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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의 현단계 : 복지국가 ‘초기단계’의 경제사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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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까지 지속된 안정적인 고성장이라는 호조건 속에서 복지정
책을 확대하고 복지국가를 완성했음. OECD 34개국은 1966년에 복지비가 GDP의 10%를 넘어섰
고, 미국은 1970년 전후, 그리고 일본은 1980년 전후에 복지비가 GDP의 10%를 넘어섰음. 

 한국의 복지비 지출은 2013년 GDP 대비 10%로 복지국가 ‘초기’단계로 진입하였고 인구고령화와
소득분배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늘어날 것임(2015년 중앙정부 보건,복지,고용관련 지출이
116조원으로 일반회계 375조의 30.9%로 가장 큰 규모임)

 서구에서 복지국가가 성립된 시기는 매우 유리한 경제사회적 환경이 구축되었음: 완전고용, 젊은
인구구조,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성장, 그리고 복지확충에 유리한 경제패러다임(케인즈주의)

 한국은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에서 성숙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매우 불리한 경제 사회적 여건을 갖
고 있음: 장기 저성장, 완전고용 붕괴와 노동시장 이중화, 저출산〮고령화,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동시에 시장에 의한 복지공급의 과잉이라는 역사적 유산도 갖고 있음.



저성장시대의 복지정책에 대한 '주류'의 시각: 기재부의 '2060 장기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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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정 전망 :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이 그
대로 유지될 경우 (시나리오 2) 국가부채는
2060년 GDP 대비 62.4%로 상승. 재량지출
의 10%를 감축할 경우(시나리오 1) 국가채
무비율은 38.1%로 재정건전성 유지 가능. 
2020년에 신규복지프로그램이 도입될 경우
(시나리오 3) 국가부채는 2060년 GDP의
90%에 육박하게 됨. 

 사회보험 전망: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의 기
금고갈을 막기 위해 부담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률이 현재 28.4%에서 ‘60년 39.8%로
11.4%로 상승. 즉, 지속가능성 없음. 따라서
사회보험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기재부(2015) ‘2060 재정전망‘ :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 2% 중반, 2030년대 1% 후반, 
2040년 대에는 1% 중반, 2050년 대에는 1% 초반으로 전망(성장률 하락 주요인: 노동력 감소, 소비감소, 
노령화로 저축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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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의 복지정책에 대한 '주류'의 시각: 기재부의 '2060 장기재정전망'

일반 재정

 “저부담-고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
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 전략

 급여수준 인상보다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안정화를유도.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

 재원대책 없는 신규 복지제도 도입이나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억제,
 복지의 유사중복 정비, 예산낭비 제거 등 지속

적인 세출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준
칙도입(pay-go).
 2017년부터 의무지출 10% 감축(?)

이러한 정책방향이 관철되면?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는? 

4

주류(기재부)의 대응전략 (박근혜정부?)

사회보험

지자체 사회복지의 유사, 중복사업 정비(’15)
Pay-go 원칙의 법제화

‘사회보험 재정협의회‘ 구성(’16년)
- 공통재정추계, 기금 고갈 대비



5

한국 복지체제의 미래 : 현재의 조건이 변하지 않은다면 (2060 재정전망)

수입및지출 ’16 ’30 ’40 ’60 연평균
증가

수

입

총수입 25.6 27.8 27.9 25.7 3.8

국세수입 14.6 14.9 15.2 15.6 4.0

사회보험수입 6.2 8.6 8.3 5.8 3.7

기타수입 4.8 4.3 4.3 4.3 3.6

지

출

총지출(A+B) 25.3 26.3 28.4 32.2 4.4

의무지출(A) 12.0 15.4 17.4 21.2 5.2

재량지출(B) 13.3 10.9 10.9 10.9 3.4

※ 복지지출 8.1 10.6 12.4 15.5 5.4

‘2060 장기전망’에 따른 국가 총수입 및 지출 전망
 2060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2060

년에도 한국은 국가 총수입 측면에
서 낮은 국민부담율을 보이는 ‘자
유주의형’을 벗어나지 못함.

 복지비 지출은 의료보험 지출을 감
안하면 2060년 GDP 27% 수준. 현재
의 사민주의, 보수주의 수준

 2060년 한국의 공공복지비는 현재
의 유럽국가 수준 도달. 그러나 국
민부담율은 자유주의 수준.

 복지비 지출이 현재의 사민주의, 보
수주의 수준으로 높아져도 노인인
구 비중을 감안하면 공공복지수준
은 절대적으로 낮아 자유주의 수준
( OECD 최저수준의 기초연금, 국민
연금. 건강보험의 낮은 수준)

(※ 2060년 노인인구 비율, 한국
40.2%, EU 28개국 28% 수준으로
12%의 격차)

복지체제 유형별 GDP 대비 주요 재정지표 (2012년)

국민부담률
일반정부
총지출

공공사회
복지지출조세

부담률
사회보험
기여금

사민주의체제 43.7 35.4 8.3 52.7 27.3

보수주의체제 40.5 25.7 14.8 50.8 27.8

남부유럽체제 34.9 23.9 11.0 50.0 26.5

자유주의체제 29.3 25.8 3.5 41.3 20.1

한국 24.8 18.7 6.1 32.7 9.6

OECD 평균 33.7 24.7 9.0 45.0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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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유산 : 시장 ＇과잉＇의 딜레마

민간보험과
영리공급자

의 과잉

역사적 유산 사보험과 공
보험의 충돌

‘민간복지
공급자’와의

충돌

‘주류’의복지정책방향

•사보험시장활성화(연금, 건보), 사회보
험 약화 or 현상 유지 겨냥

•민간영리공급자에게공적 기능 부여
(예, 공공형 어린이집, 민간병원에공익
기능 부여, 준공영주택 등)

•사회보험의기능 강화 추구하나 재원조
달, 영리공급자의과잉 문제 딜레마

•공공 공급자 확대 추구하나 재원조달, 공
공부문 비대화 논란 극복 못함

’진보’의복지방향과한계

 한국은 사회보험의 정착 전에 이미 사보험 시장이 매우 발달한 역사적 유산 때문에 사회보험의 보장
성 확대정책이 민간보험과 충돌하고 있음(예,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충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시
장의 충돌). 
※ 2010년 민간생명보험 보험료 수입액이 GDP 대비 7.4%, 5대 사회보험 보험료 수입액이 GDP 6.3%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과정에서도 부족한 인프라 문제를 민간복지공급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민간복지공급자가 지배적 위치를 구축하였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확대정책이 영리추구영 민간공급자의
서비스와 충돌하고 공공복지 확대를 방해하는 양상까지 나타남(예, 공공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충돌).

※공공병원 병상수 11.0%,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 수용율10.6%, 공공장기임태주택 비중 5.2%.

 ‘주류’의 정책방향은 사보험 시장의 강화, 공보험 시장의 약화 내지 현상 유지를 추구하고 있음. 복지
서비스에서도 지배적 위치의 민간공급자에게 공적 기능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진보’쪽은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복지 공급자의 비중 강화를 추구하나 보험료 인상 문제, 공
공복지시설 확충의 막대한 비용 등 재원 확보, 공공부문 확대에 대한 저항감 등의 문제에 봉착하여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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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

 기존의 주류적 시각 : 인구고령화 → 공적연금/건강〮요양보험 비용 급증 → 지속가능성 위해 보
험료 인상 그리고 급여수준 인상 억제 필요.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국민부담률 상승으로 한계, 
결국 사회보험 급여수준의 억제 필요 (예, 2060 재정전망)

※ 4대 공적연금 지출 ’16년 GDP 3.6%, 2060년 11.3%로 증가 → 여기에 건강/요양보험 지출을
합하면 2060년의 GDP 대비율은 22.8% 로 증가

 의료비, 연금비용의 재인식 필요
① 의료비 : ’13년 기준 GDP 6.9%(공공의료비 GDP 3.8%, 민간의료비 3.0%) → 2060년 공공의료
비(요양포함)가 GDP 11.3%, 여기에 민간의료비를 합치면 막대한 비용? → 건강보험 급여 합리화
와 민간의료비 억제가 중요 → 건강보험 급여는 단순한 급여억제보다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보험 의료비 통제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민간의료비를 억제해야 함.

②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이 너무 낮아 소비위축과 내수 침체 가능성, 따라서 2065년 42.5%에
달하는 노인인구의 소비 유지를 위해 적정 연금수준 확보 필요(즉, 공적연금 강화). 공적연금 강
화와 사적연금의 효율화 필요: 국민연금 보험료 약 45조원, 사적연금 보험료 44조원 (퇴직연금 약
20조, 연금저축 16조,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18조). → 공적연금 강화와 사적연금을 효율화시키지
않으면 노인의 구매력 위축은 피할 수 없음(사적연금 보험료의 공적연금 보험료로 이전 필요)

인구구성의 변화 (2015-2065)

• 노인인구 비중이 ’65년 42.5%. 42.5%의 인구가
최저생계수준의 연금을 받은 경우 전반적 소비
위축 발생 → 적정 소비를 위한 연금 수준 필요

• 소비 주력 인구가 ‘15년 73.4%에서 ‘65년
47.9% 로 급감. 이 중 학령기 인구(24세까지)를
제외하면 실제 소비 주력 인구는 ‘65년 35% 
정도 →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침체 문제



Southern European Model

• 높은 수준의 현금 급여가 일부 남성에 한정
• 노동시장의지위에 따른 복지의 양극화와 대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
• 복지서비스에서높은 가족 책임

한국 복지국가 초기단계 이후의 예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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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정책이 관철되면? 한국 복지국가는 최악의 조합이 될 가능성 !

Little America Model

• 낮은 수준의 보편주의적 현금 급여
• 낮은 수준의 공공복지 수급 계층과 시장(기업)

에서 복지를 구매하는 계층으로 이중화
• 시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구매

Big Sweden or
German Model 

•심각한 노동시
장 양극화와 조
세부담 능력을
고려하면 가능
성은 거의 제로

 공공복지를 축소하려는 ‘주류‘(기재부)의 정책방향이 관철되고(노동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의 복지정책은 노동시장의 지위에 따른 복지 수혜 양극화(정규직/비정규직의 복지 양극화)와 대규모 복
지 사각지대의 잔존, 그리고 가족의 복지책임이 강하고 출산율이 낮은 남부유럽형 모델과 유사해질 것임. 

 여기에 강력히 존재하는 시장(사보험, 영리복지공급자)의 영향력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영미형 복지국가와
남부유럽 복지국가의 안 좋은 특징들이 결합되는 가장 비효율적인 복지국가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함. 

“자유주의형 + 남부유럽형” : 최악의 복지국가 가능성
(시장의 과잉, 불평등) (복지 양극화, 저출산, 낮은 고용률)

※ 자유주의형(영미형) 복지국가는 어느 정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분배와 사회통합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보임. 
남부유럽형 복지복지국가는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간에 심각한 복지 양극화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불평등구조도
강함. 또한 낮은 출산율과 낮은 (여성)고용율 등의 약점을 보이고 있어 국가경쟁력 등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음.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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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남부유럽 복지체제＇의 경로를 피할수 있는가? 

공공복지의 기능 강화
- ‘탈상품화’ 전략 : 사회보험의 보장성 확대 ‘AND’ 

민간보험의 통제
- ‘탈가족화’ 전략 : 사회서비스의급여수준 인상

‘AND’  공공복지공급 확대

사회복지 사각지대 축소
- ‘탈계층화’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AND’ 사

회서비스의 보편주의화

복지재정의 확충
-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 일반 증세 ‘AND’ 사회보

험료 인상

복지제도
개혁

재정개혁

노동시장 안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축소, 임금소득

내 그리고 성별 소득분배 개선

노동시장
개혁

성장동력 확보/ 인구위기 탈출
장기성장

확보

보건복지 관련 관련 고용 확충 및 조건 개선

•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인상(?)
• 아동수당 도입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70%)
• 실손보험 통제
• 공공보육/요양(치매)시설 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치매국가책임제
• 아동돌봄 강화
• 공공보육/요양서비스 확대
• 사각지대 축소(?) 
•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사회복지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 세출조정(SOC 삭감, 복지예산 확대)
• 법인세, 소득세 인상(?)
• 사회보험료 인상(?)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81만개)
• 노동의 교섭력 확대
• 비정규직 차별 철폐,
• 노동시간 단축

•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 저출산고령사회전담기구 설치

주요과제 문재인정부의대표정책: 충분한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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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정부 국정비전과 사회정책

2. 소득주도성장과 사회정책(사회복지)

3.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개요

4. 주요 사회복지프로그램
-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사회서비스공단
- 사회복지사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 동사무소의 혁신: 공공서비스 플렛폼화
- 공공복지인프라(시설) 확충
- 현금수당 확충
- 국민연금기금운용 혁신
- 치매국가책임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공공성 확보

<참고> 주요 노동정책프로그램



Year 가계소비 정부소비 투자 수출

1990 41.0 7.7 28.9 22.5

1995 40.3 7.5 29.6 22.6

2000 42.0 7.3 22.4 28.2

2005 39.3 10.1 21.6 29.0

2010 35.0 10.1 19.7 35.1

2014 33.6 10.8 19.3 36.2

일본(2005) 50.1 16.2 20.5 13.2

최종수요항목별구성추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년도)

 2000년 이후 최종수요에서 민
간(가계)소비 비중이 90년
41.0%에서 ’14년 33.6%로 하
락(투자 비중도 하락)

 반면 수출비중은 같은 기간에
22.5%에서 36.2%로 증가

 2010년부터 민간소비보다 수
출의 수요구성비가 더 커짐

- 그러나 수출부분이 소득분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흡(소위 ‘낙수효
과’의 붕괴)

 내수 확충(가계 및 정부소비
증가)을 통해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 보완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As a new economic growth strategy for Korea, income-led growth argument/ is recently gaining supports from not only some economist but also social policy experts, even in some economic bureaucrats.  The proponents of the strategy strongly emphasizes the greater role of domestic consumption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For the strategy, increasing the labor’s income share and eliminating wage differentials in the labor markets/ are the main tools for boosting household consumptions. They also believe that increasing social spending could contribute to promote household consumption. The universal basic income plan also gains a sudden popularity among politicians as well as some scholars in Korea. If it is introduced, it will likely bring a hike in household consumption. Basic income plan, however, is unlikely to be introduced in the near future. Nonetheless, the idea is becoming one of the most popular issue in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next year. There is another proposal, expanding cash allowances. For example, Seoul city, Sung-nam city, some of main cities in Korea, have begun to provide youth allowances to the young people outside the labor markets.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opposition party has started bringing the idea of universal child allowance along with increasing the amount of the basic pension as their main policy agendas. In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all these policy proposals would be hotly debated.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자본친화적 소득분배정책에 대한 회의 확산

 국제노동기구(ILO): 소득불평등과 수요부족이 세계경제 불황 지속의 원
인, 기존 이윤주도성장(profit-led growth)의 대안적 성장모델로 제시
※ 이윤주도성장: 임금억제, 규제완화→ 이윤확보를 통한 기업투자 강화 → 경제성장
※ 대표적 정책: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핵심 주장: “소득 분배 개선이 사회적 통합성 및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제고와 경제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된
다”
※ 최근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심각한 소득불평등이 지속적 성장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음 (Ostray et.al,2014; Cingano,2014)

※ 국제적 명칭은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이나 자영업이 많은 한국의 현실을 감한
‘소득주도성장’으로 표현. 최근에는 ‘평등주도성장’(equality-led growth)으로 불림

 소득분배 개선은 1차적 재분배를 담당하는 ‘시장임금’ market wage 뿐
만 아니라 2차 분배를 개선하는 ‘사회적 임금‘ social wage (사회복지가
임금의 기능을 수행함)의 크기를 늘려야 함. 

※ 소득분배개선(예, 최저임금인상) 그리고 복지정책의 확대(사회적 임금) → 가계의 가처분소
득 증가 → 소비(수요)증가 → 경제성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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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의 교섭력 강화 (노조역할증대)
•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의 개선
• 중〮하층 임금 인상, 초고소득층 임금 규제

•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에 대한
누진 과제

• 사회복지제도의 확대 강화

1차 노동시장에서분배 강화

조세와 사회정책의 2차 분배 강화

Source : Özlem Onaran & Engelbert Stockhammer, 2016, POLICIES FOR WAGE-‐LED GROWTH IN 
EUROPE

• 금융규제 강화, 장기투자 유인 강화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 강화
 녹색(환경)투자 강화
사회인프라 투자 강화 : 보육, 요양, 
의료, 교육 등 노동집약적 공공서비
스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종
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거시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결합

•노동소득분배율 개선
(노동 vs. 자본)

•임금소득내의 불평등 개
선

(상층 vs 중간층 vs 하층)

소득주도
성장

공공투자

“소득주도성장은 확장적 재정정책
(공공투자)과 결합되면 효과가 크다”



소득
주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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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 일자리 확충
• 비정규직 축소

• 현금수당 확대
• 공공복지 확충과 사회

서비스일 자리 확대
•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 수출주도 개방경제의
문제점 보완

•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 개방경제에서 내수 및
사회안전전망 확보

•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복지비용 합리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대립된다는 기존의 관념을 극복하고, ‘거시경제정책’ ↔ ‘노동시장 안정화’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관대한 복지제도’의결합을 통해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 관계 형성

 노동시장이 안정화되어야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고(사각지대), 복지제도가 잘 구축되어야 노
동시장이 안정화되고(예, 실업보험) 내수 증진을 통해 개방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 

노동시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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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개
방경제 : 무역의존도(수출+수입)
의 GDP 대비율이 95.8%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일본의 무역의
존도는 38.5%.

 개방경제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

-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
의 안정화를 위해 일정한 내수 유지
필요성(복지비 지출은 일정한 내수 유
지의 중요한 부분)

- 개방경제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맞추
어 신속한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산업구조조정은 노동력의 안정적 재
배치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필요(시장
밖에서의 생활이 복지제도를 통해 안
정화되어야 구조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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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복지시설 확충
(국공립 보육, 요양〮치매시설)

• 현금수당 확대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보)

•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국민연금, 건강보험)

• 전달체계 혁신
(동사무소 개편, 사회서비스공단)

• 사회서비스 확충
(치매책임, 요양, 보육)

•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 확충
(사회서비스 공공부문화)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일자리 확충 및 질 개선

사회적 위험 대비
(저출산, 고령화)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공무원일자리 17.4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사회서비스관련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
직 전환 30만개

 소방, 경찰 등 국민생명, 안전 일자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사회서비스공단 일자리
-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 아
동복지 및 복지관 인력, 정신건강인력 등

 기타 공공서비스 인력
- 방문간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유치원 인력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총 31만명(기간제 19.1만명, 파견〮용역 12.1만명)
※ 무기계약직 21.2만명

 정규직 전환 원칙 : 상시〮지속업무(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예상)는 정규직화,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화

일자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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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복지부문 일자리는 후기산업사회
에서 성장해온 대표적인 일자리에 해당
됨. 174만개로 전체 고용량의 6.7%를
차지함.  

 한국의 의료복지부분 일자리는 ’15년 6
월 기준 약 173만개(통계청 조사자료)로
전체 일자리의 6.7%를 차지함. 

 반면 EU 15개국의 의료복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2.3%를 차지하고, 미국
은 13.1%를 차지함. 일본의 경우도 의료
복지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2.1%를 차지함. 

 한국의 의료복지부문 일자리 6.7%는
EU 15개국 평균과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일본에 비해서 약 절반 수준임. 
따라서 한국의 의료복지부분 일자리는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
로 볼 수 있음.

 즉, 일자리의 질만 확보되면 앞으로 매
우 중요한 일자리 창출분야가 될 것임. 

• 자료: EU 자료는 2015년으로 EUROSTA(2016) Labour Force Survey
에서 필자가 산출. 한미일은 2015년 자료로 보건복지부(2015)에
서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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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부분 일자리 국제비교

전체일자리 의료복지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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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의료 및 복지부문 일자리는 EU의 경우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미국은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일본은 Medical, Health Care and Welfare, 한국은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를 통칭하여 필자가 통일함.



11년 6월 12년 6월 13년 6월 14년 6월 15년 6월
증감(11년6월대비)

인원 비율(%)

전체 2,127,155 2,198,589 2,333,672 2,377,938 2,447,913 320,758 100.0

제조업 106,461 106,291 125,390 133,971 126,793 20,232 6.3

도매및소매업 205,020 205,216 223,367 236,401 209,021 3,501 17.3

숙박및음식점업 69,455 68,900 68,723 65,535 62,109 △ 7,346 -2.3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9,984 11,466 14,883 16,364 17,760 7,776 2.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2,206 12,271 14,835 16,214 20,691 8485 9.1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업 7,171 6,612 6,711 7,192 7,645 474 5.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286,431 1,367,159 1,441,729 1,469,173 1,566,361 279,930 87.3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30,429 420,675 438,035 433,089 437,533 7,104 2.5

보건복지관련산업의 일자리 및 증감 현황(11년-15년)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상반기 보건복지관련산업 일자리 통계조사보고서』, 2014(p.12) , 『2015년 상반기 보
건복지관련산업 일자리 통계조사보고서』, 2015(p.16) 재구성

 보건복지관련산업 일자리는 15년 6월 기준 245만개로 이중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산업’이
157만개로 64.0% 차지. 2011년 대비 15년까지 약 2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87.3% 차지함.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보육시설 확대 및 보조, 장애인 및 노인
요양서비스의 확대로 나타난 현상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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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⑴ 사회서비스분야의양질의 일자리 창
출 (공공부문 81만개 중 34만개의 일정부분) 
(2)사회서비스분야 시장공급자 과잉의 역기능 완화

(설치주체)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단, 인구규모가 큰
자치체 별도 설치 허용)

※ 복지부는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국적 기준
만 제정

(사업방식) 공공보육시설, 공공요양시설 직영 운영, 
종사자 직접 고용

※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지역간 이동 근무 가능

(사업범위) 보육사업, 요양사업(시설, 재가) 위주로
하되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역아동센터, 사회서
비스바우처 등으로 확장

※ 관련법에 사업의 범위만 정하고 사업 선정은 광
역시도에 위임

(시설운영) 시설별 독립채산제 vs 공단통합예산제

(인력운영)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공단 종사자는
지역간 이동 근무 가능

※ 직종별로 직렬을 두어 별도의 임금체계, 직급체
계 적용(예, 보육직렬, 요양직렬, 사회복지직렬 등.)

(설치시기) 17년 후반기 별도의 제정법 제안( 가칭 사
회서비스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과도기간 중에는 지역별 복지재단(예, 서울복지재
단) 혹은 임시기구에서 시설 위탁운영

※ 법률안 제정이 늦어질 경우 행안부의 지방공단설
치법에 의해 설치(관련 규정상 사회서비스공단 설
치에 문제 없음.)(two track 전략)

(시설확충재원) 17년, 18년에는 일반재정으로보육
시설, 요양시설 등 확대

※ 19년부터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방식? (일반 국채
매입 방식)

※ 쟁점 : (1) 시설투자에 필요한 총 소요재원 규모 (2) 
시설 설치에 필요한 국비/지방비 분담 비용

(기존시설과의관계) 

(1) 기존에 위탁 운영되던 국공립시설은 기존체제
유지

(2) 17년 하반기부터 신축, 매입하는 시설부터 공단
(혹은 임시, 기존조직)에서 직영, 

(3) 민간시설은 전환의사가 있는 경우만 매입, 전환
(매입·전환시 일정한 기준을 정해 고용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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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1 복지부 보육사업 • 영유아 보호·양육·교육 제공 지원

2 복지부 장기요양사업 • 노인의신체·가사활동지원및간병서비스등제공

3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 독거노인등에게가사·활동지원등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4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양육지원

5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등의서비스제공

6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7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 보호 및 양육 서비스 제공

8 복지부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9 여가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 건강가정유지 및 상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0 여가부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 청소년 방과후 생활보호 및 종합서비스 제공

11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 학교밖 청소년 상담 및 자립 지원 등

12 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운영 • 근로복지공단 소속 1,000개소

13 복지부 복지관(종합, 장애인, 노인) • 각종 복지관 위탁시설

14 복지부 각종 외부위탁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치매
상담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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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 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예시임



총 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공동주택 건물 매입 기존 전환 기존 매입

신규 전환 신축 리모델링 민간 가정 민간 가정

302개소 1 19 45 10 23 52 12 107 16 20

비중(%) 0.3 6.3 13.9 3.3 7.6 17.3 4.0 35.4 5.3 6.6

1662.0억원 8.7 149.3 102.1 23.9 412.2 427.4 31.9 195.6 198.2 113.5

개소당 5.5억원 8.7 7.9 2.4 2.9 17.9 8.2 2.7 1.8 14.2 5.7

 국공립 보육, 요양시설의 확대가 민간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 서울시의 경
험을 보면 큰 갈등이 발생되지 않았음. 박원순시장은 ‘12년-’14년까지 296개의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했고, ’15-’18년까지 1,000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서울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과정에서 민간시설의 매입, 전환(기존 전환, 기존 매입)을 큰
사회적 갈등 없이 해결해 왔음. 2016년만 하더라도 약 300개의 국공립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이중 민간시설 전환비율이 54.6%(165개소)를 차지하고 있음. 즉, 서울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경험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자료: 서울시 내부 자료
비고: ‘기존 전환’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의사를 밝힌 후 10년-15년 기간 중 서울시에 무상임대를 해주는 방

식. 단 최초 운영권 5년은 기존 어린이집 원장에게 원장 지위 부여. 기간 만료 후 서울시에 매도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시 민간으로 전환. 즉, ‘기존 전환’은 소유권을 전환하지 않은 채 운영권을 서울시에 넘기는 경우이고, ‘기존 매입’은 소유권
을 서울시에 넘기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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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서울시의공공보육시설확충중민간의공공전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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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신규채용 원칙. 단, 기존 공공, 민간시설의 공단 전환인력은 고용유지

 (전보) 채용시설 근무, 인력 소요 시 인근지역 전보 가능

- 지역별 순환근무 및 관리직으로 승진 가능

 (정년) 시설특성에 따른 정년보장으로 고용안정화 도모

 (급여)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종사자 인건비 및 근로기준 마련
- 인력 특성에 따라 직렬 설치(예: 보육직렬, 요양직렬, 복지직렬 등)
- 중장기적으로 직렬별, 시설별 간 형평성 제고

 (계약) 시설 특성에 따른 별도 ‘직무별 근로계약서’ 작성

 (처우) 시설종사자의 직렬별 차별개선, 처우개선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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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휴게
시간 규정

 법정근로시간(50조) : 1주당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53조) : 1주당 12시간(당사자간 합의 필요)

 휴게시간 :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근로,휴게
시간 특례

규정

 아래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그리고 휴게시간 변경 가능
(59조)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령 32조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
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
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총 27개 법률이 해당).

사회복지사
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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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제안(노동계, 경영계 미합의)
 12개 업종을 사회변화에 맞춰 26개 업종으로 세분화

 근로시간특례제도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① 공중의 불편 방지나 안전을 위해서는 연장근로 한도 또는 휴게시간 부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 곤란한 사업 ② 해당 업종 자체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종업
시각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종업시각이 특정되어 있더라도 종업 시각에 작업의 중
단 또는 다음 근로일로의 연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사업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인정, 16개 업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
∙ 특례인정 업종(10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특례제외 업종(16개):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
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
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
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2015년 9/15일 노사정위원회 합의안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남아있는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수준 및 최소휴식시간 보장 등 장시간근로 개선방안은 2016년 5월
말까지 업종별 실태조사 및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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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혁신 : ‘위계적 행정’에서 ‘생활기반 플랫폼 행정’으로 전환

- 읍면동 청사공간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공간으로 혁신

- 청사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에 대한 공간공유 촉진

- 정부 데이터 공개, 시민참여 및 쌍방향 소통 등 ‘오픈형 행정’으로 전환

 복지혁신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

- 읍면동 복지전담 인력 확충 : 복지플래너 등 복지인력 동별 4~5명 추가 배
치
※ 복지플래너 : 0세 아동, 65세 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
지원하고, 특히 열악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사례관리 강화

- 방문 간호서비스 추가 제공 : 동별 방문간호사 인력 1명 추가 배치

- 마을복지생태계 조성

 직접민주주의 : ‘정책수혜자’에서 정책을 함께 만드는 ‘국정파트너’전환

-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 주민대표기구로 기능 확대·개편
※ ‘주민자치회’ 권한 부여 : ① 마을계획 수립, 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③ 주민
자치센터 공간 운영, ④ 지역 공공시설 위수탁

- 주민참여형 사업계획 수립 : 다양한 주민 주도 정책결정 모델 발굴

- 플랫폼 행정을 주도할 동장을 공무원 또는 민간인 중에서 주민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선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이용아동수 기준 11.5%(‘15) → 40%(’22년)

- 시설 확대의 현실적 가능성

- 시설 설치비의 재원 마련 및 국비/지방비 분담 비중 문제

 국공립요양시설 확충 : 국공립시설 수용 노인 비율 → 30%(’22년)

- 전체 노인중 시설 수용 노인비중 2.3%(’15년) → 3%(’22년)

- 시설수용 노인 중 국공립시설 수용 노인비율 4.3%(’15년) → 30%(’22년)
※ 절대수 기준 약 27만명 중 30%인 약 8만명

 공공유치원 확충 : 25%(‘15년) → 40%(’22년)

- 단설, 병설 유치원 확대

- 공공형유치원 포함: 개인 소유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공익이사 50% 이상

 공공의료기관 확충

 지역단위에서 사회서비스 및 보건의료 거버넌스구조 구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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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신규 도입 : 0-5세 10만원

- 아동세액공제 및 아동장려세제(CTC)와의 조정 문제

- 아동양육수당과의 조정 문제

 국민연금소득대체율 인상(50%) : ‘18년 재정재계산시 사회적 합의 통해 방안
마련

 기초연금 인상 : 25만원(’18-’20년) → 30만원(’21년부터)

- 국민연금 A값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 국민연금과의 역할 조정 문제(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의 기능 조정)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 주거급여 부양의무제 폐지(’18년)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노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 하위 70%에 생계, 
의료급여 부양의무기준 단계적 폐지(‘19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 필요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한국형 실업부조제로 발전

- 취성패 3단계에 구직촉진수당 (3개월 30만원) (‘18년, 19년부터 확대)



 국민연금기금 투자를 국민경제적 기능에서 재평가

- 국민연금투자의 내수, 투자,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

 국민연금기금의 국민경제적 기능 강화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 주식투자의 ‘중소형주’, 대체투자의 ‘벤처펀드’ 확대

- 사회책임투자펀드의 실질화 및 규모 확대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구조 개편: ‘견제와 균형’장치 마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상설화: 사무국 설치(기금정책수립, 기금평가 등)

- 기금운용위원회 대표성 및 전문성 강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각종 의사결정위원회의 법정화 및 회의록 공개

- 상품투자 내역 공시 강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 공공복지시설 확충에 연기금 투자

- 일반국채 매입 방식 적용, 시기와 규모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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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인프라 구축
- 205개 치매안심지원센타 신설 (252개 보건소 중 47개는 기 설치됨)

※ 설치 기관: 보건소 or 사회서비스공단(?)
- 전담 코티네이터를 통해 1:1 상담에서 치매검진, 사각지대 발굴 등
-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확대(34개소를 45개 신설하여 79개로 확

충)
- 치매안심형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
-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사회서비스공단 연계)\

 치매안심센타 인력 및 프로그램 확충

- 센터당 전담사례관리사 등 15-25명 내외로 구성(모델 다양화)

- 초기 치매환자 상담을 통한 분류 및 정보 제공, 가족원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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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시설간 기능 재정립
-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억제(수가개편 등)
- 가정과 연계한 노인의료-요양체계 개선



 비급여 실태 전면 조사

 ‘선별급여’ 적용 항목 확대,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급여 타당성이 있는 의료
(치료적 비급여)에 대해 예비적 급여 적용

※ 선별급여: 경제성, 치료효과성 불확실하여 추가 근거 필요 혹은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성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율을 높여 급여

 선택진료의사제 폐지, 상급병실〮MRI〮초음파 등 부담이 큰 비급여 급여화 추진

 비급여 총량관리를 위한 신포괄수가 대상 병원 확대 등 지불제도 다양화

 간병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와 간병부담 경감

- 간호간병서비스를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으로 확대

- 기존 간호간병모델을 다양화하여, 간호인력 수급에 대응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비급여 문제?)

 한시사업이던 저소득〮중증질환자 가구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된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예비급여의 50%를 2천만원까지 지원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현행 10-20%)를 5%로 인하

- 의료급여의 경우는 15세 이하 본인부담금 면제

 보장성 강화 목표(’22년까지 70%) 및 관련 총 예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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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료비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 제정
-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공〮사보험협의체 신설하여 실손보험에 대한 개입 제도화

 협의체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효과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

-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정방식 표준화,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실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

 실손의료보험료 조정 폭 규제를 ‘15년 수준인 土 25%로 강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사전 심사에 보건당국 공식 참여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 온라인 실손의료보험 상품 확산, 소비자리포
트 발간 등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강화

 비급여의 단계적 표준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및 진료비
서식 표준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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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 일차의료기관 → 만성질환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 대형병원 → 중증질환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수가조정 검토)

- 상급병원 중심 의뢰〮회송기관 확대 및 수가조정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 300병 이상의 지역거점 병원 신축, 증축(25개소)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교육, 연구기능 강화

 의료영리화 폐기
-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 ‘규제프리존법’ 폐기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등은 제한적 유지〮중단(?)

 감염병관리 강화

- 중앙 및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건립

 공공의료 강화

- 국립대병원, 지역거점병원, 지역중소병원 네트워크 강화

- 응급의료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의 지역거버넌스 구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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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
- 휴일을 포함하여 1주 최대근로시간을 52주로 법률화
- 특례업종 및 업무범위를 최대한 축소
- 초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도 개선

 육아휴직급여 인상
- 초기 3개월(‘17): 소득대체율 40% → 80%, 상한액 100만원 → 150만원
- 3개월 이후(‘18): 소득대체율 40% → 50%, 상한액 100만원 → 120만원
 ILO 핵심협약 비준: 강제노동 및 단결권 관련 조약
- 결사의 자유,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 협약(87호 및 98호)
-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105호)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개선

- 비정규직 사유제한 :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 직접고용
- 외주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2대 지침 및 공공기관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지
- ‘공정인사지침’(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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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생활임금제 확산
- 최저임금 시급 1만원(’20년 달성)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공정임금 구축 등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
-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공정임금‘ 추진
- 업종, 산업별 직무평가 표준안 개발
-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 방안 마련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협약 강화
- 사회적 대화 주체의 대표성, 민주성 강화 →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재정비
〮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개편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17년부터 3개월 30만원(취성패 3단계 프로그램 도입)
- ’18년 50만원으로 인상 후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책 연간 6만 5천호 공급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 ’22년까지 20만호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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