.8 83.3 77.3

10분위 87.7 81.8 83.8 81.5 76.8 75.6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2) 2014년~2015년은 조사자료이고 2016년~2019년은 행정자료로 보완된 조사자료다.
   3) 소득분위는 분석 상 범위를 좁히기 전 전체 인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10분위로 나누었다.
   4) 표의 분석 상은 임차가구만 포함한다.

[표 9] 임차가구 소득분위별 노동시장 참여율 추이

(단위: %)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사업소득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반면에 재산소득

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직접적으로 재산소득과 관련

이 없다. 그리고 재산소득에 미친 효과가 양(+)인 것은 프로그램 집단인 임차가구의 재산소득이 증가했다

기 보다는 비교집단인 자가가구의 재산소득이 감소한 것의 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표 6]의 

기초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산소득에 미친 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정책 효과라기 보

다는 다른 정책과 요인의 향으로 자가가구의 재산소득이 감소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재산소득을 금융소득과 임 소득, 기타임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하위 

소득의 추이를 확인하면, 다른 하위소득보다 자가가구의 임 소득의 감소폭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자가가구의 재산소득 감소는 임 소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임 소득이 크게 하락

한 이유는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하지만, 2017년부터 진행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의 향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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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균등화 금융소득
(만원/연)

임차가구 4 33 31 39 43

자가가구 14 118 98 94 115

차분 -10 -85 -67 -55 -72

균등화 임 소득
(만원/연)

임차가구 18 22 24 33 30

자가가구 120 128 132 103 94

차분 -102 -106 -108 -70 -64

균등화 기타임 소득
(만원/연)

임차가구 1 3 3 3 7

자가가구 3 5 6 12 10

차분 -2 -2 -3 -9 -3

사례 수(명)
임차가구 3508 3469 3278 3192 3097

자가가구 7279 7121 7186 6963 6831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2) 2015년은 조사자료이고 2016년~2019년은 행정자료로 보완된 조사자료다.
   3)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표 10]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재산소득 하위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임대소득) 추이

구 분 균등화 가처분소득 빈곤(중위 50%) 빈곤(중위 30%)

2017-2018

프로그램 집단
(임차가구)

-474.454*** 0.155*** 0.078***

(39.508) (0.010) (0.009)

시점
(개편 후)

-4.381 -0.009 -0.023***

(33.743) (0.007) (0.006)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73.364 -0.007 -0.022+

(48.982) (0.015) (0.012)

2016-2018

프로그램 집단
(임차가구)

-555.847*** 0.141*** 0.075***

(37.247) (0.010) (0.008)

시점
(개편 후)

-9.203 -0.022** -0.017**

(35.289) (0.007) (0.006)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171.684*** 0.005 -0.022+

(48.048) (0.014) (0.011)

2016-2017

프로그램 집단
(임차가구)

-565.765*** 0.142*** 0.076***

(37.573) (0.010) (0.008)

시점
(개편 후)

-5.003 -0.013+ 0.005

(41.584) (0.007) (0.006)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94.708+ 0.012 0.001

(53.571) (0.014) (0.012)

[표 1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가처분소득과 빈곤 여부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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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가처분소득과 빈곤 여부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2018년 전후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확인했을 때에는 통계적을 유의한 수준의 가처분소득에 미친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다른 정책적 변화가 없었음에도 정책 효과가 확인되었

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보다 가처분소득을 구성하는 다른 소득원천의 효과가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통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 여부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면,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정의했을 

때에는 정책 효과가 일관되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의 급여가 극빈곤층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위소득 50%보다 낮은 빈곤선으로 빈곤 여부를 구분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 여

부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중위소득 30%를 빈곤선으로 정의하 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 여부에 미치는 효과는 –
0.022로, 2.2%p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7년과 2018년 시점뿐만 아

니라 2016년과 2018년 시점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 다. 그리고 아무 정책적 변화가 없었던 

2016년과 2017년 시점에는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7년과 2019년 시점을 이용해서 추가 분석하 는데, 빈곤 감소 효과가 사라졌

다.

2017년에서 2018년 시점과 2016년에서 2018년 시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빈곤 감소 효과는 

확인할수 있었지만, 그 효과가 2019년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초연금 때

문이다. 기초연금이 2019년에 또 한번 하위 20% 노인들을 상으로 5만원을 인상했다. 기초연금과 기초

보장은 중복 수급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기초보장의 소득인정액 계산 때 기초연금 수급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초연금의 증가한 금여수준이 크지 않고, 그 상자도 하위 20%로 많

지 않기 때문에 그 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두 번째 이유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2019년에 더 

큰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절에서 확인하 듯이, 근로장려세제는 2019년에 수급 상자가 크게 

확 되었고, 급여수준 또한 크게 증가하 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의 목적도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근

로 유인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근

로장려세제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 분 균등화 가처분소득 빈곤(중위 50%) 빈곤(중위 30%)

2017-2019

프로그램 집단
(임차가구)

-486.510*** 0.156*** 0.078***

(39.488) (0.010) (0.009)

시점
(개편 후)

65.304+ -0.012 -0.051***

(33.425) (0.007) (0.006)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96.931* -0.020 0.003

(49.339) (0.015) (0.012)

+ p<0.10  * p<0.05  ** p<0.01  *** p<0.001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로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 다.
   2) 성별, 연령, 연령제곱, 수도권 여부,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를 통제하 다.
   3)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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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분위 1 6 7 10 22

2분위 2 17 18 18 54

3분위 0 24 21 39 66

4분위 2 17 14 16 46

5분위 5 8 15 12 38

6분위 1 15 11 17 37

7분위 0 20 5 3 37

8분위 0 10 7 2 22

9분위 0 1 4 8 1

10분위 1 0 0 0 0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2) 2014년~2015년은 조사자료이고 2016년~2019년은 행정자료로 보완된 조사자료다.
   3) 소득분위는 분석 상 범위를 좁히기 전 전체 인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10분위로 나누었다.
   4) 표의 분석 상은 임차가구만 포함한다.

[표 12] 임차가구 소득분위별 근로장려세제(EITC) 추이

(단위: 만원/연)

[표 12]는 임차가구의 소득분위별 근로장려세제 추이를 보여준다. 2018년과 2019년의 급여액의 변화를 

분위별로 비교하면, 가장 낮은 1분위의 급여가 가장 적게 증가하고 2분위부터는 급여가 상당히 많이 상승

한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율 감소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한 원인

이 근로장려세제의 개편 때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구 분 균등화 공적이전소득 균등화 사적이전소득
균등화

소비지출

2017-2018

프로그램 집단
(임차가구)

-13.458+ -10.049 -190.131***

(8.045) (6.238) (19.135)

시점
(개편 후)

21.437*** 8.962* 22.094

(6.397) (4.330) (14.066)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21.032+ -3.693 46.847*

(11.768) (8.212) (23.144)

2016-2018

프로그램 집단
(임차가구)

3.248 -23.601*** -176.391***

(7.385) (4.802) (18.165)

시점
(개편 후)

46.183*** 11.439** 93.821***

(6.220) (4.173) (13.663)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3.926 11.139 33.043

(11.350) (7.079) (21.922)

2016-2017

프로그램 집단
(임차가구)

3.227 -23.399*** -181.456***

(7.364) (4.808) (18.435)

시점
(개편 후)

25.285*** 2.753 71.535***

(6.156) (4.283) (16.042)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16.996 14.742+ -13.581

(10.585) (7.532) (25.809)

[표 1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



❘2022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 회❘
새정부 복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시대진단과 사회정책의 재도약

552

[표 13]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

과다. 2017년과 2018년 시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결과,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통계적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과 2018년 시점에서도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2017년과 2018년 시점과 2016년과 2018년 시점

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정책 효과가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 14]는 2017년과 2018년의 공적이전소득의 하위소득으로 나누어서 시점별 집단별 이중차분한 결과

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공적이전소득의 이중차분 결과는 24만원 증가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공적연금과 기초보장, 그리고 기타정부보조금 이렇게 세 가지 하위 소득의 증가가 2017년과 2018

년 시점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하지만 2016년과 2018년 시점 단순 이중차분 분석한 결과인 

[표 15]를 보면, 기초보장과 기타정부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하위소득이 음(-)의 값을 가짐으로써 전체 공

적이전소득의 이중차분 값도 11만원으로 2017년과 2018년의 공적이전소득 이중차분 값인 24만원에 비해

서 작았다. 시기에 따라서 하위소득 때문에 전체 공적이전소득의 이중차분 값은 차이가 있었지만, 하위 소

득 중 기초보장 소득은 여전히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 결과 기초보장급여(주거급여)가 빈곤층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균등화 공적이전소득 균등화 사적이전소득
균등화

소비지출

2017-2019

프로그램 집단
(임차가구)

-9.961 -10.073 -189.519***

(8.057) (6.236) (19.070)

시점
(개편 후)

82.115*** 7.584 81.264***

(6.757) (4.773) (13.919)

프로그램집단*시점
(정책효과)

21.177+ -7.558 21.669

(12.043) (8.557) (22.652)

+ p<0.10  * p<0.05  ** p<0.01  *** p<0.001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로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 다.
   2) 성별, 연령, 연령제곱, 수도권 여부,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를 통제하 다.
   3)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4) 소비지출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복지부문 조사 상자만 포함되어 있으며, 복지부문 가중치를 적용하 다.

구 분 2017 2018 차분

공적이전소득

임차 332 382 50

자가 346 372 26

차분 -14 10 24

공적연금

임차 77 93 16

자가 186 195 9

차분 -109 -102 7

기초연금

임차 97 114 17

자가 94 110 16

차분 3 4 1

[표 14] 2017년~2018년 집단별 공적이전소득 하위 소득 단순 이중차분 결과

(단위: 만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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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기초보장의 도입과 개편이 소득과 빈곤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

가 사적이전소득 구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손병돈, 2008; 김을식, 이지혜; 2016). 2018년의 주거급

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했는지 확인한 결과, 시기별로 일관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2017년과 2018년 시점에서는 정책 효과가 음(-)의 방향이었지만, 2016년과 2018년시점에서는 

양(+)의 방향이었다. 그리고 주요 정책이 변화했던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16년과 2018년에서의 정

책 효과가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소비지출에 미친 향을 확인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체로 기초보

장의 도입과 개편이 소비 지출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번에 분석한 결과 2017년과 2018

년 시점에서는 소비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2016년과 2018년 시점에서는 

소비지출이 증가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소비지출 증가에 긍

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 분 2017 2018 차분

아동수당

임차 4 2 -2

자가 2 3 1

차분 2 -1 -3

장애수당

임차 15 14 -1

자가 5 5 0

차분 10 9 -1

기초보장

임차 101 107 6

자가 9 9 0

차분 92 98 6

EITC

임차 12 15 3

자가 6 7 1

차분 6 8 2

기타정부보조금

임차 26 36 10

자가 45 45 0

차분 -19 -9 10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2)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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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6 2018 차분

공적이전소득

임차 312 382 70

자가 313 372 59

차분 -1 10 11

공적연금

임차 70 93 23

자가 165 195 30

차분 -95 -102 -7

기초연금

임차 96 114 18

자가 88 110 22

차분 8 4 -4

아동수당

임차 2 2 0

자가 1 3 2

차분 1 -1 -2

장애수당

임차 15 14 -1

자가 5 5 0

차분 10 9 -1

기초보장

임차 95 107 12

자가 8 9 1

차분 87 98 11

EITC

임차 13 15 2

자가 5 7 2

차분 8 8 0

기타정부보조금

임차 22 36 14

자가 41 45 4

차분 -19 -9 10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기준이 아닌 소득기준 연도다.
   2)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표 15]  2016년~2018년 집단별 공적이전소득 하위 소득 단순 이중차분 결과

(단위: 만원/연)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노동시장 참여, 소득과 빈곤, 소비지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이중

차분 회귀분석을 통해서 확인했다. 분석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기초보장

의 사각지 를 해소에 효과가 있었다. 기초보장 수급률 추이를 보았을 때, 2018년 시점부터 수급률이 크

게 증가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뚜렷한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셋

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효과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빈곤율을 완화하는데

에는 신뢰할만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효과

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2017년과 

2018년 시점에 확인할 수 있었지만, 2016년과 2018년 시점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 효과를 단정적

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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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동안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기초보장이 도입되었던 이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 결과 2018년 10월 기초보장의 맞춤형 급여 중 주거급여에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2000년 기초보장의 도입과 2015년 기초보장 개편에 한 효과를 분석했다. 확인한 

선행연구 중에서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부양의

무자 기준이 기초보장제도 사각지 의 핵심 원인이었던 만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초보장의 사각지

가 크게 해소되었는지에 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각지 의 해소가 노동시장 참여, 

소득과 빈곤, 소비에 미치는 향에 한 검토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인과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분석을 진행했다. 인

과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중차분(DID) 분석을 적용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초보장의 사각지 가 크게 해소되었다. 정책이 시행된 2018년을 기점

으로 기초보장 수급률이 크게 증가하 다. 소득분위별 수급률을 확인했을 때, 하위분위의 기초보장 수급률

이 크게 증가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뚜렷하게 관찰하

지는 못했다. 이중차분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노동시장참여 여

부에 미치는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소득분위별 노동시장 참여율 추이를 분석했을 때, 2분위~5

분위와 같은 하위 분위에서 노동시장 참여율이 체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가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

지가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면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가처분

소득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빈곤율을 감소하는 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하

위소득들의 향으로 인해서, 정책의 변화가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일관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신

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율(중위소득 30%)에 미치는 효과는 2.2%p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을 위해 2016년과 2018년 두 시점으로 이중차분 분석을 진행했는데, 빈곤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2019년에는 근로장려세제가 크게 확 됨에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다. 넷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른 시점으로 이중차분 분석을 진행해도 정책의 변화가 사적이전소득 구축에 향을 주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소비지출에 미친 긍정적인 향은 2017년

과 2018년 시점에서는 확인되었지만, 2016년과 2018년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서 단정적으로 결론내

리기 어렵다.

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신뢰할만한 수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인과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빈곤 감소 효과 다. 노동시장 참여와 가처분소득,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도 않았고, 강건하지도 않아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이렇게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

지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전체 인구 비 기초보장 수급률이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서는 가구주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상으로 범위를 좁혔기 때문에 전체 인구 비 수급률보다 높았

지만, 전체 인구 비 기보보장 수급률은 3~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기초보장의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기초보장 급여 중 주거급여만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에 비해서 급여수준이 낮다. 이런 이유로 주거급여에 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가 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도 있다. 우선, 그 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기초보장의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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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기초보장의 도입과 2015년 개편에 관한 연구는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많이 축적이 되어왔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두 번째 의의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결과 빈곤율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

초보장제도가 확  개편될 때, 그 부작용에 한 지적이 항상 존재한다. 허선과 김윤민(2018)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해서도 그 부작용을 지적하 다. 부분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수급 문제를 제기하 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실제로 부정수급이 발

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부정수급이 확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각지 가 크게 해소되었고, 극빈층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났다.. 적어도 기초보

장이 공공부조로서 그 제도의 목적와 취지에 맞게 개편되었음을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생계급여는 주거급여보다 급여수준

이 훨씬 높기 때문에, 주거급여보다 빈곤층에 미치는 향과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효과를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 진행한다면, 본 연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다

른 효과와 향을 더 잘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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