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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preface

 “2020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사회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와 어려움을 함께 맞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경제불황 장기화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고용안정,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국민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정책 문제를 연구해온 4개 학회가 ‘제10회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를 2020년 11월 27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선 4개 학회와 10여개 공동주최기관이 참여하여 기획세션, 학회세션, 특별세션 등을 
통해 50여개의 논문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합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하락과 인구고령화, 사회양극화 확대, 기업구조조정 
일상화, 새로운 고용형태의 증가, 자영업 위기와 빈곤층 증가, 세대갈등 증폭 등의 다양한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때, 대한민국은 개인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사회의 미래가 흔들리는 
‘불안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 사회가 맞고 있는 
다양한 불안 현상과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대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합니다. 
11월27일 URL 주소로 접속하시면 인터넷 생방송으로 공동학술대회를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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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 1. 왜 혁신은 '불안정' 복지국가의 아젠더인가 _ 최영준

왜 혁신은 ‘불안정’ 복지국가의 아젠더인가? 

최 영 준 (연세대)1)

Ⅰ. 서문

혁신과 복지에 대한 가장 일반적 인식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것이다. 혁신과 복지국가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관점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혁신이 더욱 잘 일어나며, 혁신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일
으킨다는 것이다. Acemoglu et al.(2012)는 자본주의를 ‘치열한 자본주의(cutthroat capitalism)’와 
‘따뜻한 자본주의(cuddly capitalism)로 나누어 혁신과 포용과의 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 치열한 자
본주의에서는 불평등을 감수하면서 혁신을 창출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혁신을 무임승차하면서 이용
하는 또 다른 자본주의가 있다는 것이다. 혁신의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후자에서는 창출된 혁신의 
이용자로서 ’따뜻한‘ 정책을 펼치며 더 큰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높은 복지혜택과 이로 인한 조세부담은 기업가정신과 혁신의 동기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Henreckson & Rosenberg, 2001).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과 실증적 증거들은 복지국가 제도들이 오히려 혁신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정책은 개인들이 안정된 인적자본을 축적하게 도와주며, 동시에 위험을 
회피하기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동기와 행동을 강화시켜 혁신을 강화 시킨다는 것이다
(Mkandawire, 2007, Filippetti & Guy 2015, Bell et al, 2017). 동시에 복지국가가 형성하는 포용
이 사회적 자본과 연대감을 높여서 참여와 자치를 강화시키고 사회혁신을 높이는 기제가 된다. 
OECD와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를 강조하고, 
불평등의 감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임을 주장하고 있다(OECD, 2016; IMF, 2017). 또한, 2018
년 유럽연합의 유럽혁신순위(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를 보면 가장 높은 순위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순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European Union, 
2018). 이러한 증거들은 혁신과 복지국가가 양립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복지국가들은 증가하는 불평등과 기술혁명이 고도화되는 이 시
기에 혁신의 위기라는 역설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증가
하는 사회문제들과 경제성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임금 격차가 크고 ‘안정된 피고용인’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혁신은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 하지만, 혁신과 경제성장은 항상 최고의 국정목표였지만 지
금의 방식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최근 OECD 국가들의 사례는 말해주고 있다. 오히려 혁신
과 성장도 침체되고 삶의 질과 복지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개인의 삶의 불안정과 불평등이 
혁신의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혁신 역시 복지국가와 떨어져 논
의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두 핵심적인 두 요소인 혁신과 복
지국가 관계를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경제
체제에서 혁신이 가지는 문제점과 동시에 필요성을 논의하고, 왜 혁신이 불안정 복지국가를 위해 필
요로 하며, 불안정 복지국가는 혁신을 필요로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교육부의 ‘포용국가와 혁신(2019)’ 프로젝트 보고서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영준은 대표발제자이며, 
최혜진박사, 박일주박사, 유정민박사, 윤성열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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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혁신의 맥락과 개념

1. 맥락: 생산성의 역설과 산업/노동시장의 이중화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발
달과 확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생산성 지표의 추이는 생산성의 변화가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줄
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와 같이 주기적으로 생산
성이 다시 증가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1970년대 이래로 생산성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더욱 회자되고 있는 최근에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현상
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Gordon(2012)은 혁신과 생산성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향후 최소 20년 
동안은 20세기 중후반에 일어났던 놀라운 속도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하
였다. 

그림 1 미국, 영국, 독일의 생산성 증가율 추이 

출처: Dezernat Zukunft (2018)

이러한 현상을 생산성의 역설(productivity paradox)라고 칭하기도 한다. 생산성의 역설에 대한 
논의는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부터 보였던 IT업계의 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을 설명
하기 위해서 Solow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에
도 국가차원의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OECD, 
2016, Soete 2018). 왜 생산성의 역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기술발전이 아직 
충분히 경제적 이익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현재의 생산성 지표가 진정한 기술발전의 
혜택(무료혜택 포함, GDP-B)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하지만, OECD(2016)를 
포함하여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요소는 불균등 성장과 포용적이지 못한 성장의 문제점이다.

다음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제 일부 고성장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많은 이들이 예측
하듯 2000년 이후로도 상당히 가빠른 상승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애플이나 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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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업이 아닌 경제에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 기업들의 생산성이다. 가장 생산성이 좋은 
기업들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2000년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단위에서는 기계의 도입이나 자동화를 통해서 인력
을 감축하면 생산성이 증가한다. 하지만, 국가단위로 볼 때 그 기업에서 자동화로 인해서 밀려난 인
력이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저숙련으로 전락하게 되는지에 따라 
생산성 증가율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업에서 절대 다수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생산성만큼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중요하다. 이 부분이 저임금/저생산성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국가의 생산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OECD 국가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의 변화 

출처 : Andrews, Criscuolo and Gal (2015)

혁신이 장기적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는 David Gordon이나 Erik Brynjofsson은 불평등이 중요한 장
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 Gordon은 불평등과 함께 혁신이 당면한 4가지 장
애물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불평등, 고령화로 향해가는 인구변화, 충분하지 못한 교육, 그리고 증
가하는 부채이다. 이 네 가지 요인들 중 고령화는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라면 어떻게 불평등을 해
소하는 재분배를 통해 부채의 문제를 감소시키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킬 것인지는 복지국가의 몫이
다. 혁신은 그 만큼 복지국가와 연계되어 있다. 

2. 혁신 개념과 성과 

1) 개념 

구체적으로 혁신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혁신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혁신의 정의 및 범위에서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합의된 것이 없으며, 학자들에 따라 다
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혁신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Schumpeter(1934)는 생산수단의 새로운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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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ombinations” of new or existing knowledge, resources, equipment, and other 
factors)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창출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의 논의는 발명
(invention)이 어디에서든 상업화(commercialization) 목적 없이도 발현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혁
신은 경제적 영역에서 상업화 목적을 갖고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활동(specific social activity) 
혹은 기능(function)이라고 구별했다. 이후 혁신을 정의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다 Romer(1986)의 논
의가 혁신을 새로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생산성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꼽아 주목을 받
았다. 이러한 혁신 관련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에 주목한 것으로 새로운 
상품의 도입(introduction)에 초점을 두었다면, Aghion & Howitt (1992, 2009) 등은 기존의 상품
을 다듬는 ‘질적 개선’을 통해서도 일찍이 Schumpeter가 논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가 가능하다고 제시하며 혁신의 점진적(incremental) 측면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는 점
에서 또한 주목할 만하다. Oslo Manual(2005)에서도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혁신을 새롭거나 상
당 수준 개선된 상품(제품 및 서비스)으로 혁신을 측정한다. 

한편 Drucker(1985)는 혁신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특정한 도구(specific 
instrument)라고 말하며 혁신의 개념을 기술 개발이나 기업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시스템 내 
일어나는 광범위한 것이라 언급하여 혁신 개념의 논의 범위를 확장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혁신이 성
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OECD(2010), 
Gault(2018) 등이 언급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의 주체는 개인, 기업, 시민사회, 국가 등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하는 혁신 활동은 비단 영리 목적 활동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활동도 포함한다. 즉, 혁신은 단순히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어느 측
면에서든 새로운 면을 지니고 가치를 창출하며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측면의 것도 포
함하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면을 지니고 가치를 창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경제
혁신이라고 부른다면, 사회적 측면의 같은 활동을 사회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혁신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기업가정신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도 확대 적용되는 추세이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경제적 기업가정신의 
특성에 기반하여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게 구성된 개념이기 때문이다(배귀희, 2011; 
Pestoff, 1998). Tan et al.(2005)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단순히 개인적 이익 극대화가 아닌 사회
적 가치 제공을 하는 기업가 활동이라 정의함으로써 이 역시 명확하게 기업가정신에 속할 수 있음
을 강조하였다. 또한 혁신이 반드시 경제적 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 중 하나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ugg-Levine & Emerson(2011)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임을 확실히 하면서도 동
시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또한, 경제 조직으로서 자본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가치 추구가 보호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목적 추구가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utio et al(2014)에서도 기업가정신에는 산업/기술적인 부분과 사회적
인 맥락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며, 조직적, 제도/정책적인 부분과 모두 더해져서 의
미를 가짐을 주장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혁신(innovation)은 여러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으나, 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
느냐를 막론하고 혁신을 논한 다수의 논의를 종합할 때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켈로그 경영대학원
(Kellogg School of Management) Joe Dwyer 교수가 제시한 바와 같이 3가지 측면으로 요약 정
의할 수 있다고 보인다. Dywer는 혁신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첫째, 새로운 면
(newness)을 지니고 있는가? 둘째, 가치(value)를 창출하는가? 셋째, 문제를 해결(solution)하는가? 
등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2) 그리고 혁신의 영역은 다음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체는 비영리와 

2) Joe Dwyer, “What is innovation: why almost everyone defines it wrong” Retrieved from 
   https://digintent.com/what-is-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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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모두 가능하며, 경제적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가가 모두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가는 모두 비영
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영리를 추구하지만 사회적 기업가인 유형도 가능하다(최근의 social 
start-up이 여기에 해당됨). 

그림 3 혁신유형과 주체의 구분 

2) 성과

한국은 IMF 외환위기 극복 후 각종 경제 부흥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혁신 정책을 집행해왔다. 정
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 및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을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2018년 기준 1인당 GDP 세계 28위, Global Innovation Index 20193) 기준 세계 11위를 기
록하였다. 우리의 경제규모의 지위에 비해서 혁신지수가 훨씬 높은 수준이며, 구체적으로는 매 정부
마다 혁신은 중요한 키워드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벤처-신지식인 지 정책, 참여정부 
시절 동반성장 정책,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 정책,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정책 등의 정책 
기조를 거쳐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이른 것이다. 이들 정책의 공통점은 요소투입형
(factor-driven)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혁신 
기반 경제성장을 꾀하며 경제선진국 추격형 성장 모형 대신 탈(脫)추격형 모형을 기반으로 하자는 
정책 의도에서 발현된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혁신뿐만 아니라 사회혁신도 2000년대 참여정부 때부터 정부가 제도지원을 급속히 확충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 진행을 유도하여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래 사
회적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각종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지원이 이어졌
다(관계부처합동, 2018).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6년 Economists에서 발간한 사회혁신 국제평가
에서 한국이 12위에 위치한 바 있다4). 재정, 사회, 기업가정신, 정책 및 제도 중 정책 및 제도에 대
해서 5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혁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일
까? 

3) 혁신지표 내용에 대한 논쟁은 부록1 참조 
4) https://perspectives.eiu.com/technology-innovation/us-tops-index-measuring-capacity
   -social-innovation (2020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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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 혁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소수에 의한 혁신

혁신의 지속가능하게 일어나고 포용적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의 일어나는 기반이 넓고 주체
가 다양한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혁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혁신의 기반이 넓지 않고 
소수에 의해서 혁신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소수에 의한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 임금과 생산성의 양극
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대기업의 과도한 
영향력과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과 같은 착취적 구조가 결합되면서 한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생산성 격차는 상당히 크다. OECD(2018b)에 따르면 대기업의 생산성이 100이라고 할 때 중소
기업의 생산성은 약 30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
서는 70-80%에 이르고 있다. 

그림 4 OECD 국가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2014년)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임금격차로도 이어진다. 노민선(2018)의 연구를 보면 한국에서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5-9인 사업장 임금은 48이며, 1-4인 사업장은 33 정도 밖에 되
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1-4인 사업장 임금 수준이 대기업에 비해서 79에 이르며, 일본
은 66, 프랑스는 59 수준이다. 즉, 생산성 격차의 차이가 임금 수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생산성 격차의 차이가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함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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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업 규모별 평균임금 국제비교 (500인 이상 대비) 

보다 구체적으로 혁신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음 그림은 사내혁
신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기업 내에서 혁신에 종사를 하고 있는 이들 비중이 어느 정도인
지를 Global Entrepreneur Monitor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 기업 
내에서 혁신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은 2.4%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수치가 놀라운 
것은 한국의 대부분의 혁신이 창업혁신가보다는 기업의 사내혁신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
만, 여전히 피고용인 중에서 혁신활동을 하는 이들은 매우 소수라는 점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
내혁신 활동이 존재하지만, 위계화된 기업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창의적이고 자율성을 가
지고 일을 하는 경향이 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단순업무를 하거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이들이 많
게 되면 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OECD 국가 중 사내혁신가 
중 여성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가 우리나라이기도 하다.  

그림 5 사내혁신가의 비중 

2. 탈세계화에 취약한 구조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깊숙이 세계 경제에 편입하여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완제품형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은 한국경제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
한다. 그러한 이유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가 넘었던 적
도 있었다. 그 이후로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과 멕시코 다음으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미
국이나 일본이 20% 정도인 것에 반해서 우리는 거의 70%에 달하기 때문에 무역과 세계시장에 대
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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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가 GDP 대비 수출입에 대한 의존 비중 (단위: %) 

출처 : World Bank (2019)

한국이 세계화에 편입되는 방식은 다른 국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조립형 자본주의’ 방식을 
채택한 한국은 소재나 부품을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비교우위의 논리 속에서 소재나 부품을 수입
하여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세계경제에 위치를 하였다. 소재, 부
품, 장비 관련 산업이 강했던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삼성을 위시한 대기업들은 원천기술보다는 기술
을 이용하여 조립하고 대량생산하는 방식으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생산성의 격차
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략은 전체 GDP 차원
에서 세계화 시대에 경제적인 성취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적 민족주의의 부활과 탈세
계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 있었던 일본
과의 무역마찰은 한국의 원천기술 부재가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그림 4에
서 보듯이 전 세계 히든챔피언(강소기업)들 볼 때 한국은 독일의 1/60 그리고 일본의 1/10 수준이
다. 또한,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폴란드보다 적은 23개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탈세계화가 
심화될 경우 우리의 경제가 현재와 같이 유지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
만,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생산성은 수출주도형 및 조립형 자본주의 생태계 속에서 
매우 낮게 유지되어 있다.  

3. 인적자본의 낮은 활용률 및 미스매치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는 거의 70%에 이르고 있
다. 문제는 대학진학률의 상승이 산업 전반의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
해서 그 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은 고용의 20% 정도만을 차지하
고 있지만, GDP의 8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즉, 70%가 대학에 가지만, 이들이 생산성 높은 기업
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로 나타나게 되며, 다른 
관점으로는 인적자본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자의 NEET 비율이 OECD 국가가 13%
에 지나지 않는데 반해서 한국은 24%에 이르고 있다(그림 5). 청년 뿐 아니라 인적자본의 저활용은 
여성과 성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잘 알려있다시피 여성의 교육수준에 비해서 고용률이 상당히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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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이며, 임금격차 역시 상당히 높다. 한국 성인의 경우 숙련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바 있다(반가운, 2016). 인적자본의 현재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인적
자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림 8 OECD와 대한민국의 NEET 비율 비교 

4. 창의성의 부재 

기술혁명 시대에 창의성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범용성을 갖는 AI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기술혁
신의 산업 범위가 넓어지며,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정신노동 역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기 때
문이다(Karakaya, 2017). 정형화된(Routinized) 직무를 수행하는 직군은 AI, 자동화기술에 의해 대
체되고, 비정형적 직무를 수행하는 직군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Goos et al(2014)의 분석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비정형적 업무의 증가는 노동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게 한다. 이 경우 노동자
들에게 신속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문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창의성은 필수적이다. 
AI의 발전이 반복적인 직무를 가진 직업들을 없애고 있어, 이들이 기술혁명에 의해 위기를 맞을 것
이다. Frey & Osborne(2013)은 컴퓨터기술이 정형화(Routinized)된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며, 그 
수준은 무려 미국 일자리의 47%가 될 것으로 예측하여,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Nedelkoska & Quintini(2018)의 논의처럼, 각 국가의 일자리 대체 위험성은 산업구조나 
자동화 진행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정말 직업이 대부분 AI와 자동화기술로 대체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Arntz et al(2016) 연구에 따르면, 직업 중 9%가 자동화에 의해 

그림 7 히든 챔피언의 국가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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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동화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준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
는 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형화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은 미래에 사라질 위험이 높을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Acemoglu & Autor, 2011; Autor, 2015). 

창의성의 시대적 중요성에 비해 한국사회 전반적으로는 창의성의 부재가 두드러진다. 최영준 외
(2018)에서는 제6차 World value survey를 통해 자신의 업무가 반복적인지 창의적인지를 확인하였
으며, 동시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종속적으로 하는지를 묻고 있다. 네덜란드, 스웨덴, 뉴
질랜드와 같은 국가의 노동자들은 상당히 자신의 재량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한다
고 답한 데 반해 스페인이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응답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 
LAB2050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얼마나 창의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령이 낮을수록이 아닌 
높을수록 창의적이라는 응답이 나온 바 있다. 20대가 스스로를 창의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
장 높은 것이 상당히 흥미롭다. 

이러한 창의성의 부재는 혁신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의 순위는 2019년 11위를 기록하였지만, 창의성 관련 지표는 상당히 낮
다. 특히,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 생산 및 온라인 창의성 측면에서 다소 낮은 순위를 차지하여 창의
적 성과 전체 순위(17위)가 혁신 전체 순위(11위) 대비 낮다(Cornell University, INSEAD, & 
WIPO, 2019). 여기서 ‘창의적 상품과 서비스 생산’이란 ‘문화-창의서비스 수출’, ‘영화 제작’, ‘엔터
테인먼트 및 미디어 시장’, ‘출판과 미디어 제조업’, ‘창의적 제품의 수출’ 등을 의미하며, ‘온라인 창
의성’이란 ‘gTLD(일반 최상위 도메인)의 유지’, ‘ccTLD(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의 유지’, ‘위키피디
아 출간’, ‘휴대폰 앱 개발(3년 평균치)’ 등을 의미한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창의적 상품과 서
비스의 생산 관련 순위가 무형자산 관련 순위보다 낮다는 것이다. 상표권이나 산업디자인권, ICT 기
반 비즈니스 모델 등을 창출하는 데에는 능하나 무형의 창의적 서비스의 생산 및 수출 측면에서 부
진하다는 것은 가시적 성과에 집착함에 따른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우리나
라 논문이나 특허 등 혁신 산출물의 질을 고려하는 이들이 비판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네덜란드 
Leiden 대학교의 과학기술연구센터(Centrum voor Wetenschap en Technologische Studies)가 
발표하는 연구물 기반 대학평가지표인 ‘Leiden Ranking 2018’에서 서울대학교가 논문 편수5)로는 
세계 9위를 기록했지만 전체 논문 대비 인용도 상위 10% 논문의 비율을 비교하면 상위권에 들지 
못한 것6), 매년 기술 수출이 부진하여 기술무역수지비7)가 1 이하인 것 등이 모두 같은 맥락이다. 

5) Total number of publications of a university in the period 2014-2017

그림 9 창의성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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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도한 안정성 추구 경향 

기업가정신이란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을 하고 높은 보상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회를 이용해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며(Babu & Manalel, 2016), 성취에 대하여 강력한 필요성을 바탕으
로 위험을 적절히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McClelland, 1965). 이러한 성향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많은 결정을 내리며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창업가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혁신 및 창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기업가정신 및 혁신기업가(entrepreneur)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Knight(1921)는 혁신기업가를 위험과 불확실성을 계산하고 추려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
의하였으며, McClelland(1965)는 성취에 대하여 강력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위험을 적절히 감수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기업가정신은 곧 그 국가의 혁신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핵심 요소가 바로 위험감수(risk-taking)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높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 하고, 그렇게 되면 혁신이 나오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각 사회에서 얼마나 위험감수경향이 높은지는 추후 혁신이 얼마나 활발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메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위험감수성향은 중요하다. Bell et al(2017)의 분석에 따르면 특허 인용지수
가 높은 결과물을 가장 많이 발표하는 시기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나타난다. 즉, 이 시기
가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고, 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이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0대 전후 시기에 높은 수준의 혁신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20대~30대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지식기반 창업의 발전에 있어 20대와 30대는 근간이 되는 연령대이
다. 10여 년의 도전들을 통해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에 뛰어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0 특허의 피인용 횟수와 연령의 관계

자료 : Bell et al(2017)

6) 물론 이를 해석할 때에는 전체 논문 수가 클수록 전체 논문 대비 인용도 상위 10% 논문의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형대학이 평가상 불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7) 기술도입액 대비 기술수출액으로 계산하여 기술도입 대비 기술수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 수치가 
1 이하라는 것은 기술무역이 적자라는 의미임 



20_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그림 11 위험회피성향과 안정성 추구성향 

그림 11을 보면 한국의 청년들이 위험감수성향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왼편의 사회조사 결
과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정부나 공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심지어 대기업보다도 
공공부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는 단순히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싶은 열망보다는 불안정성을 해
소하고 안정적 삶을 꾸리려는 경향성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창업혁신가를 의미하
는 벤쳐사업가에 대한 선호는 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위험감수성향이 낮은 것일까? 이미 언급한 LAB2050의 2018년 자료를 보면 실패에 대
한 두려움이 20대에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낮아지
고, 연령으로 인한 어려움은 나이가 높을수록 높아진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안정성 추구성
향이 높은 현 20대와 30대에게 혁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다시 말해,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인 안정성에 추구가 미래 한국의 혁신 잠재
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 비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2017년 기준, GDP는 11위인데 반해, 글로벌기업
가정신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GEDI, 2018). 이러한 현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과도한 안정성 추구,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지표이다.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는 
실패를 용인하는 것에 인색하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사회에서의 실패는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감한 도전을 어렵게 하며,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장치도 부족하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
아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하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GEM, 2015).

6. 높은 생계형 창업 비율

창업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종류의 창업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는 창업의 
양적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단순히 창업을 많이 시도하는 것보다는 질 좋은 창업이 시도되고 그
만큼 오래 유지되는 것이 실질적인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창업의 질에 대한 평가는 
여러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창업의 동기로부터 구분하는 것이다. 생계형 창업은 먹
고살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한 경우를 일컬으며, 기회형 창업은 더 좋은 사업 기회를 잡기 위하여 사
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협회에 따르면, 기회형 창업지수가 높을수록, 
생계형 창업지수가 낮을수록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국내의 창업 중 
21%가 기회형, 생계형이 63%로 나타났다. 이는 덴마크의 경우, 약 76%가 기회형, 10%만이 생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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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에 비하면 정반대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OECD, 2014). OECD 국가 중 한국이 생계형 창업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이다. 

그림 12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이루어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창업 동기로 ‘창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라는 응답이 67.6%로 가장 많았다. 회사에 취
업(재취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먹고살기 위해 창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다(매일경제, 
2019)8). 또한 관심과 열정에 의하여 창업을 선택한 비율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OECD, 2018a).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창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자신의 
흥미 혹은 열정을 좇아 그에 맞는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창의성 및 위험감수 등 기
업가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창업의 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OECD 비
교로 보면 열정과 관심 때문에 창업하는 이들의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가 우리이다. 청년들은 안정
을 추구하고, 노동시장에서 밀린 이들이 창업을 하는 생태계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림 13 열정과 관심 때문에 창업하는 이들의 비중  

7. 혁신에 대한 낮은 수용성

기본적으로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과정이므로,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8) 경향신문, 2019.02.26. “대안없어 생계형 창업” 68%…10명중 7명, 폐업 경험 . 접속일: 2019.12.1. 
URL: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2/117612/



22_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변화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것은 그 사회에 혁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혁신 저항은 혁신적인 기술 혹은 변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을 뜻하며, 여기서 저항이란 현재 상태에서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소비자의 상태이자 변화에 대
하여 느끼는 위협감이다(Ram, 1987). 즉, 이전 상태를 변경하도록 하는 압력에서 이전 상태를 유지
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Zaltman & Wallendorf, 1983). 이렇게 혁신에 대하여 저항이 높은 것은 
혁신의 결과물, 즉 해당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분란을 야
기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승차공유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을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운전사와 승객을 필요에 의하여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세계적으로 유사한 서비스가 도입되었지만, 이에 대한 찬성, 반대 혹은 갈등 양상은 국가별로 다양
하게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2013년 8월 우버코리아가 출범해 운수사업이 아닌 기술기업으로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15년 3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제에 막혀 영업을 종료하였다(강상욱 
외, 2015). 그 이후에도 카카오, 카풀 등 승차공유서비스 반대로 이어져 현 시점에도 갈등이 지속되
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해결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
단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격렬한 반대는 18세기 초, 영국에서 기계에 의하여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기계를 
부수었던 러다이트 운동과 닮아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 자체를 네오러다이트 운동으로 보는 시각
도 존재한다. 네오 러다이트는 새로운 기술에 의하여 피할 수 없이 생기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혹은 
불신을 의미하는 현대 철학이다. 이들은 기술의 사용이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믿는다. 따라서 기술에 비판적이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며 일부 사람들은 전혀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단순한 삶을 수용한다(Hunt-Bull, 2006). 흥미로운 점은 새로운 혁신적 변화
에 대한 수용 및 거부의 정도가 사회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회정책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곳에서는 안전망이 탄탄하며, 사람들은 변화에 대하여 위협을 느껴 거부하기 보다는 수용하는 경향
이 있다. 혁신적 신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 소비자 수용도가 높은 국가들은 네덜란드, 노르
웨이 스웨덴 등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술력(7위) 및 인프라(4위)를 갖춘 것에 비하여 소비자 수
용성은 19위로 낮게 나타났다(KPMG, 2019).

그림 14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국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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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혁신의 이슈: 신뢰부족, 사회혁신가부족, 재정부족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다(Bulut et al., 2013). 하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영역에서의 부가가치 창
출의 성과가 사회, 환경, 문화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Hubert, 2010). 특히,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는 난제화(wicked problem) 경향
을 보이며,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접근 방식은 너무 
경직적이거나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Weber & Khademian 2008). 이에 최근 시민들
의 자발적/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 섹터와 같은 비정부부문의 혁신주도성, 기
술발전이 사회혁신에 기여할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즉,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이 별도의 영역으로 독
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성 속에서 상호 간 엮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의 상호성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미국과 유럽의 비영리섹터 역할에서
도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최근 비영리부문이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 역할과 함께 경제위기 시기의 
사회적 잠재력을 보존하는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Graddy-Reed et al., 2015). 2008년 세계금융위기 
전후 미국에서 민간부문의 총임금수준은 7% 가량 감소하였고, 신규창업 역시 심각하게 감소하였다
(US Bureau of Labour Staticstics, 2015). 총임금(total wages)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감소
하였으며, 사업체 숫자도 2010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같은 시기 비영리 부문은 고용 총
량이 상승하였고 경제회복이 이루어진 2011년 이후 민간부문의 고용량과 연간임금이 비영리섹터를 
상회하여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Friesenhahn(2016)는 비영리부문이 경제위기 시기에 
민간부문의 고용감소 위험을 완충하고 흡수하여 이후 경제회복기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유럽에서도 비영리 섹터는 무역이나 제조업 분야에 버금가는 고용 비중을 나
타내고 있는 핵심적인 부문이며,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행위자로 지목되고 있다
(Salamon & Sokolowski, 2018). 그러나 2015년 전후로 미국과 유럽에서 제3영역에 종사하는 이들
이 20%와 15%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섹터의 고용비중은 5% 수준이다. 더욱
이 이 인력들도 대체로 공익법인에 편중된 양상을 보여 서구사회에 비해 상당히 저발달된 양상을 
보인다. 

사회혁신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원은 사회적 가치를 자각하는 시민사회, 사회혁신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자본은 사회혁신의 주요한 자원이 
된다(Murphy et al., 2015). 사회혁신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려
고 하는 개인이나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
사회 내의 구성원이 구성원에 대해 가지는 신뢰가 높을수록 많은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혁신 역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고 평가되
고 있다. WVS(World value survey)와 ESS(European social survey)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
회적 신뢰는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핀란드를 위시한 북구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적 
신뢰도가 60%가 넘는데 반해서 우리 나라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Giving 
Index(2015)에서도 타인에게 도움을 준 경험이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독일 등 대부분의 서구 국
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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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사회적 신뢰 비중

사회혁신은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그리고 민간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실천적 전략으로
서, 민간 차원의 창의성이나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회혁신가의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동되고 구
현된다(미우라 히로키, 2013). 이들은 사회 문제의 해결에 있어 자신의 아이디어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획자(projective agent)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새로운 제
품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행위자가 된다(Robinson et al. 2012).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혁신가의 
활동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제시되고 있다. GEM(2015)에 따르면 사회적·환경·공익증진
목적의 활동을 최근 시작하고 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선진산업사회 
그룹에서 한국이 1.8%로 스페인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활동에서의 여성 
비중 역시 37% 수준으로 대만 다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부에 의한 지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
은 사실이고, 이것이 Economists 사회혁신 순위를 높였지만, 여전히 사회혁신의 저변은 매우 제한
되어 있다. 

그림 16 사회혁신가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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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혁신에 있어서 재정은 핵심적 자원으로 인식된다. 사회혁신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혁신을 위해 공공 및 금융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여왔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5; OECD 2019).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정부·공공재원을 중심
으로 기존 중소기업‧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혁신 분
야의 재정적 역량은 매우 낮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사회영향투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사회
영향투자는 대체로 영미국가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에서는 저조하다. 또한, GIIN(2019)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사회영향투자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사회영
향투자 헤드쿼터 비중 역시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여준다. 

IV. 혁신과 복지국가의 상생 비전 

1.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성장모델이 성장이나 혁신에 실패했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포용적 성장의 길로 가지 못하고, 배제적 성장과 혁신으로 진행되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지만, 생산성의 역설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기
술의 발전이 생산성으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소수산업과 기업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
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계로 대체될수록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기 때문
에 생산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의 관점에서 국가의 관점으로 시선을 옮기면 다른 결
론에 이를 수 있다. 100명이 100을 생산하다가 10명이 100을 생산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은 놀라
운 성장을 한 것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남은 90명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다른 90명이 다른 산업 혹은 기업에서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 전 국가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지만, 만일 그들이 저숙련/저임금/저생산성 부문에서 대부분 일을 하게 된다면 생산성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둔화될 수도 있다. 이것이 Soete(2019)가 논의한 ‘뱀의 머리는 앞으로 가지만 
꼬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7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그림 17의 왼쪽과 같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산업/기업이 위로 가고 다른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지체되면 이는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이며, 배제적 혁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과거에 비해서 생산성 증가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산성 증가
율이 모두 같을 수는 없지만, 모든 기업과 산업에서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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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복지국가의 비전은 포용적 혁신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18은 새로운 일자리 생성을 임금수준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었고, 분포될 것인지에 대한 예

상을 보여준다. 산업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산층 일자리를 대량으로 생산하며, 상대적으로 고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는 더디게 생성된 바 있다. 산업화에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초중산층
이 형성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탈산업화 시기에 서
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고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
고 반면에 제조업 일자리 및 반복적인 일자리를 하는 중간 정도의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상당
히 줄어들고 있다(Goos et al., 2014). 만일 현재와 같은 추세가 배제적 성장과 함께 지속이 된다면 
중산층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소수의 고소득 일자리와 대량의 저소득 일자리로 재편될 우려가 충
분히 존재한다. 

그림 18 새로운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따른 분포

포용적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노동시장과 산업이 극단적인 이중화가 될 경우 사회보
장과 복지정책만으로는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쉽지 않다. 탈산업화의 일자리 분포 경
향을 뛰어넘어 중간임금 일자리를 더욱 확대시키고 고소득 일자리가 저소득 일자리보다 많아지게 하
는 새로운 포용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 풀뿌리 혁신은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생산성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OECD 국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모든 국가가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림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핀란드와 같이 모든 기
업에서 생산성이 2000년 이래로 꾸준히 상승한 국가도 존재하며, 반대로 이태리와 같이 모든 기업
에서 생산성이 감소된 국가도 있다. 핀란드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낮았던 기업들이 더욱 빠르게 생
산성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스웨덴과 같이 전형적으로 잘했던 기업은 더욱 잘하고, 
못했던 기업은 생산성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세계화, 
탈산업화, 기술변화, 인구변화 등은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국가의 전략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
다. 

2. 혁신과 복지국가의 공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 고용 등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기술혁
신이 중요시되는 격변기에 중소기업이 갖는 유연성이 주목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효
율성 및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최희갑·박성빈, 2016).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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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 생산성 증가율의 변화 (OECD, 2016) 

일자리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특히 생산성 격차
가 매우 큰 경우, 중소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근로자 249명 이하)이 고용한 인력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nes, R. S., & Lee, J. W., 2018). 그러나 250인 사업장 대비 
1-9인 사업장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북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10인 미만 영세 
제조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약 8분의 1(12.4%)에 불과하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격차는 한국의 전통적 성장 모델이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고 대기업 그룹의 시장 지배력
은 중소기업의 기회를 방해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림 20 서비스부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만큼 높기도 하다. 그림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보편적 복지국가들이 위치하고 
있다. 반대로 격차가 큰 기업들은 그리스, 멕시코, 터키, 한국 등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
을 하지 못하고 사회정책이 약하며, 불평등이 높은 국가들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1-9인 사업장의 생산성이 250인 사업장 대비 140%으로 더욱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복지국가와 혁신이 공존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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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패에 대한 포용 

혁신은 ‘실패의 무덤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존재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IT 기술이나 앱(APP) 그리고 대학에서의 연구성과들이 누군가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개발한 것은 
거의 없다. 그림21에서 A, B, C, D처럼 누군가가 조금씩 지식을 쌓고 발전시키며 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수 있다. 축적된 지식과 실패 위에 E가 일정한 
기준(threshold)을 넘게 된다면 ‘혁신’으로 인정을 받고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E의 
성공이 E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적 부를 E가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E의 
성공 위에 또 다시 새로운 도전이 되지만, 또 다른 실패(F)와 새로운 지식이 축적되어야 G와 같은 
또 다른 혁신과 성공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21 혁신과 실패와의 관계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제에서는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어떠
한 경제에서는 실패가 개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실패로 끝이 나는 곳이 있다. 전자의 경우 더욱 많은 
이들이 도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위험감수성향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위험감수행동을 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아주 확실하지 않다면 도전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안정성은 가족이 줄 수도 있지만,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개인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분야에서는 안정된 벤처 펀드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개인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사회정책이 존재가 중요하다. 

4.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례: 스웨덴 

창업이 가장 활발한 국가를 뽑는다면, 일반적으로 실리콘 벨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떠올린다. 
하지만, 여러 지표들은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미디어나 학계에서는 스웨덴을 
더욱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혁신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Global 
Innovation Index 2019에 따르면 가장 혁신지수가 높은 국가는 스위스이며, 2등이 스웨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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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가 미국이다(GII, 2019). 또한, 혁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하나의 지표를 제시한다면 PCT ICT 특
허출원(patent applications)이라고 할 수 있다. 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백만명 당 
PCT ICT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스웨덴이 153으로 1위, 미국이 69.8건으로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심층적인 학술연구를 통해서 설명이 되기도 하였다. Heyman et al.(2019)의 연구에
서 미국과 스웨덴의 최근 창업기업들을 비교하면서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창업이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스웨덴은 오히려 더욱 창업을 통한 경제부흥이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
다. 

창업 및 혁신과 관련하여 스웨덴이 주목받게 되는 현실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조명을 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국가로 주지되면서, 창업과 혁신은 재분배를 많
이 하지 않고, 낮은 조세 및 규제를 하는 작은 국가 하에서 더욱 잘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
였다(Henrekson, 2001). 하지만, 스웨덴은 가장 규모가 크고, 재분배가 활발한 국가이며 포용적이
고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을 잘 이룩하고 있는 국가라고 평
가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래로 다양한 사회경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혁신기업들이 빠르게 성
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북구유럽에서 스웨덴만의 현상은 아니며 덴마크나 핀란드 등 여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2018)을 보면 가장 혁신이 활발한 국가 1등이 스웨덴이며, 2등이 덴마크, 그리고 핀란
드, 네델란드 등 가장 복지국가에서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EU 혁신지수순위 (2018)

출처: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8)

스웨덴과 북구유럽 사례가 주는 함의는 분명하다. 첫째, 혁신경제로 이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재정적인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승자독식’ 경제가 아니어도 혁
신과 창업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포용적 성장에 대한 함의이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는 현재 OECD(2016)이나 IMF(2017)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화두이다. 불평등의 증가가 개인
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혁신에 대한 문헌에서도 불평등이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임을 제시하고 있다(Gordon, 
2016).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OECD에서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이며,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창업과 소기업들의 진흥과 생산성 증가
가 전체 경제 생태계에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가장 작은 스웨덴
과 북구유럽 사례는 여러 가지 함의를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웨덴을 위시한 북구유럽은 관대한 복지국가와 재분배, 그리고 혁신경제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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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스웨덴은 자유시장경제의 유연성과 조정시장경제에서의 안정성을 노
르딕의 방식으로 접목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즉, 강력한 사회안전망과 리스크를 개인이 온전히 책임
지지 않을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함에 따라 각 개인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아동보
육서비스부터 대학교육까지를 거의 무상으로 운영하면서 언제든지 본인이 돈이나 가정 때문에 혹은 
지식을 얻을 기회가 없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를 구축하였다. 여기에 매
우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 암묵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새로운 암묵지를 
가진 이들을 만나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체제를 갖추었다. 

Lorenz(2015)는 이를 유연안정성(flexible security) 모델이라고 부르며 설명한 바 있다. 새로운 
혁신을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저작들에 따르면 스웨덴은 전통적인 조
정시장경제체제를 갖추고 상품혁신보다는 공정혁신을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새로운 아이디
어보다는 암묵지(tacit knowledge)를 중요시하는 공정혁신 중심의 경제가 1990년대 이후 자유로워
진 노동시장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하게 된 암
묵지/숙련을 가진 개인들이 전혀 새로운 암묵지를 가진 개인들이나 산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혁신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것인 탄탄한 사회보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를 유연안정성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그렇다면 스웨덴의 어떠한 구체적인 요소들이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을 가능케 했을까? 스웨덴은 
20세기 중후반에 가파른 경제성장을 한 국가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
었는데, 조선업이나 중공업 등이 침체가 되기 시작하는 1970년대 이후부터 스웨덴 경제는 어려움을 
맞이하기 시작한다. 결국 1980년대 들어서 경제침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1991년~1994년 GDP
의 대폭감소와 실업률 증가라는 거시경제의 위기로까지 이어졌었다. Indusfonen이라는 벤처 캐피털 
CEO인 David Sonnek에 따르면9) 1970년대부터 대기업들의 이윤율이 떨어질 때 정부는 
Indusfonen과 같은 회사를 만들면서 대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추구하려고 하였지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스웨덴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서 대기업의 경쟁
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방향이 1990년대 초 경제위기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투자의 방향이 소기업과 창업으로 선회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투자방향의 선회와 함께 스웨덴은 1990년 이후 개혁패키지에서 미시경제나 규제보다는 거시경제
에 포커스를 두어, 유연한 환율을 도입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거시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스웨덴은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타파하는 방안으로 노동시장
의 탈규제, 조세 및 경제부문의 개혁과 합리화를 통해 창업혁신을 촉진하는 길을 만들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스웨덴 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효율성과 원동력을 높이는 기회
가 되었고, 스웨덴 내 대부분의 혁신과 창업은 1990년 경제위기 이후 스웨덴이 취한 노선에서 등장
하였다. (예, Volvo, AstraZeneca, ABB, IKEA, Ericsson, Electrolux, H&M, Saab and Absolut 
등)

가장 혁신적인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5년 
이하의 신생국가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반해, 같은 기간 스웨덴은 스타트업과 신생기업
의 비율과 성장률이 증가추세에 있다(Decker et al., 2014). 또한 미국과 스웨덴은 구체적인 정책방
향에서 상이한 노선을 갖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93년에 도입한 A New Competition Act 개혁 
이전에는 강력한 규제를 지지해주는 메커니즘을 통해 독점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핵심은 중소기업도 자유로운 시장경제 하에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으며, 규제개혁 후 스웨덴에서는 독점기업의 시장장악을 어렵게 만들었다. 반면에 미국
의 경우는 오히려 대기업이 혁신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시장경제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9) 2020년 1월 30일 인터뷰 (스웨덴, 스톡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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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웨덴은 새로운 노선을 통해 혁신에서 중요한 요소인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를 가능케 만든 환경을 확보했다. 창조적 파괴란 새로운 기업이 기존의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
을 의미하며, 이는 ‘혁신’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새롭고’ ‘가치를 창출하며’ ‘문제해결’에 가능한 다양
한 방향으로 도모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개혁과 더불어, 스웨덴은 1991년 52%인 법인세를 30%로 감세하는 대대적인 세금개혁도 진
행하였다. 감세정책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데, 법인세의 감소는 새로운 기업들이 혁신을 자유롭
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91년 감세 이전까지
는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혁신의 관점에서 세금시스템은 기업의 리스크
테이킹과 상환능력을 도모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조아래 2019년 현재 스웨덴
의 법인세는 21.4%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2018년에 35%에서 21% 정도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규제와 조세개혁만으로 지금의 스웨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이다. 스웨덴의 관련 전문가들은(최연혁 교수, David Sonnen, Nils Fredrik Aurelius 전 국회의원, 
Joakim Palme 교수 등10)) 1990년대 규제 및 조세개혁이 스웨덴 사회경제체제의 경로탈피라기보다
는 경로를 재구조화하고 재조정하는 시도였다고 평가를 하였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을 실용
주의(pragmatism)으로 보고, 변화하는 흐름에 사회경제제도를 개혁하면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방
향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변화에 여전히 중요한 혁신의 요소는 복지국가(사회
적 안전망과 사회투자) 그리고 자유롭고 평등한 스웨덴의 조직문화에 있다. 스웨덴 창업연구의 대표
적인 학자 중 하나인 Claire Ingram Bogusz박사11)는 혁신과 창업이 쉽게 일어나는 스웨덴의 조직
문화를 ‘flat hierarchy’와 ‘flat wage’에서 찾았다. 위계성이 없는 문화는 조직에서 위치가 높은 사
람과 낮은 사람과의 소통을 쉽게 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관료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통할 수 
있게 한다. 한 조직 내에서 뿐 아니라 스웨덴의 중앙은행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
운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서 막 논문을 마친 박사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회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였다. flat wage는 평등한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다. 평등한 임금체
계가 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Claire Bogusz나 David Sonnen에 따
르면 오히려 평등한 임금체계(최하가 낮지 않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에 실패를 했을 때 크게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더욱 창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혁신을 일으
키는 창업가들은 돈을 목적으로 뛰어들기 보다는 자신의 열정과 관심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자율적
으로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큰 청년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부유층 배경의 청년들이 
대체로 투자은행이나 컨설팅 산업으로 가는 반면 중산층이나 중하층 청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
지고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David Sonnen은 지적하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또 다른 창업혁신에 중요 요인은 포용적 사회정책이다. 보편적이고 
포용적 사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의 감세정책은 경제적 불평등만 야기할 수 있고 이의 전형적인 예
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혁신의 특성상, 각 행위자들이 미래의 위험을 택하려 하지 않거나 새로
운 혁신적 아이디어가 집합재의 성격을 갖는 경우 이를 오직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 맡겨두면 상
품화 할 수 없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혁신적 성장을 살펴봄에 있어 탈규제
와 시장개혁만큼 중요한 요소는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정책의 역할을 살펴봐야 한다.

스웨덴 사회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있다. 먼저 혁신을 도모하는 
포용적인 사회정책으로 관대한 휴가제인 부모휴가제도와 안식년제도가 있다. 부모휴가제도의 경우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반면에, 창업/학업휴가제도(Leave of 
absence)는 스웨덴의 노사협약에 의해서 도입된 독특한 제도인데 이는 직업의 안정성과 고용상황을 

10) 2020년 1월 28일, 29일, 30일 인터뷰(스웨덴 스톡홀름, 칼마르, 웁살라에서 인터뷰) 
11) 2020년 1월 28일 인터뷰 (스웨덴 스톡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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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해주는 상태로 6개월간의 휴가를 지지해주는 정책이다. 이 휴가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창업이나 학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장기간의 휴가를 통해 고용인
이 보다 창의적인 사고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스웨덴 청년들 중 많은 이들이 
부모휴가나 창업휴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서 피고용인에서 창업
가로 전환한다고 한다(Claire Bogusz). 

또한 사회투자제도로는 무상대학교육 시스템과 평생교육학습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숙
련과 역량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자율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무상의료제도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연금정책 등의 소득보장제
도를 통해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정책을 확보하고 있다. 즉, 혁신국가를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혁신의 배태된 높은 리스크 특성을 파악해야하며, 성공적 혁신의 기반은 혁신 실패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실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견해는 언론이나 경제단체 그리고 스웨덴의 기업
혁신부 장관(Sweden’s minister for enterprise and innovation)인 Mikael Damberg 등을 통해
서 중요성이 파악이 되고 있다. 다음 인용들은 스웨덴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I think if you want to be an innovative country, you have to give people security so 
they dare to take risks. Birk Nilson, for instance, knew that if his company fell apart, 
he’d still have health coverage; he also didn’t have any student-loan debt to pay off. 
Even if you fail, even if you file for bankruptcy, Sweden has a well-known and 
ambitious safety net. So I do think that taking on risk is not as daunting in Sweden as 
it is in the U.S.” - Mikael Damberg12)

(도전할 수 있는 사회보장이 있음)

“Sweden is a risk-friendly place. "Sweden has a lot of safety nets from an income 
perspective, which reduces the risk of starting your own company," says Mattias Ward 
at Swedish startup Innometrics, who thinks that potential employees are also less wary 
of working for a startup. With cheap or free higher education, students from Sweden's 
excellent universities also do not have crippling levels of debt before they even start.”13)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창업하는데 위험을 줄여줌. 높은 수준의 교육 중요함) 

“Why has Sweden proven so successful in encouraging digital entrepreneurs to start 
and grow new businesses?  One counter-intuitive and somewhat controversial answer is 
its high levels of taxation.  And while the tax level is listed by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 as the most problematic factor when doing business in 
Sweden, the government’s minister for enterprise and innovation Mikael Damberg claims 
the country’s social safety net means entrepreneurs are more free to take risks.”14)

(낮은 조세수준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조세수준이 다양한 인프라와 사회보장으로 돌아와서 창업가

12) https://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7/09/sweden-startups/541413/?fbclid=IwAR2hv
    _aTzcPNVrq_CbheOHVCrSfHLYASIguSY6BG9MIk72LUGV2GMh8WBC0 (Why Does Sweden Have So 

Many Start-Ups?, The Atlantic, 2020년 1월 30일 접속) 
13) https://www.techradar.com/news/world-of-tech/the-reasons-why-sweden-is-a-hotbed-for-digita
    l-innovation-1292681 (The reasons why Sweden is a hotbed for digital innovation, 

Techradar.pro, 2020년 1월 30일 접속)
14) https://www.weforum.org/agenda/2017/10/why-does-sweden-produce-so-many-startups/ 
    (Why  does Sweden produce so many startups?, World Economic Forum, 2020년 1월 3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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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

“For Sam Manaberi, founder of Gothenburg-based startup Trine, Sweden’s social 
safety net and wealth equality are at the very heart of what makes his country so 
innovative. “Sweden is an awesome place to start a business and an awesome place to 
raise a family,” he says.

....... He is just about to take the last of his 480 days paternity leave entitlement, 
which he has spread over the last eight years as his son has grown up. He took a 
summer off when he came back to his home country from the US, where he’d worked 
as an executive for German industrial giant Bosch. “It was a great time for reflection 
and hanging out with my son,” he says.

“I decided there isn’t that much risk in starting a business. Maybe it had to do with 
the fact I’d lived in the US for several years – that’s real risk.”

“Here, the worst thing that could happen was that I lost the salary I would have 
earned. Healthcare works really well and there are great schools. That safety net was 
so, so important.”15)

(창업하기에, 가족들과 함께 살기에 좋은 스웨덴. 보건시스템도 중요하고, 사회안전망도 매우 중요
함) 

안정된 보건제도와 사회보장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제도, 그리고 일가족 양립을 가능
하게 하는 일터문화와 다양한 휴가제도, 창업을 권장하는 제도들과 평생교육 제도 등이 스웨덴의 혁
신경제를 이끄는 근본적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포용국가의 사례는 스웨덴 뿐 아니라, 노르딕 국가 전반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통적
으로 노르딕 국가는 혁신적인 시민사회와 공공복지 영역 간의 장기적인 상호작용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어 참여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여왔다. 또한, 평등한 사회관계와 낮은 불평등, 그리고 분권화를 기
반으로 하여 사회혁신과 지속가능성을 기조로 한 노르딕식의 복지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했다. 
특히, 분권화를 통해 각 지역과 개인의 재량을 강화하여, 지시와 매뉴얼에 따른 일보다는 개인의 자
율성을 바탕으로 한 일터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는 21세기 변화하는 경제에 가장 적합한 요인이 되
고 있다. 이러한 노르딕의 강점은 어떻게 스칸디나비아의 복지모델이 사회와 경제섹터 모두의 책임
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CSEC report, 2014, An Ecosystem for 
Social Innovation in Sweden).

그 결과 노르딕국가들은 정보통신환경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비교한 PIAAC의 보고서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CSR) 지수 역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혁신에 있어서도 스웨덴 뿐 아니라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국가들은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신규 
기업들의 성과를 보여주며, 스타트업의 ‘hotbed’가 되어가고 있다. 

15) https://www.independent.co.uk/news/business/news/sweden-s-technology-powerhouse-shows-
    brexit-britain-a-positive-way-to-fix-its-ailing-economy-a8118641.html (How Sweden became one 

of the most innovative countries on earth, The Independent, 2020년 1월 3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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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불안정 복지국가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로 

1. 혁신과 복지국가의 선순환 메커니즘 

포용적 복지국가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용의 개념과 사회정책의 구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포용은 여기에서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안정성이다. 안정성이
란 삶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생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사회정책의 가장 오래
된 목표이기도 하다. 복지국가 초기에는 탈빈곤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면,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삶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처가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즉,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개인의 지위와 자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위험 관리자로서의 국가가 대처하면
서 삶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사회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된 것이다.

 둘째는 다양성이다. 포용성을 논의할 때 가장 자주 논의되는 요인으로서 권위주의와 획일성을 탈
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일과 삶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공존하는 상태이다.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20세
기 복지국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지만,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삶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고, 탈
산업화 및 기술변화와 함께 고용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더욱 포용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편성이다.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게만 안정성과 다양성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빈곤층
은 아니지만 돌봄의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숙련을 발전시켜야 할 이들이 모
두 사회정책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서 보편적으로 사회정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포용성의 증진은 사회정책과 함께 갈 수 있다. 실제 안정성과 다양성의 인정 그리고 보편
성은 사회정책의 중요한 속성이기도 하다. 동시에 다양성은 창의성과 혁신의 기반이기도 하며, 안정
성은 위험감수의 기반이 된다. 소수에 의한 혁신이 아닌 다수에 의한 혁신이 우리의 미래라면 보편
성은 풀뿌리 혁신의 핵심이 된다. 

포용적 사회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국가는 다음과 같이 혁신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앞서 논의한 스웨덴과 북구유럽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 혁
신의 문제점과도 연결되어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포용적 사회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안정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포용적 사회정책은 개인의 신뢰와 행복을 증진시킨다. 또한, 사회투자와 동시에 
인적자본을 발달시키는 동안 삶을 안정시켜주면서 인적자본 형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삶의 예측가능성과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개입을 통한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위험감수행
동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가 개인의 안정성을 위
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서 사회가 혁신적 경제로 전환하는
데 보다 우호적일 수 있다. 이러한 포용적 사회정책의 결과는 개인의 창의성 발휘와 자아실현, 그리
고 지역사회에서 적극적 시민으로 활동하게 하는 기반이 되며, 결과적으로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혁신은 사회에 다양한 난제를 풀어나가는 기반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이 증진되고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 경제혁신은 성장을 가져온다. 성장은 고용의 증진
과 조세의 증진을 가져오게 되어 보편적이고 포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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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포용적 사회정책과 혁신의 선순환 메커니즘 

요약한 선순환 과정 중 포용적 사회정책과 그 결과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의하면,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외부의 통제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결정감을 갖게 되고, 이는 보다 
높은 수준의 창의성으로 이어지게 된다(Deci et al., 1989; Gagne & Deci, 2005). 다시 말해, 직무
자율성이 높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대안을 탐색하는데 몰입하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Amabile, 1988; Oldham & Cummings, 1996).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가정신의 핵심이다. 
실제로 getting to equal(2019)의 연구 결과, 평등한 분위기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 
창의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실패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이 혁신적인 행
동을 취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가장 평등한 분위기의 회사에서는 40%인
데 반해, 가장 덜 평등한 회사에서는 7%만이 동의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산업, 국가, 지역별로 구분
하지 않고 무작위로 질문한 결과이며, 다양한 성별, 나이 등이 섞여 있는 결과이다. 다른 어떠한 특
성보다 평등한 분위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24 혁신과 기업의 평등/위계적 문화와의 관계

출처 : getting to equal(2019)16)

세계행복지수(2019)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북유럽의 자유도가 매우 높은 편이
고, 그들이 행복지수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의 자유도란 자신이 삶

16) https://www.accenture.com/nl-en/about/inclusion-diversity/gender-equality-innovation-resea
    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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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택권이 많고 이에 대하여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응답한 지수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도에 있어
서는 144위, 행복지수는 54위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유도가 낮은 곳에서는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
고 혁신도 적게 이루어지게 된다. 

포용적 사회정책은 시민들의 신뢰와 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과 타인에 
대한 신뢰 등의 긍정적 심리자산들은 사회 내 창의성과 혁신을 높이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 심리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각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MacLeod, 1973; 구교준 외, 2017). 즉, 복지국가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심리자산의 수준을 
높이고, 이는 곧 시민들의 인지다양성을 높인다. 창의성이 인지다양성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가능
성이 높다는 점에서(Page, 2007), 창의적인 혁신이 가능하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 역시 
행복과 삶에 대한 만족이 창의성 및 혁신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진술한다(Cohn et al, 
2009). 

복지국가의 주요 정책목표는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복지
국가가 시민들의 행복을 효과적으로 높일 것인가? 기존 연구들은 시민들을 노동시장으로부터 자유
롭게 하는 수준인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행복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Pacek & Radcliff, 2008; Anderson & Hecht, 2015). 특히 Anderson & Hecht(2015)
는 국가단위에서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수준과 고용규제 그리고 행복의 연관성에 대해 추
적하였다. 다른 변수들이 평균 수준임을 가정할 때, 탈상품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고용보호가 강화될수록 행복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한 국가의 탈상
품화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한되면 그 행복이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자율성이 행복에 중요함을 보여주며, 복지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보편적인 ALMP정책, 그리고 육아휴직과 보육서비스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면 노동자의 일 몰입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sser, 2009; 김영미· 김은하, 2013; 
Van der Wel & Halvorsen, 2015). 경제적인 이유보다 자아실현이나 일이 좋아서 노동을 하는 경
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높은 근로의욕은 노동자들의 재량학습(discretionary learning)의 수준을 
높이며, 이는 노동자들의 혁신행동의 기반이 된다(Lorenz, 2015). 

특히 Van der Wel & Halvorsen(2015)은 복지국가의 관대성과 일 몰입의 상관관계를 다양한 측
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관대성이 높을수록 여성의 일 몰입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등이 근
로연령대의 여성의 일 몰입과 창의성의 발달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편
적이며 포용적인 사회정책을 펼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혁신 지수가 높다는 점은 사회투자정책
의 조합과 혁신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특히 Lorenz & Lundvall(2010)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일은 보편적인 교육제도, 유연안정적인 복지제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Generalized trust)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은 혁신을 촉진하는 
변수이다(Barczak et al, 2010, Akçomak & Ter Weel, 2009). 이는 앞에서도 논의했듯, 혁신활동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성에 대한 인
내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곧 투자 등의 행위를 통해 타인의 혁신활동에 협력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뢰는 나와 전혀 다른 사회집단, 전문가 집단과의 창조적 협력의 
가능성을 높인다(Miettinen, 2013). 협력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인지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고 혁신의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보편적 복지국가인 사회민주주의 국가
들의 일반적 신뢰수준이 높다는 점은 해당 국가들이 혁신을 선도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또 다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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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될 것이다.

2. 포용적 사회정책의 방향

1) 모든 아동과 청년의 역량 강화 

Alic(2011) 등 기존 문헌은 혁신이 특정한 재능있는 개인에 의해 달성된다는 세간의 인식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혁신이 마지막에 결과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식별할 수 있기에 발생하
는 오해라는 것이다. 혁신은 대부분 장기간의 점진적인 혁신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혁신에 공헌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비추어보면 사회정책은 전국민의 안정적 인적
자본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교육정책과 기회균등정책의 영향력이 혁신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Miettinen(2013)은 보편적 교육과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혁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편적인 교육정책들을 통해 혁신에 필요한 성인기 학습의 기초내용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지식 수준과 일상적 창의성을 제고하여 혁신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기회균등정책은 불평등의 대물림을 막고 재능의 잘못된 할당을 줄
여 더 많은 인적자본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혁신을 강화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Bell et al, 2017; 
Celik, 2015). 

기회균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Bell et al.(2017)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수학성적과 특허
출원율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발명가가 되는지 분석하
였다. 이에 따르면 상위 1% 고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중위소득 이하의 아이들에 비해 발명가가 될 
확률이 10배 높았다. 특히 3학년때의 수학 성적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고소득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
들이 발명가가 될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백인은 흑인에 비해 발명가가 될 확률이 3배 높
게 나타났고, 남성 발명가의 비중은 총 82%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 유색인종, 여성은 
혁신에 있어 소수 대표되고 있어, 이들에게 안정성을 부여하고 혁신에 노출시킬 기회들을 제공할 때 
창의성과 혁신의 수준이 높아질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최근 미국 SAT에서는 역경점수(adversity 
score)라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회 불균등을 조정하려던 시도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은 인지적 다양성을 억제한다. 이는 빈곤이라는 경험이 IQ와 인지적 통제 능력과 
같은 인지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Page(2007)에 따르면, 인지적 다양성은 재조합형 탐구의 가능
성을 높여 혁신의 가능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빈곤은 혁신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사회정책을 통해 빈곤을 방지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아동과 청년에게 사회보호와 사회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미래 혁신가들을 잃지 않게 
되어 혁신의 기반을 넓히는 것에 직접적 연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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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가정환경과 혁신과의 관계

2) 위험감수정향과 혁신수용성의 향상  

본 연구는 Baumol(1990)과 Kao(2007)의 논의를 받아들여, 창의성과 혁신은 다양한 제도들이 상
호복합적인 영향을 주어 형성되는 결과물이라고 가정한다. 특히 한 국가의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안
정성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혁신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본다. 그 경로는 안정성을 
통한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경로는 혁신의 수용성을 높이기 때
문이다. 

안정과 창의성의 관계를 논의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창의성이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다(Amabile, 1996).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은 다시 말하면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이정훈·한기순, 2018), 독창성이 크면 클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불확실성과 위험성
은 더욱 커지게 된다(Runco, 2009). 따라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내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안정성을 통해 혁신활동의 위험성을 낮춰야 한다
(risk-hedging). 실제로 직업의 불안정성은 노동자 개인의 몰입을 방해하고 짜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혁신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Niesen et al, 2018; Spiegelaere 
et al, 2014). 과거 Lawson &　Lorenz(1999)는 직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노동자가 직장에서 암묵지
(tacit knowledge)의 활용을 줄여,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Carmeli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심리사회학적 안정은 한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조
건으로 나타난다.

개인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은 사회정책이다. 특히 보편적 복지국가는 사회적 위
험으로부터 전 국민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혁신의 촉발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복지국가가 혁신
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자영업자 혹은 
실업자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특정한 복지정책이 창의적인 노동의 결과물인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Fillipetti & Guy, 2015; Raffiee & Fe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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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ipetti & Guy(2016)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영역에서 벌어진 혁신에 대한 투자행태를 
분석하였다. 21개국 5000개의 회사를 분석한 이 결과에 따르면, 고용안정 혹은 실업보험의 수준이 
높을 경우 노동자와 실직자들이 보다 잠재적 발전성이 높은 기술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술이 비록 좀 더 불확실하더라도, 본인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그 불확실성을 해소
하고 더욱 미래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투자하여, 혁신에 기여한 것이다.

자영업자에 관련된 연구들 중에는 Raffiee & Feng(2014)의 “hybrid entrepreneurship” 연구가 
눈에 띈다. 전일유급노동과 자영업을 병행하는 자영업자는 안정성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
고 사업의 전망을 파악하여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은 사업과 연계된 
불확실한 부분들을 학습하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업의 전망을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hybrid entrepreneurship 자영업자의 퇴출위험은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33%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2002년에 이뤄진 프랑스의 신규실업자영업자 보조금 지원정책(PARE: Plan d’Aide au 
Retour à l’Emploi.)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Hombert et al, 2019). 이 연구에 따르면 프
랑스 정부가 실업자영업자들에게 3년까지 실업급여 수급권을 인정해주는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자
영업자의 신규 진입을 12%p 늘릴 수 있었다. 이는 소규모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졌고, 이
를 통해 혁신을 이뤄내어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창조적 파괴의 하나의 예가 된 
것이다.

또 다른 경로는 안정성을 확대함으로 혁신의 수용성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
국은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낮다. 본 연구진은 2018년 LAB2050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떠한 계층
에서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지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일자리나 소득에서 불안정성을 
겪은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서 기술혁명이 내 삶을 좋게 한다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
하였으며, 내 일자리가 기술혁명에 의해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
로 응답을 하였다. 즉, 안정성이 있는 이들일수록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포용적인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26 불안정성의 경험과 혁신의 수용성 

3) 생애주기 동안 역량의 유지 및 발달

안정성, 다양성, 보편성을 핵심으로 하는 포용을 실현하고 동시에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생애
주기에 걸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회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벗
어난다. 하지만, 21세기에 맞는 더욱 보편적이고 선제적인 안정성이 혁신을 위해서 필요하며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이를 위한 광범위한 재분배를 기본으로 한다. 

혁신적 포용국가에서는 안정된 사회보호를 기반으로 실용적이고 집중적인 사회투자 정책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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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가능성을 조기에 높이고, 이러한 고용가능성이 중장년기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
육과 훈련정책을 강화하고 동시에 사회보호를 강화하여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더 늦은 시기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주된 일자리가 늦게까지 유지되게 된
다면,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단을 갖게 됨과 동시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
할 여력을 더욱 같게 된다. 동시에 재정은 상대적으로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는 조기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고 영세자영업으로 전환되게 될 경우 자영업이 안정된 노후로 가는 가교 역할
을 하기보다는 노인빈곤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림 27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목표 

-본 그림은 Kvist(2016)의 ‘Fighting poverty & exclusion through social investment: A European 
research perspective’(European Commission)의 연구 부분을 응용한 그림임 

VI. 결론: 험난하지만 가야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한국은 혁신과 포용에서 심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외관상 혁신의 국제순위는 높지만, 전술한 바
와 같이 혁신의 기반이 취약하다. 또한, 소수에 의한 혁신은 배제적 성장을 가져오게 되면서, 혁신
의 성과도 모든 사회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 집중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높은 노동시장과 사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글에서는 불안정 복지국가의 현재를 극복하
기 위해서 포용적 사회정책과 포용적 혁신의 선순환이 필요하며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며, 그 
비전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포용적 사회정책은 개인에게 자유와 안정을 주고, 위험감수성향과 
인적자본의 증진 그리고 혁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며, 동시에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창의
적인 기업가정신을 가진 이들이 많아 질 때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혁신이 다시 고용과 재정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지국가를 유지
하게 하는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소수 기업의 생산성의 폭발적 증가가 국가의 생산성 증가라는 
착시를 넘어서 모두가 과학기술 혁신과 함께 기업과 사회에서 수많은 작은 혁신을 만들어내면서 포
용적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포용적 사회정책만이 혁신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형적 관계는 아니다. 우선, 불평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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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치열한(cutthroat)’ 자본주의에서도 그리고 북유럽과 같이 ‘따뜻한(cuddly)’ 
자본주의에서도 혁신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불평등한 사회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평등하고 
포용적 사회에서 혁신이 어렵다는 의견과는 차이가 있다17). 그림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약 불평
등이 확대될수록 혁신이 더욱 촉진되는 이론이 맞다면, 미국과 스웨덴의 불평등 격차가 증가하면서 
미국이 스웨덴보다 더욱 혁신이 촉진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웨덴
과 미국의 불평등 격차는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혁신의 격차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
지 다른 메커니즘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전자의 ‘불평등+혁신’ 메커니즘보다는 
후자의 ‘포용+혁신’ 메커니즘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의 행복과 안녕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림 28 미국과 스웨덴의 불평등 및 혁신의 변화 비교 

출처 : The Washington post18)

또한, 불평등을 줄이고 포용을 이루는 길이 사회정책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존에 지속적으
로 논의되어 왔던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개편이나 노동시장 및 경제 불공정 및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시작이다. 또한, 스웨덴의 사례에서처럼 혁신가들을 지원하고 키우려는 
직접적인 정책들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혁신이 임금 삭감이나 비용절감의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도록 혁신 그 자체가 사회문제 해결적으로 그리고 포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가에 있어서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이의 성공은 다시 불안정 복지국가의 난제
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실제 한국은 OECD에서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며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
성 격차가 매우 큰 사회이다. 포용적 사회정책과 포용적 성장정책이 동시에 진행되게 된다면 불평등
을 줄이고 동시에 창업경제와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

17) 부록 3의 경험적 증거 참조 
18)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2/09/28/is-sweden-awesome-becaus
    e-it-mooches-off-the-u-s/ (2020년 1월 2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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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림 30의 3사분면에서 1사분면으로 진행하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은 선언만 가지고 가능하지는 않다. 포용적 사회정책에 대한 과
감한 투자와 정책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이 GDP 대비 10%인데 반해서 
OECD 평균은 20%이며 프랑스나 핀란드와 같은 국가는 30%에 이른다. GDP 10% 수준이 우리나라
에서 약 180조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대대적인 투자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며, 고령화로 인한 연금과 
보건의 자동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더 많은 복지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직적이고 조건이 붙
은 복지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가 진행되어야 창의성과 기
업가정신이 증진될 것이다. 시장적 자유주의가 아닌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실질적 자유가 증진되
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9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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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노동의 시대 노동주권과 복지국가

이 승 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1)

1. 들어가며

후기 산업사회와 후기 자본주의로의 진입에 따른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불안
정노동과 불확실성의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울리히 백(1992)의 위험사회(Risk Societ)나 
지그먼트 바우만(2000)의 액체사회(Liquid Society)는 공통적으로 현대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해 묘사
하고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 한 직장에서 숙련이 쌓이고 임금이 상승해서 가족을 계획할 만큼의 미
래에 대한 가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부모세대나 자녀세대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또한 
어렵다. 특히 청년세대는 자신들이 노력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노동시장 변화속에서 열악한 노동시
장 환경에 빠지기 쉬우며, 그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로를 찾는 것 또한 어려워졌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문제 중 하나는 교육에 투자한 사적비용이 더 
높고 고학력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들이 잠재실업, 장기실업 그리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
한 상태의 노동자로 전전하거나, 니트, 히키코모리 등 단지 실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tanding(2011)은 불안정성에 노출된 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실업자뿐만 아니
라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프리카리아트(precariat)를 설
명했다. 이는 불안정함을 뜻하는 ‘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 ‘proletariat‘를 합성한 단어로 불안
정한 노동자계층을 뜻한다. 프리카리아트의 등장, 즉 한국 노동시장에서 불안정노동의 확대는 서비
스 경제로의 산업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통적 산업경제에서 서비스경제 그리고 디
지털 경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서비스업은 대게 ’질 낮은‘ 일자리로, ’저임금‘과 ’빈번한 고
용 단절‘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정한 고용관계였다. 서비스 부문의 노동수요는 대부분 저숙련, 비정규
직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의해 충당되었으며, 이는 일하면서도 빈곤한 워킹 푸어를 
양산하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관계의 서비스직 확대는 전통적 산업사회의 표준적 고용 관계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SER)의 해체로 이어졌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고용관계 
뿐 아니라 소득, 사회적 보호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었다. 이제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단순히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확대에 한정되지 않으며, 새롭고 다양한 고용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비표준적 고용관계는 두 가지 방식이 주로 활용되는데, 첫째, 근로기간을 기간제, 단기근로, 일시

근로와 같은 유기계약으로 제약하거나, 둘째, 고용관계에서 종속성이 없는 것처럼 위장된 고용관계
(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를 맺는 방식이다(서정희·백승호, 2017). 

위장된 고용관계는 다시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사업상의 위험부담을 근로자에

1) 본 원고는 2020년 한국연합사회정책학회에서의 발표를 위해 준비된 원고입니다. 미완의 원고로, 원고의 상당
부분은 다른 연구물을 통해 출간될 예정입니다. 인용이 필요시 저자에게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esophias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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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가하면서, 근로관계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는 도급 근로 방식의 일감 수주계약을 활용하는 방
식이다. 도급방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적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고
용형태를 ‘가짜 자영업(bougus self-employment)라 명명한다. 이들 가짜 자영업은 순수자영업자와 
달리 경제적 측면과 근로관계 측면에서 모두 종속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Böheim & Müehlberger, 2009: 183). 둘째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2자 고용관계에서 탈피해 다자
간 고용관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파견근로, 용역근로, 도급근로, 프랜차이즈가 대표적이다.

고용관계의 불확실성, 불안정성(Rodgers & Rodgers, 1989)을 특징으로 하는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불안정 노동에 속한 사회경제적 집단이 누구인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불안정 노동자는 고용계약관계의 불안정성과 관련하여 비정규노동, 비정형노동, 비표준
적노동, 균열노동으로 표현되어 왔다(Kalleberg, 2000; Weil, 2015). 또한 이들은 또한 ‘종사상 지위
의 취약’(vulnerable work), ‘일용직’(disposable work), ‘임시직’(contingent work)이어서 고용안
정성이 부재한 임금노동자로 정의되기도 한다.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연구들이, 고용계약관계 뿐 
아니라 소득, 사회적 보호의 영역으로 불안정성의 속성 및 개념의 측정 범위를 확장한 연구들이었다
(백승호, 2014; 이승윤, 백승호, 김윤영, 2017). 이들은 불안정성의 속성을 임금적 측면의 불안정성, 
고용관계의 불안정성, 사회적 임금으로부터의 배제에 의한 불안정성, 자원의 결핍에 대한 불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불안정 노동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노동의 불안정성을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했다. 전통적 표준고용관계에서 보
이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확장되는 고용관계의 모호성, 평가자의 다수화, 쉼과 일의 경계, 
비생산적인 시간과 생산적인 시간의 모호성, 작업장소와 사적공간 등의 경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포
착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현재까지 논의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경로의존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한국의 산업화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
다. 당시 정부는 소수의 선택된 대기업을 지원하는 수출 주도형 전략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
성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특유의 대기업 중심 복지 생산레짐이 형성되었고, 복지제도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표준적고용관계의 대기업 노동자와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포괄하며 발전하였다. 이렇게 형
성된 복지 생산레짐의 제도적 유산은 탈산업화 시기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이중노동시장 형성에도 
기여했다. 한국은 산업화 시기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노동시장의 질적인 측면이 나아졌
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떨어졌고 노동생산성 역시 감소했으며 제조업의 상대적 위
상도 낮아졌다. 또한 절반 이상의 노동력이 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
(IL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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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 2. 액화노동의 시대 노동주권과 복지국가 _ 이승윤

2. 디지털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의 변화

[그림 1] 자본주의의 발달과 액화노동의 등장

1980년대 진행된 산업 자본주의에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은 고용과 일의 작동방식의 변화를 유
발했다. 전통적 포디즘 시스템에 기반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제조업의 수익성하락으로 도요타의 
린 시스템과 ‘양극화된 서비스직의 확대’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외주, 하청, 프렌차이징 등 위험
의 외주화 현상이 발생했고, 저임금 저숙련의 서비스직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완전고
용을 전제한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는, 저숙련 저임금 서비스직으로의 여성 경제참여 확대와 그
로인한 돌봄 공백 문제에 대응하여 돌봄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
환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시작된 기술혁명과 그로인한 통신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자본주의’라는 새로
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창출했다. 디지털 자본주의의 도래는 기존의 산업사회나 서비스 경제사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일의 모습들을 만들어냈다. 4차 산업혁명과 긱 경제, 플랫폼 경제는, 기존
의 가치창출과 자본축적의 원천이었던 노동력을 데이터 축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생산요소에서 노동 
투입의 중요성은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협상력 또한 낮아지게 되었다. 이는 자본
으로 하여금 노동자들과의 협상 동기를 줄어들게 했다. 숙련된 노동의 필요성과 노동자와의 협상필
요성이 낮아진다면, 노동을 지워내야 할 불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자본주의 하에서 창출된 새로운 형태의 일의 모습은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방향으
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모습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매개된 
고용관계에 놓이는 경향이 지배적이며, 단편적이고 단속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되며 안전사고나 각
종 비용(컴퓨터나 차량 구입비, 연료비, 보험료, 수리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근로자 지위를 인
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불안정 노동으로 분류된다. 또한 디지털 노동분업(digital 
division of labor)을 통한 업무의 원자화 또한 주요한 특징으로 목격된다. 전통적 직업(jobs)과 달
리 디지털 자본주의 하에서 일은 프로젝트(projects)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더 쪼개져서 일
감 단위(tasks)로 나뉘고, 점점 세분화되면서 미세업무(microtask)로 구분되고 있다. 생산활동의 일
자리에서 일감 단위로의 세분화는, 노동 자체를 쪼갤 뿐 아니라, 고용 관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며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작은 단위로 쪼개진 업무는 보수와 관련한 위험 가능성을 증가시켰
으며, ‘일’ 또는 ‘근로’ 자체의 정의를 어렵게 했다. 이에 임금 수준 및 노동시간과 같은 기준의 적
용 등 노동법 관련 쟁점 뿐 아니라, 사회보장법 자격기준과 관련된 쟁점들이 촉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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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에는 이러한 변화가 고스란히 반영되
어있다. 플랫폼 노동의 노동과정은 이전의 전통적 표준고용관계와는 완전히 다르다. 고용관계의 모
호성은 극대화되어 있으며, 다수 평가자들의 별점과 알고리즘을 통한 보이지 않는 노동통제는 더욱 
정교해졌다. 쉼과 일의 경계는 사라져가고 있고, 비생산적인 시간과 생산적인 시간은 모호해지고 있
다. 그리고 작업장소와 사적공간 등의 경계가 완전히 형해화되었다. 

3. 액화노동

‘액화노동(Melting Labour)’은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노동을 의미하
며, 이는 비표준적(non-standard)·비정형적(atypical) 노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성 자체가 형해화되
고 있는 플랫폼노동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적용이나 사회보험 
법적용에서 배제되며, 비용과 위험의 외부화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과 직무의 시공간적 배치를 
변화시켰다. 플랫폼 경제 하에서 노동은 탈공간화, 탈노동자화되며, 관련한 위험은 개인화되고 있다. 

탈공간화, 탈노동자화는 액화노동과 관련한 경계들을 모호화하고 있다. 첫째는 비생산적인 시간과 
생산적인 시간의 경계이다. 액화노동에서는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일을 하기 위한 대기시간이나 
다음 일감을 찾는 등의 비생산적인 시간이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생산적인 시간과 비생산적인 시간의 경제는 
또한 실직인 상태와 고용인 상태의 경계, 즉 실업의 의미를 모호하게 한다.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단절
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업’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보험은 온전히 기능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작업장소나 사적공간의 경계, 일과 쉼, 고객과 소비자와 고용주 그리고 근로자의 경계까지도 모호
해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액화노동의 불안정성에 주목해왔다. 우선 액화노동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
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관련 법에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 
관련 법들은 임노동 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기때문에 근로자성 판단
이 모호한 액화노동은 이들 법에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액화노동은 일자리가 아니라 일감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에서의 소외, 협상력의 약화, 소득의 불안정성 심화에 직면해있다. 
그리고 액화노동은 사회보장의 보호에서도 소외된다. 기존의 사회보험 등도 주로 임금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되는 일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제도의 
부정합성에 대한 분석은 액화노동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보호장치들을 구상하는데 필수적이다.

둘째, 노동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실질적 통제와 종속성이 액화노동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상법상의 계약관계로 인해 자율성을 가지고 사
업을 수행하는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장된 고용관계, 다자간 고용관계로 인한 종속성과 통제
가 지배적이다.

액화노동에 대한 노동과정의 실질적 통제와 종속성 심화는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
욱 용이해지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생산, 물류, 유통, 의사결정
은 노동시장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노동시장 생태계 변화는 노동과정의 변화를 수
반하는데(백승호, 2019), 그 핵심적 특징은 노동의 탈공간화, 노동자의 탈노동자화, 디지털 노동분업
의 심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진다(김영선, 2017; 김종진, 
2019). 

우선 플랫폼노동에 대한 통제는 유연화, 원자화된 노동에서 비롯된다(이승윤, 2019). 플랫폼 노동
의 일은 일감 단위(tasks)로 세분화되어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에게 경쟁시스템을 통해 배분된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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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플랫폼 노동자는 생산의 전체적인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고 미세업무(microtask)만 수행하게 된
다. 이러한 원자화는 하나의 일을 완수하는데 소요되는 노동시간, 임금 조차도 작은 단위로 쪼개져 
다수에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노동자들은 생산과정에 단편적이고 단속적으로 참여하여 일감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소득활동에서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며, 안전사고나 각종 비용(컴퓨터나 차
량 구입비, 연료비, 보험료, 수리비 등)에 대한 부담은 본인이 떠맡게 된다(이승계, 2018; 이승윤, 
2019). 플랫폼 노동자의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
승윤, 2019; 이승윤·백승호·남재욱, 2020).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와 협상력 부재는 플랫폼 기업이 정보를 독점하고 플랫폼 이용자들을 중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비대칭성에서도 비롯된다(Schmidt, 2017). 플랫폼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이용자들(고객과 플랫폼 노동자)은 각각 제한된 정보에만 접속가능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양쪽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
은 권력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플랫폼 노동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이승윤, 2019; 이승
윤·백승호·남재욱, 2020). 뿐만 아니라, 탈공간화되고 원자화된 미세업무의 수행은 플랫폼 노동자들
의 집합행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의 노동통제에 대한 대응 협상력을 
갖기 어렵다. 

결국 액화노동의 탈노동자화는 기존의 노동관련법 및 사회적 보호시스템에서 배제로 이어지고, 노
동과정에서의 원자화, 탈공간화, 디지털 노동분업의 심화는 플랫폼 노동의 노동소외, 소득 불안정, 
낮은 협상력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4. 노동주권

상술한 변화하는 노동의 모습과 관련하여 노동법, 사회보장법, 근로환경에 대한 보호, 노조와 기
본적 협상력 보장의 제도차원, 일터차원, 개인차원에서 노동자의 노동주권과 통제력의 보장을 위한 
노력들 또한 관찰되고 있다. 노동주권은 변화하는 노동의 형태에서 노동자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얼
만큼의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가와 연관됨으로써,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핵심이 될 수 있다. 이
에 액화노동의 모습에서 모습에서 노동자가 여러 위험요소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노
동주권을 개념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림 2] 노동주권의 결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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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주권은 제도적 개입과 개인적 차원의 노력의 두가지 측면으로 결정된다. 제도적 개
입은 제도차원 노동환경과, 일터차원 노동환경으로 분류되는데 제도차원 노동환경에는 노동관련제도
와 사회보장관련제도가 포함되며, 일터차원 노동환경에서는 근로시간 및 보상과 일감수주 등이 고려
된다. 개인적 차원의 노력은 ‘욕구-통제-지지’와 ‘노력-보상’의 과정을 포함하는 개인차원 노동환경
과 건강 및 안전 행동, 숙련 투자 행위를 포함하는 개인의 행위결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개념화는 
일터 및 제도 차원의 노동환경과 심리사회적 차원의 노동환경의 상호작용이 노동자의 노동주권의 결
정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림 3] 액화노동과 노동주권과의 관계

제조업 기반의 경제에서 서비스경제, 디지털경제로 진입하면서 노동의 액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제도적으로 노동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도 있어왔다. 노조를 통해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하
고, 표준적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였다. 또한 근로기준
법과, 근로장소와 관련된 규칙들은 노동자의 건강과 노동에 대한 통제력을 일정정도도 보장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이러한 제도들의 조합은 제조업 기반의 경제에서 복지국가의 수립을 통해 어느 정
도 구체화된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경제로 진입하며 노동자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은 그 
정합성이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산재위험인 추락, 절단 
등의 위험과 다른 감정노동 등의 새로운 위험들이 발생하였지만, 기존의 산재보험은 이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주권의 약화는 디지털경제에 이르러 노동의 더욱 액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더 진행되었다. 전통적으로 노동주권을 보장해내던 노동을 둘러싼 여러 법과 사회보장제도들
은 더 이상 액화되는 모습의 노동과 정합성을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되고, 때문에 노동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불안정노동자들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본 원고에서는 이 
지대를 ‘누락된 중간지대’로 개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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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액화노동의 정도와 노동주권의 정도에 따른 집단 분류
 

위와 같은 분석틀은, 노동의 액화와 노동주권이 교차되는 지점에 노동자들의 위치를 보여준다. 작
업공간의 경계, 생산적인 시간과 비생산적인 시간의 경계, 산재와 개인적 ‘아픔’의 경계, 고용주의 
모호함, 평가자의 다수화로 대표되는 노동의 액화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주권에 대해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 노조, 기본적 소득보장, 노동(노조가입, 노동규칙, 근로시간, 근무장소)에 대한 통제력, 산
재 보상, 탈삼품화 정도로 평가되는 노동주권의 정도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불안정한 노동자를 규정
하고 이들과 정합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상하는 데, 적절한 기준이 될 것이다. 

 각 노동자는 [그림 4]와 같이 액화노동의 정도와 노동주권의 정도에 따라 4가지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1)은 액화노동의 정도가 낮지만 노동주권이 낮은 집단으로,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법 등의 
법제도, 노조에 배제된 임금노동자’를 의미한다. 한국 노동시장의 외부자,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
동자등이 이에 포함된다. (2)는 액화노동의 정도는 낮고, 노동주권이 높은 집단으로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법 등의 법제도, 노조에 포괄된 임금노동자’를 의미하며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한국 
노동시장 내부자가 이에 해당된다. (3)은 액화정도의 정도가 높고, 노동주권이 낮은 집단으로, ‘액화
된 노동의 형태로 일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법 등의 법제도에 배제됨. 개인적 차원의 저
항, 협상력도 낮은 노동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4)는 액화노동의 정도는 높지만, 노동주권도 높은 집단으로, 
‘액화된 노동의 형태로 일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법등의 법제도에 배제되어도 개인적 차
원의 저항, 협상력도 높은 노동자’를 의미한다. 디지털 고숙련 노동자, 기술활용하여 액화된 모습으
로 일하는 고소득 노동자가 이에 해당한다. 

5. 누락된 중간지대

누락 된 중간지대는 이와 같은 전통적 사회보장 제도의 보호에서 배제가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ILO, 2019:6; ILO, 2017:148).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배제는 ⓵ 공식부문의 비정규직 노동
자, ⓶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가짜자영업 또는 모호한 고용관계에 있는 비공식 고용 노동자(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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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⓶는 액화노동에 해당), ⓷ 비공식 부문 비공식 부문이라는 용어는 일이 수행되는 장소의 관점에
서 정의된 사업체 기반 개념이며, 비공식 고용이라는 용어는 고용관계나 일과 관련된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정의된 직무기반 개념으로 정의된다(ILO, 2019: 5). 

의 영세자영업자, ⓸ 잠재적 실업자 집단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들 누락된 중간지대를 구성하는 
집단들은 프레카리아트(precatiat)로 불리는 전형적인 불안정 노동 집단이기도 하다(백승호, 2014; 
서정희·백승호, 2014; 이승윤 등, 2018).

첫째, 공식부문의 불안정 노동을 대표하는 비정규직은 누락된 중간지대의 대표적인 집단이다. 비
정규직은 임시직·시간제 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는 노
동자 집단이다, 이들은 표준적 고용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비표준적이고 비전형인 다양한 고용형태에 
종사하고 있다(World Bank, 2019a: 7). 임금 수준은 낮고, 고용의 불안정성과 소득활동의 불규칙성
이 특징이며, 근로자로 인정받긴 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사회보험에 대한 정
기적인 기여와 장기적인 가입이력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사회보험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주요 집
단이다(이승윤·백승호·김윤영, 2019). 이들은 공공부조 수급도 어려운 계층이다.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이 공공부조 수급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조에서도 수급대상에서도 배제
되는 경향이 있다(ILO, 2020:5). 

둘째, 비공식 부문의 영세자영업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어온 누락된 중간지대의 대
표적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비공식 부문 영세자영업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법인이 아닌 
경우, 피용인이 5인미만이거나, 독립회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된다(ILO, 2003: 47-52; 
RNSF, 2017: 5).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에 따라 5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이면서 5인 미만 사업체(제조업· 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를 ‘소상공’인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 및 면세 사업자”로,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로  영세자영업자를 
정의한다(이아영 등, 2019: 16).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법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국민연금이
나 건강보험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신분으로 가입하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셋째, 비공식 노동자들은 앞 절에서 설명한 1980년대 이후 노동의 액화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누
락된 중간지대의 주요 집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공식 부문 노동자는 공식적인 임노동 계약관계를 
맺지 않으며, 고용주가 사회보험 기여를 회피하는 다양한 방식의 계약관계를 활용함으로써 사회보장
체계에 포괄되지 못하는 노동자 집단이다. 이들은 자영업이거나, 비공식 부문 기업에서 일할 수도 
있고, 공식부문 기업에서 일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임노동 계약관계를 맺고, 소득세를 납부하
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체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RNSF, 2017: 6).

대표적인 비공식 노동자는 특수형태고용 종사자, 플랫폼 노동과 같이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모호한 고용, 가짜자영업자 집단이다. 가짜자영업은 도급계약을 통해 일감이나 사업을 수주하기 때
문에 법적지위가 자영자로 분류되어 사업상의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순수 자영업자와 달리 
경제적으로나 노동과정에서 모두 종속적이다(Boheim & Muehlberger, 2009: 183). 경제적 측면에
서 보면 실제 소득이 주로 한 사람의 도급업자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주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종
속적인 경향을 보인다(Muehlberger & Pasqua, 2009:202). 또한 노동과정에서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변경하기 어렵고, 근로내용 등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종속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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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oheim & Muehlberger, 2009: 183). 
사용자들은 고용계약 관계보다 이러한 가짜자영업관계의 계약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노동 관련

법의 규정을 회피해갈 수 있고, 사회보험료 등의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Mckay et 
al., 2012). 따라서 이들은 법적으로 사회보험에 배제되는 주요 집단을 구성한다(서정희·백승호,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득 수준은 공공부조 수급기준 보다 높아서 공공부조의 수급대상
에서도 배제된다(RNSF, 2017). 전형적인 중간지대의 특징이 관찰된다.

 가짜 자영업 계약에서는 삼각고용관계가 지배적이다(서정희·백승호, 2017). 삼각고용관계는 통상
적인 2자 고용관계에 제3자가 추가되어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파견)사업주와 고
용계약을 맺었으나, 자신의 사업주가 다른 제3자인 사용사업주와 노동 혹은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
음으로써 노동자는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수행하는 방식이다(서정희·백승호, 2017). 이러한 삼각
고용관계는 민법상 혹은 상법상 계약에 기반하기 때문에 노동관련법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주
로 활용된다. 파견근로, 용역근로, 도급근로, 프랜차이즈 계약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계약방식과 다
자간 고용관계는 플랫폼 노동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역시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일부 특수형태 고용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법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신분으로 가입하
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라 하더라도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실업자 집단은 누락된 중간지대에서 종종 간과되고 있는 집단이다. 잠재적 실
업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실망실업자 등과 불완전 취업자를 의미한다
(황수경, 2011). 실망실업자는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이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취업할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한다. 불완전 취업자는 경
제적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고용동향을 보면, 여성의 경우 취업 상태에서 실업으로 이동하기 보다는 취
업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형적인 실망실업자에 속
한다. 실망실업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 기여 여력을 가지지 못한다. 불완전 취
업자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아서 사회보험 기여여력이 부족하고, 부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시스템내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림 5] 누락된 중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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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누락된 중간지대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 공식 영역에 존재하는 우측 상단의 사분면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분면에 해당한다. 즉, 누락된 중간지대는 공식부문이나 비공식 부문 모두에서 나
타날 수 있다. RNSF(2017)는 누락된 중간지대의 예시로 계절노동자, 가내 종사자, 일용직, 순수자영
자, 가사노동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누락된 중간지
대에 포함된다. 위 그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네 번째 분류의 부분실업자, 잠재실업자 역시 
사회적 보호 시스템에서 배제되어있는 누락된 중간지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누락된 중간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째, 누락된 중간지대 현상은 액화노동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부정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표준적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보호가 주된 목적이었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 즉 노동의 액화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 조건에서 충분한 
사회적 보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의 액화는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를 의미하는데, 정규직 임금노동이라는 표준적인 고용 형태
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다양한 일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시간
을 제약하는 임시일용 및 시간제 계약, 상법상 계약관계와 2자 고용계약관계에서 벗어난 파견, 용역 
및 도급계약, 프랜차이즈, 특수형태근로 등 다각화된 고용형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
한 강제가입 적용부터 시작하여 적용사업장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현재는 4
대 사회보험 모두 1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기존 연구들은 4대 
사회보험의 보편적 적용(배지영·홍백의, 2012:214), 법적인 대상포괄성의 완성(구인회·백학영, 
2008:176; 윤정향, 2005:124)을 주장해왔지만, 2019년 8월 기준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인 90% 
수준인것과 비교할 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가입률은 국민연금 37.9%, 건강보험 48%, 고용보험 
44.9%에 불과하다(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2020). 전형적인 누락된 중간지대 현상이 관찰되고 있
다. 

그 이유는 사회보험의 법에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 적용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아래 표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법적으로 직장가입 강
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직장가입에 대한 이러한 법적 예외규정으로 인해 이들은 산업재해보
상보험과 고용보험에 법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어렵다. 물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직장가
입의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동인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누락된 중간지대가 발생하는 다음의 두 번째 이유
와 관련된다. 

둘째, 누락된 중간지대 현상은 사회보험료 책정 기준 및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이 액화노동의 사회
보험 가입 회피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ILO, 2019: 13). 

액화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하나는 사회
보험료 부담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자격
과 보험료 수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액화노동의 경우 종속성의 측면에서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를 자영업자에 준하는 기준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
해야한다. 특수형태고용 종사자의 경우에 산재보험료의 50%는 본인부담이다. 

또한 사회보험료의 부담 수준과 무관하게 사회보험의 재정방식 자체가 액화노동의 사회보험 기여
를 어렵게 한다. 현재 사회보험료 기여는 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액화노동의 소득은 부
정기적이며, 월별 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월 단위의 정기적인 사회보험료 기여를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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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셋째, 누락된 중간지대 현상은 자영업자가 법적으로 사회보장 포괄 범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발
생한다(ILO, 2019: 13).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대부분 고용관계가 입증 가능한 노동자만을 사회보장 수급의 법적 자격을 
부여한다. 입증 가능한 고용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노동자란 피용인이 없는 1인 자영업, 피용인이 있
는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위장된(가짜, 모호한) 고용관계 등이 해당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
폼 기술의 발전으로 근로자의 경제적, 인적 종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드는 플랫폼 노동
이 모호한 고용관계의 전형적인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보험에서 법적으로 배제
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특례형태로 임의 가입이 가능
하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은 자영업자의 산재보험가입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규정은 임의규정일 뿐 아니라 해당 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유인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1인 자영업의 고용보험 가입은 15,549명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5만 명의 0.38%에 불과하고(박충렬, 2020), 산재보험의 경우 2017년 11
월 기준 20,731명이 가입했는데, 이는 당시 자영업자수 대비 0.36%에 불과하다(이아영 등, 
2019:114). 

넷째, 위와 같이 자영업에서의 누락된 중간지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회보험 가입이 임의규
정일 뿐 아니라 급여수급에서 임금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설계된 제도 특성에 기인한다.

2020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없으며, 고용보험료 0.65%, 국민연금
보험료는 4.5%, 국민건강보험료는 약 3.3%를 부담한다. 그러나 자영업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9%
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6.67%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 2%
와 임금근로자는 부담하지 않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0.25%를 합한 2.25%를 부
담해야하며, 산재보험료도 전액 본인 부담이다. 즉 임금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보험료는 임금의 약 
8.5%이지만, 자영업의 경우 19.7% 수준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다섯째, 자영업의 누락된 중간지대는 사회보험 가입 절차의 복잡성과 까다로운 수급요건 그리고 
전환비용에 따른 선택의 결과 때문이기도 하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업장 기준에 부합
되어야하는 등 복잡한 가입절차가 필요한데 이는 영세자영업의 사회보험 가입유인을 약화시킨다. 또
한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폐업으로 인한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의 20% 이상 감소, 3분기 연
속 적자 등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의 모호성과 복잡성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유인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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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산성이 낮은 영세자영업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은 비공식부문에서 공식부문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의 전환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
다(ILO, 2019:14). 전환비용이란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비용과 과세 기반이 
투명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즉, 사회보험 가입으로 자영업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됨
으로써 사회보험 행정 뿐 아니라 과세행정에서도 공식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영세자영업의 경우 
그들의 재정역량 대비 공식화로 인한 전환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ILO, 2019:14). 

6. 결론

노동의 액화(the melting of the labour)는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이 되는 사회보험은 제조업 기반을 기반으로 한 노동형태와 노동시장을 전제하여 발전해왔기 때
문이다. 제조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능력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노동시장 참여자는 사용자와 표준적 
고용관계를 형성하며 안정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고, 노령 질병, 장애, 산업재해, 실업, 사망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원리다. 하지만, 노동의 급격한 변
화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 간의 부정합을 초래했다.

근대이전에 노동은 주로 고생, 고통, 수고를 의미하는 개념이었지만, 근대 이후의 전통적 산업사
회의 노동은 임노동 계약관계에 기반한 생산적 노동을 의미하였고, 표준적 고용관계가 특징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이러한 표준적고용관계는 이미 기업의 주주들이 기업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진행된 일터의 균열로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비표준적 고용관
계가 지배적이 되어왔다.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비표준적 고용관계
를 더욱 공고히하고, 비표준적 고용관계 마저도 형해화하고 생산활동을 일자리에서 일감 단위로 세
분화함으로써, 노동 자체를 쪼갤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고용 관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왔다. 

예를 들어, 현 사회보장 시스템에서는 액화노동은 고용주와 사업장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가 있다. 즉, 노동에 대해 일정의 책임을 질 (노동환경에 대한 책임, 보험료에 대한 책임) 주체를 찾
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또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일을 하기 위한 대기시간이나 다음 일감을 찾는 등의 비생
산적인 시간이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생산적인 시간과 비생산적인 시간의 경제는 실업의 의미를 모
호하게 한다. 실업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단절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업’을 명확하게 정
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보험은 온전히 기능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의 소득보장에 영
향을 주며, 노동자로 하여금 시장소득에 더욱 의존하게 하고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문제는 상술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전통적 산업사회를 전제로 형성된 복지제도가 현실과 정합하지 
못하는 '복지정책의 제도적 지체', 그리고 ‘새로운 배제’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생산체제의 변화속
에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복지제도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시킨다. 그간 역사적으로 
복지국가는 임금노동자의 소득보장 목적 중심으로 발전해왔는데, 이때 기본전제인 ‘임금노동자’의 성
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 제도는 전통적 표준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이탈한 새로 생겨나는 많은 일자리들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포괄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은 비전형적 고용관계에 노출된 전형적인 인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_63

기획주제 2. 액화노동의 시대 노동주권과 복지국가 _ 이승윤

구집단이라는 점을 주지할 때(김교성 외, 2010), 결국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던 기존 사회정책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조차 힘든 청년들에게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불안정한 
직업경력은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배제와 악순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에 사회정책이 얼마나 정합성을 가지고 대응하느냐의 여부는  불평등과 
빈곤 완화 등 사회정책의 효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표준적 고용관계, 균열 노동 그리고 액화 노동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일감 수주 등 일의 방식, 
보상과 통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욕구 등 액화노동을 둘러싼 제도적 차원의 노동환경이나 규칙들
이 다양한 수준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이에 크게 주목하고 있지 못하
였다. 표준적고용관계, 균열노동 그리고 플랫폼노동으로 이어지는 노동의 액화는 근로자성의 탈각 
여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액화노동의 불안정성을 주로 고용계약관계의 불확실성, 소득의 불안정성,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성 측면에 주목해왔다. 이들 연구들은 액화노동 불안정성의 근원으로서 근로자성의 불인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이승윤, 2019; 조성혜, 2017a; 이다혜, 2017, 2019; 박은정, 2018a). 그러나 
액화노동의 불안정성은 근로자성 인정이라는 제도적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액화노동이 근로
자로 인정받는다 해도, 제도적 차원서 보면 일감 수주 방식, 보상과 통제방식 등 액화 노동의 작동
방식에 다양한 불안정성 요인이 상존한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정성 요인은 액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
하게 존재한다. 

관련하여, 액화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적 사회정책조합이 충분히 제시되지 있지 못하다. 지
금까지는, 제도적 차원에서 특고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액화 노동에 적용하는 수준의 대안 
또는 소득보험 개혁과 같은 사회보험개혁안들이 제안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기존의 연구들은 플랫
폼노동시장, 플랫폼노동, 그리고 사회보장제의 부정합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액화노동 생태계와 일의 작동 방식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보장 개혁논의가 더이상 
진전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한편,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비공식 경제의 확장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설명하였는
데, 이러한 비공식 경제가 고소득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하였다. 고소득국가에서 진행된 
일자리의 다양화 및 파편화는 수많은 형태의 자영업자, 계약직 노동자, 긱 경제 일자리 등을 양산하
였다. 비록 그러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서는 소수지만, 위와 같은 일자리의 증가율은 
전통적 고용의 증가율보다 더 높으며, 전통적 고용의 기업에 비해 위와 같은 노동자의 비율이 더 높
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경쟁상대’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다(World Bank, 2019a). 그
리고 이러한 특징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
명하였다. 중간지대 누락(missing middle) 현상은 비공식 경제와 강력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판단
된다.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는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정합하지 못하여 사회보험에 배제되는 계층이 증
가(missing middle 化)하고 있고, 이들 특징은 주로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액화노동의 경향은 임금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의 부정합성을 심
화시킨다. 결국 액화노동의 확산은 누락된 중간지대의 확산을 의미한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들은 표준적 고용관계에 기반하고 소득비례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나 아
동, 장애인, 노인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 및 빈민을 주된 사회적 보호의 대상으로 포
괄해왔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제도적 부정합은 전통적 사회보장 제도들의 보호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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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 집단들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집단 또는 영역을 본 연구는 누락 된 중간지대
로 규정하였다. 대표적인 누락 된 중간지대는 공식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공식 부문의 영세자영
업 및 특고, 플랫폼 노동과 같은 비공식 노동자들, 잠재적 실업자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회적 보
호에서 배제되는 누락 된 중간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근로자를 주된 보호의 대상으로 간
주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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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search Questions & background

블록체인기술은이미상당한논의진행, 전자정부, 사회정책에의적용가능성을탐색하고자함

과연 “좋은”정책, 제도를도입하는것이혁신인가?!! Ex. 철학과가치를넘어기술적인부분?

완전하지못한행정데이터, 빅데이터/ 전국민고용보험등의선결조건

블록체인 “거버넌스” (미래 민주주의?)가사회정책혁신을가져올수있을까?

가능성의탐색이므로넓은범주그리고타켓팅의어려움, so far…

Why 블록체인 거버넌스?

2블록체인 거버넌스가 사회정책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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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술의 발전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이 있음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 &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비트코인 등은
일시적인 유행

 ICT 정보화가 사회복지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 불신을 심화 & 상호역량
약화 가능성: (김수영, 2018)

 디지털 공유경제 & 블록체인의 가능성과 전망은 정치적 규제와 매개에 달려
있음. 디지털 공유경제와 분산 네트워크 경제의 변화, 가능성 & 전망 역시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 (전병유 & 정준호, 2018) ->결론?

 마누엘 카스텔스 (Manual Castells): 정보통신기술(ICT: Internet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은 우리 생활을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핵심동인

 래리 서머스(Lawrence Summers): 블록체인은 금융시스템의 혁신 디지털기술
중요한매개역할

 다수의 기술(발전& 지향) 주의(자) -> 발표 지향, 악역?

찬성

우려& 가능성

블록체인 & ICT 발전?

Background 1: 기술적 티핑포인트?

미래는 블랙스완인가 vs. 슈퍼예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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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II World Maps of Negative Reciprocity, Altruism, and Trust

Q J Econ, Volume 133, Issue 4, November 2018, Pages 1645–1692, https://doi.org/10.1093/qje/qjy013

The content of this slide may be subject to copyright: please see the slide notes for details.

Global Preferences Survey

Korea ranking among 78 countries 

negative reciprocity 2th  
Positive reciprocity 55th 
Altruism 11th
Risk taking 43th
Trust 43th
Patience 14th

Background 2: negative reciprocity?

사각지대 보완 vs. 부정수급 방지 =

I, Daniel Blake vs. Global 

Preferences Survey

[출처: ‘Freedom in the World’, 
미국프리덤하우스]

Background 3: 민주주의의 후퇴?

How Democracies Die  (Levitzky and Ziblatt, 2018)

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 국가의 수 감소: 민주주의로이행을하다 정치적
불안정및군사적이유로 권위주의 상태로 회귀한 국가들증가

비교적선진민주주의로여겨지는 국가들에서도 극우로 치닫는 우경화 현상
등장: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으로인해대의 민주주의에근본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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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거버넌스와 직접민주주의
정보통신기술이 가져오는 국가, 시민, 기업의 미래 모습은 정보화 시대의 운영 메커니즘으로 불리는

디지털 거버넌스(Digital Governance)를 통해 구현
‘디지털 기술 융합에 기반을 둔 시장과 사회를 운영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써, ICT를 활용하여

시민, 정부, 기업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운영 메커니즘

디지털이라는 기술적 요소와 거버넌스라는 정치와 사회의 운영 메커니즘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개념으로써 수평적 협의 네트워크로 진화함을 의미

>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시민들에 의한 정치 참여는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문제로

제시되었던 상황 해결 가능성 증진

디지털 거버넌스 & 디지털 크러시

‘디지털 민주주의(디지털크라시)’ 시대를 향하여

매우 급속하게 전환

전 세계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데모크라시 OS’, 뉴질랜드 ‘루미오’, 미국 ‘브리게이드 미디어’, 판란드의 ‘오픈 미니스
트리’까지 디지털 거버넌스의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 실행

전자정부, 디지털 거버넌스 그리고 디지털 크러시

정치적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전자민주주의,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거버넌스로 계속 진화

정부와 시민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영향을 주는 전자정부의 특징

말이끄는마차에네비게이션을설치한형국?(Jim Dator)

정부공공데이터공개, 누구나쉽게접근, 시민활용정보의공
개

시민의편의성과정부집행효율성을온라인
사이버공간에서구현

온라인민
원처리

디지털플랫폼구축, 전자서베이, 전자게시판, 
전자투표통해시민의견수렴

시민의참
여

디지털 거버넌스 & 디지털 크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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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블록체인의 원리 & 특징

1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블록체인의 원리 & 특징

[출처: 박성준, 창조경제연구회(2018)]

분산원장

공개 디지털 장부

스마트 계약

가상통화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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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성준, 창조경제연구회(2018)]

다양한 블록체인
정의

블록체인1 분산원장(분산장부)

P2P 신뢰네트워크
P2P 신뢰비즈니스네트워크

블록체인2

제2의인터넷
가치의인터넷

블록체인5

블록체인3 스마트계약실행플랫폼

블록체인4 컴퓨터(A trust world computer)

이
해
의

성
숙
도

블
록
체
인

이
더
리
움

비
트
코
인

블록체인 원리 & 특징

1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2 블록체인의 기본원리 & 특징

모든 사용자가 블록체인 사본을 각자 갖고 있으며, 

과반수가 넘는사용자가 동의한 거래내역만 진짜로 인정, 

영구적으로 보관할 블록으로 묶음, 새로 만든 블록은 앞서

만든 블록체인 뒤에 덧붙이게 되는 것임

기본원리

블록체인의 원리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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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성·분산성·투명성·보안성

다수의독립적거래당사자(익명성)의컴퓨터에똑같이저장되는

‘분산장부기술’에기반한분산형구조

공인된제3자(TTP: Trusted Third Party) 없이

P2P(Peer to Peer) 거래

신뢰성(투명성)을담보할중앙집중적조직이나공인된제3자가

필요없음

근본적으로조작가능성을차단(중앙서버 X)하기때문에

보완성이매우뛰어남⇒ 위변조 불가능

인간에게가치있는거의모든정보를안전하고완벽하게기록가능

블록체인의 원리 & 특징

2 블록체인의 기본원리 & 특징

블록체인 기본원리와 특징

[출처: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2016)]

“분산된 신뢰, 자기조직화” 기술

블록체인의 개념

블록체인의 원리 & 특징

2 블록체인의 기본원리 & 특징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_81

기획주제 3. 블록체인 거버넌스와 사회정책 혁신 _ 김윤영

3 블록체인 - 분산과 신뢰

[출처: SBS 스페셜(2018)]

블록체인 작동
원리 1

개인간거래기록은암호화돼
블록에저장됨

블록체인 작동
원리 2

그블록은서로연결되어
네트워크참여자모두에게분산
저장됨

블록체인의 원리 & 특징

[출처: LGCNS]

모든구성원들이동일한거래기록을보관하므로해킹및위·변조가거의불가능함

기존시스템에비해다음의장점을가짐

가장먼저블록을
만든Miner가다른
참여자에게전파

1
모든참여자는받은
블록을검증

2 참여자가검증이
완료되면, 
블록체인으로수용

3

① 효율성 ② 보안성 ③ 시스템안정성 ④ 투명성

3 블록체인 - 분산과 신뢰

블록체인의 원리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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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rom 스마트폰 To 블록체인

 글로벌 신뢰 컴퓨팅 시스템

[출처: 박성준, KAIST 국가미래전략토론회(2018)]

App 스토어

App(서비스)

소프트웨어

컴퓨터언어

운영체제(안드로이드, IOS)

DApp스토어

DApp(P2P 경제모델)

스마트계약(소프트웨어!)

컴퓨터언어(Solidity)

운영체제(EVM)
단순한

비교를넘어
새로운
세상!!!

블록체인의 원리 & 특징

5 블록체인 활용
분야

[출처: 임명환, ETRI(2016; 2018)]

블록체인의 원리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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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록체인 활용 분야

블록체인의 원리 & 특징

[출처: SBS 스페셜(2018)]

블록체인의 원리 & 특징

5 블록체인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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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EF의 블록체인 미래전망

[출처: World Economic Forum, 기술전환점과사회적충격]

2018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Storage for 
All

• Robot and 
Services

• The Internet 
of and for Things

• Wearable Internet

• 3D Printing and 
Manufacturing

• Implantable 
Technologies

• Big Data for Decisions

• Vision as the 
New Interface

• Our Digital Presence

• Governments and 
the Blockchain

• A Supercomputer in 
Your Pocket

• Ubiquitous 
Computing

• 3D Printing and 
Human Health

• The Connected 
home

• 3D Printing 
and 
Consumer 
Products

• AI and White-
Collar Jobs

• The Sharing 
Economy

• Driverless 
Cars

• AI and 
Decision-
Making

• Smart Cities

• Bitcoin 
and the 
Blockchain

전세계 GDP 10% 블록체인암호화폐로보관

국가세금을블록체인으로직접징수(Digital Asset)

2027년

블록체인의 원리 & 특징

2023년

블록체인의 가능성과 한계

>행정, 정책에서 블록체인 도입은 체계적인 work, 행정비용 절감, 시민들과의 신뢰, 높
은 상호작용 및 데이터 교환을 보장할 수 있음

>또한, 위조나 오류를 획기적으로 방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But,몇가지고려해야될사항도존재하고있으며, 대표적으로디지털기록으로전환하기위한
새로운시스템의도입및이를유지하기위한비용이소요됨. 

과도기에두시스템을동시에운용해야한다는혼란과부담도존재. 

레거시시스템을통해생성된모든형태의데이터를디지털로전환해야하는비용도발생. 

블록체인이생성하는해시(hash)나문서의불완전한표현에대응하기위해개인이나외부조직은
별도의투자를해야한다는점도부담스러울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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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가능성과 한계

공공 기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대개 분산되어있고, 
단편화되어 있으며,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블록체인은데이터생성과검증이매우신속하며투명성도높기때문에공공기록/문서
관리에 폭넓게사용될수있음. 

공동장부에대한디지털서명과타임스탬프(time stamp)의조합은행정기록생성과활
용을손쉽게만들어주고(예: 토지등록, 출생증명, 사업자등록등), 이과정에서변호사, 
공증인, 공무원및제3자에대한의존이크게줄어듦.

But,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투명성과 불변 가능성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 

프라이버시나데이터보호범위를일부타협할수밖에없는상황이생길수있음.

가령개인정보나민감한정보는블록체인에절대로저장되어서는안됨.

> 한번저장되면정보가사라지지않기때문에익명성을전혀보장할수없게되며, 
잊혀질권리(right to be forgotten) 또한보호하기어려움. 

III. 블록체인, 거버넌스, 사회정책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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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wards 블록체인 민주주의: ‘제3자 중앙집권’에 대한 도전?

블록체인 거버넌스

[출처: 박성준, KAIST 국가미래전략토론회(2018)]

현재
‘신뢰확보모델’

미래 블록체인 기반
‘신뢰확보모델’

Trust Third Party
(제3의 신뢰기관)

Paper-based 사회 Internet-based 사회 P2P Blockchain-based 사회

2 거버넌스의 의미(광의): 블록체인 거버넌스 向

연구자(연도) 거버넌스 개념

Kooiman
(1993, 2000)

정부와사회의일방적이고독단적인관계에서정부와사회가하나가되어
상호작용하는관계로변해가는것임

Stoker
(1998)

상호의존성, 자원의교환, 게임의규칙과국가로부터의상당한자율성을
특징으로하는자기조직적인조직간네트워크

Rhodes
(1997)

정부개입의축소, 민간부문의관리개념을공공부문에적용, 공공부문에
시장의경쟁원리를구현하는신공공관리(NPM)를통해공정하고
효율적인정부구현, 대표적인유형으로민주주의를지향하는사회적
사이버네틱스체계, 공공-민간-시민사회간의자기조직화네트워크등

Pierre
(2000)

치적으로네트워크화된형태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정책들을조정하고
다양한맥락에서공공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통치시스템

John
(2004)

네트워크에기초를둔공공의사결정의유동적인패턴으로, 공공의사결정은
계층적으로조직화된관료들에의해이뤄지는것이아니라다양한
지역차원의조직에속해있는주체들간의지속적인관계에의해이뤄짐

블록체인을 통한 거버넌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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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국가(Minimal State) 거버넌스

기업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신공공관리(NPM) 거버넌스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사회적 사이버네틱스(Socio-Cybernetic) 거버넌스

자기조직화 네트워크(Self-Organizing Network) 거버넌스

Rhodes의 거버넌스 6가지 용례

블록체인을 통한 거버넌스 혁신

3 거버넌스의 의미(광의): 블록체인 거버넌스 向

4 거버넌스 & 대의민주주의 관계 4가지 접근

관계 가정
(Conjectures)

관계요건(Features)

의사결정관점 책임성관점

양립 불가
(Incompatible)

의사결정은기존의폐쇄
네트워크(관료제등)에서이행

주요책임성은선출
정치인(관료들)에게부여
(전통적책임성)

도구적
(Instrumental)

의사결정은복합적이지만, 
암묵적위계질서(Shadow of 
Hierarchy) 하에서이행(기존
정치권력)

책임성은선출정치인의주요한
역할에의해보증(도구적책임성)

보완적
(Complementary)

의사결정의복합성이
증가하면서거버넌스
네트워크의필요성확대

책임성은정치관료와다른
주체들간에공유됨(공유적
책임성)

전환적
(Transitional)

현대사회는거버넌스
네트워크와상호의존성의
복합적의사결정으로구성

책임성은의사결정과정에서
견제와균형이이뤄지는우선
지점에존재
(구성적책임성)

직접 민주주의로의 전환!? 

국민& 주민소환제

국민& 주민발안제

[출처: 허태욱, KAIST 미래전략토론회(2018)]

블록체인을 통한 거버넌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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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 1.0~정부 4.0 

[출처: 창조경제연구회(2017)]

연결의정부
1.0

개방의정부
2.0

플랫폼정부
3.0

자기조직화정부 4.0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정부 4.0

블록체인과 거버넌스 혁신

6 비트네이션: 최초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국가

 비트네이션 특징·서비스

시민이어디에있더라도
상관하지않는다. 모든
사름은최고의정부서비스를
받을권리가있다

국경이 없다 탈중심이다 자발적이다

블록체인을기반으로
작동한다. 수백만명이쓰는
이분산장부는개인대
개인(P2P) 자치권을보장

비트네이션은사람들이
완전히새로운정부시스템을
스스로개발하고만드는
플랫폼이다

[출처: 허태욱, KAIST 미래전략토론회(2018)]

블록체인을 통한 거버넌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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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통한 from 정부 3.0 to 정부 4.0

[출처: 창조경제연구회(2017)]

블록체인을 통한 거버넌스 혁신

[출처: 창조경제연구회(2017)]

정부 3.0
3차산업혁명

Government 4.0
Industry 4.0

• 대부분의행정정보
• 원자료형태로 Blockchain에
공개

• 단순업무와인증, 보증업무
• Blockchain으로이관

• Blockchain 투표로직접민주
확대

• DAO 분권자율조직

• Big Data 산업발전
• 부정부패근절
• 시민의행정참여

• 공공부문인력을안전과
복지로

• 창의, 책임성있는조직, 
행복한조직원

• 경쟁력강화

사회안전망

블록체인을 통한 거버넌스 혁신

7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통한 from 정부 3.0 to 정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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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친 방향

자료: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방향 (2019. 4)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방향

자료: 최현수 외(2018),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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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블록체인 정책동향

1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블록체인 산업현황및국외 정책 동향(2019)]

해외 주요국들은 블록체인 기술 정책을 활발하게 실행하고 있으며
국가별 차별화된 정책을 실행하여 블록체인 시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일본: Global Financial City 

>Global Financial City 비전에 따라 분권화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각 기관·기업의 시너지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문제를
접근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쿄시 경제 활성화 및 금융혁신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

> 도쿄시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 우수 블록체인 기술기업과 자국 내 기업을 매칭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 중

>일본 내 도시들에서 유기농 채소 품질관리, 교통결제 시스템 등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블록체인산업현황및국외 정책동향(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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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chain’ Report, January 2016, 5)

영국: beyond blockchain

> 영국 과학부에서 “분산원장 기술:

블록체인을 넘어(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chain)” 보고서* 발간(‘16.1): 혁신위원회(Innovative UK

Technology Strategy Board) 중심의 블록체인 기반

> 의료정보 솔루션 개발에 약 800만 파운드, 분산원장 기술

에 최대 1,500만 파운드 투자 계획을 발표

->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서류 위변

조로 누수되는 복지 예산 2.5~5.4% 절감 기대!!??

영국, 비유럽권 사례

영국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복지 수당을 블록체인으로

청구인은모바일앱을사용하여수당을받고지출하며, 거래내용은분배원장에기록: 편리성을넘어시민들의자산을보다
안전하게관리하도록돕고, 보다효율적인연금시스템을운용(사기청구인출현방지등)하기위함.

이밖에영국정부는블록체인기술로시민들이정부, 기부자또는원조단체로부터실제수혜자에게보조금, 대출및장학금
등을지급하고어떻게지출되는지추적할수있는방안도고려하고있음.

비유럽권 국가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블록체인 토지 대장 등록업무

이는투명하고신뢰성높은소유권관리체계를유지하기위함이며, 특히부패, 공공기록에대한낮은접근성등의문제를
해결하는데도움이됨. 

스웨덴은블록체인기반부동산거래시스템을실험중이며, 이를통해은행, 정부, 브로커, 판매자및구매자가모든거래
과정을투명하게조회하고, 높은신뢰성과투명성을부여하여비용과시간을크게절감할수있을것으로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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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에스토니아 모델

[출처: SBS 스페셜, 502회(2018)]

블록체인 거버넌스와 전자정부

 에스토니아 정부는 시민들에게 블록체인 기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처방전, 투표, 금
융업 무, 사업자 등록, 세금납부는 물론이고 3,000개 이상의 디지털 서비스에 접속 가능
하도록 정책을 도입하였음.

 공무원들도 문서 암호화, 검토, 신청 내역 승인, 계약 체결, 정보 이관 등을 블록체인으로
이행. 이는 소위 ‘허가형 블록체인(permissioned blockchain)’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
음.

 그러나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공증 서비스와 의무 기록은 이 영역에 포함시키
지 않았으며, 이는 블록체인 도입의 가장 발전된 형태에서만이 사용이 가능함.

블록체인 거버넌스와 전자정부의 가능성

공공부문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 데이터, 서비스 및 의사결정을 시민에게 공개
이러한 전자정부(e-Government)의 개념은 각 국에서 시행

여기에블록체인기술은공공부문에서위법행위감소, 오류감소, 운영비용절감, 
생산성향상, 규정이행및책임감부여등의긍정적인효과를불러일으킬
것이라는의견이존재함.

기능적관점에서도조세, 신원관리, 이익배분, 지역통화발행, 토지대장관리를
필두로한행정기록관리등에서도긍정적으로평가됨. 

이밖에도해당지역/ 국외국민을대상으로한공증, 외국인대상서비스, 신원
관리에서도활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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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는, 찻잔 속의 태풍일 뿐? ‘블록체인 정치혁명’은 가능한가?

‘O2O’(Online-2-Offine) 정치로의 전환? 
블록체인 기반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비공개(Private) 블록체인 or 공개(Pubic) 블록체인

 탈중앙(분권)자율 공공조직은?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이참여/결정하는공모사업에
블록체인방식적용심사

블록체인 거버넌스, 전자정부

6 DAO(탈중앙자율조직) & 더 나은 민주주의 向

4 서울 노원구 ‘지역화폐 NW’ 사례(1)

[출처: 허태욱, KAIST 미래전략토론회(2018)]

사회적 가치 노원지역화폐

가맹점

자원봉사
기부금품
물품거래

사회적가치
실현을통한
지역화폐의적립

공공
문화시설, 주차장등

민간
서점, 카페, 
미용실등

블록체인 거버넌스, 노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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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허태욱, KAIST 미래전략토론회(2018)]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지역화폐 ‘노원(NW)’ 개발 & 시행

지역화폐: 지방정부나지역공동체가발행해특정지역주민들이
그지역에서만쓸수있는대안화폐 -> 재난 지원금, 농민기본수당
등에 적용 가능성

지역화폐이름 ‘노원(NW)’은돈없이도살수있는마을(NO-WON) 

개인이나단체가노원구내에서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같은
활동을하면 ‘노원’을적립받을수있음
(*1 NW = 1원)

‘지역화폐노원’ 가맹점모집중: 홈페이지 & 앱신청

블록체인 거버넌스와 사회정책

서울 노원구 ‘지역화폐 NW’ 사례(2)

모든 시민이 공공서비스에 접속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 하지만, 블록체인 도입으로 디지털 분할(digital divide) 현상이라는 문제 또한
심화될 가능성 도 존재함

인터넷사용능력이없는시민들은블록체인개발이가져다주는이익을누릴수없음

실제로블록체인서비스는아직까지사용자친화성측면에서다른인터넷서비스에비해
뒤쳐져있다는지적이있음.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의 출현은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 및 조직 운영 모델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혼란이나 도전도 감안해야 함

다수의블록체인프로젝트는정부와행정기관의일부를대체할수있는기능들을
연구하고있음 (state-like service) 

또한, 높은디지털화및글로벌서비스는국가간장벽을지속적으로허물고있음

블록체인 거버넌스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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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행정기관은 블록체인 도입을 통한 투명성과 책임강화로 공공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또한,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유사정부 서비스를 어느 수준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할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함

블록체인 거버넌스 가능성과 한계

초창기인터넷사용자들은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함께보다독립적이고자주적이며
분산화된새로운형태의사회질서가도래할것이라고예상하였음

혹자는 Peer-to-peer(P2P) 모델을활용할경우, 기업이나단체또는사회를보다
협력적으로운영할수있을것이라고예견함

이러한관점에서보면, 블록체인을통해데이터관리, 예산집행, 자산관리, 계약자동활성
화, 내부의사결정자동화등을보다투명하고, 높은수준의암호화를통해실현할기대와
미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 정 훈˙김 기 태 (한국도시연구소)

1. 영끌하는 2030세대와 1가구1주택 소유 체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주최학회 세션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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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끌하는 2030세대와 1가구1주택 소유 체제 _ 홍정훈˙김기태

‘영끌’하는 2030세대와 1가구1주택 소유 체제

홍 정 훈・김 기 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1가구1주택 소유 체제와 2030세대의 주거 문제

2008년 전세계에 들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한국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안전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의 호당 매매가격은 2007~2009년 사이 56.5% 폭등했다.1) 2010년 이후 주택가격이 하
락했지만, 당시의 경향은 ‘안정화’라고 명명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해외 국가처럼 대출제도 또는 대
출상품을 이용한 주택 소유주의 자산가격이 일제히 폭락하는 일은 없었다. 한국의 주택 소유자는 세
입자의 보증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
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월세의 6배를 초
과하지 않도록 규제하지만(OECD, 2019), 한국은 보증금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다. 월세 세입자가 지
불하는 보증금이 적게는 월세의 수백배, 많게는 수천배에 달하는 것은 한국 주거체제만의 특징 중 
하나다.

매매가격의 상승은 전월세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높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임대차시
장의 특성은 매매가격의 상승 동력이기도 하다. 주로 1・2인 가구가 거주하는 전용면적 40㎡ 미만
의 수도권 소형주택의 2011~2020년 8월 전월세 보증금은 매매가격보다 가파른 속도로 상승했다(표 
1). 수도권 소형주택의 매매가격은 2011년 1억 1,766만원에서 2020년 8월 1억 8,546만원으로 연평
균 5.3%씩 상승했으나, 전세가격은 2011년 5,509만원에서 2020년 1억 2,542만원으로 2배 이상 올
랐고 연평균 9.6%씩 상승했다. 전월세 보증금도 2011년 3,808만원에서 2020년 7,782만원으로 연평
균 8.4%씩 상승하여 매매가격보다 상승률이 높다. 매매가격 대비 전월세 보증금 비율은 2011년 
32.4%에서 2020년 42.0%로 9.6%p 증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던 주택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도록 견인한 주요 
기제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수도권 소형주택(40㎡ 미만)의 매매가격, 전세가격, 전월세보증금의 변화(2011~2020년 8월)
(단위: 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매매 11,766 10,975 10,806 11,307 12,319 13,246 14,689 16,023 17,191 18,546
전세 5,509 5,968 6,155 6,633 7,359 8,497 9,616 10,327 11,397 12,542
전월세 3,808 3,990 3,924 4,181 4,504 5,028 5,615 6,261 7,133 7,782

자료: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실거래가.
주:2020년가격은1~8월까지집계한결과임.

1) 국토교통부, 2007~2009,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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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까지만 해도 ‘1가구1주택국민운동’2)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상당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하우스푸어 문제가 대두되자,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와 임대료 규제를 주장하
기 시작했다. 당시 주장의 배경에는 ‘월세 > 전세 > 자가’로 이행하는 주거사다리에 기초한 체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며 개발국가의 유산을 이어받은 보
수정부는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고통받는 계층과 ‘1가구1주택 체제’에서 자가구입이 어려운 계
층을 보호하는 정책은 외면했다(윤홍식, 2020). 대신 박근혜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자,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청년과 신훈부부에게 80% 이상의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전세자금대출을 공적 프로그램으로 편입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매입・전세임대주택, 버팀목・디딤돌대출 등 청년과 신혼
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더욱 확대했다(홍정훈, 2019).

정부의 주거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공
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량은 제한적이고, 전세자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한 지원은 부작용이 작
지 않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청년일 당시에 전세는 보편적으로 자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의 이행기적 점유형태였다. 하지만 지금의 2030 세대에게 전세는 전세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대출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점유형태가 되었다. 이자 상환액을 고려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월세에 비해 주
거비가 크게 절감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수도권에서 열악하지 않은 품질이 담보되는 주택을 임
차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유인이 크다. 세입자는 
자기자금을 통해 높은 보증금을 치르든, 공적・사적 금융제도를 이용하든간에 주택가격을 상승시키
는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1가구1주택 체제에 가담하게 되는 것
이다(홍정훈, 2020).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하는 행위는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과도하게 늘려 소비를 억
제함으로써, 거시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전월세 보
증금 상승의 압박 속에서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이 가능한 계층이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 현 정부가 집권 이후 가장 먼저 발표한 2017년 8・2 
대책으로 ‘초이노믹스'의 핵심이었던 LTV・DTI 규제가 다시 강화되었지만, 2020년 현재 신혼부부 
등의 계층에게는 LTV를 최대 70%까지 열어주고 있다.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한 이들은 높은 원리
금 상환의 부담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노동소득의 배에 이르는 양도소득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입한 계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역시, 이미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에게 주택 구
입을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이다. 현재의 조세제도는 주택의 구입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모두
에서 지나치게 관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취득세는 다른 단계의 세금보다 그나마 강도가 높은 편이지
만, 정책 대상에 대한 할인율이 50% 이상으로 높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도 처분 단계에서 필요경
비 명목으로 상당한 비용이 공제된다. 보유세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2차례에 걸쳐 부유층과 다주택
자가 대상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다수 1세대1주택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가 단행했던 것과 똑같이 1
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중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다. 
정부는 처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자는 보편적으로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자가소유 계층의 자본축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 제도를 일부 조정

2)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63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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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1세대1주택자이면서 임차가구로 거주하는 비이성적 투기 행위를 일부 견제하는 수준에서만 
개선했을 뿐이다. 

이렇게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의 다수가 가담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전이되어, 2030세대로 하여금 
영혼을 끌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선택을 회피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정부는 디딤돌대출, 보금
자리론을 통해 중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주택 분양권 청약제도
를 개선하고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함으로써 중산층과 상위층의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했
다. 정부의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계층이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갚
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언론이 주로 다루는 계층은 정책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
울 아파트를 구입한 대상이다. 그런데 2020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7억 
6,245만원3)인 현실을 고려할 때, 자산과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2030세대 중 LTV・DTI 요건을 모
두 충족하면서 서울 아파트를 영끌하여 구입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아파트를 
영끌하여 구입한 사례는 자기자금 또는 가족의 증여・상속으로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본이 충분히 형
성된 고자산계층이거나,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고소득층이거나, 
대상 주택에 묶여있는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구입한 비이성적인 투기 행위에 가담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영끌’하는 2030세대의 실체는 무엇인가?

최근 언론이 호명하는 ‘영끌하는 2030세대'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로 
수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상당한 규모의 순자산을 축적하거나 증여받아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하
지 않는 가구이다. 사례 A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려 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갭투자를 받는 
것이 유리했다. 구입 시점이 2019년 12월이기 떄문에 LTV는 40% 이하로 제한되었지만, 해당 주택
의 전세가율은 50%를 넘었다. 여기에 소유자가 살던 집 전세금 4억을 순자산으로 축적하고 있었기
에, 나머지 2억원 가량을 신용대출로 마련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례 A>
대기업에 다니는 박OO(37)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흑석동 아파트를 12억6000만원에 샀다. 전세 6억5000만
원을 낀 소위 갭투자다. 살던 집 전세금(4억원)을 빼고, 월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까지 받았으니 상당히 무
리했다. 당시엔 의견이 다른 아내와 다툼도 많았다. 박씨는 “집을 살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 때문이었는데 돌
아보면 최고의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올해 이 부동산 대란을 겪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
다.4)

사례 B는 8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30년 상환 방식의 LTV 60%의 주택담보대출로 분양받은 것
으로 파악된다. 5억 1천만원의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월 200만원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정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으로부터 2%대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추정
된다. DTI 40%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소득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8억 5천만원의 

3) 최은영・홍정훈・김기태・구형모・김감영・이채윤, 2020, 2020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
책의 과제. 박상혁 의원실・한국도시연구소.

4) 중앙일보, 2020.10.21., "돈 모아 집 사란 말은 공허" 2030 대화 시작과 끝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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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에 해당하는 금액인 3억 4천만원을 순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사례 B>
30대 후반인 ㄷ씨가 2016년 11월 8억 5천만원에 분양받았던 마포의 한 신축 아파트(전용 85㎡)는 입주하기
도 전인 2019년 11월 16억 5천만원에 거래됐다. 주택담보대출을 60%까지 받았지만, 3년 사이 집값 상승폭
이 대출 금액을 넘어선 것이다. 30년 동안 월 200만원씩 갚아야 하지만 30년 동안 갚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
는다. 그는 “애들을 다 키우면 팔고 나가야지, 30년 동안 이걸 다 갚는다고 생각하고 대출을 내는 부부는 없
을 것”이라고 말했다.5)

사례 C는 서울의 7억 3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 가구의 순자산이 사실상 5억원에 달한
다. 부부가 36세까지 저축한 돈이 3억원이고, 부모로부터 2억원의 증여를 받았으며, 나머지 2억 3천
만원을 신용대출로 충당했다. 부부가 약 8년간 소득활동을 해서 각각 1억 5천만원씩 모았다면 1년
에 1인당 평균 1,875만원씩 저축이 가능했을 것이고, 소득의 절반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가구의 
월 소득은 적어도 625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높은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없
이도 주택구입이 가능했던 것이다.

<사례 C>
서울 강북지역에서 11년째 전세살이를 해온 김OO(36세)씨는 지난 6월 결혼하며 강북지역의 20년 넘은 아파
트를 샀다. 25평에 7억 3,000만 원짜리 집이었다. 김씨와 남편이 모은 돈 3억 원, 부모님 지원 2억 원,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과 모바일 신용대출로 나머지 금액을 충당했다. 부모님 지원이 없었다면 집을 구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6)

경제 언론들이 호명하는 ‘영끌하는 2030 세대'의 사례로부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수억원의 
순자산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가구주의 나이는 대부분 30대 후반으로, 증여를 제외하면 가구당 
10년 이상 연평균 약 3,000만원 정도의 저축이 가능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통
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30세 미만 중위 케이스’, ‘30대 중위 케이스’를 추출하고, 가구주 연
령이 만20~34세에 해당하는 가구의 하위 20%, 상위 20%, 그리고 중간 60%별로 소득과 순자산을 
살펴보면 최근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20대의 소득 중위값 케이스는 가구주 연령이 만 26세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점유형태는 
보증부 월세이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연 소득은 약 3,200만원이다. 부채는 없지만, 순자산도 
236만원에 불과하다. 30대의 소득 중위값 케이스는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로 가구의 
연 소득은 5,146만원,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을 포함한 자산은 1억 6,500만원
이며, 이 중 담보대출 등의 부채가 8,060만원이 있어 순자산액은 8,440만원이다. 경제 언론의 기사
에서 다뤄지는 사례자와는 순자산액의 차이가 크다(표 2).

5) 한겨레, 2020년 7월 6일자, “낡은 아파트마저 2년새 5억 폭등…영끌해서 살걸, 땅 치고 후회”.
6) 오마이뉴스, 2020년 7월 17일자, "집값은 계속 오른다"... '영끌' 부추기는 사회, 30대는 왜 집을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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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계금융복지조사 해당 연령대 소득 중위값 케이스의 특징
나이 지역 점유형태 혼인상태 주택유형 연소득 자산 부채 순자산액

26세 수도권 보증부월세 비혼 아파트 3,228만원 236만원 - 236만원
36세 비수도권 자가 혼인 아파트 5,146만원 1억 6,500만원 8,060만원 8,440만원

자료 :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34세 청년의 평균 소득 및 순자산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를 제외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 
2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은 극히 드물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인 
7억 6,245만원에 설령 LTV 70%가 가능한 신혼부부 등의 계층이더라도, 약 5억 3천만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223만원7)이다. 대부분의 20~34세 청년은 DTI 40%를 적용했을 때 
대출이 불가능하고, DTI 60%로 중상위 계층까지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나머지 30%를 자기자본으로
는 마련하기 어렵다.

상위 20%는 연평균 소득이 약 9,300만원, 평균 순자산도 2억 8천만원에 달한다. 상위 20%의 소
득에 DTI(DSR) 40%를 적용한 월 원리금 상환 한도의 평균은 311만원으로, 연이율 3%, 30년 기간 
주택담보대출을 7억 5천만원까지도 부담이 가능하다. 상위 가구 중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
하인 가구는 LTV가 70%까지 확대되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큰 부담없이 6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정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LTV 40%의 주택담보대출을 적용받더라도, 연 9,336만원에 
달하는 연소득을 저축하여 구입자금을 축적할 여력이 있으므로 평균가격에 해당하는 서울 아파트를 
구입할 때 ‘영끌'할 필요성은 떨어진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갭투자를 통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이상 금액대의 주택구입까지도 가능하다(표 3).

[표 3] 만20~34세의 평균 소득과 평균 순자산
(단위: 만원)

구분
평균 소득

평균 순자산
연소득 월소득 원리금상환한도(40%)

하위(20% 미만) 1,597 133 53 6,679
중하위(20~40% 미만) 2,990 249 100 8,501
중위(40~60% 미만) 4,121 343 137 11,849

중상위(60~80% 미만) 5,515 460 184 15,386
상위(80% 이상) 9,336 778 311 27,999

자료 :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34세 청년 중 상위 20%와 부모로부터 수억원의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극히 일부만이 앞서 제
시된 사례의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있으며, LTV 제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을 부담할 수 있다. 
실제로도 경제젹 여력이 있는 가구는 이미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30대의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상위 
20%의 자가 비율은 60.2%로, 중위계층(45.9%)과 하위계층(25.4%)보다 크게 높다. 또한 상위계층은 
전세 비율도 29.0%로 중위계층(26.1%)과 하위계층(19.1%)보다 높아, 약 90%의 가구가 자가나 전세
로 거주하고 있다. 중위계층은 상위계층에 비해서는 낮지만, 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데, 하위계층에서 

7) 연이율 3% 적용, 대출기간 3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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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유형태는 월세(43.0%)다(표 4).

[표 4] 30대의 소득 계층별 점유형태
(단위 : 가구, %)

구분
하위(20%) 중위(60%) 상위(20%)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자가 123,304 25.4 678,940 45.9 315,760 60.2
전세 92,866 19.1 385,987 26.1 152,450 29.0
월세 208,711 43.0 326,248 22.1 36,514 7.0
무상 60,991 12.6 86,434 5.8 20,208 3.8
합계 485,872 100.0 1,477,609 100.0 524,932 100.0

자료 :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2030세대의 ‘영끌’의 실체는 청년세대 전반의 무리한 ‘패닉바잉’이라기보
다는 소득과 자산을 축적한 상위 20% 가구의 무리 없는 주택구입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
부분의 20대는 소득 상위 20%라 할지라도 모아놓은 순자산이 없어 주택 구매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부모로부터 수억원의 증여를 받은 소수의 20대만 주택을 구입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주요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지 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의 은마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처음으로 증여·상속(55.1%) 비율이 매매(44.2%)
를 처음으로 초과했다. 또한 20·30세대 증여·상속이 전체 소유권 이전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3%에 이른다(최은영 외, 2020).

[표 5]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연도별 20·30세대 증여·상속 비율(2011~2020년 8월)
(단위 : 건, %)

구분 전체   건수 매매 기타 증여·상속 20·30세대   증여·상속
2011 164 82.9 2.5 14.6 5.5
2012 174 80.5 4.0 15.5 4.0
2013 268 88.4 2.3 9.3 1.9
2014 163 82.2 2.5 15.3 4.9
2015 279 92.1 1.4 6.5 0.7
2016 263 89.4 0.3 10.3 1.9
2017 359 91.9 0.3 7.8 1.9
2018 183 83.1 1.1 15.8 2.7
2019 248 82.7 0.0 17.3 4.0

2020.08. 147 44.2 0.7 55.1 31.3

자료 : 법원행정처, 2020,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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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불평등의 문제에 집중하고, ‘영끌’해서 월세 내는 계층 확실히 보호해야

서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30대는 상위 20~30%의 계층으로서 이들은 자신의 원리금 상환 부
담과 축적한 자산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30대 중후반의 연령에서 
부담가능하다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혼인 연령이 낮았던 과거에는 20대 중
반에 이미 결혼을 한 경우가 많아 단칸방, 전셋집에서 시작하더라도, 10~15년 이내에 자산을 축적
해 주택을 구매한다면 30대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혼인율8)은 1980~2019년 10.6% 
➝ 4.7%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평균 초혼연령은 1999~2019년 여성 26.3세 ➝ 30.6세, 남성 
29.1세 ➝ 33.4세로 증가했다(통계청, 2020).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채, 주류 언론이 현재의 20대 극
소수와 30대 소득·자산 상위 계층의 주택 구입을 ‘영끌’로 호명하며 집중하는 이유는 30대 소득·자
산 중위가구로 하여금 ‘주택에 살기 위해서는 구입해야 한다’는 담론을 재생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인다(구승우, 2020).

주택을 소유한 계층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명제에 동의하지만, 높은 원
리금 상환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주택을 볼
모로 인질로 잡혀있는 것과 다름없다(김수현, 2011). 뚜렷한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거대한 인질극에
서 시장주의를 주창하는 언론은 금융권이 생산하는 왜곡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자로 스스로의 역할을 규정했다. 2020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중위값은 6
억 7천만원이지만 KB국민은행이 생산한 자료는 9억원이 넘는데,9) 거의 모든 언론은 사실관계에 기
초하지 않은 자료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도 않은채 비이성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
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주택 공급의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지만, 주
택은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다 투기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 소비재에 적용되는 
수요-공급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2015~2018년 일반 가구가 소유한 주택 
중 1세대1주택 가구가 소유한 주택의 비율은 56.3% ➝ 53.2%로 감소한 반면, 다주택 가구가 소유
한 주택의 비율은 43.7% ➝ 46.8%로 증가했다. 또한 일반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의 순증분 118만
호 중 84.8%를 다주택 가구가 차지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1주택자가 증가하는 순작용보다,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가구가 증가하여 자산불평등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큰 것이다.

[표 6] 2015~2018년 ‘1주택 가구’ 소유 주택 수와 ‘다주택 가구' 소유 주택 수
(단위: 호, 가구, %)

구분
가구소유   
주택수

주택   1호 소유 가구 주택   2호 이상 소유 가구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2015 14,151,049 7,973,792 56.3 6,177,257 43.7
2016 14,525,716 7,850,214 54.0 6,675,502 46.0
2017 14,973,014 7,989,444 53.4 6,983,570 46.6
2018 15,328,268 8,152,590 53.2 7,175,678 46.8

자료 : 통계청, 해당연도, ‘주택소유물건수별 주택소유 가구수 현황’ 및 ‘주택소재지별 주택수 
현황(가구단위)’

8) 조혼인율은 ‘연간 혼인건수 ÷ 당해 연도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을 의미한다(통계청, 2020).
9) 한겨레, 2020.10.15., 9억 넘었다던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실거래가는 6억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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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일부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은 사실이나, 거시적인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1세대1주택 체제, 즉 사적 자산기반 복지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었다. ‘포용적 복지’의 비
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적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부터 국가의 개입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모
든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전략은 수립되지 않았다. 그동안 민간에
만 맡겨져왔던 부동산 시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만한 대규모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지 못했
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을 펴지 않았다. 1가구1주택 체제에서 전반적인 주택가격
이 하락하는 국면을 만들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비이성적인 폭으로 상승하는 서울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통제하는 ‘핀셋’ 정책에 집중했다. 특히 전세가격의 상승과 관련된 모순을 풀기 위해서
는 거대한 전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Farha, 2019), 정부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한 배경에서는 홍남기 부총리도 인정했듯10) 마땅한 전세대책은 구상될 수 없다.

베이비부머 세대로부터 파생된 자산불평등의 여파를 직면하는 것은 지금의 청년 세대다. 한국은 
2019년 피케티지수가 8.6을 기록11)할 정도로 전세계에서 자산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축에 
속하며,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계층은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하
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적절한 주거환경을 갖춘 집의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높은 보
증금을 요구하는데, 윗 세대로부터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 세대는 보증금을 지불할 
자금조차 없다. 보증금이 없는 청년의 상당수는 고시원 등의 비적정 거처(informal settlements)에
서 거주한다. 통계청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20.2%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9.8%가 비적정 거처에 거주한다(최은영 외, 2017). 

‘영끌'이라는 단어를 매개로 다뤄져야 할 화두는 주택구입에 애쓰는 청년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와 정부가 유지하려고 애쓰는 1가구1주택 체제에서 소외된 계층의 문제이다. 지금은 영혼을 
담보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하거나, 영끌로 월세를 지출하는 세입자 계층의 주거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보증금 대출제도를 확대하는 방향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활용하여 ‘갭투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행복주택의 확대는 답이 될 수 없다.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
결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고 확대된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모두 기존 저소득층의 몫을 대폭 줄인데
다, 주택 구입이 가능한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계층도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훈삼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2020년 7월말 통과된 임대차 3법을 계기로 임차가구에서 자가가구로 전환하려 하는 
유인을 줄이고, 매매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된 임대차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더욱 확장해
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넘어, 주거비 과
부담에 시달리는 가구가 있다면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수당을 확대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소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선거제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세입자 계층이 정치세력을 구축할 가능성도 생겼다. 이를 계기로, 소유권 
중심의 담론을 재생산하며 거대한 인질극에 동참하도록 종용하는 1가구1주택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10) 뉴시스, 2020.11.06., 홍남기 "사의표명, 사과할 일 아냐…확실한 전세대책 없어 고민"
11) 고용진 의원실, 2020.10.23., 지난해 우리나라 피케티지수 8.6배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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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끌하는 2030세대와 1가구1주택 소유 체제 _ 홍정훈˙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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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지 희 (민달팽이 유니온)

2. 청년 주거 문제의 이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주최학회 세션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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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주거 문제의 이해 _ 최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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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1)부동산계급사회

2)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구?

3)그렇게청년, 주거, 청년주거

1. 청년주거문제란? 

1)부동산계급사회

2)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구?

3)그렇게청년, 주거, 청년주거

1. 청년주거문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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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주거 문제의 이해 _ 최지희

(왼쪽) 신혼부부보금자리지원사업 ®함평군
(오른쪽위) 대학생청년의이미지 ®청년재단

(오른쪽아래) 일하는청년의이미지
®쿠팡마켓플레이스

1)부동산계급사회

2)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구?

3)그렇게청년, 주거, 청년주거

1. 청년주거문제란? 

1)부동산계급사회

2)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구?

3)그렇게청년, 주거, 청년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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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1)부동산계급사회

2)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구?

3)그렇게청년, 주거, 청년주거

감소하고있는전체주거빈곤율추세에서
홀로역행하는청년의주거빈곤율

주거빈곤현황 ®세계일보

1. 청년주거문제란? 

1)부동산계급사회

2)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구?

3)그렇게청년, 주거, 청년주거

1. 청년주거문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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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주거 문제의 이해 _ 최지희

1)부동산계급사회

2)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구?

3)그렇게청년, 주거, 청년주거

1. 청년주거문제란? 

1)부동산계급사회

2)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구?

3)그렇게청년, 주거, 청년주거

1. 청년주거문제란? 

민달팽이유니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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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1)부동산계급사회

2)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구?

3)그렇게청년, 주거, 청년주거

#이게_여성의_자취방이다

1. 청년주거문제란? 

1)부동산계급사회

2)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구?

3)그렇게청년, 주거, 청년주거

청년이ㅇㅇ보다힘들어? 하는사이..

2018 한국주거복지포럼, 이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발제중

1. 청년주거문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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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주거 문제의 이해 _ 최지희

1)부동산계급사회

2)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구?

3)그렇게청년, 주거, 청년주거

1. 청년주거문제란? 

2020 청년주거아카데미자료중, 한국도시연구소최은영소장

1)부동산계급사회

2)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구?

3)그렇게청년, 주거, 청년주거

청년신혼부부?

1. 청년주거문제란? 

황서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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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1)부동산계급사회

2)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구?

3)그렇게청년, 주거, 청년주거

청년신혼부부?

1. 청년주거문제란? 

박미선, 국토연구원
2020 청년정책컨퍼런스자료중

1)부동산계급사회

2)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구?

3)그렇게청년, 주거, 청년주거

청년을부르는말 세대

1. 청년주거문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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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주거 문제의 이해 _ 최지희

1)부동산계급사회

2)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구?

3)그렇게청년, 주거, 청년주거

세대격차와세대내격차
부동산큰손으로등장한 30대와쌍봉형가난그사이

1. 청년주거문제란? 

1)부동산계급사회

2)젊어서고생은사서도한다구?

3)그렇게청년, 주거, 청년주거

‘영끌, 패닉바잉, 동학개미’

‘청년들이
부동산정책때문에
집살기회를잃는다’

현실은
세입자도되지못하는청년

1. 청년주거문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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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은사는것아닌사는곳

2)청년도시민이다

3)이것은나의권리입니다

땅과집값의경제학

2. 다시쓰는청년주거

국내토지공개념변천사 ®경북탑일보

1)집은사는것아닌사는곳

2)청년도시민이다

3)이것은나의권리입니다

땅과집값의경제학

2. 다시쓰는청년주거

해외의토지공개념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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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주거 문제의 이해 _ 최지희

1)집은사는것아닌사는곳

2)청년도시민이다

3)이것은나의권리입니다

집주인 = 임대인?

2. 다시쓰는청년주거

주요 4개국임대료규제현황 ®세계일보

1)집은사는것아닌사는곳

2)청년도시민이다

3)이것은나의권리입니다

민원인에서파트너로

2. 다시쓰는청년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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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은사는것아닌사는곳

2)청년도시민이다

3)이것은나의권리입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2. 다시쓰는청년주거

1)집은사는것아닌사는곳

2)청년도시민이다

3)이것은나의권리입니다

2. 다시쓰는청년주거

한국도시연구소홍정훈

지역내기득권과싸우는대학교기숙사전입신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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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은사는것아닌사는곳

2)청년도시민이다

3)이것은나의권리입니다

권리와권한을되찾아오는과정

2. 다시쓰는청년주거

1)현재청년주거정책지도

2)주요포인트짚어보기

중앙/지방자치단체 청년/주거/복지 주택지원/금융지원/주거비지원

3. 2020년의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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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청년주거정책지도

2)주요포인트짚어보기

3. 2020년의우리는

1)현재청년주거정책지도

2)주요포인트짚어보기

3. 2020년의우리는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_125

2. 청년 주거 문제의 이해 _ 최지희

1) 다양한얼굴을드러내자

2)내삶은내가전문가!

4. 우리가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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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ne
left behind



송 아 영 (가천대)    

3. 주거복지정책의 전환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주최학회 세션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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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정책의 전환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1)

송 아 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re are 3 pillars to housing stability: 
1. Adequate housing; 
2. Adequate income; and 
3. Adequate support." 
STEP Home, Region of Waterloo Social Services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주거복지는 오랫동안 주택정책의 성격으로 운영되었으며 주로 자가소유를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주택정책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의 주된 수단
으로 활용되었으며 민간임대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중심적인 주거공급 및 정책이 특징이었다. 주거는 
시장에서의 구매여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보하는 자원으로 여겨졌으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
원과 주거정책은 그야말로 가장 잔여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는 매우 미약한 형태로 체계적이지 못한 형태로 이루어져왔으며(남원석, 2012) 
주거의 시장성으로 말미암아 주거에 대한 복지분야에서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러 있었으며 전문성 또한 다른 복지분야에 비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주거시장의 비정상적 과열로 말미암아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시장에서 자력으로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시장중심적인 주거정책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른 사회권 영역의 성장에 비해 주거를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하는 수
준이 낮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주거권을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하고 이를 요구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거상실 또는 주거위기 가구뿐만 아니라 탈시설의 움직임과 지역사회 자립
의 논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거권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주거권을 구성하는 요소는 UN의 적정주거의 권리(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에서 그 내용
을 찾을 수 있다(UN Habitat, 2009). 적절한 주거는 자유(freedom)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자유에
는 주거지 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을 적절하게 보장받을 자유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격
(entitlement)도 중요한 요소로서 포함되며 이는 적절한 주거로의 차별없는 접근, 안정적인 주거 유
지,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주거 관련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 세 번째 요소로 적절한 주거란 단순히 네 개의 벽과 지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필수시설설비
와 주거로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정 주거의 권리는 강
요된 퇴거로부터 보호받는(protection against forced evictions) 장치의 요소를 포함한다. UN은 
이 퇴거로부터의 보호 요소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노력의 핵심이 된다고 보았다. UN은 적정

1) 본 연구는 미완성본으로 향후 보완을 통해 투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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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권리를 다른 인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로서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구성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주거권은 단순 주거공급이 아닌 매우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의 그동안의 주
거복지는 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및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주거권과 관련된 요
소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
여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히 존재하며 현재 점진적인 개
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남겨진 해결과제가 많다. 그동안의 주거정책은 공급자중심의 
탑다운방식으로 계획되고 집행되어 이용자 및 정책 대상자의 목소리와 경험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타 복지영역의 경우 전달체계의 문제나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및 정책 체계 등
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누적되고 있는 것에 비해 주거복지분야는 대상자중심 관점에서의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더해 주거복지와 정책이 주거공급 및 주거비지원 외에 
어떤 지점에서 필요한지, 지역사회에서 주거위기는 어떤 지점에서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복지분야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전제로 주거복지를 
둘러싼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기존 주거복지의 확장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거복지정
책 및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II. 주요 주거복지 정책 및 전달체계 이슈

1. 주거복지정책 및 제도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주거복지의 
용어가 주거지원서비스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 역시 최근의 일이다. 한국사회에서 
주거복지용어는 오랫동안 주택정책과 혼동되어 사용되어왔으며(이종권 & 김경미, 2016) 최근 주거복
지를 서비스와 지원제도를 포함한 용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따라(남기철, 2010; 서종
균, 2009) 점차 그 용어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 및 서비스와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 안에서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왔
으며 서비스나 지원제도는 최근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지적 성격으로
서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그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에 따라 정책의 목표달성 여부가 달라지며 정책과 서비스의 질이 결정되기도 한다. 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노력에 비해 주거부
분은 사회복지분야의 주된 관심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적 전달체계에 대한 검
토와 비판, 그리고 개선의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특성이 있다(이종권 & 김경미, 2016). 
주거복지영역의 주된 대상자는 타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취약계층
임을 고려하였을 때 대상자 중심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주
거복지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문제점 및 관련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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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급자중심의 주거복지전달체계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주된 문제점 중 하나는 주거복지가 주택정책의 한 부분으로 활용되면서 공급
자중심의 탑다운 형태의 전달체계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이종권 & 김경미, 2016). 공급자중심의 전
달체계는 정책접근성을 낮추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특히 정권
에 따라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 신청 자격과 대상자를 유형
별로 규정하고 신청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실제 공공임대주택 제도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
재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10가지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고 유형별로 모집 시기 신청 자격 등이 달라 
이용자로서는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주택유형을 골라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나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설명이 부족하여 신청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아영 외(2019) 및 임세희 외(2020, 발간 중) 연구를 살펴보면 주거취약계층은 공공임대주택 신
청을 시도했다가 정보다 구체적이지 않고 상담 또는 상의할 곳이 없고 신청기한이 지나치게 짧고 
과정이 직접 LH 지사를 찾아가서 신청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상당하여 신청을 놓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택공급 주체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주택공급 계획 및 결정 권한이 
중앙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배분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특정 지역에 쏠려있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지자체 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있
어 차이가 발생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유형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
다. 물론 최근 국토부 및 LH의 경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공급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으나 여
전히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선택을 어렵게 하는 공급체계를 갖고 있으며 오랫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주택공급 절차에 익숙해진 지자체들이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이 주거복지를 위
한 주택공급 계획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함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공급자중심의 주거복지전
달체계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나. 충분하지 못한 주거복지자원

주거복지서비스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주거복지자원이 부족하다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주거복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이 존재하는
지에 관한 ‘충분성’과 관련이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를 유지 또는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지역 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주거취약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자원으로 대표적인 것은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 또
는 주거약자들의 경우 민간임대시장에서 자력으로 충분히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어
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존재하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자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 최근 주거권 및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도면서 정부는 
2020년 3월 주거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 채를 확보하여 공급하는 계획
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임대를 확충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바람직하
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발견된다. 우선, 공공임대주
택의 대상을 중산층으로 소득범위를 확대하여 신혼부부와 청년 등과 같은 대상을 중심으로 공급계획
이 세워져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역시 주거복지가 필요한 대상임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은 아니나 
이에 공급계획이 집중되어 있고(신혼부부 55만, 청년 35만 확충) 금융지원 등도 이에 집중되어 있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계획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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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이 60m2 미만 유형으로 집중되어 공급되는 상황에서 단독가구 외 가구원 
수가 다수인 가구의 경우 과밀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으며 적절한 주거로 의미가 퇴색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표 3] 공공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

자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현재 주거실태조사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측정하나 한국의 최저주거기준미달은 과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미비 중심으로 구성되어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을 위한 주거의 질 도모에 대한 요
구도 상당히 존재한다.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의 경우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질적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저조했던 관계로 공공임대주택에서조차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면적 미달과 
같은 한계점이 발견된다. 특히 아동이 있는 가구들의 경우 성별이나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
이 이루어지다보니 위 [표 3]과 같은 한계가 확인된다.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시장에서의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임대에 대한 규제와 불법쪼
개기 등으로 수익을 챙기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적절한 주거공간을 적절한 임대료
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요구된다. 쪽방의 평당 임대료는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평당 
월세인 3만 9,400원을 4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한국일보, 지옥고 아래 쪽방)2) 부적절한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불법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제제가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라. 서비스의 부재

한국의 주거복지정책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역이 서비스의 영역이다. 복잡한 주거복지정
책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임대주택 제도 및 주거급여제도의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주거복지체계
와 주거복지가 필요한 대상자를 연결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의 개발이 요구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거복지정책 자체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

2) 한국일보. 지옥고 아래 쪽방 (retrieved from 
   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jjogbang/index.html,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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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복지정책의 전환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 _ 송아영

현재 공공임대주택유형은 크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50년임대, 10년임대, 5년
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중 저소득의 주
거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형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로 한정
된다. 이 중 전세임대의 경우 장기적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어려운 전세비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정을 장기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주택공급이 아
닌 임대료보조형태의 성격이 강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한지 의문이다. 이
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용 공공임대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전세임대 공급 비율이 
2017-2019년 3년 동안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공급비율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저소득
층을 위한 주거지원이 주거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전세임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표 1]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책 공급현황

영구임대(a) 국민임대(b) 매입임대(c) 비율(a+b+c)* 전세임대 비율*
2017 0.3 1.9 1.4 28 4.3 33.9
2018 0.8 2.1 1.9 32 5.9 39.9
2019 0.25 0.85 3.1 30 4.8 34.5

*비율은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총량 대비 유형 공급량 비율을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수정하여 활용함

주거로드맵 및 주거복지확대의 의지를 바탕으로 공공임대비율을 늘리겠다는 의지는 공급의 질을 
관리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주거복지계획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급유형에 있어서의 문제뿐만 아
니라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이 60m2미만에 집중되어있어 공급호수에만 집중할 뿐 과밀의 문제나 
면적에 대한 고민은 매우 저조하게 확인된다. 특히 가구의 성별 분포, 아동 유무와 같은 가구 특성
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계획은 결국 호수만 늘릴 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현상
을 유발할 수 있다. 주거로드맵 2.0에서 비로소 다자녀가구에 대해 방수 및 면적을 고려한 공급계획
을 추가하긴 하였지만 그 공급량이 매우 적고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이 소형에 집중되어있음을 고려
하였을 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거취약계층이 주요 주거자원으로 활용하는 주거급여 역시 급여 금액이 평균월세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제적 주거비보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2018년 주택이외
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월세는 32만 8천원이었으며 고시원 
및 고시텔 평균월세는 33만 4천원이며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도 22만 2천원인 등 현재의 1급지 주
거급여(2018년도 서울기준) 1인가구 주거급여액 26만 6천원을 웃돈다. 이 기준임대료도 모두 100%
를 받는 것이 아니고 중위소득 30%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 30~43%의 소득구간에서는(2018년도 기
준)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이 깎인 금액을 지원받고 있어 임대료보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 적절하지 않은 주거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주거공급은 주로 그 양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재고율 또는 공급량을 중심으
로 그 성과가 평가된다. 그러나 공급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양적 확대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진정한 주거권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UN 주거권 요소에도 주거란 단순히 
4개의 벽과 지붕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공간
과 환경이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가 주요한 검토 요소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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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재의 흐름으로 이러한 완전한 변화는 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거복지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주거위기가구
들이 주거복지정책을 활용하고 지역 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 및 서비스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남원석(2012)은 지역 내에서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주거지
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구 및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울의 경우 현재 모든 
구에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주거상담사를 통한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를 갖추고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욕구에 대응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 대구, 청주, 수원, 인천, 제주도 
등의 지자체에서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그 운영방식이나 서비스 범위, 지역 내 역
할 등이 매우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LH의 경우 마이홈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지원서비스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나 마이홈센터는 맞춤형 상담이나 사례관리적 주거지원이 아닌 단순 정보제공에 역할
이 그치고 있으며 설치 지역이나 설치 센터의 개수 등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주거복지센터와 같은 지원서비스 체계는 주거위기가구의 주거복지정책 연계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복지 주체들과의 밀접한 협력체계를 통해 주거위기가구에 대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
공하는 주체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주거위기가구는 주거위기와 관련있는 다양한 요인들
을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고 주거공급만으로는 주거위기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을 경험하는 1인가구에 대해 주거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주거유지 및 
안정된 주거생활은 알코올 중독 및 소득활동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위
기가구를 타 복지체계와 협력을 통해 사전에 발굴하기도 하는 등 선제적 대응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III. 주거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영역의 확대

1. 주거권의 개념에 기반한 주거위기 속성에 대한 이해 필요

현재 주거복지정책과 서비스는 주거위기가 발생한 후 공공임대체계를 통해 주거를 공급하는 한 
축과 공공부조의 한 영역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주거급여의 한 축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고 주거비부담이 큰 가구를 중심으로 부족한 주거비를 보
충하여 주거를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며 공공임대를 통한 주거공급은 퇴거나 주거상실을 경험하면
서 주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살 곳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역사회에서 주거위기는 매우 다양한 시점과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진정한 주거권실현은 
주거위기가 발생하는 단계와 시점에 적절한 정책과 서비스가 공급되면서 가능해진다. 이미 UN의 주
거권도 명시한 바와 같이 주거권이란 주거유지, 퇴거 예방, 적절한 주거자원의 마련 및 접근성의 보
장, 정책 및 서비스 계획 및 운영에 대상자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까지 포괄적인 노력이 필
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주거복지영역에서 주거위기가 언제 어떤 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며 특정 시점의 
경우 대응 정책이나 서비스가 전무한 상태이다. 

우선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주거지원서비스와 정책이 필요한 주요 시점을 제시하면 아래 <그
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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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거복지정책 및 서비스 필요 단계

일반적으로 주거복지는 주거공급과 주거비지원에서 논의되어왔지만 실제로 주거복지정책과 서비스
는 주거권 보장의 전 과정에서 투입되어 실현될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정책과 서비스가 투입되어야 
하는 시점은 크게 퇴거 및 시설퇴소 전후 시점, 주거를 탐색하는 단계, 주거를 결정하는 단계, 마지
막으로 주거확보 후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사후관리와 지속서비스를 공급하는 단계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인 퇴거 및 시설퇴소 전후 시점은 새로운 주거탐색과 확보가 필요한 대
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새로운 주거탐색에 있어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살고 있는 주거에서 퇴거를 해야 하거나 주거상실을 경험하는 경우, 그리고 시설에서 거주하다 자립
을 도모하거나 또는 시설거주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거주가 어려워진 경우를 포함하는 시설퇴소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새로운 주거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주거시장에서 스스로 충분히 적절
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주거복지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고 적절한 주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의 개입에 대한 욕구가 발생한다. 주거탐색을 통해 살 곳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지원과 서
비스가 필요하게 되며 이주 후 정착과 자립, 또는 다양한 욕구에 대해 적절하게 지역사회가 응답하
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를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까지 전 과정에 있
어 주거복지의 욕구와 필요성은 존재하며 주거복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주거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2. 다양한 주거위기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위기는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한다. 다양한 시점과 맥락에서의 
주거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과 서비스의 마련은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
이다. 앞에서 살펴본 주거복지정책 및 서비스 필요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 주요 과업과 
현재 각 단계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정책과 서비스의 특징과 전달체계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
통적으로 주거복지정책과 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주거상실을 경험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왔
으나 최근 탈시설 및 커뮤니티케어와 같이 집단형태의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던 시설보호대상자들의 
지역 내 생활 및 자립의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환경변화로 인해 시설에서 퇴소 또는 탈시설을 준비
하는 개인 역시 주거복지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한 주요 대상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주거지에서의 퇴거 등으로 주거상실을 경험하는 가구, 그리고 시설 퇴소 또는 탈시설이 이루어지면
서 지역사회 자립계획을 세워야 하는 개인을 주요 주거복지정책 및 서비스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
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정책 및 서비스 흐름도에 따른 주요 이슈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주거위기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정책 및 서비스 흐름도를 단계별로 제
시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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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캐나다의 전통적 퇴거중심 주거정책 흐름도와 성공기반 주거정책 흐름도 비교

자료: the University of Winnipeg(2016). Eviction Prevention: toolkit of promising 
practices. (retrieved from https://winnspace.uwinnipeg.ca/handle/10680/1200, 2020. 10. 3)

현재 한국의 주거복지정책의 퇴거예방 및 주거유지에 대한 관심 정도는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일반가구나 노인가구, 또는 신혼
부부가구에 비해 자가점유율이 낮고 전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 또는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나 무상의 점유형태 비율이 높아 주거불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월세비중이 높다는 것은 소득활동 변화에 따라 주거비부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퇴거 또는 임대료 
연체의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림 5] 특성가구별 점유형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p. 23)

지역 내 소득감소, 임대료 연체 등의 위기를 경험하며 퇴거 상황에 놓인 가구가 상당수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주거복지적 대응 노력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위기로 말미암아 주거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244만 가구 정도
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유지, 퇴거 예방과 같은 사전적 대응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서
구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 임차인 보호 및 퇴거방지 노력이 일정기간 퇴거를 제한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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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사회 주거위기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정책 및 서비스 흐름도

3. 주거상실을 예방하는 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

가. 지역 거주자들의 퇴거를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 필요

(1) 주거위기 사전예방과 관련한 현재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주거위기에 대한 사전 개입은 지역사회 내 거주민들의 퇴거 및 주거상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발적 이사나 이주가 아닌 퇴거와 주거상실을 경험하는 가구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고 자원이 부족한 특징이 있어 주거상실 후 적절한 주거를 주거시장에서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된다. 또한 현재의 주거복지전달체계가 전체적으로 시급한 주거욕구에 대응하기에는 
그 속도와 대응이 매우 느리고 비효율적인 특성이 있어 결국 주거상실을 경험한 가구는 노숙 또는 
시설, 혹은 부적절한 주거로의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인다. 

캐나다의 경우 퇴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도 갖는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퇴거 발
생 전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그 해결비용이 일반적으로 $1,000 이하로 해결될 수 있으나 퇴거
가 발생하거나 퇴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이 가구당 $3,000에서 $60,000으로 급속
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the University of Winnipeg, 2016). 이에 캐나다는 성공기반
주거(success-based housing)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퇴거발생 후 작동하던 주거복지전달체계를 수
정하여 퇴거와 주거상실을 최대한 예방하고 주거유지를 돕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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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한국의 노력은 소득지원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고 임차인 보호의 노력도 상가임차인을 중심으로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등 주거를 상실할 위
험에 놓은 가구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 노력은 거의 없다. 

현재 한국의 주거복지정책 중 주거위기를 사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것은 주거급여로 
볼 수 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비를 일정 보조하는 것으로 주거비로 인해 주거상
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주거급여 외에 주거위기 발생 전 사전대응 체
계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며 주거급여의 경우 공공부조의 한 부분으로 특성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이
루어지는 제도로 대상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함께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주거위기 및 임대료 연체 등을 예방하기에는 주거급여는 효과적이지 않다. 일
반적으로 주거급여는 신청 후 선정 및 급여가 이루어지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되며3) 주거임대시장에
서 임대료 2-3달의 연체는 보증금이 있다하더라도 퇴거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주거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주거유지를 도모하기에는 그 신속성이 매우 떨어진다. 긴급복지제
도나 몇몇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주거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긴급한 주거위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
나 이 역시 매우 임시적이고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2) 주거위기 예방 및 퇴거 예방을 위한 예방적 노력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전환

"Eviction prevention isn't about service navigating. The primary emphasis is about 
one-to-one service and support." (Community Wellness Initiative, Winnipeg)

지역사회 주거위기를 예방하고 퇴거 및 주거상실을 방지하는 노력은 크게 두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임차인에 대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민간임대시장의 임대인들에 대한 규제와 임차인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시행 초기의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
고 임차인 보호는 임대인의 선행에 맡길 수 없는 주거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영역으로 향후 개정
을 통해 임차인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4)

법적이고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 내 주거위기와 퇴거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
과 서비스의 개선도 동시에 필요하다. 성공기반주거모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퇴거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여 주거를 유지하도록 돕는 예방적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의 주거복지체계는 
위기가 발생 후 대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유지보다는 주거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지역 내 주거복지제도와 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고 여전히 개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
회문제로 남아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
서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주거복지체계에 진입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및 옹
호활동을 통해 지속적 주거유지가 가능하도록 돕는 전략이 필요하다. 

퇴거의 위험이 높은 가구에 대해 주거비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거유지를 돕는 전략이 요구
되는데 주거급여의 경우 대상자 확대 및 주거급여산식의 현실화 등을 통해 실제적 급여로서의 효과
를 높이고 대상자 선정과 급여까지의 기한을 단축시켜 시급한 주거위기에 대응하여 퇴거를 예방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긴급복지제도에서의 주거비지원 등에 소득기준이 아닌 주거위기를 판

3) 코로나19 이후 임시적으로 주거급여를 선지급후검토형태로 전환하여 그 소요시간을 한 달 이내로 축소하였
으나 이는 임시적 조치로 향후 원형태로 운영됨. 

4)�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논의는 법적인 영역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다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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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복지정책의 전환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 _ 송아영

별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여 주거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는 주거
위기가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부조영역에서
의 주거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들이 상당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월세비중이 높고 퇴거예방노력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서구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법적 또
는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임차인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는 매우 광범위하게 마련되어 
있어 불합리한 퇴거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 
CDC는 퇴거금지명령을 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의 위협을 겪는 임차인을 
홈리스 잠재군으로 파악하여 홈리스 서비스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에서 옹호활동을 통해 주거유지가 가능하도록 돕는 서비스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임덕영 외, 2020, 
발행 중).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위해 홈리스 기관 
종사자 및 사회복지 영역 종사자들이 임대인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주거유지를 돕고 옹
호활동 및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캐나다 역시 퇴거예방에 있어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서비스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되도록 
주거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서비스의 내용
은 주거복지정책 및 서비스 정보제공, 법적 지원, 대출 등 금융 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이루어지며 
사전에 주거위기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구들이 퇴거위험 전 주거유지가 가능하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the University of Winnipeg, 2016). 

나. 탈시설 및 퇴소예정 시설거주자에 대한 사전 개입의 필요성

장애인 혹은 노숙인, 노인 등과 같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시설을 중심으로 보호체계를 구
성해왔으며 지역 내 주거확보를 통한 자립지원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족한 현 상황에서 탈시
설 및 퇴소예정 시설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맞춤형 사전교육과 집중적 정보에서 시작된다. 일반
적으로 적절하고 안정적인 주거의 확보는 하루 이틀, 또는 몇 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주거유지를 위한 장기적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다. 장애인 또는 노숙인의 주거확보가 주고 공공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을 갖추는 것 
역시 사전에 충분히 준비될 필요가 있다. 2015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공공임대 거주율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임대가 주요 주거자원이 
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유형별로 운영 방칙
이 서로 다르며 신청 가능한 자격 및 거주기간, 월세 등이 모두 달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공공임
대유형을 미리 결정하고 그게 맞는 준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신청 
기한이 서로 다르고 매 년 새롭게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어 이러한 신청 방법과 시기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송아영 외(2019) 연구에 따르면 시설거주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확보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시설 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거나 주거와 관련한 지원
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사자 역시 주거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설의 주거부분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의 인력구조 또는 시설의 현
재 주요 목적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 주거복지영역 전문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한 교육 및 맞
춤형 사례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시설자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다 밀접한 주거확보 
준비를 사전에 이루도록 돕는 체계와 주거복지전문기관과의 연계 구축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두 방향이 가능하다. 시설의 규모와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 자체적인 전문성 강화가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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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를 살펴보면 비주택유형 중 41.0%가 고시원이나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 일터의 일부공간이나 다중이용업소에 거주하는 비율이 39%에 달했으며 숙박업소의 객실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8.2%, 그리고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1.8%로 나타났다. 

주거권의 측면에서 비주택거주는 여러 주거권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국가의 책임있는 
감소정책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비주택거주 감소는 적절하지 못한 주거를 임대하는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비주택거주 가구들에 대한 주거상향 전략이 적
극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주거로드맵 2.0 발표와 함께 비주택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상향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주요 주거복지 대상으로 인식되는 방향성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도시
와 달리 농어촌지역의 경우 비주택거주자들이 도심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산발적으로 존재
하여 발굴 및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비주택유형은 아니지만 거주지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구옥
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 필수시설이 매우 미달되는 환경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현재 비주택거주 이
주 사업은 고시원이나 고시텔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유형의 비주택거주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및 상향전략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4. 주거확보 및 주거상향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복지정책의 변화

적절한 주거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주거상실이나 퇴거 등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퇴거
예방 접근을 통해 주거유지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제도의 미비, 포괄적 정책
의 부재, 법적 문제, 경제적 문제, 개인적 욕구 등으로 인해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미 주거상
실 직전, 또는 퇴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본격적인 주거확보를 위한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 주거복지(지원)서비스 체계의 구축

현재 한국의 주거복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공공부조의 일환인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대표된다. 
일면 단순해 보이는 주거복지의 대표 정책은 실제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대상자의 효율적이고 손쉬운 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주거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대상자
의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되어 이 간극을 메우고 정책과 대상자의 욕구를 연
결한 서비스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단순화 및 주거자원의 충분성 확보, 주거
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의 변환이 필요하나 매우 장기간의 노력이 필
요한 영역으로 현재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에서 소외되지 않고 최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돕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체계의 구축은 공공자원 외 지역사회 민간자원이나 민
간영역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주거취약계층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효과
적이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확보 후 주거유지와 지역사회정착을 돕는 사후관리도 이러한 주고
복지서비스체계를 토대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체계를 서울시의 주거복지센터와 같은 유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남원석(2012) 역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에서의 주거복지서비스체계 구성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서비스 공급주체도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지양하고 이용자 및 주거취약계층의 욕구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의 
접근이 가장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주체와 방법을 찾아내어 이를 중심으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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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시설의 경우 외부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상담을 주 업무로 담당하는 주거복지센터가 지역 내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퇴거를 계획하거
나 탈시설을 원하는 거주자들에 대해 주거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체계를 제안하고 
있는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 비주택 거주가구를 위한 사전대응 및 주거상향 전략 필요

퇴거위기 가구 또는 탈시설을 준비하는 시설거주자 외 지역사회에서 예방적, 또는 사전적 대응이 
필요한 대상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이다. 비주택은 말 그대로 주거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곳에서 
거주 중인 경우를 의미하며 통계청에서는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으로 개념정의를 한
다.  대표적인 예로 고시원(고시탤), 여관이나 여인숙, 비닐하우스, 판자집, 컨테이너, 임시막사 등이 
있다.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이를 주택이외의거처 유형으로 구분하며 2006년 이후 주택이외의거처 유
형은 1.3%로 시작하여 2017년도 4.0%, 2018년도 4.4%, 2019년도 4.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
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에는 고시원이나 고시텔과 같은 비주택유형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되는
데 2018년도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실시한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주거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택유형추이

자료: 2019 주거실태조사

[표 2] 2018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나타난 비주택거주 유형

구분 가구수(가구) 구성비(%)
전체 369,501 100.0

거
처
유
형

고시원·고시텔 151,553 41.0 
숙박업소의 객실 30,411 8.2 

판잣집·비닐하우스 6,601 1.8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 144,130 39.0

기타 36,806 10.0 
자료: 2018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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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확보의 중간단계 구축의 필요

주거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이사 및 이주를 결정하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
력이 소요된다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역시 다양한 주거위기를 경험하여 지
역사회에서 다른 주거를 확보하고 이동을 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사전대
응을 공고히 하여 주거이동 및 상향이 필요한 가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갑작스런 주거상실이나 퇴거를 경험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 
상당 수 존재한다. 이에 송아영 외(2020)는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퇴거를 경험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
상향 및 확보를 준비할 수 있는 단계로 긴급임시주택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
과적인 주거상향이 가능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긴급임시주택은 주거공간만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
며 주거지원서비스를 주거복지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긴급임시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
과 욕구에 맞는 주거상향이 가능하도록 돕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분야에서도 탈시설 및 자립을 도모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정착 전 자립과 
일상생활을 연습하고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간집 형태의 자립체험홈 등을 운영하고 있
는 지자체가 상당수 존재한다. 자립체험홈의 운영 형태는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오랜 
시설생활을 벗어나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주택의 유형에서 자립을 도모하고 연습
하며 적절한 주거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와 시간을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 서비스 결합형 주거복지 확대

시설중심보호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체적인 삶을 지역사회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탈시설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도입으로 변화는 더욱 가속도를 얻고 있으며 장
애인, 노숙인, 노인 등 시설중심의 보호체계를 경험하던 대상들의 자립과 독립을 돕는 지역사회의 
노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탈시설 및 자립을 경험하는 대상자 중 자립을 지원하는 서
비스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주택공급만으로는 진정한 자립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시설보호에 남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식하고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주거형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확대하고 운영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지원주택의 대상과 서비스
의 형태, 사례관리의 속성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원주택
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설이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형태의 서비스 
제공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노력, 흩어져있는 형태의 지원주택(scattered supportive 
houising)에 대한 고민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현재의 주거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주요 문제점을 살피고 주거복지확장이 요구되는 영
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주거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주
거복지는 오랫동안 주거정책의 일부로 운영되었으며 이에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
이 매우 저조했던 분야이다. 그러나 주거복지의 주요 대상인 주거취약계층은 많은 경우 사회복지대
상이 되며 전체적인 사회복지체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주거의 공공성 및 주거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거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들이 경험하는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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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적극적 관심과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주거
복지정책이 비복지분야 주도로 이루어지다보니 복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으며 타 분
야와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한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전달체계 및 공공부조정
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주거복지부분에 대한 연구와 실증적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이 보다 풍부
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짧은 원고에 많은 주제를 담다보니 깊은 논의는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나 주거복지부분에 대한 인
식과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에 목표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향후 연
구의 보완과 정리를 통해 주거복지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후속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144_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참고문헌

강미나 외 (2020).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연구보고서
강미나 외 (2020).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국토교통부 연구보고서
김동화, 송아영, 윤상용 (2020). 경상북도 장애인자립지원체계 실태 및 개선방안. 경북행복재단 연구 

보고서 (발간 중)
남원석 (2012). 주거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평가와 과제. 주택도시연구. 2(2), 19-32. 
송아영, 김아래미, 정지희 (2019). 서울시 시설퇴소
송아영, 김소영, 김아래미, 임수진 (2020) 서울특별시 긴급지원주택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서

울주택도시공사 연구 보고서.
송아영, 김아래미, 최선아, 양은정 (2020). 주거 위기가구 주거상담 방안 연구 용역. 서울주택도시공

사 연구 보고서 (발간 중)
이종권, 김경미 (2016). 주거복지 공적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통합적 지역거점 구축방안을 중심으

로. 한국주거학회. 27(4), 33-46. 
임덕영, 송아영, 이봉조, 유야마 아쓰시 (2020). 코로나19의 노숙인·쪽방 주민에 대한 영향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보고서 (발간 중)
임세희, 김희주, 이창숙, 신진호, 손희경, 임은지 (2019).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효과성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 연구소 보고서. 
The Institute of Urban Studies (2016). Eviction Prevention: toolkit of promising practices.  

University of Winnipeg. 
UN Habitat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retrieved fro https://www.ohchr.org/docume
       nts/publications/fs 21_r ev_1_housing_en.pdf. 2020. 10. 01)



최 영 준 (연세대)

1. 코로나0년과 초회복 : 적극적 시민의 역할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공동주최기관 세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_147

1. 코로나0년과 초회복 : 적극적 시민의 역할 _ 최영준

코로나 0년과 초회복: 
적극적 시민의 역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준

이제 변화해야 할 때

• 2019년으로 돌아가기
• 수명이 다한 과거의 균형점
• 코로나19와 열린 Window와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

• 회복인가, 초회복인가
• 복지국가의 역할
• 적극적 시민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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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8년 경제위기를 뒤돌아보기

• 개발주의 체제의 한계  가부
장적 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

• “국가기업가부장가족” 
체제의 붕괴

• 세계화, 탈산업화, 자유주의의
강한 흐름

• 양극화, 비정규직, 저출산, 고령
화, 성차별적 노동시장, 영세자
영업, 사회보험 사각지대, 청년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1114/87264622/1

누가 승자였는가?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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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모습: 불안정성과 난제의 증가

지표이름
OECD 

순위
수치

노인빈곤율
1 위

(2016)
43.8% (중위소득 대비

50%)

건강상태인식
1 위

(2017)
29.5% (매우좋음/좋음

응답비율)

출산율
1 위

(2017)
1.05 (합계출산율)

여성고용률
7 위

(2019)
57.9% (15-64세)

젠더임금격차
1 위

(2017) 34.6 (남성임금과 격차)

근로시간
3 위

(2018) 1998 (연간근로시간)

소득불평등
7 위

(2017) 0.35 (GINI)

•GDP의 증가,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나라
• OECD ‘더 나은 삶의 지표’ 에 따

르면 조사 대상 39개국 중 순위가
30등(2017)

• 글로벌 리서치 기업 유니버섬
(Universum)이 내놓은 ‘세계 직
장인 행복 지수’(Global 
Workforce Happiness Index)에
서는 세계 57개국 중 49위 (2016)

협상력 없는 개인과 이들의 아픔과 죽음 (산재1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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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균형점: 저출생과 디스토피아?

•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의 저출생
• 불안정한 청년
– ‘3포세대’와 ‘헬조선’

• (표 출처: Lab2050 2018년 설문조사 자료 결과)

60.4% 62.8%

51.2%

72.4%
63.7% 64.5%

55.7%

72.9%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0대 초반 20대 후반 20대 남성 20대 여성

결혼해야한다 부정 아이 있어야한다 부정

65.0%

36.2%34.0%

91.5%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남성(20대) 여성(20대)

남성이 차별받는다 여성이 차별받는다

개인 거시적 변환 기업

소득위기

숙련위기

돌봄위기

건강위기

관계위기

불확실성

탈세계화

디지털화

감염병

고령화

기후변화

국가의 위기

불확실성

수요위기

관리위기

규제위기

코로나 사회적 위험: 극단적 불확실성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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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여파 (2020년 8월 조사)
평가 내용 예 아니오

1. 자영업 폐업을 경험하였다.
33명
(3.3%)

981명
(96.8%)

2. 자영업 30% 이상 매출 감소를 경험하였다.
190명
(18.7%)

824명
(81.3%)

3. 나는 실업을 경험하였다.
165명
(16.3%)

849명
(83.7%)

4. 나를 제외한 가구원 중 실업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
218명
(21.5%)

796명
(78.5%)

5. 나는 근로시간 혹은 소득 감소를 경험하였다.
396명
(39.1%)

618명
(61%)

6. 나를 제외한 가구원 중 근로시간 혹은 소득 감소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
427명
(42.1%)

587명
(57.9%)

7. 가족(영유아, 장애, 노인 등)의 돌봄부담이 증가하였다.
268명
(26.4%)

746명
(73.6%)

8.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384명
(37.9%)

630명
(62.1%)

• 기후변화로 생긴 모든 결과가 이 팬데
믹을 만든 겁니다. … 앞으로 더 많은
전염병이 창궐할 겁니다. 이제는 팬데
믹이 올 때마다 1년반 정도 록다운될
것을 예상해야 해요. ….. 우리는 경제
를 새로 조직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사
회생활 그리고 통치 방식까지 재정립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 
2020.6.2.)

• 온열질환 사망, 기상변화로 인한 죽음
등 폭증 우려

기후위기와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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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치권력 시장: 경제권력

시민사회: 대중권력

누가 난제를 누가 풀 것인가? 

국가와 시장의 한계

• 국가에 대한 세 가지 딜레마
• 큰 정부를 원하지만, 관료제적 정부는 싫음
•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부를 원하지만, 시장에 포획된 정부를 원하지는 않음
• 숙의하는 정부를 원하지만, 과감하게 결단하는 정부를 원함

• 디지털 자본주의
• 불안정 노동 증가
• 고립화 촉진
• 민주주의 위협

• 커지는 국가와 질주하는 시장, 그리고 쌓이는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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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민이고, 또 시민사회인가? 

• 관료적 Government에서 문제 해결하는 Public으로
• 안정을 제공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로

• 이윤몰입 시장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협력자로서의 시장으로

• 시민/사회는 단순히 (종속적) 대행자를 넘어 1) 국가와 시장의 견제
자, 2) 화수분으로서, 3) 연골과 모퉁이돌로서 21세기 더욱 중요해
질 것
• 적극적 시민 Active Citizenship 
• 역동적 시민사회 Dynamic civil society

• 작은 정치: 시민사회에 의한 일상적 숙의와 협의

사회적·환경적·공익증진 목적의 활동을 최근 시작하고 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
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 (%) GEM 2015 Dat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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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0년 사회의 초회복 비전

• Solidarity + Co-existence: Solid-existence 연대공존
• Freedom + Security: Freecurity 자유안정성
• Digitalization + Localization: Digicalization 디지컬라이제이션
• Eudaimonia + Motivation: Eudaimonic motivation 자기실현적

동기화

• 능동적 개인과 역동적 시민사회 agend가 국가의 key agenda 
• 난제를 함께 의제화하고 시민사회가 난제를 풀도록 정부는 장을 마련
• 개인들이 다양한 공동체 공간에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안정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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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시민 active citizenship 

• 사회참여가 많은 시민?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시민?

• Lindqvist and Sepulchre: 자율(autonomy), 안정(security), 영향
(influence)라는 적극적 시민성의 세 차원을 제시
• 안정은 주요한 위험과 해로부터 보호가 되는 상태
• 자율은 자신의 욕구를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 자신의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상태
• 영향은 사회의 숙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

적극적 시민이 왜 중요?

• 시민이 문제해결의 핵심 주체이자
목적이 되는 복지국가
• 적극적 시민의 역할

• 시민이 국가와 시장에 대해 자율성
과 협상력을 확보하는 방식
• 20세기 유럽사례: 분권화된 민주주의,
노동조합, 안정적인 노동시장, 가족,
탈상품화(복지국가), 교육제도

• 21세기 환경 변화와 함께 개인의 협상
력은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음

• 극우주의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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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시민은 행복하다.

1 

매우

불만

족

2 3 4 5 6 7 8 9

10 

매우

만족

전국민
적극 0.0% 0.0% 0.3% 0.3% 2.3% 14.0% 32.2% 33.2% 15.0% 2.7%

수동 20.5% 8.6% 21.2% 25.2% 16.6% 6.0% 2.0% 0.0% 0.0% 0.0%

청년*

(20대)

적극 0.0% 0.0% 0.0% 0.0% 3.2% 13.7% 30.5% 29.5% 16.8% 6.3%

수동 16.7% 6.7% 23.3% 26.7% 16.7% 6.7% 3.3% 0.0% 0.0% 0.0%

*청년 통계 부분은 청년 과대표집 데이터를 사용하였음

적극적 시민은 일의 의미를 찾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일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비슷한 임금을

주는 직업을

쉽게 찾음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

비반복적

업무(10점)

일의

재량(10점)

전체 55.0% 55.1% 38.3% 47.6% 3.89 6.36

수동적 시민 40.0% 65.7% 30.9% 60.6% 3.10 5.45

적극적 시민 72.9% 50.8% 48.9% 33.5% 4.56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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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시민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다.

나는 창의적/

혁신적

아이디어

추구

창업 의향, 시도여부 창업 고려 이유

창업의향이

있고 창업을

시도함

창업의향이

있으나

시도하지

않음

창업 의향이

없음
창업아이템 생계유지

전체 63.7% 11.7% 49.0% 39.3% 31.5% 68.5%

수동적 시민 52.5% 14.8% 53.7% 31.6% 21.6% 78.4%

적극적 시민 75.2% 10.1% 48.2% 41.7% 40.5% 59.5%

적극적 시민은 기술 수용성이 높다.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도 적극적이다.

나의 삶이

좋아질 것

나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사회복지는

확대 필요

경제활성화

와

기술발전을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

정부는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

구제 필요

결혼은

해야한다

아이는

있어야

한다

전체 65.9% 53.7% 59.7% 78.3% 71.4% 54.9% 55.8%

수동적 시민 46.7% 60.7% 55.3% 79.1% 71.3% 53.7% 53.7%

적극적 시민 78.8% 47.5% 65.0% 79.8% 72.1% 62.3%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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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시민은 사회보험에도 지지적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더적은

보험료, 

급여

동일

더많은

보험료, 

급여

더적은

보험료, 

급여

동일

더많은

보험료, 

급여

더적은

보험료, 

급여

동일

더많은

보험료, 

급여

전체 9.0% 66.0% 25.0% 10.9% 75.5% 13.5% 15.6% 67.6% 16.9%

수동적 시민 12.7% 67.2% 20.1% 14.3% 73.8% 11.9% 18.0% 65.2% 16.8%

적극적 시민 6.7% 64.7% 28.5% 7.4% 77.3% 15.3% 12.6% 70.9% 16.6%

적극적 시민은 신뢰수준이 높다.

신뢰 여성 남성 노인 청년 장애인
동성

애자
외국인

전체 21.8% 54.5% 36.0% 59.7% 30.7% 81.0% 76.6% 63.6%

수동적 시민 14.3% 54.1% 38.1% 63.5% 35.7% 77.0% 72.5% 59.0%

적극적 시민 30.1% 51.5% 31.3% 55.5% 27.9% 79.8% 75.8%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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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안정성 복지국가: Strong Society

• 위험에 대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방식 접근이 아닌 개인에게 안정을 부
여하는 사회적 방향으로 전환
• 정책의 ‘경영자적 시선’에서 ‘개인의 시선’으로의 전환
• 복지국가의 질적 변환 필요: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 연대, 협동, 함께
• 생활세계와 시민세계가 공공의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 식민지화되지 않

는 방향으로
• 복지국가는 여전히 목표 하지만, 개인들의 자율적 삶 증진하며 시장과 권

력에 대해 연대할 수 있는 방향
• 조직화된 개인주의, 연대화된 개인주의 (organised/solidaristic

individualism)
• 개인부터 출발하는 분수효과, not 적하효과

자유안정성 복지국가: 분권화와 사회혁신

• 개인의 영향력 확대 필요
• 자유롭고 안정된 개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는 장을 마련함
• 중앙화되어 있고, 중앙정부 위주의 재량 집중을 지방자치단체, 일선관료

나 전문가, 시민사회에게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함
• Social Innovation Fund, Social Impact Bond 
• "Solutions to America's challenges are being developed every day at 

the grassroots. Government shouldn't be supplanting those efforts. It 
should be supporting those efforts.” (B. Obama) 

• Challenge.gov 
• https://www.socialchange.kr/ (사회혁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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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강한

국가에서

개인

시민사회/조직들

크고 든든한 국가로

든든한 국가, 강한 사회, 적극적 시민



김 연 순 (사랑의열매)

2. 사랑의열매 그 변화의 시작 : 비전2030의 성과와 과제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공동주최기관 세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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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전2030 수립 및 진행과정비전2030 수립 및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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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2030 주요 추진성과비전2030 주요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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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전2030 향후 과제비전2030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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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나 영 균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의료이용량 차이 분석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사회보장학회

주최학회 세션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_181

1.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의료이용량 차이 분석 _ 나영균

건강보험연구원 나영균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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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3930
1570 1674 1544 14893200

40180

45896
48906 50490 51391

36412

44110
47466

50581 52034 5288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1977 1990 2000 2010 2015 2019

구 분 1977 1990 2000 2010 2015 2019

의료급여총적용인구(A)
2,095
(5.8)

3,930
(8.9)

1,570
(3.3)

1,674
(3.3)

1,544
(3.0)

1,489
(2.8)

건강보험적용인구(B)
3,200
(8.8)

40,180
(91.1)

45,896
(96.7)

48,906
(96.7)

50,490
(97.0)

51,391
(97.2)

의료보장인구
36,412
(100.0)

44,110
(100.0)

47,466
(100.0)

50,581
(100.0)

52,034
(100.0)

52,880
(100.0)

구분 의료급여(2019) 건강보험(2018) 비

적용인구
1,488,846
(100.0%)

51,071,982
(100.0%)

-

암

위암 060
(C16)

3,257
(0.22%)

41,548
(0.08%)

2.7배

대장암 061~062
(C18,C19-21)

5,078
(0.34%)

26,956
(0.05%)

6.5배

간암 063
(C22)

4,186
(0.28%)

36,390
(0.07%)

3.9배

폐암 067
(C33-C34)

7,965
(0.53%)

45,713
(0.09%)

6.0배

조현병 115
(F20-F29)

39,686
(2.67%)

27,537
(0.05%)

49.4배

치매 112
(F00-F03)

34,885
(2.34%)

133,308
(0.26%)

9.0배

뇌경색 154
(I63)

16,822
(1.13%)

105,601
(0.21%)

5.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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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 3차(지정병원) 약국

의료급여 1종 없음 없음 없음 -

의료급여 2종 10% 10% 10% -

건강보험 20% 20% 20%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 3차(지정병원) 약국

의료급여 1종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의료급여 2종 1,000원 15% 15% 500원

건강보험 30%
병원 40% 

/ 종합 50%
진찰 100%
/ 그 외 60%

30%

구분
진료인원

(명)

연간 1인당평균 의료이용현황

입내원일수
(일)

총진료비
(원)

본인부담금
(원)

급여비
(원)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지역1-2분위

860,562 33.4 2,766,782 362,502 2,379,580 13.1

의료급여 1,446,099 64.3 5,256,126 127,488 5,119,92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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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료인원

(일)
입내원일수

(일)
총 진료비

(만원)
본인부담
(만원)

본인부담률
(만원)

정책 대상 아님 620,655 17.2 96 26 27.6

1개

산정특례 25,556 33.8 454 59 13.1

본인부담상한제 79,003 103.6 953 118 12.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

101,745 42.0 301 12 3.9

2개

산정특례
본인부담상한제

15,014 127.2 191 121 6.3

산정특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
11,215 98.3 1,378 19 1.4

본인부담상한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
6,195 228.5 2,144 105 4.9

3개 전체 1,179 241.4 3,097 105 3.4

구분 통계연보 김진현(2010) 신현웅(2018)
정형선(2019)
지역하위 5%

연도 2017 2002 2010 2018(PSM) 2019(PSM)

일수

전체(입원+외래) 3.1 1.5 1.4 1.23 1.38

입원 10.0 4.0 2.9 1.56 1.55

외래 2.0 1.3 1.2 1.19 1.25

진료비

전체(입원+외래) 3.7 1.6 1.5 1.14 1.32

입원 5.0 4.0 2.9 1.22 1.25

외래 2.5 1.4 1.2 1.07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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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보험

료

분위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인원

1인당평균

인원

1인당평균

총소득 총재산
총소득

(0원포함)

총재산

(0원포함)
총소득 총재산

총소득

(0원포함)

총재산

(0원포함)

1 258,509 4,810,108 14,036,473 820,016 1,242,280 785,284 12,643,698 189,996,901 12,630,334 80,691,898 

2 217,685 7,564,018 13,594,861 1,684,943 1,633,494 809,559 16,815,627 200,137,748 16,790,640 87,955,799 

3 242,933 6,663,349 19,199,195 2,712,457 1,914,522 788,226 18,703,233 174,167,428 18,678,413 70,612,155 

4 385,415 8,180,444 15,710,648 2,808,304 1,604,022 806,322 19,817,889 148,712,373 19,799,824 58,797,235 

~

18 350,070 17,117,032 238,484,222 13,863,637 197,546,032 803,264 77,737,200 200,459,121 77,511,032 145,326,773 

19 348,541 21,110,656 341,258,481 17,962,479 289,555,826 800,473 94,810,095 240,604,878 94,565,156 184,012,883 

20 349,240 41,448,059 727,943,417 37,164,515 652,639,500 782,113 185,168,802 447,004,528 184,789,758 360,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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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류

건보지역 1~2분위

(74만 1,169명)

의료급여

(153만 1,123명)
1인당

진료비B/A
인원(명)

총 진료비

(억원)

1인당

진료비A

(만원)

인원(명)
총 진료비

(억원)

1인당

진료비B

(만원)

총

진

료

비

총 진료비 653,937 21,742 332 1,486,547 75,097 505 1.52

구분

입원
158,753

(21.4%) 
11,945 752 

446,157

(29.1%) 
40,043 897 1.19

외래
638,361

(86.1%) 
6,205 97 

1,441,714

(94.2%) 
19,823 137 1.41

약국 605,295 3,556 59 1,379,768 12,359 90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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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보지역 1~2분위

(74만 1,169명)

의료급여

(153만 1,123명) 1인당
진료비
(B/A)인원(명)

총 진료비

(억원)

1인당

진료비A

(만원)

인원(명)
총 진료비

(억원)

1인당

진료비B

(만원)

입원 전체
158,753

(100%) 

11,945

(100%) 

752 446,157

(100%) 

40,043

(100%) 

897
1.19

입원

의과
158,098

(99.6%)

11,701

(98.0%)

740 415,592

(93.1%)

32,717

(81.7%)

787
1.06

한방
19,413

(12.2%)

178

(1.5%)

91 54,672

(12.3%)

471

(1.2%)

86
0.95

정신과
995

(0.6%)

60

(0.5%)

60

1

64,131

(14.4%)

6,833

(17.1%)

1,066
1.77

분류

건보지역 1~2분위

(74만 1,169명)

의료급여

(153만 1,123명)
비교

인원

(비율)

평균 일수

(일)
(A)

일당

진료비

(원)
(C)

인원

(비율)

평균 일수

(일)
(B)

일당

진료비

(원)
(D)

평균

일수

(B/A)

일당

진료비

(D/C)

입원

전체
158,753
(100%)

59.0 127,240 
446,157
(100%)

91.0 98,625 1.54 0.78

의과
158,098
(99.6%)

58.0 127,541 
415,592
(93.1%)

60.1 130,927 1.04 1.03

한방
19,413
(12.2%)

4.2 217,310 
54,672
(13.2%)

4.0 215,799 0.95 0.99

정신과
995

(0.6%)
130.1 46,156 

64,131
(14.4%)

239.9 44,418 1.85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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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보지역 1~2분위

(74만 1,169명)

의료급여

(153만 1,123명)
1인당
진료비
(B/A)

인원(명)
총 진료비

(억 원)

1인당

진료비A

(만원)

인원(명)
총 진료비

(억 원)

1인당

진료비B

(만원)

외래 전체 638,361 6,205 97 1,441,714 19,823 137 1.41

외래

의과 620,850 5,004 81 1,421,078 16,288 115 1.42

한방 165,198 435 26 394,658 1,536 39 1.50

정신과 - - - - - - -

분류

건보지역 1~2분위

(74만 1,169명)

의료급여

(153만 1,123명)
비교

인원

(비율)

평균 일수

(일)
(A)

일당

진료비

(원)
(C)

인원

(비율)

평균 일수

(일)
(B)

일당

진료비

(원)
(D)

평균

일수

(B/A)

일당

진료비

(D/C)

외래

전체
638,361

(100%) 
25 39,212 

1,441,714

(100%) 
34 40,319 1.36 1.03

의과
620,850
(97.3%)

20.6
39,172 1,421,078

(98.6%)
28.7 39,951 1.39 1.02

한방
165,198
(26.6%)

10.6
24,756 394,658

(27.8%)
13.5 28,765 1.27 1.16

정신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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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 2019 시간차이

자격전환자(n=17,383)

(지역 1분위 → 의료급여)

60.4일
(입원율 : 30.4%)

58.5일
(입원율 : 28.1%)

-1.9일
(입원율 : -2.3%)

자격유지자(n=299,357)

(지역 1분위 → 지역 1분위)

65.7일
(입원율 : 22.2%)

67.1일
(입원율 : 22.9%)

+1.4일
(입원율 : 0.7%)

그룹간 차이
-5.3일

(입원율 : 8.2%)
-8.6일

(입원율 : 5.2%)
-3.3일

(입원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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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 2019 시간차이

자격전환자(n=17,383)

(지역 1분위 → 의료급여)

27.5일
(이용율: 93.3%)

29.5일
(이용율: 93.0%)

+2.0일
(이용율: -0.3%)

자격유지자(n=299,357)

(지역 1분위 → 지역 1분위)

22.7일
(이용율: 85.7%)

22.9일
(이용율: 85.8%)

+0.2일
(이용율: 0.1%)

그룹간 차이
4.8일

(이용율: 7.6%)
6.6일

(이용율: 7.2%)
+1.8일

(이용율: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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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분
기준금액

'18.12 체납자

인원 비율 평균(납부율)

1 100만원 미만 843,859 45.3 44.2

2 500만원 미만 246,006 13.2 59.2

3 1000만원 미만 186,129 10.0 61.8

4 1500만원 미만 126,813 6.8 64.1

~

19 9000만원 미만 5,184 0.3 72.9

20 9500만원 미만 4,237 0.2 74.1

21 1억원 미만 3,550 0.2 75.5

22 1억원 이상 33,091 1.8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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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의료이용량 차이 분석 _ 나영균





정 영 일 (한국방송통신대)

2. 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노인 비대면 욕구평가 사례 : 

가능성과 고려점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사회보장학회

주최학회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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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노인 비대면 욕구평가 사례 : 가능성과 고려점 _ 정영일

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노인 비대면 욕구평가 사례: 

가능성과 고려점
정영일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발표자)
김홍수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교신저자) hk65@snu.ac.kr
전승연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김광일 | 분당서울대병원 내과
최정연 | 분당서울대병원 내과

2020.11.27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노인 비대면 욕구평가 사례: 가능성과 고려점 1

알림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grant of the Korea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through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grant number : H18C0037)

연구기간: 2018.5~2020.12

진행 중인 과제로 본 자료의 활용 및 인용은 저자에게 연락하여 동
의 확인 후 진행해주십시오. 

2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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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4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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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노인 비대면 욕구평가 사례 : 가능성과 고려점 _ 정영일

COVID‐19유행과장기요양의대응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Preparing Nursing Homes and Assisted Living Facilities for COVID‐19

5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6

국가별장기요양시설방역조치

출처: Comas-Herrera A and Fernandez-Plotka JL (2020) Summary of 
international policy measures to limit impact of COVID19 on people 
who rely on the Long-Term Care sector. LTCcovid.org, International 
Long-Term Care Policy Network, CPEC-LSE (서울시공공의료재단(2020) 
선택과 집중의 방역, 장기요양시설에서부터, 건강정책동향 2호)

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감염예방을위한사전조치

보건당국 의심사례 통보 체계 구축 한국, 네덜란드

방문자 및 명회 제한 호주

치료진/종사자 여행 제한 홍콩

부분폐쇄 호주, 독일, 홍
콩, 네덜란드

예방적 코호트 완전 폐쇄 한국

병원 퇴원환자 입소 위해 신규입소 제한 독일

치료의연속성을위한대책

록다운 기간 동안 돌봄제공자 필수 인력
에 포함

아일랜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대상을 위해 새
로운 시설 확보

오스트리아

신속 대응팀 운영 오스트리아, 스
페인

인력확보(자원봉사자, 자격/경력 기준
완화) 돌봄 가능한 가족구성원 모집

한국

돌봄제공이 어려운 경우 시설로 전원 한국

직원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격리 및 가정간호를 위한 예산 지원

호주

감염 예방 및 관리 교육 호주

지역사회 주도 대응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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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유행의장기요양영향

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7

출처: KBS 시사기획창 299회 : 코로나19 요양병원감시받지못한약물 2020.9.10

8

COVID‐19유행의장기요양영향

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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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노인 비대면 욕구평가 사례 : 가능성과 고려점 _ 정영일

장기요양시설에서 COVID‐19 예방관리지침

출처: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WHO‐2019‐nCoV‐Policy_Brief‐Long‐term_Care‐web‐annex‐2020.1

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9

장기요양시설에서 COVID‐19 예방관리지침

출처: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WHO‐2019‐nCoV‐Policy_Brief‐Long‐term_Care‐web‐annex‐2020.1

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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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amanetwork.com/channels/health‐
forum/fullarticle/2763666

입소시설의 COVID19취약성과대책

11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0733464817711962

선행연구) 입소시설거주자의화상통신

12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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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0733464817711962

선행연구) 입소시설거주자의화상통신

13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08500068

선행연구) 병원‐요양병원, 입소시설
원격협진

14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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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ckson et al (2017)

선행연구) ICT 원격의료개념

15

•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in health care delivery

• 의료전문가간협진
– 공급자간교류
(의사‐의사, 의사‐간호사)
– E‐컨설팅
– 케어세팅간환자정보교류
– 의사결정지원목적

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입소노인비대면욕구평가의 필요성

16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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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 노인 비대면 욕구평가 사례 : 가능성과 고려점 _ 정영일

https://en.wikipedia.org/wiki/Telepresence, https://en.wikipedia.org/wiki/Telehealth

다자간온라인화상회의 원격교육 원격상담 원격재활

입소시설적용가능한텔레프레전스

17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Coronavirus Commission Safety and Quality in Nursing Home 
Final Report – September 2020

연구배경및동기

18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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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연구목적

19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20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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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21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연구방법

22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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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23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연구방법

24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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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25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연구방법

26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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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비대면욕구평가진행

28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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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욕구평가의장단점

장점 단점
• 평가자자신의공간에서평가가능
• 시간측면에서대면평가에비해이동시간
줄일수있음

• 대면상황에비해, 비대면평가시에는사전
준비와사후정리를바로할수있어생각보
다집중해서진행할수있었음

• MMSE평가시기관간호사(또는지원인력)
가옆에서설명을해주어원활하게평가했
고, 오히려더잘응답하는대상자도있었음

• 대면상황에비해 비대면평가는화면을통
해서만어르신을볼수있음. 정보의폭이
좁음.어떻게걷는지파악하기도어려움(관
찰의폭제한) 비대면평가시대상자에
대한사전정보가부족하다면,비대면평가
에어려움이있었을것임. 

• 우울, 감정에대한부분은비대면으로질문
하는데제한점이있음.

29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비대면욕구평가적용과정

30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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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욕구평가적용과정평가

31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비대면욕구평가적용후결과

32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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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입소노인의욕구평가의지속

• 적절한서비스제공을위해서입소노인욕구평가정보가필요함

• 요구수준을객관적으로주기적으로파악해야함

• 장기요양자와가족의적절한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한정보제공필요

• 장기화된팬데믹상황에서입소노인과가족참여, 관리주체의질향상의새로운

방식이필요하며, 비대면방식은대안이될수있음

34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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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노인의욕구평가체계의연계

• 비대면 기술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높임

• 비대면 전략을 통해 향후, 보건복지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구축한다면

• 지역사회, 장기요양, 급성기 의료, 완화

의료까지 케어와 정보의 연속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임

35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6장기요양보험입소시설노인비대면욕구평가사례: 가능성과고려점



 김 수 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사회보장학회

주최학회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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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_ 김수진

김수진

2020. 11. 2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 새로운패러다임을위하여'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 검토

2

경제활동 감소 소득상실

질
병
발
생

의료비지출 의료비부담

대
응

빈
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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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 검토

3

•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 검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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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_ 김수진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 검토

5

All (N) Paid/unpaid 
sick leave (%)

Paid sick 
leave (%)

Average maximum 
sick leave (months)

전체 493 42.2 7.3 1.66

제조업 169 47.9 3.0 1.47

10-99 인 123 49.6 0.8 1.58

100-299 인 23 52.2 13.0 0.94

300 인이상 23 34.8 4.3 1.41

서비스업 324 63.0 9.6 1.74

10-99 인 228 65.8 7.5 1.70

100-299 인 51 51.0 7.8 1.65

300 인이상 45 62.2 22.2 2.07

•

김수진, 김기태 (2020). 누가 아파도 쉬지 못할까: 우리나라의 병가제도 및 프리젠티즘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주는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1호(2020-22). 2020.09.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 검토

6

% 직장 병가 제공 비율(%) 본인 병가 혜택 비율(%)

N=14,048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정규직
비정규
직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정규직
비정규
직

% 100 77.2 15.9 6.9 65.6 34.4 77.2 15.9 6.9 65.6 34.4

All 46.4 59.6 19.3 3.5 63.8 20.4 42.5 55.8 12.0 1.1 60.7 14.2

1-9인 32.1 16.5 25.2 5.7 1.6 28.6 6.2 15.7 24.7 4.3 0.2 28.2 5.0

10-99인 36.1 46.3 52.1 24.5 8.8 55.6 25.3 42.5 49.1 16.6 3.7 53.2 18.6

100-299인 9.9 66.9 70.9 36.5 8.6 71.9 46.8 61.1 65.8 23.7 0.0. 67.0 37.4

300 인이상 22.0 81.0 84.3 51.3 17.8 87.0 54.4 73.2 77.7 29.1 6.0 82.1 33.9

김수진, 김기태 (2020). 누가 아파도 쉬지 못할까: 우리나라의 병가제도 및 프리젠티즘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주는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1호(2020-22). 2020.09.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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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 검토

7

•

김수진 (2019)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변화와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67호(2019-10). 2019.9.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 검토

8

•

김수진 (2019)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추이와 함의. 보건복지포럼 2019년 2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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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_ 김수진

상병수당 제도의 접근

9

•

질병 치료 시기 질병의장기화, 만성화, 장애

건강보장(쉴 권리 및 건강권 보장, 질병치료지원)

소득보장(치료시기 동안의 소득지원으로 빈곤화 예방)

고용보장(병가 보장 통한 일자리 보호, 복귀지원)

→ 

상병수당 제도의 접근

10

병가에대한공적현금지원있음 병가에대한공적현금지원없음

노동자병가지원하는국가규제있음 OECD 28개회원국 스위스, 미국, 이스라엘

노동자병가지원하는국가규제없음 아일랜드, 멕시코 한국

•

OECD 국가의 업무외 상병 관련 공공과 의무민간지출(OECD SOCX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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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의 접근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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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way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포루투갈은 OECD (2018),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정부홈페이지 참조

상병수당 제도 도입시 고려지점

12

•

급여수준
- 정률, 정액
- 상한, 하한

대상범위
- 임금근로자, 특고, 자영업..
- 소득하한선

기여기간 대기기간 급여지급기간

고용보장기간(법정병가)

그외
- 재원마련(조세, 보험방식)
- 보험료 부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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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_ 김수진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방향 검토

13

-

•

•

•

-

-

국가 국가

조세

조세 조세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아일랜드

사회보험 사회보험

건강보험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에스토니아, 
칠레, 슬로베니아

사회보험

상병수당보험 이탈리아, 슬로베키아, 스웨덴, 터키 건보운영 보험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폴란드, 핀
란드, 체코, 헝가리

고용보험귀속 캐나다 연금보험 귀속 라트비아, 스페인

연금보험귀속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루투갈, 영국 고용보험 귀속 네덜란드

OECD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와 상병수당제도 운영방식 분류(임승지 외, 2019)

상병수당 제도 도입시 고려지점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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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 도입시 고려지점들

15

상병수당 도입시 고려지점들

16

-

•
•

-

-

-

-

사업 급여수준 급여지급기간

유사사업의급여수준및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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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_ 김수진

상병수당 도입시 고려지점들

17

-

-

-

-

-

-

-

-

여나금 외 (2020)

상병수당 도입시 고려지점들

참고: 상병수당도입에따른소요재정을추정한연구들

김기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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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도입시 고려지점들

19

•

실업급여

실업부조

장애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기업유급병가급여

(고용보험)상병급여
산재보험

법정상병휴가

서울형유급병가급여

감 사 합 니 다

sujinkim@kihasa.re.kr



배 지 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 통합돌봄 담당자의 직무로 살펴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황과 과제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사회보장학회

공동주최기관 세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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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돌봄 담당자의 직무로 살펴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황과 과제 _ 배지영

통합돌봄 담당자의 직무로 살펴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황과 과제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발제: 배지영 교수(핚국보걲복지인력개발원) 

 
*현재 짂행중인 연구로 인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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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연구수행 젃차 및 방법  

 주요 연구결과(1) – 담당자 인터뷰 결과  

1) 지역사회 통합돌봄 담당자의 업무수행 경험 

2) 업무수행 상의 어려움 

 주요 연구결과(2) – 지역사회 통합돌봄 담당자의 직무모델  

 결롞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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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짂(2019.6.~)  
• 돌봄이 필요핚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
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걲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홗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위핚 1) 주거, 2) 보걲의료, 3) 요양, 돌봄 서비스
의 연계, 연계를 위핚 장치 1) 시굮구 통합돌봄 추짂단, 2) 읍면동(보걲
소 등) 통합돌봄 앆내창구 설치  

• 16개 시굮구 선도사업 추짂 –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 개발 

• 사업추짂 주체(수행인력) 16개 시굮구 본청 내 사업추짂단(통합돌봄과 
등), 읍면동과 보걲소 등 통합돌봄창구(읍면동의 경우 맞춤형 복지팀에 
소속, 혹은 통합돌봄팀, 보걲소의 경우 걲강증짂팀, 방문걲강팀 등) 담당 
공무원 배치   

연구배경  
• 선도사업 지역 담당자 교육과정 개발  

• 새로운 개념의 사업추짂에 대핚 일선 현장의 어려움(사업 매뉴얼이 없는 
상태로 추짂) 

•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개발 요구 – 선도사업 지자체 갂 사업추짂 모형의 
차이  

•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 일선 현장의 업무 추짂 현황 등을 검토하여 담당
자의 직무수행 역량 향상을 위핚 교육과정 개발 요구   

• 커뮤니티케어 선험국인 영국, 일본 등의 사렺  
• (영국) 지방정부 소속의 케어매니저 혹은 케어코디네이터  

• (일본) 개호보험제도 내 케어매니저(거택케어매니저)  

• 국내 유사 직무에 대핚 검토  
• 공공사렺관리자(통합사렺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등) 

•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 서울시 돌봄 SOS 센터(돌봄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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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젃차 및 방법  

교육체계 수립 및 교육과정 개발  
중요도-수행정도 차이에 대한 IPA 분석 등  

교육우선순위 검토  
직렬(간호, 복지), 직급(신규, 경력), 직무(시군구, 읍면동)별 

교육체계 도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직무수행 실태조사  

직무와 직무수행역량(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한 역량) 도출  

직무수행 인식(중요도, 수행정도, 수행빈도, 난이도) 조사  
-16개 선도사업 지역 담당자 대상 온라인 기반 설문 

지역사회 통합돌봄 담당자 직무분석  
담당자 인터뷰 기반  

직무내용 및 직무수행 상의 어려움   
직무모델(책무영역-과업영역) 도출(시군구/ 읍면동 구분)   

-현장 및 정책전문가 자문  

연구대상자 (FGI)  

• 인터뷰 참여자 총 13명 

 
 
 
 
 

• 노인선도사업 지역 11명, 장애인 선도사업지역 2명  

• 시굮구 추짂단 소속 7명, 읍면동 통합창구 담당 6명  

• 복지직렧 7명, 갂호직렧 6명   

 

구분 시굮구  추짂단  읍면동  주민센터  계 

복지직 4 3 7 

갂호직 3 3 6 

계 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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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결과(1) - 업무 수행 경험(읍면동)  

• 대상자 발군  
•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군해야 하는 게 중요핚 거 같고요. 그 대상
자를 일단 초기 상담을 잘해서 필요핚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관렦 서
비스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프로그램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대상자 
분이 원하시는 프로그램과 또 제가 봤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주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방문상담과 사렺회의, 계획수립  
• ‚동에서 보면 대상자를 발군하는 것. 그리고 대상자 선정하는 사렺회의나, 
물롞 상담을 해야 하고, 사렺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핛지 
(계획하는 것) 이거를 제일 맋이 하는 거 같고요‛  

• 서비스 조정  
•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핛머니께서 가사 지원
을 원하셔 가지고 시청에 올렸어요. 시청해서 센터에 연락을 해서 센터에서  
핛머니핚테 연락을 하싞 거예요. 핛머니께서 치매가 원래 있으셨어요. 그런 
거 잘 모른다고 나 다 몰라. 몰라. 이러시니까 그리고 집에서 지금 나오는 사
람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귺데 그 
센터에서는 이제 그 말맊 들으시고 ‘서비스 거부’로 저핚테 오더라고요.  

 

시굮구 추짂단의 업무 수행 경험  

• 사업초기, 선도사업 수행을 위해 우선 지역사회 기관 및 조직(자원)을 
발군하고, 공식적인 협력구조를 맊들기 위핚 역핛을 중점적으로 수행  

• ‚초기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듞 집단들, 기관들, 병원들..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다 모았어요. 무조걲 모아 가지고 인프라를 맊들고 했던 것이 지금 와
서 상당핚 도움이 되고 있다는 판단..‛  

• ‚아시다시피 통합돌봄이 기관장하고 컨택이 굉장히 맋이 있어요.. 하고 있는 
일 중 대부분은 사람 맊나는 것. 통합돌봄은 무조걲 맊나야 해요. 제가 하는 
일 중 가장 맋이 하는 일은 사람 맊나는 것입니다.‛  

• ‚위탁기관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그분들을 맊나서 얘기들을 청취하면서 그
들의 입장과 저희가 해야되는 일을 도출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맊남을 지
속하는 일을 합니다.‛  

• ‚프로그램 계획하고 조정하고 민갂 분들과 저희 공공영역에 대해서 조정해 
줘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맋이 발생하고..‛  

• ‚창구 직원들과 회의를 계속해야 해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출장, 사람 맊나
기, 회의. 회의는 짂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계속 짂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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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이 기졲 업무와 다른 점  

• 대상자의 소득수준, 가족구성 등에 제핚을 두지 않고, 보다 포
괄적으로 접귺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로 인식  
• ‚이 사업이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동앆 대상자를 바라
볼 때 관점이 오로지 소득, 재산 그것부터 보았는데, ‘돌봄이 필요핚’ 노
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앆 접하지 않았던 대상자들에게도 혜
택이 주어지고 그 분들도 돌봄 영역으로 지원핛 수 있었다는 것이 유일
핚 특징이라고 생각‛  

• ‚통합돌봄이라는 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
분이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였고, 그리고 단
순히 복지맊 개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걲이 굉장히 중요핚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지식까지도 조금 알아야겠다는 게 다른 점이었어요‛  

• ‚지금까지 대상자의 경우는 걲강상 열악핚 홖경에 노출되었거나 너무 취
약계층 우선인데, 동에서 자꾸 이렇게 여유가 있으싞 분, 이렇게 조금 병
원가는 데 특별히 문제가 없으싞 분까지 핚정된 예산으로 투입해서 서비
스 개입을 해야 됩니까라는 문의가 사실은 맋았어요..‛ 

 

기졲 업무와 다른 점  

• 기졲 사렺관리와의 차이 인식  
• ‚종결을 계속 앆하고 있거듞요. 시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기졲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사렺관리를 핛 때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맞는 종결을 하잖아요. 귺데 저희가 지금 명확핚 기준이 없고, 이 
사업은 꼭 문제가 있을 때맊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의 그
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방 차원에서 중요핚 걲 맞잖아요‛  

• ‚핚편으로는 맞는 것 같으면서도 핚편으로는 버거운 부분도 있고..‛  

• ‚노인의 특성상 종결의 개념이 없잖아요. 대상자 중지는 없고 싞규는 계
속 발생하는데, 올해는 정말 퇴원하시는 분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다른 
시로 가셔서 종결되어 자리가 나오면 그 자리맊 메우는 걸로.. 서비스 자
원이 무핚대로 늘어날 수는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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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졲 업무와 다른 점 – 사렺관리  

• ‚기졲의 사렺관리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보걲의료가 강력하게 있다. 
저희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동앆 집도 고쳐주고 반찬
도 주고 다 핚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런 말을 직원들은 솔직히 하거듞
요. 통합돌봄은 서비스가 아니라 체계이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
는데 충분히 이해는 못하겠지맊 뭔가를 그려나가야겠다는 그 정도 막연
핚 생각을 갖고 있어요.‛  

 

• ‚가장 중요핚 일은 아무래도 통합을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주거듞 보걲
의료듞 일상생홗지원이듞 민갂 그리고 공공기관의 협력, 이 부분이 사실
은 상당핚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관마다 다 상황
이 다르고 생각하는 부분도 다르다 보니까 같이 그것을 조율하는 부분인
데..‛  

기졲 업무와의 차이 인식   

• ‚이제 정말 시설에서 재가로 바뀌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보
니까 민갂자원을 더 발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동 입장에서는 어떻게
듞지 이분을 맨날 24시갂 볼 수가 없잖아요. 중갂중갂에 이 분이 잘 계
실 수 있게 모니터링핛 수 있는 그런 앆젂망들을 더 맋이 발군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저희가 나가보면 핚 어르싞을 대상으로 복지관에서도 오고, 오시는 데
가 정말 맋아요. 귺데 어르싞들핚테 물어보면 방금 누가 다녀가셨어요? 
해도 몰라요. 기졲의 서비스 제공이 이 어르싞이 정말로 필요핚 서비스
를 받고 있던 것인지.. 지금은 제공기관이라듞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
력해서 하다보니까 중복이 된다던지 빠짂다던지 그런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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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경험 - 보걲의료 연계  

• ‚저희가 초창기에는 직접 의료기관에 찾아가서 홖자분들 맊나뵙고 상담
하고, 나오시게 되면 이런 거 해드릴 수 있고 다 설명해서 직접 받았어요. 
지금은 의료기관에 지원팀을 다 설치해서 연계 해주시고 , 연계를 받아
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같이 짂행하는 거를 기획하고 있어요‛  

• ‚병원에 지역 연계팀이 있고, 사렺관리 갂호사 두 명을 배치해서, 갂호사
가 병원에 있는 홖자를 서치해요. 퇴원 요구가 있으싞 분 파악해서 동의
하싞 분에 핚해서 계획 수립하고, 퇴원하고 나면 모듞 게 저희핚테 넘어
와요. 그러면 퇴원 싞청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연결하는 거까지 제 역
핛이에요‛  

• ‚솔직히 말하면 보걲 기획하던 것은 보걲소에서 하던 것과 다른 것 없고
요. 다른 점이 있다면 복지영역을 좀 더 맋이 알게 됐다는 거, 보는 시야
나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갂호직)  

 

사업 수행과정에서 어려운 점  

• 거주지 방문을 통핚 서비스 제공에 대핚 거부감  
• ‚굯이 왕짂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왜냐하면 문맊 열고 나가면 다 병원인
데 누가 자기 다니던 병원, 자기를 담당하던 의사핚테 짂료를 받고 싶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무튺 집에 오는 것을 생각보다 좋아하지는 않으세
요‛  

 

• 요양병원, 민갂기관과의 소통과 업무협의의 어려움  
• ‚ 요양병원을 굉장히 맋이 직접 다니면서 했는데, 아직은 정말 넘을 수 
없는 핚계라고 생각이 되요‛ 

• ‚요양병원이 너무 맋은 데다가 지금 적자를 겪고 있는 요양병원들이 상
당하기 때문에 협업이 되지 않고….‛  

• ‚저도 병원에 나가보긴 했는데, 요양병원 자체가 다 적자인 상황이라 홖
자지원팀을 의무적으로 맊들어주세요. 핚 명이라도 퇴원시키려고 하니
까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쏟아야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맋고 쉽지
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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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과정에서 어려운 점 

• 기졲 사업과의 차이, 지속가능성에 대핚 혺띾  
• ‚나이가 노년이 됐고 일상생홗에 그런 필요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보통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거거듞요.. 장기요양 등급은 귺데 본
인이 수급자가 아닌 이상은 본인부담이 발생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업무는 
다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앆된다고 확인핛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 ‚끊기지 않는 서비스가 필요핚데 그걸 어느 선까지 해야하는지.. 초기에는 중
복수혜를 하지 말자고 해서 장기요양 받으싞 분은 하지 말자고 했었거듞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장기요양에서 받은 서비스를 다 받고도 시갂이 모자라싞 
거예요. 정말 필요핚데 중복수혜라서 앆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짂정핚 통합돌봄을 하려면 이런 부분까지 해결을 해야지…‛  

 

 

• ‚내년에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지을까 걱정을 맋
이 하고 있어요. 보편적 급여로 주다가 갑자기 그 민원을 어떻게 정리를 핛
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그게 준비를 해야핛 것 같아요..‛   

사업 수행과정에서 어려운 점  

• 부서갂 업무조정의 어려움  
• ‚저희가 맞춤돌봄을 사실은 저희 과(통합돌봄 담당과)로 가지고 온 거는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이나 통합돌봄이나 다 노인 대상으
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욕구)평가를 했을 때 맞춤돌봄이면 앆되
고 통합돌봄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배분을 핛 수 있도록 저희 과
에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부서가 다르면 거기에 있는 자료를 얻는
게 어렵거듞요.‛  

• ‚시에서는 핚 대상을 가지고 두 팀에서 같이 잡지 말라고 해서, 이 대상
자를 여기서 계속 이어나갈지 여기서 하고 이는 거를 종결시키고 다른 
데로 넘길지는 협의를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그게 참 그래요..‛(읍면동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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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과정에서 어려운 점  

• 업무분장, 다양핚 사업에 대핚 이해 요구  
• ‚대상자 선정이 가장 어려워요. 어떻게 잡아야핛지 어렵다고 했고요. 특
히 싞규직원의 경우는 기본 업무를 가르치는데 시갂을 맋이 쓰고 있더라
고요. 장기요양, 기초연금.. 관렦 서비스가 중복이 되거나 누락이 되거나 
핛 수 있다는 것을 싞규 직원들은 놓칠 수가 있는…‛  

• ‚저는 면에 있다 보니까 통합돌봄 사업 외에도 통합 사렺관리나 아니면 
팀 업무 중에서 지역보장협의체 관리하는 업무를 같이 핛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통합돌봄 사
업맊을 하기는 힘듞 홖경인 것 같아요.‛  

• ‚사렺관리에 대핚 기준이 기졲 맞춤형 복지팀이랑 통합돌봄이랑 차이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희망복지지
원단에서는 이렇게 지침이 내려올 때 서비스 연계 같은 경우는 사렺관리
를 잡지 말도록 하거듞요. 그러니까 그게 갈등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자원연계, 협업의 어려움  

• ‚제가 항상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민갂기관과 협조하고 협업하는 
그 작업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 ‚연계 기관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민갂하고 일하는 거. 민
갂하고 일하는 것도 저희가 주로 쓰는 언어, 문서형태 이런 부분을 굉장
히 생소해하시거듞요‛  

 

• ‚예산이 핚정되어 있으니까 시도 민갂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걸 하라고 
핛 수는 없는 거예요. 방문의료, 방문핚방치료, 주거개선 이런 게 저희 
동에는 앆들어와요‛  

• ‚의사선생님은 업무 끝나고 맊나야 해요. 업무 끝나고 젂화를 해야 해요. 
짂료시갂에는 젂화를 못받잖아요.‛  

•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다직종이 모이다 보니까 소통이 앆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걲 분야하고 민갂하고도 어렵지맊 직렧이 다르고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통합돌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
고 해도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젃대 해주지 않거듞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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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과정에서 어려운 점(갂호직) 

• 사업에 대핚 이해, 업무지침 없이 업무 시작  
• ‚처음부터 이제 좀 일을 맋이 하싞(경력이 맋은) 갂호직이 배치되었으면 
쉽게 핛텐데 모듞 걸 저희가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 ‚저는 11월에 들어와서 배치되고 단체 교육 이런 것을 하나도 못들었어
요. 이 사업 방향 왜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걲지도 제대로 교육을 못받은 
상태로 배치가 되니까 이게 왜 내가 이걸 해야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맋
이 들었고…‛  

• ‚방문관리를 하라고는 하는데, 보걲소에 따로 팀이 구성되거나, 젂체 읍
면동이 다 방문걲강관리를 해야되는데, 그걸 중심으로 잡아주는 기관이 
없다보니까 아무래도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나 질
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갂호직 공무원이 느끼는 어려움 – 업무분장   

• ‚저는 처음에 발령을 받았을 때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와서 보니까 모듞 
읍면동에 갂호직이 배치된 게 처음이어서 다들 갂호직에 대핚 인식이 없
고, 되게 터무니없는 기대도 맋이 하시고, 그게 (역핛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분위기여서 그걸 찾아가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 ‚동에 사실 팀장급으로 갂호직이 배치가 앆되서 복지직이나 행정직이 배
치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싞규 갂호직이 혺자 하다 보니까 정말 기획
하는 것 자체가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임상에서 갂호사가 필드에서는 
오더에 맞춰서 하다가 지금은 완젂히 다르게 해야하니…‛  

 

• ‚기본적으로 갂호사들은 하는 일이 정답을 딱 찾아야 하잖아요. 귺데 복
지는 정답을 찾기보다는 바람직핚 방향으로 접귺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갂호사는 이게 맞는지 틀렸는
지를 딱 명확하게 선언을 핛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내가 
제대로 핚 게 맞나 앆맞나..(하는 혺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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갂호직 공무원이 느끼는 어려움 – 초기상담  

• ‚공단에서 내려오는 것은 짂단명, 흔하게 당뇨, 고혈압. 딱 이렇게맊 내
려와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다른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맋
고, 애초에 넘어올 때 왜 여기를 선정했고, 그걸 젂혀 모르겠어요.‛  

• ‚초기상담을 핛 때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될지 판단을 
해야하는데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해요. 고혈압맊 있어도 대상자가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고혈압이 있어도 조젃이 잘 되고 일상생홗을 핛 수 있고 
그런 게 되면 굯이 이걸 핛 필요가 없는데 그런게 실무자로서 딜레마더
라고요.‛  

통합돌봄 시굮구 추짂단 직무모델  
Duty 

(책무/임무) 
Task (직무/과업) 

1 2 3 4 5 

A 사업 총괄 관리 지역짂단 사업 기획 사업 운영 체계 구축 사업실적 관리 사업성과 평가 

B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 

프로그램 실적 관리 프로그램 평가 

C 제공기관 관리 제공기관 선정 
제공기관 
계약 및 협약 

제공 서비스 
점검과 조정 

보조금 관리 

D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역케어회의 운영  민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 자원 개발 

E 
통합돌봄창구 
(읍면동) 관리 

통합돌봄 민원 지원 
통합창구 직원 
수퍼비젂 

매뉴얼 제작 

F 교육 및 홍보  
통합돌봄 교육 및 홍보 

기획  
통합돌봄 교육  지역사회 홍보  

G 젂문성 개발 교육 및 연수 참여 젂문역량 개발  갈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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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읍면동 창구 담당자 직무모델  

교육요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가 같이 다 가야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하는 저도 기본적인 그런 보걲지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했으
면 하고 반대로 갂호직들도 사회복지 관렦된 기본적인, 깊게는 아니더라
도 갂단핚 거는 좀 알아서 하면 더 이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
고 있어요‛  

• ‚상대방이 일하는 방식이나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 있게, 사회
복지 영역은 갂호직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사회복지 
영역은 갂호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좀 더 업그레이
드된 기획이 나올 것 같아요‛  

• ‚저희 서비스 내용 중에 의료적인 서비스도 맋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면 갂호직 선생님들이 주사렺관리자가 될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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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과제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핚 담당자의 인식  
• 통합돌봄은 사업인가, 돌봄을 위핚 지역사회 체계의 구축인가  

• 의사소통-협업-자원개발-서비스개발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역량 요구   

 

• 기졲 젂달체계와 제도(사업)에 대핚 정비와 조정  
• 장기요양, 보걲소, 읍면동 복지사업  

• 통합돌봄 사렺관리와 통합사렺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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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한국의 복지정치
-경험적 접근

이 창 곤 (한겨레)

기본관점(개요)

• “미디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서로 다
른 정치사회세력 또는 행위자들이 헤게모니를 위해 담론투
쟁을 전개해가는 상징적 정치적 공간”, 즉 다양한 정치사회
적 세력 및 행위자가 자신들의 담론(의미체계)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담론을 생산 유포하
는 공간

• + 오늘날 주목해야할 것은, 언론은 전달자나 관찰자나 감
시자를 넘어 그 자신이 헤게모니를 위해 담론투쟁을 전개
하는 하나의 정치사회세력 또는 적극적 행위자라는 사실

• 언론(기관)은 특히 복지이슈를 통해 왜 이런 행위자를 자처
하고, 또 어떤 담론을 유포하며, 이를 위한 전략과 기술은
무엇인가를 탐색(다만, 내재적이고 경험적 접근이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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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논의의 전제-한국 복지정치의 흐름과 특징과 복
지정치 행위자로서 언론

• 기존 연구 리뷰

• 복지정치 행위자로서 언론과 관련한 몇가지 논
제

• 마무리

왜 복지정치인가
• 복지는 대체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재분배 기제/시장에서의 교환과 달

리 법과 정책에 의해 그 틀이 설계되고 수혜와 부담이 정해짐

•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여러 집단들은 각기 이해관계와 정치
력 그리고 제휴 양상은 어떤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느냐에 결정적…따라
서 누가 어떻게 복지정책에 관여하는 가가 중요

• 복지정치, 복지를 둘러싸고 제 정치사회세력 및 행위자들 사이의 벌어
지는 대립과협력, 연대 등의 정치과정민주주의 도입과 그에 따른 정치
적 동학의 폭발이 기회와 약점을 만듬(윤홍식 엮음, 2020)

• 특히 한국에서는 정치의 논리가 복지제도의 발전 속도와 방향, 복지정
책의 선택과 배제를 규정하는 매우 강한 힘으로 작용”하기에 복지정치
에 대한 관심과 탐색은 매우 중요한 분야.

•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의외로 관련 연구가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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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정치의 흐름과 특징

• 복지가 한국정치에서 의제로 떠오르면서 복지정치에 대한 관심도 증가. 특히 2000년
대 후반 선거정치 과정을 통해(구체적으로는 무상급식 논쟁 이후인 2010년 지방선거
때 부터)

• 2010년~2012년 보편적 복지 바람과 논쟁: 선거정치 과정에서 복지담론의 등장으로
진정한 의미의 복지정치 시대 열림(권위주의 정부 복지정치외환위기 이후 초국적
자본에 의한 복지정치->정당과 시민단체 중심의 복지정치 정당과 대선 및 총선 후
보의 선거정치

• 민주당: 2010년 10월 당 강령에 보편적 복지 조항 삽입, 2011년 1월 3+1 복지 발표-
>2011년 8월 3+3(일자리, 주거복지 포함)정책 발표//한나라당: 2010년 한국형복지국
가 건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처음 제안,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 진보의 보편적 복지담론 등장<반작용으로 보수의 복지포퓰리즘 담론 등장 등 복지
담론 간의 쟁투가 전개. 

• 전형적 성장담론의 퇴조 속 경제민주화 담론 부상 및 소비 등 복지정치과정에서 복지
지담론도 변화의 양태도 보임

복지정치의 행위자들

• 과거 연금과 의보중심, 기초법다양한 제도 도입되고 욕구도 다양화하면서 기존의 보건복
지정책 분야를 포함해 돌봄,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신사회적 위험 분야 등지에서 복지정
치가 현상화

• 이슈와 쟁점에 따라 미시적,중시적 공간과 공간 다양하게 창출…거시적으로는 정치권의 진
영에 맞춰 제휴와 연대 등 진영화, 블록화하면서 거시적 세력 쟁투 양상

• 행위자도 더불어 더 다양화: 전통적 핵심주체+ 신사회적위험에 따른 새 행위자들 등장

• 대통령
• 관료(경제/사회관료)
• 정당 및 국회

• 시민단체
• 전통적 이해관계 집단
• 신 이해관계 집단: 플랫폼노동자, 중소영세상인, 자영업자 등
• 국제기구
• 언론
• 개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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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치의 행위자로서 언론
-언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그동안 복지정치 행위자에 대한 분석이 없지 않았
으나 주로 연금개혁 등의 분야에서 전통적 핵심주
체를 중심으로 이뤄짐

• 언론도 행위자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보도 태도
나 담론과 담론전략과 기술 부분에 국한.

• 언론의 행위자로서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매우 아
쉬운 대목이나, 이는 언론과 복지, 정치 등에 대한
복합적 이해가 필요하고, 언론의 경우 비교적 접근
이 어려운 측면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듯.

복지정치행위자로서 언론

• 1.일반적 접근: 공론장의 형성, 매개, 촉진자

•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는 욕구에 잘 부응하고 사회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선 알
맞은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가 중요

• 사회문제: 1)많은 사람이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일정 조건이나 행태 2)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폭넓게 인식될 때 문제는 사회적으로 구조화socially 
constructed 된다. 

• 이 과정에서는 1) 상향적(전문가) 2) 하향적 (대중 및 수혜대상자의 현장 경험)접근의 적절
한 결합과 함께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과 미합의되지 않는 이슈에 대한 민주적인 숙의과정
으로 공론장이 중요하게 대두/

• 문제 대응전략 및 대안은 이처럼 사회구성원의 가치, 신념 및 의견에 영향을 받아 문제를
보는 관점을 형성. 여기에 편차가 크면 문제대응이 어렵기에 공론을 형성할 때 문제대응이
용이

• 언론은 바로 이 정치적 과정에서 공론장의 형성자, 매개자, 촉진자로서 기능/이미 언론은
언론인들이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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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치의 행위자로서 언론
-언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 2. 복지정치적 접근: 복지정치의 players(like `old hyenas’)

• 복지국가 이후 특히 복지는 (개인과 집단의)욕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대
응으로서 중요 이슈로 대두

•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응으로서 복지정책(사회정책)은 다양한 행위자의
역학관계에 따른 정치 과정의 산물.  이름하여 복지정치의 산물, 제 나름
의 이념을 지향하는 정당과 정치인, 정책관료, 이익집단, 유권자들의 정
치적 역학관계에 따른 결과. 이 과정에서 복지정치 행위자의 인식과 태
도가 중요. 

• 일련의 복지정치 과정에서 언론은 단순히 공론장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넘어 스스로 적극적 행위자로 역할을 함

•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에서 한국 언론은
당파성을 강하게 견지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더욱 극단화, 고착화하고
이게 공론장의 담론 형성에 적잖은 영향

기존 연구 리뷰

• 복지정치 행위자로서 언론에 대한 분석은 주로 보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담론 분석에 집중/언론학
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의 논문이 있으나 그나마 아주 소수.

• 김주호(사회학, 포퓰리즘의 오용과 복지포퓰리즘담론의 구축, 사회이론, 2019)=2009~2018년 조중, 매
경에 실린 복지포퓰리즘 사설과 신문사 자체 칼럼만 활용해 개념 연결망과 논증구조 분석

• 주은선(복지학, 한국 보수언론의 복지담론 전략과 기술, 한국사회복지학, 2013) =조중동, 매경과
한경 등 5개신문을 중심으로 2000년 12월~2012년 4월 보도와 논설 일체

• 정재철(신문방송학, 한국신문과 복지포퓰리즘 담론-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2011, 언
론과학연구)

• 강국진, 김성해(신문기자, 신문방송학, 재정건전성 담론 해체하기, 2013, 한국언론정보학보)

• 복지담론 일반: 신진욱(시장포퓰리즘 담론의 구조와 기술, 2009, 경제와 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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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 리뷰

• 주요 내용 정리

• 관점: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복지)포퓰리즘의 오용(김주호)

• 담론전략과 기술->대칭화(복지와 이성의 대립, 복지와 도덕의 대립, 
복지와 미래의 대립, 복지와 생산(성장)의 대립, 재맥락화(탈정치화, 
탈이념화, , 주체화의 담론기술(주은선)

• 대상: 조중동과 매일경제 등 보수언론이 중심. 진보언론에 대한 비판
적 분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듬.

기존 연구의 기여 및 한계

• 기여: 보수언론의 담론전략과 기술을 비판적 보기-보수언론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복지포퓰리즘 담론의 논리구조와 담론전략, 기술을 규명하는 데 역할

• 한계: 보도(결과)에 따른 특정담론을 분석하거나 담론전략 및 기술을 중심으로
탐구. 행위자로서 언론인과 언론이 왜 그런 보도를 하는지, 그 보도를 둘러싼 안
팎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언론인이 아닌 복지 또는 언론 학자의 분석의 경험적 한계)

• 왜 이런 양태가 나타나는지를 복지정치 행위자로서 언론의 양태에 대한 입체적
접근까지는 미치지 못함

• 행위자로의 언론의 특성이 무엇이고, 왜 그런 양태를 보이는지를 언론환경, 언
론일반의 특성, 정치적 당파성의 요인과의 관계, 언론인의 특성, 언론내부의 메
커니즘 등 다양한 요소의 작용과 인과관계를 살피고, 나아가 바람직한 행위자로
서의 언론 역할과 더 나은 역할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접근이 필요성

• 이를 위한 언론인에 설문조사 및 언론사 내부의 내재적 접근 등 좀 더 입체적 접
근이 필요. 그러나 이번 발표는 이 한계의 극히 경험적 차원에서 작은 부분을 메
꾸는 데 그칠 듯. (계량적, 질적 추가 연구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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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질문

• 한국 복지정치 행위자로서 언론의 행태와 그 작동메커니즘은 무엇인
가?(경험적 접근)

• 복지정치 행위자로서 한국 언론의 주요 복지담론은 무엇이며, 진영에
따라 담론의 차이와 특성은 무엇인가? 

• 언론의 담론 전략과 기술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 정치사회의 변화 속
에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져왔는가? 

• 새로운 환경변화에 복지정치 행위자로서 언론에 대한 전망과 바람직한
복지담론 행위를 위한 해법은 없는가? 

방법론

• 담론 분석 및 메타 분석 +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경험

• 분석 대상: 조중동, 매일경제 등 보수(및 경제신문) 4곳, 한겨레,경향
등 진보언론 2곳 등을 중심으로한 중앙 일간지+ 매일경제 및 한국
경제를 포함한 두 곳의 경제신문

• 시기: 무상급식 2010년 이후~2020년 현재(주요 담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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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1: 복지, 진영 간 헤게모니 전선의 핵심
화두

• 헤게모니: 기득권 집단(기득권 동맹)이 도전집단(도전동맹)에게 지배
력을 행사하는 수단의 의미

• =-과거엔 물리적 힘으로써 행사했다면 민주화 이후엔 기득권 동맹
의 한 축인 보수언론 등 행사하려는 경향-미디어를 통해 당파성, 이
념성, 이해관계 등의 요인에 따라 사실과 논리를 재구성하는 형태.

• 우리 사회가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면서 사회정책 이슈중 분
배이슈인 복지이슈가 우리 사회의 아주 첨예한 헤게모니 전장의 이
슈로 부상

• 헤게모니가 과거엔 경제(성장) 및 안보 이슈 등 통해 이뤄졌다면 오
늘날에는 점차 복지와 노동 등 사회정책 이슈 등으로 다양화하는 가
운데 복지이슈가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담론 대결의 첨예한 요소가
됨

경제성장 뉴스, 상대적 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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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폭증

논제1; 복지, 헤게모니 전선의 핵심 화두
복지정치 행위자로서 역할 강화

• 이런 경향은 특히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로 무상급식
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른바 복지논쟁 1라운드가 시작하
면서 본격화

• 특히 2010년~2012년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 논쟁이 격화
하면서 복지뉴스도 폭발

• 이 때만 해도 언론은 복지뉴스의 전달자 및 진보와 보수의
정치진영의 대리자의 역할이 더 컸음

•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요시하지 않았던 복지뉴스(연말의 최
루성 기획이나 사건을 통해 반짝 뉴스)가 외환위기의 신빈
곤 시대를 접어들면서 점차 언론의 중요의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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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2: 정치병행성: 대리자에서 적극 행위자로

• 보수 언론(기관)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검찰-보수 정치권 등 기존 기
득권 네트워크의 한 축/진보 언론은 그 도전세력의 한 축으로 기능
해왔음

• 이런 헤게모니를 위한 담론구성이 바로 뉴스(미디어)프레임: 사회적
사건들을 뉴스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는 특정 이슈의 선택
selection과 현저성salience로 구성/지각된 현실의 어떤 요소를 선택
해 이들을 텍스트에서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것

• 즉 문제를 정의하고 인과관계를 해석하고 도덕적 평가를 내리며, 해
결책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박홍원, 2009)

• 오늘날 언론(기관)은 이런 헤게모니 전장에서 기존의 대리자 역할에
서 지금은 세력간 싸움의 적극적 플레이어로 기능/이런 움직임은
복지 담론에 관심의 증가에 따른 기획기사를 생산하면서 노골화

사회정책 전담부서 신설 흐름

1. 복지이슈의 쟁점화 경향 고조: 언론이 복지뉴스
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별도의 사회정책 독립부서
를 신설하는 경향이 대두

언론사 내 복지 뉴스는 사회부의 행정팀의 소관. 보
건복지, 노동, 환경 등의 주로 중견 차장급 기자들
의 이른바 `쉬어가는 출입처’의 비인기 분야에서
서서히 중요 부서로 부각하는경향

이름하여 사회정책부(중앙, 조선, 동아, 한겨레 경
향 등 주요 언론사에 사회정책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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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국가) vs 복지포퓰리즘 복지담론 대결
본격화

• 2010년 지방선거 앞두고 무상급식이 촉발한
복지논쟁 1라운드

• 한겨레, 경향 등 진보언론의 보편적 복지, 복
지국가 담론

• Vs

• 조선, 중앙, 동아의 복지포퓰리즘 담론

2010년 창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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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말한다(한겨레,2010,07)
-복지국가와 사회권

복지포퓰리즘의 진실(중앙일보 20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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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말한다(경향, 2011.05월)

복지백년대계(조선일보, 201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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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병행성

• 2. 진보와 보수의 정치권의 대결이 진보언론
과 보수 언론에서 정치병행성을 띠면서 대리
전 양상의 기본

• 언론사 자체의 하나의 독자권력으로서의 적
극 행위로 때로는 정치병행성을 넘어 정치선
도성을 띠기도 함

• 이는 복지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다
정치적 네트워크의 반대 세력인 정권 때리기
의 일환으로 복지이슈를 적극 활용하는 측면.

여야복지경쟁(20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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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면의 확대를 톻한 적극 행위자로

• 이는 특히 각 언론사의 오피니언 지면 확대
경향과 궤를 같이하면서 복지관련 의제를 칼
럼과 사설에서 많이 다루는 경향이 커진 측면
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국정농단 이후 보수언론의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

• 보수정치가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상실한데다
지지부진한 흐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고 풀이됨

보수정권의 몰락에 더 센 극단적 목소리

• 이는 복지관련 의제를 기존의 훈수를 뜨는 것
을 넘어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칼럼과
사설에서 많이 다룸

• 국정농단 이후 보수언론의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

• 보수정치가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상실한데다
지지부진한 흐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고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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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3: 복지담론과 전략
-헤게모니 전

•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진보와 보수의 치열한
담론 전쟁

• 보수의 전형적 복지담론 : 복지포퓰리즘, 재정
포퓰리즘 또는 재정건정성, 세금폭탄, 무차별
복지, 현금 복지론 등

• 진보의 전형적 복지담론:  보편적 복지. 무상
복지(3+3시리즈), 공공성, 복지국가 등

논제3: 복지담론과 전략
-프레임 전쟁

• 보수 언론의 복지담론 키워드:
• 비효율성, 무상복지병, 무차별적, 퍼주기, 낭비, 증세없는

복지, 과잉, 무분별, 복지마약, 포퓰리즘, 복지의 덫, 줄줄
새는, 국민연금 독배, 보편적 거지, 보지쇼핑보다 경제성
장 먼저, 공산주의보다 위험, 성장친화형 복지가 답, 등
부정적 공격적 이미지

• vs

• 진보언론의 복지담론 키워드:
• 삶의 질 보편적 복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사회투자국가, 복지국가, 북유럽 모델, 복지개
혁, 공공성, 재정의 역할 증세 등 긍정적 수세적 방어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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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의 복지담론

• `전가의 보도’ 복지포퓰리즘: 김주호 등 기존연구자들이 밝힌 바 대로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보수
언론의 단골 키워드로 확인.

• 다만, 이 복지포퓰리즘의 뿌리는 한국정치에서 오용된 포퓰리즘에서 나온 것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좌파정부의 여러

• 부정적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포퓰리즘이란 말을 빌려쓴 것이 그 원인”(서병훈, 2008)”보수언
론과 보수경향의 지식인이 민주정부의 개혁정책을 중우의 비합리적 요구에 영합한 무책임한 행
태의 극치로 폄하하는 담론전략”(김주호, 2019)

• 복지공약과 주장, 활성화한 복지논쟁이 정치권의 과열된 복지정쟁의 결과라는 해석에 기초

• 하지만 복지공약과 복지논쟁의 시대적 배경인 불평등심화,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성장위주의 경
제전략의 한계, 사회적시민권에 대한 시민의식의 고양 등 요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김
주호)

• 복지논쟁은 표얻기 위한 선심경쟁(조선일보< 2015, 3,6)이거나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무책임한 정
치권의 의도로 재맥락화(주은선)한 새로운 해석프레임(김주호)

• 이런 정치인을 복지쓰나미를 일으킨 주범이나 A급 전범(조선 2011, 7.29)

현금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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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복지 중독

지자체 현금복지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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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잔치-동아일보

매일경제
• 문재인 정부 4년간 현금 복지성 예상이 55%가 늘어났다. 진행되고 있는 현

금복지가 비슷한 사업에 중복 지원되거나, 수요가 많지 않거나 효과가 불분
명한 분야에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급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질문
• 이렇게 지급되는 현금복지가 정말 모든 국민이 원하는 복지일까? 또한 재정

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복지를 늘린다면 그 국가 부채는 누가 감당하게
되는 것일까? 

 
• =>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으로 넘어가려는 과도기에 돌입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의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목표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무차별적으로 현금 살포만이 복지국가일까? 아마도
현금복지를 받게 되는 당사자들도 당장에 현금이 손에 쥐어져서 좋겠지만
나라차원에서 좀 더 이 돈을 귀중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 [출처] 고삐풀린 현금복지 4년간 55% 급증(09.21 매일경제)|작성자 엄마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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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 통합당 "현금복지 통폐합해 소득 하위
50%에 기본소득
https://tv.naver.com/v/15359724

진보언론의 복지담론

•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공공성 등 다소 추상
적 복지 이념 선도 및 보수의 복지담론에 대
한 대항적 의제화 경향

• 다만 보수언론이 복지전문기자(조선과 중앙
의 복지전문기자)를 목적의식적으로 양성한
데 비해 그렇지 못한데다, 강한 정치지향성으
로 인해 시기에 따라서 복지 의제 비중이 내
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폭이 크다는 점이 특
징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_269

1. 언론과 한국의 복지정치 _ 이창곤

한겨레의 복지담론 전략과 기술
-연구저널리즘

• 복지 이슈 등 사회정책 이슈의 일상적 의
제화를 위해 한겨레의 경우

•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설립에 이어 한겨
레경제사회연구원 출범(사회정책센터)을
통한 이른바 연구저널리즘을 통한 일상적
의제화 및 교육(한겨레사회정책스쿨) 시도

최근의 복지담론의 새로운 흐름으로서 탐사
보도

• 각 언론사에 탐사보도의 중요성이 커지멵
서 탐사보도 팀이 구성

• 이들 팀의 주요 기획으로 복지나 노동 등
사회정책 및 분배 이슈가 많이 채택돼 다
뤄지는 경향도 뚜렷

•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진보언론이 강하
고 보수언론도 경향성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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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획: 증발

한겨레의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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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아동주거빈곤

경향의 산업재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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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반복지담론과 현실의 더 큰 복지정치

• 그러나 언론의 반복지담론에도 현실에선 역
설적으로 대중의 복지의 관심을 더 높임. 

• 또 반복지 담론과 달리 복지 확대(예산과 제
도)는 구조개혁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
적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진보와 보수
정부 모두 지속해서 이뤄짐

• 언론의 행위와 달리 더 큰 틀의 복지정치 행
위가 특히 보수언론의 반복지담론을 용해시
켜버리는 양태로 풀이

논제4: 언론의 (복지)담론전략과 (숨은)기술
-대리자 동원 전략+ 직접 진술 확대

• 논쟁 초기에는 사설과 칼럼을 통해 직접 표현하기 보다는 주로 대리자
동원 전략 구사

• 두가지 경로: 하나는 청부형 칼럼 및 정책 기사(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의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개별정책 홍보기획)/다른 하나는 지식인들의
기고 동원

• 이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합작에 의한 국정홍보전략의
숨겨진 기법으로 빈번히 활용

• 여기에 언론 사 자체의 적극행위로 다양한 기고 동원최근엔 진보와
보수간 대결 양상이 격화하면서 적극 행위자로서 내부 필진에 의해 직
접 진술하는 형태가 더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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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전략과 기술의 일환으로서
주목해야할 source정보원

• Source의 뚜렷한 차이

• 보수언론: 다수의 보수적 경제학자+ 일부
복지학자

• 진보언론: 복지학자 +일부 진보적 경제학
자

사례

• 카인즈 칼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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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5: 선거정치와 언론보도
-선거 복지정치의 불안정성, 비일관성과 언론 보도의 비일관성

• 선거를 매개로 한 복지정치는 한국 복지정치의
뚜렷한 특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 복지의제의 쟁점화는 주로 선거시기 전후를 중
심으로 전개

• 이 시기,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복지 뉴스 급증

논제5:선거정치와 언론보도

• 복지이슈를 포함한 오늘날 개혁 이슈의 의제화의 매개나 통로
는 선거, 승자독식의 대통제 하에선 대선이 가장 화염성과 폭
발성을 지닌 선거

• 다양한 복지공약이 분출하는 선거 전후(대통령, 총선 및 지방
의제)로 복지 뉴스 및 복지담론이 급증

• 한국복지정치의 뚜렷한 특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복지국가
정치전략으로서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에 따른 복지정치의 역
동성이 더욱 크지는 한편, 캐치 올 파티적 정치공약에 따라 복
지의제의 남발과 수렴으로 복지공약이 빈공약이 되는 현상도
동시에 존재하는 양면성을 띰

• 한국의 선거(복지)정치는 가능성과 불안정을 동시에 의미(윤
홍식 엮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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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과 일관성을 잃은 언론의 복지담론

• 이 때문에 많은 언론, 특히 보수언론의 경
우 복지담론의 비일관성이 나타나기도 함.

• 공약은 어디까지나 공약일 뿐/립서비스로
복지공약으로 전락

• 상대적으로 일상의 복지정치의 실종

논제6: 미디어시스템 위기와 복지정치 행위
자로서 언론

• 오늘의 미디어 시스템은 극심한 복합적 3중 위기: 신뢰의 위
기, 경영의 위기, 저널리즘의 위기

• - 개념
• ∎ 미디어들이 전체적으로 형성하는 구조
• ∎ 한 사회의 역사, 정치 시스템, 미디어 시장(esp. 양질의 이용

자), 미디어 종사자들의 수준(전문직주의)과 밀접히 연관-
Daniel C. Hallin & Paolo Mancini (2004, 2012)

• - 미디어 시스템의 구성 변수들
• ∎ 시장: 대중신문의 발달 여부
• ∎ 정치 병행성 (정치시스템)
• ∎ 미디어 전문직주의의 발달정도
• ∎ 국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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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types of media system

저널리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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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상실의 원인 분석

• ∎ 정치병행성, 

• ∎ 낮은 전문직주의,

• ∎ 주창 저널리즘에 공히 주목

• ”반규범적 진영언론”(윤석민, 2020)

• 그러나?

다시, 정치병행성(윤석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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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치 관점의 정치병행성

• 복지정치 관점에서 정치병행성은 미디어 일
반의 흐름보다는 조금 다른 지점, 즉 민주화
이후 종속변수에서 언론의 권력화란 일반적
흐름의 대두에 비해 복지이슈가 쟁점화하면
서 뒤늦게 나타난 현상.

• 그러나 정치병행성의 본질적 성격에는 동일
한 성격을 내장. 

• 따라서 복지정치 행위자로서 정치병행성을
드러내긴 하나 이를 다만 반규범적 진영언론
이란 것으로만 성격 규정하기에는 100% 동
의하기는 어려움. 

논제7: 복지정치 행위자로서 언론인과 의사
결정 방식

• 기자의 계급성, 인구통계학적 정체성, 기자들
의 사회적 역할 인식, 직업적 이동 경로 및 만
족도 등 직업조건 등이 언론인의 인식과 태도
(복지부 출입기자의 복지관)의 변화도 초점

• 언론사 내부의 의제결정방식과 바이어스를
낳은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 출입처 시스템, 
경력 관리 및 인사, 언론사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 등 내부 민주주의 및 agenda decision 
ma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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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요약)
-브레없는 언론권력의 헤게모니 전

• 승자독식의 양대정당의 죽고살기의 정치구조에 따른 언론의 헤게모니 전장으로 성격
과 정치병행성은 3중의 위기 속에서도 지속될 전망

• 권력적 속성을 더욱 내면화하고. 생존을 위해서도 더욱 가속화할 우려도 존재/미디어
산업으로서,행위자로서 연향력은 감소추세이지만 오히려 “브레이크없는 권력으로서
권력화, 진영화, 정치화 양상은 멈추지 않을 것”

• 따라서 복지정치 행위자로서 언론의 성격도 확대 강화하며, 반복지담론도 더욱 더 지
속해서 노골화, 극단화할 경향성도 존재. 이는 복지 담론 뿐만 아니라 노동 교육 여성
등 사회정책 영역 전반은 물론 경제영역까지 담혼싸움이 치열

• 이런 치열한 극단적 반복지적 프레임 전장으로서 언론의 속성으로 인해 공론장의 혼
돈과 시비의 부재 속에 놓이고, 이는 민주주의 토대를 흔들고 포퓰리즘이나 극단주의
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형성케할 악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함. 이미 그런
현상이 보임.

•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언론개혁은 중요한 개혁이슈이자 복지정치의 이슈이기도 함/
언론개혁 없이 복지정치 행위자로서 언론이 복지동맹의 한축이 될 가능성이 없다. 오
히려 그 반대일 것

• 학계와 시민사회계의 언론의 복지담론에 대한 보다 정치하고 적극적인 비판과 함께
언론개혁에 대한 큰 감시를 기대

마무리: 
복지정치 행위자로서 언론의 가능성

• 스웨덴 등 북유럽의 선진복지국가 역사에서 복지는 좌우파를 넘어
공동으로 추구하는 의제.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든 복지체제는 우파정
당도 쉽게 거부하기 힘들 상황으로 진보와 보수 모두 복지국가를 적
극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복지국가 발전해옴

•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도달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각종 반복
지담론을 제압할 신박한 복지담론은 무엇일까? 

• 나아가 진보와 보수의 복지 컨센서스를 이룰 획기적인 복지담론은
없을까?

• 과연 언론은 복지국가를 향한 복지동맹의 한 축이 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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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대안으로서 언론개혁시민사회네트워크?

• “지금 이 시점에서 선출되지도 않았고, 책임도 안 지는 두 권력이 있
다. 검찰과 언론. 이 둘의 개혁 방향은 똑같다. 권력을 분산하고, 책
임을 묻게 하는 거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언론도 권력이 분산
되는 중이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다만, 책임을 묻는 것과 관련해 품질이 나쁜 상
품을 퇴출해야 하는데, 광고협찬 제도의 괴이한 형식으로 불량제품
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정연주 전 <한겨례> 논설주간)

• 다양한 우려와 비관 속에 대안 부재이지만 그래도 힘써야할 것이기
에 양질의 저널리즘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제도화방안으로서
언론개혁의 의제화.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할 언론
계, 학계, 시민사회계가 대거 결합하는 언론개혁범시민네트워크 구
축 절실

세상을 바꾸는 뉴스?

• “좋은 뉴스는 세상을 바꿉니다. 좋은 뉴스
는 언론이 만들지만 그런 뉴스를 만드는
언론은 시민이 만듭니다. 뉴스의 수용자는
언론을 만들어가는 또하나의 주체입니다.

비판적 시민을 만드는 것이 좋은
언론이라면, 좋은 언론을 만드는 것은 비
판적 시민입니다.”(<왜 언론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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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복지국가운동의 전개과정과 한국의 복지정치

남 찬 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론

일반적으로 한국은 서구와 달리 복지국가의 발전에 유리한 정치경제적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
로 간주된다(김영순, 2020; 신진욱, 2020; 윤홍식, 2020; 이병천, 2016).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갈등이 
복지정치를 통해 사회복지제도를 매개로 제도화된 현대국가체제를 복지국가라고 할 때 한국은 분단체
제에 의해 그러한 계급갈등의 표출 자체가 극도로 억압되었고 그러다보니 그러한 갈등구조를 축으로 
한 정당의 발전도 억압되어 계급갈등이 제도화될 공간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서구에서 복지국가 
발전의 주된 세력의 하나였던 노동계급의 조직률이 낮고 정치세력화 수준도 낮으며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발전수준도 매우 낮다. 또 정치제도도 복지국가에 보다 친화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이며 선거제도도 정책선거에 친화적인 비례제가 아니라 승자독식형의 단
순다수제에 기반한 지역구 소선거구제에 기초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복지제도가 발전하는 경우
에도 그것이 계급갈등의 제도화에 기초한 발전이 아니라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근거에 의거한 발전으로 
나타나게 하는 토대로 작용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국가 그리고 좀 더 구
체적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발전이 꾸준히 지속되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복지정치가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향한 복지정치의 전개
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 요인 중의 하나로 노동운동이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이영환･김영
순, 2001; 류만희, 2004 참조).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노동의 조직률과 정치세력화 수준이 낮은 것
이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에 불리한 조건이라고 한 위의 진술과 모순된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노
동의 권력자원이 취약하여 복지국가의 발전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계급갈등이 
극도로 억압된 사회에서는 노동조직화의 조그마한 진전도 체제에 크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
동운동이 복지국가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이영환･김영순, 2001 참조). 하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이나 복지국가운동에서 노동운동이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기여를 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윤홍식, 2019; 은수미, 2011 참조). 
한국의 노동운동은 복지국가 확립보다는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확립이나 조직결성과 보존에 주력해야 
할 경우가 많거나 전국민적 사회복지제도보다는 기업복지의 발전에 주력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처럼 복지국가로의 발전에 노동이 중요하면서도 실제로는 소극적이었던 사정으로 인해, 복지국가발
전에 불리한 정치경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꾸준히 이룩한 복지국가로의 발전과 관련하여 
그 주역으로 시민운동의 복지정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복지정치(welfare politics)는 크게 두 가지 의
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행위자들 간에 벌어지는 정치적 
상호작용 과정(윤홍식 외, 2019: 314) 혹은 복지제도의 도입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행위
(신광영, 2012: 42)로 사용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를 실현･발전시키기 위한 국가능력 및 
시민역량의 형성과 제도적 능력 및 주체 능력의 형성 과정, 즉 복지국가로 가는 이행과정에서 역동적 
동학 및 이익정치･숙의정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반성적 공유체험과 공유가치의 형성과정(이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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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51) 혹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신진욱, 2020 참조)으로1) 사용되는 경우이다. 
전자는 복지정치를 제3자적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비관여적 개념화라 할 수 있으며, 후자는 복지정치
를 보다 참여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관여적 개념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복지정치는 
특히 2010년경에 와서 본격화하지만 그 이전에도 복지정치는 존재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은 복지국
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여적 의미의 복지정치에 주력해왔다. 

이 글은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정치적 노력의 한 주체로서 시민운동
이 시기별로 어떤 노력을 전개해왔으며 그것이 복지국가를 둘러싼 여러 행위자들의 정치적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시민운동의 관여적 복지정치가 한국사회 전반의 
비관여적 의미의 복지정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혹은 변화시키지 못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다. 이 글에서 살펴볼 시민운동은 시민운동 전체가 아니라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시민운동인데 
시민적 복지국가운동 혹은 복지국가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시기구분

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상호작용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도 복지정치는 오
래 전부터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1960년 민주당 정권기에 당시 보건사회부 공무원과 경제
부처 공무원 간에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고(손준규, 1983) 이런 논쟁은 1950년대 
말 경제침체에 빠진 한국사회에 등장한 이른 바 재건담론(이하나, 2010)을 배경으로 하여 일부 소수의 
사회보장전문가들이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한 상황과 연관이 있다(남찬섭, 
2013). 당시에도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상호작용 자체는 치열하게 전개되었지만 그 상
호작용의 범위가 정부 내로 국한되어 대중적 기반이 거의 없었으며 일반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고 파급효과도 대단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이라 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시민운동이 등장한 것은 1987년 민주화대투쟁을 계기로 시민사회
가 활성화하면서부터인데, 그 전에는 사회복지운동이라 할 만한 흐름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운동 
전체적으로도 시민운동이 아니라 민중운동이 중심이었다(이영환, 2005a). 민주화대투쟁 이후의 사회복
지운동 혹은 복지국가운동과 관련하여 이영환(2005b)은 사회복지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전
개과정을 노태우 정부 시기(’87~’92), 문민정부 시기(’93~’97), 국민의 정부 시기(’98~’02년), 참여정부 
시기(’02년 이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태수･윤홍식(2014)은 복지국가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맹
아기(’97년 이전), 형성기(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 내연기(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6･2 지방선거
까지), 분출기(6･2 지방선거 이후)로 구분하고 있다. 이영환(2005b)의 시기구분은 보수정부의 등장이나 
복지국가논쟁의 전개를 예상할 수 없었던 시기에 그리고 아직 사회복지운동의 역사가 짧았던 시기에 
시도된 것이어서 주로 정권별로 시기구분을 하고 있다. 이태수･윤홍식(2014)의 시기구분은 복지국가논
쟁이 전개된 이후에 시도된 것으로 복지국가운동에 관한 보다 본격적인 시기구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시기구분을 참조하고 또 해방 후 한국현대사에서의 사회복지제도의 전개과정을 참
고하여 주로 1987년 이후 시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복지국가운동의 전개과정을 맹아기(’87~’90년대 초), 
형성기(’90년대 초~2010년), 분출기(2010~2012년), 분화기(2012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1) 신진욱(2020)은 복지정치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여러 언술에서 복지정치의 용법을 짐작할 
수 있는데 예컨대 선거정치와 복지정치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투표율이 높을 때나 강력한 야당이 존재할 때 경쟁
정당과 경합이 치열할 때 정당들의 복지노력이 더 강한 경향이 있다는 언급(신진욱, 2020: 130)은 복지정치를 
복지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예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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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복지의 제도적 전개과정과 복지국가운동의 전개과정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단순화해서 말하면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와 관련된 지배담론과 대항담론의 
길항(拮抗)의 역사라 할 수 있고 사회복지제도 역시 이 두 담론의 길항과 연관되어 전개되었다. 즉 해
방 후 통일된 독립적 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은 미군정을 배경으로 한 분단･반공세력에 의해 억
압되었고 이후 정부수립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에는 분단･반공국가체제가 성립되면서 그것이 지
배담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사회복지제도도 독립적인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반공국가 수립에 기여하는 응급구호적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1950년대 말 한국 경제가 침
체기에 빠지면서 분단반공국가를 핵심으로 하는 지배담론이 흔들리고 그에 대항하여 재건담론이 대항
사회담론으로 등장하였고 이는 4월 민주항쟁으로 표출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사회보장제도 
도입 노력이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전개되었다. 하지만 곧 이은 군사쿠데타로 재건담론을 중심으로 한 
대항사회담론은 군사정부에 의해 도취(盜取)되고 사회보장제도 도입노력 역시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이
후 사회복지제도는 경제개발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의 제도화로 제한되고 발전주의적 국가전략에 종
속된 형태로 기능하게 된다. 

군사독재정부에 의한 대항담론 억압의 역사는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1987년 민주화라는 대항담론을 
맞아 변화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노동운동과 시민사회가 활성화하였으며 이를 배경으로 많은 사회복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시기의 복지제도 도입은 복지폭증(박병현 외, 2007)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대량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시기에 사회복지를 목표로 한 시민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복지국가를 명시적으로 표방한 것은 아니었지만 맹아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 노동운동
의 때이른 침체와 정권 및 자본의 신노동전략, 3당 합당 등이 시도되면서 지배담론에 의한 반격이 이
루어져 민주화투쟁은 정치적 절차의 민주화로 축소된 보수적 민주화로 귀결되었고2) 이러한 흐름을 배

2) 1987년 6･29 선언이 있은 다음 달인 7월부터 노동쟁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노동조합 조직화도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1990년에 들어가면서 노동조직화와 노동쟁의가 모두 급속하게 잦아들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민중운동도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었다(구해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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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복지제도에서도 정권에 의한 반격이 이루어졌다3). 한국의 시민적 복지국가운동을 대표하는 단
체인 참여연대가 출범한 것은 민주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항사회담론에 대해 지배담론에 의한 반격이 
이루어지던 때를 배경으로 한다. 

민주화라는 대항담론을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그것을 보수화시켜 기득권을 지킨 지배담론은 1997년 
외환위기로 붕괴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에 의해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민주정부
의 복지개혁으로 한국에 최초로 복지국가 태동하게 되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지구화와 탈산업화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또 저출산･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
국의 복지국가는 태동과 동시에 조정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양극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민주
정부는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하여 보수정부에게 정권을 내주게 되었고 보수정부는 여러 면에서 과거회
귀적인 기조를 보여 지배담론의 복귀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지배담론의 복귀가 시도되는 가운데 2010
년에 와서 한국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복지국가논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되었고 이것이 복지국
가운동의 분출로 이어졌다. 이 시기 분출된 복지국가운동은 복지국가를 명시적 표방하는 다양한 단체들
의 출현으로 이어지면서 복지국가운동이 다양한 갈래로 분화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분출되고 분화하는 복지국가운동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민들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가에 관해서
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대중적 기반을 가진 복지국가운동의 주체가 형
성되어 있는가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항담론과 지배담론의 교차로 본 한국현대사는 결국 ‘진보패러다임에 의한 국가형성 시도 등장 → 
보수패러다임에 의한 억압과 왜곡(혹은 보수화) → 보수패러다임의 한계 노정 및 붕괴 → 진보패러다임
에 의한 대안 시도’가 교차해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지국가운동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교차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되어 왔다4). 오늘날 한국의 복지국가는 그 제도적 측면에서나 전체적인 
복지체제의 성격 측면에서 변화를 위한 다양한 압력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나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복지국가운동 진영 역시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압력에 대응할 대안을 
구상해내야 하고 그와 함께 복지국가를 이룰 주체를 구축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각 시기
별로 복지국가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Ⅲ. 시기별 고찰

1. 복지국가운동의 맹아기 (1987~1990년대 초)

이 시기는 앞서 본 것처럼 1987년 민주화대투쟁에 의해 시민사회가 활성화하고 그로부터 사회복지운
동이 태동하게 된 시기이다. 이 시기 사회복지운동은 복지국가를 명시적으로 표방한 것은 아니었고 또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해서도 어떤 통일된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방한 것이 아니었고 운동의 방식 면에서
도 각 부문별 개별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보편적 복지국가와 조화로운 흐
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당시 농민운동과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를 주장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며5), 장애계는 기만적인 장애인올림픽 개최 거부투쟁을 벌이는 한편 장애

3) 이러한 반격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1994년에 한 차례 
시도되었다가 실패한 후 1995년에 다시 시도되어 제정된 것인데 민주화 투쟁으로 확대된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그 비용부담에 수익자부담원칙을 도입하고 정부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것이 관철되었다(남
찬섭, 2013; 윤찬영, 2007). 

4) 여기서 진보패러다임과 보수패러다임으로의 구분은 사실 한국현대사의 흐름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기는 하
다. 또한 대항담론을 모두 진보패러다임으로 묶은 것도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다. 또한 복지는 많은 경우 보수
패러다임에 속한 적이 훨씬 더 많았다. 복지국가운동(혹은 사회복지운동)은 진보패러다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매우 오랫동안 복지국가운동은 진보가 아니라 개량으로 인식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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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법 전부개정과 장애인고용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양대법안 투쟁을 벌여 역시 일정한 성과를 거두
었다(김도현, 2007). 그 외에 지역사회탁아소연합이 결성(’87년)되어6) 보육운동이 전개되었으며, 빈민운
동 부문에서는 생산자협동조합운동이 태동하였고, 사회복지전문요원동우회 결성(’89년)과 사회복지노동
조합운동 태동 등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정부가 1991년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예
산을 삭감한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예산확보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 예산확보운동에는 한국사회복
지학회와 사회복지대학협의회 등이 참여함으로써 그것이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한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영환, 2005). 

이처럼 다양한 부문에서의 사회복지운동이 전개됨으로써 복지국가운동의 맹아가 등장하기 시작했지
만, 이것이 복지를 둘러싼 여러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에서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주도권을 
잡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제도 도입이나 개정에는 관료의 주도권이 강하고 
또 집권세력의 정치도구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한데(윤홍식 외, 2019: 488) 민주화 투쟁으로 시민사회가 
활성화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사회복지운동이 본격화했다고 해도 그러한 관료중심성과 정치도구화를 극
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노동운동이 복지제도 확대를 추동하는 개혁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점은 
분명히 있지만 자체 조직의 결성과 사수, 기본적 노동조건의 개선, 노동법 개정투쟁 등에 주력하는 전
략적 선택 내지 그런 사안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사회복지
운동을 펼치지는 못하였다(이영환, 2005). 

2. 복지국가운동의 형성기 (1990년대 초~2010년)

이 시기는 민주화를 핵심으로 한 대항사회담론에 대한 지배담론세력의 역공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어 
보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시기와 1997년 외환위기로 지배담론이 붕괴하고 민주정부가 집권한 시기 그
리고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한 민주정부가 정권을 보수정부에 내주게 되는 시기로 구성된다. 

이 시기의 초기 즉 민주화라는 대항사회담론에 대한 지배세력의 역공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어가던 시기
에 참여연대가 결성(’94.9)되고 여기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사회복지운동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
련되었다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학 교수와 전문가, 변호사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전개
하여 사회복지운동의 두뇌집단 역할을 하면서 사회복지운동 전반을 견인하였다(이영환, 200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출범 첫 해에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운동(후에 국민복지기본선 확보운동)을 전개하였는
데 이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세기 초 영국의 웹 부부에 의해 주창되고 1942년 베브리지 
보고서에서 구체화된 바 있는 National Minimum에서 유래한 것으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투쟁으로 정
치적 절차의 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루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과제를 안게 된 한국사회에 한국의 정치적 
역학을 고려하여 수정･변용된 형태의 이념과 운동으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8).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97년 말에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
었으며 이것은 경제위기로 그리고 사회위기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도 실업문제에 대

5) 물론 당시 의료보험통합은 종국적으로는 무산되었다. 의료보험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이 여야만
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것이다. 

6) 그 이전에 결성된 지역사회아동교사회가 확대 개편된 것이다(이영환, 2005). 
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처음에는 참여연대의 정식기구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정책위원회 산하에 있었다. 그

러다가 1994년 10월에 사회복지특별위원회로 설치되었고 이듬해인 1995년 3월에 사회복지위원회로 정식기구화
하게 되었다(조흥식, 2014). 

8)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은 1994년 12월 5일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를 개최함으로
써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조흥식, 2014). 그 후 국민생활최저선이 의도와 다르게 그 목표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국가복지의 확대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빌미를 준다는 반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저수준을 넘어
서는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1997년 초에 운동의 목표를 ‘국민복지기본선 
확보’로 한 단계 높여 재정립하게 되었다(백종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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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기 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관련 제도를 확대하였다.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급속히 확대하였고 
산재보험 역시 그러하였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다른 제 단체와 연대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의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초기
에 전개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이 경제위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실을 맺은 것임과 동시에 
시민사회운동 전반이 연대하여 얻어낸 드문 성과라 할 수 있다9). 특히 당시 기초보장법 제정운동이 전
개되면서 기초보장법이 근로유인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또 소득파악 미비로 인해 가짜빈민을 양산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엄청난 국가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많은 비판이 
있었고10) 복지부 등 정부도 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초보장법의 제정은 시민운
동의 기여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초보장법 제정에서만큼 시민운동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김대중 정부 때 추진된 
국민연금개혁과 의료보험통합도 시민운동이 이룬 성과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의 국
민연금개혁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져 1998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개혁과
정의 초기에 김영삼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
금으로 이원화하는 구조개혁안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은 세계은행의 다층제 연금안에 기초한 것이었다(김
연명, 2002; 김영순, 2011).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정권이 김대중 정부로 바뀌면서 이원화 구조개혁안
이 폐기되고 일원형 국민연금을 유지하되 급여수준을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계수조정개혁안이 추
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 진영은 사회연대를 근거로 일원형 국민연금의 유지
를 찬성하고 이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였다. 의료보험통합은 과거 민주화투쟁기에 시도된 바 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고 그로부터 10년 가량의 시간이 흐른 후에 재시도된 것으로 1998년 
10월 공･교의보와 지역의보의 통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2000년 7월 국민의보와 직장의보의 
통합(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이라는 조직통합을 거쳐 2003년 7월 재정통합으로 이어져서 일단락되었다. 
의료보험통합은 그 이전에 수 백 개에 달하는 의료보험조합 단위로 운영되어 위험분산의 범위가 제한
되었던 의료보험을 단일보험자로 통합하여 위험분산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연대 원리를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운동과 노동단체가 지지하는 
방안이었다(김연명, 2002). 기초보장법으로부터 국민연금개혁과 의료보험통합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참
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의 입장은 사회연대적 입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연대적 입장에 입각한 시민운동의 노력이 거둔 성과는 그 이면에 한계를 안고 있
는 것이었다. 우선 기초보장법 제정도 그것이 시민운동에 의해 촉발된 것은 맞지만 실제 법률의 제정은 
정권의 협조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는 1998년 중반 기초
보장법 제정 국민청원 등을 통해 법 제정을 의제화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초기에는 법 제정에까지 이
르지는 못했다. 즉 시민사회단체들이 성안한 기초보장법 제정법률안은 1998년 12월 상임위를 통과하였
으나 최종 제정에는 실패했던 것이다. 이 실패가 극복된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 
김대중 대통령의 울산발언(1999.6.21)에 의해서였다(강신욱 외, 2004; 박윤영, 2002; 안병영, 2000). 이
것은 시민운동이 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제설정에는 성공할 수 있더라도 실제의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정권의 협조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초보장법 제정에서 시민운동이 갖는 한계는 법 제정 이후
의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즉, 기초보장법 제정 이후 그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
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배제되고 관료들에 의해 제도가 변형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가 
법 제정을 위한 의제설정 단계에서는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료정
치에 의해 주도됨을 보여주는 것이다(안병영, 2000). 시민운동에 의한 복지정치는 제도의 구체화 과정

 9) 당시 결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에는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등
의 노동단체도 합류하였다. 

10) 이들 비판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는 문진영 (1999), 허선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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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료정치에 의해 주도되는 복지정치를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관료정치에 의한 것이든 
어떻든 제도가 도입되어 일단 시행되면 그 시행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기 마련이고 이런 새로
운 쟁점을 둘러싸고 새로운 단계의 복지정치가 전개되지만 시민적 복지국가운동이 이러한 단계의 복지
정치에서 모두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시민운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쟁점을 이끌지 못하는 경우도 많
다11). 이런 점에서 기초보장법 제정과 시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시
민운동이 한 역할은 ‘제한적인 선제적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남찬섭, 2019). 

시민운동의 이와 같은 제한적인 역할은 국민연금개혁에서도 나타났다. 1차 국민연금개혁에서 이원화
안이 폐기되고 일원형 연금이 유지되었다고 해도 연금급여수준의 축소는 막지 못했다(김연명, 2002). 
또한 일원형 국민연금은 소득파악을 전제로 해야만 의미있게 작동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참여연
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의 노동단체는 소득파악 제고를 한 결 같이 주문하였지만(김연명, 
1999) 시민운동진영은 소득파악 미비로 인해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는 현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
고 또 정부가 소득파악을 위해 조직된 기구를 별 다른 성과도 내지 않았는데 조기에 해체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일 때에도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한 반발 외에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12). 1차 
국민연금개혁은 본질적으로 재정안정화 논리에 기초한 것이긴 하나 그래도 일원형 소득비례연금의 골
격이 유지되었고 계수조정적 개혁에 그쳤지만 2003년 이후부터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일단락된 
2차 국민연금개혁에서는 재정안정화 논리가 훨씬 강하게 관철되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07) 퇴직
연금제도가 도입(’05)되는 등 구조개혁이 이루어졌으며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크게 하락하였다(주은선, 
2013).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나름의 역할을 했던 1차 국민연금개혁에서와 달리 2차 국민연금개혁에서
는 정당의 연금정치 개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연금을 둘러싼 복지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크게 감소하였다(김영순, 2011 참조). 사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국민연금개혁은 완전노령연금의 지급이 개시되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이 성숙하기도 전에 추
진된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처럼 제도 성숙 전에 개혁이 두 차례나 
추진된 것은 주로 재정안정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제로도 그 논리가 관철되었다(남찬섭 외, 
2018, 주은선 외, 2017)13). 물론 연금개혁에서 재정안정화 논리와 보장성 강화 논리가 대립하였고 참

11) 기초보장법 시행 이후 새롭게 형성된 쟁점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른 바 ‘통합급여 대 개별급여’ 논쟁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이른 바 개별급여론자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제기한 것인데 그들에 의하면 기초보장제도는 수급자
에게는 모든 급여를 제공하지만 수급자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아무런 급여도 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이를 All or Nothing으로 표현하였다. 통합급여라는 용어가 그들이 말한 All or Nothing을 적절
히 표현한 것인지는 의문인데 어쨌든 그것은 수급자가 된 사람에게는 모든 급여를 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였다. 통합급여라는 비판은 특히 기초보장제도의 목표로 자활을 강조하는 측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는데 하
지만 이것은 중요한 점을 간과한 것이다. 기초보장제도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최저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에 필요한 모든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기초보장제도는 우리
사회가 그 제도에 ‘통합급여’를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여 만든 제도인 것이다. 기초보장 수급자 기준에서 벗어
나는 사람들이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기초보장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보장제도 이외의 제도를 
만들지 않은 우리사회의 문제이다. 개별급여론자들은 기초보장제도 이외의 제도를 만들지 않은 잘못을 손쉬운 
기초보장제도에 전가함으로써 제도개선의 방향도 잘못 설정하였다. 그들의 비판이 잘못된 것임은 개별급여론자
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기초보장제도가 변경된 현재 생계급여수급자들에게는 개별급여론자들이 그렇게도 비판한 
통합급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여전히 기초보장수급자들은 기초보장제도에서 벗어나기를 꺼린다는 사실에
서 알 수 있다. 그들은 불필요하게 최저생계비만 무력화시킨 채 보장수준도 떨어뜨리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하지만 개별급여론자들의 이런 주장은 시민운동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부 하에서 결국 제도로 관철
되었다. 

12) 소득파악 미비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고(김연
명, 1999) 실제 참여정부에서 이것이 추진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13) 2차 국민연금개혁에서 연금급여수준이 크게 삭감되는 데 대해 일반국민들의 저항이 거의 없었다는 평가가 있
는데(윤홍식, 2019) 일반국민들의 저항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정안정화 논리와 연관지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국민들은 연금개혁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 재정안정화 논리에서 유
래한 연금불신에 기초하여 연금탈퇴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2004년에 온라인 및 오프
라인에서 전개된 안티국민연금 사태는 연금급여 삭감에 대한 분노보다는 기금고갈로 인한 연금미수령 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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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 진영은 보장성 강화 논리를 주장하였지만 실제 연금개
혁에서 재정안정화 논리가 관철되는 과정을 막지는 못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연금개혁 초기에 참여
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재정안정화 논리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한 측면도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경제부처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강제예탁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경제부처가 국민연금기금을 자의적으로 가져다 쓸 경우 나중에 상환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여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연금급여수준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998). 물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문제제기는 국민연금기
금의 민주적 운영과 급여적절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그 당시 언론에 의해 기금고갈론이 크
게 유포된 상황에서 기금손실 가능성을 근거로 한 문제제기는 기금고갈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
는 선택이었다. 이 사례는 시민운동의 복지정치가 의제설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
지만 또 다른 한편 언론에 의한 의제설정을 뒤집기는 어렵고 특히 그것이 재정안정성에 관한 의제일 
때는 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된다. 

시민운동의 한계는 건강보험에서도 나타났는데 의료보험통합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보장성 강화
를 위한 정책개혁에서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에서의 시장의 역할 축소를 이
루지는 못했다(김연명, 2002). 또한 소득파악 미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4대 사회보
험 통합관리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돌이켜 볼 때 적절한 방안이었는지 회의적이다. 

결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운동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복지정치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한계를 안고 있기도 했던 것이다. 시민운동의 한계는 시민운동의 활동방식과 
연관된 한계와 활동내용과 연관된 한계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의 활동방식을 보면 주로 복지쟁점의 의제화와 여론조성, 관련단체와의 연대 및 제
휴, 입법청원 등이 그 주된 활동방식이다(조흥식, 2014)14). 이런 활동방식에서는 의제를 선점하고 이렇
게 선점한 의제구도를 가지고 여론을 동원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제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제선점과 여론형성, 제휴구축에 성공하는 경우 시민운동은 제도의 도입이나 개혁에서 의제설정단계까
지는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의제설정에 성공하더라도 시민운동은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정책결정에는 영향을 주기가 어렵고 또 정책이 결정된 후 세부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는 더더욱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즉, 정부 내부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작동하
는 복지정치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관료정치에는 시민운동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의 복지정치는 그에 관련된 행위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또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자들(대표적으로 정당)이 복지정치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그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이것은 2차 국민연금개혁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순, 2011 참조). 정당은 시민운
동보다 인적･물적 자원이 훨씬 더 풍부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운동
은 그것과 비교적 정책적 지향성이 유사한 정권이 집권했을 때는 시민운동 인사들이 정부의 정책결정
자로 직접 진입하거나 각종 정부자문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 정부 내의 의사결정과정에 좀 더 가깝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불만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불안과 불만은 언론에 의
해 조장된 바가 크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 지금도 널리 유포되어 있는 기금소진에 따른 연금미수령 불안은 1
차 국민연금개혁에 의해 도입된 재정계산에 의해 주기적으로 자극･반복되게끔 제도화되었다. 사실 일반국민들 
사이에 작동되는 연금정치는 기금소진에 따른 연금미수령 불안과 그런 불안에 기초한 연금불신의 언론에 의한 
정치화와 그러한 불안과 불신의 주기적 자극･반복의 제도화를 매개로 작동되고 있다. 연금급여 삭감에 저항하
려면 노후소득보장기제로서의 연금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일반국민들은 그런 신뢰가 없는 
대신 기금소진에 따른 연금미수령 불안감과 그에 기초한 연금불신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연금급여 삭감에 저
항하기보다는 기금이 소진되리라고 정부가 주기적으로 공식 확인해주는(그리고 언론이 덩달아 증폭해주는) 불
안하기 짝이 없는 제도에의 의무가입방식에서 벗어나 연금미수령 불안감을 털어내고자 하는 동기가 훨씬 더 
강하다. 이것은 일반국민들이 가진 ‘내 돈’이라는 지극히 소박하고 상식적인 의식을 불안감으로 전환한 신자유
주의적 재정계산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14) 그 외에 사회복지학교와 일반시민교육 등의 교육사업과 복지전문매체 발간사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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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적 복지국가운동의 전개과정과 한국의 복지정치 _ 남찬섭

다가갈 여지를 얻을 수 있지만 정책적 지향성이 상반되는 정권이 집권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여지가 차
단되기 때문에 의제선점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15). 

시민운동이 그 활동내용과 관련하여 갖는 한계는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타이밍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의 복지국가는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의 복지개혁에 의해 태동했다는 평가를 받지만16) 태동과 동
시에 지구화･탈산업화 및 저출산･고령화라는 새로운 흐름에 직면하여 복지국가제도를 조정해야 하는 과
제를 부여받게 되었다. 즉 한국의 복지국가는 구사회위험에 대응한 제도구축의 과제와 신사회위험에 대
응한 제도조정의 과제라는 이중의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된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급속한 자본주의화에도 
불구하고 분단･반공체제에서 기인한 정치적 제약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이 늦어 자가복지(自家福祉)(남찬
섭, 2008) 내지 사적 보장체제(김도균, 2020)가 발전해있어 복지국가조정의 과제는 단순히 공적복지의 
조정만이 아니라 사적복지의 조정까지 포함하는 문제여서 더욱 복잡하다. 피어슨(Pierson, 1994)은 복지
국가 확대의 정치와 복지국가 축소의 정치는 다르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정치가 작동되기가 어
려운 것 같다. 복지국가 축소 정치의 한 전략은 정책정보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복지축소에 따른 비난을 
회피하는 모호화 전략인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작동되기가 어렵다. 공적복지는 그것이 확대되든 조정되든 
사적복지의 축소를 동반하게 되는데 공적복지의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정보를 모호하게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사적복지에 대해서는 그 축소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통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적복지에 관련하여 모호화 전략이 작동되기가 어렵다. 또한 사적복지가 축소되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공적복지가 곧바로 혜택을 제공한다면 문제가 줄어들 수 있지만 공적복지는 그것이 확대되어도 표적집
단에게 금방 가시적인 혜택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국민들은 사적복지의 축소만 경험하고 그
것을 보상할 공적복지의 증가는 없어 정부의 공적복지 확대 내지 조정에 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자가복지 내지 사적 보장체제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낮은 조세와 상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가
복지 내지 사적 보장체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계에 가처분소득이 보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
세수준이 낮아야 하기 때문이다. 낮은 조세부담체제는 자가복지 내지 사적보장체제의 전제조건인 것이며 
자기복지 내지 사적보장체제는 다시 낮은 조세부담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시민운동에게도 그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우선 복지국가
조정을 강요한 지구화･탈산업화로 인한 노동시장유연화에 시민운동은 저항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또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한 시민운동의 사회보험 확대전략은 노동시장유연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각지
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노정하였다. 초기에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주로 소득파악미비와 연관되
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데서 보듯이 실제로는 노동시장변화와 연
관된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고 시민운동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동시장유연화
를 막지 못한 상황에서는 문제해결에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에서 정부가 취한 시장화 전략을 막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사회서비스

15) 물론 정책적 지향성이 유사한 정권이 집권하여 시민운동 인사가 정책결정라인에 진입하거나 자문위원회에 참
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시민운동에 좋은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선 시민운동 인사가 정부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민운동 내부의 논쟁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운동을 분열시키는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정부의 정책결정라인에 직접 진입한 시민운동 인사는 시민적 복지정치를 펼칠 때와는 전
혀 다른 성격의 정부 내 복지정치에 직면하고 이런 정부 내 복지정치는 그가 정부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변화
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자신과 함께 시민적 복지정치 활동을 했던 인사들에게 바깥에서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 내 복지정치에서의 최소한의 성과를 위해 지나친 시민적 복지정치 활동의 ‘자제’
를 요청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에 직접 참여한 시민운동 인사는 많은 경우 그 자신이 정부참여와 관련하여 시
민운동 내부 논란의 당사자가 되었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 일하는 동안 시민적 복지정치와 결이 다른 정책결정
을 하게 되는 경험으로 인해 정부에의 참여가 종료된 후에는 시민운동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어서 시민운동으로서는 인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민운동 인사가 정부의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경
우는 정책결정라인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내 복지정치가 주는 제약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 

16) 이 시기 한국이 복지국가로 비로소 진입했다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최영준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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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복지정치 즉 노인장기요양시장과 바우처 시장에서 제공자로 진입한 개인사업자들과 바우처 노
동자들이 생존추구를 위해 각자 벌이는 정치적 상호작용에서 시민운동은 대체로 바우처 노동자들의 생
존권 보장에 동조하였지만 개인사업자들의 생존형 사익추구를 막기는 어려웠다. 

이로 인해 시민운동 내부적으로는 정부 그것도 민주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유연화 정책과 사회서
비스 시장창출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의 확대 정책에 대한 마지 못한 양해 
입장이 뚜렷한 시너지 효과 없이 불편하게 공존하면서 시민운동 진영은 복지국가에 관한 뚜렷한 대안
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보수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에는 시민운동 진영의 문제제기에 보수정
부가 아예 반응도 보이지 않음으로써 의제설정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 

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가 교차하고 시민운동 진영이 뚜렷한 대안적 담론과 실천을 생산하지 못하는 
가운데 복지국가를 목표로 한 시민운동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환기는 뜻밖에도 무상급식 논쟁으로부터 주어졌다. 

3. 복지국가운동의 분출기 (2010~2012년)

민주정부가 양극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하여 정권은 보수정부에게로 
넘어갔다. 그런데 보수정부가 집권 중반으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던 때인 2010년에 한국사회는 그 현대
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범사회적인 복지국가논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복지국가논쟁이 유례를 찾
기 어렵다는 것은 우선 그 논쟁의 규모도 규모려니와 복지국가 자체가 대안사회담론의 핵심을 이루었
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현대사에서 복지는 언제나 후순위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대투쟁으로 시민사회가 활성화하면서 복지국가운동의 맹아가 나타났고 외환위기 
이후 복지개혁으로 복지국가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는 민주화의 한 부
수적 결과로 혹은 국정지표의 한 축으로 간주된 것이지17) 복지국가라는 키워드가 국가체제의 성격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에 와서는 복지국가라는 상징이 
그 이전 1980년대 민주화투쟁 당시 민주화라는 상징이 대안사회담론의 키워드였던 것처럼 대안사회담
론의 핵심키워드로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더 중요한 이유는 그처럼 대안사회담론의 키워
드로 ‘승격’된 복지국가논쟁이 실제로는 무상급식논쟁을 계기로 그리고 그것을 동력으로 하여 전개되었
다는 사실이다.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의 한 형태로 한국사회에서는 학교급식이든 무상급식이든 그것이 
사회복지제도에 전형적으로 속하는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어 바가 없었다(복지와 관련된 것이라고는 인식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복지국가운동의 역사 중 이 글에서 구분한 맹아기에서든 형성기에
서든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든
가 교두보라는 인식이 있었던 적도 전혀 없었다. 그러다보니 학교급식운동과 복지국가운동이 2010년에 
복지국가논쟁이 발발하기 전에 상호 공조는커녕 단순한 교류조차 한 적이 없었다(남찬섭, 2017; 남찬
섭･이명진, 2013). 이런 관계로 당시에도 일부 논자들 사이에서는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인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노동시장정책 등 대상자의 규모로 보나 사회경제적 중요성으로 보나 무상급식보
다 훨씬 비중 있는 제도들이 많고 또 그 제도들의 개혁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딱히 진보적이라 하기도 
어려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복지국가논쟁이 전개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견해가 표출되기도 했다
(예컨대, 김진석, 2010 참조). 실제로 서구의 경험을 봐도 학교급식이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하나로 포
함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복지국가를 둘러싼 담론경쟁이나 정책경쟁의 중핵을 구성하는 경우는 찾아보

17) 당시로서는 복지 혹은 복지국가가 국정지표의 한 축으로 등장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다. 물론 5공화국 때 
복지사회구현이 국정지표로 사용된 바가 있었지만 그것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복지를 차용한 것이지 5
공화국의 이념적 지향이 복지사회구현과 일치한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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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예컨대, Gustafsson, 2002; Harper, et al., 2008 참조).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배경으로 
무상급식논쟁이 그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복지국가논쟁으로까지 번졌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논쟁이 발발하던 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운동적 요인, 그리고 선거정치적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근로빈곤의 만연 등을 결과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
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도 있었으므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중요
한 배경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지표상으로는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그처럼 큰 복지국가논쟁을 불러일
으킬 만큼 악화한 것은 아니었다(<표 1> 참조). 또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비단 2010년대에만 나타
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악화되어온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와 관련해
서는 그것을 복지국가논쟁의 기저적 배경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 기저적 배경이 왜 다른 제도가 
아니라 하필이면 무상급식을 매개로 하여 복지국가논쟁으로 분출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2010년
에 그런 논쟁으로 번졌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가구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2인이상 비농가 0.291 0.295 0.296 0.294 0.288 0.288 0.285
도시 2인이상 0.285 0.292 0.294 0.295 0.289 0.289 0.285

출처: 통계청. 2020. 소득분배지표 (KOSIS). 

<표 1> 지니계수의 추이 (2006~2012년) 

무상급식논쟁이 그 자체의 논쟁으로 그치지 않고 왜 복지국가논쟁으로 화했는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운동적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복지국가운동 측 요인과 학교급식운동 측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복지국가운동 측 요인으로는 무상급식논쟁이 발발하기 전에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 등
의 개혁이 이루어졌고 또 2차 국민연금개혁이 어떤 형태로든 일단락되어 건강보험이나 공적연금이 복
지국가논쟁의 중심축으로 다시 등장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는 사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의
료보장개혁이나 국민연금개혁은 사안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여 국민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점과 
특히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일반국민들은 제도불신에 기초한 연금탈퇴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 때 이루어진 의료보장개혁이나 국민연금개혁
이 그와 관련된 모든 개혁과제의 완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런 개혁으로 인해 사회보장개혁과 
관련된 복지정치가 그 전보다는 그래도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처럼 큰 규모의 복지국가논
쟁에서 의료보장이나 공적연금이 중심적인 의제로 작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보장개혁이나 국민연금개혁이 일단락되었고 그런 개혁은 다소 복잡하다는 것
은 이들이 논쟁의 중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설명해줄 수 있지만 왜 복지국가논쟁이 무상급식논쟁을 
매개로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하기는 역시 어렵다고 생각된다. 

복지국가운동 측 요인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논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전개된 복지국
가운동의 역량이 나름대로 축적되어 있었다는 점과 참여정부 말기에 복지국가를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단체가 출범하여 복지국가운동을 명시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점(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회, 
2007 참조) 그리고 논쟁이 진행되면서 여러 복지국가운동단체가 결성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논쟁 발발 전까지 전개되어온 복지국가운동의 역량이 복지국가논쟁의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
지만,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복지국가운동이 무상급식을 복지국가 확립의 필수단계로 
간주해온 바가 한 번도 없었고 또 무상급식논쟁이 일어나리라고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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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말기에 복지국가를 명시적으로 표방한 단체가 출범한 것은 복지국가운동에서 상당히 의미 있
는 일이기는 하나 이 단체가 복지국가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펴낸 복지국가혁명이라는 책(복지국가소사
이어티 정책위원회, 2007)에는 무상급식이나 학교급식에 관한 언급이 단 한 마디도 없다. 이 단체 역시 
복지국가혁명을 위해서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
에서 많은 복지국가운동단체들이 결성된 것은 사실이며 이 역시 대단히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이들은 
모두 무상급식논쟁이 복지국가논쟁으로 전환된 이후에 결성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무상급식논쟁이 복지
국가논쟁으로 전환된 결과이지 그 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운동 측 요인으로는 2000년대 초 본격화한 학교급식운동단체들이 학교급식조례제
정운동을 펼치면서 그 목표로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무상급식의 세 가지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노력해왔는데 무상급식논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우리농산물 사용과 직영급식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
하였고 무상급식이 마지막으로 남은 목표였다는 사실(이빈파, 2011; 정원각, 2007)을 들 수 있다18). 따
라서 무상급식논쟁은 복지국가운동 측에서 보면 뜻밖의 사안이지만 학교급식운동 측에서 보면 필연적
인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설명은 학교급식운동이 무상급식의 실현을 의제로 제시한 것까
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것이 무상급식 자체의 논쟁에서 그치지 않고 복지국가논쟁으로까지 번졌
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실 학교급식운동진영은 그들이 설정한 세 가지 목표, 즉 우리농산물 사용
과 직영급식, 무상급식 중 무상급식을 가장 후순위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도 보편적 무상급식은 점진
적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실제로 무상급식논쟁이 그처럼 크게 번질 것 
자체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상급식논쟁이 복지국가논쟁으로 번진 것은 학교급식운동 진
영에서도 놀라운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급식운동 측 요인에 주목하면서도 그것에 복지제도적 프레임을 가미한 설명을 제
시한 주장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무상급식논쟁을 촉발시킨 계기가 된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방안
이 선별적 무상급식이 아니라 보편적 무상급식이라는 프레임으로 제안되었다는 사실이 무상급식논쟁이 
그 자체로도 큰 논쟁으로 전개되는데 기여했고 다시 그것이 복지국가논쟁으로 화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는 것이다(오건호, 2012). 이 설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우선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속
적으로 증가했지만 그렇다고 학부모의 자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어서 2007년에 3조원이던 학부모 자
부담이 2010년에도 여전히 3조원에 달했다. 또한 논쟁 당시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보편적 무상
급식을 찬성하는 사람이 중산층에서 52.4%로 저소득층 중 보편무상급식 찬성자 43.1%보다 높게 나왔
다. 이는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도 학교급식비가 점차 부담이 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남
찬섭･이명진, 2013). 그래서 보편주의 프레임으로 제시된 경기도 무상급식은 중산층이 찬성할 수 있는 
제도로 받아들여졌고 이렇게 중산층이 찬성하자 무상급식은 저소득층만의 제도가 아니라 모두의 제도
로 인식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그것이 범사회적인 큰 논쟁으로 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오건호, 
2012). 하지만 이 설명에도 한계가 있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2009년 하반기 경기도 교육감에 의해 처
음 제안된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이전인 2007년에 경남 교육감이 보편적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했
고 교육감 당선 후에는 이를 실천에 옮겼다. 하지만 경남 교육감의 보편적 무상급식은 그 자체로도 아
무런 논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19) 일부 교육전문가들에게만 인지되었고 경남 이외 지역에서는 
거의 아무도 인지하지도 못했다. 고 따라서 복지국가논쟁으로는 당연히 번지지도 않았다. 

학교급식운동 측 요인에 보편주의 프레임을 가미한 주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점, 즉 경남 교육감의 

18)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 초기에 벌어진 촛불집회를 들 수도 있는데 이는 무상급식논쟁과 관련해서는 주로 
학교급식운동 측 요인을 중시하는 쪽에서 거론하는 경향이 있다. 

19) 물론 전혀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경남에서 있었던 논쟁은 2010년 무상급식 논쟁과는 진영이 정
반대였다. 경남 교육감이 2007년에 제시한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해 당시 경남의 진보진영은 학교급식은 국가
의 책임인데 그 국가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오류가 있고 또 지자체가 부족한 예산으로 보편적 무
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급식의 질이 저하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반대하였다(남찬섭·이명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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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적 복지국가운동의 전개과정과 한국의 복지정치 _ 남찬섭

보편적 무상급식은 논쟁으로 화하지 않은 반면 경기도 교육감의 보편적 무상급식은 논쟁으로 화했다는 
점에 주목하면 이제 이념정치 혹은 선거정치적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경남 교육감은 보수적 인
사였던 반면 경기도 교육감은 전교조와 연관이 있는 진보교육감이었던 것이다. 2009년 4월 첫 주민직
선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교육감은 당선 후 보편적 무상급식을 위해 경기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그 해 6월 도의회는 예산의 절반을 삭감하였고 그 해 하반기에 경기도 교육청이 다시 제
출한 수정예산안을 또 다시 전액 삭감하였다. 이로 인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경기도의회에 대한 비
난여론이 크게 비등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해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념공세를 가하여 
보편무상급식을 좌절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이 이념공세는 오히려 여론의 더 큰 반발을 초래한데다 보
수인사인 경남 교육감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보편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당시 여당이 문제를 삼지 않았
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이 유독 진보교육감의 보편무상급식만 문제를 삼는다는 비난에 직면하였
다. 그러면서 ‘아이들 밥 먹는 문제’에 이념공세를 씌운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보편무상급식의 실현은 
이념공세에 대항하는 진보진영의 상징이 되었고 이로부터 주로 학자들 사이에서만 논의되던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라는 대립이 일반국민들에게도 각인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3
무 1반”이라는 정책공약을 발표하였고20)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당론으로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항
하여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은 이른 바 “70% 복지”를 발표하였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2009년 경기
도의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보수교육감들이 패배한 것에 대한 반발심리 및 진보교육감에 대
한 거부감과 배척심리, 그리고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요인들 중에서는 이 선거정치적 경쟁이 가장 유력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요인의 작용에 다른 요인들이 부가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선거정치적 경쟁이 주된 
요인으로서 무상급식논쟁을 촉발하였고 이것이 이 논쟁 이전까지 전개된 복지국가운동의 경험을 배경
으로 하고 또 무상급식정책의 보편주의 프레임을 매개로 하여 일반국민들을 두 진영으로 구분지었고 
나아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정당들에 의해 보다 큰 복지국가논쟁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정치적 경쟁을 중심으로 한 설명이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의 발발배경을 설명하는 데 가장 유력
한 것으로 보인다 해도 이 설명에도 의문이 없지는 않다. 즉 당시의 무상급식논쟁이 복지국가논쟁으로 
화했다고 해도 실제 무상급식논쟁 자체는 ‘복지’라기보다는 ‘교육’으로 프레임화되었다. 즉, 의무교육을 
실시하므로 급식도 학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가 일반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먹혀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 밥 먹는 문제’에 이념공세를 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난도 결국
은 의무교육으로 학교에 간 아이들에게 밥을 먹인다는 데 거기에 이념공세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비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편적 무상급식이 ‘복지’가 아니
라 ‘교육’으로 프레임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지국가논쟁으로 화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일반국민
들에게 ‘복지’와 ‘복지국가’는 약간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복지’는 우리사
회에서 전통적으로 인식되어온 바와 같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혜택을 의미하
는 것인 반면 ‘복지국가’는 학교급식과 같은 교육정책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정책부문에서 실현되는 어
떤 체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21). 일반국민들에게 복지국가는 계급갈등이 ‘사회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를 매개로 제도화된 것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사회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그보
다 더 넓은 범위의 제도들을 매개로 한 어떤 국가형태로 인식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서 복지국가논쟁이 한창 진행되던 2011년 7월에 400여개의 단체가 모여 결성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가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과제로 비정규직 보호,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보장, 중소상인 보호, 실업

20) 3무 1반이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 등록금을 의미한다. 
21) 만일 이것이 맞다면 이는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 아니라 ‘근로자’로 지칭하면서 그들의 근로조건을 총괄하

는 정부부처의 수장은 근로부장관이 아니라 노동부장관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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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호를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과제로 제시하고 나아가 걱정없는 나라를 위한 과제로 보육비･
교육비･집값･의료비･노후의 다섯 가지 걱정을 없애야 한다고 제시한 것(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2011)은 
일반국민들에게 인식되는 복지국가의 개념에 비추어 나름의 적절성을 가진 것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의 발발 및 전개와 관련하여 그 배경을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라는 사회경제
적 배경과 복지국가운동과 학교급식운동이라는 운동 측 배경, 학교급식운동 측 배경에 보편주의 프레임
을 가미한 설명, 선거정치적 경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선거정치적 경쟁이 가장 유력한 
배경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었지만 이런 결론과 별개로 여러 요인들에 공통된 것으로 노동이 별
로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노동부문의 모
순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이긴 하나 그것이 복지국가논쟁에서는 기저적 배경으로 작용하였고 논쟁의 직
접적인 촉발요인이 된 것 같지는 않다. 또 복지국가논쟁의 촉발에 기여한 복지국가운동에 노동의 기여
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주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학교급식운동에서도 유사하다. 선거정치적 경쟁에
서도 노동이 없지는 않지만 주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은 한국 복지정치에서 노
동이 주류가 되지 못한 정황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4. 복지국가운동의 분화기 (2012년 이후)

비록 노동이 주류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 자체는 나름대로 치열하
게 전개되었고 이후 일정한 성과도 나타냈는데 그것은 주로 복지국가를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다양한 
복지국가운동의 출현이었다. 복지국가논쟁이 진행되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복지국가운동을 표방하는 다양한 단체가 출현하
였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앞서 말한 것처럼 복지국가논쟁 이전에 이미 출범하였다). 이로써 시민적 
복지국가운동을 벌이는 시민운동단체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외에 훨씬 다양한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단체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복지국가론이 제출되어 담론경쟁을 벌인 것도 성과라면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복지국가론 중 일부를 든다면 앞에서 말한 보편적 복지국가론 외에 역동적 복
지국가론, 노동중심평화복지론, 사회연대 복지국가론, 한국형 복지국가론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등장한 다양한 복지국가운동단체들은 당사자 운동을 중시하기도 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주체
가 되기도 하는 등 그 성격도 다양하다. 과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양상이다. 이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다양한 단체의 출현과 함께 어떤 복지국가를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가는 여전히 명확히 답이 되
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의 복지정치는 이 질문에 어떤 형태로든 답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Ⅳ. 결론에 대신하여

지금까지 시기별로 복지국가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것처럼 한국 복지국가
운동의 흐름 그리고 복지정치의 흐름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이다. 이 논쟁 이후 
다양한 단체와 담론이 출현함으로써 복지정치가 크게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논쟁이 진행되던 시
기에는 400여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가 만들어져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대체의 출현이나 다양한 복지국가운동단체의 출현이 나름의 성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논쟁을 계기로 분출된 복지국가운동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복지국가논쟁
의 전개와 함께 결성된 많은 단체들 및 연대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과 조화로운 정치세력이 승리하지 못함에 따라 복지국가운동은 때 이르게 소강상태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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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었다22).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도 별다른 성과 없이 해체되었다(김영순, 2020; 윤홍식, 2019). 
무상급식이라는 의외의 계기에 의해 분출된 복지정치가 선거정치적 경쟁에 의해 복지국가논쟁에서의 
복지국가정치로 전개되었다가 역시 총선과 대선이라는 선거에서의 패배와 함께 조기에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다. 복지국가논쟁 당시 연대체인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주도한 단체는 참여연대였는데 이렇게 
보면 참여연대는 1990년대 후반에는 국민생활최저선 확보(후에 국민복지기본선 확보)를 기치로 내걸어 
상당한 성과를 올렸지만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에서는 연대체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
고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민운동에 의한 복지정치가 1990년대 후반에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2010년에는 그렇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커다란 논쟁을 거치면서 보편주의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결국 무상급식에서 실현되었지만 다
른 정책영역으로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다. 무상급식논쟁이 한국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복지국
가논쟁으로 전개되어나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상급식에서 실현된 보편주의는 응당 다른 정책영역으로 
확산되었을 법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23). 위에서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이 조기에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보편주의가 확산되지 못한 것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이 한국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복지국가 자
체가 대안사회담론의 핵심을 구성하게 된 것을 들었는데 이처럼 대안사회담론의 지위로까지 ‘승격’된 
복지국가논쟁이 무상급식의 보편주의 실현과 함께 갑작스럽게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된 것 역시 복지국
가논쟁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논쟁이라는 것의 한 원인이라 하겠다. 그러면 이처럼 2010년에 분출된 
복지국가운동이 그처럼 조기에 종식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무상급식이라는 주제 자체가 갖는 성격과 선거정치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탓이 아
닌가 한다. 사실 보편적 무상급식은 그것 자체로 보면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이해관계 간의 갈등
을 내포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본문에서 무상급식이 복지국가논쟁으로 화하게 된 배경을 살
펴보면서 그 여러 배경에 노동이 빠져있었다는 사실과 연관된 것이다. 무상급식은 소프트한 재료였던 
것이다. 소프트한 재료였기 때문에 큰 논쟁으로 번질 수 있었고 또 소프트한 재료였기 때문에 선거정치
적 경쟁에 동원되기가 용이했고 선거정치적 경쟁이 끝나자 곧바로 논쟁이 종식되기도 용이했던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무상급식논쟁이 교육으로 프레임화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교육의 중핵인 입시제도가 
재료였다면 그것은 2010년의 무상급식처럼 큰 논쟁으로 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시 정리하면 무상
급식은 그것에 노동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인이 아니었고 그래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의 본질을 직접
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재료였기 때문에 선거정치적 재료로 동원되었고 그래서 복지국가논쟁으로 화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보편주의가 관철되는 성과를 얻었지만 그 보편주의는 무상급식에서 끝나버렸고 그
런 점에서 무상급식논쟁의 성과는 한계를 가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로 전개된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과 그에 연루된 
복지정치는 주로 선거정치적 경쟁논리에 입각하여 전개되었다. 이는 한국의 정당들이 대부분 대중정당
으로서의 기반이 취약한 선거중심 정당이라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신진욱, 2020). 한국의 정당들은 이

22) 물론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세력은 2010년부터 전개된 복지국가논쟁의 지향점을 나름대로 포착하여 
한국형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등 복지국가 의제를 보수세력의 의제로 가져오는 데 노력
하였고 이것이 일정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2012년 양대 선거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에게는 박근혜 세력이 보편적 복지국가와 조화로운 세력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2012년 선거 중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는 한귀영 (2012),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는 참여사회연구소 (2013) 참조. 

23) 물론 무상급식에서 실현된 보편주의가 무상보육에서 실현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육을 비롯한 돌봄
의 보편주의는 민주정부 때 그 기반이 상당히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이 기조가 보수정부에서도 경로의존
적으로 유지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김수정･남찬섭, 2018 참조). 또 한편 복지국가논쟁에서의 보편주의는 보수
정부에 의해 시도될 수도 있었을 보육의 선별주의화를 막는 정도의 기여는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복
지국가논쟁의 보편주의가 무상보육 실현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무상보육은 보육을 둘러싼 또 
다른 선거정치적 경쟁의 결과로 볼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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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강령상의 복지국가 지향성이 약하고 복지확대를 일관되게 추구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선
거승리에 도움이 되면 언제라도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할 용의가 있지만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하
면 보수적 프레임으로 쉽게 돌아설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복지정치는 단단한 지반이 없이 솜털처럼 
가벼운 유동적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이다(신진욱, 2020: 153). 이로 인해 한국의 복지정치는 선거와 관
련하여 주로 언론매체를 통해 정치화되는 담론정치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신광영, 2012). 한국 복
지정치의 주요 행위자인 정당의 대중적 기반이 취약한 것은 결국 노동의 조직화 수준이 낮은 데서 기
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조직화 수준이 낮은 노동은 조직 자체의 결성과 지속, 기본적인 노동조건
의 개선 등에 주력한 관계로 복지정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복지정치의 분출기에 결성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에서도 조직노동의 참여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하
지만 이처럼 노동의 참여가 소극적이 되자 시민운동은 복지국가운동의 주체로 시민과 노동을 내세울 
수 없게 되었다(윤홍식, 2019: 463). 조직노동의 참여가 없이는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한 복지정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한국에서 노동운동이 복지정치의 주력으로 참여하지 않는 데에는 노조조직화의 합법
화가 노동계급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기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야 뒤늦게 이루어졌고 그와 함께 진보
정당의 결성도 늦었으며 조직력을 가진 대기업 노조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동조건을 누리고 있어 
연대적 복지국가의 건설에 나설 동기가 약하다는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업별 노조
체제로 인해 대개의 조합원들이 공공복지보다는 기업복지를 더 선호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김영순, 
2020: 176~178; 이병천, 2016). 복지정치에 대한 조직노동의 소극적 참여에 더하여 시민운동도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24). 혹자는 2008년 촛불집회와 같은 비조직적인 듯이 보이지만 아래로부
터의 자발적인 운동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촛불집회의 결과를 보면 많
은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시민운동 측의 지도를 거부했지만 그런 만큼 성과도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시
민은 기존의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을 거부했고 시민운동단체는 시민을 조직할 수 없었으며 조직노동은 
복지국가운동에 회의적”인 나머지 각자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상황이 전개되었다(윤홍식, 2019: 464). 

그런데 이러한 각자 별개의 상황은 2016년 촛불항쟁에 와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즉 2016년의 
촛불항쟁은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점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와 유사했지만 촛
불항쟁을 실질적으로 지도했던 지도부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는 2008년과 달랐다(윤홍식, 2019: 464). 
이 지도부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으로서 여기에는 민주노총과 전농 등의 
사회단체와 참여연대, 여연 등의 시민운동단체, 그리고 청년운동단체와 인권단체 등 다양한 성격의 
2,832개 단체가 참여했다. 퇴진행동에 대한 조직노동의 참여도 이전과 다른 방식이었다. 조직노동은 촛
불항쟁에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조직노동의 계급적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
았다. 촛불항쟁에 수백만명이 모일 수 있었던 데는 조직노동이 스스로의 요구를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이었다. 지도부였던 퇴진행동도 질서 있는 박근혜 퇴진운동이 전개되도록 하
는데 주력하였고 촛불항쟁의 방향을 정치･사회･경제적 개혁문제로 전환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2016년 촛불항쟁은 박근혜 정부 퇴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문제의 근원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다
시 87년 체제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윤홍식, 2019: 466~467). 2016년 촛불항쟁은 시민들이 
시민사회단체의 지도를 받아들이고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을 조직했으며 조직노동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시민운동, 조직노동이 결합된 경험을 남겼다. 하지만 이 결합은 느슨한 결합이었
고 이 느슨한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개혁을 향한 문제제기를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느슨한 결합 역시 정권퇴진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금까지 본 2008년 촛불집회와 2016년 촛불항쟁의 경험은 복지국가 실현에 필요한 복지동맹의 구

24) 한국의 시민운동에 대해 제기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은 참여연대를 예로 들면 그것이 출범하던 때
부터 제기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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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에도 시사점을 준다. 새로운 흐름이고 자발적인 것이긴 했지만 2008년 촛불집회처럼 조직화되지 않
은 운동은 시민과 노동, 시민운동을 모두 별개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
면 조직화가 일정부분 개입된 2016년 촛불항쟁은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느슨한 조직화를 위해 사회경
제적 문제제기를 포기함으로써 그 성과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25). 

결국, 한국의 복지동맹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문제제기를 가능케 하면서도 시민과 노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동의 중요성은 여러 논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노동 내부적으로 ‘노동 
없는 복지국가는 불가능한가’라는 회의가 일기도 한다지만 여전히 조직노동은 복지국가 발전의 권력자원
을 보유한 중요한 행위자이다(김영순, 2017: 34). 또 한국의 노동은 기업별 노조체제에 기반하고 있어 복
지정치에서 “노동이 중심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 없이는 … 
복지동맹 형성(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이병천, 2016: 152). 한국사회의 모순의 근원은 여전히 노동
부문에 존재하고 따라서 노동정치와 결합된 복지정치전략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중요하다(주은선, 2011: 
43). 그래서 많은 논자들이 노동을 포함한 시민적 연대(이병천, 2016: 170), 조직노동과 미조직취약노동, 
시민운동, 각종 생존권운동, 풀뿌리운동의 연대(김영순, 2020: 208), 노동정치와 결합된 복지정치 전략(주
은선, 2011: 43) 등으로 노동을 포함한 시민적 복지동맹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을 포함한 시민적 복지동
맹과 관련한 방안으로 박원석(2011: 91)이 제안한 방안, 즉 ① 조직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연대에 
일차적으로 기반해, ② 중소상인, 재개발 유민, 청년실업자, 대학생 등 신자유주의 경제운영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고 있는 당사자들의 생존권운동의 연대를 결합시키고, ③ 촛불운동에서 확인된 역동적 자발
성, 즉 풀뿌리 시민과의 소통과 연대를 이루며, ④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중산층의 지지와 연대를 포함하
는 네 가지 연대의 축을 통한 연대방안은 여전히 유의미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26). 

지난 2019년 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은 복지국가운동을 위한 공조에 합
의한 바 있다. 물론 이 합의는 오래 가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도 못했다. 또한 이 합
의에 시민운동이 일부를 제외하면 반드시 적극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합의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재 다른 지도부로 교체되었고 새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에의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 노동시
장의 지속적 변화로 인해 향후에는 정규직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내부자와 서비스노동자
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외부자 간의 사회적 균열이 
노동의 조직화에도 반영될 것이다. 물론 아직 한국의 조직노동은 이러한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균열보
다는 이념적 노선에 따른 균열에 더 지배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균열은 점차 관념화해갈 것이므로 
시민운동 측에서 내부자와 외부자 간 균열을 어떻게 조정하여 노동내부의 연대를 지속하면서 이를 노
동을 포함한 시민적 연대로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선거정치를 무시할 
수도 없지만 선거정치를 믿고 갈 수도 없는 한국의 복지정치(신진욱, 2020: 159)를 보다 굳건한 대중적 
기반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25) 2016년 촛불항쟁의 이러한 성과와 한계는 어떤 면에서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과 닮아 있는 것 같다. 앞서 본
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상급식은 노동과의 연관성이 간접적인 사안이어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도 간접적으
로 연관된 소프트한 재료였는데 이는 2016년 촛불항쟁이 사회경제적 문제제기를 자제한 것과 유사하다. 그래
서 무상급식논쟁은 보편주의를 실현하는 성과를 얻었지만 그 보편주의가 담론을 넘어선 실천으로 뿌리내리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26) 이 제안은, 은수미(2011)의 제안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즉 은수미(2011: 42)는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한국
의 복지동맹은 먼저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비정규, 청년노조 등이 결합하고 여기에 기존의 정규노동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차이는 조직노동+시민운동의 연대를 일차적 기반으로 하여 외연을 넓
혀나가는 전략과 시민운동+비정규+청년노조의 연대를 일차적 기반으로 하여 정규조직노동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 전략 간의 차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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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배경

Ⅰ. 서론

1)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적용사각지대와 급여 사각지대로 구분(김원섭, 2013; 정인영 외, 

2014)

 (적용 사각지대) 현 근로세대 중 납부예외자, 미납자, 적용제외자가 해당

 (급여 사각지대) 현 노인세대와 미래 노인세대의 낮은 연금수급률과 급여수준

2) 공적연금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용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

 (공적연금 운영목적) 노인빈곤문제 해결 및 적정 노후소득보장

 (국제기구 제언) ILO, OECD 등은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적용의 보편성을 확보하

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ILO, 2017; OECD, 2015)

 (급여사각지대의 원인) 사각지대를 결정함에 중요한 것은 현재 보험료의 납부여부로, 

현재 납부자 비중이 미래의 무연금자 및 저연금자 비중에 영향을 주므로 적용 사각지대는

원인이며 급여 사각지대는 결과

가.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성

2.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Ⅰ. 서론

1)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그 간 노력

 (의무가입대상 확대)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확대

 (저소득가입자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및 실업크레딧 등

 (크레딧 제도 도입)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도입

2) 적용 사각지대 규모가 일정 수준을 유지

 가입자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기준 납부예외자 및 13개월 이상 장기체

납자 규모가 당연적용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약 20% 차지

 2088년 15-64세 인구대비 실질 적용규모가 64.3%로 전망(윤병욱 외, 2019)

가.  적용 사각지대 규모 축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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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Ⅰ. 서론

1)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원인별 정책과제 파악 필요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그 발생원인에 따라 ① 법·제도적 측면, ② 행정적 측면, ③ 가입자의

기여능력, ④ 노동시장 측면 등으로 구분(김원섭, 2013; 제갈현숙, 2013)

 (선행연구의 한계) 주로 지역가입자, 무소득배우자, 단시간 근로자 등 특정 집단에 초점을

두고 연구진행 ⇒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향후 과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미

흡

 사각지대 발생원인별로 그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 필요

나.  사각지대 발생원인별 정책과제 파악

1. 국민연금 사각지대

Ⅱ. 사각지대 현황과 주요 쟁점

1) 적용사각지대와 급여 사각지대 (김원섭, 2013; 정인영 외, 2014)

 (적용 사각지대) 현 근로세대 중 납부예외자, 미납자, 적용제외자가 해당

 (급여 사각지대) 현 노인세대와 미래 노인세대의 낮은 연금수급률과 급여수준

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유형

2) 제도 내적 사각지대와 제도 외적 사각지대(정인영 외, 2014)

 (내적 사각지대) 적용대상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로,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최소가입

미충족자, 낮은 연금수급자 등

 (외적 사각지대) 국민연금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는 자로,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없었던 노령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업주부 등



310_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1. 국민연금 사각지대

Ⅱ. 사각지대 현황과 주요 쟁점

1) 법·제도적 측면

 사회보험제도에서 당연적용 가입대상 즉 의무가입대상 적용기준에 포함되지 못한 때

 (예)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 –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2) 노동시장 측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 사각지대가 발생

 전통적으로 사회보험은 정규직·전일제 노동유형을 기본으로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비정규직·단시간 근로유형은 사회보험의 구조적 특성과 상반되기 때문에 그 결과 근본적으로

가입대상이 될 수 없음

 (예) 국민연금법에서의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

하는 자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가 존재

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원인

1. 국민연금 사각지대

Ⅱ. 사각지대 현황과 주요 쟁점

3) 행정적 측면

 보험료 납부자와 납부의무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기여회피가 발생

 (예) 지역가입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이들을 납부예외자로 인정

4) 가입자의 낮은 기여 능력

 경제적 능력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가입대상이 되더라도 실질

적인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예)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의 납부부담으로 미납자로 남는 경우

5) 기여대비 낮은 급여수준

 보험가입에 대한 가입유인효과가 낮아져 사각지대 발생 가능

 (예) 낮은 소득대체율

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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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사각지대

Ⅱ. 사각지대 현황과 주요 쟁점

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유형과 발생원인

2.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과정

Ⅱ. 사각지대 현황과 주요 쟁점

가.  법·제도적 측면/노동시장 측면 -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확대

1) 사업장가입자 적용범위 확대

 (1988년) 1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적용대상

 (1992년)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

 (2003년)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근로자 범위 확대)

• (1988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일용·임시직 근로자만 가입대상

• (2003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근로자

• (2010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2018년)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

2) 사업장가입자 규모 성장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비중) 2008년 51.8% vs.47.9% ⇒ 2018년 61.9% 

vs.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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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과정

Ⅱ. 사각지대 현황과 주요 쟁점

나.  행정적 측면 – 지역가입자 소득관리체계 강화

1) 소득유형별 가입자 관리

 (지역가입자 소득유형 구분) 사업자등록 유무, 과세자료 유무, 근로소득자, 소득자료가 없는

자로 구분하여 관리

• (Ⅰ유형) 사업소득자료가 있는 사업자등록자

• (Ⅱ유형) 사업소득 자료가 없는 사업자등록자

• (Ⅲ유형) 사업자등록자는 아니나 근로소득자료 보유자

• (Ⅳ유형) 과세자료가 없는 자

일일단위로 자료 입수하여 가입확인

분기별로 자료 입수하여 가입확인

2) 소득개념의 명확화

 근로소득공제 혹은 필요경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가입자의 소득규정이 다소 모

호하다는 지적(정흥원, 2005)

 2007.7.23. 법 개정을 통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개념을 명확히 함

2.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과정

Ⅱ. 사각지대 현황과 주요 쟁점

나.  행정적 측면 – 지역가입자 소득관리체계 강화

3) 소득유형별 소득신고자 추이 - I 유형, Ⅳ 유형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단위: 천 명, 천 원)

구분

계 Ⅰ유형1) Ⅱ유형2) Ⅲ유형3) Ⅳ유형4)

인원 평균소득 인원 평균소득 인원 평균소득 인원 평균소득 인원
평균

소득

‘14.12. 3,874 1,202 1,798 1,307 428 1,087 448 1,253 1,200 1,069

‘15.12. 3,791 1,237 1,751 1,352 387 1,101 463 1,270 1,190 1,100

‘16.12. 3,887 1,269 1,758 1,390 395 1,138 549 1,265 1,185 1,135

‘17.12. 3,866 1,316 1,753 1,449 374 1,158 581 1,328 1,158 1,159

‘18.12. 3,994 1,330 1,799 1,483 372 1,165 724 1,266 1,098 1,179

‘19.12. 3,955 1,348 1,797 1,510 370 1,165 773 1,271 1,016 1,187

‘20.3. 3,835 1,341 1,712 1,501 399 1,168 718 1,266 1,006 1,192

주: 1)사업등록자(과세자료有), 2)사업등록자(과세자료無), 3)근로소득자, 4)무자료자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20년 3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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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과정

Ⅱ. 사각지대 현황과 주요 쟁점

다.  가입자 기여능력 측면 – 보험료 지원/크레딧 제도 도입

1) 보험료 지원제도

① 농어업인 지원제도

 (대상 및 지원수준)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으로, 본인이 부담할 월 연금

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3,650원을 지원

 (지원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지원인원 지원 금액2)

총계1) 1,874,200 2조 843

’16년 423,944 1,700

’17년 432,847 1,768

’18년 424,633 1,769

’19년 421,876 1,812

’20년

03월

당월 333,635 148

누적 359,262 442

주:1) 1995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자료. 2) 납부를 반영한 해당연도의 실제 지원 현황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 과정

Ⅱ. 사각지대 현황과 주요 쟁점

다.  가입자 기여능력 측면 – 보험료 지원/크레딧 제도 도입

1) 보험료 지원제도

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대상 및 지원수준) 2020년 기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소득이 215만원

미만인 사업장가입자에게 월 보험료의 30%(기존가입자)~90%(신규가입자) 차등 지원

 (지원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남 성 여 성

두루누리 지원자 1,429,218 537,173 892,045

사업장 가입자 14,061,891 8,182,968 5,878,923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20년 3월 말 기준)
(단위: 원)

구 분 평균소득월액 평균보험료(월) 평균 지원 금액(월)

두루누리 지원자 1,553,031 139,760 64,054

사업장 가입자 2,828,488 254,560 -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20년 3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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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과정

Ⅱ. 사각지대 현황과 주요 쟁점

다.  가입자 기여능력 측면 – 보험료 지원/크레딧 제도 도입

2) 크레딧 제도

① 출산크레딧

 (대상 및 지원수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인정되며,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되는 자녀마다

18개월이 인정되고, 최대 50개월을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

 (지원현황) 2020년 2월 기준 총 1,488명(누계)이며, 이중 여성 수급자는 22명

- 18개월을 인정받은 수급자(55.81%)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 12개월을 인정받은 수급자

27.59% 차지

② 군복무크레딧

 (대상 및 지원수준) 200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6개월을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시 가입기간에 산입

2.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과정

Ⅱ. 사각지대 현황과 주요 쟁점

다.  가입자 기여능력 측면 – 보험료 지원/크레딧 제도 도입

2) 크레딧 제도

③ 실업크레딧

 (대상 및 지원수준) “고용보험법” 제37조1항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자에게 월 보험료의 75% 지원

인정소득 70만원 상한 적용되며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단, 재산 및 소득조사 실시)

 (지원현황)

(단위: 명, %)

연도
구직급여

수급자

신청 현황 고지 현황

신청자 신청률 고지 건수 납부 건수 납부율

’20년 03월
당월 119,624 55,670 46.53 177,636 156,329 88.00 

누적 294,520 166,367 56.48 478,633 421,296 88.02 

’19년(누적) 917,383 463,152 50.49 1,757,721 1,547,792 88.05 

’18년(누적) 865,983 416,319 48.07 1,663,417 1,452,358 87.31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2020년 3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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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_ 김혜진

2.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과정

Ⅱ. 사각지대 현황과 주요 쟁점

라.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현황(2019.12월 기준)

자료: 원시연(2020),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4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2,095만명) 중 납부예외자(457만명)와 장기체납자(114만

명) 비중은 27.2%

 적용 사각지대 중 제도 내적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규모가 감소하나 여

전히 20%를 차지하고 있어 대응 방안 모색 필요

2.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과정

Ⅱ. 사각지대 현황과 주요 쟁점

라.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현황(2019.12월 기준)

 (가입종별 사각지대 규모) 납부예외자로 전락한 지역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가장 짧음

(단위: 개월)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임의가입자 계

전체 평균 134 114 41 101 117

자료: 원시연(2020),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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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간 가입자 확대 방안의 쟁점

Ⅱ. 사각지대 현황과 주요 쟁점

가. 법·제도적 측면 및 노동시장 측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여부) “근로자”로 인정여부는 기본적으로 근로기

준법이나 노사관계법에 의해 규속되는데 법원의 판례 등에서 근로자로 정의하지 않아 사업

장가입자로 적용하는데 논란이 있음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편 여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내지는 노동자의 사회보장권 보호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편입을 위한 새

로운 접근이 필요

나. 행정적 측면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의 문제) 소득을 적시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관계부처 간 제도적

장벽, 이해관계로 인한 제약이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움

 (신고 소득에 의존한 소득 파악의 문제)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보유 포함)이 확인되더라도

가입자가 무소득을 주장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예외를 인정

3. 그 간 가입자 확대 방안의 쟁점

Ⅱ. 사각지대 현황과 주요 쟁점

다. 가입자 기여 능력 측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필요성 제기)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주장 제기

 (크레딧 제도 효과에 대한 지적) 출산 및 군복무에 의한 가입기간 증가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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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Ⅲ. 정책과제 및 개선방향

가. 사각지대 발생 원인별 향후 과제

그 간의 성과 향후과제

법·제도적 측면/

노동시장 측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자적용

(2)소득중심의가입제도개편

행정적 측면 소득신고체계 강화
(1) 신고권장소득월액 명문화

(2)무소득신고자에대한납부예외요건및사후관리강화

가입자 기여

능력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제도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 국민연금 자격 상태와 상관없이 소득신고를

하는경우보험료를지원하거나저소득지역가입자에대한보험료지

원등지원대상의확대도검토

-장기체납자납부독려강화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제도도입

-현행크레딧제도의내실화: 인정기간및인정소득확대

-크레딧제공범위의확대

2.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강화

Ⅲ. 정책과제 및 개선방향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의 확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용하 외, 2015)

 현재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적으로 취약

한 계층으로 경제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업장가

입자 적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 사업장가입자 적용은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고용주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안)

가.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검토

구분 주요내용

정의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 (산재보험과

동일)

적용

대상

- 산재보험 특례적용 준용하여 단계적 확대

(1단계)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미콘차량

운전자 (2단계) 1단계 적용 후 단계적 확대 (산재보험과 동일)

가입

방식
강제적용

신고

소득
노동부 고시임금

보

험

료

1안 2안

9% (사용자· 근로자 각 4.5%)

-두루누리보험료 지원제도 연

계

9% (근로자 4.5%, 정부·사용자 4.5%)

장

점

및

단

점

(장점) 기존 국민연금 제도와의

정합성이 높고, 사회보험의 원

리에 부합함. 사회적 보호대상

에 대한 국민연금 보호 수준 강

화

(단점) 근로자성 강조에 따른 경

영계 반발

(장점) 기존 국민연금 제도와의 정합성이

높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 강화

(단점) 정부와 사용자간 보험료 비율에 대

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위장 자영업

자에 대한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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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강화

Ⅲ. 정책과제 및 개선방향

 노동시장의 변경으로 완전고용/정규직 형태의 근로자는 감소될 가능성이 높음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도 소득을 중심으로 연금제도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예, 독일, 영국 등)

 향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일수(근로시간)보다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예, 일정 근로소득 이상일 경우 사업장가입

자로 적용)

 (고려사항) 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간 근로자에 대한 개념 통일성 확보하고, 국내 소득파

악률이 제고될 필요

나. 근로소득중심의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개편

3. 지역가입자 소득신고방식의 보완

Ⅲ. 정책과제 및 개선방향

 현재 국민연금은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소득을 추정

한 신고권장소득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신고권장소득을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

거가 필요

 (단계적 확대방안 도입) 건강보험료가 일정 수준 이상인 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해 부과기준으로 적용한 다음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

가. 신고권장소득월액의 명문화 방안

 신고기준소득을 마련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신고주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사업초기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과세자료 발급이 어려울 경우 가입자로 하여금 사실확인

서를 제출받아 보험료를 6개월 동안 미부과(사유: 사실상 휴·폐업)하는 것을

 예외기간을 단축하는 등 납부예외요건 강화 및 소득확인 시 보험료 소급 부과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

나. 무소득신고자에 대한 납부예외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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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_ 김혜진

4.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Ⅲ. 논의-국민연금 개선방향

 경제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특히 저소득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지원을 실시하여 두루누리보험료 지원사업을 적용

받는 저소득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 필요

 다만, 일시에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정부담이 야기되므로 단계적 확대방안을 검토

(예, 납부예외자 중 재개자 ⇒ 신규소득신고자⇒ 일정 기준소득월액 이하의 소득신고자)

가. 저소득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실업크레딧 인정기간을 생애기간 1년에서 확대

 실업크레딧의 인정소득 상한(월 70만원)을 상향(예, 구직급여 인정소득)

나. 실업크레딧 제도 확대

2.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Ⅲ. 논의-국민연금 개선방향

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 제공 및 출산크레딧 인정기간의 확대 필요(예, 자

녀 당 1년)

 (양육 관련 크레딧 제도 도입)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운영되는 크레

딧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성별 연금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크레딧 제공 필요

 (군복무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의 인정기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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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가입기간
Graphs by group

구분 소계 1 2 3 4

성별
(%)

남 51.1 26.6 25.4 54.9 78.0

여 48.9 73.4 74.6 45.1 22.0

`18년기준, 평균연령
(세(S.D.))

45.4
(7.755)

46.6
(7.213)

45.1
(7.876)

44.5
(8.663)

45.7
(6.882)

월평균소득(만원
(S.D.))

253.1
(263.00)

158.2
(215.62)

97.9
(115.77)

235.4
(292.12)

421.4
(225.06)

종사상
지위별
평균
종사
기간
분포(%)

상용직 46.0 33.4 10.6 33.3 87.2

임시직 11.9 3.7 17.2 19.0 7.3

일용직등 3.8 3.6 7.6 5.1 0.4

고용주 3.3 0.1 1.6 7.3 2.2

자영자 6.3 1.2 7.9 13.9 0.9

무급가족
종사자 2.6 5.0 5.9 1.8 0.1

실업자 2.2 1.2 3.2 3.7 0.9

비경활 23.9 51.7 45.9 16.0 1.1

연평균가입기간
(개월(S.D.)

6.8
(4.717)

0.1
(0.335)

2.9
(1.851)

8.4
(2.200)

11.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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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유형4 기여이력 11.7347*** .0210 11.6935 11.7760

유형2 기여이력 2.8414*** .0918 2.6615 3.0212

기여이력총격차 8.8934*** .0941 8.7089 9.0779

격차분해 차이(특성효과) 차별(계수효과)

합계 .9068(.2830)*** 10.2 7.9866(.2287)*** 89.8
상수 7.3870(2.9593)* 83.1

요인 세부요인 추정치 크기(%p) 추정치 크기(%p)

인적
요인

연령 -.0150(.0572) -.2 2.0966(5.6659) 23.6

연령제곱 .0258(.0468) .3 -1.9712(3.0101) -22.2

성별 -.2668(.0512)*** -3.0 .6765(.1098)*** 7.6

학력 .0192(.0184) .2 -.3506(.1866) -3.9

장애여부 .0033(.0048) .0 .0008(.0142) .0

소계 -2.6 5.1

종사상
지위

비경활 .2834(.2358) .3 -.9383(.4744)* -10.6

실업 .0842(.0247)** .9 -.0984(.0276)*** -1.1

무급가족 -.0696(.0685) -.8 -.2166(.1151) -2.4

자영자 .1306(.0554)* 1.5 -.2638(.1264)* -3.0

고용주 - - .0261(.0380) .3

일용직등 .2263(.0654)** 2.5 -.3004(.1312)* -3.4

임시직 .0195(.0426) .2 -.1421(.2316) -1.6

상용직 .3558(.2830) 4.0 2.3164(1.0497)* 26.0

소계 8.7 4.3

월평균소득 .3652(.1551)* 4.1 -.2346(.5948) -2.6

구분 계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유형4 기여이력 11.7347*** .0210 11.6935 11.7760

유형3 기여이력 8.6253*** .0859 8.4569 8.7938

기여이력총격차 3.1094*** .0885 2.9360 3.2828

격차분해 차이(특성효과) 차별(계수효과)

합계 .7621(.1218)*** 24.5 2.3473(.1266)*** 75.5
상수 -.6011(2.6677) -19.3

요인 세부요인 추정치 크기(%p) 추정치 크기(%p)

인적
요인

연령 -.0180(.0304) -.6 2.7289(4.6957) 87.8

연령제곱 .0054(.0350) .2 -2.9854(2.4763) -96.0

성별 -.0436(.0216)* -1.4 .2151(.1235) 6.9

학력 -.0019(.0110) -.1 -.0520(.2191) -1.7

장애여부 .0022(.0042) .1 .0133(.0177) .4

소계 -1.8 -2.6

종사상
지위

비경활 .1390(.1362) 4.5 .2743(.1423) 8.8

실업 - - .0508(.0414) 1.6

무급가족 -.0693(.0310)* -2.2 .0693(.0310)* 2.2

자영자 -.6807(.1927)*** -21.9 .4987(.2071)* 16.0

고용주 -.2044(.0692)** -6.6 .1911(.0780)* 6.1

일용직등 -.0679(.0685) -2.2 .1683(.0692)* 5.4

임시직 -.1701(.1148) -5.5 .6928(.1773)*** 22.3

상용직 1.8117(.6030)** 58.3 .9887(1.2034) 31.8

소계 24.4 94.4

월평균소득 .0598(.0638) 1.9 .0944(.802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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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유형4 기여이력 11.7347*** .0210 11.6935 11.7760

유형2&3 기여이력 6.4757*** .1051 6.2697 6.6816

기여이력총격차 5.2591*** .1072 5.0490 5.4692

격차분해 차이(특성효과) 차별(계수효과)

합계 2.8853(.1739)*** 54.9 2.3737(.1725)*** 45.1
상수 -4.9601(2.8899) -94.3

요인 세부요인 추정치 크기(%p) 추정치 크기(%p)

인적
요인

연령 .0387(.0583) .7 12.4944(5.2004)* 237.6

연령제곱 -.0950(.0844) -1.8 -8.3921(2.7955)** -159.6

성별 -.1040(.0443)* -2.0 .2892(.1440)* 5.5

학력 .0352(.0197) .7 -.5260(.2163)* -10.0

장애여부 .0018(.0059) .0 .0078(.0173) .1

소계 -2.3 73.7

종사상
지위

비경활 1.5788(.1576)*** 30.0 -.0700(.6378) -1.3

실업 .1356(.0302)*** 2.6 .0580(.0218)** 1.1

무급가족 .2611(.0513)*** 5.0 -.0092(.0138) -.2

자영자 .2020(.0908)* 3.8 .0566(.0317) 1.1

고용주 - - .0683(.0266)* 1.3

일용직등 .4363(.0665)*** 8.3 .0357(.0201) .7

임시직 .2812(.0608)*** 5.3 .6204(.1266)*** 11.8

상용직 -.0105(.3080) -.2 2.8841(1.1005)** 54.8

소계 54.8 69.3

월평균소득 .1241(.1209) 2.4 -.1834(.757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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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 _ 문현경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

2020.11.27(금)

국민연금연구원

문 현 경 부연구위원

I. 표준고용관계와특수형태근로종사자
II. 국민연금지역가입자내불안정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규모추정과국민연금가입률
IV.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가입특성분석
V. 소결: 시사점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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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고용관계와특수형태근로종사자

Ⅰ

1. 표준 고용관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형태 다양화의 핵심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전통적인 노동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 전통적으로기간제(temporary work)와시간제(part-time work)를표준고용관계(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에서벗어난고용유형으로인식했지만,

• 최근에는가내노동(home-based work), 호출노동(on-call work), 초단시간근로(marginal part-time), 

다자간고용관계(multi-party employment relationship), 종속적자영업(dependent self-

employment), 플랫폼노동(platform labour) 등이생겨남

• 표준 고용관계의 정의

• ILO(2016)와OECD(2019)는표준고용관계를①전일제(full-time), ②무기(無期)직(open-ended), ③

단일사용자(a single employer), ④근로자가사용자에게종속되는(dependent)것으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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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 _ 문현경

1. 표준 고용관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표준 고용관계의 적용 의미

• 사회입법과사회보험에해당하는연금, 고용·실업, 산업재해, 보건의료제도등과제도별하위규

정은표준고용관계를중심으로주요대상과적용수준이달라지고, 노동권과사업장내위생·안전, 

훈련·연수등과관련한규정도표준고용관계에해당하는지에따라적용여부가갈림

⇒표준 고용관계의 규제 체계(ILO, 2016)

• 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표준 고용관

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확대된 규제 체계에

놓이는지 결정하는 요소

1. 표준 고용관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의

• 근로자는“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사람”으로, 사용자는

“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로규정함

(근로기준법, 2020. 5. 26. 법률제17326호)

• 이는최저임금법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등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기본

사회입법에서문구수정없이그대로적용됨

• 고용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을 포함하는 사회보험

입법은 제도별로 규정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물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비임금근로자가 (준)의무 혹은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허용

• 사회적위험은근로자여부를불문하고닥칠뿐만아니라이로인한폐해는오히려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아

닌집단으로불균등하게분배됨⇒ 4대사회보험은제도적근로자성의범위를넓히는방향으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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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 고용관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근로자 요건과 기타 쟁점 사항

1. 표준 고용관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와 국민연금

• 최근몇년(그리고COVID-19 사태를겪으며더욱)의주요과제중하나는가입종은대부분지역가입자

이나경제·업무종속성은상당히높은특고종사자의근로자성을제도적으로인정하여이들을사업장가

입자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는것임(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18: 43)

• 이들은법·제도적으로근로자성을인정받지못해대부분지역가입자로서단독으로보험료를전액납부

하는부담이있음

• 실적에 따른 월별 소득변동이 심한 것은 물론 경제 침체 등 외부 충격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달리 본인이 아닌 사업주가 노무 제공량을 조절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자신이아닌타인이특고종사자의소득·고용을때에따라언제든지좌우할수있으며,이는궁극적으로

이들의사회보험불안정성, 특히연금보험료납부이력을안정적으로유지하지못하는요인으로작용하

며최악의경우납부예외자나장기체납자로편입시킬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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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 _ 문현경

1. 표준 고용관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영업자의 소득비례연금 적용상 다양성(OECD, 2019)

⇒ 특고종사자를 비롯한 비표준 노동

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후자에 초점을 두면 상

당수의 비표준 노동자가 속한 지역가

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같은 기여율

을 부과하므로 제도 규정상 눈에 띄는

차등 적용은 존재하지 않음

⇒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이론적 연

금액(theoretical pensions)은 95%에

육박(OECD, 2019)

국민연금지역가입자내불안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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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 불안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음(The devil is in the detail)

• 형식적인제도설계와달리실재는상반된양상으로나타나고있는듯함

• 비표준노동집단은형식적으로제도에들어와있지만, 불안정한소득등으로납부예외(혹은장기체납) 

상태거나표준노동자보다안정적인납부를유지하기까다로울수있음

 예를들어, 2018년12월기준평균납부기간은사업장가입자가128개월, 지역가입자가110개월이며평균기준소득

월액은사업장가입자가약273만원, 지역가입자가약133만원임(국민연금공단, 2018; 성혜영외, 2020에서재인용)

• 두 집단 간 관련 지표의 격차가 큰 것은 고용·소득이 불안정한 다수의 자영자(고용원

이 없는 개인사업자로서 대다수의 특고종사자가 이에 해당)와 상당수의 임시·일용직

등을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기 때문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 불안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종사상 지위

⇒ 지역가입자 중 임시직(고용계약 기간

이 1월 이상~1년 미만)의 규모와 비중은

증감을 거듭하나 지난 10여 년 동안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용직(고용계약

기간이 1월 미만)은 일정한 규모와 비중

을 유지

⇒ 특고종사자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자영자(고용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규

모와 비중 모두 증감을 반복하나 수치상

으로 큰 변화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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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 _ 문현경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 불안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근로 형태별 가입률

⇒ 임시·일용직과 자영자의 전체 가입률

증가의 상당 부분은 지역가입으로의 편

입 증가에 기인(2010년과 2019년 사이

임시·일용직과 자영자의 사업장가입률은

각각 2.6%p와 1.1%p가 증가한 데 비해

지역가입률은 각각 5.5%p와 10.0%p가

동기간에 증가)

⇒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

장가입의 임시·일용직과 자영자는 기타

형태보다 상당히 낮으며, 특히 자영자는

10%를 겨우 넘는 수준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 불안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국민연금지역가입자의종사상지위에따른근로형태별사업장가입률



342_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 불안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전형근로자 중 특고종사자의 가입률

⇒ 가입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파견․용

역 근로자는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나

그 외 비전형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음

⇒ 특고종사자의 지역가입 비율이 상당

한데, 이들은 경제·업무 측면에서 자영업

자로서 제도상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이들의 노무 제공량을 조절하

는 종속적인 특성으로 인해 지역가입을

통한 납부 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소지가 다분함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 불안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노

동시장이 만들어내는 국민연금 제도 내 취약한 종사상 지위는 지역가입자 중 임시·일용직과 자영

자로 파악

• 특히, 고용원이없는개인사업자로서자영자집단은전통적인독립계약자외에도고용형태다변화로인해확산하

는특고종사자와플랫폼노동자등다양한집단을포함

• 즉, 비임금근로자중자영자에는사업소득을받는데도근로소득의임금근로자처럼사용종속성을상당히갖는새

로운고용형태가다수존재

• 그럼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특고종사자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

류하기 때문에 이들의 규모를 과소 추정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으로 지적한 바 있음

(이용하 외, 2015: 174; 정흥준·장희은, 2018: 10; 조돈문 외, 2005: 29)

• 정확한규모추정을위해서는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를동시에고려해야하며, 특히후자에속하는특고종사

자는최근의사회·경제적변화로인해기존업종분류로규정하기어려운새로운업종의자영자들이포진해있을

가능성이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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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 _ 문현경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 불안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자 규모 변화

⇒ 기타 자영업자는 특고종사자 외의 여

러 자영자를 포함하므로 모두 특고종사

자로 간주할 수 없으나 적어도 비임금근

로자 내 다양성이 최근 확대되고 있다는

결론은 내릴 수 있음

⇒ 따라서 직종을 중심으로 특고종사자

를 분류하는 접근법은 다변화된 고용형

태가 나타나는 오늘날에 완벽히 들어맞

지 않을 수 있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규모추정과
국민연금가입률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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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과 국민연금 가입률

• 통계청 경활인구조사의 특고종사자 규모와 비중

⇒ [규모] 2004년 약 71만 명에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4년 이후 약 50만

명 내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중] 동기간 임금근로자가 증가하며

임금근로자 대비 특고종사자의 비율 또

한 낮아지는 추세로서 2004년에는 특고

종사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4.9%를 차

지했으나 2019년은 2.6%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과 국민연금 가입률

• 통계청 경활인구조사 특고종사자 규모 추정의 한계

• 임금근로자에해당하는특고종사자를대상으로조사하는반면비임금근로자에속하는특고종사자를배제

• 임금구조를‘실적에따라소득을얻는형태’여부로특수형태근로를규정하여이들의특성을제대로반영

하지못하는등그규모를과소추정하고있을가능성이큼

• 특고종사자의 직종을 중심으로 이들의 규모를 추정한 다수 연구(e.g. 고용노동부, 

2011; 보험연구원, 2018; 오종은·박은주, 2014)는 특고종사자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파악함

• 최근에는 직종 중심의 접근법을 넘어서 특고종사자의 ‘속성’을 주요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하는 김준영 외(2018)와 정흥준·장희은(2018)의 연구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

에 실시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1차 부가조사 등이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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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과 국민연금 가입률

• 특고종사자의 ‘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연구

• 경활인구조사는보수체계만을근거로특고종사자를규정하는반면김준영외(2018)는네가지, 한국노동

패널조사제21차부가조사는여섯가지, 정흥준·장희은(2018)은아홉가지기준을적용하여진성(명백한) 

임금근로자와진성자영업자, 특고종사자를구분함

• 특고종사자의 ‘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연구는 각 연구가 유사 혹은 동일 기준을 적용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함

• 정흥준·장희은(2018):특고종사자속성을모두지닌경우만특고종사자로간주하여상대적으로엄격하게

이들을규정

• 김준영외(2018) & 한국노동패널제21차부가조사: 어떤노동자가특고의특성을하나라도지니면특고종

사자로분류

• 선행연구의 특고종사자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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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과 국민연금 가입률

• 본 연구(문현경 외, 2020)의 특고종사자 규모 추정 방식

• 공개자료중특고종사자의속성에초점을맞춰관련정보를제공하는유일한자료인한국노동패널부가

조사를활용하여특고종사자규모추정을자체적으로시도

• 한국노동패널 제21차 부가조사의 특고종사자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이들을 구분
• ①사업자등록증을보유하지않거나or ②노동자를직접고용하지않는비임금근로자일지라도③상품과서비스

가격을본인이정하고& ④근무방법과시간, 장소의규제가없으면‘명백한자영업자’로간주(①&③&④or ②&

③&④에속하는자)

• 현재일자리에서의소득이50만원이하인자, 즉최저임금의단시간근로자보다저소득인자는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

• 노동패널조사본조사에서응답된현재일자리에서근무한지3개월이넘는자(근속기간이3개월이상인자)를대

상으로경제활동상태와직종을필터링

• ①고객이나일감을얻기위해컴퓨터나핸드폰, PDA 등의기기를이용하며& ②일을할때도컴퓨터나핸드폰, 

PDA 등의기기를이용하는자를필터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과 국민연금 가입률

• 수정기준을 적용한 일자리별 노동자 비중(비경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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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과 국민연금 가입률

• 특고종사자 규모 추정 결과 요약

⇒ 각 연구의 조사 방법과 특고종사자 판

단 기준이 상이하므로 어떤 추정 결과가

실제 특고종사자 규모에 가장 근접한 것

인지는 쉽사리 판단할 수 없음.

⇒ 다만, 경활인구 부가조사가 포착하지

못한 상당수의 특고종사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며, 여러 특고종사자 판단 기

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특고종사자는 전체

취업자 대비 5.5%~7.27(+α) 정도로 파악

할 수 있음

• 특고종사자 9개 직종의국민연금가입현황(2020년 1월근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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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과 국민연금 가입률

• 앞의 표와 같이 직종을 중심으로 특고종사자의 가입 현황을 파악하면 성급

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

• 왜냐하면,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에 미포함된 특고종사자가 매우 많을뿐더러 이들은 특

례적용 대상 직종보다 종속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 따라서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에 미포함된 특고종사자를 고려하면, 국민연금 가입률과

사업장가입률은 앞의 표에 나온 수준(가입률: 72.8% / 사업장가입률: 19.3%)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큼

3. 개혁목표와 추진과정

• 특고종사자국민연금가입현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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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국민연금
가입특성분석

Ⅳ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 분석

• 특고종사자가 제도 측면에서 불안정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하여 특정 시

점에서 가입률을 보는 것 이상의 자료를 볼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DB를 추

가로 활용하여 특고종사자의 가입 특성 분석을 시도

• 주요 분석내용은 국민연금 소득신고자를 특정 기준으로 적용하여 특고종사자와 비 특고종

사자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기준소득월액 수준과 가입 기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성, 

징수율 자료로 비교

• 국민연금 DB에서 최초 자격취득일이 1988년 01월 0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5% 표본(1,996,374만 명)을 무작위 추출한 뒤, 개인별 이력 자료를 추출

• 최근 36개월(2016.01.~2018.12.) 동안 동일 상태(특고종사 상태나 가입 종별)를 유지한 자들

을 비교·분석집단으로 설정하여 가입 특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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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 분석

• 분석·비교집단의 정의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 분석

• 분석·비교집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분포(2018년 12월 기준)

⇒ 비율이 높은 순으로 세 개를 꼽으면, 

group 2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5~9년, 

10~14년, 15~19년에 모여 있으나 group 2

는 5년 미만, 5~9년, 10~14년에 치중

⇒ 가입 기간의 평균과 중위수를 따지면

group 2와 group 1이 기타 집단보다 불안

정하며, 후자는 특히 중위수가 118개월로

수급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 group 5도 동일한 특고종사자이나 소득·

고용 안정성이 나은 사업장가입자라는 점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

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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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비교집단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분포(2018년 12월 기준)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 분석

• 분석·비교집단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분포(2018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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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 분석

• 특고종사자의 소득변동지수(Iα) 산출
• 변동지수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월 대비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의 절댓값이

α% 이상이면 1을, α% 미만이면 0을 부여한 뒤 이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계산

• 다만, 첫 번째 기준(기준소득월액 변동의 표준편차)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적용제외 기간

은 기준소득월액 변동액의 계산 시 제외

•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매월 ±α% 이상/이하로 변하는 경우 소득변동지수(Iα)는 1

의 값을 가지며, 반대로 기준소득월액이 매월 ±α% 미만/초과로 변하는 경우 소득변

동지수(Iα)는 0의 값을 가지는 방식

• 따라서 소득변동지수(Iα) 가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집단의 기준소득월액 변동은 크며 0

에 가까울수록 해당 집단의 기준소득월액 변동은 작다고 할 수 있음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 분석

• 집단별 기준소득월액 변동지수(Iα)

• 집단별 기준소득월액 누적 변동지수(Iα)

⇒ 특고종사자 집단인 group 1과 group 2, 

group 5의 소득변동지수가 비교집단인

group 3과 group 4보다 확연히 높다는 것

을 파악할 수 있음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특고종사

자 지원 기준인 소득 25% 감소(I25)]: 

group 5(사업장가입 특고)와 group 2(특고

적 속성을 지닌 자)의 I25는 group 3(지역

가입 임금근로자)과 group 4(특고 제외 지

역가입자)보다 기준소득월액이 전월 대비

25% 이상/이하로 변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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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 분석

• 분석·비교집단의 징수율 추이
⇒ 특고종사자 집단(group 1, 2, 5)은 집

단별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세 집단 간에 징수율 차이가 상당히 존

재하는데 기인함

⇒ group 5(12,740명)가 group 

1(142,000명)의 부분집합으로 약 9%의

비율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group 1 중

지역가입 특고종사자의 징수율은

67.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큼

감사합니다





김 영 선 (노동시간센터, 과로사회 저자)

1.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이 된 노동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사회정책학회

주최학회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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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이 된 노동 _ 김영선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사회정책학회: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 지워지는 노동과 복지국가 의미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이 된 노동

김 영 선 (노동시간센터, 과로사회 저자)*1)

Ⅰ. 문제의 제기

Ⅱ. 노동자상의 역사적 형태
   1. 농경 리듬과 부지런함
   2. 공장 리듬과 근면함
   3. 적시 생산방식과 유연함

Ⅲ.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상
   1. 자유롭지만 연결된
   2. 노동자 아닌 노동자
   3. 자율적이지만 예속된

Ⅳ. 노동-자본 관계를 가시화하기

Ⅰ. 문제의 제기

특정 조직이나 체제, 생산방식은 그에 부합하는 특정한 노동자상(像)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특정한 
노동자상의 주조는 조직의 유지・강화는 물론 지배의 재생산 또는 자본의 이윤 극대화에 유용한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상은 특정한 조직이나 체제가 요구하는 노동자에 대한 상(像)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감각, 욕구, 행동, 관계방식이나 세계관, 성적 
본능까지 포함된다. 

노동자상의 주조는 역사적 상황조건(historical contingency)의 변동 (새로운 체제나 조직, 
생산방식의 등장) 속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일례로 지금은 인재상이라고 각색되어 불려지는데 
한때 기업들이 내세웠던 대우맨, 삼성맨, 현대맨은 각 기업의 조직문화를 표상함과 동시에 각 
기업에 부합하는 특정한 형태의 노동자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위 신경영전략이라는 기치 아래 
기업들이 앞다퉈 내걸었던 OO맨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조건 속에서 새롭게 기획됐던 것들로 80년대 
중후반 이후 노동자 대투쟁에 대응한 자본의 위기 대응 전략의 일환이었다. 1993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했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대표적으로 미디어화된 
경영전략이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근면과 자기계발이란 노동자상에 대해도 해석할 수 있는데, 
산업 자본주의는 전통 사회의 농경 리듬에 부합했던 노동자상과는 다른 근면한 노동자상을 강력히 
요구했고 신자유주의 체제는 근면 주체의 지위를 격하하고 새롭게 주조한 자기계발하는 주체를 
칭송해 마지않았다.1)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E-mail: culmin@daum.net)
1) 특정한 형태의 노동자상으로 OO맨을 비롯해 모범근로자, 산업전사, 수출역군, 신지식인, 핵심인재, 알렉세이 스타하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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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상의 주조는 축출과 포섭이라는 이중적 과정의 산물이다. 폭력을 수반한 강제의 방식부터 
동의에 기반한 헤게모니적인 방식까지 그 스펙트럼도 넓다. 근면 주체는 ‘한 뼘의 땅’으로부터의 
축출인 동시에 공장 리듬에 복무하는 태도를 생산하기 위한 기획에 따른 산물이다. 자기계발하는 
노동자상은 노동의 정규성에 대한 축출인 동시에 유연 생산방식에 적합한 태도와 감각들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플랫폼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노동자상은 무엇이고 그것은 무엇을 축출하는 
동시에 어떠한 태도를 치켜세우며 포섭하는지 질문해볼 수 있다. 노동자상은 생산방식의 변화 
속에서 주조된 노동자상의 역사적 형태들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추출한다. 특히 노동시간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자상의 독특성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대안은 노동시간을 비가시화하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새로운 장치들에 대항하는 그 무엇일 것이다.

Ⅱ. 노동자상의 역사적 형태

1. 농경 리듬과 부지런함

산업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태도가 근면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태도는 방적기・방직기 이후 또는 
컨베이어 벨트로 표상되는 기계 시대 이후 강조됐는데,2) 기계 흐름에 맞게 일관된 에너지와 신경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다. 근면함(industry)은 이전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우면서 꽤 ‘낯선’ 것으로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특수적인 가치이자 태도다.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가? 근면함이 기계제 이전 가내수공업 시기의 부지런함(diligence)과는 어떻게 다른 성질인지를 
일별함으로써 그 새로움과 낯섬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근면 주체의 주조가 목표하는 
바는 무엇이었고 무엇을 추출하려했는지를 반추할 수 있다.

우선, 전산업사회에서 보여진 노동의 태도는 자연 리듬 또는 농경 리듬에 따라 과업(task) 그 
자체를 수행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공장 리듬을 표상하는 시작시간이나 마감시간 또는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등 ‘정해진’ 시간에 맞춰 과업을 수행하는 게 관건은 아니었다. 과업을 예정보다 빠르게 
끝낸 경우, 남는 시간(spare time)에 대한 처리도 그 시간들을 ‘흘려보내는(pass away)’ 경향이 
높았다. 산업 사회의 근면 신체처럼 무언가를 채워 시간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가족생계비나 생필품비만을 버는 수준에서만 일했다. 그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최저임금을 받는 최저 계층의 노동자조차도 성월요일 관습을 지키려 
했다(크리시스 2007, 70-71).

잉여수입보다는 노동을 적게 하려 한다. 노동자는 자신이 노동을 극대화시키면 매일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묻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고 또 자신의 전통적 필요에 알맞던 그 액수를 벌려면 
하루에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 사람들은 ‘그 본성상’ 더 많은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신이 살아온 대로 살고 그에 필요한 만큼만 벌려고 한다(막스 베버 1996, 44).

등을 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모양처, 새마을아가씨, 민족의 동지, 니노미야 긴지로, 벤저민 프랭클린 등도 특정한 역
사적 상황조건 속에서 새롭게 주조된 인간형의 사례들이다.

2) 방적기・방직기 시기와 컨베이어 벨트 시기 간의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 집합적 성격의 규율화된 신체(disciplined 
body)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기준 삼아 함께 병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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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이 된 노동 _ 김영선

둘째, 노동은 하나의 시간적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제 업무들로 조합된 형태를 띠었다. 
작업 시간은 특정한 업무가 연속적으로 채워졌다기보다는 다양한 업무들이 단속적인 형태로 
채워졌다. 셋째, 그렇기에 언제 쉬는 시간을 가질지, 언제 점심을 할지는 노동자의 신체 상태에 
따랐다. 방적기・방직기 또는 컨베이어 벨트가 쉬는 그 때에 맞춰 휴게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니었다. 넷째, 농경 리듬에 부합하는 규칙성인 부지런한 태도는 산업 리듬에 부합하는 
규칙성인 근면한 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sparse) 형태였다. 마지막으로, 작업이 이뤄지는 
공간(cottage)도 노동-비노동, 일터-가정이 서로 분리된 형태를 띄기 보다는 하나의 생태계로 
얽혀있는 형태였다. 노동-비노동의 분리, 일터-가정의 분리는 기계제 공장 이후의 특징이다.

2. 공장 리듬과 근면함

산업 자본의 입장에서 자연 리듬이나 농경 리듬에 기초한 과업 수행 방식은 ‘통제하기 곤란한 
불규칙한 것’, ‘무규율적인 것’, ‘느슨한 것’으로 여겨지고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일례로 
자동 뮬기를 ‘철인’이라 치켜세웠던 앤드류 유어는 『매뉴팩처의 철학』(1835)에서 장인 중심의 노동 
관행을 무규율, 게으른 습관, 방탕함으로 악마화하고 전통적 형태의 숙련 노동에 의존할 필요 없이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방적기 도입을 설파했다. 그런 기계들의 집합체인 
공장시스템을 어떠한 방해 없이 생산을 위해 ‘쉴새 없이 작동하는 거대한 자동기계’로 높이 
추앙했다.

산업 자본주의는 컨베이어 벨트 리듬으로 상징되듯 어떤 새로운 규칙성(regularity)을 강조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파머 톰슨은 농경 리듬의 규칙성과는 구분되는 산업 자본주의의 결정적 특징으로 
시간(time) 중심적인 태도를 꼽는다. 그는 시간규율에 부합하는 근면 신체의 생산은 ‘무규율성을 
교정하는 대대적인 작업’, ‘게으름과 방탕함이라는 잡초를 제거하려는 전투’ 과정의 산물이라고 
봤다. 시간규율을 내면화한 신체야말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고 말한 여성주의 
정치철학자 실비아 페데리치의 지적도 이와 상통한다(Thompson 1967, 56-97; 실비아 페데리치 
2011, 217-218).

공장 리듬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칙성인 ‘근면함’이라는 이 낯설면서도 결정적인 특징을 톰슨의 
논의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는 특정한 형식의 규격화된 공간(공장)과 
시간(출퇴근 시간)에 구속적이게 됐다. 노동이 시・공간적으로 공장에 집중되는 형태를 띄면서 
노동자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근을 해야 했다. 시간 엄수하기, 마감 시한 지키기 등은 노동자의 
중요한 태도로 부상했다. 퇴근 이전까지는 컨베이어벨트 ‘라인마다 쪼로록 일렬로’ 서서 연속적으로 
채워진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해야 했다. 

둘째, 노동자는 시간-동작 원리에 따라 새롭게 설계된, 대개 파편화된 특정 업무를 반복 수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모던 타임즈>(1936)에서 채플린이 스패너를 들고 ‘쉴새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자동기계’ 위의 볼트 조임을 반복하는 부품화된 신체가 대표적인 이미지다. 

셋째, 관리감독은 일률적이고 집단적인 형태를 띠었다. 관리감독은 공장이라는 시공간을 전제로 
작업 과정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으로 그 목표는 주로 업무 시간 내 빈틈들을 관찰해 가시화한 후 
퇴출하는데 맞춰졌다. 느슨한 노동과정을 더욱 조밀한(dense) 형태로 바꾸기 위함이었다. 테일러의 
시간-동작 연구(time and motion study)가 대표적 관리법 중 하나다. 볼트 조이는 업무 이외에 
불필요하다고 관찰된 시간적 빈틈들은 게으름이요, 낭비요, 낡은 관습이라는 이유로 제거되길 
요구받았다. 공장 리듬에 부합하지 않는 품행의 요소들은 전방위적인 공격의 대상이 됐다. 
노동자들은 이를 분 뜯어내기, 분 도둑, 시간 깎아먹기라고 일갈했다.

넷째, 작업장 안팎 모두에서 노동을 규율하는 것이 산업 자본의 주요 선결과제였던 만큼, 공장 
밖에서도 특정한 품행을 주조하는 장치들이 거세게 몰아쳤다. 금지․철거 등 배제의 방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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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이벤트 등 포섭의 방식까지 다양했다. 산업 자본은 기존 자연 리듬에 따른 과업 수행 방식을 
무규율성(‘일관성 없는’, ‘느슨한’, “심장이 얼마나 두껍게 만들어졌길래 게으름을 피우는가”)으로 
문제화했듯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던 전통 오락 문화를 문제화했다. 

낮잠 관행이나 성월요일(St. Monday), 진 등의 독주 문화, 곰, 소, 오소리, 원숭이, 개, 닭, 쥐 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오락이나 ‘악의 학습소’로 불리기 시작한 장날 축제, 폭력(용맹함을 드러내는 
주요 기술로 자주 활용되던 정강이 걷어차기(hacking) 기술 등)이 게임의 한 요소로서 수반됐던 몹 
풋볼 같은 전통 스포츠 등의 블러디 스포츠(bloody sports), 성적 본능은 물론 동물성의 요소들도 
근면을 저해하는 것으로 새롭게 규정(‘질펀하게 노는’, ‘방종한’, ‘방자하고 무절제하고 고집스러운’, 
‘방탕한 기질’, ‘비신사적인’)되어 집중 포화를 맞고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3) ‘교양 시민’을 목표로 
전개된 이런 공장 밖 사회평균인 프로젝트들은 근면을 덕으로 여기는 노동자상(근면 신체)의 생산 
과정과 상당 정도 조응했다. 새로운 작업방식과 특정한 생활양식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안토니오 그람시 2005, 359-362; 김영선 2016, 179-191).

마찬가지로 포드주의적 노동자상의 창출도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합리화하는 방향의 
프로그램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근면한 태도를 고양해 나갔다. 프로그램들은 공장의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가족 생활과 공동체 생활까지도 특정한 방식으로 합리화하려 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 양육, 
가사관리, 사회복지, 심리치료, 청소년 교육, 성교법, 영양 프로그램, 체력단련 일정, 결혼상담 등을 
포함했다. 낸시 프레이저의 지적처럼, 이런 장치들은 서로 교차하면서 개인들을 조직하고 시간과 
공간 내에 신체들을 배열하고 그들의 힘을 조정하고 특정 방식으로 고안된 논리에 따라 사회 
관계들에 질서를 부과해 나갔다(낸시 프레이저 2020, 199-207).

노동자들은 근면 신체의 주조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산업 자본의 기획들에 대항해 
때로는 러다이트 형태의 투쟁부터 때로는 노동시간 단축 (또는 임금인상) 등의 시간에 ‘관한’(about) 
집합적인(collective) 투쟁을 전개했다.

3. 적시 생산방식과 유연함

한편, 1970년대 이후 포드주의의 위기라는 역사적 상황조건 속에서 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응으로 
여러 생산방식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경합했다.4) 그 가운데 유연 생산방식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대응해 생산 과정을 ‘적시’(just-in-time, JIT)에 맞춰 조정할 것을 강조했다. 생산 최대화나 
노동집약적인 인력 투입 방식이 아니라 비용 최소화와 인력 유연화 등 제 비용을 다운시키는, 군살을 
제거하는(lean) 방식이었다. 저스트인타임이란 표현으로 압축되듯 생산 과정과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맞물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뒤에 언급할 플랫폼이야말로 자본이 꿈꾸는 ‘적시’의 이상을 
구현하는 새로운 장치일 것이다.) 이런 유연 생산방식은 노동의 정규성(중심부 노동자에 한정적이었던 
안정성)을 경직성, 비효율, 의존성으로 문제화하면서 일(career → jobs),5) 임금(인센티브 강조), 
직무(팀제), 시간(낭비시간 제거) 등 유연화로의 대대적인 개편을 정당화해 나갔다.

여기서 노동자는 한우물 파기식의 산업적 근면을 강조받기 보다는 ‘적시’에 부합하는 유연한 주체가 
되기를 요구받았다.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급변하는 상황에 

3) 낮잠 대신 휴식이나 산책, 성월요일 대신 주말 소풍, 독주 대신 가벼운 맥주, 유혈 스포츠 대신 규칙 기반의 스포츠, 장
날 축제 대산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의 관람, 방탕한 성적 본능 대신 자기 절제 등의 ‘신사적인’, ‘교양있는’, ‘대영제국다
운’ 프로그램들이 강조됐다.

4) 포드주의 이후 네오테일러주의, 캘리포니아 모델, 유연 전문화, 혼합 모델, 토요타주의, 칼마르주의, 우떼발라주의 등이 
새로운 생산방식들로 제시됐다. 여러 경로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야마따 도시오(1993, 115-135)을 참조한다.

5) 리처드 세넷은 신자유주의 이후 일의 의미는 어원상 마차가 다니는 길을 뜻하고 한 우물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 직업
(career)에서 짐수레로 실어 나를 수 있는 한 덩어리의 물건을 뜻하고 여러 단편적인 일들을 의미하는 일자리들(jobs)로 
바뀌었다고 지적한다(리처드 세넷 200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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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됐다. 팀과 팀 간의 의사소통 능력과 여러 업무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멀티 능력(multi-skill) 또한 강조됐다. 노동자는 제조나 유지・보전뿐만 아니라 개선 
업무도 떠맡았다. 이를 위해 검사방법, 개선방법, 협력방법, 통계기법, 시간관리법, 자기관리법 등의 
교육이 뒤따랐다(로빈 머레이 1993, 101-105; 교타니 에이지 1995, 99-125).

특히, 고장이나 불량 등 문제적 상황을 알아서 개선하는 문제해결 능력이나 가공시간, 운반시간, 
대기시간 등의 여러 낭비적인 시간의 틈들을 스스로 최소화하는 개선 노력(‘매시간 60분을 알아서 
꽉 채워 작업하게 하는 것’)은 손꼽는 자세 중에 하나였다. 느슨한 시간적 틈을 단순히 제거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이런 유연함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자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고 책임지며 일터는 물론 일상 어디에서나 끊임없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기계발하는’ 노동자상 (또는 기업가적 자아상)과 시기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친화적이다. 이렇게 더 밀도 높은 방식의 노동자상을 주조해 자본은 생산성을 
극대화해 나가려 했다.

Ⅲ.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상

지금 플랫폼 시대의 노동자는 어떤 태도를 요구받는가? 무엇으로부터 축출되고 있고 동시에 
어떠한 태도를 요구받으며 포섭되는가? 플랫폼이 설파하는 언어와 그 효과들을 일별하면서 플랫폼 
노동의 구조와 경험들을 시간, 관계, 감시・통제 등의 차원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플랫폼은 승객이 기차나 버스, 택시 등의 교통수단에 타고 내리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뜻한다. 주체(승객과 사람)와 객체(교통수단과 사물이나 자원)를 상호 연결지어주는 디지털 
매개 장치다. 이를테면 배달앱은 생산자, 소비자, 배달노동자 간의 상품・일감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 장치를 매개로 거래되는 일감을 수행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6)

6)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16차 회의(2020. 7. 22..)에서 플랫폼 노동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조사의 조작적 정
의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아직까지는 개념도 규모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다. 규모를 전체적으로 추정한 자료로 고용정보원
(2019)을 참조할 수 있는데, 플랫폼 노동을 ‘지난 한 달 (또는 일 년) 동안 디지털 플랫폼(웹/앱)의 중개를 통해서 고객에게 단
기적 유급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고용형태’로 정의하고 취업자의 약 1.7%(46만 9천 명)에서 약 2%(53만 8천 명)로 추
산하고 있다.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일상에의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할 때 미
래 노동의 헤게모니적 형태로 인식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구분 기계제 이전 기계제 이후 인터넷 시대 플랫폼 시대

기술과
생산
방식

수공
증기

(기계화)
전기

(자동화)
컴퓨터・인터넷
(디지털 정보화)

ICBM과 인공지능
(플랫폼화)

장인-도제 체제 기계제
포드주의

(컨베이어 벨트)
포드

유연
(적시, Just-In-Time)

토요타

플랫폼
(실시간, 데이터화, 초연결)

아마존

업무
특징

과업  중심적
(task)

시간 중심적
(time)

건수 중심적
(call)

근면하게
연속적, 규칙적, 일률적

(career)

유연하게
비정규, 팀제, 인센티브

(jobs)

독립적으로
건별 노동

(gigs)

<표 1-1> 노동자상의 역사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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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저자 직접 구성

물론 플랫폼 장치가 배달, 퀵, 대리 등의 호출형 노동에만 활용되는 건 아니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이곳과 저곳, 생산자와 소비자 등 주체와 객체를 더 빠르게 연결해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어디에나 쓰이고 있는 중이다.7)

플랫폼을 폭 넓게 정의하고 있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저자 닉 서르닉을 참조할 수 있다. 그는 
플랫폼을 ㈀ 우버, 에어비앤비,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 같이 서비스의 주문과 제공을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린’ 플랫폼, ㈁ GE나 지멘스, 삼성이나 현대가 제조부품들에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 플랫폼, ㈂ 일명 구독경제라고 불리는데 넷플릭스, 캐딜락, 코웨이 같이 
자사 콘텐츠나 제품을 렌트나 구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상품’ 플랫폼, ㈃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같이 무료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광고’ 플랫폼, ㈄ 클라우드, 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의 데이터를 저장・추출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유형화한다. 통상 플랫폼 노동으로 
언급되는 호출 노동이나 크라우드 워크는 린 플랫폼으로 분류할 수 있다(Srnicek 2016, 49-88).

호출 노동, 크라우드 워크를 비롯해 AI면접 툴, 스케쥴링 프로그램, 업무용 앱, 렌털 솔루션, 
자동결제 모듈 등 플랫폼 시대라 일컬을 만큼 플랫폼이 매개해 연결가능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무엇이든 다양한 형태로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8) 그 어느 때보다 기술적인 것이 세계의 
판도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인 것처럼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그 세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양새다. 
심지어는 일감을 수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축소된 채 사물들의 네트워크가 현실을 직조하는 핵심 
원리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기술 유토피아를 내세운 플랫폼 장치의 자본주의적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설득의 힘을 발휘하는 형국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확하지 않나 싶다.

7) 그럼에도 여기서는 플랫폼 효과에 대한 논의를 호출형 노동을 중심으로 다뤘다. 앞선 논의들(포드주의, 포스트포드주의)
의 연장선상에서 제조업, 더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업계에 미친 플랫폼 효과(탈숙련화?, 기계의 인간 대체?, 중간 과정의 
축소? 등)에 대해 검토하고 호출형 노동에의 플랫폼 효과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금속노조 노동연
구원 2019).

8) SNS 업무 지시, AI면접, 스케쥴링 프로그램, 업무용 앱 등 여러 차원에서 플랫폼이 매개하면서 빚어지는 문제적 효과들
에 대해서는 김영선(2017, 74-102: 2018, 66-76).

축출
대상과
포섭의
언어

땅을 매개한 
인격적 지배

‘한 뼘의 땅’으로부터
임노동 상태로

경직성・‘의존성’으로부터
유연적 관계로

사회적인 노동 그 
자체로부터
독립적인 형태로

프롤레타리아트
(proletariat)

프레카리아트
(precarious+proletariat)

플랫타리아트
(platform+proletariat)

노동자상

부지런함
(diligent, 자연 
리듬에 배태된 

태도)

근면함
(industrious, 컨베이어 벨트의 

흐름에 부합하는 태도)

유연함
(flexible, 멀티,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중요시)

독립적임
(independent, 독립적임, 

자율적임, 사냥꾼의 주의력 
요함)

감시
인격적

관리・통제
(인적 종속)

공장 대상의
판옵티콘

(조직적 관리통제)

공장 대상의
전자적 판옵티콘

(관리통제의 전산화)

품행의 실시간 데이터화
‘별점’ 평가

(데이터에의 종속)

노동- 
비노동 관계

일터-가정은 
하나의 생태계로 

얽혀있음

일터-가정의 분리
(생산 영역에서 비노동은 배제)

유연한 분리
경계 모호해짐(blurring)

(작업 장 밖 시간 =자유시간 
더 이상 아님)

노동의 시간 
투쟁

인격 투쟁
개별 또는 지역적 

형태

시간에 ‘대항한’ 투쟁에서 시간에 ‘관한‘ 투쟁으로
(러다이트에서 시간단축 투쟁으로)

집합적(collective) 형태

시간의 비가시화에 대한 투쟁?!
연결적(connective)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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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대의 노동자상을 하나의 언어로 형상화하는 건 꽤 논쟁적이다. 그럼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내놓은 광고 문구들을 통해 그 노동자상의 상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반복 강조하는 
표현과 이미지는 무엇인가? 이는 무엇을 배제하고 무엇을 포섭하고 있는가?

1. 자유롭지만 연결된

플랫폼 노동과 연관된 신조어들이 빠르게 증식하고 있다. 이를테면, 4차산업혁명을 비롯해 
공유경제, 관심경제, 구독경제, 긱 이코노미, 주문형·맞춤형 서비스, 독립계약자, 독립노동, 
디지털노동, 자유노동, 긱워크, 포트폴리오워크, 노마드, 아마존 플렉서, 우버이츠 파트너, 쿠팡이츠 
쿠리어, 쿠팡 플렉서, 케이티링커, 배민 커넥터, 카카오 대리, 배달 파트너 등 다양하다.9) 여러 
신조어들은 쉬운 연결 또는 유연함, 독립적임, 도전감 또는 원할 때 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하는, 
자유로운 시간 사용, 자율성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이런 유토피아적 표현들은 부분적 진실을 
재료로 문제적 현실을 비가시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 아마존 무인매장 광고: “Just Walk Out”, 아마존 플렉스 광고: “Be your own boss: 
deliver when you want, as much as you want”

㈁ 쿠팡 플렉스 광고: “아이가 학교 간 시간 틈틈이 일 할 수 있어요”, 
㈂ 배민 커넥트 광고: “내가 원할 때 달리고 싶은 만큼만”, “내가 정하는 자유로운 스케줄: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근무 날짜와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변경 할 수 있어요.”, “근무 
지역 내 어디서든: 근처에 다른 볼일이나 일정이 있어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일한만큼 
돌아오는 수입: 내가 일한만큼 늘어나는 금액을 보여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 카카오대리 광고: “원하는 시간에 부담 없이 일하세요” 
㈄ 타다 드라이버 광고: “타다의 가장 큰 강점은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등이 그 최신 버전들이다. 

신기술 유토피아가 내세우는 독립적임 또는 자율적임은 대체 어떤 독립적임・자율적임을 
말하는가? 이는 물리적 차원에서는 언제든 원할 때 연결되어 있으돼 노동-자본 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것으로부터는 ‘독립된’, ‘자유로운’ 상태를 상정한다. 독립적임, 자유로운 시간 사용 등의 
판타지에 대한 반복 강조는 ㈀ 플랫폼 노동으로의 유입을 유도하는 모집 광고(‘언제든 원할 때 
자유롭게’)(플랫폼 저수지의 창출)일 뿐만 아니라 ㈁ 노동-자본 관계를 비가시화하는 꽤 설득적인 
언어로 그것들의 목표는 노동과정 상의 각종 위험에 대한 문제 제기의 화살을 플랫폼 자본에 
향하지 않도록 정당화하는 데 있을 것이다. 플랫폼 자본은 문제적 현실들에 대한 책임 회피에 나름 
성공한 듯하다.

사실상 독립적임・자율적임의 의미는 여러 실태를 보아도 꽤 제한적이다. 많은 조사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워서’라는 항목에 
높게 응답하고 있어 시간 선택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호출에 응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 또한 과반 이상을 넘고 있다. 이는 일하는 시간의 자유라는 
의미가 피치 못하게 일을 할 수 없을 때나 정말 할 수 없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극적 

9) 『프레카리아트』에서 가이 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 경향을 감추는 ‘직함 뻥튀기’ 사례들을 언급한다. 방문 고객 코디네이
터, 전자 문서 전공자, 매체 배포 담당 이사(소직지 배달원), 재활용 담당 이사(쓰레기통 비우는 사람), 위생 컨설턴트(공
중 화장실 청소부), 표면 기술자(여성 청소부) 등 이런 화려한 새로운 직함들은 프레카리아트화의 구조적 문제들을 비가
시화한다(가이 스탠딩 2014, 44). 『플랫폼 자본주의』의 저자 닉 서르닉 또한 새로운 용어들의 거대한 증식을 2000년대 
후반 특정한 역사적 상황조건 속에서 그 이름을 달리해 등장하는 자본 축적의 새로운 장치들이라고 비판한다. 기술적 
신자유주의의 근사한 이름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Nick Srnicek 201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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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불과함을 말해준다(장귀연 외 2019, 66-101; 김성혁 외 2019, 144).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서비스 전체

월평균 총수입 259만원 321만원 390만원 313만원

월평균 지출
(지출 비율)

107.9만원
(41.6%)

177.7만원
(55.3%)

151.4만원
(38.8%)

148.1만
(47.3%)

순수입 151.1만원 143.3만원 238.6만원 165.2만원

하루 총 노동시간1) 13.5시간 13.6시간 14.1시간 13.7시간

월 평균 근무 일수 25.2일 23.4일 25.4일 24.7일

<표 1-2>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및 노동시간

1) 하루 총 노동시간은 순 근무시간, 업무를 위한 대기․준비․이동 시간, 식사․휴식 시간을 포함
출처: 서비스연맹(2019, 203-204) 재구성

또한 플랫폼을 통한 일감들은 새로운 기회와 선택의 대상으로 묘사된다. 이런 기회・선택의 
언어들은 ‘건별’ 보상을 합리화한다(‘일한만큼 돌아오는 수입’). 작금의 일자리 프레임은 기회 
선택~건별 보상 논리를 더욱 강화한다. 헬조선으로 표상되듯 얼어붙은 노동시장에서 플랫폼의 
새로운 일감들(과 그에 따른 건별 소득)은 새로운 기회, ‘이거라도’, 감사함과 기특함이라는 매력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건별 보상을 합리화하는 언어들은 일감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독립’계약자로서 스스로 책임지고 감수할 것을 요구한다. 플랫폼의 이데올로기가 착취를 은폐하는 
동시에 독립적임의 신화를 재생산하는 지점이다.

물론 기술 차원에서 또는 형식적으로는 ‘원할 때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일감과 그 기회를 늘렸다는 그 선전만큼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형편 없는 
(점차 형편 없어지는) 일감들에 그친다. 국가인권위원회(2019)나 서비스연맹(2019) 등의 조사에서 
보듯이, 소득(각종 비용을 제외한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쿠팡 플렉서 누적 인원 30만 명이란 기록적인 수치가 말해주듯, 일감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로 
인한 수수료 하락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소득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주간경향 2017/06/20; 
매일노동뉴스 2019/12/23). 벌이가 좋다하더라도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맞물리면서 빈곤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여타 
시간 (사용의) 질도 떨어진다(여가시간의 파편화). 제 차원의 불평등 심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계급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아도 플랫폼 노동은 (누군가에게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디딤돌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더 낮고 더 예측할 수 없는 소득에 멤돌게 한다. 
상향으로의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진다(마이클 스펜스․로라 타이슨 2017, 216-256; 
가이 스탠딩 2014, 39).

또한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대기지역, 배송시간, 근무태도 등의 관리감독이나 별점 평가 등은 
일종의 규율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업무의 지휘감독이나 근무시간과 장소에의 구속 등이 보고되는 
바, 플랫폼 노동을 독립적인・자율적인 독립계약자 형태로 포장하는 건 신기술(플랫폼)을 내세운 
자본의 판타지에 불과하다.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다’는 프로파간다는 열악해 질대로 열악해진 
노동시장의 맥락에서 일자리 프레임과 함께 더욱 힘을 발휘하고 있고, 노동과정 상의 각종 위험들을 
은폐하면서 ‘안 좋은’ 노동만 확대하고 있는 꼴이다. 

플랫폼이 설파하는 유연함은 유연 생산방식 하에서의 유연함과는 또 다르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후자가 ‘고용된’ 노동자로서 작업 시간 중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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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시간의 최소화를 목표로 했다면, 전자는 사업자 형식의 파트너, 플렉서, 커넥터로서 시공간에 
구애됨 없이 일감들을 수행하는 그런 유연함을 강조한 것이다. 후자가 포드주의 위기 이후 혁신적인 
방법으로 등장하긴 했어도 여전히 노동의 전반적인 과정은 컨베이어 벨트의 시공간성에 
배태되어(embedded) 있었다. 반면, 전자는 시공간적 구속성이 필요없는 노동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다. 고용관계에는 ‘의존적이지 않음’을 전제하면서 플랫폼을 통한 일감 
네트워크에는 언제든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는 것 자체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색한다.

2. 노동자 아닌 노동자

자본은 그간 노동에 배태되어 있던 ‘관계’ 다시 말해, 노동시간을 접점으로 한 노동과 자본의 사회적 
관계, 이 관계는 일터와 노동시간을 전제한 것인데 이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는 
중이다. 플랫폼 기술은 기존 노동의 구체성과 물질성을 비가시화하는 것이다. 신기술 플랫폼은 그간의 
노동-자본 관계의 지형을 바꿔내는 기술 장치다. 관계의 기존 사회적인 형태를 더욱 유연한 형태로 
재사회화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작업장 밖에서 또한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의 마찰력이나 밤낮 등의 주기적 리듬 같은 시공간의 장애물을 제거해 왔듯이, 관계의 사회적인 
형태에 의존하지 않은 채로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체・객체가 ‘언제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길 요구한다. 여기서의 착취는 보다 많은 노동을 짜내기 위한 노동강화의 전통적 형태인 기계의 
속도증대나 1인당 작업 기계수의 확대와는 다른 방식이다. 

몇 개의 광고와 설명 문구를 보아도 자본이 귀찮고 불편해하는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앞선 플랫폼 업체의 광고에서 보여진 미사여구와 같은 내용의 다른 
화법일 뿐이다. 플랫폼의 기능적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플랫폼을 활용한 자본이 목표하는 
바이기도 하다. 

㈀ 인용 하나: “배달 직원의 사고 위험 부담에서 해방”, “배달 직원의 잦은 지각, 무단 결근, 
기타 속썩임에 신경쓸 필요 없이 업주의 업무에만 전념 할 수 있다.”(배달 앱 홍보 문구 가운데). 

㈁ 인용 둘: “플랫폼으로 이제 노동자를 언제든 사용하고 버릴 수 있게 됐다”.
㈂ 인용 셋: “인터넷이 있기 전만 해도, 10분간은 당신을 위해 앉아서 일하다가 그 다음 

10분간은 다시 해고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란 정말로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당신은 이제, 눈곱만큼의 돈을 지불하고도 필요 없을 때에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됐다.”(ClowdFlower의 CEO Lukas Biewald)(볼프강 도이블러․토마스 
클레베 2016, 33-34).

호출 노동이든 크라우드 워크든 그 이름도 다양하지만 이(노동-자본 관계의 물질성 삭제, 노동의 
시공간성 해체, 문제적 현실들에 대한 책임 회피)는 플랫폼 노동의 유형을 불문하고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자 플랫폼화되는 노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 자본은 노동자를 
탈노동자화한 상태로 파트너, 독립계약자, 커넥터, 크라우드워커로 호명하고 다시 일감의 네트워크에 
배치해 부분적인 노동만을 취한다.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다’는 욕구들을 선호나 선택으로 
포장하고 ‘독립계약자’라고 불러들여 플랫폼 네크워크로의 재배치를 정당화한다. 플랫폼은 극단적인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부분 시간들을 자본의 궤도로 연결시키는 일종의 ‘황금사슬’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 변화된 노동 세계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경력(career)이 사라지고 
일자리들(jobs)로 대체된다는 울리히 벡(1997, 226-241)의 위험사회 논의와 불안정 노동자를 
프레카리아트(precarious+proletariat)라고 규정했던 가이 스탠딩(2014, 23)의 논의를 참조한다면, 
지금 플랫폼 시대에는 일자리들마저 아예 ‘고용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일감들(gigs, calls, hit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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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대체되는 형국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플랫폼에 매개된 채 일감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플랫타리아트(platform+proletariat)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랫타리아트는 노동-자본 관계, 
노동 과정, 착취-포섭의 방식, 감시・통제, 노동의 투쟁, 생활양식 등 모든 차원에서 새로운 지형에 
놓여 있는 형성 중인 계급일 것이다.

가이 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가 (산업사회의 시간 덩어리로서의 노동, 고정된 일터, 경력, 직접적 
통제, 예측가능한 봉급과 비교해) 모든 차원에서 ‘유연화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분석한다.10) 주요 
특징으로 경력에 보탬에 안되는 일자리, 수당 수급권이 없는 채 한시적인 소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음, 불확실한 생존 방식에 처함, 만성적 불안을 들 수 있다.11) 이와 비교한다면, 플랫타리아트는 
고용형태, 직무, 임금, 직업훈련, 사회보장 등이 모조리 ‘붕괴된’ 상태에 놓인 ‘일감 집시’(gig 
gypsy)의 특징을 띤다(Schor 2017).

플랫폼 장치를 통해 자본은 골칫거리로 여겼던 임금투쟁, 시간투쟁, 고용안정 요구, 노조할 권리 
등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됐다. 노무관리 부담도 완전히 털어버리고 조직을 더욱 
경량화할 수 있게 됐다. 노동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사용자로서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기술적 장치로서 ‘플랫폼’이 근사한 이름을 띄고 동원하고 있는 모양새다.

플랫타리아트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앱 상에 뜨는 일감들을 캐치(call catch)하는 행위를 해야 
비로소 일을 시작하고 일감을 처리 후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대가는 임금 형태가 아닌 
일체의 것이 제거된 수수료뿐이다. 콜 캐치에 들여야 하는 많은 대기 시간, 준비 시간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림자 노동(shadow labor)으로 처리될 뿐이다. 이는 ‘(노동시간) 척도 외부에’ 놓여 
있어 무료노동(free labor)으로 취급되고 있는 동시에 대부분 콜 캐치를 위해 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란 점에서 부자유 노동(unfree labor)이다.

여기서 콜 캐치는 컨베이어 벨트 라인 선상에서 연속적인 주의를 요구했던 산업시대의 주의력과 
달리 사냥꾼의 주의력을 요한다. 이는 인터넷 시대의 접속 행위와도 또 다른 주의력이다. 
배달업계에서 주문 콜을 먼저 받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을 일컫는 ‘전투콜’이란 은어처럼, 전장의 
사냥꾼과 같이 ‘달려갈’ 태세를 갖춰야 그나마 꿀콜을 캐치할 수 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런 시대에는 개인들의 생존을 위한 사투만이 있을 뿐인 ‘사냥꾼의 시대’라고 규정했다(지그문트 
바우만 2009).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전시’해야 하는 크라우드 워커도 마찬가지다. 콜 캐치는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에게 두드러지는 행위로 나타나지만, 호출노동이나 크라우드 워커에게만 
제한되는 특징은 아니다. 보험, 기술교육 지원, 설치, 방문, 영업 업무를 하는 기존 노동자 또한 콜 
캐치와 유사한 프로세스를 거친다. 플랫폼 노동자의 콜 캐치를 낚시의 ‘챔질’에 비유한 
『대리사회』(2016)의 저자 김민섭은 어종과 날씨에 따라 물고기를 채는 타이밍을 신경써야 하는 
것처럼, 콜을 캐치하려는 눈빛과 자세는 웹툰이나 SNS의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11시가 되고, 벤치에서 일어나 망원유수지를 향해 걸었다. 드문드문 밤낚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대리운전도 그와 비슷하다. 침묵하던 핸드폰이 어느 순간 밝아지며 출발지와 
목적지를 밝혀주면, 이것이 어느 정도 크기의 고기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피라미인지, 붕어인지, 
아니면 너무 커서 내 낚싯대로는 감당할 수 없을 테니 보내주어야 할지, 짧은 시간 내에 계산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낚시에는 ‘챔질’이라는 게 필요해서 찌가 움직일 때 언제 낚싯대를 

10) 가이 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를 임시 노동자(casual laborer), 프리터(freeter), 파트타이머, 프로젝트 노동자, 하청 노동
자, 미니잡 노동자, 인턴과 유사하면서도 다르게 정의하는데, 이에 대한 구분은 ‘프레카리아트의 변종들’을 참조한다(가
이 스탠딩 2014, 36-42).

11) 리처드 세넷(2009, 4-11)은 『뉴캐피털리즘』에서 새로운 유연성의 세계에서는 복합적인 만성 불안이 인간성(character)
의 침식, 시간 감각의 붕괴, 신뢰의 상실, 일-생활의 붕괴, 부초처럼 정처 없이 표류하는 삶, 미래 서사 불가능의 가능
성을 높인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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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주느냐가 무척 중요하다. 너무 일찍 채도, 너무 늦게 채도, 고기가 도망간다. 대리운전도 수락 
버튼을 언제 누르느냐에 따라 손님과의 연결이 결정된다. 버튼 누르는 것이 늦으면 손님은 이미 
다른 대리기사에게 가고 만다. 한강변에 몇 대씩 낚싯대를 펴둔 이들을 보면서, 나도 오늘 
한강에서 낚시를 한 기분이 되었다. ... 대리운전을 시작하고 나니 나와 닮은 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누구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그 밤의 거리에서, 그들은 조금 더 간절하게 
그런 행동을 했다. 웹툰을 본다거나, 페이스북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생존, 노동을 위한 눈빛은 그 밤의 거리에서도 확연히 구분이 된다(김민섭 2017, 63).

특정 업무를 연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의 노동이 아니라 불특정 일감을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다. 물론 콜 캐치라는 낚시・사냥을 위해 들이는 기다림의 시간이나 채비 
시간은 노동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플랫폼 노동의 여러 특징 가운데 콜을 캐치(또는 히트 
또는 클릭)하는 행위를 특징으로 꼽아 ‘적건’(just-in-call, JIC) 방식의 노동이라 이름지을 수 있다.

3. 자율적이지만 예속된

한편 이러한 일감 수행의 두드러진 특징은 노동과정 상의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한다는 점이다.12) 호출 노동의 경우 그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지만 플랫폼과 
연결된 주체․객체의 모든 활동이 데이터로 실시간 추출된다는 점은 플랫폼 노동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규율 권력의 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규율의 대상자는 가시화되어야 하는데, 플랫폼 
장치는 높은 수준의 가시성을 보증하는 21세기 버전인 셈이다. 

플랫폼의 감시 방식은 이전 시대의 집단적이면서도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전제한 관리감독 
방식(이는 관리 비용은 물론 정보 가공 상의 왜곡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방식)과는 
다르다. 0.1초까지의 미세한 차이들도 개별화된 방식으로 24시간 추적할 수 있다(electric tagging). 
시공간을 특정할 필요 없이 또한 시간 격차를 둘 필요가 없이, 심지어는 패턴 분석을 통해 미래의 
동선이나 취향까지도 플랫폼을 통한 개인별 관리통제가 가능하다. 접속 시간과 빈도, 건수 이력, 
고객 대응 결과, 이동 경로 및 속도, 상하차 시간 등 플랫폼 노동자의 모든 활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하고 평점에 따른 등급을 자동으로 조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별점・평점은 때론 
인센티브의 형태로 때론 관리・조정의 방식으로 활용된다.13) 플랫폼 노동이 외견 상 독립적인 또는 
자율적인 노동으로 보일지라도 일감 처리 과정이 ‘실시간 체크’된다는 점은 노동자들을 더 높은 
시간 압박 상태에 노출시켜 실질적으로는 비자율적이고 심지어는 종속적인 상태로 내몬다.

수수료나 일감과 직결되기도 하는 ‘별점’ 평점은 ‘보지 않으면서’ 동시에 직접적인 감독 없이도 
감시통제를 보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가 된다. 알고리즘을 통한 감시의 시선이 모든 
품행(conduct)을 실시간 데이터화하는 형태로 플랫폼 노동자에 관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감시(dataveillance)는 감시자 자신이 바라는 방식대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행동을 유도하게 하는 
판옵티콘 효과를 발휘한다(Galič, Timan, and Koops 2017, 9-37). 플랫폼은 아마도 이상적인 
판옵티콘이 갖는 총체적인 감시 시스템의 특성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플랫폼 체계 상 

12) 닉 서르닉은 데이터화(데이터의 추출, 분석, 사용, 독점)를 플랫폼 자본주의의 핵심 특징으로 꼽는다. “오늘날 데이터 
수집은 인지, 기록, 분석이 가능한 거대한 인프라에 의존한다. 데이터는 기름과 같이, 추출, 정체, 사용되는 물질이다. 
신기술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일이 아주 값싸졌고 디지털화된 커뮤니케이션으로 데이터 기록이 매우 쉬워졌다. 구글맵, 
자율주행차, 좋아요, 시리, 빅스비 등을 통해 추출된 방대한 데이터는 생산과정을 최적화하고 소비자 선호를 파악하고 
노동자를 통제하고 아웃소싱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낮은 마진의 상품을 높은 마진의 서비
스로 변환시킨다. 지금 이 시대, 데이터는 수익을 최대화하는 핵심 자원이다. 거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강력한 기업 형태를 띤다. 그것은 바로 플랫폼이다.”(Srnicek 2016, 40-42).

13) 일례로 타다는 파견업체에 ‘별점 평균 4.5 이하인 드라이버는 계약해지하라’는 해고 기준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전달하
기도 했다(경향신문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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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통제의 실질성을 함축하고 있는 셈인데, 플랫폼 노동을 독립적임, 자율적임으로만 보는 것은 
오독인 이유다.

한편,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과정의 어디까지가 모니터·기록·평가되는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다. 『블랙박스 사회』의 저자 프랭크 파스콸레(2016, 10-19)는 별점 평점 
등이 ‘비밀스러운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블랙박스와 같다고 진단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독립적임은 사실상 코드화된 알고리즘, 데이터의 오남용 등 정보 착취와 데이터감시의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착취・통제되고 있는지를 은폐하는 동시에 노동-자본의 
착취 관계를 비가시화하는 새로운 기술주의 담론 그 이상・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 유연화 가운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20세기 후반기 가운데 눈에 띄는 유연화였다면, 
지금의 노동 유연화는 플랫폼 기술을 매개로 한 노동자성의 제거(개인사업자화, 자기고용노동 
자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신기술을 매개로 한 극단적인 노동 유연화가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독립계약자, 노마드, 자유로운 시간 사용 등의 장밋빛 언어로 채색되면서 노동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형국이다. 노동의 탈노동자화는 지난 20세기의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보다 더 빠르게 또한 더 광범위하게 또한 더 파괴적인 효과를 낳으면서 전개될 것이다. 
플랫폼은 비용의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그간 자본이 불편한 것들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일거에 
삭제한 채로 노동을 더욱 쉽게 부릴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Ⅳ. 노동-자본 관계를 가시화하기

노동시간은 초기 산업 자본주의 이후 지금까지 노동-자본 관계를 지시하는 기초였다. 노동시간을 
접점으로 한 노동과 자본의 관계 속에서 노동 운동은 시간단축 투쟁의 형태를 띄었다. 역사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해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노동-자본 관계의 접점인 
시간 차원을 비가시화하려는 새로운 지형(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서 시간을 둘러싼 노동의 투쟁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선은 새로운 형태의 일감 수행이 왜 노동이 아니란 말인가, 왜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의 권리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반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노동-자본 관계를 비가시화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기에 그 은폐된 지점을 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에 기초해 법제도의 
사각지대로 플랫폼 노동을 위치지으려는 자본의 전략들을 문제화해야 한다. 특히 관계를 비가시화하는 
방식으로부터 파생하는 문제적 노동 현실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술적 신자유주의가 유발하는 
극단적 유연화로부터 결별을 내포한 노동 권리의 구축이 출발 조건일 것이다.

△ 노동-자본 관계의 물질성을 비가시화하는 전략·지점들을 가시화하기(관계의 맥락에서 노동의 
물질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플랫폼 노동을 시간을 둘러싼 노동-자본 관계로 재위치시키기 등), △ 
개별화된 노동들의 ‘연결적인(connective)’ 형태, 새로운 참여 형태를 통한 저항 구상하기(라이 
더유니온 사례 같이 개별화된 노동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드러내고 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실천들), 
△ 장밋빛 언어와 이데올로기 등 새로운 형태의 축출과 포섭에 대응하는 언어와 문법을 발명하 
기(연결되지 않을 권리,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등), △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자본의 장치들에 
책임지우기(덴마크 청소 플랫폼 업체 힐퍼와 노동조합 3F와의 단체협약, 캘리포니아 주 AB5 법안 
사례, 타다 불법파견 문제제기, 요기요 라이더의 근로자 인정 판정(한겨레 2019/11/05) 등), △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부합하도록 법제도 개편하기(산업안전보건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사례와 같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넘어서 ‘일하는 
사람’ 대상의 고용보험 및 사회보장법 확대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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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노동자와 고용ㆍ산재보험제도 _ 박은정

플랫폼 노동자와 고용ㆍ산재보험제도

 박 은 정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법학과 교수)

Ⅰ. 서론

2020년 5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발족
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분과위원회에서는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
하고, 적용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하고 2020년 9월 16일 <배
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에서는 총 
4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노사정은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
동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 둘째, . 노사정은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하여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셋째, 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관련 업계는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료(data)의 공유 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것과 이를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소득에 비례한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는 것, 넷째, 노사정
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징수체계 등 제도개선
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2020년 10월 6일에는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1기)」에서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배달서비스업 중심) >이 체결되었다. 이 협
약에서는 총 6개장 33개 조항에서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자간의 공정한 계약, 작업조건과 보상, 
안전과 보건, 정보보호와 소통에 관한 내용과 함께 후속과제로서 상설협의기구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협약문에 첨부하고 있는데, 이 건의사항 중
에는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첫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 확대·개편, 둘째, 산재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적용
제외 및 전속성 기준의 획기적 개선, 셋째, 정확한 소득 파악과 사회보험 징수를 위한 국세청 등 유
관 부처의 역할 제고, 마지막으로 넷째, 여러 유형의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온앤오프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험 가입·징수·보장 체계 정비를 요구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두 개의 굵직한 플랫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협약
문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이다. 그리고 2020년 10월 6일의 협약문에서의 대정부 건의사항에는 산재보험제도 이외 고용보험제
도의 적용도 명시하고 있고, 특히 이 협약문에서는 이러한 고용ㆍ산재보험제도의 적용가능성을 위해 
사회보험 가입ㆍ징수ㆍ보장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고용ㆍ산재보험 적
용이 안되는가? 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사회적 대화
의 과정에서 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플랫폼 노동자들
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제도 적용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374_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적 대안이 만들어져야 하는가? 
이 글은 위의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ㆍ산재보험제도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한다. 

Ⅱ. 첫 번째 질문 :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이 안되는가?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고용ㆍ산재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한다. 우선, 산재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플랫폼 노
동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1.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 

: 근로자.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외파견근로자. 현장실습생.

우선 산재보험제도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원칙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평가되
는 대상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함으로써 산재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때 중소기업 사
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여,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4
조).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이 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될 수 있
는 것이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
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산재보
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②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산재보험법 제125조).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다
음과 같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으로 처음 삼은 것은 2007년 12월 14일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서였고,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 4개 직종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13개 직종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2011. 1. 24.> (삭제 전,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5호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사람으로 신고된 사람)
다. 삭제  <2015. 4. 14.> (삭제 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라.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개정 전,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
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개정 전, 한국표준직업
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
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

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6. 25, 
전부개정(단, 
2호의 밑줄친 
부분은 2018. 
12. 11, 개정, 
3호의 밑줄친 
부분은 2020. 
1.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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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노동자와 고용ㆍ산재보험제도 _ 박은정

2.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고용보험법제도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
자가 아닌 자영업자 및 예술인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이 필요
하다고 평가되는 대상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함으로써 산재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근로복지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고용보험법상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단,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2020년 12월 10일에 시행된다). 

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
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통령령 
제23468호, 

2011. 12. 30, 
일부개정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
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

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
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대통령령 
제27050호, 

2016. 3. 22, 
일부개정(단, 

밑줄친 부분은 
2020. 1. 7, 

개정)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
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

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

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

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
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대통령령 
제30334호, 
2020. 1.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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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제외

한편,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은 각각 해당 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 가능성, 다른 법과의 관계 등
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기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적용을 제외하는 규
정을 두고 있기도 한데,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산재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대상 및 적
용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1)

산재보험 고용보험
원칙적 적용 근로자

적
용
제
외

적용이 어려움

Ÿ 가구내 고용활동
Ÿ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Ÿ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Ÿ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단,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도급사업일괄적용대상인 경우는 
제외)
Ÿ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단,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도급사업일괄적용대상인 
경우는 제외)
Ÿ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적용이 부적절

Ÿ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만 제외)
Ÿ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
Ÿ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근로자

다른법의 적용

Ÿ 공무원재해보상법
Ÿ 군인재해보상법
Ÿ 선원법
Ÿ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Ÿ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Ÿ 국가공무원법
Ÿ 지방공무원법
Ÿ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Ÿ 별정우체국법

예외적 적용
Ÿ 해외파견자
Ÿ 현장실습생
Ÿ 중소기업사업주
Ÿ 특수형태근로종사자

Ÿ 자영업자
Ÿ 예술인(2020. 12. 10.부터)

1) 박은정(2019),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연구”, 『노동법포럼』 제26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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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고용ㆍ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고용ㆍ산재보험제도의 
적용 범주에 포함이 되는 플랫폼 노동자는 현행 고용ㆍ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법상 중소기업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법상 자영
업자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현행법상으로도 고용ㆍ산재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일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게 된다. 현행 고용ㆍ산재보험제도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사회적 대화의 과정에서 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Ⅲ. 두 번째 질문 : 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을 문제삼고 있는가? 

Ⅱ.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현재도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산재보험제도의 적용 가능성이 전혀 배제
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 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산재보험제도

1) 중소기업사업주 적용특례규정을 통한 적용

우선,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어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서 산재
보험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근로자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러나 특례적용대상인 중소기업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본
인이 스스로가 보험가입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료를 100% 부담한다. 중소기업사업주는 근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의 속성상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1999년 12월 31
일 산재보험법 개정 과정에서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중·
소기업사업주의 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사업주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동사업주에 대한 특례제도가 신설되었고, 2004년 1월 
29일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하여만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
었으나, 이후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사업주도 이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
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른 경우와 달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본인의 신청에 따
른 임의가입방식을 취하고 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특례규정을 통한 적용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제도 적용 대상이 되고, 산재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50%씩 분담한다(보험
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구조조정 및 경영의 효율화라는 명분 하에서 지속ㆍ확대된 ‘고용
털어내기’(하청화, 프랜차이징, 3자 위탁 등)의 결과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계약의 외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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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임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하지만, 계약의 존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 근
로계약관계와 흡사한 점이 많은 노무공급관계”2)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1년 이후 노사정위원회나 정부 차원에서 숱한 논의과정을 거쳤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2006년 12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의결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만들어 낸 개념이다. 그래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로
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
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가운데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3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
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면서(노무제공의 전속성), ②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의 비대체성) 사람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는 것이다.3) 여기에서 중요한 요건이 
노무제공의 전속성인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가운데에는 특정 업체에 전속적인 경우도 있지만, 비
전속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배달노동자의 경우 통상 하나의 업체(예를 들어, 배민라이더스)의 
배달주문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2-3 업체, 많게는 4-5 업체로부터 배달의뢰를 받기도 하
는데, 이와 같이 주로 한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제공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복수의 업체와 노무제공관
계를 형성하는 것을 비전속적 노무제공이라고 한다. 산재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로 하나”에 대한 노무제공이기 때문에, 이를 전속적 노무제공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리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전속적 노무제공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비
전속적 노무제공관계에 있는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산재보
험법 시행령은 퀵서비스ㆍ대리운전,4) 방문판매5)와 같은 업종의 종사자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2) 강성태(2000),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1990년대 대법원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11호, 한국노동법학회, 35쪽.
3) 이 범주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4)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 2017. 3. 31.) 

Ⅰ.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0호, 2012. 4. 12. 제정)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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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면서 고용노동부 고시로 전속성 기준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
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현행)

① 중소기업사업주 적용특례규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
플랫폼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는 중소기업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100% 부

담하면서 산재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료를 50% 부담하면서 사업
주에 의해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제도는 플
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논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산재보험법상 중소기업
사업주는 스스로 경영을 하는 자이다. 사업상 이익과 손실을 스스로 향유/부담하면서, 자기의 계산

수행하는 사람
※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 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
라.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2017. 3. 31. 신설)
마.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2017. 3. 31. 신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속(등록) 업체의 업무 개시 또는 
종료시간이 있는지 여부, 배달(콜) 배정 등 소속(등록)업체의 배달업무 규칙이 운영되어 해당 규칙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Ⅱ.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2호, 2016. 6. 15. 제정)
1.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나.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이란 대리운전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말함

5)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2020.7.1.)

제1조(정의) 이 고시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이란 각각「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방문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을 말한다.
 2. “사업소득”이란「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귀속 월의 지급총액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

람”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명의 방문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지급받은 월 사업소득이 521,700

원(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사람. 이 경우 월 사업소득이 최초로 기준금액 이상이 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며, 이후 기준금액 미만의 사업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방
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본다.

 2. 1명의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판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개월 동안 18일 이상 종사한 사람. 
이 경우 최초로 18일 이상을 종사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3. 방문판매업자가 소속 방문판매원에 대해 상시적으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 신고를 한 사람. 이 경우 노무제공 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재보
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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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주
가 고용한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사업주 스스로는 업무상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공적 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으로부터 특례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제도에 스스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사업주와 별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산재보험법에 규
정한 이유는, 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개인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사람이면서 자신의 노동력
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의 경우, 비
록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근로자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개인사업자적 성격과 근로자적 성격을 동시에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플랫폼 노동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물론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에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6)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당연히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여 두고,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노동자 또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로서의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를 ‘디지털 특고’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에는 음식배달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등과 같이 이미 플랫
폼 노동의 범주에 포섭되고 있는 노동자군(群)도 있다.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도 하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특례제도를 통한 접근의 한계 : 전속성 요건과 적용제외신청제도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노동자를 정의할 때, 플랫폼 노동자는 

“개방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일감이 중개되면서 나타나는 초단기적ㆍ비전속적 유급 노동”이다. 
초단기적이라는 말은, 시간 단위가 아닌 ‘건’(call 혹은 order) 단위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비전속적이라는 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체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업체에 비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
의 특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못하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
자는 비록 ‘건’(call 혹은 order) 단위로 업무에 종사할지라도, ‘전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
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대리운전노동자의 업무수행방식을 보면 복수의 사업체에서 노동
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과연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유효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본
질적 의문이 제기된다. 

6)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 
경제노동부 산하의 독립노동기관으로서 노동시간, 연차,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역할을 하는 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5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감을 받아 배달 업무를 하는 
이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경향신문 “핀란드 노동위원회 “음식배달기사, 자영 
업자 아닌 노동자””(2020. 10. 18. 등록,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0182033001&cod

   e=970205&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fbclid=IwAR2mdzC-Y44LqY7s2MIabX6
   -w4CqM2dnrBizPLpDCA0SF-n7s0-MCvUlZfw#c2b)). 스페인 대법원은 2020년 9월 30일 바르셀로나에 기

반을 둔 음식 배달 앱 글로보(Glovo) 배달기사가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판결하였다(경향신문 “스페
인 대법원 “음식배달 앱 기사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2020. 10. 5. 등록, https://m.khan.co.kr/view.

   html?art_id=202010051050001&code=970205&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fbc
   lid=IwAR2XF-CoCP7B1HvQOFckZi_tACpZouYblgCdE_-zIQoIcOuUkIJ73WglWDc#c2b)). 프랑스 최고법원
   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에서도 2020년 3월 4일 우버와 운전자 간 계약은 고용계약에 해당한다고 판

결한 바 있다(월간 노동법률, “프랑스 법원은 왜 우버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봤나”(2020. 3. 14. 등록, 
https://www.wo rklaw.co.kr/view/view.asp?in_cate=101&gopage=1&bi_pidx=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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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노동자와 고용ㆍ산재보험제도 _ 박은정

<연도별 대리운전노동자 산재보험제도 적용 현황>

2019년 현재 대리운전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된 건수는 18건, 그 가운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4명이다.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대리운전노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통계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나아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별도의 전속성 기준)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플랫폼 노동자도 현행 산
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큰 의문이 드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이미 일부 플랫폼 노동자를 포섭하고 있는 산재보험법상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제도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소한 대
리운전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통계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전속성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산재보험행정을 고려한 것이다. 산재보험제도는 산재보험료 납
부에 기초하여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적용필요성과 함께 산재보험료 수납의 가능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지급액의 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전속성 기준

전체
(2016년까지는 6개 업종,

2017년부터 9개 업종)
대리운전노동자

2012
총입직자수(명) 438,024 미적용

적용자(명) 43,830 미적용
적용률(%) 10.01 미적용

2013
총입직자수(명) 442,925 미적용

적용자(명) 43,334 미적용
적용률(%) 9.78 미적용

2014
총입직자수(명) 437,407 미적용

적용자(명) 42,609 미적용
적용률(%) 9.74 미적용

2015
총입직자수(명) 447,274 미적용

적용자(명) 44,497 미적용
적용률(%) 9.95 미적용

2016
총입직자수(명) 481,763 28

적용자(명) 55,536 20
적용률(%) 11.53 71.43

2017
총입직자수(명) 483,254 15

적용자(명) 60,124 11
적용률(%) 12.44 73.33

2018
총입직자수(명) 473,977 8

적용자(명) 62,126 3
적용률(%) 13.11 37.50

2019
총입직자수(명) 486,295 18

적용자(명) 74,170 4
적용률(%) 15.25 22.22

※ 자료 출처 : 2018년까지는 2018년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연도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현황, 
2019년은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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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경우 누가 산재보험료를 낼 것인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재보험급여지급액은 어
떤 소득에 기초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는데, 사회
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을 넓혀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노동관계에 최적화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외의 영역으로 확대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아래 그림은 현재 산재보험제도가 적용되는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근로자의 고용보험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포함하여 나타낸다).

<일반적 근로자의 산재ㆍ고용보험 적용 구조>7)

7) 근로복지공단(2020), 『2020년도 산재ㆍ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1쪽의 표를 필요에 따라 다소 
편집. 

보험관계 성립신고 ㅇ 보험관계 성립신고(사업주) : 성립일(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
(사업주)

ㅇ 입·퇴사시 : 
   (산재)근로자고용신고, 근로자고용종료신고
   (고용)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다음달 15일까지 
ㅇ 전근·휴직, 정보 변경 시 : 
   (산재)근로자 전근신고, 휴직 등 신고, 근로자정보변경신고
   (고용)피보험자 전근신고, 휴직 등 신고,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일용근로자 : (산재,고용)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다음달 15일까지

월별보험료산정
부과․고지․납부

ㅇ 월별보험료 산정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ㅇ 고 지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도착
ㅇ 납 부(사업주) : 다음달 10일까지 

자격상실신고
(사업주)에 의한 

퇴직정산

ㅇ 근로자 퇴사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자격상실신고 시 작성
ㅇ 퇴직정산 결과 반영월의 월별보험료에 합산고지(반영월의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등분하여 반영월과 그 다음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추가부과, 반
환·충당)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연도정산

ㅇ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사업주) : 3월 15일까지
ㅇ 정산결과 4월분 월별보험료에 합산 고지(4월 월별보험료보다 초과 시 2분할하

여 4월과 5월분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추가부과, 반환·충당)

연도 중
소멸사업장

정산
ㅇ 소멸신고(사업주) :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ㅇ 근로자에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사업주)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보험료 정산(추가부과, 반환·충당) 

정산보험료
직권조사부과 ㅇ 미신고 사업장 또는 신고누락 근로자 직권조사부과 : 유관기관(건강보험, 국세

청등) 자료 및 기준보수를 이용하여 직권조사부과
ㅇ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해 일괄정산, 정산 결과는 10월 

보험료에 반영
ㅇ 수시정산 : 신고내역이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연도 중 수시 직권조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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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노동자와 고용ㆍ산재보험제도 _ 박은정

앞서, 산재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사업주라고 말했는데, 산재보험의 가입단위는 해당 사업주가 운영
하는 사업장이다. 산재보험제도 운영상 사업주의 역할이 크다. 한편, 산재보험료는 월평균보수를 기
준으로 하며 매년 3월에 전년도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진다. 보험관계 성립
ㆍ변경ㆍ소멸신고를 하는 것도 사업주이고, 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2020년 
기준 총 28개의 사업종류를 구분하면서 평균적으로 14.3/1000을 산재보험료로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가장 높은 산재보험료를 내는 사업은 석탄광업 및 채석업이고, 가장 낮은 산재보험료를 내는 
사업은 금융 및 보험업 등 3개 사업이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기준
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제도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따른 월 단위‘기준
보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보험료징수법 제3조 참조).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해진 월 단위 기준보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내고,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액이 결
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배달대행플랫폼에 종사하는 음식배달노동자에 대한 1월 산재보험
료는 산정월보수액 1,454,000×2020년도 ‘육상 및 수상운수업’ 산재보험료율 1.8%를 곱한 금액인 
26,172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50% 부담하므로, 26,172원의 절반인 13,086원
은 배달대행플랫폼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음식배달노동자가 부담하게 된다. 배달노동자나 대리
운전노동자 이외 플랫폼 노동자가 현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제도에 포섭이 되면, 플
랫폼 노동자의 직종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보수액이 정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될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6호, 2020.6.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
업장인 보험설계사 2,623,000 87,433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
업장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
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
람

2,183,000 72,766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254,040 75,134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1,016,300 33,87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
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454,540 81,818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
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200,000 73,333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
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454,000 48,46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1,944,000 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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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복잡한 내용을 장황하게 서술하였는데, 결국 요점은 현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
보험특례제도가 플랫폼 노동자를 배제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특례제도의 확장을 통해 플랫폼 노
동자를 포섭하도록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복잡하고 장황한 현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
재보험특례제도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매우 제한적으로만 유효하거나, 거의 유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주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이 요구하고 있는 전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적용제외신청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외시킬 수는 없을 듯하다.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4항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는 산재보험제도의 당연적용대상이지만, 적용제외신청을 하면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특례제도는 형식상 당연가입이지만, 실질상 임의
가입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로 불거진 적용제외신청문제가 바
로 이 조항의 문제인데,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의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직된 특고 근로자 총 53만 2797명 중 42만 4765명(79.7%)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
출한 것으로 나타났다.9) 다소 시간이 지난 자료이기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
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의 실효성이 낮은 데에는 「산재보험법」제125조 
제4항의 ‘적용제외 신청제도’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하“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제2항의 ‘보험료 종사자 부담제도’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

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91 등 최근 기사 참조. 
9)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0(2020.10.1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638,000 87,93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756,000 58,533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750,000 58,3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
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597,500 53,250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392,000 46,400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
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2,932,000 97,7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
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4,310,000 1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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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산재보험법」제125조 제4항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게 근로복지공단에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제출자료(2014. 
8. 기준)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
분석, 2012)에 따르면 전원적용제외 사업장 수가 전체 가입사업장 수의 절반에 달하고 있고, 적용제
외신청이 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종사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는 종사자의 수급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10) 적용제외신청제도의 문제에 대해
서는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졌었고, 2014년 상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동 적용제외규정을 삭
제하기로 한 산재보험개정안이 여야합의로 마련되었으나, 이 안은 법사위에서 부결되어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다.11) 

전속성 요건과 적용제외신청제도 하에서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현황을 
확인하여 보면, 이 문제들의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아래의 표에서 추정 규
모 대비 입직자 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전속성 요건에서 찾을 수 있고, 입직자 수 대비 적용
자 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적용제외신청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 대비 입직신고 현황(2019년 12월 기준, 명, %)>12)

4.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한편, 고용보험법상 플랫폼 노동자가 포섭될 수 있는 영역은 자영업자와 예술인에 대한 부분인데 

10) 국가인권위원회,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15. 1. 26.
11) 최봉홍의원 대표 발의안(의안번호 5235: 2013.5.3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참조. 동 개정법

률안은 가.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4항 본문에 당연적용 원칙을 표현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되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며, 적용제외 가능 사
유를 예외적으로 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25조제4항), 나. 적용제외를 신청
한 이후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 적용제외를 인정하며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한 이후에
만 적용제외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125조제5항), 다. 적용제외 종사자가 산재보험 재적용을 신청할 경우 즉
시 재적용하도록 함(안 제125조제6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2) 다만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추정규모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종별 협회 및 단체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추산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각 직종별 종사자들의 수는 아닐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직종 추정규모1)(a) 입직자수(b) 입직률(b/a) 적용자수(c) 적용률(c/b)
보험설계사 436,640 351,136 80.42 41,553 11.83
학습지교사 69,000 44,689 64.77 6,541 14.64
골프장캐디 35,000 29,975 85.64 1,205 4.02

건설기계조종사3) 133,000 3,870 2.91 820 21.19
택배기사 52,511 17,100 32.56 6,372 37.26

퀵서비스기사2) 170,000 18,385 10.81 14,283 77.69
대출모집인 11,596 7,725 66.62 1,406 18.20

신용카드모집인 11,955 13,397 100.00 1,986 14.82
대리운전기사2) 110,000 18 0.02 4 22.20

합계 1,029,702 486,295 47.23 74,170 15.25
1) ‘추정규모’는 직종별 협회 및 단체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추산된 것임.
2)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전체 종사자 중 고용노동부 고시 2017-21호에 따른 전속성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특고로 인정.
3) 기존에 콘크리트믹서트럭만 특고로 적용되다가 2019년 27종 건설기계조종사로 확대됨. 
※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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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이유에 따라 자영업자는 제외하고, 웹툰 작가나 웹 소설가와 같이 플랫폼을 통해 예술활
동을 하는 사람을 플랫폼 노동자로 본다면13) 플랫폼 노동자 중 일부는 예술인으로서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예술인이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
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
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술인이 아닌 플랫폼 노동자에 대
한 고용보험제도 적용 가능성은 - 자영업자 적용특례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 없다. 

Ⅳ. 세 번째 질문 : 그렇다면 고용ㆍ산재보험제도를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1.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확대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특례규정 도입을 위한 입법적 노력 가운데에서의 플랫폼 노동자 : 
단계적 접근

산재보험법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가 현재의 고용보험법에는 없다. 다만, 현재 국회
에 제출되어 있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를 고려한 안(정부제출, 의안번
호 2103779)이 있다. 이 안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
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한편(개정법안 제77조의6),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
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인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
업자로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노무제공플
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자의 이
름․직종․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법
안 제77조의7).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도모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아마도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통해 제한되기는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다는 넓은 범위의 플랫폼 노
동자를 포괄하게 되기는 할 것인데(전속성 기준이 없고, 적용제외신청제외가 없기 때문에), 국회 통
과 여부가 불분명하고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 안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들을 포괄하는 고용보험법안의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자세하게 언급하기는 어렵다. 

13) 이 범주는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20년 초의 일자리위원회 플랫폼 노
동과 일자리TF의 논의 결과에 따르면 “① 플랫폼은 알고리즘 방식으로 거래를 조율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② 디지털 플랫폼은 알고리즘 방식으로 조율되는 거래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노동)가 교환되는 구조화된 디
지털 공간(네트워크), ③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의 플
랫폼 노동자는 1)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용역) 또는 가상재화 생산 노동, 2) 디지털 플랫
폼을 통해 일거리(short jobs, projects, tasks)를 구할 것, 3) 디지털 플랫폼이 보수(payment)를 중개할 
것, 4) 일거리가 특정인이 아니라 다수에게 열려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웹툰 작가나 웹 
소설가는 플랫폼 노동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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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국회 제출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고용보험
법 개정법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산재보험법상 용어 개념의 한계를 인정하고 특수형태근
로종사자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일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적용을 제외한다(법안 제77조의6 제2항 참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준은 70
만원이다. 단, 고용보험법 개정법안에서는 노무제공자 중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단기노
무제공자’로 분류하면서,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소득
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예정하고 있
다. 비전속적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개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할 것인 바, 이 경우 매월 소득의 
1.6%를 플랫폼 사업주가 신고/납부하고, 고용보험료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의
무가 있는 사업주(플랫폼 사업주가 직접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주, 대
행업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각각 0.8%를 걷는 방식을 고용보험법 
개정법안은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14) 복수의 사업주와 플랫폼 노무제공계약을 맺고 있는 단기노무제
공자는 각각의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소득 대비 0.8%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와 같은 단기노무제
공자에 대한 규정을 둔 이유는, 비전속적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이 하나의 플랫폼 노동관계 하에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소득기준 미만의 소득을 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적용제외 소득기
준 이상을 월 단위로 버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보수 하한액 기준인 182만원(자
영업자 기준보수 1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산정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달 총소득이 100만원인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는 182만원*0.8%가 되는 것이다. 

매우 복잡한 계산법이기는 하지만 어찌하든 비전속적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제도 안으로 포섭
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재 국회 상정되어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법안에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
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적용 방법이 직관적이지 않다. 게다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
주에게 고용보험 성립신고ㆍ보험료납부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면서, 보험료 부담은 플랫폼 노동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예를 들어, 배달대행업체)에게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한 논
란이 예측되기도 한다.

사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 적용 확대 방법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완전히 이해하
고 있는 사람은 드물 듯하다. 이것은 고용보험법 개정법안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
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례규정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요구 : 포괄적 접근

위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적용 확대 방향은, 2020년 4월 이후 본격화된 기본소
득론-고용보험확대론의 논쟁 가운데 후자에 관한 주장 및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특례규정을 통해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해가는 방안이 단계적ㆍ점진적ㆍ소극적 접근방법이라고 한
다면, 최근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론은 포괄적ㆍ급진적ㆍ적극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적용특례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실현되더라도, 구체적 적용 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위임되면서 현재 산재보험법상 

14) 주의할 것은, 본문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만들어질 고용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구체화되는데, 현재 고용보험법 개정법안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내용은 상당히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본문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2020년 11월 이 글을 발표하는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일 뿐이다. 
이 글을 발표한 후 고용보험법 개정이 확정되고, 시행령의 내용 또한 확정됨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내용임에 주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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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서 일단 적용을 시작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현행 
법제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비록 근로자와 자영업
자 사이의 중간 지대에 속해 있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하기는 하되, 실질적 
적용범위에서는 여전히 제외되는 노무제공자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고용보험제도 하에서의 적
용제외대상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므로, 고용보험제도 적용확대라는 방향에 대한 요구는 일부만 수용
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 현황(2019년, 단위:천명)>15)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고용보험제도 적용확대의 방향이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
자를 염두에 둔 것을 문제삼으면서, 장지연ㆍ홍민기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이것으로 
모든 실업에 대응하는 안전망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
사자가 아닌 비임금근로자(자영자)는 여전히 남는다. 둘째, 고용형태를 나누는 경계의 문제는 해결되
지 못한다. 고용보험이 임금노동자와 특고를 가리지 않고 포괄한다고 할지라도, 특고와 자영의 경계
에서는 여전히 다툼이 발생할 것이다. ...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것이 개혁
의 방향이다. 이러한 주장은 ILO(2018)가 크라우드워크 시대의 도래를 전제로 제안한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ILO는 사회적 보호를 위한 기여금 징수와 급여 제공을 위해 발전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계약형식을 불문하고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만드는 것과 조
세제도의 도움을 받아 보편적인 사회보호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16)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론의 핵심은 국세청에 의한 전국민 소득의 적시 파악과, 이에 기반한 보험료 
징수, 그리고 그에 기반한 고용보험급여 수급권의 인정이다. 이러한 요구의 기초에는 여전히 근로기
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 구조를 고수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파
편화되면서 지나치게 다양해진 현재의 고용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것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 있
다. 단순히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많아졌다는 문제를 넘어서,17) ‘고용’이라는 단어로 포섭하기도 
어려운 영역의 노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노동의 변화에 대하여 이승윤 교수는 “비정
규직의 증가, 하청노동의 증가, 프리랜서와 가짜자영업자의 증가에 더하여 최근의 플랫폼 노동의 모
습은 이전의 전통적 표준고용관계에서 보이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고용관계의 모호성, 평가

15) 장지연ㆍ홍민기(2020),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월간 노동리뷰』 2020년 6월호, 한
국노동연구원, 73쪽의 표1.

16) 장지연ㆍ홍민기(2020), 75쪽.
17) 장지연,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선택은?”(2020. 6. 4. 
    https://firenzedt.com/?p=7144).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고용보험 
미가입 공무원 등 고용보험 가입

6,799 1,781 3,781 1,469 13,528 27,358
(24.9) (6.5) (13.8) (5.4) (49.4) (100.0)

제도적 사각지대 미가입

* 주 : (1) 공무원 등은 공무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2) 고용보험적용제외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
면서 5인 미만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65세 이상, 주당 평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3
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제외), 임금노동자에 가까운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임. (3) 특수형태근
로종사자의 상당수는 이 조사자료에서는 비임금근로자에 포함되어 있을 것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9년 8월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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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노동자와 고용ㆍ산재보험제도 _ 박은정

자의 다수화, 쉼과 일의 경계, 비생산적인 시간과 생산적인 시간의 모호성, 평가자의 다수화, 쉼과 
일의 경계, 비생산적인 시간과 생산적인 시간의 모호성, 작업장소와 사적공간 등의 경계가 무너지는 
‘액화노동(melting labour)’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18)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특례방식을 통한 고용보험제도의 확장의 한계는 분명하다. 고용의 영역으로 
포섭할 수 없는 노동자들,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노동자들, 일하고 있되 일하지 않는 것으로 간
주되는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들은 기존의 제도를 전제한 틀을 전제하는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
무르게 될 것이다. 

3) 방향의 선택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1)의 하단에서 검토한 고용보험법 개정법안(정부제출안)은 현행 고용보
험제도의 적용 대상을 산재보험제도와 같이 3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위해 만들
어진 고용보험제도를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들에게 적용하기 위
해서 여러 가지 변형된 특례규정들을 만들어 낸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틀에 플랫폼 노동자를 
끼어맞추는 형식이다. 본래 다른 성질을 가진 것들을 하나의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맞지 않는 
부분들을 깍아내고 부족한 부분들을 덧붙이는 성형 작업이 필요하여 복잡해지는 것이다.

기왕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라는 화두가 던져졌다면, 고용보험제도의 틀을 전국민이라는 범주에 맞
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에서도 어떤 소득을 기반으로 할지, 다양한 소득들
에 대하여 어떤 비율로 보험료를 부과할지, 수급자격인정 기준과 수급요건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수급액은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많다. 국세행정의 효율성과 가능성이 논란
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제를 풀어 나가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틀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을 성형해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2. 산재보험제도 적용 확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특례규정을 통한 확대

산재보험제도의 경우, 근본적으로 제기해야 하는 문제는 사실 산재보험료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왜 50%를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다. 특히 근로자 개념이 항상적으로 갖고 있는 오분류의 문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
보험료 분담에 대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다만, 이 문제를 여기에서는 잠시 제외시켜두고 
말하자면(논의 범위와 적용확대라는 쟁점의 구조상 보론으로 미룬다),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 안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섭한다고 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하였다. 비전속성이 
높을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인 바, 만약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를 수정하여 플랫폼 노
동자에게 산재보험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전속성 기준 및 적용제외신청제도가 반
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 
및 납부라는 산재보험 행정적 문제가 남게 되는 한편, 보험료 산정기준과 보험료 부과 등에 대한 비
합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제
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태로 재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제안되는 대안이 건
별 보험적용방식이다. 

18) 이승윤(2020), “불안정노동의 일상성과 복지제도의 허구성”, 『노동자의 죽음과 복지국가의 허구성』,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0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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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별보험제도의 도입 

건별보험방식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보험료 부과ㆍ징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개 사업주와 노무제공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수행
되는 노무제공의 실적에 기초하여 보수를 받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실상 시민의 생필품 
공급을 책임지게 된 택배노동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택배물품 1건당 정해진 택배단가가 있고, 그 
택배단가를 기준으로 일부는 택배대리점이, 일부는 택배노동자가 배분을 받는다. 그래서 택배노동자
가 하루 500건의 택배물품을 배송하면(택배물품의 무게와 크기, 이동거리가 비슷하다고 전제했을 
때) 택배단가 중 택배노동자의 몫×500건이 택배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익구조
에 착목(着目)하여 건별보험방식은 택배물품에 정해진 택배단가 중 택배노동자가 가져가는 이익의 
일정 %를, 그리고 택배대리점이 가져가는 이익의 일정 %를 산재보험료로 부과ㆍ징수하자는 제안이
다. 

이러한 건별보험방식은 민간보험업계에서 이미 채용하여 운용중이다. 민간보험 중 콜마너와 카카
오대리는 대리운전 보험으로 건별 보험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19) 콜마너의 경우, 건당 보험료 방
식으로 건당 870원의 보험료가 나가게 되어 있다고 한다(2016년 기준). 이러한 건별 보험료 방식을 
산재보험에서 차용하면 훨씬 더 쉽게 보험을 성립시키고, 보다 적절한 가격의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 그리고 이러한 보험료 부과ㆍ징수의 기초로는 Van 시스템이 제안되기도 하
였다.21) Van(Value added network)은 네트워크 망을 이용한 거래 시스템이다. 단말기나 포스를 
설치하여 신용카드결제요청이 제공되면 Van을 통해 신용카드결제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Van은 단말기와 신용카드사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데, 신용카드단말기와 신용카드사 사
이에 Van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용카드단말기를 둔 사업장이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정산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고, 이 증명을 Van은 
카드전표라는 것을 통해 해주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결제대금에 대한 대행접수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체계에 들어오게 되면, 플랫폼 노동자는 노무
제공이 이루어질 때마다 Van에 노무제공확인을 입력하고, 사업주는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게 되
는 바 이 과정에 개입된 Van이 양 당사자의 노무제공-보수지급 과정에 개입하여 일정 비율의 산재
보험료를 사전공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건별보험방식에는 무시할 수 없는 결함이 존재한다. 산재보험급여권은 반드시 선(先)가입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인 플랫폼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재해
를 입었을 때, 해당 플랫폼 노동자와 업무에 관한 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플랫폼 노
동자에 대한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플랫폼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신청
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판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에게 먼저 보험급여권을 인정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고 기타 수반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건별
보험방식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선보장 후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단 보험급여액을 어떤 기준
에 따라 인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해지는 임금이 있고, 근
로계약과는 다르더라도 일정 기간 근로제공에 따라 평균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임금이 있지만, 플랫
폼 노동자는 실제 일한 건수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보장을 하기 위한 보수책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 또한 결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업종에 따른 평균보수금액 등을 
기준으로 일단 선보장을 하고 후정산을 하려고 했을 때, 보험료가 건별로 부과되어야 했던 경우에는 

19) 박찬임ㆍ황덕순ㆍ김기선(2016),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산재보험』, 한국노동연구원, 77쪽.

20) 박찬임ㆍ김근주ㆍ이승호ㆍ김영선ㆍ박은정ㆍ정영훈, 『플랫폼 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
방안 연구』, 2019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3쪽. 

21) 박찬임ㆍ황덕순ㆍ김기선(2016), 위의 보고서,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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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노동자와 고용ㆍ산재보험제도 _ 박은정

해당 플랫폼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기 전 몇 건의 노무제공을 수행하였는지, 특히 비전속적 플
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는 어떤 사업주와 몇 건의 노무제공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수입은 얼마였는
지를 소급추적하여 보험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재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A, B, C, D 4개의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던 중 A의 업
무를 처리하다 재해를 입고 보험급여수급신청을 했는데, 보험급여수급절차가 진행되던 중 혹은 보험
료 부과징수를 위한 소급추적이 이루어지던 중 C, D가 폐업을 하였다면 이들에게도 보험료를 소급
적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건별보험방식은 산재보험적용 결정과 함께 사업주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입
직신고하고, 그에 따라 사실상 노무제공 건당 보험료를 내는 것에 동의를 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성
립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민간보험에서 건별보험방식이 가능한 것은, 민간보험은 보험성립일 이후의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산재보험제도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건별보험방식이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식으로서 유의미한 대안이기는 하지만, 한
계가 노정(露呈)될 수 있다. 

다른 한편, 건별보험방식은 여러 업체와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플랫폼 노동자을 위해 고려되는 대
안인데, 산재보험급여 가운데에는 휴업급여제도, 장해연금제도, 유족연금제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휴업급여만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현행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제도는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 소
득을 상실하게 되는 피재해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건별보험방식에 따라 여러 플랫폼에서 노무
제공 건당 보험료를 납부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이 중 어느 한 플랫폼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이 플
랫폼 노동자의 휴업급여액은 해당 플랫폼에서 얻은 수입을 기초로 해야 할지 아니면 산재보험료를 
냈지만 재해는 당하지 않은 다른 플랫폼에서 얻은 수입을 포함한 소득을 휴업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해야 할지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건별보험방식으로부터 제기되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건별보험방식에 회의
적인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 보험료 소급 추
적의 문제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고, 보험급여액을 정하는 문제는 정책적 결단
의 문제이다. 최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특히 산재보험제도의 변화를 요구한 바 있으므로, 이 논의의 
연장선 위에서 복수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급여액 산정 방법을 사회적
으로 합의한 후 결정ㆍ적용해 나갈 수도 있다.  

3) 소득 기반 체제로의 변경

한편, 건별보험방식의 한계와 소득 기반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요구에 따라, 산재보험제도 
또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여 소득 기반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고용보험제도의 진화와 함께 정책
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 적용을 위해 최소한 월 단위 소득파악체계를 갖춘다면, 이 기
반 위에서 산재보험제도 또한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문제 또한 소득 기반 체제로 변경하는 경우,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해 기준소
득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실소득을 기반으로 산재보험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복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실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휴업급여액 산정 등의 문제 같은 것이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입원 등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1일당 지급
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
으로 하는 개념이고,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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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평균임금 개념이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료 납부가 
기준소득을 이용하기 때문에, 1일 단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나 마
찬가지이고, 다른 한편 현재 전속성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복수의 사업
장에 취업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고, 실 
소득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전제로 만들
어졌던 많은 기준들을 변용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실 산재보험제도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적용 내용을 달리하지 
않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동일하고 일관된 제도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모색의 방향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 다소 불리한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여러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기본적인 틀의 변화를 
얘기할 가능성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현행 고용ㆍ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다. 본문
에서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고용ㆍ산재보험제도의 개편을 논하면서 반드시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
로자 개념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제도의 틀을 고수하는 경우 변화하는 고용형태에 고용ㆍ산재보험제
도가 적절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고용ㆍ산재보험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이 지점에
서 출발해야 한다. 전통적인 노동법제의 적용문제와 달리 고용ㆍ산재보험제도는 상당한 부분에서 국
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논의 이외, 현재 고용ㆍ산재보험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는 
현행과 같이 특례규정들을 통해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방안이 주로 검토되고 있
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도 예술인 특례 규정 아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고용ㆍ산재보험제도의 경계로 삼으면서 사회적 요청에 따라 화답하
는 형식이다.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경계의 틈을 필요화답적으로 늘려가는, 매우 현실순응
적인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법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 방법
은 고용ㆍ산재보험제도가 현재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둘러쳐진 경계를 넘지 못하고 늘 근로자성을 
다투는 한편 현실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는 지리멸렬한 논쟁 안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22) 경계
를 넘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산재보험
제도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 간의 경계가 너무 높다. 고용ㆍ산재보험제도가 확대ㆍ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경계를 허무는 일일지
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Ⅴ. 보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분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심사청구 등 산재보험제도의 일반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보험료,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료의 성실

22) 박은정(2015), “산재보험법의 경계석 고쳐 세우기”, 『노동법학』 제54호, 한국노동법학회,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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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등을 위한 조사 등 보험관계의 구체적인 실현에 필요한 내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3년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
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직종에 관한 특례규정이 산재보험법에 규정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
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는 것, 다만, 사용종속(使
用從屬) 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
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그러나 아직까지 사
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 없다. 그리고 2020년 1월 15일 공
익소송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다. 위 보험료징수법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
하는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입법할 의무가 있는데, 정부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다. 이 구조를 요약하여 표현한 것이 다음 그림이다. 

<산재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료 관련 규정 구조>

사실 이러한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단서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직종을 정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바, 이는 사실상 근로자성 판단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대통령령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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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사용종속관계 등은 직종에 따라 획일
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즉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라 할지라도 계약체결의 형
태, 노무제공 내용과 방법 등에 따라 사용종속관계는 달라질 수 있고, 기존 판례 등을 통해 동일 직
종 종사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가 있는 한편,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지적을 허용하는 것이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단서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 한
계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를 다시 뒤집어 표현하면, “사용종속관계 등을 고려”하여 설사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라도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정해진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자신에 대한 산재보험료 가운데 50%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산재
보험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닐 것이 전제가 되는데, 보험료
징수법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료 1/2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사용
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를 상정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입법부작위를 통해 이 문
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단서가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시행령으로 규정
하도록 한 것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입
법상 오분류의 문제를 내포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선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오분류하게 만들고, 이러한 범위의 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 처우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나의 주장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부과 방식이 차별적이라는 
결론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가 말하고 있듯, 사회보험정책은 국가의 재량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고(헌법재판소 2003. 7. 24. 선
고 2002헌바51 결정 참조), 근로자가 아니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100% 
부담하도록 할 경우 자영업자인 산재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100% 부담시키고 있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산재보험제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
보상책임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부터 출발한 산재보험제도의 태생적 한계이고, 여전히 산
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핵심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다르도록 만들어진 현행 법 체제 하에
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자체가 특정할 수 없는 조건에 기초하여 보험료 부담을 달리하고 있어 문제이고, 그 사실을 단
서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의 입법부작위가 증명하고 있다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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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년의 플랫폼 노동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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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청년정책 환경 변화

1. 법,제도 측면: 청년정책 법,제도 환경 기반 마련

- (중앙)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20.1) 제정(20.2), 시행(20.8):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중앙)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19.7),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9) 설치

• 분과(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별 청년참여단, 정책지원단,

자문위원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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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청년정책 환경 변화

1. 법,제도 측면: 청년정책 법,제도 환경 기반 마련

관계부처합동. (2020. 3). “청년의 삶이 달라집니다.” 청년의 삶 개선방안. 세종: 관계부처 합동.

생활 복지·건강·교통·문화 등 생활 전 영역에서의 촘촘한 지원

참여/권리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 강화

일자리 취업·창업 지원 확대, 새로운 형태 일자리 보호 강화

주거 다양한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자금 지원 제도 개선

교육
학자금 부담 경감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표 > 청년정책 추진 방향

 2020. 청년정책 환경 변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20) 29만명, 991,900백만원 → (‘21안) 38만명(신규 9만명), 1,201,802백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개선)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대상,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또한,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하여, 부모와 생계, 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 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 및 증빙서류(예시)

- 이혼 소송으로 관계 단절 → 소송 및 심판서류

- 사실상 이혼으로 관계 단절 → 조부모 등 친족의 사실확인서

관계부처합동. (2020. 9).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 세종: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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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청년정책 환경 변화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확대) 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지원단가 : (‘20) 400→ (‘21안) 500만원, 지원인원 : (‘20) 10,000→ (‘21안) 31,000명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확대)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우수 지역기업 탐방과 취업연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지원규모 : (‘20) 360개사, 청년 5,830명 → (‘21안) 430개사, 청년 7,000명

관계부처합동. (2020. 9).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 세종: 관계부처 합동.

 2020. 청년정책 환경 변화

1. 법,제도 측면: 청년정책 법,제도 환경 기반 마련

-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195개 지자체(광역17, 기초178/228)

청년정책 자문기구 설치운용: 143개. (※설치 예정 6개. 미운용 46개) 

기본계획 수립: 131개(광역 15, 기초116)

 청년포괄 청년센터(광역 10, 기초67),

노동부 지원(광역 3, 기초 9) :

(직영, 민간위탁(공공위탁),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지자체)

자료: 이은주 의원실. (2020). 청년 없는 지자체 청년정책 자문기구 형식을 넘어 실질적 기능 수행 위한 개선

필요. 국정감사 보도자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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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측면: 위기의 일상화 가능성 증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적 관점에서의 생태,기후 변화) 

• 청년정책에 대한 지자체 역할 점검, 재정립, 변화의 필요성 제기

• 청년정책의 사회보장 관점 확대 필요성

• 삶을 적극적으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

•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의 청년 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

 2020. 청년정책 환경 변화

2. 사회적 측면: 위기의 일상화 가능성 증가

Director, ILO Office for Pacific Island Countries, Matin Karimli.

 2020. 청년정책 환경 변화

“The pandemic is inflicting a triple shock on young people: destroying 
their employment, disrupting education and training, and placing 
major obstacles in the way of those seeking to enter the labour
market. There is an urgent need to help young people develop resilience 
to face these challenges, as well develop capacity of institutions to 
implement effective measures,” 

https://www.ilo.org/suva/public-information/WCMS_754897/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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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 기본계획(안) 준비 등 정책환경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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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

xSearch.do?idx_cd=1495에서 2020. 11.10 인출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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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차
(2020.3)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금여력 확충(4,35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ㆍ청년 구직자의 조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인원을 확대(+5만명, 508억원)

2차
(2020.4)

-긴급재난지원금

3차
(2020.7)

- 청년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청년 주거ㆍ금융지원) 청년층에 역세권 전세임대(+2,000호, +1,900억원) 및

다가구매입임대(+500호, +760억원) 추가 공급

-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500억원* 추가공급을 위한 보증재원 확대(+75억원)
*햇살론youth: 당초 추경 500억원(재정보강 75억원) →1,000억원(재정보강 150억원)

(청년 일자리지원) 청년층 IT일자리 취업(+1만명, +934억원), 
뉴미디어 활용 일자리 및 영화인 직업훈련(2,400명, 80억원) 제공

(청년 창업지원) 비대면분야 청년 아이디어 발굴(20억원) 및 사업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87억원)
*예비창업(100개사), 세무‧회계‧기술보호(2,000개사), 특허(100개사) 등

(대학 교육)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학기당 2백만원의 장려금 지원(+1,200명, +50억원)

4차
(2020.9)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0.1조원)
(청년특별구직지원) 전체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
(9.23(수))하여 9.29(화) 지급개시
-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식 신청(10.12~24일)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지급

자료: 기획재정부. (2020). 「‘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 2020년 3월 18일 보도참고자료. 

기획재정부. (202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2020년 4월 30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0).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0년 7월 3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0년

9월 22일 보도자료. 

2020. 1차~4차 추가경정 중 청년 관련

[기대] 

- 정책 공급량의 양적 확대로 인한 대상자 증가

[한계]

-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나 장기 전략의 부재, 

-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실행된다 하더라도 실제적 변화를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 

그 변화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 (정책환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경험해 본적이 없고 종식시기를 예측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언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 언급하기 어렵지만, 그렇기에

수동적 대처가 아닌 일과 생활이 가능한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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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준영 외. (2019).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정세정 외.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취업 청년의 1.64%: 그렇다(정세정 외, 2020)

-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취업자의 1.7~2.0% 약 50만명 내외로 추정(김준영 외, 2019)

- 15세~29세는 11.2% 30대는 15.9%로 30대 이하 27.1%

“지난 한 달 동안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유급 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일거리 1건당 수수료나 수수료와 정액급여

혼합방식으로 소득이 결정되는 단기 아르바이트 앱/웹 이용자”

B1-5. 귀하께서 하시는 일 중에는 모바일 어플이나 온라인을 통해 일감을 제공받는 일

자리도 있습니까?

(예: 어플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심부름, 배달, 대리운전, 번역)

플랫폼 노동

노동 불안정성 / 산업안전

사회보험 / 연대와 교섭

청년

이행기X

개인의 삶의 안정성(소득, 고용 등)

사회보장제도

교육과 훈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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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일과 생활실태조사

조사표 개발: 2020년 3월~6월초

조사영역, 내용구성: 연구진 회의, 온오프라인 자문회의, 기존 관련 조사표 분석,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서면검토

생명윤리위원회 심사,승인

조사방식: 웹조사

조사대상: 2020년 5월 말 기준 플랫폼을 활용한 노동,

초단시간,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만19-34세 청년

(플랫폼 노동, 초단시간, 단시간 노동이 주된 일인 청년)

표집: 1차-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에 등록된 약54만명의 패널 중 청년 무작위 추출

(국가승인통계인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휴대전화 스팸수신량 조사에서 공인추출틀로 활용)

2차-조사참여자를 통한 눈덩이표집

3차-플랫폼 사이트 관리자, 플랫폼 종사자 커뮤니티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url을 문자로 발송

청년의 일과 생활실태조사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모바일 어플, 온라인)을 활용하여 일감을 제공 받는 일로 정의

그 일이 단순히 채용․구인 사이트에서 구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자리를 구한 경우에는 제외

- 일을 위해 플랫폼을 활용하며,

① 소프트웨어개발, IT 기술지원,

② 온라인 전문 서비스 (예: 통역, 번역, 회계, 교육, 법률자문),

③ 창작 (예: 웹툰, 일러스트, 디자인),

④ 데이터 입력 (명함정보 기입과 같은 컴퓨터로 하는 단순 작업),

⑥ 배달 및 운송,

⑦ 청소, 수리, 돌봄 등의 방문 서비스(예. 가사도우미, 펫시터, 수리 등),

⑧ 오프라인 전문 서비스 (예. 교육, 상담, 뷰티)를 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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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일과 생활실태조사

- 일감을 제공받기 위해 모바일 어플이나 온라인을 이용하지만,

⑤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⑨ 임대업이라 응답한 경우에는

종사상 지위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고용주라고 응답한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로 보지 않았음.

⑩ 기타로 응답하고 주관식으로 서술한 경우, 내용을 파악하여 서빙/계산 등 기존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플랫폼 노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

플랫폼 노동: 전체(345명, 1차-295명, 2차-9명, 3차-41명), 최종 312사례를 분석

인구사회학적 특성

2019년 조사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정세정 외, 2020)에서 남성 53.0%, 여성 47.0%,

19~24세 37.4%, 25~29세 32.1%, 30~34세

30.5%였던 것과 비교하면, 남성의 비율이 더 높고

초기 청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학업과 병행하는 아르바이트의 성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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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청년의 지역, 학력별 직종

전반적으로 고학력(대학수료 이상)

청년은 웹기반 플랫폼 노동에,

상대적으로 저학력

(고졸이하 및 대학재학/휴학/중퇴)

청년은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에

많이 참여

응답자 겸업분석

겸업자의 비율이 다른 연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

다는 점은 사실 청년층의 플랫폼 노동은 오히려 다른

연령대보다 넓은 의미의 ‘겸업’이 더 높다고 볼 측면

도 있음. 현재의 통계에서 “플랫폼 노동만 하고 있다”

고 답한 이들의 상당수는 학업을 겸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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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유무 및 그에 따른 조치

74.4%가 평점을 통한 관리.

평점이 낮아도 업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경우는 34.9%에 불과

산재보험, 상해보험 가입유무 업무상 상해경험

업무상 상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3.4%로, 2019년 조사한 전체 청년(2.4%)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정세정 외, 2020). 직종별로는 배달 및 운송업에서 31.7%로 가장 높음.

업무상 상해 비중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웹기반 플랫폼 노동에서도 상당한 수준의(17.4%) 업

무상 상해 경험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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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 가입의사

전체 플랫폼 노동자의 40.4%의 시간당 소득은 최저임금 미만

26.0%는 시간당 소득이 최저임금의 80%에도 미치지 못함.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는 21.5%에 불과.

시간당 소득은 숙련과 일치하지 않음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는 플랫폼 노동 청년은 25.0%.

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9.0%가 그렇다고 대답

김승섭·이승윤(2020):

전국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2020년 6월 중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여 조사. 13.2%가 실업을, 32.6%가 소득감소를 보고

플랫폼 노동 청년의 소득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_413

3. 디지털자본주의 시대 청년노동 _ 정세정

전체 플랫폼 노동자의 40.4%의 시간당 소득은 최저임금 미만

26.0%는 시간당 소득이 최저임금의 80%에도 미치지 못함.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는 21.5%에 불과.

시간당 소득은 숙련과 일치하지 않음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는 플랫폼 노동 청년은 25.0%.

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9.0%가 그렇다고 대답

김승섭·이승윤(2020):

전국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2020년 6월 중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여 조사. 13.2%가 실업을, 32.6%가 소득감소를 보고

플랫폼 노동 청년의 소득

교육훈련에 대한 희망을 묻는 질문에는 74.7%가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상당히 높은 선호를 나타

냈다. 이는 전체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남재욱 외(2020)의 연구에서 약 60~63% 수준의

선호가 나타난 것보다 현저히 높음

플랫폼 노동 청년의 교육훈련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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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시간제노동청년 929명에대한사회보험가입의사및지불의향결정요인분석

:가입의사는무작위로사회보험에대한서로다른정보의양을제공하여넛지효과를확인

 불안정 청년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접근하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

 국민연금: 미래의 노령 위험에 대한 보험보다는 강제 ‘저축’ (묶인 돈)이란 인식. 소득이 낮거나
지출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 가입의사는 낮아짐

 고용보험: 불안정청년노동자에게 실직 경험은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실직위험에
대한 완충기제.  소득이 증가할수록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높아짐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입여부에 큰 영향을 줌. 고용보험보다 국민연금에서 더 중요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크기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본인
부담 의지가 높았음

 고용보험의 경우는 자신의 보험료 부담비율을 약 58% 수준 (2만 7,000원) 으로 답한 반면 연금
은 약 47% (8만 6,000원) 수준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본인부담 (재정지원)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입 의사가 절대적이었음. 
 사회보험 가입 의사결정의 메카니즘과 사회보험료 부담 정도에 대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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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의 효과

 정보를 자세히 제공해준다고 해서 사회보험의 가입의사나 보험료 부담 의사가 더 늘
어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

 청년 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의 혜택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가입의 의사결정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한편으로 금전적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넛지’ 와 같은 유인기제는 작동하지 않는 것
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Ⅰ. 들어가며

Ⅱ. 청년의 플랫폼 노동

Ⅲ. 청년의 플랫폼 노동의 의미

Ⅳ. 정책 방향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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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 6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

조사참여기준:

- 조사 시점에 3개월 이상 플랫폼 노동을 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국내거주 청년

인터뷰 주제:

- 현재의 삶, 일,

- 일과 삶의 연결성,

- 사회보장제도의 경험과 인식,

- 청년지원 정책 경험과 인식

- 무엇이 필요한가?

- 플랫폼 노동 6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

인구사회학적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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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 6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 플랫폼 노동을 하는 청년이 아닌,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다양한 계층의 청년

- 서 있는 곳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미래인식의 구획

[계층] [연령] 

다양한 계층은 플랫폼 노동진입을 비롯한 이후의 미래경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더불어 20대의 기회가능성과 30대의 기회제한 등은 비록

2~30대를 같은 “청년”으로 구별함에도 현실의 압력은 다르며, 그에 따라 인식 역시

달라지고 있었다.

일에 대한 선호, 일시적인 일, 기회의 자산 vs. 늪과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일

플랫폼 노동 청년의 노동경험과 사회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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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청년의 플랫폼 노동

Ⅲ. 청년의 플랫폼 노동의 의미

Ⅳ. 정책 방향성 논의

Ⅳ. 정책 방향성 제언

 영역(고용, 소득, 사회보장)별.

- 청년 소득/자산형성: 제도 검토, 설계 방식, 지속가능성

-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정책의 정비

- 이행노동시장정책: 교육,훈련 등 주체와 역할

- 소득 분배: 노동시장(경제 구조 문제 포괄), 정부

- 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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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 방향성 제언

이 모든 것들이 향해야 할 청년 지원 정책의 목표와 숙고

가능성의 보장: 모호성을 넘어

권리의 부여에서 권한의 보장으로

사회정책으로의 청년정책의 의미: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개입





백 승 호 (가톨릭대학교)

4. 플랫폼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재구성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사회정책학회

주최학회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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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재구성1)

백 승 호 (가톨릭대학교)

1. 서론

전통적 복지국가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자본주의에서 공장노동자들이 직면했던 실업, 산재, 의료,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들에 대응하여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1980
년대 이후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자본주의는 쇠퇴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금융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복지국가의 모습도 변해왔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라는 혁명적 변화가 전개되었고, 그 결과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담당했던  돌봄 역할에 대한 사회화 압력이 증가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복지국가의 주요 과제였다(Esping-Andersen, 2009).

1970년대 이후 미국 제조업은 수익성이 슬럼프에 빠져든 반면, 일본과 독일의 제조업은 숙련된 
노동력, 싼 임금, 정부의 고도 지원체계 등으로 미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면서 미국기업들의 시
장점유율을 잠식하였다. 그 결과 과잉경쟁은 세계의 제조업을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
력의 압력에 이어, 수익성의 위기로 이끌었다. 1970년대의 지구적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Srnicek, 
2017:23-25). 

이러한 위기는 비지니즈 모델의 재편을 추동하였다. 우선 일터에서의 변화가 동반되었다. 기업들
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대량생산 포디즘 시스템을 도요타의 린 생산시스템으로 재조직화했다. 주
주들은 이익실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결과 일터의 
균열은 심화되었다(Weil, 2015). 일터의 균열은 기업 생산 조직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기업의 생산 
조직은 핵심역량 이외의 분야에 대한 고용 털어버리기 전략을 통해 외주와 하청, 프랜차이징 등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일터의 균열을 통해 기업들은 직접적 고용 계약관계에 부과되었던 고용주로서 원청 기업의 의무
와 사회적 책임을 외주, 하청기업 등 하위 조직에의 전가함으로써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했
다. 그 결과 근로규정 엄수 의무의 회피와 그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가 일터의 일상적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Weil, 2015). 일터에서의 노동은 표준적이고 안정적이기보다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되는 모습
으로 바뀌었다(이승윤·백승호·김윤영, 2017). 

주목할 만한 변화는 1990년대 닷컴 붐과 인터넷의 역할 증폭이었다. 1990년대 닷컴 붐은 한편으
로 디지털경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측면도 있었고, 금융자본들의 투자 확대는 비상업적 인
터넷의 상업화를 이끌기도 했다. 벤처캐피털은 경기부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는데, 이 시기 미국 
GDP의 1% 정도가 기술기업들이 투자한 벤처캐피탈이었으며,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벤처캐피탈
의 평균 거래 규모는 네 배까지 성장하였다. 이렇게 1990년대 금융투자가 인터넷 산업의 버블을 추
동하면서 기술혁명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Srnicek, 2017:29-45).

이후 기술기업들이 권력과 자본의 중심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기술의 
부상은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자리잡아왔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판매되는 플랫폼 경제의 등장과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

1) 이 논문은 “이승윤·백승호·박성준·김태환(2020). 주요국 고용안전망의 현황과 시사점. 감사원”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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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형태의 고용관계 등 고용과 일의 작동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주의의 재구조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자본주의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재구조

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장기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자본주의는 2008년 위기로 대표되는 금융자
본 주의의 위기 국면이라 할 수 있다(Srnicek, 2017).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위험을 창출하는 창조적 파괴를 지속해왔다(Schumpeter, 
1976:83). 이러한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조직양식, 새로운 착취구조
를 만들고 새로운 시장이 자본을 축적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부상했다(Srnicek, 2017). 

현재 재구조화되고 있는 자본주의를 이전의 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 짓는 핵심 지점은 가치 
창출과 자본 축적의 원천이 노동력에서 데이터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금민, 2020; Srnicek, 
2017).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동학이 작동할 때, 기존의 복지국가 프로그램은 새로운 
자본주의 단계와 부정합이 커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현 단계 자본주의가 새롭게 재구조화되
고 있다면, 기존의 전통적 사회보장체제가 작동하던 시기와 전혀 다른 조건이 작동되고 제도적 부정
합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미시적 개혁만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부정합 
문제의 해결은 가능하지 않으며 그러한 미시적 수정만으로는 해방적 복지국가 전략 구상은 불가능하
다. 

그렇다면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기에 정합적인 복지국가의 재구성 전략은 무엇인가?  본 연구
의 핵심 질문은 여기에 있다. 

2.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질적 변화

1) 플랫폼 기업의 성장

전통적 산업자본주의는 상품화된 노동력이 가치창출과 자본축적의 핵심이었다. 현 단계 자본주의
에서 가치 창출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지식과 정보
에 의해서 가치가 창출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들은 현 단계 자본주의를 인지자본주의로 규정
한다. 인지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전통적 산업사회와는 달리 노동과의 타협에 의존하여 생산을 조직화
할 동기가 줄어들고, 지식의 조직과 확산에 관심을 가진다. 인지 자본주의론에는 노동력에서 지식과 
정보로의 자본축적 방식 변화를 강조한다(안현효, 2012). 

두 번째로, 가치축적의 원천을 데이터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데이터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원
유에 비유된다(Srnicek, 2017). 데이터가 가치창출의 핵심적 자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의 기
록과 추출 및 저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저장 기술은 이
러한 빅데이터의 저장을 뒷받침했으며, 알고리즘 기술의 발전은 이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금민, 2020). 데이터의 양과 크기가 이전의 자본주의와 현 단계 자본주
의를 구분하게 하는 핵심 요소인것이다. 결국 데이터를 추출해 사용하는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여 생
산과정을 최적화하고, 노동을 통제하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판매하
게 되면서 데이터는 점점 더 핵심 자원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디지털 플랫폼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데이터의 추출을 용이하게 
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현 단계 자본주의는 데이터라는 원재료를 추출하고 활용하는데 집
중하는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명명된다(Srnicek, 2017). 플랫폼은 두 개 이상의 그룹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인프라로 정의되는데, 소비자, 광고주, 서비스 제공자, 생산자, 공급자, 
심지어 물리적 물체 등 다양한 사용자들을 모두 엮어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플랫폼은 이를 통해 데
이터를 기록하는 특권적인 접근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비교하여 비교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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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점하게된다(Srnicek, 2017:58).
또한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연스럽게 독점화된다.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로 인한 독점은 플랫폼이 더 많은 활동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냄으로써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 기록할 수 있게 한다. 더 많은 데이터의 수집이 수익창출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플랫폼은 교차
보조금 방식(cross-subsidization)을 활용하기도 한다(Srnicek, 2017:60). 한 편에서는 서비스나 상
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무료로 제공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것이
다. 

데이터를 추출, 수집하여 빅데이터를 만들고 가공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은 이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2)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주의 모델이라 할 수 있
다.3)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이후 지배적인 경제모델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은 지난 50여 년 간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보여준다. <표 1>을 통해 2000
년대 이후 플랫폼 기업이 경제생태계의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 단계인 현재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광고 플랫폼이나, 우버, 에어
비엔비와 같은 중개 플랫폼이 지배적이지만, 플랫폼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스마트공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산업 플랫폼이 지배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Srnicek, 2017). 이는 광고와 같은 서비스업 뿐 아니라, 제조업 영역에서도 빅데이터를 통한 
생산, 물류, 유통, 재고관리, 고객서비스가 산업의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Webb(2015)에 따르면, 산업플랫폼 방식으로의 제조업 비즈니스 모델 전환은 노동비용의 25%, 에너
지비용의 20%, 유지보수비용의 40%를 절감할 수 있고, 제품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1> 시가총액 5위 기업의 성장(단위:천명)

1962년 1982년 2002년 2012년 2017년 2019년

기업 피용인 기업 피용인 기업 피용인 기업 피용인 기업 피용인 기업 피용인

AT&T 564 AT&T 822 Exxon 93 Apple 76 Apple 123 Microsoft 144
DuPont 101 Exxon 173 GE 315 Exxon 77 Google 88 Apple 137
Exxon 150 GE 367 MS 51 Google 54 Microsoft 124 Amazon 798

GM 605 GM 657 Pfizer 98 Microsoft 94 Amazon 566 Alpabet 119
IBM 81 IBM 365 Walmart 1400 Walmart 2,200 Facebook 25 Facebook 45

자료1: Davis, G. F. (2016). The vanishing American corporation: Navigating the hazards 
of a new economy. Oakland, CA: Berrett-Koehler Publishers: p.193. 

자료2: 2017년, 2019년 자료는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
 
2) 공유부 독점의 심화

이러한 플랫폼 비지니즈 모델의 중요한 속성은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 뿐 아니

2) Srnicek(2017)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광고플랫폼, 상품플랫폼, 산업플랫폼, 린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의 공통적인 특징은 데이터 추출을 통한 수익창출에 있다. 

3)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는 주로 빅데이터를 통
해 창출된다. 2018년 1월 기준 기업 시가총액은 애플 927조원(1위), 구글 778조원(2위), 페이스북 547조원(5
위)이다. 2017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1,600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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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접적 생산과정의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데이터가 추출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며, 이 빅데이터가 알고리즘 기술과 결합하면서 자본축적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
이다. 하지만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 생산된 이윤은 빅데이터 형성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
되기보다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 의한 부의 독점은 이들 기업들이 원래 
모두의 것이었던 빅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금민, 2020).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는 시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노동자는 임금형태의 보상을 받는다. 이를 
통해 부의 분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생산된 부의 1차적 분배 불평등은 심화
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고용 인력이 과거 전통적 산업사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빅데이터라는 공유부를 활용해 생산된 부는 고스란히 플랫폼 기업의 몫으로 남는다. 

<그림 1>은 미국에서의 노동, 전통적 자본(Traditional Capital), 지식재산생산자본(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IPP) Capital)4)의 분배율 변화를 보여준다. 미국의 노동 분배율은 1948년과 비
교할때 2013년 8% 포인트 감소한 반면, 지적재산자본의 분배율(왼쪽 축)은 1948년과 비교할 때 5%
포인트 증가했다. Koh, Santaeulàlia-Llopis & Zheng(2016)은 미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Labour 
Share: LS)의 하락이 지식재산생산자본소득분배율(IPP Capital Share:IPP CS)의 증가와 관련이 있
음을 보여주었다. 그림을 보면, 전통적 자본소득만을 포함하여 계산한 전통적 노동소득분배율
(Traditional LS)은 큰 변화가 없는데,  IPP 자본소득을 포함한 총노동소득 분배율은 감소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IPP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으로 분배되지 않고 독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백승
호·이승윤, 2019). 

   

자료: Koh, Santaeulalia-Llopis & Zheng(2016)
[그림 1] 미국의 노동·전통적자본·지식재산생산자본 소득의 분배율 변화5)

4) 전통적 자본재는 건설 및 설비 등 고정자본재와 원료, 재료 등 유동자본재를 포함하며,  지식재산자본은 연
구및실험개발(R&D) 지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등을 포함한다(Koh etc, 
2016:2-3). 

5) [그림 2]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었다(Koh 등, 2016).
    Traditional LS=1-Traditional Capital Income/(GNP-Traditional IPP Income)
    Aggregrate LS-1-(Traditional Capital Income+IPP Capital Income)/G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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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호한 고용 관계의 확대: 근로자 기준에서의 탈주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디지털 경제, 긱 경제, 온디맨드 경제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왔
는데, 그 핵심은 플랫폼 노동의 성장이다. 온라인 노동 지수(OLI)를 통해 플랫폼 노동의 성장 추이
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온라인 노동지수는 Oxford Internet Institute의 iLabour 연구 프로
젝트를 통해 생성된 지표로서, 온라인 긱 경제의 규모와 성장을 보여준다. 이 연구소는 플랫폼 간 
프로젝트 및 작업 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국가와 직종별로 온라인 프리랜서 노동력의 수급 상황
을 제공하고 있다. OLI에 따르면, 온라인 노동의 규모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2017년 100대에 
머물렀던 노동지수는 2020년 17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7년 대비 2020년 
온라인 노동의 규모가 70%이상 확장되었음을 알수있다.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노동은 연평균 23%이
상 성장하고 있다. 2020년 Covid-19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하던 온라인 노동은 최근 다시 급상승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OECD 온라인 노동 통계(http://ilabour.oii.ox.ac.uk/online-labour-index, 접속 : 
2020.09.24.)

<그림 2> 온라인 노동지수 경향

<표 2>는 한국에서 모호한 고용 관계의 확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2>는 장혜영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인적용역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6)을 업종코드별로 나누어 해당 
업종의 인원과 1인당 연간 사업소득을 분석한 결과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비임금 노동자는 약 613만 명으로, 2018년 취업자 약 2,682
만명의 22.9% 수준이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약 200만명 정도 증가한 수치다. 정규직과 비정규
직의 임금격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비임금노동자는 매년 수십만명씩 증가하고 있었다. 

6)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특정 대상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3%를 원천징수(지방세 0.3%)한다. 그들 대상 중 하나가 인적용역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지속적인 용역을 제공하며, 일의 성과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다. 특고·플랫폼 노동·1
인 자영업자 등 흔히 말하는 비임금 노동자가 이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징
수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추정된 자료가 아닌 실질적인 자료
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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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살펴보면, 물품배달과 퀵서비스는 5년간 두배 가량 증가했다. 인원수로는 6만 3천명·1만 3
천명에 달했다. 이와 달리 외판이나 방문판매원노동자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들은 2018년 기준 
23만 9천으로 2014년 대비 5년간 2만5천명이 감소했다. 

<표 2> 각 연도 귀속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단위: 명, 백 만원)

업종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원
1인당
지급금

인원
1인당
지급금

인원
1인당
지급금

인원
1인당
지급금

인원
1인당
지급금

병의원 86,797 259.11 87,610 272.79 86,615 296.84 88,335 318.43 89,579 345.59 
저술가 68,840 8.04 69,884 8.41 75,851 8.32 75,072 8.75 77,083 8.87 

화가관련 14,145 14.61 14,996 15.47 16,354 17.64 17,291 18.44 16,680 19.18 
작곡가 11,444 10.89 12,826 10.45 14,020 10.20 15,366 10.03 16,918 10.78 
배우 15,540 37.76 16,091 37.32 16,346 38.67 19,618 30.07 19,001 31.41 
모델 7,733 9.23 8,561 9.12 8,454 9.93 8,285 9.64 8,495 10.47 
가수 4,946 55.86 4,619 63.97 4,799 76.73 6,322 53.48 6,437 60.64 

성악가 8,465 6.00 8,774 6.10 8,550 6.99 8,806 6.71 9,303 7.04 
연예보조 60,973 10.01 63,355 10.34 67,089 10.36 67,562 9.80 66,863 10.64 
자문/고문 77,255 11.85 84,118 11.71 87,534 12.35 90,898 12.19 97,250 12.26 
바둑기사 347 23.50 353 25.93 393 27.51 419 27.73 420 26.35 

꽃꽃이교사 1,032 5.44 1,149 5.28 765 5.65 1,006 5.64 953 5.28 
학원강사 362,971 12.76 367,184 13.09 384,063 13.29 400,529 13.26 409,603 13.40 

직업운동가 28,006 25.73 31,373 24.80 39,125 22.00 43,386 22.79 47,284 22.23 
봉사료수취자 67,884 15.23 59,091 16.13 51,128 16.85 44,198 17.35 38,952 17.68 

보험설계 82,743 49.31 90,620 48.35 92,375 50.83 101,226 50.71 102,316 54.51 
음료배달 3,086 10.60 3,550 11.26 4,013 11.09 4,094 10.99 8,460 7.24 
방판/외판 264,812 11.83 245,950 12.97 259,366 13.39 243,520 14.53 239,645 14.88 
기타자영업 1,019,449 10.08 1,322,665 10.36 1,734,651 10.45 2,192,801 10.70 2,647,339 10.61 
다단계판매 982,517 1.39 1,023,404 1.39 1,190,433 1.30 1,095,454 1.35 1,083,424 1.43 

기타모집수당 589,237 12.52 838,126 11.13 741,842 14.41 776,327 14.16 771,334 13.83 
간병인 36,631 8.00 37,883 9.18 41,380 10.41 45,210 11.25 51,706 11.79 

대리운전 48,878 2.28 53,340 2.48 54,680 2.48 55,974 2.68 67,824 2.60 
캐디 1,793 2.57 1,962 3.21 2,515 2.48 3,109 2.36 3,379 2.27 

목욕관리사 864 16.33 1,054 15.39 1,027 16.97 1,051 17.10 1,036 18.03 
행사도우미 110,346 3.37 130,410 3.11 141,285 3.33 156,853 3.28 156,630 3.36 
심부름용역 10,878 7.98 13,678 7.10 13,539 7.74 15,895 7.68 16,912 7.99 
퀵서비스 6,796 8.87 9,184 7.93 11,705 7.60 11,705 9.12 13,198 8.63 
물품배달 31,317 11.73 38,382 11.02 41,444 11.40 41,444 12.66 63,843 9.49 
총계 4,005,725명 4,640,192명 5,191,341명 5,631,756명 6,131,867명

  * 출처 :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2020.7.20.) 보도자료; 국세청 자료 재가공

주목할 부분은 ‘기타 자영업’이 162만명 가량 증가했다는 점이다. 기타자영업자는 인적용역 중, 
기존의 업종 분류로 규정되기 힘든 ‘모호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다. 모호한 업종에는 컴퓨터 프로
그래머, 전기, 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2020.7.20. 
보도자료). 이는 기존에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로 분류되었던 대리운전, 캐디, 보험판매사, 퀵서비스, 
물품 배달 등을 제외하고도 162만명의 모호한 고용 종사자자 증가했다는 의미로 한국사회에서 노동
의 액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주희 등(2016)은 2016년 모호한 고용 종사자의 규모를 당시 취업자의 32%에 달하는 것으 추정
하고 있는데, <표 3-5>의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기존의 특수형태고용종사자로 분류되던 사람들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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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도 2016년 이후 모호한 고용 종사자가 약 100만명 정도(2016년 취업자수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이주희 등(2016)의 연구에 이들의 증가규모만 반영해도 액화노동의 비율이 2018년 기준 취
업자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모호한 고용에 대한 ‘세련된’ 통제와 ‘자율적’ 종속

플랫폼 자본주의는 모호한 고용과 친화적이다. 물론 모호한 고용의 확대는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전통적 산업사회의 고체화된 노동의 모습이었던 표준적 고용관계는 정규고용관
계를 특징으로 했다(Eichhorst & Mark, 2012: 77). 정규고용관계란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이고, 전일제이며, 종속고용이고 상당한 근로소득을 제공하는 고용관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규 고
용관계는 이미 1970년대 이후 일터의 균열로 해체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비표준적 고용관계가 지
배적이 되어왔다(Weil, 2015). 이 시기에 주주들의 핵심역량 집중 요구는 자본의 사회적 책임회피 
경향과 모호한 고용의 확대로 이어졌다. 

비표준적 고용관계의 확대는 첫째, 근로기간을 유기계약으로 제약하거나, 둘째, 위장된 고용관계
(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를 활용하는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위장된 고용관계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발견된다(서정희·백승호, 2017). 첫째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관계와 
같이 인적, 경제적 종속성이 강한 계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법상의 도급관계인 것처럼 계약
을 맺음으로써 사업상의 위험부담을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지우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관계를 ‘가짜 자영업(bougus self-employment)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Böheim & Müehlberger, 2009: 183). 둘째는 다자간 고
용관계가 활용된다는 점이다. 다자간 고용계약 관계에서 근로자는 실질적 사용자와 직접적 고용계약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환경 등에서 책임관계가 모호해진다. 파견근로, 용역
근로, 도급근로, 프랜차이즈가 대표적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비표준적 고용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고, 노동의 액화, 노동과정의 세
련된 통제와 자율적 종속성의 심화를 더욱 용이하게 해왔다(이승윤, 2019; 이승윤 등, 2020; Weil, 
2015).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생산, 물류, 유통, 의사결정은 노동시장 생
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의 생태계는 전통적 산업사회의 그것과 근본적으
로 달라진다(백승호, 2019). 근로자 기준에서의 탈주와 물리적 작업장을 공유하던 노동의 공간은 탈
공간화되면서 집합행동은 어려워지고 협상력은 약화된다. 원자화된 디지털 노동분업은 노동 소외의 
심화로 이어진다(김영선, 2017; 김종진, 2019). 또한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에 접속하여 재화와 서비
스를 거래하는 고객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정보를 독점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플랫폼 노동과정에 대한 
세련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정보의 불균형이 협상력의 불균형, 권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이승윤, 2019; 이승윤·백승호·남재욱, 2020). 이러한 불균형의 결과는 불안정성의 일상화다. 

5) 사회적 보호 제도의 부정합

앞선 절에서는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변화는 공유부 독점을 심화시키고, 모호한 고용을 확대시키면
서도 기업은 이들에 대한 실질적 통제와 종속성을 강화시킴을 설명했다. 여기에 추가되는 문제는 이
렇게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기존의 사회적 보호 제도들이 
모두 포괄해내기가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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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권에서의 배제

먼저 플랫폼 노동은 노동권의 보호에서 쉽게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국제법과 우리나라의 판례들
에 근거해 보면, 그 동안 노동환경 및 일할 권리의 보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근로
자로 제한되어왔다. 그런데 모호한 고용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이들은 임노동 계약이 
아니라 상법상의 계약, 회원과 고객관계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주문한 고객과는 업무 계약관계를 
맺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종속과 통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고용관계를 모호한 
고용관계, 가짜자영업관계라고 부르는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러한 관계가 
훨씬 더 용이해진다. 따라서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는 현재 임금, 근로시간, 
단체행동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2) 사회보험에서의 배제: 법적배제와 실질적 배제

다음으로 모호한 고용은 사회권에서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사
회보험법에서 자격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는 사용자가 확인되어야하고, 종속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호한 고용은 근로자성 입증이 쉽
지 않다. 모호한 고용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에서 법적으로 배제되는 경
향이 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모호한 고용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
험에 특례형태로 임의가입이 가능하다.7) 그러나 이러한 특례규정은 임의규정일 뿐 아니라 해당 자영
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유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1인 자
영업의 고용보험 가입은 15,549명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5만 명의 0.38%에 불과하고(박충
렬, 2020), 산재보험의 경우 2017년 11월 기준 20,731명이 가입했는데, 이는 당시 자영업자 수 대
비 0.36%에 불과하다(이아영 등, 2019:114).  

다음으로 모호한 고용은 법적 배제 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사회보험에서 실질적 배제를 경험한
다. 첫째는 사회보험료 책정 기준 및 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이 모호한 고용의 사회보험 가입 회피 요
인으로 작동한다(ILO, 2019:3). 2020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없으며, 
고용보험료 0.65%, 국민연금보험료는 4.5%, 국민건강보험료는 약 3.3%를 부담한다. 그러나 모호한 
고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할때, 자영업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연
금 보험료 9%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6.67%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현재 
임의가입만 허용되어있으며, 임의 가입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보험료 2%와 임금근로자는 부담하지 
않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0.25%를 합한 2.25%를 부담해야한다. 산재보험료도 
일부 특고를 제외하면 전액 본인 부담이다. 즉 임금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보험료는 임금의 약 
8.5%이지만, 모호한 고용의 경우 19.7% 수준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
한다. 결국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 여력이 부족한 이들 플랫폼 노동자들은 상당부분 사
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 

7)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
에 가입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은 자영업자의 산재보험가입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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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료 및 월 부담액(2018년 기준)
인원 소득금액 일인당 보험료

(만원)
비고

(만명) (조원) (만원/월) 보험료(%)
근로소득연말정산 1,858 682 306 25.3 8.27%
사업소득신고 673 121 128 25.2 19.74%
일용근로자 777  63 67 13.3 19.74%
특고 146  22 124 24.5 19.74%

보험설계 10.2        5.577 454 89.7 19.74%
음료배달 0.8        0.061 60 11.9 19.74%

방판·외판 24.0 3.566 124 24.5 19.74%
기타 모집수당 77.1 10.669 115 22.8 19.74%

간병인 5.2 0.609 98 19.4 19.74%
대리운전 6.8 0.176 22 4.3 19.74%

행사도우미 15.7 0.526 28 5.5 19.74%
물품배달 6.4 0.606 79 15.6 19.74%

프리랜서 85  12 115 22.8 19.74%

** 인원 및 소득금액 출처: 장지연, 홍민기(2020).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1) 사업소득 신고자는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것임. 사업소득 신고자중 과세자는 502만명임. 
   (2) 특고와 프리랜서 인원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자에서 다단계판매, 기타자영업, 병

의원 종사자 인원은 중복가능성이 높거나 소득의 근로성에서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함 

   (3) 특고는 보험설계, 음료배달, 방판외판, 모집수당, 간병인, 대리운전, 행사도우미, 물품배달
자를 가리킴. 

   (4) 프리랜서는 방송, 예술, 체육계 종사자, 학원강사 등이 포함됨. 
   (5) 산재보험료는 제외하였으며, 2018년 기준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는 6.24%로 계산됨. 

둘째는 사회보험 가입 절차의 복잡성과 까다로운 수급요건 또한 사회보험에서 실질적 배재의 원
인으로 작동한다. 

3. 복지국가 재구성을 위한 대안 논의들8)

앞 장에서 모호한 고용과 사회적 보호제도의 부정합에 대해 설명했다. 요약하면, 모호한 고용은 
소득이 빈곤선 이상이어서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사회보
험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노동시장 이중구
조에서 외부자 지위에 있는 모호한 고용은 사회적 보호에서도 외부자 지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사회
적 보호 시스템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근로

8) 이 장은 다음 논문들의 일부를 수정하였음. 
   이승윤·백승호·김태환·박성준(2020). 주요국 고용안전망의 현황과 시사점. 감사원 
   백승호(2020). 더 나은 기본소득 논쟁을 할 권리-사회정책 분야의 논쟁 분석. 경제와 사회, 발간예정. 일부

를 수정하였음
   서정희·백승호(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법과사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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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주된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9)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 방안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근로자성 기준의 문제에 개입하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보
험 개혁전략이다. 세 번째는 사회보험의 소득보험 개혁과 함께 기본소득을 새로운 제도로 한 층 더 
추가하는 전략이다. 

1) 근로자성 판정 기준관련 개입 전략

모호한 고용이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존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 중심의 보호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는 네 가지 정도의 
대안이 제안되고 있다. 첫째는, 순수 자영업을 제외한 새로운 형태의 일들을 자영업으로 오분류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이들을 기존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시키는 안이다(박제성, 2018; 이다혜, 2019; 방
강수, 2020). 둘째는 이들을 특수형태고용종사자처럼 자영업자도 근로자도 아닌 제3의 범주로 규정
하고, 이 제3의 범주를 특례형태로 사회적 보호의 수급자격 대상으로 포괄하는 방식이다(박지순·조
준모, 2018; 장지연·이호근, 2019). 셋째는 제3의 범주만을 위한 제3의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만드는 
방식이다(김소영, 2020; 정찬영·이승길, 2020; 이호근, 2020). 

첫 번째로, 종사상 지위 오분류의 문제를 바로잡고 모호한 고용을 근로자로 포괄하는 안은 근로자
성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대폭 수정ㆍ변경하
여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 관련법의 대상자 범위에 포괄되도록 하는 개혁 전략이다. 그러나 이 전략
은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법적 소송 절차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된 많은 소
송들이 이 전략과 관련 된다. 최근 플랫폼 노동을 중심으로 근로자성 인정요건으로서 사용종속관계 
판정 기준들이 현실화된 측면이 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학계의 해석과 
달리 법적 판결은 근로자성 인정 사례가 드물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전통적 산업사회의 근로자 기준에 플랫폼자본주의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혀 
다른 일의 형태를 끼워 넣으려는 전략에 가깝다. 이러한 전략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통적 산업
사회에 기반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정의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다. 임노동 계약관계에 기반한 고
용관계만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을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모호한 고용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기
준 및 근로환경,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모호한 고용을 제3의 범주로 재규정하는 전략이다. 앞서 설명한 종사상 지위 오분류를 
개혁하는 전략이든,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만드는 문제는 매우 시간이 
오래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단시간 안에 현재의 ‘사용종속관계 기준의 폐지’, 일하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근로기준의 제정은 불가능하다다(서정희·백승호, 2017). 이 전략은 사용종속관계를 확장해서 
해석하고 순수한 의미의 자영업자나 순수한 의미의 근로자 어느 한 쪽에 전적으로 속하지 못하는 
모호한 고용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사 근로자 등의 회색지대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제3의 
범주로 규정된 플랫폼 노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보호제도에 특례 조항으로 포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를 산재에 포괄하거나,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포괄
하는 등의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상의 두 전략은 기존의 사회보험 방식을 수정하지 않고, 대상자 포괄범위만을 확장하는 전략이

9)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들은 정규직 임금근로자 중심의 표준적 고용관계에 기반하고 소득비례 사회보험에 가입
한 근로자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 및 빈민을 주된 사회적 보호의 대상으
로 포괄해왔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제도적 부정합은 전통적 사회보장 제도들의 보호에서 배제된 
집단들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되는데 대표적인 집단이 새로운 고용형태인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모호한 고
용관계이다(이승윤·백승호·박성준·김태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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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기존의 사회보험이 직접 고용계약에 기반한 근로자 중심이었다면, 이들 두 전략은 ‘직접 고
용계약’이라고 하는 기준을 느슨하게 변경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사업주-근로자 관계의 확인 절차를 
사회보험 시스템에서 여전히 유지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명료하게 사업주-근로자 관계에 있지 않은 
대상들의 사회보험 적용 문제에서 복잡성과 논란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2) 사회보험 개혁 전략

사회보험 개혁 전략은 모호한 고용을 제3의 범주로 규정하고 이들만을 대상으로하는 사회적 안전
망을 구축하는 전략과, 사회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먼저, 앞에서 두 번째 전략으로 제시한 안과 달리, 제3의 범주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보호제도를 
만드는 안은 모호한 고용 뿐 아니라, 순수자영업도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 분산(risk 
pooling)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들 제3의 범주는 저임금과 저숙련 등 
불안정성을 특징으로하는데 이들만을 대상으로하는 사회적 안전망은 위험분산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3의 범주를 규정하여 기존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에 포괄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을 만
드는 대안 역시, 새로운 형태의 일들에 대해 매번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전
략과 실현의 어려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 개념 자체가 여전히 모호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노동관련 법과 현행 고용안전망을 통한 보호 통한 보호를 확
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은 사회보험에서 사용주-근로자 관계의 확인을 해체
하는 소득보험으로의 전환 전략이다. 소득보험이 기존의 사회보험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서정희·
백승호, 2017), 

소득보험의 수급자격은 취업 또는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취업자에게 부여된다. 그리고 소득보험을 
위한 재원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현재의 사회보험료 방식과는 다소 다르다. 현재의 사회보험
료는 고용계약 관계가 인정된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주가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분담하고, 자
영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보험료 비용을 회피하고
자 하며, 저소득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회피하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터의 균열이 
보편화되면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그러나 소득보험에서의 보험료는 고용계약관계에 무관하
게 취업자와 사업주의 소득에 부과된다. 취업자는 자신의 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사업주는 사업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재원이 마련된 보험료는 
사회보험 기금으로 관리한다.

소득보험으로의 전환은 모호한 고용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사회보험 시스템안으로 이들
을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으나, 근로기
준법상의 근로환경 등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적용 등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
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소득보험 전략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소득보험 급여
의 이중화로 이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에 비
례하여 보험료가 책정되고, 보험료에 연동하여 급여가 결정되는 사회보험의 원리 상, 모호한 고용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급여 수준 역시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없는 미래가 현실화된다면 소득 자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은 소
득보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서정희·백승호, 2017). 특히 COVID-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지속된
다고 가정할 때, 소득보험 가입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계층이 이들 모호한 
고용의 불안정 노동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소득보험 전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1차적 소득 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 등 다양한 대안을 추가하는 복지국가 재구성 전략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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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3) 소득보험 개혁 + 기본소득 전략들10)

(1)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

소득보험 개혁과 함께 고려해볼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현재 제안되고 있다. 
우선, 사회보험의 소득보험 개혁과 함께 보편적 기본소득을 새로운 제도로 추가하는 전략이다. 기

본소득을 새로운 제도로 추가하는 전략은 앞 절에서 설명한 소득보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2장에서 설명한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공유부 독점으로 인한 
분배정의의 왜곡을 해결함으로써 공유부 배당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정기적 현금배당으로 정의된다(금민, 2020a).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 기
본소득의 두 가지 고유한 특성이 드러난다(금민, 2020a:36). 첫째 기본소득은 공유부를 원천으로 한
다. 이는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논거이기도 하다. 원천적으로 모두의 것이었거나, 모두의 협력에 기
반해 만들어진 공유자산에서 비롯된 수익을 다시 모두의 몫으로 돌려주는 것이 규범적 차원에서 분
배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공유부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금민(2020a)은 공유부 과세형, 공유지분권설정형, 공유자산 
공동소유형을 제안한다. 자연적 공유부에 대한 과세(예, 토지세, 탄소세 등), 역사적 공유부에 대한 
과세(예, 소득세, 소비세 등), 인공적 공유부에 대한 과세(예, 구글세, 빅데이터세 등)에서 재원을 마
련하는 방식은 공유부 과세형이다. 공유지분권설정형은 공유자산을 활용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공공 
및 민간 기업에 경영참여를 배제한 공유지분배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배달플랫폼과 같
이, 공공 및 공동체가 직접 공동자산을 소유하고 운영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이 공동소유형이다.11) 여
기에 더하여 Douglas(1924)의 사회신용론과 현대통화이론에 근거한 화폐 또는 국채발행형이 공유부
배당 재원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백승호, 2020). 

기존의 논의들에서 공유부 재원은 전통적 공유자산으로 많이 언급되었던 토지로부터의 수익이나
(전강수, 2019), 원유에 비교되며 디지털 자본주의의 핵심적 공유 자원으로 간주되는 빅데이터
(Srnicek, 2019)로부터의 수익에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공유부의 상당 부분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에 있다. 사적 소유는 원천적 공유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Locke, 1988; 금민, 2020a 재인
용), 사람들의 소득은 지식과 정보, 사회적 신뢰 등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공유자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의 생산력이란 최신 생산기술진보와, 교육에 통합된 창의력과 숙련이라는 
사회적 유산에 현 시점의 사람들이 흘린 땀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Cole, 
1944:144; van Parijs & Vanderborght, 2018:255 재인용).

부유한 나라의 평균소득과 제3세계의 평균소득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이 차이는 ... 사회적 자본의 차이다. 사회적 자본은 무엇보다도 축적된 지식의 형태, 
특히 조직 및 통치기술의 형태를 띠고 있다...미국이나 북서유럽의 부유한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약 90% 혹은 그 이상은 사회적 자본이 창출하는 것이다(Simon, 

10) 이 절은 백승호(2020). 더 나은 기본소득 논쟁을 할 권리:사회정책 분야의 논쟁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발간예정의 일부를 수정보와하였습니다. 

11) 공유부 과세형은 Paine(1797), 공동소유형은 Spence(1797)의 아이디어에서 기원하며, 공유지분권 아이디어
는 제임스 미드의 국가공유지분권 모델과 유사하다(금민, 2020a:7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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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5-36; van Parijs & Vanderboght, 2018:256 재인용).

기본소득 정의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고유한 특성은 공유부의 분배 원칙이 개념 정의 자체에 내
재해 있다는 점이다(금민, 2020a:36). 공유부는 특정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
이(무조건성), 모든(보편성) 개인에게(개별성) 지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기본소득지구네트
워크는 여기에 정기성과 현금배당을 추가하고 있다. 충분성은 기본소득의 지급수준과 관련되는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충분성이 정책목표일 수는 있지만, 기본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보고 
있지는 않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2016년 총회를 통해 지급 수준이 낮은 부분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 PBI)부터 출발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2)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전략

한국적 맥락에서 충분한 완전기본소득의 즉각적 도입이 어렵다고 볼 때, 첫째, 사회수당을 확대해 
가는 방식의 단계적 도입 전략이 유용할 수 있다. 단계적 도입전략은 아동수당, 기초연금의 연령범
위를 확대하거나, 청년기본소득과 같이 새로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상 보편성확대전략), 
사회수당의 보편성을 확대한 이후 이들 수당의 급여수준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
을 실현한다. 이 전략은 현재 실현되고 있는 보편적 수당을 확대하는 전략이어서 수용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급여불충분형 기본소득에서 출발하여 급여수준을 확대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급여불충분형 기본소득으로는 연간 100만원에서 월 30만원까지 제안되고 있다. 이 전략은 재정건전
성에 대한 신화적 믿음이 강고한 한국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다양한 조건부과형 기본소득 전략도 제안되고 있다. 우선 참여소득 전략이다(백승호,이승윤, 
2020). 참여소득이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제안되었다(Atkinson, 1996). 노동윤리, 호혜성 원칙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참여소득 전략은 대중적 
수용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규정하고, 모니터링하는데 많
은 난점이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Atkinson(1996)이다. 그는 사회적으로 유용할 활동의 예로, 유급고용 및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구직
활동, 승인된 교육이나 직업훈련,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활동, 승인된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질병이나 재해,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최소은퇴연령에 
도달한 경우도 참여소득의 지급대상으로 제안하고 있다(Atkinson, 1996:68).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핵심적 활동으로 좁게 제안하는 안도 존재한다. 
Pérez-Muñoz(2018)는 시장에서 충족될 수 없는 미충족된 사회적 욕구(unmet social needs)의 생
산을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Pérez-Muñoz(2018: 271)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돌봄을 들고 있다. COVID-19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돌봄
의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돌봄 참여소득이 예가 될 수 있다. 이 외에 환경보호활동, 이민자 보호활
동,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등을 예로 들고 있지만, 미충족된 사회적 욕구는 해당 공동체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주는 각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에 기반 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
정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 안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의 범주를 좁게 설정하는 한계가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실업자 및 잠재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
을 보장해주는 참여소득형 일자리 보장제는 생태적 친화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생태 친화적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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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튼튼한 소득 및 고용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통화이론에서 제안
한고 있는 일종의 일자리 보장제와 맥락이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한시적 시민수당(주은선, 2013), 근로연령 생애주기 기본소득 이용권(석재은, 2018, 
2020; 김태일, 2020),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 청년기초자산제와 기본소득의 결합모델(백승호, 
2020) 등이 제안되고 있다. 

청년기초자산제와 기본소득 결합모델은 보편적 기본소득에서 아동들의 기본소득은 성인기에 출발
자산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연령에는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모델이다. 금민(2020b)은 좀더 
구체적으로 청년기초자산제와 기본소득 결합모델을 제안한다. 그는 기본자산보다 공유지분권 모델이 
공유부 독점이 가져오는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보면서, 성인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자산에 대해서는 공유지분권 설정을 주장한다. 즉, 0-18세까지의 기본소득 지급액 중
에서 절반을 적립하여 만 18세에 공유지분을 부여하되 처분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47년간 원금상환
(만 65세에 원금 전액상환)과 1/n 수익배당을 해주는 부분적립형 이중배당 모델을 제안한다. 기본소
득과 김종철(2017)의 기본자산제가 결합된 모델이라 할 수 있지만, 출발자산으로 지급된 일시금의 
처분권을 제한한다는 점과, 성인기 이후에도 기본소득은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결 론

플랫폼 자본주의론의 전환과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하나의 제도
를 도입한다거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 사이의 선택의 문제로 논의되는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미래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한다(백승호·이승윤, 
2019).  

첫째, 1차적 소득보장으로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모든 사람들이 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둘째, 2차적 소득안전망으로 사회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산층의 소득보장 욕구를 충
족한다. 

셋째, 돌봄, 의료, 주거, 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1차, 2차 소득보장제도가 원활히 작
동할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한다. 

넷째, 새로운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단계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소득, 일자리 보장제 
등 다양한 대안들을 결합한다. 

Wright(2010: 41)는 사회과학 지식은 해방적이어야하고, 해방적 지식에 기반한 대안은 ‘인간에 대
한 억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물질적 사회적 수단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해방적 지식에 기초한 대안들은 바
람직성(Desirability), 실행가능성(Via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기준으로 정교화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안 논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바람직성이며, 
바람직한 대안은 사회적·정치적 정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정책학계에서의 대안 논
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바람직성 논의가 사라진 채, 재정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논쟁하는 사회정책 담론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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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권(疾病權), 아플 권리로 다시 만나는 세계

조한진희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자/ 다른몸들)
iingmodo@gmail.com

1. 들어가며

건강은 인류보편이 추구하는 가치다. 정부와 시민사회, 좌와 우를 넘어 건강을 강조한다. 건강 담
론 안에서 건강은 추구해야 할 선(善) 질병은 퇴치해야 할 악(惡)이라는 이분법이 형성되어 있다. 건
강은 행복의 전제조건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며, 건강불평등 해소로 모든 인류가 
도달 가능한 최고의 건강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건강중심사회는 질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 ‘아픈 몸’을 열등한 몸으로 만들고, 건강한 몸 
만을 ‘정상’ 이자 ‘표준’으로 삼는 사회로 인해 아픈 몸들은 질병으로 인한 생물학적 고통만큼 사회
적 고통에 놓인다. 우리 사회는 질병을 개인의 자기 관리 실패로 여기는 시선이 깊고, 그 안에서 아
픈 몸들이 죄책감이나 자기혐오로 고통 받는 만큼 건강한 몸들도 아픈 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단적으로 올해 코로나19 현실에서 확진자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난 그리고 
확진자가 되는 것보다 확진자라는 비난에 놓이는 게 더 두렵다는 시민 정서는 우리 사회가 아픈 몸
들을 혐오해 온 뿌리 깊은 문화의 연장선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발표문에서는 아플 권리를 
의미하는 질병권(疾病權)이라는 개념을 통해, 건강중심사회에 균열을 내면서 아파도 괜찮고 아픈 몸
도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상상력을 확장 시켜보고자 한다. 

우선 이 글에서 사용하는 ‘아픈 몸’은 만성적으로 아픈 몸,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몸을 
의미한다 것을 밝힌다. 기존의 만성질환자나 건강약자가 아닌 ‘아픈 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이유
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학적 용어로서 치료를 전제하는데, 질병권은 당연히 의학적 치료를 배제하
지 는 않지만, 건강이 회복되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치료담론 중심으로 아픈 몸을 설명해온 기
존 전제에 저항한다. 또한 일부 아픈 몸의 경우 현재의 의학으로는 병명이 특정되지 않고 이로인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 받지 못함으로서 다시 의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통에 놓이게 된다. 건강약
자라는 표현은 건강중심 사회에서 약자(소수자)라는 위치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편리하
지만, 권력의 역동성 안에서 약자라는 위치가 언제나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질병권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건강약자라는 표현을 선택하지 않았다.

질병권은 건강권을 포함하지만 초점을 건강에서 질병으로 이동시키고 보다 확장시킨 개념으로서, 
질병권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게 된 것은 건강중심 세계에서 질병난민처럼 살고 있는 아픈 몸의 삶을 
기존의 건강담론이나 건강권 안에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었다. 본인이 질병권이라는 단어
를 처음 공식매체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인터넷 언론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에 “반다의 
질병관통기”라는 연재에서 였고,1) 이후 2019년에 출간한 단행본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를 통
해 건강중심 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는 대안적 관점으로서의 질병권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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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질병권은 아직까지 고민이 진행 중인 초보적 개념이며, 앞으로 구체적인 작업
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발표문은 기존의 내용 중 일부를 요약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질병권 운동의 내용을 추가했다. 발표문 구성은 질병권의 개념을 생각하게 된 배경이 우리 사회가 
건강중심 사회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였음을 ‘질병의 개인화’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 본 뒤, 질병
권 개념 및 질병권 운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은 학회에서 발표하기에는 논거가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디어를 나열 한 정도의 미완성 글이며, 질병권이라는 초보적 개념을 참고하는 
정도로 양해되기를 바란다.  

2-1. 아픈 몸을 배제, 차별, 혐오하는 ‘건강중심사회’

우리 사회는 흔히 남성중심사회, 이성애중심사회, 비장애인중심사회라고 설명된다. 이에 덧붙여 우
리 사회는 건강중심사회로 보인다. 건강한 사람을 전제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한 사람
의 시선을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널리 말해지는 ‘건강을 잃
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덕담’으로 회자 되지만, 
아픈 몸을 배제하는 대표적인 말이기도 하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누군가
를 배제하지 않는 올바른 덕담이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건강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사회는 나쁜 사회이며, 건강을 잃어도 안정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사회가 평등한 사회이다. 또한 아픈 몸에게 위로와 안녕을 건네는 말로 자주 
쓰이는 ‘노력하면 반드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덕담도 사실 문제적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
을 되찾을 수 없는 이들을 영원한 ‘패배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덕담들은 어느 사회나 존
재하고 있고, 이런 말들은 아픈 몸을 차별할 의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격려, 위로 하는 말로 자주 쓰
인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픈 몸을 차별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점이 거의 조망되
고 있지 않다는 것,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사회가 건강중심사회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건강의 강조 자체는 사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존재했지만, 동일한 말도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현실 
위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맥락이 변화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는 건강조차 스펙으로 만들었고, 과거 빈곤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은 불운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실패한 사람(loser)이 된 현실이다. 특히 질병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질병의 개인화’ 프
레임은 아픈 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고, 낮은 건강보험보장률과 취약한 복지체계는 아픈 몸을 
절망과 빈곤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아픈 몸들은 자기 관리 실패자라는 시선을 받으며, 아파서 가난해
지고 가난해서 더욱 아프게 되는 악순환을 살게 된다. 결국 한국 사회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
는 사회이고, 아픈 몸들은 건강 중심 세계에서 질병 난민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아플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통계나 수치를 굳이 나열
하지 않아도 세계 최고 산재사망 국가, 최장의 노동시간, 관리되지 않는 대기환경, 성평등 지수 최
하위, 양극화, 불안정 노동, 과도한 경쟁, 불안정 주거, 성차별과 성폭력, 소수자 혐오, 부서진 계급 
이동 사다리 등 이루 다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현실이고 이는 모두 건강을 적극적으로 위협
하고 있다.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은 희망을 갖기 어려운 절망적인 삶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대수명이 
세계 상위라는 게 큰 의미가 없음을 시사한다. 결국 아플 수 밖에 없는 사회지만, 아프면 모든 것을 

1) “아플권리를 보장하라: 질병권을 말하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2016년 10월 12일, http://www.ildaro.com/7622, 
2020년 10월2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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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게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픈 몸들은 자책감과 차별 속에서 더욱 비가시화 되고, 시민들은 불안
속에서 더욱 건강에 집착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아플 권리도 아프지 않을 권리도 없는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사회를 건강이 훼손되지 않는 안전한 구조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아픈 몸들도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담론은 어떻게 해야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아픈 몸은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
는 ‘임시’적인 상태로 전제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과거처럼 질병이 죽음 아니면 
회복이라는 이분법에 놓여 있지 않게 되었고, 아픈 몸이 임시적 상태가 아닌 거의 영구적 상태인 사
람들이 늘었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 자본, 의학은 물론이고 보건의료운동도 건강은 선이고 질병은 
퇴치해야 할 악으로만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은 행복의 전제조건이고, 건강불평등 같은 요소
를 제거함으로서 누구나 건강을 쟁취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건강불평등 요소를 
제거한다고 해서 모두가 '정상적인 최상의 건강'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최상의 
건강을 상정하면 몸이 서열화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계속 열등한 몸으로 규정 될 수 있다. 회복 되
지 않는 아픈 몸으로 살고 있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건강중심세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새삼 
확인하게 된 것은 질병은 인간 삶인 생로병사 과정의 일부이고, 질병이 반드시 악인 것도 아니고 완
전히 퇴치 가능한 것도 아니며,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몇 년간 150명 이상의 아픈 몸2)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 아픈 몸들의 어려움은 
질병으로 인한 생물학적 고통 뿐 아니라, 상당 부분은 건강중심세계가 갖는 아픈 몸에 대한 무지와 
폭력성 그리고 아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로부터 연유한다는 점이다. 

“똑같은 병도 사람마다 다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몰라요, 그걸. 팀장이 계속 너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건데, 핑계 댄다고 치사한 사람 취급하고 맨날. 아프다
는 핸디캡이 있으니까 짤릴까봐 불안해서 저는 열심히 일을 안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30
대 남 신장질환)

“어쩌다 자궁암이냐는... 그런. 직접 말하지 않아도 소문이나 시선 그런 거가 있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한 서른살 여잔데, 왜... 이런.” (30대 여 자궁암)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건강해지지가 않거든. 내가 삼십대때부터 안해본 운동이 없어. 요가, 
수영도 열심히 해보고 동네에 걷기 동아리 있어서 그것도 같이 친구랑 해보고. 보건손가 구민회
관에서 식이요법 지도해주는 것도 듣고 열심히 다 따라해보고 정말 안되는거야, 병원가도 약도 
없고. 남편이나 식구들도 그렇고 다들 건강해지려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그렇다고. 아주 
그 소리가 젊었을 때부터 너무 지겨워서.” (50 여 만성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나 질병명 불명)

“항암 끝내고 회복할 때 유기농 먹고 밀가루나 인스턴트 안먹고, 진짜 빨리 나아야 애들 불쌍
하게 안 만든다는 생각에 그랬는데. 남편이 라면 끓여먹자 계란 넣어줘 이러고, 몸에 기운이 없
어도 애들 숙제만은 봐주자 싶어서 겨우 봐주고 눕고 그랬는데, 남편은 집이 지저분해서 정신이 
없다고 그러고” (유방암 여 30대)

의학이 아픈 몸의 질병을 일부 치료할 수는 있어도 그 삶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다. 그것은 
의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질병을 몸에서 삭제해야 하는 배설

2)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질병경험자 심층 인터뷰, 질병 워크숍, 사람책 형태의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픈 몸들을 만났
고 이 과정에서 아픈 몸들의 삶을 면밀히 듣고 관찰할 수 있었다.



444_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물 같은 존재로만 본다면, 만성질환자를 포함해 질병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아픈 몸은 불행한 패
배자로 살 수밖에 없다. 의학으로 죽음을 삭제할 수 없듯이 질병을 삭제할 수 없고, 누구나 아프게 
되고 죽게 된다. 질병이나 죽음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겪어낼 수 없
을 때 비극이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된 노동을 반복해도 결코 아프지 않은 무한히 노동할 
수 있는 몸이 아니며, 자연이 생명체에게 부여한 생로병사를 낙인이나 차별 없이 겪을 수 있는 있는 
몸, 잘 아플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

2-2 아픈 몸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질병의 개인화’

우리 사회는 개인의 노력으로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책임을 아픈 몸
에게 돌리고 있다. ‘질병의 개인화’는 질병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현상을 포착한 표현으로서, 노
력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개인의 부주의함이나 잘못된 습관으로 질병이 왔다는 관점이다3). 이
는 질병권이 보장되는 잘 아플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문제로 보인다. 

몸이 아프게 되면 의사는 물론이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의 생활습관을 원인으로 '진단'한다. 짜게 먹
어서, 담배를 피워서, 주3일 정도의 운동도 하지 않아서 질병에 걸렸다는 식의 진단이다. 그 안에서 불
안정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보장 되지 않는 점심시간은 급한 식사로 짜게 먹는 결과를 초래하고, 경제빈
곤이나 시간빈곤층 일 수록 담배로 빠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고, 일상적 야근과 과로 속에서 운동
을 할 여분의 에너지가 남지 않는 구조적 현실은 휘발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확
진자들은 ‘손을 더 자주 씻었으면 괜찮았을까, 마스크를 자꾸 만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점심 시간에 함
께 식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수없이 자책의 이유를 찾고 자신이 좀 더 조심했더라면 감염
되지 않았을 거라며 미안해 하고 절망한다4) 동시에 확진자를 향한 비난과 조롱도 여전하다. ‘이런 시
기에 왜 굳이 많이 돌아다녔느냐, 조심성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니냐’ 정도의 말은 sns에 차고 넘친다. 
그들을 비난하는 기저에는 감염된 것은 그들의 잘못이라는 의식이 흐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코로나19는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
는 캠페인 구호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누구나 공평하게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
은 누락된다. 생활습관을 쪽방 주민들의 손 씻기로 살펴보면, 찬물만 나오는 공동 세면장은 손 씻기
를 불편하게 하고,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평소보다 서둘러 폐쇄된 급식소5)는 위장보다 마음
을 더욱 쓰리게 만들었다. 소외감은 자괴감으로 이어지고, 손 씻기와 마스크를 찾아 헤맬 의지를 꺾
었다. 개인의 잘못된 습관, 부족한 관리 때문에 질병이 왔다? 바로 그 ‘습관’과 ‘관리’가 삶에 녹아 

3) 질병의 개인화라는 표현을 본인이 처음 공식매체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다음의 기사에서였다. “‘질병 이야기’가 집 
담장을 넘어야 한다”, 일다, 2015년10월 6일 2015년10월6일 

   http://m.ildaro.com/a.html?uid=7252 (접속일자 2020년 11월 5일)
4) 확진자를 인터뷰한 언론 기사를 보면, 상당수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죄송하다고 말한다. "나는 이렇게 코로나19 확

진자가 되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0년 3월 4일 https://news.v.daum.net/v/20200304090906149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산 12번 확진자 남편 심경 고백...아산시민들 “we are asan”으로 응원, 아산in, 2020년 6월9일 

   http://www.asanin.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 (접속일자 2020년 11월 5일) "확진자되면 사과해야하나
요?…직장 동료·2차 감염자인데" 동아일보 2020년 9월 2일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02/102758897/1 (접속일자 2020년 11월 5일)
5) 홈리스인권운동단체인 <홈리스행동>이 2020년 3월 서울 지역 무료급식소 3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급식소 26개소 중 민간 지원 급식소의 절반가량인 13곳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급식을 중단했거나 중단한 적이 
있다.  http://homelessaction.or.kr/xe/index.php?document_srl=829120&mid=notice (접속일자 2020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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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건강 불평등이다. 건강이 개인의 노력으로 지켜질 수 있다는 환상은 건강의 사회성과 연대성을 
휘발시키고, 그 빈자리에 ‘질병은 자기관리 실패’라는 낙인을 남긴다. 물론 저 구호의 문제는 공평한 
생활습관 뿐 아니라, 생활습관 자체에 있다. 방역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
는 현실의 반영이다. 

주지하다시피 가난하면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어렵고 더 많은 질병에 노출되며, 질병에 걸리
면 가난으로 미끄러진다. 인명은 재천이 아니라 소득이 결정하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이동하는 대
표적 이유가 병원비이고,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더 많이 아프다는 것을 시민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건강이 개인의 생활습관과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는 환상, 질병의 개인화 프
레임은 질병이 사회적 결과라는 사실을 삭제시킨다. 

불현듯 찾아온 질병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떠날 수 없는 가난의 굴레에서 사람들은 좌절을 느
끼고, 노력하면 질병과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그들의 좌절감은 실패한 자신
의 책임이 된다. 구조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권력의 속성인데, 신자유주의 사회에
서 아픈 이들과 가난한 이들은 자기 경영과 관리의 실패자가 됐다. 실패자로서 세상에 민폐가 된 이
들은 존재가 죄송해진다. 코로나19 현실에서 감염된다는 사실 자체보다 감염 됨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게 더욱 두렵다는 한국 사회 시민 정서6)는, ‘질병의 개인화’ 프레임이 강력한 한국 사회 
현실에서 예상된 현상이었으며 당연한 귀결이었다.

정리하면, '질병의 개인화' 프레임은 최소한 세 가지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 첫번째는 아픈 몸에게 
잘못 살아서 아프게 됐다는 자책감을 심어준다. 이 자책감은 아픈 몸들이 자신의 인권과 부당한 현실
에 대해 발화 하는 걸 어렵게 만들고, 아픈 몸들이 겪는 부정의한 현실에 저항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소위 환자권리 운동이 발전하기 어려운 이유로 환자는 장애인과 달리 임시적 
정체성이기 때문이고, 건강 회복이 핵심적 욕구이므로 그 욕구가 해소되면 운동의 주체로 남기 어렵다
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질병의 개인화 프레임이 환자(아픈 몸)에게 잘못 살아
서 아픈 것이라는 자책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변화를 발화하는 주체로 형성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 
간과 되어서는 안된다. 소수자 운동은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lgbt pride, disability pride)을 강조하
며, 그 위에서 발화 할 수 있는 주체로서 감각을 강화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질병의개인화 프레임이 질병 발생의 사회 정치적 맥락을 제거함으로서 질병을 탈정치화 
한다. 질병의 개인화에서는 개인 생활습관이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

6)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코로나19 관련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감염보다 더 두려운 것이 주위의 비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국면
에서 ‘상황별 두려움’을 묻는 질문에 ‘내가 확진자가 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비난, 추가 피해를 받는 것이 두렵다’라는 항목이 
3.52점으로 제일 높았고, ‘무증상 감염되는 것’이 3.17점, ‘주변에 증상이 의심되는데도 자가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두렵다’가 3.10점이었다(5점 척도 기준). 김영은, "코로나19 관련 상황별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연합뉴스>, 2020.2.24. 
https://www.yna.co.kr/view/GYH20200224000100044?input=1363m (접속일자 2020년 11월 5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자 총 1,498명(확진자 110명, 접촉자 1,388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들을 대상
으로 두려움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주변으로 받을 비난과 피해가 두렵다"가 3.87점으로 가장 높았다. 심지
어 "완치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2.75점), "완치 후 재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3.46점)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다.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뜻하는 귀인(歸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30.7%는 ‘코로나
19 환자의 감염에 대한 책임은 환자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반면 확진자의 9.1%, 접촉자의 18.1%만이 ‘그렇다’고 답해 
각각 21.6%p와 12.6%p의 차이가 났다. 박희봉,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누구 탓일까?”…국내최초 인식조사 실시
", <KBS 뉴스>, 2020.07.0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4086&ref=A (접속일자 2020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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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습관이 된다. 과로, 유해물질, 차별,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발
생하는 질병 요인을 음식이나 요가 등의 개인의 생활 습관으로 조절하고자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질병의 책임을 정부나 자본이 아닌 시민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서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면책 시킨다. 
또한 시민 건강(노동자 건강)을 위해, 환경 및 구조 개선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시
민(노동자) 생활 건강 교육으로 대체함으로서 비용 절감 효과를 낳는다. '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사
회화'는 질병의 개인화 프레임에도 적용된다.

세 번째는 개인이 노력하면 건강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건강 환상을 심어준다. 노력하면 건강을 쟁
취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환상
이다. 하지만 TV를 켜면 언제나 하고 있는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거의 모든 미디어가 쏟아 내는 건
강정보를 보고 있으면, 좋은 음식과 적절한 운동을 챙겨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블루베리 
안 챙겨 먹어서 눈이 침침하고, 노니 안 먹어서 몸 곳곳에 통증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몸이 아픈 것은 그것들을 ‘구입하지 않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과로, 스트레스, 불안정 노동, (시
간)빈곤 이라는 사실에 혼란을 일으킨다. 빈곤문제에 있어서, 빈곤은 개인의 실패나 불운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결과이며 빈민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개인화’ 관점은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다. 반면 
건강이 사회적 결과라는 사실은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에 대해서는 잘못된 
습관이나 자기 관리 실패의 결과라는 ‘개인화’가 굳건하다. 누구나 노력하면 건강을 쟁취할 수 있다
는 환상이 어떤식으로 더욱 조장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최후 수혜자가 누구인가. 결국 자본과 정부
일 것이다. 질병의 개인화 프레임이 갖는 건강에 대한 탈정치화와 건강환상은 아픈 몸을 다시 한번 
비난하면서 체제 유지적 담론에 기여하고 있다. 

3-1. 질병권(疾病權): 아플 권리

기본적으로 소수자들은 기존의 세계(언어)가 정상·표준이라고 구성한 관점이 자신의 삶(몸)을 설명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세상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언어(해석)를 제시함으로
서 인권을 확장해간다. 이를테면 여성운동은 성역할에 갇혀 비가시화 되어 있던 돌봄을 노동으로 정
의하고 공적영역으로 호출하여 사회화하고 임금화했고, 장애인운동은 손상을 비극의 원인으로 지목
하는 사회에게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손상은 장애가 된다’며 전선을 전복시켰다. 이는 여성의 관점, 
장애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해석 했기 때문에 세울 수 있던 정의(正義) 였다. 

질병권(疾病權: 아플권리)이라는 개념을 처음 고안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 였다. 아픈 몸으로 세상
을 살게 된 이후, 다양한 현실을 목격하게 됐지만 이를 설명할 적절한 언어를 찾기 쉽지 않았다. 건
강한 사람의 시선으로 정의 된 사회에서, 아픈 몸들이 겪는 차별과 부당한 현실을 건강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건강권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우리는 몸이라는 물질 위에서만 살 수 있
는 존재고, 최소한의 건강은 생존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더 많은 건강이 곧 더 많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건강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은 질병이 
삶의 선물이라는 긍정서사나 정신승리로 가능한 게 아니었다. 아픈 몸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은 질병
을 ‘극복’하지 않아도, 자신의 몸을 ‘정상’으로 교정하지 못해도 자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몸이 아프다는 생의학적 상태가 곧장 불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회가 질병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면 아픈 사람들의 ‘불행’도 변화한다. 아파도 괜
찮은 사회가 되면 아픈 이의 고통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아픈 이의 몸이 변화하게 된다. 이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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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 몸에게 주어진 게 회복 아니면 죽음이라는 이분법이 아님을 사회가 분명히 인식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은 아픈 몸 자체가 아니라 질병을 이유로 유예된 시민권임을 명확히 선언해야 가능하다. 이는 
마이클 올리버가 정립한 사회적 장애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에서 ‘손상(impairment)’과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동일 한게 아니며, 문제시 되어야 할 것은 몸 자체가 아니라 그 몸을 
둘러싼 사회라는 문제의식과 닿아 있다. 결국 질병권은 건강한 사람의 눈으로 정의 되어 있는 건강
중심 사회에서, 아픈 몸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읽어 보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건강권7)의 궁극적 목적이 건강 자체가 아니라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이라면, 건강을 쟁취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어떻게 아픈 상태로도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이 가능한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
러나 사회는 건강해져야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말할 뿐, 건강해 질 수 없는 아픈 몸이 처한 삶의 환
경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복되지 않는 아픈 몸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쓸모 없는 몸’이자 사회의 짐으로 여겨질 뿐이다. 삶의 전제조건이 건강인 사회에서, 건강은 아픈 
몸들에게 쟁취하고 싶은 대상이자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표준의 
건강을 쟁취 할 수 없는 아픈 몸들에게 건강해져야 모든 것이 가능해 진다는 요구는 결국 아픈 몸
들을 평생에 걸쳐 패배자로 만든다. 회복될 수 없는 아픈 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건강을 쟁
취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어떻게 잘 아플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더 
유용할 수 있다. 또한 건강이 아닌 질병을 중심으로 말할 때 건강에 대한 강박과 집착으로부터 좀 
더 거리를 유지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건강권이 전제하는 문제의식은 의학의 발전과 건강불평등 해소 등으로 인류가 보다 
나은 건강을 쟁취하는 것, 즉 “(아픈 몸을 포함한 시민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 인가”를 고민하
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중심에 건강이 있고, 건강한 몸을 사회의 표준 몸으로 설정하며, 건강을 
위한 임시(예외)적 상태로서의 아픈 몸을 본다. 따라서 아픈몸 관련 논의는 의료에 집중되어 있었으
며, 빠르게 ‘건강한’ ‘정상적’ 상태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언제나 
의료적 치료와 회복이후에 삶의 권리를 주장하길 권장 받는다. 반면 질병권의 문제의식은 건강회복 
강요 배제, 행복 전제조건으로서의 건강을 거부하며, “회복되지 않는 아픈 몸으로도 어떻게 온전한 
삶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질병을 중심에 배치하고, 아픈 몸을 사회의 기본 
몸으로 설정하며, 질병을 겪는 상태도 삶의 ‘정상적’ 시기로 본다. 더 이상의 건강을  쟁취할 수 없
는 아픈 몸을 인정하고, 모든 이가 건강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두지 않을 수 있음을 존중한다. 건강
권이 건강 증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질병권은 건강추구와 치료를 누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아
픈 몸으로도 온전히 존재하는 것 자체를 중시한다. 

7) 건강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학계의 명확한 합의는 없는 것 같다. 세계인권선언 제 25조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
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는 건강권 
보장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세계 인권선언”에서 파생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함께 대표적인 국제인권협약 중 하나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제12조에 건강권이 명시되었다. 세계보건기
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모든 인민이 도달 가능한 최대의 건강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건강권이란 도달 가능한 최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개념들 또한 모호하다. 그리
고 보건의료영역에서 사용하는 건강권이라는개념과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강권 개념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 본문에
서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노동자 건강권, 시민 건강권 같은 단어를 사용 할 때의 건강권을 염두에 두고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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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권은 아픈 몸을 문제 삼는 것에 반대하며 아플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와 환경을 문제 
삼는다. 즉 아프기 때문에 일정한 차별과 배제가 어쩔 수 없다거나 정당하다는 논리에 반대하며, 건
강이 회복되면 정당한 권리도 회복된다는 논리에 반대한다. 기존의 논리 안에서 회복되지 않는 아픈 
몸들은 영원히 답보상태의 인생을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질병(건강)이 사회구조의 결과라
면 아픈 몸이 온전히 살아 갈 수 있는 환경도 사회가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또한 질병권은 회복되지 않는 아픈 몸들이 건강회복 아니면 절망이라는 이분법에 갇히지 않게 하
고, 의학이 회복되지 못한 아픈 몸을 비정상의 몸·열등한 몸·실패한 몸으로 규정하는 한계를 벗어나 
아픈 몸도 '정상' 이라는 것이며, 건강한 몸이라는 게 누구에 의해 정의된 어떤 몸이며 어떤 의미인
지 다시 질문하고, 아픈 몸을 우리 사회 기본으로 재구성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건강, 
건강권, 정상적인 몸, 표준의 몸의 기준에 도전함으로서 정상성에 균열을 만들고 새로운 n개의 정상
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정의로운 질병, 건강, 의료, 돌봄, 죽음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3-2. 건강과 정상의 재구성, 아픈 몸 노동권

구인 사이트의 공고를 살펴보면 상당 수 ‘특정 학력, 이력, 자격증을 소지한 신체 건강한 자’를 뽑
는다고 나와있다. 구인공고에서 여성이나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배제 할 경우는 특수한 일부를 제외
하고는 기본적으로 문제적이라고 지적되고 법적으로 제지되기도 하지만, 신체건강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은 노동 효율성을 위해 필수적 요소로 전제되며, 아
픈 몸은 치료를 통해 회복되어야 할 몸이지 노동할 몸은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면 아픈 게 일시적 상태가 아닌 몸으로서, 일상적으로 약간의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노동하는 시간에 쓸 수 있고, 건강한 사람처럼 노동 속에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실현하고 
싶으며, 아프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사회복지 체계는 그것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 현실
에 놓인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아픈 사람이 왜 일하려고 하냐고 해요. 근데 아프니까요. 지금 먹는 약이 비급여라서 320만
원이예요. 수술한지 몇 년 지났고, 의사는 일해도 된다고 해요. 적당히 일하는 게 건강에도 좋다
고. 그런데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실업자 교육프로그램 신청하러 갔더니, 자격 조건에 건
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나는 안되는 건가 싶고. 구인 공고도 신체건강 용모단정 
이런거니까 내가 가도 되나, 면접 볼때는 내가 왠지 속이는 느낌이고” (유방암 여 30대)

“동료들이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을 보면 부럽죠. 아직 삼십대지만 이제 인생이 끝난 건가 싶
고. 의사는 취직해서 적당히 일하면서 살라고 하지만 그게 쉽나. 야근 많고, 경쟁도 심한데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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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떻게 운좋게 된다고 한들 살아 남을 수 있을까 두렵고, 저질체력인 내가 동료들에게 민폐될 
것 같고. 생계를 위해 말도 안되는 파트타임 알바를 전전하는데. 친구들한테는 챙피해서 무슨 일 
하는지 말못해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근육관련 희귀질환, 불면증 남 30대)

질병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아픈 몸들이 노동할 권리와 노동하지 않을 권리를 동시에 가질 것이
다. 아픈 몸이라고 할 때, 전적으로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있고, 반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아픈 몸이지만 지속적 치료나 관리를 병행하며 노동이 가능하고 노동이 권장되며 노동이 절박한 시
기가 있다. 그리고 아픈 몸들의 상당수는 후자에 속한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달로 과거처럼 질병
이 죽거나 회복되거나 둘 중 하나였던 현실로부터 상당부분 멀어지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아픈 몸을 적절히 관리하며 살아간다. 

게다가 사실 야근을 며칠 씩 반복하고도 또다시 다음 날에 너끈히 출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은 그
리 많지 않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건강한 몸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
며, 건강한 몸이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양의 노동을 꾸역꾸역하면서 살아낸다. 어쩌면 이 사회가 말
하는 ‘건강한 표준의 몸’은 조작된 몸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누가 그런 몸을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강조
하는가? 건강한 표준의 몸에 대한 기준이 높을수록 자본가와 의료 산업에는 반가운 일이다.

질병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아픈 몸은 자신의 몸을 존중받고 원하는 만큼 자신의 몸에 맞는 노
동을 할 수 있거나, 사회가 질병을 돌봄으로서 아픈 몸으로 빈곤에 처박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에서 몸이 아프게 되면, 질병이 곧 자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불안 속에 감금되기도 하며, 
사회에서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 취급하는 것 같고, 자아 정체감은 손상된다. 아픈 몸들에게 이런 느
낌은 건강 손상으로 인한 필연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왜곡된 비참함 일 뿐이다. 자신이 삶을 통제
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 회복에 있어서도 노동은 주요한 요소다. 

물론 한국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이동하는 주요 이유가 질병일 만큼, 의료비용이 비싸고 복지제
도가 허술한 사회이니, 생계와 생존을 위해 아픈 몸들에게 노동이 중요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의
사들은 적절한 노동이 일상복귀와 건강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여러 통계는 적절한 
노동이 회복과 건강유지를 증진 시킨다고 말한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병원비는 물론 생활관리에 더 
많은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직장이 절박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지금의 사회에서 아프면 쉬어야지 
왜 일하는가? 라는 질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말이다. 

그럼에도 현재 아픈 몸들은 임노동을 하기 어렵다. 암 경험자들 상당수는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
해서 목숨은 지켰지만, 일자리 지키기 싸움은 실패 했다’고 말한다. 목숨 지키는 것보다 일자리 지
키기가 더 어려웠다는 이야기다. 사회는 아픈 몸들이 질병과 ‘투쟁’을 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일상
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건강 중심 사회는 아픈 몸들에게 빨리 건강한 몸을 복구하
라는 요구를 할 뿐, 아픈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아픈 몸으로 살
아가야 하는 시기가 일시적일 수도, 평생 일 수도 있지만 사회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아픈 몸들도 우리 사회에서 임노동을 하고 다양한 시민권을 구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는 다른 시민의 배려, 관심, 따뜻함 따위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혹은 ‘아프지만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같은 이름으로 구성된 전시성 사업, 나쁜 일자리에서 잠시나마 임노
동을 보장받으며 위로를 구하게 될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이 체제나 구조로 보장되지 않으면 시혜나 
동정으로 미끄러지기 쉽고, 시혜나 동정의 관계에서 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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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몸의 노동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일터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
축, 상병수당 보장 정도의 논의가 필요하는 의미가 아니다. 낸시 프레이져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비판하며,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을 기반으로 사회제도를 재구조화 
하자고 제안한 바있다.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의 핵심은 돌봄이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성
별화 되어 있음을 비판하면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생계부양자(노동자)이며 돌봄제공자라는 것을 표
준으로하는 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다. 이를 위해 모든 일터는 돌봄 수행 노동자가 
일하는 것을 전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최소한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의 탄력적 
사용, 어린이집과 요양원의 공간적 재배치를 가져올 것이다.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은 유자녀맞벌이 부부나 노부모를 보살피는 비혼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유용한 모델이라고 이야기 되지만, 사실 아픈 몸에게 무척 유용한 모델이다. 아픈 몸은 누구보다 자
기 자신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돌봄을 제공 
받는 환경 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아 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사회의 표준의 몸, 기본 몸이 아
픈 몸(혹은 언제든 아플 수 있는 몸)으로 전환 된다면, 노동공간과 시간은 노동자에게 유연한 방식
(자본가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과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으로 누구나 어디서든 필요한 
돌봄을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사회로 재편될 것이고, 의료는 공공재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며, 노동 환경 또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아픈 몸에게 노동을 할 권리가 보장 된다는 것은 현재 생산성 중심으로 구획된 직장의 노
동 환경이, 노동하는 이의 몸에 맞는 환경으로 재구성 된다는 의미다. 아픈 몸 노동권은 논의 된 내
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애관련 법률을 참조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에 확인해 둘 것은 질병과 
장애는 일정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구분되어 있으며, 상당히 복잡한 관계라는 점이다. 질병과 
장애를 구분 하는 기준 중 하나는 환자(질병)는 치료 될 수 있지만 장애는 원칙적으로 치료될 수 없
다는 것이며, 장애인자립생활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드워드 로버츠는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하는 환
자가 아니’라고 말했고, 장애학 성립에 주요한 역할을 한 사회적 장애모델은 장애에 대한 의료권력
의 통제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장애와 질병의 구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개념적이고 이론적 입장과 별도로, 실제 적지 않은 장애인들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겪으며 장애인
이자 환자로서의 정체성을 장기간 갖고 살고 있으며, 다양한 환우회에서는 해당 질병이 법적 장애로 
등록 돼서 복지적 혜택이 적용되길 원하지만 장애인이라는 호명과 낙인은 원하지 않는 내적 갈등을 
겪기도 한다. 최근에는 HIV나 CRPS같은 질병이 장애로 편입되어 복지적 혜택과 사회적 배제와 어
려움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진보적 장애계가 연대하기도 한다. 질병권을 논의 할 때, 장애의 
범위를 확대해서 아픈 몸을 포함시키는 전략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여러 사회정치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 많아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픈 몸노동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보자. 법의 2장 11조는 '사용자에게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⓵시설-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⓶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⓷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환경이 자본의 이윤창출 극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몸의 특성
에 맞게 노동환경을 재구성 함으로서 다양한 몸의 노동권을 보장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내용이 사회
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은 놀랍고 뜻깊다. 물론 이 법은 장애인을 위한 법
으로서 장애인이 아닌 아픈 몸들이 이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능성을 시도해 볼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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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만약 이런 노동환경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아픈 몸에게도 적용된다면, 이는 그들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도 자신 몸에 맞는 노동환경을 요구할 권리가 확장된다는 의미다. 

조금 더 구체적 사례로 들어보면 현재 코로나19에서 나온 ‘아프면 3-4일 쉰다’는 말이 일상적으
로 보장되는 게 노동자의 질병권이 보장되는 현실일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현재는 아파도 
3-4일 쉬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 더러, 병가제도가 보장 되어 있어서 병가를 내고 쉬게 된다고 하
더라도, 대체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동료들이 평소 보다 많은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다. 수 많
은 노동자들은 동료에게 미안해서 병가를 낼 수 없다고 말하고, 병가를 내고서도 인사 고가가 신경
쓰이고 동료에게 미안해서 어쩔 수 없을 때 최소한의 병가만 쓰게 된다고 말한다. 자신이 병가를 내
면, 동료들이 과로를 하게 되고 이로인해 이번에는 동료가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노동자건강권운동에서 주장하듯 적절하게 쉴 권리를 포함해서 노동자들이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아프게 되는데 
산재 판정은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렵게 산재판정을 받고 치료와 보상은 받았지만 
이후 건강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그런데 산재 판정 이후 산재노동자들의 삶은 어
떻게 되고 있는가. 아마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은 
아픈 몸의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 아픈 몸의 노동권
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노동자들이 노사정 테이블에서 질병권을 요구한다면 어떨까? ‘노동자의 아플권리를 보장하라!’ 
이는 적절한 휴식권, 병가 보장, 상병 수당을 넘어서 아픈 몸과 건강한 몸에 대한 이분법을 넘어서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처럼 노동시간이 길고 산재 발생률이 높은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아플 
수 밖에 없다. 건강한 노동자와 아픈 노동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이 아프고 
건강하기를 반복하며, 노동을 유지 할 수 없도록 아픈 날이 더 많아지면 결국 일터에서 생존하지 못하
게 되는 현실이다. 노동자들이 질병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일터에서 아플 때 충분히 쉴 권리, 아프지 
않게 노동할 권리, 그리고 아픈 노동자들도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함께 외치는 것일 수 있다. 우
리가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 성원으로서 서로
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의 안전망을 구성하고 연대하는 관계라고 할 때, 아픈 몸 노동권
은 동정이나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노동자들에 의해 보장 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인다. 

3-3. 질병권 운동

질병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들과 질병권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권 운동은 아
플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서는 건강한 몸이 아니라 아픈 몸이 기본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잘 아플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질병권 개념이 
이제 구성 중이고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 있듯, 질병권 운동 또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질병
권 개념은 질병권 운동 속에서 더 구체화 되고 정교해 질 수 있으며, 질병권 운동은 질병권 개념이 
정교해 지는 과정 속에서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질병권 운동의 첫걸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은 아픈 몸들의 '저항적 질병서사' 생산 및 확장을 통
한 아픈 몸의 가시화, 질병의 개인화 균열, 건강 중심 세계 비판이다. 저항적 질병서사란 우리 사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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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질병 서사인 질병을 '극복'하는 서사나, 질병이 '선물'처럼 가족이나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는 서사와 구분되는 서사이다. 이런 기존 서사들은 아픈 몸의 삶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며, 질
병을 둘러 싼 여러 사회 정치적 문제를 은폐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질병권 운동
은 저항적 질병서사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저항적 질병서사는 질병을 개인의 관리 실패가 아닌 사회적 
구조의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아픈 몸으로서 겪는 차별과 배제를 폭로하며, 아픈 몸이 건강 중심 세계
에서 살아가는 고유한 삶의 현실과 방식을 질병세계의 언어로 만든다. 질병이 삶의 배신이 아님을 인식
하고, 아픈 몸을 ‘극복’하지 않고도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사회에 요구하고 구성해간다. 최
근 진행한 저항적 질병서사 생산 및 확장을 위한 구체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질병과 함께 춤을>

질병 경험을 자원 삼아 질병 세계 언어를 탐구하고 만들어 가자는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
해, 자신의 질병 경험을 사회적으로 해석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하는 아픈 몸들의 모임이다.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페미니즘 저널 일다에서 운영하는 시민교실에서 4회기로 구성된 워크숍 <잘 아프
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질병과 함께춤을>을 진행했고, 그 후속 모임으로 결성되었다. 이 워
크숍은 오랜 투병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아파야 하는지 사회에서 배워 본 적 없다’는 문제의식 위에
서 기획하게 되었고, 질병을 맞이 할 준비를 하고 현재 겪고 있는 질병을 잘 관통하기 위해서 필요
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워크숍이었다. 그 워크숍의 후속 모임인 <질병과 함께 춤을>에서 함께 쓰
고 있는 저항적 질병서사는 아픈 몸들이 질병과 어떻게 공생하고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며, 
자신의 몸을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이며, 아픈 몸에 대해 끊임없이 ‘해명’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해명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이 모임을 통해 생산된 
개인의 저항적 질병서사는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2020년1월-3월)와 진보적 장애인언론 비마이너
(2020년 4월- 현재)에 "질병과 함께 춤을" 이라는 꼭지명으로 연재되고 있다. 

2) <시민연극: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연극은 '차별, 낙인, 혐오, 배제 속에서 살아가는 아픈 몸들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시민연극' 이라
는 부제를 달고 있다. 2020년 3월 언론을 통해 공개모집 한 6명의 아픈 몸들과 3개월 간 워크샵을 
통해 제작한 시민연극으로서, 연극의 한 기법인 플레이백 시어터 이론에 기반한 다양한 워크숍을 통
해 자신의 질병 경험과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작업으로 연극을 제작하였다. 조현병, 유방암, 근육병 
등 다양한 질병과 함께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무대를 구성했다. 건강중심 
사회의 의료권력, 가부장제,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 질병, 정상성, 장애, 표준의 몸에 대해 질문하
는 내용이다. 2020년 7월 대학로 이음아트홀에서 공연 했으며, 이후 10월까지 온라인 상영을 진행
하였다. 저예산으로 제작된 작은 시민 연극이지만 이례적으로 온라인 관람객 1,200명과 연극 일부 
에피소드 관람한 단체 관람객 포함 총 18,000명의 관객이 관람하였다. 또한 연극 제작 과정을 참여
자들과 함께 기록하여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에 "아픈 몸, 무대에 서다"라는 꼭지명으로 연재 하였다
(2020년 7월 -9월). 연극은 다양한 언론과 문화계의 조명을 받았고, 최근 진보적 문화예술 활동을 
선정하는 <레드 어워즈> 주목할 만한 시선에 선정 되었다. 

질병권 운동은 질병권 실현을 위해 전문가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아픈 몸 당사자의 경험과 언어
를 첫 번째로 호출했다. 모든 운동은 당사자의 경험과 언어로부터 출발해야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이
론에 갇히지 않으며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픈 몸들은 저항적 질병 서사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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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건강중심 사회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질병 경험을 살려내고, 자기 관리 실패로 아픈 
몸이 되었다는 죄책감과 피해의식에서 다소나마 벗어나 자신의 삶과 세계를 사회적으로 재구성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질병은 빈곤, 젠더, 계급, 인종, 정상성 등 우리 사회 모순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
음을 아픈 몸들이 삶으로 증언하고, 그 모순을 해소하는 주체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저항적 
질병서사를 접하는 시민들은 이를 통해 아픈 몸들이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 알게 되고, 질병에 대
한 과장된 두려움과 왜곡된 건강 인식으로부터 멀어질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질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 몸을 보다 정확하게 마주하고, 현재의 아픈 몸을 이해하거나 아프게 될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게다가 건강한 몸에 대한 무한한 욕망을 부추김 당하고, 불안 
속에서 건강산업에 더 많은 돈을 소비하게 만드는 사회로부터 한걸음 빠져 나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건강산업이나 아프지 않은 몸이 아니라, 아픈 몸에 대한 상상력
과 건강 신화에 대한 더 많은 질문이며, 저항적 질병 서사는 그 상상력과 질문을 배양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저항적 질병서사 작업의 의미는 이후에 보다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질병권 운동이 저항적 질병서사 확장을 통한 아픈 몸의 가시화, 질병의 개인화 균열, 건강중심세
계 비판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잘 아플 수 있는 구
조가 될 수 있도록 돌봄, 의료, 노동 등의 문제에도 아픈 몸들과 함께 목소리를 만들어 보려는 계획
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질병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만큼 돌봄이 절대적인데, 돌봄의 사회화가 
돌봄의 시장화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질병권을 기반으로 어떻게 정의로운 돌봄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노동자들이 아픈 몸 노동권을 사측에 요구하거나, 노동자들이 노사정 위원
회 같은 정치적 테이블에서 질병권을 주장했을 때 어떤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와 같은 주제들이다. 
지속적으로 질병을 둘러싼 사회 정치 문화적 태도와 제도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담론 형성 및 다
양한 실천적 활동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며, 질병을 아픈 몸의 관점에서 보다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만들 것인가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과제이다.  

3-4. 질병권 운동, 보건의료운동, 환자권리 운동

질병권 운동을 말할 때 자주 만나는 질문은 보건의료운동이나 환자권리 운동과 어떻게 다른 가라
는 점이다. 질병권 운동은 그 두 가지 운동과 분명 겹치는 있고, 횡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보건의료운동이나 환자권리 운동과는 방식이나 지
향적 차이가 있는듯하다.

우리 사회에서 질병 건강의 사회적 맥락과 책임을 강조하는 보건의료운동, 건강권 운동이 짧지 않
은 시간동안 전개되어 왔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 의료와 건강을 둘러싼 여러 현실이 변화 발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건의료운동은 전문가주의와 정책중심의 운동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중심이었고, 아픈 몸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차별이나 고통에 대해 접근하고, 아픈 몸들이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발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아픈 몸들은 의사와 사회로부터 환자다움을 요구받고, 
전문가들에 의해 규정되는 대상으로 존재하면서, 결과적으로 의사와 정책 전문가 비롯한 다양한 보
건의료전문가들이 아픈 몸에 대한 규정과 해석을 포함한 말하기를 결과적으로 거의 독점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보건의료운동은 건강의 기준이 단일한 ‘표준의 건강’으로 
설정되고, ‘정상성’으로 구획된 기존의 기준과 체계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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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물론 보건의료운동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현재 시점에서 하는 것이고, 면밀한 논의는 시대마
다 요구 받았던 내용이나 현실적 한계 속에서 평가 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인권운동 안에서도 '질병과 인권', ‘아픈 몸과 인권’은 하나의 독자적 운동으로 충분히 의제화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HIV운동이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훌륭한 역사를 쓰고 있지만 특정 질병에 한정된 운동이고, 2000년대 초반 백혈병환우회와 보건의료단
체들이 중심이 되어 다국적기업인 노바티스사를 상대로 벌인 '글리백 투쟁'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역사를 만들었지만, 건강 손상을 일으키고 환자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운
동으로 계승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자권리운동 혹은 환자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권리옹
호나 소비자운동 측면이 강하고, 체제 변혁적인 운동으로 성장하고 자리 잡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질병권 운동은 생물학적 당사자주의에는 반대하지만 당사자들의 언어와 경험
이 운동에서 하나의 축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동시에 환자권리운동이나 소비자운동이 아니어
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차별받는 아픈 몸이 변화의 주체로 함께 하면서, 질병을 발생시키는 
구조와 체제를 문제시하는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 등과의 연대를 통해서만 사회 전
반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변혁적 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4. 결론을 대신하며

질병은 역사적으로 개인의 운명이나 불행이었고 국가나 권력의 주된 관심 영역은 아니었으나,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건강권이 아
니라 질병권을 통해 상상하고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질병권은 건강중
심세계에서 ‘탈식민’ 하자는 의미일 뿐 아니라, 이는 건강한 몸이라는 게 누구에 의해 정의 된 어떤 
몸이며, 어떤 의미인지 다시 묻고 재구성 하는 행위로서, 회복되지 않는 자신의 아픈 몸에 대한 수치
심과 죄책감을 버리고 긍지를 회복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질병권이 아픈 몸 그리고 언
젠가 모두의 미래가 될 아픈 몸에 대한 ‘배려’만은 아니다. 질병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사회 일 때, 건
강한 몸도 질병과 아픈 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좀 더 편안해진다는 의미이고, 다양한 몸의 존재함
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현재 ‘정상’의 몸들도 더욱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계급사회에서 ‘민중에게 권력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했다면, 건강중심사회에 필요한 구호는 무엇일
까. 국가의 인구와 국력으로서의 건강이 아니라 시민적 권리로서 건강권을 요구한다면, ‘아픈 몸에 
대한 상상력에 권력을!’은 어떨까. 더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쓸모 없는 몸으로 여겨지는 ‘아픈 
몸에게 권력을!’ 이라고 외침으로서 우리의 사고가 전복적으로 변화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건강이 
더 이상 갈구하기만 하는 축복이 아니라 싸워서 얻는 인권(코피 아난)이라면, 아플 권리도 아프지 
않을 권리도 없으며, 사회적 불안이 높은 만큼 강박적으로 건강에 집착하는 만성질환의 사회에서 우
리의 질병과 건강에 대한 인권은 어디를 어떻게 향해야 할까. 

건강이 아닌 질병을 중심에 두고, 의료의 언어가 아니라 아픈 몸의 경험으로 구성 된 질병세계의 
언어 질병권을 통해 아픈 몸을 읽을 때 단일한 건강의 몸을 표준으로 구성한 정상성에 대한 균열, 
아픈 몸을 쓸모 없는 몸으로 규정하는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 다른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선을 생
성시키는 몸으로 우리가 다함께 트렌스(trance) 할수 있을지 모른다. 아픈 몸을 기준으로 한 질병권
이 다른 세상을 향한 우리 사회의 상상력을 확장 시켜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 기 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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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국제비교 연구: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를 중심으로

김 기 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절. 서론

한국에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화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확산이 심각해지
면서,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20).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서 핵심적인 고려 사항 가운데 하나는 포괄성이다. 특히 고용관계가 불명
확한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을 상병수당이 얼마나 포괄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산업재해가 그러하듯이, 업무 외 상병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집단보다 오히려 불안정한 노동 
인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상병수당이 직면하고 있는 포괄성의 문제는 
고용보험이 오랜 기간 씨름해온 사각지대의 문제와 흡사하다. 고용보험 역시 취업인구의 절반에 육박하
는 미가입 및 적용제외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나마 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포
괄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문제는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들이다. 한국의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다수는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에서 상병수당이 도
입되면 이러한 사각지대의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상병수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다른 복지국가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물론, 국가마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비임금근로자들을 애초 배제하는 국가들도 있고(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
코, 스위스 등), 임의가입으로만 포괄하는 국가들도 있다(캐나다, 체코, 일본 등). 상병수당제도가 자영업
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국가들도 있다(포르투갈 등). 또 상병수당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자산조사에 근거한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한 국가들도 있다(호주, 영국 등). 

이와 같은 복잡한 양상 때문에 연구자마다 국가별로 상병수당제도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지에 대해서
는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 김수진 외 (2018)는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국가로 21개 나라를 꼽은 반면, 임승
지 외(2019)는 26개국을, Spasova, Bouget and Vanhercke (2016)는 18개국을 꼽았다. 나라마다 상병
수당을 포괄하는 범위 및 급여수준, 임의가입 여부 등 제도의 세부  사항이 다르고, 그에 따른 해석도 연구
자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김수진 외 (2018)와 임승지 외 (2019)가 OECD 국가를, Spasova, Bouget and 
Vanhercke (2016)는 유럽연합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물론, 이 연구들이 대상
으로 삼은 국가들의 교집합만 놓고 보아도, 연구자들의 해석에서 차이는 나타난다. 

이를테면, 오스트리아의 경우, 자영업자는 임금 노동자와 함께 상병수당에 포괄된다(MISSOC, 2019a).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농부는 별도의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다른 자영업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연 적용된
다. 여기에 일부 예외가 있다. 먼저, 법정이익단체 (statutory interest group)로 조직된 ‘프리랜서’들은, 
만약 이들의 조합 단위에서 회원들을 위한 보험이 존재하고, 그 보장의 수준이 국가 단위의 연금이나 건강
보험과 흡사하다면, 상병수당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아도 보험에서 제외된다(MISSOC, 2019a). 이를테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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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60세 이상 자영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이 3만 
유로(약 4000만원)를 넘지 않고, 매출로 파생되는 소득이 5361.72 유로(약 722만원)를 넘지 않으면 적용
에서 제외된다. 또 자유업종(liberal professionals) 혹은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보험 가입의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일정 수준은 5361.72 유로(약 722만원)
이며, 자영업자가 다른 사업 혹은 근로 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액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오스트리아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상병수당에 배제된다. 오스트리
아의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김수진 외(2018)과 Spasova, Bouget and Vanhercke (2016)의 판단은 
다소 다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두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교집합만 놓고 보면, 즉 유럽연합 국가이면서 동시에 OECD 회원국으
로 대상으로 한정하면 22개국으로 초점이 모아진다. 그리고, 두 연구에서 모두 자영업자를 포괄한 것으로 
해석된 국가들은 모두 22개국들이다. 

김수진 외(2018)

자영업자 포괄 자영업자 미포괄

Spasova 
et al. 
(2016)

자영업자 
포괄

11개국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1개국 (슬로베니아)

자영업자 
미포괄

4개국 (스페인, 아이슬랜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6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체코) 

표 1. 김수진 외(2018)과 Spasova et al. (2016)의 국가 분류 

자료: 두 연구의 내용을 필자가 종합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11개 국가들 가운데서도 제도의 성격과 세부 내용은, 당연하게도, 다르다. 프랑스
의 경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RSI (Régime Social des Indépendants)를 지난 
2018년 민간부문의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제도로 통합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의 포괄성
을 높이는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프랑스의 통합 과정은 2020년까지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는 중인 점(박제성, 양승엽, 신수정, 2018), 이에 따라 제도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을 고려해서 이번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가입이 가능하다(임승지 
외, 2019). 그러나, 직장근로자의 대기기간이 3일인 것에 견줘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30일
로 매우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직장 근로자의 보장기간이 최대 1095일로 매우 긴 것에 견줘, 자엽업
자는 365일로 한정된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사이의 형평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 

슬로베니아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가 유급병가를 받는 30일 동안 자영업자는 대기기간 동안 자비로 생
활비를 충당해야 했다 (임승지 외, 2019). 그밖에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등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은 
제도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글에서는 11개 
국가들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포괄성이 넓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내용의 파악이 상대적으
로 용이한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의 사례에 집중하고자 한다1). 이 국가들이 상병수당제도에서 자영업자

1) 물론 OECD 국가이면서 유럽연합에 속한 22개국 외에도 검토가 필요한 나라들이 있다.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거나 OECD 회원국이 아
닌 국가들 가운데 상병수당이 포괄성이 있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찾기는 어려웠다. 예를 
들어, 호주와 뉴질랜드는 조세에 근거한 상병수당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포괄성이 높으나, 사실상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제공된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다 (박능후, 2018). 영국은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대가기간을 제외한 26주 동안 법정유급병가(Statutory sick pay)를 
주는 반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장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을 지급해준다(UK government, 2020). 고용
보장수당은 소득 및 자산 규모에 근거해서 지급되므로, 상병수당이라기보다는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급여의 수
준은 장기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당 74.35 파운드(약 11만원)으로 한국의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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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포괄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이번 글에
서는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혹은 국제기구들의 자료에서 비임금노동자 혹은 자영업자라 일컫
는 ‘self-employed’를 대상으로 삼는다. 한가지 확인해두고자 하는 점은 나라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
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다. 그에 대한 정밀한 분류 및 분석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이 글의 한계로 남긴다. 

제 2절. 세 나라 자영업자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

1) 스웨덴

스웨덴에서 비임금노동자는 임금노동자와 같이 상병수당의 혜택을 받는다(MISSOC, 2019b). 스웨덴의 
상병수당(Sjukpenning)은 소득과 연동돼서 정률방식으로 지급된다. 스웨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자영업
자이건, 임금노동자이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영업자는 6개월 동안 소득이 있어야 하거나, 해마
다 반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 소득 수준은 물가기준액(price base amount)의 24%를 넘
어야 한다. 지난 2018년 물가기준액은 4만5500 스웨덴 크로나(약 619만원)였다. 따라서 소득의 기준은 
연간 1만920크로나 (약 155만원) 정도다2). 

임금노동자의 경우 상병수당 보험료는 임금의 4.55%이며,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반면, 자영업자
는 자신의 상병수당 보험료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MISSOC, 2019b). 자영업자가 보험료율을 높일수록 
대기기시간은 길어지는 구조다. 이를테면, 대기기간을 하루로 설정하면 보험료는 3.97%로 높고, 7일의 
경우에는 3.64%로 떨어지고, 대기기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대기기간이 90일로 설정되면 보험료율은 
2.94%까지 떨어진다. 다만, 소득이 물가기준액의 7.5배가 넘는 자영업자  혹은 특별한 선호를 밝히지 않
은 자영업자는 대기기간이 7일에 해당하는 3.97%의 보험료로 고정된다. 참고로, 임금노동자의 대기기간
은 14일이지만, 그 동안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상병수당의 급여수준은 자영업자로 일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설계됐다(Försäkringskassan, 2020). 
만약, 자영업자가 24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자영업에 종사했다면 상병수당의 액수는 임금 노동자의 액수
와 같은 수준이 된다. 여기에는 자영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업무와 교육3), 경력을 가진 임금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추정한 액수가 근거가 된다. 자영업자가 24개월 이상 자영업에 종사했다면, 지난 2년 동안의 사업
소득에 근거해서 상병수당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스웨덴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스웨덴
의 사회보험청과 보험 관련 단체들이 손을 잡고 함께 만든 상병수당액 확인 사이트 (https://www.er-
sattning skollen.se/)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
기에서는 보험가입자는 월 수입과 직업,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입력하면 상병수당 추정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달에 2만 크로나(약 260만원)를 벌고, 민간회사에 다니면서 다른 민간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없이 
회사 단체협상의 적용을 받는다면, 병가 기간 기준으로 15~90일 동안, 한달에 세전 기준으로 1만7300 크
로나(약 224만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상병수당의 지급 주체가 사회보험청

나다는 고용보험에서 관리하지만, 임의가입 대상이다. 고용보험특별수당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상병수당
을 받을 수 있다 (임승지 외, 2019). OECD 국가는 아니지만, 대만의 경우, 상병수당을 노동보험의 보험료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한다 
(임승지 외, 2019). 다만, 노동보험 가입자 가운데 당연적용 대상자만 상병수당의 수혜자로 포함한다. 즉 노동자 5인 이상의 산업, 상
업, 광업, 농장종사자만을 포함하므로 포괄성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

2) MISSOC(2019)에서는 최소 소득 기준을 이와 같이 예시했지만, 아래 살펴볼 스웨덴 공식 사이트(https://www.ersatt 
ningskollen.se/)에서는 최소 소득 기준이 다소 낮게 책정됐다. 

3) 여기서 ‘교육’에 대해서 MISSOC(2019b)에서는  education이라는 표현을, Försäkringskassan(2020)에서는  training이라는 
표현을 썼다. 학력 및 직업 교육 수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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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용주임을 적시하고 있다 (Försäkringskassan, 2020). (<표 2> 참고).   
이 홈페이지에서 가상의 자영업자를 한명 입력해보았다. 자영업자를 같은 액수의 월 수입이 보장되고 

다른 민간 보험에 대한 가입 내역이 없는 조건으로 입력하면 병가 기준으로 15~90일 동안, 한달에 세전 
기준으로 1만5300 크로나(약 199만원)를 상병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전 소득의 76.5%에 해당하는 수
준이다.  

  표 2. 스웨덴의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상병수당 수급액 비교 

구분
임금 노동자 자영업자

지급 주체 지급액 지급주체 지급액

상병수당 
수급 기간

1~7일
고용주

6850 크로나/ 
14일

(1일 490 크로나)

대기기간

8~14일 사회보험청 4160 크로나/7일
(1일 594 크로나)

15~90일
사회보험청 1만5300크로나/월

사회보험청 15,300크로나/월고용주 2000크로나/월
합계 1만7300크로나/월

91~360일
사회보험청 1만5300크로나/월

사회보험청 15,300크로나/월기업연금4) 2000크로나/월
합계 1만7300크로나/월

주: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 병가 이전 월 소득이 2만 크로나 (272만원)이라고 전제하고, 임금노동
자는 단협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상병수당 지급액수   

자료: Försäkringskassan (2020) 사이트 https://www.ersattningskollen.se/ 2020.8.27. 수치 입
력해서 산출한 값을 근거해서 저자가 작성. 

자영업자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8~14일 7일 동안에는 사회보헙청이 지급하는 4160 코로나를 받게 된
다. 91~360일까지는 15300 크로나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상병수당액의 최고치 상
한은 있지만, 최저치 하한은 없다. 최고치는 2만4130크로나(약 314만원)이다. 월 수입이 약 3만1500크로
나 (약 410만원)을 넘어서면 상병수당액은 고정된다, 최저치는 680크로나(약 8만8400원)이다. 최저치는 

그림 1. 상병수당 보험액 확인 사이트의 그림 (스웨덴어 및 영어 사이트) 

 

4) Försäkringskassan (2020)의 홈페이지에는 이 자리에 Alecta라는 회사 이름이 명기돼 있다. 여기서 Alecta는  “기업연금을 운영
하는 사용자 단체가 모여 설립한 기업연금을 운영하는 상호생명보험회사” (노동연구원, 2006; 103p)를 가리킨다. Alecta는 스웨덴
에서 3만5천개의 사업장의 250만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역연금을 관리하고 있다(Alect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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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890크로나의 76.5%에 해당하는 액수다. 월 소득이 그보다 낮으면 상병수당혜택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자료: Försäkringskassan (2020) 사이트 https://www.ersattningskollen.se/ 2020..8.27. 

이는 상병수당의 자격기준과도 관련된 문제다. 월 소득이 11만6천원에 못미치는 자영업자는 상병수당 
수급 자격을 갖지 못한다. 해당 상병수당은 사회보험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명기돼 있다. 

이와 같이,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병가 기간에 따라서 수당의 
지급 액수 및 지급 주체가 바뀌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병가의 처음 7일의 기간 동안, 자영업자
는 대기기간에 해당되며, 아무런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 반면, 임금노동자는 대기기간 없이 바로 고용주
가 제공하는 상병급여를 2주 동안 6850크로나 (약 93만원) 받을 수 있다. 

둘째, 병가의 8~14일 기간 동안에는 임금노동자는 첫 주와 같은 액수의 상병수당을 받는 반면, 자영업
자는 둘째주부터 사회보험청으로부터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 자영업자가 받는 상병수당액은 1주에  4160
크로나(약 57만원)다. 흥미로운 점은 일할 급여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자의 상병수당액(sickness bene-
fits)이 594크로나/일로 임금 노동자의 상병급여액(sick pay) 490크로나/일보다 100크로나 정도 많다는 
점이다. 자영업자가 대기기간이 병가 1주일 동안 아무런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병가의 15~90일 기간 동안,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 사회보험청으로부터 달마다 1만5300
크로나를 똑같이 받는다. 병가 이전 소득이 같다면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상병수당액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두 집단의 최종 수령액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고용주가 단체협상에 따라 
지불하는 2000 크로나다 (Försäkringskassan, 2020). 딱 그만큼 두 집단의 급여액에서 차이가 났다. 넷
째, 두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2000크로나의 차이는 병가 91~364일 기간에도 유지됐다. 다만, 임금노동
자가 기업복지 차원에서 받게 되는 2000 크로나의 지급 주체가 바뀌었다. Alecta라는 기업연금 운영회사
가 상병수당 2000 크로나를 지급했다.  

2) 벨기에 

벨기에에서 자영업자가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앞선 6개월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INAMI, 2020). 그리고, 상병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8일 이상 지속되면 자영업자는 상병으
로 인한 휴직 기간의 첫날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상병이 7일 이하라면, 상병수당은 지급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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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을 받으려는 자영업자는 의사를 찾아서 진단을 받으면, 의사는 상병수당이 필요한 기간을 적
시한 진단서를 발급한다. 이 진단서는 질병금고 (mutualité)의 의료 전문가(médecin-conseil)에 전달된
다. 질병금고의 의료전문가는 의사로서 질병금고에 소속돼서, 상병수당 수급 자격 및 기간을 심사한다. 
의료전문가는 진단서의 내용을 따르거나, 자영업자를 불러 다시 한번 진단을 한 뒤 수급 기간을 조정한
다. 

그림 2. 벨기에의 국가자영자사회보험청의 위상 

상병수당 수급 기간이 1년보다 길어지면 의료전문가는 장애의료위원회 (Conseil médical de l’in-
validité)에 상병수당 기간 연장을 건의하거나 상병수당을 종료할 수 있다. 장애의료위원회는 벨기에의 국
가질병장애공단(INAMI)에 속하며 질병금고의 의료전문가가 보내온 의견서에 근거해서 상병수당의 기간
을 연장하거나 종료한다 (European Commission, 2020a). 즉, 상병수당 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질병
금고의 의료 전문가 및 장애의료위원회로부터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 국민연금공단 (n.d.) 8쪽 그림을 저자가 일부 수정

자영업자의 상병수당 액수는 정액이다. 다만 노동자 가족 구성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2020년 3월부
터 적용되는 일당 액수는 1인 가구는 49.68유로(약 6만8천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62.08유로(약 8
만5천원), 동거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38.10유로(약 5만2천원)가 된다. 상병수당은 일주일을 제외한 월~토 
기간에 한해 지급된다. 이를테면, 2020년 9월에 벨기에의 자영업자들은 30일 가운데 네 번의 일요일을 제
외한 26일치의 상병수당을 받는다. 

상병수당의 수급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자영업자가 사업을 일시 휴업한 것이지, 아예 폐업했는지에 따
라서 상병수당의 수급 액수가 일부 달라진다. 대체로 액수는 1년 차의 액수와 거의 비숫하며, 폐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동거가구가 있는 수급자의 급여가 하루 42.60유로로 일부 상향돼 지급된다. 

자영업자의 보험료 계산은 어려운 문제다. 벨기에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산재, 연금, 
상병 등을 포괄하는 단일보험료를 낸다. 국가자영자사회보험청(INASTI: Institut national d'Assur-
ances sociales pour travailleurs indépendants)이 별도로 이 제도를 관리한다 (<그림 2> 참고). 단일 
보험료는 3년 전의 소득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액수에 근거해서 징수한다 (MISSOC, 2019c; INA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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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영업자의 소득액을 확정하는 데 1~2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3년 전의  자영업자의 연 
소득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소득액이 5만9795.61유로 (8175만원) 이하이면서 최소소득 기준인 1
만3847.39유로 (1893만원) 이상이면 보험료율이 20.50%에 해당한다.  또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보험료 
부담은 일부 덜어지는데, 자영업자 연소득이 5만9795.61유로(8175만원)을 넘고 8만6230.52유로(1억
1788만원) 구간에 대해서 보험료율은 14.16%로 줄어든다.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
지 않는다. 그러니까, 1년 소득이 1억 1788만원인 경우에, 1년치 건강보험료는 2188만원이며,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자영업자도 1년에 납부하는 단일보험료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최근 3년 이내 개업을 한 자영업자는 첫 3년 동안에는 분기당 717.18 유로(약 98만원)를 분기마다 상병
보험료를 포함한 단일보험료로 부담한다. 1년으로 치면 약 392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이는 최소소득 
기준인 1만3847.39유로 (1893만원)에 보험료율 20.50%를 곱한 액수다 (INASTI, 2020). 이런 방식으로 
올해 납부한 보험료는 2~3년 뒤에 올해 소득이 조세 당국에 의해 확정되면 추가적인 정산의 과정을 거친
다. 

 자영업자가 상병수당의 수급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개업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았거나 납부하는 식
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자영업자는 근로가 불가능하게 된 첫
날부터 7일 이내에 질병금고의 의료전문가에게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임금 노동자의 
기한은 28일이다. 자영업자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고 12개월이다. 대기기간은 지난 2018
년부터 한달에서 14일로 감소한 뒤, 2019년 7월부터는 없어졌다 (The Brussels Times, 2019) 

참고로, 벨기에에서는 상병수당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붙는 두가지 수당이 있다. 제3자 도움을 받기 위
한 수당 (Allocation pour l'aide d'une tierce personne)과 따라잡기 보너스 (Prime de rattrapage)
다. 제 3자 도움 수당은 아픈 노동자가 상병으로 쉬는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몸을 씻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개인은 하루에 23.87유로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INASTI, 2020).

또, 벨기에의 상병수당 제도에 독특한 것이 이른바 ‘따라잡기 보너스 (Prime de rattrapage)’가 있다는 
점이다. 상병수당 수급자가 앞선 해 12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올해 5월 현재에
도 일을 할 수 없다면 5월 상병수당 수급액과 함께 281.13 유로를 받을 수 있다.  

3) 덴마크 

덴마크의 상병수당 제도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다. 재원은 조세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주요한 관심
사는 자영업자의 자격 요건 및 급여 수준이다. 상병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두가지다 (European 
Commission, 2020b). 첫째, 지난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을 자영업자로 일했어야 하고, 둘째, 일반적인 
계약관계의 주당 노동시간의 최소 절반 이상을 해당 자영업에 써야 한다. 이를테면, 주당 18.5시간이다. 
그리고, 상병으로 인해서 2주 이상 아파야 상병수당 수급권을 가지게 된다. 

덴마크의 자영업자는 자녀의 상병에 대해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SSA, 2018). 18세 미만의 자녀가 
12일 이상 입원하는 상병에 시달리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 경우 자영업자는 6개월 이상 일을 한 경력이 있
어야 한다. 

주당 상병급여는 최대 4300크로네(약 77만 4천원)가 주어진다(SSA, 2018). 상병수당 액수는 자영업자
의 시간당 급여 수준에 따라 연동된다. 자영업자를 위한 상병수당은 2주 동안의 대기기간이 지난 뒤에 지
급된다. 상병수당은 최대 9개월 기간 동안 22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상병이 위중한 경우에 상병수당의 
지급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참고로, 임금 노동자는 사용주로부터 30일 동안 상병급여(sick pay)를 지급받은 뒤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MISSOC, 2020d). 이때, 사용자는 지방정부에 상병급여에 해당하는 액수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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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 상병수당 급여는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셈이다. 
자녀를 위한 상병수당의 경우, 급여액은 당사자가 아플 때 받는 상병수당액과 동일하다. 다만, 상병수

당의 지급 기간이 최대 52주로 길다. 아동의 선천성 질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개월의 연장이 가능하
다(SSA, 2018).  

 
그림 3. 덴마크 자영업자의 상병수당 신청 절차 

자료: NemRefusion 홈페이지 https://www.nemrefusion.dk/media/1594/sdp-flow_selvstaend
ig.pdf, 2020.10.15. 인출. 

<그림 3>에서 제시된 상병수당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NemRefusion. 2020). 
1) 상병수당 신청: 2주 이상 상병을 앓는다면 상병수당을 NemRefund를 통해서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 정보 공유: 아픈 노동자는 NemRefund를 통해서 상병으로 인한 휴직 시작일을 알린다. 동시에 상병

수당 신청도 함께 이뤄진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방정부로부터 바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 안에
는 ‘나의 병가(Mit Sygefravær)’로 이어지는 링크로 연결되고, 거기에 자신의 상병 관련 정보를 작
성한다.

3)  의사 예약: 당신이 상병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정부는 당신에게 진단을 받으라고 
요청을 한다. 지역의 잡센터에 인터뷰 요청도 들어온다.

4) 진단: 당신은 의사를 만나 진단서를 받는다. 지방정부는 진단서에 근거해서 당신의 사례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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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병수당 신청 누리집의 내용들 

자료: NemRefusion 홈페이지 https://www.nemrefusion.dk/media/1749/let-i-gang-med-nem
refusion-for-selvstaendige_wcag.pdf. 2020.10.15. 인출

5) 지역의 잡센터에서는 인터뷰를 위해 당신에게 연락을 취하고, 당신은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계획을 얘기해야 한다 (must). 예를 들어, 근로시간을 줄인다든지, 언제 수술을 받는지 등에 대
해서 얘기해야 한다. 잡센터 인터뷰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는 당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신청을 할 때 입력하는 내용들은 사업자등록넘버 (CVR), 개인번호(P_nr), 사회
보장넘버(CPR_nr), 직업, 병가가 시작된 날짜, 산재 여부 등이다. 신청자는 이어서 이름과 주소를 적고, 
그 다음에 “상병으로 아프기 전 달을 포함한 지난 12개월 가운데 6개월 이상 자영업자 혹은 자영업자의 
배우자로 일했는지”, 주당 평균 노동시간, 1주일 가운데 몇일을 일했는지, 상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일을 
못하게 되는지(100%, 75%, 50% 가운데 택일), 병가 기간 동안 다른 노동을 통해서 소득이 있는지, 증상
은 무엇인지 등을 적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면, 이 기록은 지방정부와 연금청(Udbetaling 
Danmark)으로  보내진다. 

 NemReFund에 신고된 상병건은 Nem ReFund의 심사를 거치는 단계(Kladde)를 거쳐서 지방정부에 
전달되고(Signeret),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처리 단계(Behandls)를 거쳐 종료된다. 신청자는 이러한 단
계들의 진행상황을 NemRefusion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상
병, 모성휴가 및 자녀 돌봄 휴가다. 

제 3절. 소결

지금까지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의 예를 통해서 상병수당제도가 비임금노동자를 포괄하는 세가지 방
식을 살펴보았다. 비임금노동자를 상병수당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이유는 세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보험료를 분담할 사용주가 대부분 없다. 둘째,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셋째, 소득 수준
이 매우 낮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보험료율을 정하거나 급여의 수준 및 기간을 정하는 데 직접적인 어
려움을 준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 세나라는 저마다 다른 방식을 통해서, 비임금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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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창업 이후 24개월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에 일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

고, 그에 따라 정률 방식의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보험료율은 임금노동자보다 다소 낮게 
책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었다. 이를 통해서 임금노동자와의 형평성을 거두는 데 일정한 성과
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는 국가자영자사회보험청(INASTI: Institut national d'Assurances sociales pour trav-
ailleurs indépendants)이라는 개별적인 전달체계의 특성을 살렸다. 소득산정에 있어서는 3년 전의 소득
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되, 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독특한 방식을 선택했다. 7개 
사회보험을 통합한 보험료율은 임금노동자보다 낮게 책정돼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었다. 동시에 대기
기간을 점차 줄여가면서 비임금근로자를 위한 제도의 충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덴마크는 
조세 기반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면서, 위의 세가지 문제를 일부 피해갈 수 있었다.  표 4는 세 나라
의 제도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분야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제도 별도의 상병보험 건강보험 조세 기반 지방정부 운용
재원 사회보험료 7개 사회보험 통합 징수 조세

상병수당 보험료율 2.94~3.97% 
(임금노동자는 4.55%)

소득 구간에 따라 
20.50% (연 1893만~8175만) 

14.16% (8175만~ 1억1788만원)
0% (1억1788만원~)

없음

자격조건
1. 지난 6개월 동안 소득 혹은 

해마다 발생하는 소득
2. 연소득 19,920크로나 이상 

(약 155만원 이상)

1. 앞선 6개월 동안 사회보험료 
납부

2. 8일 이상의 상병

1.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을 
자영업자로 일했어야 

2. 주당 노동시간의 최소 절반 
이상을 해당 자영업에 사용

3. 2주 이상 상병
4. 18세 미만 자녀가 12일 

이상 아픈 경우에도 자격

소득 산정

1. 24개월 미만 자영업 
종사자는 같은 수준의 

임금노동자 준해서 산정.
2. 24개월 이상 자영업자는 2년 

동안 사업소득에 근거

1. 3년 이상 자영업 종사자는 
3년 전 소득에 물가상승률 

반영
2. 3년 미만 종사자는 정액 
보험료 납부 (분기당 717.18 

유로_약 98만원)

해당 없음

대기기간 (보험료율에 따라) 1~90일 
(임금노동자는 14일) 없음 2주

보장기간 364일 12개월 + @ 최대 9개월 동안 22주 + @
보장방식 및 수준 정률 (이전 소득의 76.5%) 정액 정액

상한 및 하한
최고치는 2만4130크로나

(약 314만원) 
최저치는 680크로나

(약 8만8400원)

정액. 1인 가구는 49.68유로
(약 6만8천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62.08유로(약 8만5천원), 
동거가구가 있는 경우 

38.10유로(약 5만2천원)

최대 주당 4300크로네
(약 77만 4천원) 

상병수당 액수는 자영업자의 
시간당 급여 수준에 따라 연동

표 3. 자영업자를 위한 세 나라의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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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번 연구의 내용 종합해서 저자가 작성.

세나라의 예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정책적임 함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도입될 상
병수당은 비임금노동자를 두루 포괄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다. 다수의 복지국가들에서 임금노동
자만 위해, 혹은 임금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이번에 살펴본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의 예는 제도의 대상을 포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비임금노동자를 포괄하는 과정에서 임금노동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접근일 필요할 것이다. 
스웨덴과 벨기에의 경우, 자영업자의 보험료율을 임금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자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었다. 한국에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료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식에 숙고해야 할 사항이다. 스웨덴에서는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기기간이 
임금노동자는 자비 부담 기준으로는 없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1주일이다. 스웨덴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서, 8~14일 기간 동안 상병수당은 자영업자에게 소폭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자영업자의 
대기기간을 아예 없앴다. 덴마크의 조세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사이의 벽을 허무는 접근으
로 볼 수 있다.

셋째, 상병수당 도입 과정에서 최저 소득 기준은 설정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은 연소
득 19,920크로나 (약 155만원) 이상의 조건이, 벨기에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자격 조건을 제한하지는 않지
만 1만3847.39유로 (1893만원) 아래 구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저소득 기준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상병수당 급여액이 사업소득액보다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등의 다른 제도를 접근을 시도하면
서, 최저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덴마크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
되, 일정한 기간과 시간 이상의 자영업 종사 여부를 자격기준에 반영한다. 이와 같은 접근도 참고할 수 있
을 듯하다.

넷째,  자영업자를 위한 대기기간을 가능한 짧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대기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2019년에는 아예 없애버린 벨기에의 경험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
루라도 영업을 멈추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에게 쉼과 치료의 기회를 주기위해서도 대
기기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이 보다 정교하게 이뤄진다면, 상병수당제도가 임
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를 통합하는 제도로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나 고용보험제도에서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낮은 가입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그 토대 위에서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를 아우르는 제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기관 사회보험청
(Försäkringskassan)

국가자영자사회보험청(INAS
TI: Institut national d'Assur-

ances sociales pour trav-
ailleurs indépendants)
국가질병장애공단(INAMI)

NemRefusion (급여신청 및 
고용주 부담 관리)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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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아픔의 격차

권 정 현 (한국개발연구원) 
           

제1절 문제의 제기 

아픔의 경험은 공평하지 않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아픔이 공평하지 않음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콜센터
와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내가 어떤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따라 아픔에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언택트(untact) 상황을 지탱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쉴 새 없이 대면을 계
속하며 일해야 한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는 거리두기도 쉬어 가는 것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픔의 경험뿐만 아니라 아프고 난 후의 상황은 더욱 공평하지 않다.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지출은 직접적이지만 비교적 단기간에 지나가는 경제적 위험이다. 그러나 아파서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보다 심각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위험이다. 건강 문제로 인한 일자리 상태 변화와 그에 
따른 소득 상실 등 간접비용은 실제 의료비 지출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며 중장기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권정현, 2018).  

사회안전망은 이러한 위험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지대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아픈 노동
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충분하지 않다. 의료비 지출 위험에 대한 안전망은 건강보험이 담당한다. 하지만 아
픈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적비용, 특히 일을 지속할 수 없어 겪게 되는 경력단절과 소득 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1). 사회안전망 대신 아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 마련의 책임은 
고용주에게 귀착되고 제공하는 안전망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결정 또한 개별 사업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픈 노동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안전망인 유급 병가 및 휴직제도, 사업체 내 아픈 
근로자를 위한 보조기기 및 시설 제공 등은 종사하는 사업체에 따라 차별적이며, 제도가 갖춰진 사업체 내에
서도 근로계약 상태에 따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진다. 따라서 노동자의 아픔에 대한 안전망
은 노동자가 어떤 일자리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문제는 아픔에 더 빈번하게 노출될  수 있는 일자리일수록 안전망의 보호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건강 충격 발생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 내에서도 대규모 사업체와 소규모 사업체 종사 여부에 
따라 일자리 유지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 예이다(권정현, 2018). 또한 고용 형태의 변화로 고용
주와의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현 상황으로  안전망의 사각지대는 
확대되고 있다. 아픈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망은 아픈 노동자가 근로를 지속할 수 있고 삶의 질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Hill, Maestas and Mullen(2016)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건
강 악화를 경험한 근로자라도  보조기구 및 병가 사용, 근무시간 조정 등 고용주가 제공할 수 있는 편의를 제
공받은 경우 장애수당 신청을 2년 정도 미루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아픈 근
로자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따른 일자리의 안정성, 근로 환경 및 근로 강도, 
가용한 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어떤 노동자들이 더 취약한지, 어떤 노동자들이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
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망의 차이가 일자리에 따른 구조적 차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1) 최근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도입 검토를 공식화하였다(2020.07.2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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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고는  이를 위해 각 일자리 간  ① 종사자의 건강 수준의 차이 ② 일자리 안전 수준의 차이 ③ 일자리의 

안전망과 제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규모 기업과 소
규모 사업체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의 차이와 건강 위험 발생 이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 아픈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절 일자리 간 안전망 격차

본 절에서는 아픈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일자리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실증자료를 이용
해 살펴본다. 실제 자료를 통해서 어떤 이들이 더 아플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망 밖에 놓여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안전망은 어떤 것인지, 어떤 노동자들에
게 가장 먼저 안전망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다. 한국노동패널은 종사상 지위, 근로형태, 임금 수준, 근로하는 사
업체의 가용한 복리후생 제도, 일자리 환경 등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매해 조사한다. 따라서 
고용 형태별, 기업 규모별, 산업별 안전망과 건강 위험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이다. 

분석 대상은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남녀 6,051명이다. 임금 근로자로 분석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비임금 근로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그 중
에서도 영세 1인 자영업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아파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노동자에 대한 
논의에서 자영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적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러나 실제 시간의 가용성에 대한 논란은 있겠으나 자영업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근로 강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에 적어도 ‘쉼’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임금 근로자의 안전망에 대
해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추가적으로  최근 근로여건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본인을 1인 계약형태의 자영업자로 인식한다면 이들이 배제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다 자
세히 살펴보겠지만 종사상 지위 분류에서 특수형태고용 항목을 따로 포함해 특고 노동자가 배제되는 문제에 
대응하였다.  

2.1. 노동자의 고용 형태별 격차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를 살펴보자. 통상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나뉘는  기준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정의
된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최근의 다양화된 고용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근로 환
경의 열악함과 고용 불안정성 문제가 활발히 제기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를 포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정규직을 계약 기간의 존재 유무와 고용 형태에 따라 정의한
다. 본고에서 정의한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포함하며, 비전형 근로자
는 파견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단기) 근로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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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정규직 유형 정의 

 계약 기간과 고용 형태에 따라 정의한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6%를 차지하는데 반해 계약 기간
에만 기반해 정의한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26.6%에 그쳐 실제적으로 일자리 안정성이 낮은 고용
형태인 노동자를 안정적인 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다.2) 본고에서 정의한 비정규직 중 종사상 지위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개인의 대부분은 한시적 근로자(77.6%)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28.57%는 종사상 지위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표 2> 는 분석에 포함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낸다.  30-50세 연령 대 중 임금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
은 남성 61.6%, 여성은 38.4%이며, 평균 연령은 40.64세이다. 분석에 포함된 개인 중 가장 연령이 높은 사
람이 1968년 생으로 평균적인 학력 수준은 높은 편이다. 고졸을 포함해 고졸 이하 학력 인구는 전체 분석 샘
플 중 30%, 초대 졸 이상 학력이 70%를 차지한다. 

 분석에 포함된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24%이다.  비정규직 중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시
적 근로자가 75.8%이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로 근로하는 사람은 26.9%를 차지한다. 비정규직 중 비전형 근
로자는 32.1%이다3).  비전형 근로자 내에서는 일일호출근로자(55.9%)4), 특수형태근로자5)(25.6%), 용역 
근로자(21.3%) 순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비정규직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54.4%로 남성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평균 연령 또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크지 않다. 정규직의 평균 연령은 40.4세 비정규직은 41.4세이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학력 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정규직은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
졸 이상의 학력인 반면, 비정규직은 절반 남짓 (52.7%)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다.  

<표 2> 기초통계량 

2)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8월 말 기준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3%이다.
3) 본고의 비정규직의 분류는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지 않다. 비전형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

면 한시적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4) 일일호출근로자로 분류되는 직종에는 가사 및 육아 도우미, 간병인, 재가요양보호사, 건설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5) 특수형태근로자는 임금노동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계약 형식적인 측면에서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임금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정흥준, 2019)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변수 평균 평균 평균
남성   .616 .667 .456
연령 40.65 40.40 41.42
학력

고졸 이하 .3 .245 .473

대졸 이상(전문대졸 이상) .7 .755 .527

비정규직 유형  정의 

한시적 근로자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포함 
ex. 기간제 교사 

시간제 근로자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
ex. 파트타임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근로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으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및 일일근로자로 구성
e. 택배기사(특수형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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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노동패널 21차년도 자료 이용 저자 계산 

1) 종사 사업체 및 산업과 직종 비교   

사업체 유형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 제공되는 복리후생의 수준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일하는 사업체 유형에 격차가 있다면 종사 사업체의 격차가 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안전망의 차이로 이어
지게 된다. 

<표 3> 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근로하는 사업체의 유형과 규모를 나타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개
인 회사를 포함하는 민간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비중이 각각 76.7%, 79.7%로 가장 높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
자 중 16%가 안정성이 높아 선호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7.9% 만이 
정부기관 및 공공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특정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 특정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정규직은 0.2%에 그치는 반면 전체 비정규직 중 특정 사업체
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는 4.9% 수준이다.  특정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 중 83.7%가 비전형 근로
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종사하는 사업체 규모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비정규직은 29인 이하 영세 사업
체에서 근로하는 비중이 23.4%로 높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복
리후생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이 일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안전망이 취
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표 3>  사업체 형태와 규모의 차이 

비정규직 (계약기간과 고용 형태) .24

종사상 지위 기준 비정규직(계약기간 기준) .157

비정규직 유형별 분류  (N = 792)

한시적 근로자 .758

시간제 근로자 .269

 비전형 근로자 .321

비전형 근로자 유형(N = 254)

파견 근로자 .055

용역 근로자 .213

특수형태 근로자 .256

가정 내 근로자 .043

일일 호출 근로자 .559

N 3,295 2,503 792

변수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 평균 평균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평균 평균
주된 일자리의 기업 형태 

민간 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774 .767 .797 .797 .775 .811
외국인 회사 .009 .012 .003 .006 - -

공공기관(정부투자, 정부출연 
기관) .043 .046 .032 .050 .023 .012

 법인단체 .057 .054 .067 .083 .112 .012
정부기관 .100 .116 .047 .050 .079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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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 산업의 차이 
산업분류(표준산업분류 8차) 정규직(%) 비정규직(%)

A 농업 및 임업(01-02) 0.3 0.6
B 어 업(05) 0.1 0.3
C 광 업(10-12) 0.2 -
D 제조업(15-37) 27.9 9.9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41) 1.0 0.1
F 건설업(45-46) 7.0 13.6
G 도매 및 소매업(50-52) 10.6 13.8
H 숙박 및 음식점업(55) 2.1 8.7
I 운수업(60-63) 3.6 3.9
J 통신업(64) 1.5 0.6

K 금융 및 보험업(65-67) 4.5 3.8
L 부동산업 및 임대업(70-71) 1.8 3.3
M 사업서비스업(72-75) 11.0 7.8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6) 8.0 1.6
O 교육 서비스업(80) 7.0 12.1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8.8 13.1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87-88) 1.3 2.5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93) 3.3 4.0

95 가사 서비스업 - 0.1
99 국제 및 외국기관 0.1

합계 100.0 100.0

<표 #-5>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 직종의 차이 
산업분류(표준직업분류 5차) 정규직(%) 비정규직(%)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3 0.4
1 전문가 21.7 13.9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12.8 14.1
3 사무 종사자 29.1 13.0
4 서비스 종사자 5.1 13.6
5 판매 종사자 4.2 9.2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0.2 0.5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0 14.1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8 6.7
9 단순 노무 종사자 3.9 14.3

98 군인 0.8
합계 100.0 100.0

특정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음. .013 .002 .049 .008 .006 .142
시민단체, 종교단체 .003 .003 .005 .006 .006 .004

기업 규모(종업원 수)
29인 이하 .160  .136 .234 .211 .292 .224
300인 이하 .183  .196 .144 .153 .124 .146
500인 이하 .060  .068 .034 .039 .017 .039
1000인 이상 .130  .151 .066 .056 .028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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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수준과 건강 행동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다.  정
규직과 비정규직 간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표 6>)에서도 비정규직의 건강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좋지 않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 71.6%, 비정규직 64.8%가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좋은 편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하는 비중은 정규직 1.8%, 비정규직 3.4%로 나타난다.  직업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중은 0.5%로 낮은 수준이나 정규직 0.4%, 비정규직 1.0%로 차
이가 나타난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라 건강 수준에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
시적 근로자에 비해 비전형 근로자가 건강 수준이 좋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고(71.6% vs. 66.9%) 건강 수
준이 나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 건강 수준과 건강 행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건강 행동의 차이는 어떠할까? Sorenson et al.(2003) 은 건강 위험 행동이 사회경

제적 지위와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보인 바 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위험도가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일수록 금연 프로그램의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일자리
의 여건에 따라 건강 위험 행동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정규직의 흡연과 음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호황기에 업무량
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건강 위험 행동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정규직의 일자리에서 오는 스트레스
에 의해 건강 위험 행동이 증가할  수도 있다(Ruhm, 2000).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건강 행동의 차이가 
두 집단 간 성별 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남성만으로 한정하여 건강행동의 차이를 다시 
살펴보았다.  남성만으로 한정해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일수록 흡연을 하는 비율은 정규직에 비
해 높지만 음주 비율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7>). 또한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라 건강위험 행동에 격차가 나타나는데 한시적 근로자에 비해 비전형 근로자는 흡연과 음주 비율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난다.

변수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건강 상태 

현재 건강 상태가 좋다. .700 .716 .648 .716 .648 .669
현재 건강 상태가 나쁘다. .022 .018 .034 .018 .034 .028

1년 전 대비 건강 상태가 좋다. .052 .054 .044 .054 .044 .050
1년 전 대비 건강 상태가 나쁘다. .667 .681 .624 .681 .624 .650

육체적 제약이 있다. .005 .004 .006 .004 .006 .006
직업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005 .004 .010 .004 .010 .006

건강 위험 행동
흡연 .286 .296 .256 .233 .090 .406
음주 .738 .765 .653 .625 .551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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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남성 임금 근로자의 건강 행동  
변수 정규직 비정규직

건강 행동
흡연 .440 .535
음주 .862 .787

3) 가용한 안전망의 차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제도 중 아픈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법정퇴직금, 유급 휴가제
도, 병가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안전망 제공 여부는 아플 
때 쉬어가고 회복 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인이다. 많은 아픈 노동자들이 쉴 수 
없는 것은 한번 쉬면 더 이상 쉬고 싶지 않아도 ‘쉬게’되는 불가피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소절에
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아플 때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표  8> 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가용한 안전망의 차이를 보여준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 수준에서도 정
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해고 등으로 인해 실업을 겪을 때 소득 및 재취업 지원을 제
공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은 정규직은 81.7%가 가입되어 있으나 비정규직은 절반 수준인 52.3%만이 가입되
어 있다. 산재보험 또한 유사한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사업체 내에서 아픈 노동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안전망을 살펴본다. 사업체 내에 제도가 마련되
어 있더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유무와 제
도 이용 가능 여부를 분리해서 살펴보았다. 법정 퇴직금 제도는 퇴사 후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84.2%가 근로하는 사업체에 법정퇴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정규직은 근로 사업
체의 93.7%가 법정 퇴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비정규직은 근로 사업체 중  54.2%만이 법정 퇴직
금가 있다. 근로 사업체에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제도의 적용 여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다. 법정퇴
직금 제도가 마련된 사업체의 정규직 대부분은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근로 사업체 내 제
도 여부와 제도 적용 여부 간 격차가 있다. 제도가 마련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54.2%이나 제도의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은 47.2%이다. 

‘아플 때 쉴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된 제도인 유급 휴가 및 병가 제도 가용 여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큰 격차를 보인다. 근로 사업체에서 유급휴가 제도가 운영되는 비율은 정규직 78.8%, 비정규직 36%로 비정
규직이 근로하는 사업체는 정규직에 비해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사
업체에 제도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비정규직까지 제도를 이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규직은 사업
체 내에 유급 휴가 제도가 운영되고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각각 78.8%와 77.5%로 크게 다르지 않으나 비정
규직은 일하는 사업체에 유급 휴가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이나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는 응답은 
29.6%로 나타나 고용 형태별로 제도 이용 가능 여부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다 직접적으로 아
픈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안전망인 병가제도는 임금 근로자 종사 사업체 중 절반 수준인 51.6%만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도 정규직의 60.4%는 사업체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제도의 
이용이 가능한 비율 또한 57.2%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상당수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근로 사업체에 병가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가 23.7%에 그치며 그나마도 16%만이 병
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안전망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에 격차가 있는데  병가 제도의 경우  
한시적 근로자의 21.1%가 사업체 내에서 병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비전형 근로자의 11.8%만이 병
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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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안전망의 존재와 가용 여부  

권정현(2018)에서는 같이 비정규직이라도 종사하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건강 충격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을 보였다. 이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이용 가능한 안전망 수준에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9>는 종사 근로자 300인 이상 중견 사업체와 30인 미만 영세 사업체 간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안전망의 차이
를 보여준다.  예상 가능한대로 영세 사업체는 종사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전망이 취약하며, 이는 비
정규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에도 적용되는 바이다.  또한 전체 근로자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안전망이 제약
적인 것과 더불어 비정규직 내에서도 영세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은 안전망 이용 가능성이 더욱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9> 사업체 규모별 안전망 격차 

변수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사회보험

고용 보험 가입 여부 .747 .817 .523 .708 .421 .331
산재보험 가입 여부 .743 .812 .524 .697 .405 .362

　 　 　 　 　
사업체 내 안전망 유무와 가용 여부 　 　 　 　 　

법정퇴직금 제도가 있다. .842 .937 .542 .722 .455 .347
법정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820 .930 .472 .697 .309 .268

　 　 　 　 　
유급 휴가 제도가 있다. .685 .788 .360 .483 .264 .252

유급 휴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660 .775 .296 .450 .146 .181
　 　 　 　 　

병가 제도가 있다. .516 .604 .237 .297 .202 .177
병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473 .572 .160 .211 .118 .118

　 　 　 　 　
민간의료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다. .119 .145 .037 .047 .006 .043

민간의료보험료 지원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118 .144 .035 .044 .006 .043

변수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300인 이상 사업체 

법정퇴직금 제도가 있다. .962 .998 .709 .794 .625 .649
법정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936 .993 .544 .765 .250 .405

유급 휴가 제도가 있다. .923 .971 .595 .676 .500 .541
유급 휴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892 .960 .418 .647 .125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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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전적 위험 노출의 격차 

아픈 노동자를 쉴 수 있게 하는 제도 마련 및 소득 지원과 같은 사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일
자리에서 발생하는 아픔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사후적 보상에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
펴본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 수준과 사회보험 안전망의 차이는 사후보상 및 지원에 해당
한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일자리에 따라 불평등한 작업장의 위험이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면 이들에 대한 사
후적 보상의 미흡함과 맞물려 아픔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실제로 박종식 외(2012)는 비정
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작업 관련 손상 경험에 차이는 없으나,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노출 확률
이 더 높은 것을 보인 바 있다.  

본 절에서는 일자리에 따라  근로 환경과 위험에의 노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고용
형태별로 근로 환경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지
를 확인한다. 또한  안전망의 취약성과 위험에 대한 노출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
해 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산업별, 고용형태별 작업장 환경의 차이를 살펴본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주된 
일자리의 작업장 환경에 대해 조사한다. 주된 일자리에서 하는 일의 작업 환경과 관련한 질문은 <표 10>의 
다섯 가지 문항이다.  다만 작업장 환경과 관련된 조사는 노동패널 10차년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2007년의 
상태만을 파악할 수 있다. 작업장의 위험 환경이 지난 10년 간 개선되었다면  본 분석 결과는 다소 과장된 결
과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작업장에서의 사망 사고와 일자리 안정
성 및 고용 형태의 변화는 과연 지난 10여 년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게 만든
다. 본 절의 분석 결과가 다소 과거의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떤 사람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경향
성을 보여주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병가 제도가 있다. .783 .821 .519 .529 .500 .514
병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702 .757 .316 .382 .250 .270

민간의료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다. .292 .321 .089 .176 .000 .027
민간의료보험료 지원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287 .318 .076 .147 .000 .027

30인 미만 사업체 
법정퇴직금 제도가 있다. .770 .906 .519 .790 .481 .193

법정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740 .892 .460 .776 .327 .158
　 　 　 　 　

유급 휴가 제도가 있다. .492 .598 .297 .447 .289 .105
유급 휴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470 .587 .254 .434 .173 .088

　 　 　 　 　
병가 제도가 있다. .274 .337 .157 .237 .192 .018

병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249 .326 .108 .184 .115 -
　 　 　 　 　

민간의료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다. .019 .024 .011 .013 - .018
민간의료보험료 지원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019 .024 .011 .013 -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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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작업장 환경 관련 질문 문항 

우선 고용 형태에 따른 작업장 환경의 위험 정도 차이를 살펴보자. <표 11> 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처한 작업장 환경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다. 모든 문항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위험하고 건강상의 문
제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장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직의 26.8%가 현재 하는 
일이 자주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요구한다고 응답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기 쉬운 작업 환경
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규직 중에서는 11.9%만이 이러한 작업장 환경에 노출되어 있
다.  먼지, 매연, 공해 등 호흡기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업장 환경 또한 비정규직 일자리 종사자는 
25.3%가 노출되어 있는 반면  정규직 일자리 종사자는 14.1%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종사자는 소음 또는 진동에 정규직 종사자에 비해 높은 비율로 노출되며(21.8% vs. 14.7%),  인체
에 유해한 화학 약품이나 폭발물을 취급하는 환경(5.4% vs. 4.2%)과 추위 및 더위(27.1% vs. 12.7%)에도 
더 많은 노출도를 보인다. 단선적인 수치의 비교이기는 하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건강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기 쉬운 열악한 작업장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주된 일자리의 작업장 환경 차이 

주: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자료: 노동패널 10차조사 자료 이용 저자 계산

다만 <표 11> 에 나타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애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종사하는 주요 산업 
및 직종의 위험도 차이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
정규직 간에 작업장 위험환경 노출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선별된 산업 은 각 작업환
경별로 전체 근로자의 위험  노출도가 높은 순의 세 산업이다.  건설업은 작업장 위험 요인을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산업이다. 화학약품이나 폭발물 취급 환경 외 나머지 네 가지 위험 작업장 환경에 건설업 종사자의 
절반 내외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업 외에는 제조업과 운수업이 위험 작업장 환경 노출도가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자주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요한다   .159
(0.366)

.119
(0.324)

.268
(0.443)

 먼지, 매연, 공해를 내는 환경에 노출 .171
(0.377)

.141
(0.349)

.253
(0.435)

심한 소음, 진동 또는 고공에서 일하는 환경에 노출 .166
(0.372)

.147
(0.355)

.218
(0.413)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이나 폭발물을 취급하는 환경에 노출 .045
(0.207)

.042
(0.2)

.054
(0.232)

 극도의 추위나 더위 혹은 땀을 흘리는 일을 요한다 .166
(.37)

 .127
(0.333)

.271
(0.445)

N 4,346 3,174 1,172

질문 문항 
현재 하는 일이 자주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요구한다. 

현재 하는 일이 먼지, 매연, 공해를 내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하는 일이 심한 소음, 진동 또는 고공에서 일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하는 일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이나 폭발물을 취급하는 환경에 노출 되어 있다. 
현재 하는 일이 극도의 추위나 더위 혹은 땀을 흘리는 일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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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2> 작업장 위험환경 노출도 상위 3개 산업 

<표 12>는 동일 산업 내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작업장 위험환경 노출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설업은 근골격계 질환과 연관되는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에 건설업 종사 정규직  
30.4%가 그렇다고 답해 정규직 또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비정규
직은 73.2%의 현재 직무가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요구한다고 응답해 정규직에 비해 압도적으
로 높은 수준으로 위험 작업장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 산업 내에서도 직종에 따라 직
무 유형은 달라지기 때문에 직종 단위까지 통제가 필요할 것이나, 적어도 동일 산업군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
정규직 간 위험 노출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더 열악
한 작업장 환경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운수업과 제조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무거운 짐을 들거
나 옮기는 작업은 제조업에서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13% vs. 24%), 먼지매연공해를 
내는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22.1% vs. 26.9%),  소음, 진동 또는 고공에서 일하는 환경 또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3> 산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작업장 위험 환경  노출 차이
자주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필요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건설업 0.304
(0.461)

0.732
(0.466)

0.233
(0.423)

0.217
(0.414)도매 및 소매업

0.13
(0.336)

0.24
(0.429)제조업

먼지 매연 공해를 내는 환경에 노출
정규직 비정규직 

건설업 0.372
(0.484)

0.662
(0.474)

운수업 0.244
(0.431)

0.39
(0.494)

제조업 0.221
(0.415)

0.269
(0.445)

심한 소음, 진동 또는 고공에서 일하는 환경에 노출
정규직 비정규직 

현재 하는 일이 자주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요구한다.  

현재 하는 일이 
먼지, 매연, 공해를 

내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하는 일이 심한 
소음, 진동 또는 
고공에서 일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하는 일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이나 

폭발물을 취급하는 
환경에 노출 되어 

있다.

현재 하는 일이 
극도의 추위나 더위 
혹은 땀을 흘리는 

일을 요한다. 

건설업(51.6%) 건설업(51.4%) 건설업
(48.4%)

제조업
(8.3%) 건설업(51.8%)

도소매업(22.4%) 운수업(29.9%) 제조업
(30%)

전기가스수도
사업(8%) 숙박음식업(20.7%)

제조업 (15.7%) 제조업(22.9%) 운수업
(25.3%) 건설업(8%) 제조업(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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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산업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위험한 작업장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건설업은 특히 그 정도의 차이가 큰 산업이다. 앞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설업은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
고 그로 인해 사후적 보상 또한 여타의 산업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건설업의 직무 특성과 관
련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육체노동 요구도가 높은 일자리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아프게 되
고 기존에 요구되던 육체노동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보다 급격한 임금 소득 감소에 노출되기 때문
이다(Rhee, 2020). 사전적 위험의 격차위에  사후적 보상의 격차가 더해져 불공평한 아픔의 경험에 더해 아
픈 후의 불공평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건설업은 특히 아픈 노동자
에 대한 보호 장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 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다원화된 집단이다. 비정규직으로 뭉뚱그려진 정의 안에서도 위험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가 나누어진다.  원청과 하청, 비전형 근로 등 고용형태의 다각화는 또한 노동
자 안전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어떤 고
용 형태의 근로자가 더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유형별로 나누어 위험한 
작업장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확인하였다(<표 14>).  

<표 14> 비정규직 고용 유형별 주된 일자리의 작업장 환경 차이 

건설업 0.356
(0.48)

0.624
(0.485)

제조업 0.309
(0.462)

0.315
(0.466)

운수업 0.216
(0.465)

0.299
(0.454)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이나 폭발물을 취급하는 환경에 노출
정규직 비정규직 

제조업 0.079
(0.269)

0.126
(0.333)

 전기가스업 0.036
(0.191) -

건설업 0.02
(0.141)

0.042
(0.202)

극도의 추위나 더위 혹은 땀을 흘리는 일을 요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건설업 0.37
(0.484)

0.677
(0.469)

  숙박 및 음식점업 0.216
(0.413)

0.138
(0.347)

제조업 0.07
(0.256)

0.253
(0.44)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자주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요한다 

  
.268

(0.443)

  
.195

(0.397)

  
.151

(0.358)

  
.367

(0.482)
먼지, 매연, 공해를 내는 환경에 

노출
  

.253
(0.435)

  
.175

(0.380)

  
.127

(0.334)

  
.351

(0.478)
심한 소음, 진동 또는 고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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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와 아픔의 격차 _ 권정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작업장 위험 환경 노출 정도에 차이가 나
타난다. 특히 비정규직 유형 중에서도 비전형 근로자는 모든 유형의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비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6). 이러한 결과는 안전망 제공 측면에서도  비전형 근로자가 가장 취약한 점과 
맞물려, 아프게 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가 가장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비
전형 근로자는 기능원과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아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부수적인 일자리 위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보완 인력으로 활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는 
‘위험의 외주화’ 가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표 15> 비전형 근로자의 직종 유형 

6) 샘플 수가 적어 단순히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비전형 근로자 내에서도 파견직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작업장 
환경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하는 환경에 노출 .218
(0.413)

.162
(0.369)

.085
(0.279)

.296
(0.457)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이나 
폭발물을 취급하는 환경에 노출 

  
.054

(0.232)

  
.057

(0.231)

  
.015

(0.124)

  
.066

(0.248)
극도의 추위나 더위 혹은 땀을 

흘리는 일을 요한다
.271

(0.445)
.199

(0.400)
.17

(0.376)
.37

(0.483)
N 1,172 548 259 670

 직종 비중(%) 
전문가 3.72

기술공 및 준전문가 4.33
사무직 4.58

서비스직 9.49
판매직 8.68

농어업임업 숙련 종사자 0.37
기능원 22.8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7.79
단순노무종사자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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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 희
한국노동연구원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

- 인간중심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 -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2020.11.27.

2

“어느날, 정부가식량과생필품부족에대처하고
노동계급의수익향상을도모한다는명목으로
유용성이떨어지는사람들의생존시간을제한하는법령을발표한다. 
유용성의정도에따라그일수만큼만살도록하는것이다.

법령에따라주인공쥘플레그몽은한달에겨우 15일만살수있게되었다. 젊은부인과사
는노인로캉통의상황은더욱좋지않은데, 자신은한달에 6일을배급받았지만부인은 15
일을배급받았기때문이다. 일상은더욱분주해졌고, 때론엉망이되었다. 

급기야생존시간배급표가거래되기시작했다. 일을해도버는돈이뻔한, 그래서살아가
는일이벅차고때로고통스러운사람들(주로가난한사람들)은시간이필요한사람들에
게자신의시간을판매한다. 그대가는영위할수있는시간의단축이고, 고통스러운시간
을견디기위한생활비마련이다. 

그래서시간을판매한자와구매한자의달력은다르다. 부자들의달력에는 3월38일, 8월
45일같은날짜들이덤으로주어지고, 반면가난한자의달력은 1월이 25일로끝난다든가
5월은 27일까지밖에없다든가하게된다. 즉, 5월27일에잠든가난한사람은 6월1일아침
에깨어나게되는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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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처분권

3

• 근로계약
‐ 시간처분권을사용자에게넘기는대가로임금받는수량적교환
‐ “계약의논리속에노동은계량적시간으로축소되는데, 그시간동안
근로자는자신의고유한의사를포기하고사용자나그이익대표자의
지시에따를준비를한다. 법률은근로시간의정의속에이러한
사정을승인한다.”(Supiot, 2016: 408)

• 실근로시간
‐ “근로자가사용자의처분에놓여져그지시에따르는시간으로서
개인적사무에자유롭게종사할수없는시간을말한다.”
(프랑스노동법전 L3121‐1)

• 자본주의노동력거래: 종속관계에서의시간처분권정당화

시간 처분권

4

“한동안회사에일이없던시기가
있었는데나는그때매일의미없이

컴퓨터를바라보며시간을보냈다. 영화도
보고, 인터넷쇼핑도하고, 인터넷유머도
다훑어보아도시간은더럽게안갔다. 아, 
밖에나가서자유롭게돌아다니면좋겠다. 

그러나나의시간은내것이아니고
회사의것이구나. 마치책상앞에앉아

고문을당하는기분이었다.
그렇게한달이지나고월급이입금됐다. 
그돈은나의자유와맞바꾼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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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사회와 야간노동

5

• 인간의노동과자연의시간

• 인공조명의발명, 산업혁명, 그리고야간노동
‐ 19세기초반부터공장 24시간가동체제구축. 12시간맞교대
야간노동등장(엥겔스(1845)『영국노동자계급의상태』)

• 야간근로제한입법
‐ 영국 1831년공장법: 면직물공장서 20세이하 19:30‐05:30 노동금지
‐ 국제노동기구ILO 제1호협약(1919)
공업부문사업장에서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제한

• 초연결사회와야간노동
‐ 24시간노동력총동원사회: 언제, 어디서든

시간의 분배

6

• 누구나하루 24시간?
‐ 노동자의시간을사용자를위하여사용하게하는것
‐ “착취의부정의에예속되는자들이겪는가장근본적인부정의는
시간을갖지못하는부정의, 시간성분배의부정의“ (랑시에르 2019,
『모던타임스: 예술과정치에서시간성에관한시론』)

‐ 시간종속: 과거‐현재‐미래 “세겹의현재” 
‐ 상품화된시간,불평등분배,시간결핍발생

• 시간분할을둘러싼비민주성확장
‐ 노동자‐사용자→ 노동자‐노동자

• 밤과어둠의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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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nit
Per
Hour

시간관리

시간관리

8

집배부하량(업무강도) 시스템

배달항목 1통당
배달시간

1시간
산출

일반우편물 2.1초 1,714통

특수통상(등기등) 2.8초 129통

등기소포(택배)저중량 30.7초 73통

등기소포(택배)고중량 49.0초 117통

개별픽업 178.5초 20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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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관리

9

“알고리즘 = 취업규칙”

자료: 라이더유니온

장시간노동

10

집배원의 경우,
하루 8시간 노동 기준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보다 연간 87일, 
OECD 평균보다 연간 123일
더 일하고 있음

비고: 집배원 2017년 기준. 그 외 2016년 기준.

시기별 출퇴근 시간 및 하루 체류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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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평균값의
함정

평균값초과
집배원 57%

교대제 노동

12

D=주간조(0730-1530)
E=저녁조(1500-2230)
N=야간조(2200-0800)
M2=일근(0900-1800)
OF=휴일, S=주휴, AL=연가

총 근무일수 21일
주간 6일, 
저녁 8일, 
야간 6일, 
일근 1일

자료: 이정희 외(2017)

일 월 화 수 목 금 토

OF S E E

N N N

OF
D D D

SE

N

OF S
M2

E E

N N

OF AL S
D D D

E

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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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편성

13

• 교대근무자별노동시간

• 교대근무편성
‐ ‘주간 –저녁 –야간’ vs. ‘주간 –야간 –저녁’

“수간호사가번표를짤때나이트근무자를쫙정한다음, 데이와
이브닝근무자를중간에끼워넣어요. 간호사별로스케줄이
들쑥날쑥하죠. 한달치가미리결정되더라도무슨일이생기면
그때마다번표가바뀌어요.”

평균 최소 최대

1주 근무시간(단순) 49.8 30.0 90.2

1일 근무시간 10.6 9.2 12.1

- 주간근무자 1일 근무시간 9.7 5.6 13.3

- 저녁근무자 1일 근무시간 9.1 6.7 11.0

- 밤근무자 1일 근무시간 13.1 9.7 13.3
자료: 보건의료노조, 
2015년 조합원 실태조사

야간노동

14자료: 한겨레, 
2020.10.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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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배송 시장 확대

15

• 주요유통사들의야간배송현황

자료: 한국경제 2019.3.24.자, “밤에 고른 메뉴가 아침 식탁에… 아마존도 두 손 든 ‘새벽배송＇ 1조로 쑥쑥”

업체
배송

상품수(개)

주문

마감시간
배송 가능지역 배송비(무료조건)

마켓컬리 7,000 오후 11시 서울, 인천, 경기 3,000원(4만원↑)

쿠팡 2,600 밤 12시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대전, 울산, 

부산, 세종 등

월 2,900원

유료회원(로켓와우)

이마트 27,000 밤 12시 서울 강남 일부, 용산, 인천 등 3,000원(4만원↑)

헬로네이처 3,000 밤 12시 서울, 인천, 경기 일부 2,500원(4만원↑)

롯데슈퍼 5,000 오후 10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부산, 대구 등 2,500원(4만원↑)

GS리테일 5,000 오후 11시 서울, 경기 일부(분당, 일산, 부천) 3,000원(3만원↑)

더반찬 500 오후 1시 서울, 경기 일부(분당, 일산, 부천) 2,900원(4.5만원↑)

쿠팡 배송기사

16

• 고용형태
‐ 쿠팡맨(정규직, 비정규직), 쿠팡플렉스(coupang flex)

• 쿠팡맨노동시간및임금구성 (2019년)

‐ 급여공제동의서: 과태료, 교통사고처리비용등원천공제

노동시간 기본급
고정형

연장근로수당

고정형

야간근로수당
월급여액

야간배송

(wave1)

22시-08시 2,494,624원 544,580원 907,633원

3,946,837원
연장근무 1시간

야간노동 7시간

휴게시간 1시간(02-03시)

월 209시간분 주7시간분 주35시간분

주간배송

(wave2)

10시-21시 2,494,624원 933,565원

- 3,428,189원연장근무 2시간

휴게시간 1시간(12-13시)
월 209시간분 주12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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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배송기사

17

• 고용형태임금노동자(100여명) + 개인사업자(500여명)

• 야간배송직 (계약직) 노동시간및임금구성

• 하루: 07시퇴근 – 08시취침 –휴식 – 21시출근준비 – 22시까지출근

• 교대제(shift) 아닌고정(fix) 야간노동
‐ 건강악화된노동자퇴사(exit): ‘건강한노동자효과’

노동시간 기본급 중식대 야간근로수당 월급여액 별도

22시-07시

휴게시간1시간포함

야간노동 7시간

1,745,150 100,000
670,523

(7시간분)
2,515,673

업무실적성과급(월 20만-50만원)

상여금분기별 20만컬리포인트

생일에 20만컬리포인트

야간노동과 몸

18

• 간호사근무형태별지난 1년간하루평균수면시간

자료: 보건의료노조, 
2019년 조합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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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과 몸(contd.)

19

• 1주단위자고일어나도극도의피곤함을경험한횟수

• 업무수행시위험요인에수면부족이포함되는지여부

6～7회 4～5회 2～3회 1회 전혀없음 4회 이상 2회 이상

주간근무 14.9 21.7 33.8 16.8 12.7 36.6 70.4

2교대 16.5 24.1 37.7 16.3 5.4 40.6 78.3

3교대 22.5 30.3 31.4 11.3 4.4 52.8 84.2

자료: 보건의료노조, 
2019년 조합원 실태조사0 20 40 60 80 100

주간근무

2교대

3교대

야간전담

예 아니오

야간노동과 몸(contd.)

20

• 야간배송기사사례

‐ “아침 8시에퇴근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새벽에휴식시간주고서
한시간쉬라고하지만배송물량처리하려면제대로쉬지못합니다. 
게다가어두운상태에서일을하니까사고위험이높습니다. 
야간근무자들에게추가로지급하는것은조끼에부착할수있는
작은후레쉬하나여서핸드폰후레쉬를밝히고서일하다가사소한
사고들이발생하는비율이높습니다.”

‐ “잠을제대로못자면서건강이나빠지는것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가족모임등을일절할수가없구요. 기존쿠팡맨들이
야간배송으로전환하지않으니까신입쿠팡맨들을야간배송에
투입하고, 신입들이늦게물량을처리하면서기존직원들의물량이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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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과 삶

21

• 일상생활의파괴
‐ 약속의파행, 계획실천의어려움, 언제나대기상태

• 3교대간호사모성·부성보호제도사용현황
사용했다 사용하지 못했다

임신 중 쉬운 업무로 전환 요구 9.3 90.7

임신 중 하루 2시간 노동시간 단축 (임신 12주내, 36주 이후 2시간 단축) 17.5 82.5

유급 태아검진 시간(28주까지 4주 1회, 29～36주 2주 1회, 37주 이후 1주 1회) 25.5 74.5

유급수유시간(생후 1년 미만,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4.9 95.1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육아휴직 대상자, 주 15～30시간) 10.0 90.0

출산 전ㆍ후 휴가(90일, 다태아는 120일) 65.5 34.5

배우자 출산 휴가(3～5일 사용 가능, 3일은 유급휴가) 23.2 76.8

난임치료 휴가(연간 3일,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6.1 93.9

자료: 보건의료노조,  2019년 조합원 실태조사

근로기준법

22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장 기능습득

제8장 재해보상

제9장 취업규칙

제10장 기숙사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2장 벌칙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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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3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①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1. 화학적인자
2. 분진(7종)
3. 물리적인자(8종)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밤 12시부터오전 5시까지의시간을포함하여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월평균 4회이상수행하는경우

나. 6개월간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6시사이의시간중작업을월평균
60시간이상수행하는경우

경계

24

• 결핍된어둠(밤)에대한욕망 vs. 인공조명없는삶의불편함

• 사회적필요가인정되는것 vs. 이기적욕망충족을위해필요한것

공공서비스형 기술적필요형 이윤추구형

야간의필요성을위해
누군가는대기해야하는

설비가동멈출수없는. 사
고발생시시민안녕위협

이윤추구향한무한경쟁의
부산물

경찰, 병원, 돌봄, 소방, 교
정, 소방, 군대등

통신사제어실, 발전소제
어실

제조업교대제, IT업체, 
물류배송업등

→ 야간노동환경개선, 적절한교대제, 
예산∙인력의확충필요

→ 최대한제한. 
경우에따라금지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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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25

• 현대자동차주간연속2교대제

• 환경미화원주간근무로의전환사례

산재사고율
43% 감소

지자체명 종전 현행

정선군 05:00 – 14:00 09:00 – 18:00

의왕시 02:00 – 10:00 06:00 – 15:00

정읍시 02:00 – 07:00 05:00 – 11:00

종전 현행(2020.11.)

(주간) 08:00 – 18:50 (1조) 06:45 – 15:30

(야간) 21:00 – 08:00 (2조) 15:30 – 00:10

예외원칙

26

• 야간노동 남용 방지 원칙
‐ 현행법: 야간노동 길이 규제 없음. 다만 가산임금 지급
‐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원칙
‐ 프랑스 노동법전(Code du travail)

“야간노동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이익을 갖는 업무나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L. 3122‐1).”

• 직접규제의 필요성
‐ 가산임금제의 두 얼굴: 초과근로 억제 vs. 저임금 장시간 노동
‐ 야간노동시간 그 자체에 대한 직접규제 필요

• 야간노동과 야간영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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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주권

27

• 가산임금제
‐ 저임금과 맞물려 야간노동 조장하는 역기능 가능성
‐ 가산임금 아닌 보상휴가로 지급할 필요

• 보상휴가 의무화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가산임금을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의무’로 강화하는 방안(근기법 제57조)
‐ 프랑스 노동법전 (L. 3122‐8):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휴가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여기에 더하여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가산임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 시간을 둘러싼 쟁의(爭議)
‐ 종속 안에서의 보호/노동 밖에서의 자유

vs. 종속으로부터의 자유/노동 안에서의 자유

야간노동 가이드라인

28

• 보건복지부, 간호인력야간근무가이드라인(2019.10)

항목 내용

야간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 원칙

월 야간근무 횟수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 제한

야간근무 후 휴식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연속 야간근무 일수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

야간업무량 조절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근무 시 업무량 조절

(채혈, 상처소독, 의사의 오더 시간 등을 야간근무 이외의 시간으로 조정)

교육 및 훈련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배려

근무 외 행사 참여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건강권 보호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시행(연 1회)

로테이션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와 낮 근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 선택권 보장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전담 근무의 연속기간은 3개월 이하로 제한

개인 동의를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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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29

• 야간노동위험성관련사업주의정보제공의무부여
‐ 국제암연구소(IARC) 야간노동 ‘2급발암물질’로규정
‐ 유해위험화학물질취급자에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제공

• 노동법의포섭범위
‐ ‘근로자’ vs. ‘일하는시민’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 소비행동이사회와환경에미치는영향인식
‐ 이익과편리→ 다른공동체구성원에영향→ 사회적비용증대
‐ 기업이윤추구 + 소비자편익추구결합의효과공론화필요

시민
사회

30

사회임금조정된
시장임금

의료
교육
주택
연금
실업
…

노동시간
임금

노동강도
보건안전
노동환경

…

노동
3권 노조 노조 시민권

소득이전정치
시민
사회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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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bour market 
precariousness experienced by Korean female worker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t 
further analyses the labour market precariousness experienced by women as compared 
to men, beyond the difference in employment insecurity or unemployment. The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Korean female workers, who face a higher risk as they work in 
environments that are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and also face employment 
instability at the time of crisis. For this purpose, the study examines Korean females’ 
concentration at the intersection of traditional labour instability and occupations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using the COVID-19 Social Distancing Risk Index. Data 
from the South Korea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as been used. This study analyses how COVID-19 has impacted female workers 
to move from employed to either unemployed, time-related underemployed, or potential 
economically active groups (Potential Labour Force) by categorising labour force into the 
Traditional Precarious Group (TPG), Extended Precarious Group (EPG), and Discouraged 
Precarious Group (DPG). This research attempts to highlight the hidden female 
precarious group, the requirement of strong face-to-face interaction at work, and the 
degree of digital intensity, which have an impact on the possibility of working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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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based on the industry or occupation. It states that these sh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 characteristics while defining precariousness in the female labour market.

Keyword: COVID-19; South Korea; female workers; gender gap; digital skill; 
precarious work

Introduction

The COVID-19 pandemic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Measures 
taken to curtail the spread of the infection, such as, self-isolation, restrictions on travel, 
and closure of public facilities, ha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the economy, and certain 
indirect effects such as a decline in employment and corporate bankruptcy due to 
reduced GDP, were also observed (Jordi 2020). Particularly,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global economy is much larger than the impact of previous similar (or comparable) 
global economic and health risks. The purchase management index (PMI)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 has decreased mor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an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GFC) and the H1N1 infection (H1N1) pandemic 
(Gopinath 2020). This impact can be attributed to the economic ripple effect caused by 
COVID-19 not only in the demand sector but also in the supply sector (Kim TY et al., 
2020).

The above mentioned factors have led to a decrease in labour supply due to labourers 
contracting the infection, deaths from the same, quarantine and regional blockade, and 
a decrease in labour demand due to the closure of businesses, etc. Specific cases from 
different countries have also been reported, such as, the reduction of 900,000 jobs in 
the tourism and construction industry in Spain (2020), plans to cut more than half of 
the workforce in 44% of the companies in the UK, and newly filed unemployment 
benefits by 20% of the private-sector workers in France. Global unemployment is 
projected to increase by 24.79 million, and the total loss of earned income is expected 
to be $3.4 trillion in 2020 (ILO 2020a). This impact differs across industries, and has 
been seen in the construction sector, education and healthcare sector, interpersonal 
work, and other service sectors (Forsythe 2020).

According to the employment trend in the South Korean (hereafter Korea) labour 
market as per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0), as of August 2020,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decreased by 274,000 as compared to the same month last year. This 
surpasses the decrease of 250,000 that was seen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t is 
also higher than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in the first two months 
after the Korean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people employed 
was particularly striking in sectors such as accommodation and restaurant, health and 
social work, and education, which reflects the global labour market trend. However, 
these numbers are limited to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employed without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which is the primar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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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COVID-19 pandemic intensified the existing vulnerability of women and the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ur market (Adams-Prassl, Boneva, Golin, and Rauh 2020). ILO 
(2020b) attributes this to the following factors: First, a large number of women were 
engaged in economic sectors that have been severely affected by the pandemic. Second, 
women engaged in domestic work are highly vulnerable to containment measures such 
as lockdowns. This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women account for 38.7% of the total 
workers, while 61% of the total people employed in the arts, entertainment, and other 
service sectors and 54% of those employed in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are 
women (ILO 2020b). Third, a majority of the frontline workers in the health and social 
work sector are women, and therefore, the increased care demand during the crisis is 
concentrated among them.

Data clearly indicates that COVID-19 ha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women in Korea. 
According to the employment trend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0), in August 
2020, out of the decrease of 274,000 people employed, as stated previously, 65% 
(178,000) were women. Based on the existing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ur market1), it 
is evident that the impact on women is more severe. This dramatic  decrease in the 
number of women employed is because a large number of women are engaged in 
sectors that have been the most affected by the employment shock caused by the 
pandemic.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e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bour market 
precariousness as experienced by Korean female workers due to COVID-19, and to 
analyse gender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d instability beyond the gender gap of the 
non-standard work. It focuses on Korean female workers, who are employed in fields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and also face employment 
instability at the time of crisis. For this purpose, the study examines Korean females’ 
concentration in the intersection of traditional labour instability and occupations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Furthermore, it analyses the instability of female 
workers and gender differences by expanding on the concept of precarious labour. The 
Korea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hich is a nationwide survey that is 
conducted every month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activities such as employment, unemployment, and labour 
market participation rate, has been used for this purpose. 

COVID-19 and the Female Labour Market

Existing studies have elaborated on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economic sector 
and labour market and have focused on the magnitude of the employment shock, such 
as the increase in the unemployment rate or the gap between groups due to the impact 

1) Before the COVID-19 crisis, in August 2019, the proportion of women among the total employed 
was 43.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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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jner et al. 2020; Campello, Kankanhalli, and Muthukrishnan 2020; Adams-Prassl et al. 
2020; Kim, Koh, and Zhang 2020; etc.). These studies elaborate on the significant 
changes observed in the employment index such as the unemployment rate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These studies point out that the impact on the labour market is unequal between 
groups based on gender, race, employment status, industry, etc., and as a result, it 
increases the existing inequality and segmentation in the labour market (Adams-Prassl et 
al. 2020; OECD 2020; Borjas and Cassidy 2020; Fairlie, Couch, and Xu 2020; Campello et 
al. 2020; Kramer and Kramer 2020; Forsythe 2020; Ud Din et al. 2020; Cortes and 
Forsythe 2020).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0) emphasises that non-standard workers, including self-employed, part-time, and 
temporary worker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risk of unemployment and income 
loss due to containment measures initiated due to the spread of the infection. Among 
these, low-wage non-standard employees, involuntary part-time workers, and small 
entrepreneurs are particularly at risk, and the risk may also vary based on the 
possibility to work remotely. Particularly, involuntary part-time workers who engage in 
part-time jobs due to the inability to find a full-time job may be more economically 
vulnerable. Considering that a majority of the involuntary part-time workers are women 
(the OECD average is 63%), the labour market crisis caused by the pandemic may 
increase the existing gender inequality (OECD 2020). It has been analysed that the 
impact of the crisis on low-educated workers and women has been stronger in the UK, 
the US, and Germany (Adams-Prassl et al. 2020). 

This unequal impact on the labour market is also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ossibility of working from home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work. This implies 
that if remote working is not possible based on the nature of the job, it leads to 
vulnerability that affects the health of workers and increases the risk of dismissal. Some 
workers could switch to working remotely relatively easily, while many workers lost their 
jobs because the same was not feasible (Bick, Blandin, and Mertens 2020). For example, 
in the US, the states with a higher share of employment in the management sector, 
professional segment, and related occupations, could easily switch to working remotely 
and fewer people were laid-off or furloughed (Brynjolfsson et al. 2020).

Therefore, the lack of the option to work remotely, which can vary based on the 
face-to-face interaction required at work or the degree of digital intensity, are factors 
that could be considered a new occupational hazard (Avdiu and Nayyar 2020; Pouliakas 
and Branka 2020; etc.). In this context, Pouliakas and Branka (2020) used the questions 
on skill, suggested a COVID-19 Social Distancing Risk Index (hereafter COV19R),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 of risk based on the industry or 
occupation. This indicated that workers in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wholesale and retail trade, sales, shop work”, and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face 
a higher risk in such situations.

Existing studies on the impact of the pandemic on the labour market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irstly, while the pandemic had a massive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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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ur market (Forsythe 2020; Kramer and Kramer 2020; 
Ud Din et al. 2020), the discussion is concentrated around the gender gap i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Forsythe (2020) highlighted the increase in care 
responsibility due to the closure of day-care centres and schools and the increase in 
time spent on domestic chores due to the closure of restaurants and other services. 
The gender division of labour in child-rearing and housework suggests that the 
experience of women and men in terms of labour insecurity may be different. However, 
how men and women experience precariousness at work differently, has not been 
researched.

Secondly, studies have focused on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employment or 
unemployment rate (Coibion, Gorodnichenko, and Weber 2020; Cortes and Forsythe 2020) 
and have analysed the differences in these indicators in terms of traditional employment 
instability, according to the employment status, industry, or occupation (OECD 2020; 
Cortes and Forsythe 2020).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onsequences of the economic 
crisis and employment shock are not only limited to unemployment, it is important to 
examine how women experience the risk in the labour market differently as compared to 
men, including the shift toward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and unemployment.

Lastly, factor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labour, such as the demand for 
face-to-face work and the possibility of working from home, not only threaten the 
health rights of workers but are also associated with the risk of being laid off. Previous 
studies, have stated that the possibility of working from home has a correlation with 
income level, occupation, education level, previous employment status, etc. 
(Adams-Prassl et al. 2020; Bick et al. 2020; Brynjolfsson et al. 2020; Saltiel 2020). Women 
are particularly vulnerable in this respect as their employment largely involves jobs that 
require strong face-to-face interaction with consumers (Adams-Prassl et al. 2020). 
However, these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gender gap in terms of traditional 
employment instability indicator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female workers 
experience the impact on the labour market by adopting a multi-layered concept of 
precariousness.

Social distancing and digital technology

The European skills and jobs survey (ESJS) reveals a marked variation in the degree 
of technological change required and the need for digital skills in the industry in 27 
European countries and the UK (Cedefop 2016 2018). Industries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fessional scientific or technical services”, “financial 
insurance or real estate services”, and “supply of gas or electricity” indicate a high 
requirement in both aspects of “technological change” and “at least moderate digital 
skill needs”. Based on this, Pouliakas and Branka (2020) analysed how the spread of 
COVID-19 unequally affected occupational groups based on development and use of 
digital technologies. They developed a COVID-19 Social Distancing Risk Index (COV19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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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easure the risks faced by industries and jobs due to social distancing required to 
curtail the spread of the infection. The COV19R index analyses if a job relies on 
physical contact and proximity with others, based on factors such as requirements of 
communication skills, teamworking skills, and customer serving skills, and the digital 
intensity based on if a job can be performed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tools, or 
methods (Pouliakas and Branka 2020, 8). This index takes into consideration if social 
distancing measures increase the likelihood of a negative impact on job performance 
and if the work can be carried out remotely2). The economic sectors and occupations 
are categorised according to the risk, specifically, high, some or low risk, based on 
whether the COV19R score per sector or occupation is one-standard deviation above or 
below the mean value.

Based on the results, it has been determined that the workers in industries such as 
accommodation, catering or food services sectors, wholesale and retail trade, and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face the highest risk of losing jobs. Workers employed in these 
industries are most likely to engage in intensive communication, teamwork, and 
customer handling tasks. On the other hand, workers in utilities, professional and 
scientific services, and the ICT industry, can use digital technology, and therefore the 
risk is lower.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occupation, the COV19R score was very high for certain 
fields, such as care workers, sales workers, personal service workers, hospitality and 
retail managers, health professionals, food preparation helpers, and health associate 
professionals. The main factor in this “very high risk” group is that face-to-face 
contact with others in their workplace is inevitable and the need for physical proximity 
is high. At the same time, their reliance on digital tools and technology is low. 
Therefore, workers in this group suffered the most due to the social distancing required 
during the pandemic. Occupations in the “very low risk” group included office workers, 
clerks (excluding customer service clerks), scientists, engineers, and ICT workers. This 
group can use means such as online or remote meetings through digital technology and 
carry out non-face-to-face work. Additionally, there were “some high risk” groups and 
“some low risk” groups. Most of the workers facing “some high risk” were drivers and 
vehicle operators, cleaners, and helpers. Construction and agricultural workers are also 
included in this group as they work in teams. This study examines Korean females’ 
concentration in the intersection of traditional labour instability and occupations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using the COV19R score. Also, the instability of female 
workers and gender differences are analysed by expanding on the concept of precarious 
labour. 

2) Pouliakas and Branka (2020) calculated the level of Covid-19 Social distancing risk (Cov19R) 
with the following formula: Cov19R = w1com + w2team + w3cust + w4dig, and examined each 
industry and occupation. The range of the index was set to 0-1. The closer the result is to 0, 
the lower is the risk of negative job performance due to social dist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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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nd method

・Data

This study has used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is is a monthly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activities such as employment, 
unemployment,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The target population are members 
of selected sample households and are fifteen years or older. The size of the target 
population is approximately 35,000 households in 1,737 enumeration districts (Eds) 
across the country. Each sample household participating in the survey represents 570 
households of population, so each employee in a sample household is counted as 570 
employed people. The survey items consist of a total of 48 questions on the individual 
socioeconomic status information, work, job search activity, other activities, previous job 
(work), unpaid family work, etc. The limitations of this survey are that it does not 
include data on wages/income and detailed industrial and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only provides 1-digit KSIC3)). However, it includes data on employment status, working 
hours, and the income level for both non-waged workers and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s, as well as waged workers. Thus, it can be used to conduct in-depth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women’s labour market situation due to COVID-19, with 
an expanded perspective on the concept of precariousness in the labour market. 

The data has been categoris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precariousness, by focusing 
on work, job search, and other activities. The analysis period is from January to July 
2020. In Korea, beginning with the first confirmed case of COVID-19 on January 20, the 
level of infectious disease crisis warning by the government was raised from “interest” 
to “caution”. After one hundred confirmed cases on February 20, the number rapidly 
increased. Within 74 days, after the first case was diagnosed, the number exceeded 
10,000 confirmed cases (April 3)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Korea). The government’s infectious disease crisis warning level was also 
elevated to “severe” on February 23 after being classified as stages of “caution” and 
“vigilance”. On March 22, the government requested “reinforced social distancing” for 15 
days.

Meanwhile, this study utilised the COVID-19 Social Distancing Risk Index (COV19R) of 
Pouliakas and Branka (2020) described above to analyse the risks associated with 
COVID-19 by industry. Industry sectors with the highest and lowest risk of COVID-19 
social distancing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nd the sectors were matched with 
industry codes provided by Korea’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3) The Korean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 (KSIC)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 adopted by the UN, and they have exactly the same items at the 
highest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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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dustry groups analysed for this study

COV19R score by industry (Pouliakas and Branka 2020) Korea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Industry Code) Sector of the Economic Activity COV19R value

/ Social   distancing risk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0 .48 / Very   high risk I.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Wholesale and   retail trade, 
sales, shop work 0 .44 / Very   high risk *   Excluded from this stud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0 .44 / Very high risk Q.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0 .41 / Some,   high, risk P. Education

Professional and scientific   
services 0 .29 / Very low risk

M. Professional, scientific, & 
technical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0 .28 / Very low risk J. Information &  

communication

 

* The industry code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data follows the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and provides data at the 1-digit level 
(large classification). The major classification of the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is linked with the same code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ISIC (Rev 4.0).

“G. Wholesale and retail trade, the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sector 
was excluded from the analysis due to the limitations of data available.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the Korea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data provides only 
1-digit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KSIC/ISIC industry classification. Pouliakas and 
Branka (2020), identified the “wholesale and retail trade, sales, and shop work” sector as 
the industry with the second-highest COV19R value, but data for this study includes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with “wholesale and retail trade” sector in 
“G” industry. Therefore, the instability of female workers in the relevant sector could 
not be analysed and had to be excluded. The sectors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and “education or health services”, were 
included in the order of the highest COV19R index. The sectors with the lowest index 
that i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professional and scientific 
servic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Composition of the Three Precarious Groups 

To analyse the labour market precariousness due to COVID-19, this study constructed 
three precarious groups, taking into account the state of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status. <Figure 1> shows the classification of the target population by the 
original survey and the precarious groups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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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osition of the three precarious groups

  
In Korea, non-regular workers, small self-employed workers, and unpaid family 

workers, have been classified as representative groups of precarious workers (Lee et al. 
2017; Kim et al. 2018). Based on the same, firstly, the Traditional Precarious Group 
(TPG) as categorised for this study, represents the traditional precarious workers in the 
labour market. The employment status of these workers is unstable and it includes 
workers who engage in temporary or daily work, or regular workers with a contract 
period of less than a year. Non-waged workers, which implies workers who are 
self-employed and have small-sized businesses, including those without employees or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have also been included in this category. This group 
also includes unpaid family workers. < Figure 1> represents the concept of TPG, and the 
proportion of traditional precarious groups (TPG) is examined later.

Secondly, the Extended Precarious Group (EPG), as categorised for this study, is an 
expanded notion for precarious workers. This group includes the TPG and the 
unemployed including the potentially unemployed individuals from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Figure 1>). The latter in Korea refer to those who were not 
working and earning an income during the week of the survey and have been actively 
looking for jobs in the last four weeks and those who are immediately available to work 
as soon as they are employed. The ratio of the unemployed amo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s 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 However,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 does not correctly reflect the actual labour market 
situation in Korea (Hwang 2010) and this can be attributed to two main factors. First,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is underestimated. Korea’s low unemployment rate is 
often attributed to the high rate of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which is not 
included as a part of 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 A large part of this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may share common characteristics with the unemployed group.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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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a number of Korean youth groups that are preparing for the company 
entrance exam are not counted as unemployed, but as economically inactive. As of May 
2020, 17% of the economically inactive youth group in the country were preparing for 
the company entrance exam (804,000 people), which was approximately twice the number 
of the unemployed youth (426,000 people) at the same time (KOSIS 2020a). Second, the 
unemployment rate does not correctly reflect the volatility of the labour market. When 
the economy is not stable and the number of jobs decline, only a small number of the 
unemployed are categorised as officially unemployed, while the others are considered as 
potential or partially unemployed (Hwang 2010, 120). The reason for this gap is that the 
representation of the unemployment indicators is markedly low, especially among young 
people, women, and the elderly.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 large number of people who lost their jobs 
were not included while estimating the number of officially unemployed people. In many 
cases, those who worked as regular workers in their previous job fell into the category 
of “officially unemployed”, but those who worked as temporary or daily workers were 
categorised as “potentially unemployed” (Hwang 2010). The number of potentially 
unemployed and partially unemployed which is referred to as the “time-related 
underemployed” group is more than about twice the size of the officially unemployed. 
Furthermore, this group reacts dynamically during economic fluctuations (Hwang 2010). 
This implies that there are many unemployed people who are categorised as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rather than being counted as officially unemployed. 
Previous studies indicate that in Korea, the rate of shift between being employed and 
the economically inactive, without going through the unemployment stage, is very high 
(Jung 2014; Hwang 2010).

Additionally, the diversification in the types of jobs also requires further 
comprehensive indicators to reflect the reality of the labour market (Jung 2014). This is 
because even if the unemployment rate is measured accurately,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employment situation based only on 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 wherein a 
person is considered unemployed only if certain criteria are not met. 

The EPG extends the concept of the precarious group to include the potentia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hich is referred as the potential labour force by ILO 
(2013). Thus, EPG consists of the traditional precarious groups, the unemployed, and 
potentia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s. The potentia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Potential Labour Force) is composed of unavailable jobseekers and available potential 
jobseekers, and represents those who have expressed interest in employment from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group. Classification as unavailable jobseeker and 
available potential jobseeker is based on the respondent’s desire for employment and the 
employment possibility. The former refers to a person who has been looking for a job 
for the past four weeks but has not been able to begin working during the week that 
the survey was conducted. The latter refers to a person who has not been looking for a 
job in the last four weeks but wants to get a job and is able to find employment during 
the week that the survey was conducted.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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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ogether are defined as the expande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are referred to as the Extended Labour Force. The 
extended unemployment indicator is useful for analysing the potential and partial 
unemployment that is not identified in 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 The extended 
unemployment rate is primarily higher in women than in men, which shows that 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 has more limitations in reflecting the employment crisis of 
women (Hwang 2010). Therefore, in order to analyse the labour market instability 
experienced by women during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not only the 
official unemployed but also the potentia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must be 
identified.

Lastly, the Discouraged Precarious Group (DPG) is defined for this study. For this 
group, the “Labour Underutilisation Indicators” established by the ILO (2013) have been 
used. The indicator identifies the mismatch in labour supply and demand, which 
includes the number of people, 15 years or older, whose desire to work is unmet. This 
is known as the unmet need for employment. The DPG in this study includes 
time-related underemployed from the employed and the unemployed category and 
potential labour force from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Figure 1>). 

The difference between the labour underutilisation indicator and 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 is that the concept of perceived unemployment is applied. The 
perceived unemployed refers to the labour force that is not fully utilised from a social 
point of view, such as employed people who are unable to work as they desire, or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who have a desire to work but are unable to work. If a 
person wants to work but has not specifically searched for a job, the person is 
considered potentially unemployed. Additionally, those who are currently classified as 
employed, but only work for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time as compared to the time 
that they want to work for, can be categorised as a partially unemployed workforce that 
can be additionally utilised in the labour market. Although this category of the 
“underemployed” that fall between being employed and unemployed and the “potential 
unemployed” that fall between being unemployed and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are not classified as officially unemployed but as being in a state of 
semi-unemployment. These labour underutilisation indicators are intended to identify 
people who could be additionally employed from the former group, and to separate the 
potential labour force from the latter group (Jung 2014).

Such time-related underemployment is referred to as being “underemployed” or 
“partially unemployed”. In the change to the flexible labour market and the increase in 
irregular employment opportunities, underemployment is increasing. To estimate the 
underutilisation of the labour force, the ILO established a standard for measuring 
underemployment based on working hours at the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in 1998. Time-related underemployed workers are those individuals 
who have the willingness to work for longer than they need to in their current job or 
whose actual working hours are shorter than the established threshold. It is 
recommended that the threshold should be defined by considering the work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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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f each country or the median or mode of average working hours (ILO 2013). 
According to the Korea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his segment includes 
people who work for less than 36 hours (0~35) but who wish to work more and are also 
eligible to work for additional hours. This concept is applicable for all those who are 
employed, including not only wageworkers but also those who are self-employed or are 
temporarily absent from work.

Women, particularly, intermittently participated in the labour market and have not 
been sufficiently incorporated into the labour market, as they oscillate between being 
underemployed and potentially unemployed. According to Jung (2014), the shift in status 
of female workers from being employed to economically inactive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and the number of unemployed persons, potential labour force, and 
time-related underemployed, have continued to increase even after the economic 
expansion period.

Due to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labour market, individuals are 
frequently involuntarily unable to work or have to reduce working hours. In particular, 
as “social distancing” measures are being implemented, caring and nurturing primarily 
is the responsibility of women and it can be assumed that the size of the female DPG 
has increased. As mentioned earlier, precarious workers in Korea often move from 
employment to inactiv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state during an economic crisis 
without going through unemployment. This trend is particularly observed in the case of 
women, young adults, and the elderly (Jung 2014). This study analyses how the 
COVID-19 pandemic has impacted the female workers to move from the employed group 
to either the unemployed, time-related underemployed, or potentially economically active 
group which is classified as the inactive population. 

Table 1. Three precarious groups

Type of 
precarious  
 groups in 
the labour 
market (%)

Concept of three precarious   group
Calculation of 
the proportion 
in this study 

TPG 

The proportion of   traditional precarious groups among all 
employed. 
* Traditional   precarious groups include workers with, 1) 
employment status of temporary or   daily work; 2) the 
contract period is less than a year; 3) self-employed   small 
business owners without employees or those who work with 
fewer than 5   employees; 4) unpaid family workers.

Traditional   
precarious 
workers / 
Employed X 100

EPG

The proportion of   extended precarious groups among the 
extended labour force. 
* Extended   precarious groups consists of, 1) traditional 
precarious groups; 2) the   unemployed; and 3) the potential 
labour force (unavailable jobseeker,   available potential 
jobseeker).

Extended 
precarious   
groups / 
Extended labour 
force * 100

DPG The proportion of   discouraged precarious group among the 
extended labour force.

Discouraged   
prec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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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Traditional labour instability and the gender gap in working hours

Changes in the TPG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enders have been analysed from 
January to July, 2020 when the COVID-19 epidemic spread was most serious in Korea.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TPG ratio among the employed is always higher for women 
than for men. As of July 2020, the proportion of TPG among female workers was 49.1%, 
while the ratio among the male workers was 42.2%. On the other hand, the gender gap 
in TPG appears to have somewhat decreased between March and April, 2020 when the 
spread of COVID-19 in Korea intensified. The difference in TPG ratio by gender 
remained at 7.1%p in January and February, decreased to 6.4%p in March, and 6.5%p in 
April. It recovered to 7.1%p again in May. This lowest point of the gender gap of 
employment insecurity among the employed is caused by a partial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female TPGs during this period. However, the question that arises is that 
can it be interpreted that the gender gap in labour market precariousness is reduced 
when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maximised? 

Figure 2. Proportion of men and women in traditional precarious group, and the 
gender differences, 2020. 

- Unit: 1)TPG MALE / FEMALE: %, 2)TPG gender differences: %p          
-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Raw Dat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Discouraged   precarious group include, 1) unemployed, 2) 
time-related underemployed among   the employed, and 3) 
potential labour force (unavailable jobseeker, available   
potential jobseeker).

group / 
Extended labour 
force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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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traditional precariousness between the two genders 
in detail,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e changes in their working hours during COVID-19 
pandemic. For this purpose, the change in working hours per week and the gender gap 
will be analysed in the TPG. First,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working hours have 
decreased in the entire group due to the spread of the infection and the hours have 
continued to decline since January 2020. The decline was most severe in April, when the 
spread of the infection was most pronounced. The working hours seemed to recover 
slightly after May, but it is noteworthy that the gender gap in working hours in TPG 
increased during this period. 

This could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reduction in working hours of precarious 
female workers during the pandemic was more than that of male workers. Male TPG’s 
weekly working hours decreased by 0.8 from 40.9 hours in January to 40.1 hours in 
July, while female TPG’s weekly working hours decreased by 2 from 35 hours in January 
to 33 hours in July. Thus, the working hours of female workers decreased by more than 
two times as compared to men.

To summarise, it is evident that the female TPG rate is higher than the male. The 
gender gap is around 7%, but the level of the gap decreased partly in March and April 
when the spread of the infection was at the peak in the country. However, female TPG 
are experiencing a greater reduction in working hours due to COVID-19, so there is a 
limit to explaining the instability experienced by women workers only with the concept of 
traditional instability. The decrease in working hours cannot be simply interpreted as an 
increase in instability. In terms of jobs with safety nets, such as short-time work 
scheme or paid leave, the reduction in working hours dur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may be an indicator of safety.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overage rate of 
this social safety net is relatively low for precarious workers in Korea,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decrease in working hours of unstable workers increased their income 
instability. In particular, part-time jobs in Korea, where the income is proportional to 
working hours have been expanded with a focus on women (Sung 2014). In August 2019, 
73.2% of the 3,156,000 part-time workers in the country were women (KOSIS 2020b). 
Thus, the decrease in working hours of unstable female workers is likely to have led to 
a substantial decrease i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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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Working hours of TPG and the differences in working hours by gender

- Unit: hour,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Raw dat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o identify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female labour market, this study also 
analyses how COV19R and traditional employment instability are intersected by each 
industry, and examines if there is a gendered intersection of these risks.

Table 3. Intersection of TPG and COVID-19 Risk

 By Industry
COV19R (social distancing risk)

Low High

J. Information &   
communication

M. 
Professional
,   
scientific & 
technical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P.
Educati
on

Q.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
s

I. 
Accommodatio
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27.1 35.0 66.54 81.84 61.43

TPG ratio 15.3 20.5 40.1 26.5 74.2
Female ratio out  
 of TPG 37.9 35.8 71.7 79.4 64.8

- unit: %
- Note: Industrial Sector “G. Retail and wholesale;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a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due to data limitations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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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 Sourc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Raw Dat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atio of women by industry,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is high in industrial sectors with high COV19R. In all three industry sectors with 
the highest COV19R, female workers account for more than 60% of the total workers 
employed, and in particular account for 81.84% in sector Q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This indicates that female workers are already at risk from the spread 
of COVID-19. On the other hand, in the two sectors with the lowest COV19R, the 
proportion of females is significantly low, which is 27.1% in the sector J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35.0% in the sector M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In the industries that have high COV19R, the ratio of TPGs tends to be high.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I) with the highest 
COV19R index, the proportion of TPG is 74.2%. This implies that workers in this industry 
are exposed not only to the health risks, due to the nature of work, wherein it is 
difficult to maintain social distancing, but also to the risk of employment insecurity.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TPG in the industry with the lowest COV19R index was 
also relatively low, which accounts for 15.3%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J) 
sector and 20.5% in the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M) sector. Considering that Korea’s TPGs are significantly excluded from 
the social safety net,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exposure is doubled as they do not 
have the option to use paid leave.

To conclude, it can be stated that women are concentrated at the intersection of high 
exposure to infectious disease risks in terms of the work profile and traditional 
instability at the same time. In the case of the industry I (lodging and food and 
beverage) with the highest COV19R, women account for 64.8% of the TPG, 79.4% of the 
TPG in the sector Q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and 71.7% of TPG in the sector 
P (education). Women workers concentrated in this industry work as precarious workers 
while simultaneously performing labour that requires a low degree of digital technology 
and high physical proximity to others. Additionally, even in the female concentrated 
industries with a relatively low proportion of TPG (industry P: 40.1%, Q: 26.5%), the 
index of COV19R is quite hig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raditional 
concept of instability to discuss the risks at work and employment instability 
experienced by women workers.

・Expansion of the concept of unstable labour and gender differences   

Traditional concept of employment insecurity (TPG) has limitations in accurately 
understanding the impact on the women’s labour market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Therefore, this study further analyses the trend of changes in precariousness 
by extended concepts of EPG and D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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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instability by index of unstable labour and gender difference
Male Female Gender difference

 TPG EPG DPG TPG EPG DPG TPG EPG DPG
2020 1 41.2 46.7 11.7 48.3 53.5 12.6 7.1 6.9 0.9
2020 2 41.3 46.8 12.1 48.3 53.5 12.6 7.1 6.7 0.5
2020 3 41.3 47.1 14.0 47.7 53.4 15.0 6.4 6.3 1.0
2020 4 41.8 47.7 14.4 48.2 54.0 15.5 6.5 6.3 1.1
2020 5 42.0 47.9 14.0 49.1 54.7 15.1 7.1 6.8 1.1
2020 6 42.2 47.8 13.3 49.2 54.7 14.7 7.0 6.8 1.4

2 02 2 7 4 2.2 4 7.8 1 3.2 4 9.1 5 4.6 1 4.6 6 .9 6 .8 1 .4
 

- Unit: 1) male/female: %, 2) gender difference: %p, Source: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Raw dat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able 3> shows that the trend of changes in TPG, EPG, and DPG from January when 
COVID-19 began to spread in Korea, till July 2020 and the gender differences. First, EPG 
(Extended Precarious Group) is that which extends the concept of precarious labour to 
the potential labour force, including potential unemployed which statistically classified as 
a part of the inactive population, as well as TPG and the unemployed amo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hanges in EPG and the gender gap are similar to the 
results we found when analysing TPG. As of July 2020, the male EPG, which represents 
the proportion of precarious groups among the male Extended Labour Force, was 47.8%, 
while female EPG was 54.6%. The gender gap in EPG decreased in March and April and 
increased again in May, similar to the trend of the TPG gender gap. On the other hand, 
analysing the changes in the DPG, the gender gap increased from 0.5%p in February to 
1.4%p in July. Changes in DPG can be attributed to the mismatch between labour supply 
and demand. In other words, this represents the size of an unmet need for employment, 
including not only the officially unemployed but also the time-related underemployed 
among the employed and the potential labour force who have the desire to work but are 
unable to do so, which is classified as an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Figure 4. Trends of the gender gap in DPG by sub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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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p, Source: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Raw dat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gender gap in the total DPG increased from January to July 2020. Looking at this 
trend by each component of DPG, in particular, changes in the gender gap of the 
potential labour force and time-related underemployment show a similar pattern of the 
trend of overall DPG (see <Figure 3>). Specifically, the gender gap in the potential 
labour force gradually increased from 0.44%p in February to 1.03%p in July, and the 
number of time-related underemployed also began to increase from 0.11%p in February, 
to 0.41%p in June. On the other hand, the gender gap in the unemployed among the 
extended labour force has steadily decreased from 0.41%p in January, reaching the 
lowest point at 0.08%p in April, and maintained a decreasing trend at 0.06%p in July. 
Although the gender gap across the DPG has increased, the gender gap in terms of 
unemployment appears to have reduced or partially reversed. Thus, to examine the 
instability of the women’s labour market, it is imperative to study the gender gap 
between the potential labour force among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and the 
time-related underemployed within the employed. To summarise, it can be stated that as 
the COVID-19 epidemic is prolonged, the instability of female workers actually appears 
in a way that expands the potential labour force and individuals having the desire for 
additional work rather than in the form of increasing unemployment. Therefore, the 
precariousness of the women’s labour market is difficult to identify and analyse by 
merely examining the gap in the unemployment rate between the genders. 

Conclusion 

This study analyses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bour market 
precariousness experienced by Korean female worker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t 
particularly focuses on Korean female workers, who are in jobs that are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and also experience traditional employment instability. To analyse the 
labour market precariousness due to COVID-19, this study constructed three precarious 
groups, taking into account the state of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status. 
Firstly, the TPG represents the group whose employment status is unstable among the 
employed. Secondly, the EPG extends the concept of a precarious group in the labour 
market to include the unemployed and the potentia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s 
well as the TPG. Lastly, the DPG, represents the mismatch in labour and demand supply 
and reveals an unmet need for employment (ILO 2013).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precariousness experienced by female workers cannot be 
explained only on the basis of traditional employment instability. This research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ly, it identified a hidden female precarious group based on 
the analysis using various concepts of precarious groups. With the spread of COVID-19, 
a large proportion of female precarious workers experienced employment insecurity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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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that moved th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state from the employed directly to the 
inactive population or increase in the employed who desire an additional job. While 
previous discussions on employment shock during global economic crises have focused 
on changes in the size of the unemployed, female precarious groups are hidden under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and even among the employed. Consequently, the 
size of female precariousness can be underestimated. The concept of the DPG used in 
this study is useful to capture this hidden precarious group of the female labour 
market. Particularly, among the DPG, the “Potential Labour Force”, which is officially 
classified as an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although they have a desire to work, 
and the “time-related underemployed” group that needs to work for more hours among 
the employed, should be discussed as a hidden precarious group.

Secondly, this research highlights that requirement of strong face-to-face interaction 
with consumers or colleagues and the degree of digital intensity, which affect the 
possibility of working from home by industry or occup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essential characteristics to decipher the precariousness in the female labour market. 
Some female-dominated occupations/industries, such as care workers or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industry workers, which have a high COV19R index, are required to 
work despite the risk of infectious disease and are also exposed to traditional 
employment insecurity. 

The global economic crisis has expanded gender inequality and previous studies on 
COVID-19 have also reported the discriminative effect of this crisis by gender (Ud Din et 
al. 2020; Adams-Prassl et al. 2020; OECD 2020, etc.) Research findings in this study with 
regard to the gender gap in patterns of precariousness suggest implications in terms of 
reducing gender inequality after the COVID-19 crisi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uggest policie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hidden female precarious group and a 
new dimension of precarious labour which includes work that demands face-to-face 
interaction and innovation of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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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the COVID-19 crisis, in August 2019, the proportion of women among the total 
employed was 43.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9).

 Pouliakas and Branka (2020) calculated the level of Covid-19 Social distancing risk 
(Cov19R) with the following formula: Cov19R = w1com + w2team + w3cust + w4dig, 
and examined each industry and occupation. The range of the index was set to 
0-1. The closer the result is to 0, the lower is the risk of negative job 
performance due to social distancing.

 The Korean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 (KSIC)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 adopted by the UN, and they have exactly 
the same items at the highest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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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방어 기제로서의 일-가정 양립 제도와 

모성패널티1)*

- 은행업 정규직 여성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

안 리 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 서론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기혼여성들은 가정일과 직장일을 조
율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 서울시 30대 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생애사건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국미애·이화용, 2017). 야근하는 것을 조직에 헌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국의 기업문화에서 육아 때문에 다른 직원보다 일찍 퇴근해야 하고, 회식에 참석하는 못하는 상황
이 반복되면 이것이 인사평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갖는다. 자녀가 있는 여성, 즉 
‘엄마’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이나 성공에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일이나 조직에 대한 헌
신이 부족하다고 낙인이 찍히는 모성 패널티 때문에 승진에서 불리하다(Correll et al., 2007). ‘엄
마’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모두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진다(Bernard et al., 2007).

이 때문에 직장과 가정에서 이중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구조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출산, 육아와 관련해 여성의 노동과정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실질적 성평등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집중되었으며, 그 
흐름에서 일-가정 양립 제도가 구체화되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제도의 인지도는 출산전후휴가(97.3%), 배우자 출산휴가(90.6%), 육아
휴직(84.0%) 순으로 높았는데, 실제 활용률은 이보다 훨씬 낮아 출산전후휴가 12.4%, 배우자 출산
휴가 6.7%, 육아휴직 6.9%로 나타났다(강민정 외, 2019). 

이 연구는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인 육아휴직의 이용이 직장 내에서 어떻게 여성에 대한 모
성패널티를 강화하는지, 그리고 이 모성패널티가 어떻게 기업조직 안에서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기초한 기존의 질서를 재생산하는 사회적 방어기제로 작동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국의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정규직 여성의 승진과 관련한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은행업은 
한국의 산업화 초기부터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비교적 활발했던 산업으로 여성의 노동을 통제, 관
리해 온 경험이 조직 내부에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승진은 직무배치, 교육훈련, 인사평가 등의 인
사관리관행과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 결과로서 노동시장의 중층적인 여성차별 
분석에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방어 이론을 통해 한국의 시중은행에서 모성패널티가 어떻
게 성불평등을 장기지속 시키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는지 분석한다.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은행업 성차별의 복합구조와 인지적 배제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수정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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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논의 

1) 일-가정 양립 제도와 모성패널티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법, 정책들이 노동시장 안에서의 젠더평등을 제한하고, 
오히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법, 정책에 기
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보호의 프레임 때문이다. 모성보호 관련법과 정책은 여성의 임신, 출산 등
의 모성 기능을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임산부 여성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권을 도모하기 위해 남녀를 
달리 대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보호’라는 프레임 속에서 평등을 논하기는 어려
우며, 직종, 직급, 고용지위 등에 따라 여성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보호조치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보호조치가 오히려 이들을 배제하는 배경이 된다(문은미, 2014: 
201-202).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의 5년 동안 총 25,529명이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중이나 그 이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경영상 필요, 근로조건 변동 등 회사의 사정 때문에 해고되었
다(고용노동부 자료, 2015/06 기준; 여성신문, 2017/11/01 재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이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주가 사
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
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5,529명의 해고자는 동 기간 중 전체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자 수의 약 3.4%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고용보험 DB를 통해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노동현장
에서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불법해고가 더 큰 비율로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여성의 노동지속을 담보하지 못했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도입 이후 지속
적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부터는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종료일까지의 9개월은 통상임금
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되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의 인상이 여성의 노동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존 연구들은 육아휴직급여의 인상으로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동일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급여의 증액이 여성의 노동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동일 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은 더 
낮아져 사실상 육아휴직제가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본다(김정호, 2012; 윤자영·홍민기, 
2014). 여성들과 기업 구성원들은 현행법이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을 경력단절로 여기고 있었다(이수영·이근주, 2011). 그리고 여성에게 비친화적인 근무
환경이나 성별분업체계가 공고한 조직에서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수단이 되
었다(서정미·김수영, 2016). 또한 여성정규직이나 여성 핵심인력들의 비율이 높으면 동료여성들에게 
사회적 지원의 역할을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여성친화적인 일-가정양립정책 활용을 어렵게 하는 조
직문화를 형성할 수도 있다(민현주, 2010: 141-142). 

여성에게 더 무거운 육아와 가사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직장에서 부과되는 모성패널티
(motherhood penalty)는 여성의 직장생활에 제약이 된다. 육아와 가사에 대한 책임을 수행해야 하
는 여성은 직장과 일에 헌신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채용이나 임금, 승진과 같은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Correll et al., 2007). 여러 통계연구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은 남성이나 자녀가 없
는 여성에 비해 임금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udig and England, 2001; 민현
주, 2008; 임정준, 2010).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경력 등의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임금에서 5% 정도의 불이익을 받았으며(Budig and England, 2001),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취학 자녀보다 6~18세 자녀로 인해 받는 임금불이익이 더 크게 나타났고(임정준, 2010), 자녀
의 수보다는 자녀의 유무가 임금에 대한 모성패널티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민현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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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렐과 동료 연구자들(Correll et al., 2007)은 여성에게 부여되는 모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와 책임으로 인한 편견이 임금뿐만 아니라 채용, 인사평가, 승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
했다. 이들은 실험 연구를 통해서 임신한 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수행
하고 있는 업무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받았으며, 채용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밝혔다. 성별, 인종 등 다른 조건을 통제하고 자녀 유무 조건만 다른 참가자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
을 때 여성의 경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일에 덜 헌신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승진, 평가, 채용 등
에서 추천받지 못했으나 남성들은 오히려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 일에 헌신할 
것이라 생각되어 오히려 평가나 승진 등에서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나드와 코렐(Bernard 
and Correll, 2010)의 연구에서도 아빠인 남성보다 엄마인 여성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직장에서 성공한 엄마들은 덜 따뜻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채용, 승진, 임금 등과 관련한 
추천과 평가에서 남성들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2) 사회적 방어기제 

사회적 방어(social defense)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으로부터 야기되는 불안을 관리함으로
써 조직을 유지하는 개인적, 조직적 반응이다(Menzies, 1960; Miller and Gwynne, 1972). 사회적 
방어는 조직과 조직구성원이 상호작용하며 조직의 구조적 질서를 만들고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외부의 자극과 위협으로부터 기존의 상태를 방어하기 위한 무의식적, 심리학적 반응을 설명하는 정
신역동이론(psychodynamics)에 기초한다. 사회적 방어는 개인이 조직에 적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
고, 취약한 정체성을 안정화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Petriglieri and Petriglieri, 
2010),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업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Halton, 1994). 하지만 사회적 방어
의 목적이 외부의 위협이나 갈등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방어가 조직구성원
의 업무수행에 방행가 되거나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해 조직이 새롭게 적응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Menzies, 1960; Bain, 1998; Halton, 1994). 

간호사들의 노동과정을 분석하여 사회적 방어라는 개념을 체계화한 멘지스(Menzies, 1960)의 연
구는 사회적 방어의 메커니즘 분석의 기초연구로 주목할만하다. 간호사들은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면
서 경험하는 불안, 죄책감, 의심, 불확실성의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자와 분리될 수 있
도록 거리를 유지한다. 인간적인 상호관계를 맺을 접촉을 최소화하고 환자와의 관계를 객관화하는 
것이다.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상의 번호,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 치료
가 필요한 장기 등으로 환자를 칭함으로써 환자와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객관화하고, 업
무를 세분화하여 어떠한 간호사든 와서 치료와 돌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환자와의 접촉을 줄인다. 
환자의 객관화, 업무의 세분화, 전문직 수행을 위한 감정 관리, 업무 상호체크를 통한 책임 분담 등
을 통해 환자와 분리하여 간호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불안과 긴장을 관리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
도록 한다. 

멘지스의 연구가 병원이라는 조직 안의 구성원인 간호사들의 이직과 번아웃을 막는 방어 메커니
즘에 주목했다면 패더비치와 동료 연구자들(Padavic et al., 2019)은 조직과 조직구성원 사이의 상
호작용에 주목해 조직구성원들에게 작용하는 방어기제를 통해 기존의 조직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고 
지속되는지 분석했다. 이들의 체계-정신역동이론(system-psychodynamic theory)은 개인의 감정적 
요구가 어떻게 조직의 구조와 내러티브, 관습, 문화 등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구조, 
내러티브, 관습, 문화 등이 역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개인에서 출발해 조직분
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위이론이다(Padavic et al., 2019). 체계-정신역동이론에서 사회적 방어는 
개인과 집단을 연결하며 사회적, 심리적으로 두 영역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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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ntz and Gilmore, 1990). 
패더비치와 동료 연구자들은 일-가정 내러티브가 기업에서 사회적 방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을 밝혔다. 사회적 방어는 조직구성원이 외부의 위협, 내부갈등, 수행하고 있는 일의 특성으로부터 
방해을 받지 않도록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집합적 배열(조직구조, 작업방식, 지배적 
담론 등)을 의미하며, 조직이 해체되지 않도록 현 상태를 유지하고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함과 동
시에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을 통제한다(Padavic et al., 2019). 이들은 분할(splitting)과 투사
(projection)를 통해 일-가정 내러티브가 사회적 방어 기제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것이 기업의 성불
평등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상충되는 생각이나 감정을 구분하여 위협이 되는 다른 
범주는 무시하는 분할,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룹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그룹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투사를 통해 사회적 방어가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가정 내러티브 분석
을 통해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조직 내에서 사회적 방어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했다. 

노동시장에서의 이상적 노동자 규범으로 일-가정 갈등이 발생하며, 이것이 만드는 갈등과 불안은 
성역할 기대를 내면화한 여성과 남성 각각에게 상이한 무의식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조직적 
맥락에서 사회적 방어 기제로 공고화되어 일-가정 내러티브를 강화한다. 회사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장시간 노동이 필요하며, 여성은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논리
에 의해 일-가정 내러티브가 구성된다. 일-가정 갈등은 여성과 남성 모두 경험하지만, 조직 내에서 
헤게모니를 가진 이 일-가정 내러티브는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작동한다. 남성들은 육아로 인해 
직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여성의 경험을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경험 때문이라 생각하여 남성과 
여성의 경험을 분리함으로써 일에 몰두하는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남성들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어울리면서 남성의 영역의 구축하고 여성 동료들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수행하는 자신의 아내와 
동일시함으로써 일-가정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사회적 방어를 작동한다. 

한편 여성들은 이상적인 노동자로서의 모습과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태도를 갖는다. 이 때문에 직장 내에서 여성의 정
체성은 모호하고 불완전하다. 결국 여성의 사회적 방어기제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경력에 대한 열망
을 포기하는 정도의 범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으며, 열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모순된 정체
성과 딜레마에 시달리게 된다. 경력열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일-
가정 내러티브를 수정함으로써 모순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러한 일-가정 내러티
브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활용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여성이 업무스타일이 직장에 적합하
지 않다는 고정관념, 직장에 몰두하는 여성은 나쁜 어머니라는 편견 등에 의해 강화된다. 

3. 분석자료 

국내 5개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24명의 정규직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진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은 2018년 6월에서 8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
었으며, 인터뷰에는 사례별로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설문지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자녀유무 등의 개인정보, 소속된 회사에 대한 
일반정보, 현재 직급과 담당하고 있는 직무, 진급 당시의 경험, 여성에 대한 회사 내부의 인식, 회사
의 조직문화, 가사 및 육아 등과 관련한 가정생활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는 설문문
항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 연관된 추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승진을 제약하는 요인은 입직 이후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승진과 관련한 직급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_535

2. 사회적 방어 기제로서의 일-가정 양립 제도와 모성패널티-은행업 정규직 여성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_ 안리라

별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각 직급별로 인터뷰 대상자가 고루 분포되도록 표집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시중은행 5곳 모두 행원에서 대리로의 이동은 교육이수, 자격증 취득과 같은 일정한 자격과 근속연
수를 충족하여 대리가 되는 자동승진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행원과 대리는 하나의 직급으로 분류
하였다. 총 24명의 연구참여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사례 은행 소속팀 담당직무 직급 근속
연수

승진
대상 연령 혼인

상태
자녀
유무

자녀
연령 학력

1 B 영업점 PB 부부장 20년 ○ 40대 기혼 유(1) 20 대졸
2 D 영업점 PB 과장 15년 × 40대 기혼 유(2) 11/9 대졸
3 D 영업점 PB 과장 19년 × 40대 기혼 유(2) 12/6 대졸
4 D 본사 검사 부부장 22년 × 40대 기혼 유(2) 20/16 대졸
5 A 영업점 개인영업(종합상담) 차장 31년 ○ 50대 기혼 유(1) 19 고졸
6 E 본사 고객관리지원 부부장 29년 × 40대 이혼 무(-) - 대졸
7 D 본사 검사 부부장 29년 × 40대 기혼 유(1) 17 고졸
8 D 본사 검사 과장 13년 × 30대 기혼 유(1) 7 대졸
9 E 본사 기획·운영 행·대리 7년 ○ 30대 미혼 무(-) - 대학원졸
10 A 본사 노동조합 차장 25년 ○ 40대 기혼 유(1) 15 대졸
11 B 본사 PB 마케팅 부부장 20년 ○ 40대 기혼 유(2) 12/7 대졸
12 B 영업점 지점장 부장 33년 ○ 50대 기혼 유(2) 25/24 대학원졸
13 A 본사 대출실행 부장 33년 × 50대 기혼 유(2) 22/26 고졸
14 E 영업점 개인영업(수신) 행·대리 6년 × 30대 기혼 무(-) - 대학원졸
15 E 영업점 개인영업(수신·여신) 차장 15년 × 40대 기혼 유(2) 11/11 대졸
16 E 영업점 개인영업(수신) 차장 18년 × 40대 기혼 유(2) 12/5 대졸
17 A 본사 고객상담 차장 27년 ○ 40대 기혼 유(1) 17 고졸
18 C 영업점 외환 행·대리 8년 × 30대 미혼 무(-) - 대졸
19 D 본사 금융상품 전산개발 과장 12년 × 30대 기혼 유(1) 4 대졸
20 B 영업점 개인영업(종합상담) 행·대리 9년 ○ 30대 기혼 유(2) 5/3 대졸
21 B 영업점 기업영업 과장 16년 × 40대 기혼 유(2) 11/8 대졸
22 B 영업점 지점장 부장 32년 × 50대 기혼 유(2) 25/16 고졸
23 A 영업점 지점장 부장 25년 × 40대 미혼 무(-) - 대졸
24 C 영업점 개인영업(수신) 행·대리 11년 ○ 30대 기혼 유(3) 9/7/5 대졸
* 주: 1)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본사와 영업점 사이의 중간지원조직은 본사로 분류하였으며, 승진대상

자 여부는 2018년 심층면접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녀유무의 괄호 안은 자녀 수를 의미함. 
      2) PB(private banker)는 고액자산을 가진 개인고객을 상대로 예금, 대출, 증권, 세무 등 자산관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직무
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은행별로 PB, VM, WM, TC 등 PB를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나 여기에
서는 PB로 명칭을 통일함.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직급별로 행원·대리급 5명, 과장 5명, 차장 5명, 부부장 5명, 부장 4명이고, 연령별로는 30대가 7
명, 40대가 13명, 50대가 4명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5명, 4년제 대졸이 16명, 대학원 이상 3명이었
으며, 참여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19.8년이었다. 혼인상태별로는 20명이 기혼, 1명 이혼, 3명 
미혼이었으며, 기혼여성 중 1명을 제외하고는 19명의 참여자가 자녀가 있었다. 미취학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참여자는 7명이었으며, 초등학생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참여자도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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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성역할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육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무거운 것
이 현실이다. 다른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육아와 직장생활의 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아이를 친정
이나 시가에 맡기고 주말에만 데려오거나, 친정 또는 시가와 함께 살면서 육아도움을 받거나, 아이
가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에서 하원하면 퇴근 전까지 친정이나 시댁, 다른 친인척의 도움을 받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일부 해소한다. 본 연구의 자녀가 있는 19명의 기혼자 중 14명
(73.7%)이 친정부모나 시부모, 기타 친인척으로부터 육아도움을 받고 있었고, 1명은 어린이집 하원
도우미를 유급으로 고용하여 육아 도움을 받고 있었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육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직원보다 일찍 퇴근해야 하거나 회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와 직장일에 대한 헌신이 낮은 직원으로 
낙인 찍힌다. 장시간 노동이 회사와 일에 대한 헌신의 증명이 되고, 그것이 규범인 조직문화 속에서 
육아에 대한 이중부담을 감당하고 일과 가정 사이의 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여성들은 일탈자로 낙인 
찍혀 경력에서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Epstein, Seron, Oglensky and Sauté, 1999). “연장근무 
등 때문에 근무시간도 다른 기업보다 길어서 어린이 집에 맡기기도 어렵고(사례 4),” “인사이동 시
기와 복직시기가 잘 맞지 않아 집에서 먼 지점으로 복직 발령이 나면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사례 
5)”의 강도는 높아진다. 

여성에게 무겁게 부과되는 육아에 대한 책임은 여성의 직장생활에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직장에
서의 인사평가, 승진결정 등에서도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배경이다. 이러한 모성패널티는 기업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방어기제가 된다. 한국의 시중은행의 부장급 및 임원급에서의 여성비
율이 각각 13.2%, 4.8%에 불과하여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급에서 여
성과 남성의 구성비가 불균등하다.1) 직급별 성비에서처럼 의사결정구조가 불평등할뿐만 아니라 조
직 내부에 군사주의적 남성성에 기초한 위계적 조직문화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까
지 시행되었다가 폐지된 여행원제의 제도적 잔재는 성별직무분리 관행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 남
성 중심의 헤게모니적 질서 속에서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여성의 인적자본의 증가, 일
-가정 양립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등은 기존의 기득권 질서에 새로운 위협이 된다. 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압력에 대응해 여성에 대한 모성패널티는 기존의 질서를 방
어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사회적 방어기제로 작동하는 모성패널티는 성평등에 대한 조직 내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업 조직 내에 성불평등이 지속되는지를 설명한다. 

1) 한국 은행업의 조직 특성   

(1) 장시간 노동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불량 노동자 

한국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인 1,726시간보다 약 200시간 이상 많다. 장시간 노동이 이상적 규
범인 조직에서는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직장과 일에 대한 헌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윗사
람들은 오래 앉아 있으면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사례 9)”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지난 뒤에 퇴근을 
하려고 해도 상사가 퇴근하기 전이면 “내가 퇴근을 안 했는데 왜 먼저 가냐”라고 지적을 받기도 한

1) 국내 시중은행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의 직급별 인원 현황자료를 종합한 수치이며, 부장급은 부장(지
점장) 및 부부장, 임원급은 본부장 이상의 직급을 의미힌다(심상정 의원실 자료, 2017년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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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례 2). 야근이나 높은 강도의 업무 수행을 회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직이나 일에 대한 헌신
이 낮은 사람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Blair-Loy, 2003). 

여성으로서 기업의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결혼을 포기하거나 누군가의 엄청난 도움이 없으
면 힘들고(사례 10)”, 결국 여성들이 성공하기 위해 “출산, 육아는 완전 크리티컬(사례 21)”한 문제
가 된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시간에 쫓기는 여성들은 시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남자
들은 한 50분 일하면 옥상에서 5분 정도 담배 피워야 되고, 진득하니 앉아있는 걸 힘들어 하는데, 
여자들은 딱 앉아서 그냥 화장실 가는 시간, 아니면 밥 먹으러 가는 시간밖에 쓰지 않으니 업무가 
더 빠르다(사례 13)”는 부하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여성들이 직장일과 가정일의 병행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규범이 지배적인 
은행에서 근무시간을 압축적으로 이용하는 여성들의 근무태도는 실제 업무량이나 업무성과와 관계없
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덜 일하고, 덜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결과(사례 17)”를 만든다. 

    
(2) 단절되는 직장 내 네트워크

권위적인 조직문화, 육아 및 가사에 대한 부담은 여성의 네트워크 형성에 제약이 된다. 공개채용
을 통해 입사한 정규직이 회사 내에서 가장 먼저 형성하는 네트워크 중 하나는 같은 기수에 입사한 
‘동기 네트워크’이다. 연령도 비슷하고, 같은 시기에 입사했다는 공통점 때문에 편하게 정보를 공유
하고 친목을 위한 사적 모임도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은행처럼 
함께 입사한 동기들이 다양한 지점과 부서로 배치되는 업종의 경우 동기 네트워크는 직장생활에 필
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이 된다. 남성들은 입사 이후 휴직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
에 동기 네트워크가 계속 유지되며, 집단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어 정보공유 및 친목도모라는 네
트워크의 목적과 속성이 지속된다. 반면, 여성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
게 되어 네트워크가 쉽게 단절된다. <사례 1>의 표현처럼 네트워크가 “뚝뚝” 끊어지고, 휴직기간으
로 인해 진급시기도 달라져 여성들의 경우 동질적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복직
을 하더라도 기존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조직 내에서의 위치나 근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휴직 전의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렵다. 

사실 남자분들은 중간에 휴직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남직원들은 주요 요직에 내 또래의 동기
들이 다른 부서, 다른 지점에 그맘때 다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직원들은 대부분 휴직을 들
어갔거나, 그만뒀거나, 이렇게 끊겨 있어요. 뚝뚝뚝뚝 끊겨 있어서 선배거나 후배거나 하긴 한데 
누가 이렇게 연결을 안 시켜주면 이게 연결고리가 없더라고요. (사례 1, B은행, 부부장) 

(3) 모든 것이 육아로 귀결되는 ‘워킹맘’의 직장생활 

자녀가 있는 여성이 직장에서 어떤 문제상황에 봉착하면 그 원인이 모두 육아로 귀결된다. 예를 
들면, 본인에게 주어진 정당한 양의 휴가를 사용하는데도 육아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휴가
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일하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육아 때문에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해 벌
어지는 일로 생각된다. A은행의 부장인 <사례 13>은 부하직원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급자의 입장에
서 자녀가 있는 직원들의 편의를 봐줘야 하는 상황이 부담되고, 이들의 실수가 반복되면 다른 직원
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자녀 돌봄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지만 관리자로서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돌발변수가 없는 남성을 팀원으로 받고 싶다(사례 13)”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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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는 직원에게 한 두 번 편의를 봐줄 수는 있지만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아, 저 직원 
진짜 자기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거죠. 처음에는 좋게 긍정적으로 
봤다가도 자꾸 반복돼. … 왜 저직원은 자꾸 집안 일을 가지고 해결을 못해서 여기다 얘기를 할
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두번이야 이해하지만, 나중에 업무를 하다가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어떤 실수가 일어났어. 그래도 ‘아, 그렇게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쓰니 업무에 미스까지 내
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례 13, A은행, 부장) 

교육·훈련의 기회에서도 유자녀 여성은 배제된다. 육아로 인한 교육·훈련 참여의 제약은 회사에 
의해서도 강제되고, 여성 스스로 불가피하게 선택하기도 한다. 은행은 평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
기 위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주말에 배정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워킹맘들이 주말 연수에 지속적으
로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필수교육이거나 승진에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니면 
업무스킬 향상이나 경력개발을 위해 교육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업무상 발전을 위해 수강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하더라도 “이수하지 못하면 인사상에 남기 때문에” 차라리 포
기하는 것을 택한다(사례 15). 

작년부터인가 저희가 주말 연수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애가 둘인 입장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할
애해서 가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자격증 하나를 따더라도 업무를 하면서 해야되니까 그 가중도가 심
해요. … 사실 기회는 주어졌지만, 이거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의지가 있어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한번 사실 올해 한두 달짜리 연수를 받아 봤거든요? 4월, 5월을 
통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날, 그것도 서울에서. 지방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열의가 있는 
직원들은 대구나 목포에서도 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쉽지는 않죠. 내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제
쳐두게 되는 거죠. (사례 15, E은행, 차장)

직무나 팀을 선택할 때도 경력개발에 무엇이 도움될까를 고민해서 결정하기보다 육아 때문에 
집에서 가깝고 야근이 별로 없는 곳을 선호하게 된다. “결혼하면 집 가까운 것이 최고(사례 16)”
가 된다. 대졸공채 입사자들은 경력개발과 승진을 위해 본사 근무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육아
와 가사일로 이중부담을 지고 있고, 배우자와 시간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영업점보다 업무 부담
이 심하고 야근이 많은 본사 근무를 욕심내기 어렵다. 하고 싶은 직무가 있어도 육아와 가족일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남편과 아내 둘 다 일이 많고 바쁠 때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결국 아내가 된다. 

2) 분할(splitting)을 통한 구분짓기 

(1) 여성의 전유물인 육아휴직 

은행은 다른 산업에 비해 육아휴직의 사용이 용이하다. 상대적으로 조직 내 여성 비율이 높아서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다 쓰는” 분위기이며(사례 9, 사례 14), 2년간의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정규직의 공식적인 인사이동을 통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워
준다(사례 19). 하지만 제도 사용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
휴직제도는 은행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 육아휴직이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기 때문이
다. 여성들에게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당연하게 수용되지만, 남성에게는 이러한 높은 보장이 허용되
지 않는다. 은행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
체 산업의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과 은행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의 격차는 오히려 점점 더 
벌어져 2008년에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 1.1%p 낮았던 것(전체 1.1%, 은행업 0.1%)이 2018년에는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_539

2. 사회적 방어 기제로서의 일-가정 양립 제도와 모성패널티-은행업 정규직 여성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_ 안리라

전체 산업 평균보다 11.1%p 낮았다(전체 13.6%, 은행업 2.5%).1)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근
로자라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남성들이 육아휴
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의 사용은 불이익이 된다. <사례 15>의 답변처럼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회사 전체에서 주목을 받을 정도로 드문 일이며, 이런 상황에도 불
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승진이나 성공에 대한 욕구가 낮은 사람으로 여겨진다. 

남자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에 대해 많이 시선이 변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지점에 인원이 
사실 너무 없고. 예를 들어서 기업여신을 보는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간다? 걔는 그냥 아웃이
라고 봐야 되요. (사례 15, E은행, 차장)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되는 것이 관행이 되다보니 육아휴직을 사용
하는 여성들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이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는 논리를 구성한
다. 육아휴직을 비롯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사용되니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둘러싼 문제는 성별 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육아휴직을 한 경험이 있는 유자녀 기
혼 연구 참여자들은 회사에 임신 사실을 전한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까지 팀원들이나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고 응답했다. “예비맘 시기에 무거운 짐을 든다거나 먼지가 날리
는 CD기 업무를 할 수 없고(사례 8)”, 상사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채근을 하기도 어려우니(사례 
12)” 직장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회사 상황에 유리하도록 당사자의 출산예정 계획과 다른 시기에 육아휴직을 하도록 권고하거나(사
례 8), 특정기간 동안 임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제안(사례 1)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의 많은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들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이 ‘여성의 것’으로 전
유되면서 ‘여성=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을 덜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다. 이는 기득권 집단
이 여성을 조직 내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는 논리로 이용되며, 이러한 낙인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경력개발을 위해 개인적으로 추가 노력을 기울이고 복직 이후 본인의 능력과 성
과를 입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성 위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급구조로는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을 더 강화할 뿐이다.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사용이 경제적, 직업적 보상을 희생함으로써 얻어지는 상황에서 이 정책의 이
용이 여성에게 제한되는 구조라면 여성에게는 가정과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내모는 결과를, 남
성에게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중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를 이
어질 것이며 이는 변형된 형태의 직장 내 성불평등을 만들거나 강화하게 된다(Jacobs and Gersn, 
2010: 170). 

(2) 내부경력단절로서의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조직 내부적으로 경력단절의 의미를 갖는다. 여성들은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평균 
5.5년 뒤 결혼을 하고 직장 입사연령과 관계없이 결혼 후 2년 이내에 첫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 출산 후 3년 내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여 약 10년간 영유아 및 미취학 자녀를 돌보
면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한다(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8: 6).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관
리자패널」 6차자료에 따르면, 금융·부동산업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사원에서 대리가 되는데 평균 4.7

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모성보호지급자현황(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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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하는데 평균 4.4년, 과장에서 차장이 되는데 평균 5.9년, 차장에서 부장
으로 진급하는데 평균 6.1년, 부장에서 임원으로 진급하는데 평균 5.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은행업 여성 근로자의 승진과 생애과정 

<그림 1>은 결혼,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 사건이 일어나는 평균 시기와 은행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기간을 종합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은행의 진급체계에서 사
원에서 대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직급이 변경되기 때문에 사실상 과장으로의 진급이 첫 
승진이라고 할 수 있다. 대리 1~2년차에 결혼을 하고, 3년차 정도에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여 육아
휴직을 한다. 대리 3~4년차에는 과장 진급을 위해 영업실적을 포함한 업무성과 및 정성평가 항목을 
관리해야 하는데, 과장 진급 대상자가 되는 시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거나 휴직 이후 복직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가 중첩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인사고과 및 업무성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즉 일
터에서의 요구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족의 압력은 증가하는 생애단계 압박(life 
stage squeezes)을 경험한다(Jacobs and Gersn, 2010: 112). <사례 1>의 답변은 일하는 여성으로
서 출산 및 육아와 직장에서의 경력개발을 필연적으로 연동해서 계획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을 보여
준다. 

과장을 달기 전에 아이를 한 명 더 갖고 싶었는데, 그 전에는 열심히 일하는 과정이라 아이를 
하나밖에 못 갖고, 과장 달기 전에 좀 텀이 있어서 한 명 더 갖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러면 몇 년을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힘들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가족 계획을...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새롭게 계획을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고민이 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대리쯤 되면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출산을 하
고, 다시 복귀를 해서, 다시 경력을 쌓아서 승진대상자에 오른다는 게, 조금 남들보다 많이 늦어
질 수도 있고, 아이를 또 케어할 수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 
1, B은행, 부부장) 

육아휴직이 사실상 조직 내부에서는 경력단절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구분되는 집단으로 여겨진다. 특히 은행은 여름
휴가 등으로 짧은 기간만 쉬고 나와도 판매해야 하는 금융상품이 달라지거나 금융관련 법과 제도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 등 업무상 숙지해야 하는 내용의 변화가 빠르다. 이 때문에 약 1년~2년 정도
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들은 회사와 일에 재적응이 필요한 별도의 집단으로 분류된다. 휴직 없
이 경력을 밟아 온 정상집단의 직원들과 구분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사용한 유자녀 여성들에 대한 낮
은 인사평가와 편견이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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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방어 기제로서의 일-가정 양립 제도와 모성패널티-은행업 정규직 여성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_ 안리라

3) 불확실성(uncertainty)과 불안의 증폭 

‘육아휴직자에게 인사평가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과 관행이 비공식적으로 조직구성원 
사이에 공유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보호하고 
있다(제19조 4항). 하지만 육아휴직자의 인사평가 기준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기 때
문에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더라도 육아휴직 중의 인사평가 점수가 승진을 위한 평가기
간에 들어가서 불리한 상황이 생기거나(사례 5, 10, 11, 19, 21), 육아휴직 전후로 인사평가 상의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지만 현실
은 그렇지 못하다.

육아휴직자에 대해 인사평가나 승진 때 핸디캡을 준다는 소문이 있지만 공식적인 규정이 아니어
서 실제 그러한지 파악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다. <사례 10>의 경험처럼 육아휴직 예정자들은 휴직시기가 결정되면 휴직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일한 성과에 의해 평가받기 보다는 ‘곧 쉴 직원’이라는 상황에 의해 평가받게 된다. 그래서 육아휴
직을 들어가기 전에 인사고과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휴직을 들어가면 2년 동안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고과가 깔릴 수밖에 없어요. 깔린다는 표
현이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너는 이제 휴직 들어가니까 너까지 챙겨줄 여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승진대상자들 먼저 챙기다 보면 그때 깐다고 저희는 은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복
직을 했을 때 이게 임신 휴직기간의 고과가 승격기간에서 빠지는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맞잖아
요. 일을 안 했잖아요. 그게 안 빠져요. 그러다 보면 제일 나쁜 점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몇 년을 또 열심히 일해야 승진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격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자도 일 욕심이 있고, 승격 욕심이 있잖아요, 요즘 ㅊ세에. 그러면 아이를 내가 둘을 낳
으면 난 승진을 못해. 내가 승진대상자면 아이 낳는 걸 미루게 되는 거죠. 그니까 둘 낳을 것을 
하나 낳고. (사례 10, A은행, 차장)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제도적 보장수준이 높고, 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참여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사평가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사들은 <사례 21>이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니 그간의 공백 때문에 업무감각이 떨어졌다
고 평가했고, 자녀가 있으니 야근을 시키기도 어렵다고 부담스러워 하는 내색을 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육아휴직이 발목을 잡아 승진에서 계속 누락이 될 때”였다. 다른 사
람에 비해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휴직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심하
게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도 없으니 불안감이 커졌다. 일을 못해서 누락
된다기 보다는 “남자는 가장이니까, 여자는 좀 괜찮지 않나, 여자는 누락되도 자존심 좀 덜 상하지 
않나 등의 인식 때문에 조직에서 희생된다고 생각”했다. 

제 은행 생활을 돌아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휴직했던 게 저의 발목을 잡아서 승
진에 계속 누락이 될 때. 왜냐면 제가 남들에 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능
력이 없는 건 아닌데 워낙 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휴직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점점 심하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1년을 쉬었다 하면 1년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곱하기 2를 뺀다더라 뭐 그런게 말은 있는데, 어디에도 없고. 인사규정이나 
그런 규정에는 없고 좀 답답했죠. (사례 21, B은행, 과장)



542_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2020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 불안사회,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성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성차별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는 것은 새로이 도
입된 제도가 기존의 관행과 디커플링 되기 때문이다. 제도의 디커플링은 조직구성원들이 익숙한 관
행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기존의 관행에 많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Orton and Weick, 1990; Kalev and Dobbin, 2006).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들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는 경
우가 많다. 사회적 정당성에 의해 도입된 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한 채 상징적 의미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Scott, 2008). 한국사회에서 성차별 개선조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저출산 문
제의 해결 등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효율적 경영에 방해된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문화적 관행, 구성원의 인식 변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디커플링 되지 않도록 하는 제반 여건
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일과 회사에 몰입하지 않는 사람이라 
평가받게 된다(Allen and Russell, 1999; 홍승아, 2018).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을 승진이나 각종 
보상에서 열외로 취급하여 조직의 외부자 또는 이등시민이라 느끼게 함으로써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Blair-Loy, 2003).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사용이 비공식적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내포한다는 것을 노동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위험의 객관적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들이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Jacobs and 
Gerson, 2010: 172). 

4) 일반화(generalization)와 미혼여성에 대한 차별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이중부담은 일-가정 갈등을 만든다. 자녀가 있는 여성이 업무
에 소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유자녀 기혼여성들은 업무성과에 관계 없이 부정적 평가
를 받게 된다. 유자녀 기혼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한 조직 내 인식과 평가는 여성 전체에 대한 평가로 
확산된다. 미혼여성, 자녀가 없는 여성도 잠재적 결혼 예정자, 출산예정자로 생각되어 유자녀 기혼여
성을 차별하는 논리를 은행의 여성 전체에 적용하여 여성 전체에 대한 승진차별을 정당화한다.  

육아휴직이야 그냥 기본적으로 다 쓰는데 본사에 있는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직에서 평
가를 안 좋게 받는 것이 역으로도 있어요. 육아휴직 때문에 공백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되게 약간 비꼬듯이 말하는 그런 것도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여직원에 대해서 예전에 여행원제도
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여직원에 대한 인식이 그 때에 갇혀있어요. (사례 9, E은행, 행·대리)

“여자는 뽑아봤자 또 결국에는 아기 낳으러 들어가서 2년 쉬다 오는 그런 걸 되게 약간 비꼬듯이 
말하는(사례 9)” 것은 2년의 육아휴직이 여성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연령이
나 연공서열에 따른 평가로 인한 불이익은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로 인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생
각 때문에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일·가정 양립제도는 여성들만 사용하는 혜택이라는 생각
이 강해서 불만이 심하다. 즉 여성들만 사용하는 휴가가 되면 될수록 모성역할은 여성의 배타적인 
책임으로 정의되고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성격의 노동자로 정의된다(장지연, 2004: 57). 

5) 순응(compliant)과 경력열망의 자기제한

직장과 가정에서 충돌하는 역할기대로 인해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양쪽에서 기대하는 책임을 조
율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심리적 죄책감과 갈등을 경험한다. 회사생활을 병행하면서도 “마음의 짐
(사례 8)”이 있고, “내 것을 포기하고 아이에게 좀 더 신경 쓸 걸(사례 22)”하는 후회가 생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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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게 발견되는 부족한 점이 모두 회사 일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스스로 자책한다. 회사일 때
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은 회사생활에도 소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심리적 제약이 
된다. 

특히 이런 심리적 부담과 죄책감은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경우에 더 두드러
졌다. 아이가 받아쓰기를 빵점 맞거나 학교에서 아이가 제대로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연락이 올 
때(사례 15), 아이의 방과후활동 모임에 다른 엄마들처럼 방문하거나 간식을 보내줄 수 없을 때(사례 
2), 아이가 반 회장이 되었는데 아이의 학생회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없을 때(사례 2) 등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거나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의 학교생활을 지원해줄 수 없는 경우에 죄
책감은 더 심해진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
이다. 이 시기는 직장에서도 승진이 맞물려 있거나 한창 경력개발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직장일
에 대한 부담도 높아진다. 

<사례 20>도 비슷하다. 직장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의 어려움,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승진의지가 낮아졌고, 승진목표도 하향조정되었다. 지금은 “회사에 남는다면 
현실적으로 부지점장(부부장) 승진이라도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한다. <사례 8>과 <사례 15>도 입
사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목표가 낮아졌다고 답변했다. 직장에서의 차별적 상황, 육아에 대한 부
담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구나” 싶고, 여성 지점장들을 보아도 “과연 내가 저렇게까지 잘할 수 있
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산후우울증을 겪고 나서는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
각이 들지만, 현재로서는 지점장이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부부장 정도
까지만 승진을 해도 만족한다”고 했다. 

이러한 내적 갈등과 모순은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경력성공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거나 가사와 육
아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회사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한계선에서 제한적으로 조정될 때 해결된다.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한 현실적 제약의 인지, 경력열망 및 경력목표의 하향조정 등을 통
해 회사의 기존 질서에 순응하게 되며, 이는 사회적 방어기제인 모성패널티를 강화한다. 

5. 결론 

공적영역인 직장과 사적영역인 가정의 양립은 모든 노동자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두 영역 사
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부담은 여성에게 더 무겁다. 이 균형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노심초사
하는 것도 여성의 몫이다. ‘엄마’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모두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로 여겨지며, 
일-가정 갈등과 모성패널티로 인해 여성들이 노동과정에서 경험하는 제약과 차별은 남성과 대등한 
인적자본을 갖춘 여성들이 왜 승진의 최종결정에서 탈락하는지 설명하는 핵심이다(Bernard et al., 
2007). 개인의 능력으로 승진에 필요한 시험에서 여성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 1차 허들은 넘을 수 
있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회사의 요직에 발탁되거나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최종 허들은 넘을 수 없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여성에게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육아휴직을 사용하
는 남성은 승진과 경력성공을 포기한 비정상적 남성으로 규정하는 분할과 구분짓기를 통해 육아휴직
을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하게 하고 여성의 업무능력과 성과에 대한 저평가를 정당화한다. 직무 수행
을 위해 숙지해야 하는 업무내용이 빠르게 변화하는 은행업의 특성상 육아휴직은 조직 내부에서의 
경력단절로 여겨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 사이의 분할은 강화된다. 그리고 
인사평가 및 승진과 관련한 인사관리 규정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은 알-가정 양립 제도의 사용, 여성
에게 부과되는 육아와 가사에 대한 책임 등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을 증폭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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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성들은 직장에서 경력성공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거나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회사일을 
수행할 수 있는 한계로 자신의 목표와 열망을 제한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모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여
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고정관념은 모성이 생물학적이며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생각되어 모든 여성
에 대한 차별로 일반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분할, 불확실성, 일반화, 순응과 자기제한 등의 과정
을 통해 모성패널티는 기득권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방어기제로 작동한다.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 여성의 인적자본 증가, 여성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적 압력 등 외부의 변화
와 위협에 대응해 기존 질서를 방어하며, 이로써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를 재생산하는 기제가 된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육아휴직은 남성에게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조직 내 인식이 변화
할 때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사용이 인사평가의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차별적 관행을 교정할 수 
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부부 간의 성역할이 반전되는 경험을 통해 가족돌봄 및 가사노
동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평등하게 재배분되고 삶의 중심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이동되는 경향을 보
인다는 것이 보고된다(나성은, 2014; 김연진·김수영, 2-15; 김진욱·권진, 2015). 직장일과 가족일에 
대한 이중부담의 문제는 여성이 시간과 자원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에 대한 책임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 해결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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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3

• 모성에 대한 강조와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모성은 여성 개인의 의도, 동기, 욕구에 따른 개인의 경험임과 동시에 관념, 사회조직의 형식, 행동 규

범에 의해 조직되고 유지되는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음(노영주, 1998)

–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은 여전히 결혼제도를 중심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구조 안에서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속되고 있음

– 가부장적 성의식을 토대로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가족과 성규범에 대한 도전이자 일탈적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은 지속되고 있음(김희주･권종희･최형숙, 2012; 김혜영, 2013)

–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최근 미혼모의 반복되는 영아유기 사건을 중심으로 공고화되고 있음

– 언론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들이 그저 자극적인 이슈로만 다뤄지면서 ‘미혼모’의 극단적인 선택의 이

유와 배경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 이와 같이 법적 혼인을 중심으로 임신, 출산, 양육과정을 인정하는 사회구조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은 미혼모들이 모성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됨(김혜영 외 2010; 김혜영, 

2013)

– 특정 집단이 지속적으로 불평등한 상태에 있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사회가 집단

을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김지혜, 2020:191), 미혼모 지원정책인 이러한 ‘적극

적 조치’로서 의미가 있음

문제제기
• 적극적 조치로서 미혼모 지원체계의 필요성과 현재의 상황

– 적극적 조치로서 미혼모 지원 정책과 서비스는 미혼모들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뤄져야 하며, 당사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해야 함

– 그러나 현행 미혼모 지원체계는 그 범위와 수준이 매우 제한적이고 시설입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원범위와 수준, 내용과 전달방식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입장과 상황에 있는 미혼모들을 지원하

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옴(김지현 외, 2018)

– 시설입소 및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안에서 지원 신청자의 실질적 상황보다 제도가 요구하는 ‘지원조

건’ 적합성이 강조됨(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신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미

혼모 및 한부모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가족으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미혼모가 정부지원으로부터 배제될 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책

임은 온전히 미혼모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됨

– 공식적 지원에서 배제된 미혼모들 중에는 출산과정 및 초기 양육과정에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

함으로써 매우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기도 함

– 정책 개입 과정이 개인의 존엄성을 잃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낙인과 사회적 배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감수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김지혜, 2020)
4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_551

3. 미혼모 초기양육 및 자립지원 시범모델로서 (사)여성인권 동감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 _ 황경란, 김지선

문제제기
• (사)여성인권동감 사례에 주목해야 할 이유
- 현행 미혼모 지원체계가 갖는 한계 속에서 <사)여성인권 동감>이 진행하고 있는 <정부

미등록 미혼모 초기양육 긴급구조 자립지원 서비스>는 기존 미혼모 지원체계에서 배제

되어 온 ‘시설 밖 미혼모’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해당 사업은 시설입소를 원하지 않거나 시설입소에서 배제된 미혼모들에게 특정 조건 및

비용 부담 없이 초기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 거주지 지원과 함께 개별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맞춤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사)여성인권동감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토대로 기존 미혼모 지원제도

의 한계를 살펴보는 한편, 미혼모 초기지원의 대안적 모델 개발에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자 함

5

문헌고찰
• 양육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관심의 증가, 그러나 지속되는 어려움

– 국가적 위기로 이야기되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양육 미혼모 지원에 대한

연구는 크게 증가함(이용우, 2017; 김지현 외, 2018, 이미정 외, 2018; 변수정 외, 2019). 2000년대 중반 이후

입양보다는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미혼모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침

(이용우, 2017)

– 그러나 그간 관련 정책 변화와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들이 겪고 있는 문제,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

전히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미혼모 빈곤문제는 여전히 해

결되지 못한 채, 미혼모와 관련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음(이미정, 2011; 김지현 외, 2018, 이미

정 외, 2018; 변수정 외, 2019 )

– 이미정(2011)은 과거에 비해 미혼모들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교육수준도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조사대상 양육미혼모의 절반 이상이 기초생계비를 수급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음. 이러한 양상은 최근

조사결과에도 나타남. 영아, 유아, 초등 자녀를 재가에서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지현 외(2018)은 조사 대상 미혼모들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 40.7%, 100만

원 미만이 38.7%, 200만원 이상이 20.7%의 비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음.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61.0%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고 있고, 전체의 86.0%가 경제적 안녕 여부에 좋지 않다고 응답함(전혀 그

렇지 않다 55.0%, 별로 그렇지 않다 3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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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
• 미혼모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간에 자리한 편견과 차별
– 미혼모들이경험하는어려움의근간에는미혼모들에대한사회적인편견과차별이자리함(김희주외, 2012;

김혜영, 2013; 신옥주, 2016)

– 신옥주(2016)는미혼모가낙태와출산,양육과입양사이에서의갈등하게되는가장큰원인으로경제적어

려움과함께사회적차별을꼽음. 사회적차별은경제적어려움을가중시킨다는점에서더욱근본적인원

인이된다고볼수있음

– 김혜영(2013)은 미혼모에대한차별과배제의뿌리로혈통에기반한가족주의와이중적성규범을지적함.

미혼여성의임신과출산을가족규범과성규범에대한일탈로규정하는것이차별과배제의배경이된다는

것임.미혼모에대한사회적편견,낙인은미혼모와그자녀의존재를비가시화시키는결과를낳게되고,이

는가장기본적으로는미혼모에대한정확한규모조차파악할수없는문제를낳음(김혜영, 2013).

– 사회적편견과차별은활용할수있는지원정책과제도도제대로이용하기힘들게만들어삼중, 사중고를

낳게함.신옥주(2016)는미혼모에대한차별적사회환경개선과경제적어려움에대한국가지원확대와더

불어 ‘관점의변화’가필요함을강조. ‘미혼모’와그가족은시혜적차원이아니라당연히향유하는기본권으

로서인간다운삶,가족과함께살권리,자신의뿌리를알권리,건강한출산에대한권리,사생활의비밀에

대한권리등을가지며,국가는이에대한의무를가진다는것.
7

문헌고찰
• 미혼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이해의 필요성
– 미혼모가겪는어려움과관련된구체적인이해와대안마련에대한노력은여전히매우부족한상태임. 현

재의미혼모.부에대한지원체계및지원대상선정, 관련법규등이실제미혼모의상황을반영하지못하는

경우가많다(김지현외, 2018)라는평가가내려지는배경에는이와같은현실이작용함.

– 그러나이러한지적은새로운것이아님. 예컨대조주은(2010)은그간우리나라의미혼모관련정책이시설

중심의임시보호적성격을갖고있고,아동양육비도현실적으로매우부족한데다,자녀양육과주거지원도

몇개의제도이용에우선권이주어지는수준에서제한적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하였음.특히

우리나라의사회보장제도는혼외관계에서자녀를출산하게될때겪게되는다양한사회관계로부터단절

등미혼모들이처하게되는문제의특수성을거의반영하지못하고있어,미혼모들이저소득층을대상으로

한사회복지제도에서도배제될위험이있다는점을지적한바있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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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혼모 초기양육 및 자립지원 시범모델로서 (사)여성인권 동감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 _ 황경란, 김지선

문헌고찰
• 여전히 협소한 지원, 지속되는 임신/출산기의 위기 상황
– 한국사회의 미혼모 정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책적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미혼모의 임신･출산 위기 사항에 집중된 단기간 지원과, 해외입양 촉진을 통한 사회적 책임

회피라는 특징을 보여왔다고 평가됨(김혜영, 2013).

–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꾸준히 증가해오면서 강조하는 정책의 방향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쪽으로 달라지게 되었음. 물론 그 사이 지원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임. 그러나 정책의

강조점이 달라진 것이 이전에 중심이 되었던 문제들이 ‘해소’되었기 때문은 아님.

–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협소하고 공적지원은 선별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여전히 임신 출산기의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은 불충분함.

– 정책과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상황에 있는 미혼모들의 실제와는 맞지 않는 조건들로 인

해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됨.

9

문헌고찰
• 미혼모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의 필요성
– 조주은(2010)은양육미혼모지원정책이시설중심에서지역사회통합지원서비스로전환되어야하며,생계비지원을현

실화하고,자녀양육지원강화와가정보육의제도화,주거시설확충과임대주택자격요건완화,미혼부양육비지급의

효율성강화를개선안으로제시함.이를위해양육미혼모가족지원의통합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을제안함

– 성정현외(2015)는미혼모들이출산과낙태를갈등하는상황에서,서비스정보및지원기관탐색과정에서,산전‧

후건강관리상황과입양과양육을갈등하는상황에서, 미혼모에대한부정적인식에의한가족과사회의외면

과차별,정보의부족,지원시스템접근성부족등으로인해매순간절박한위기에놓인다는것을보여줌.이러한

위기를지원하는데시설중심의지원시스템은충분하지못하며,그마저도분산되어있어이를개선하기위한방

안으로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위기지원콜센터가필요하다고제안함

• 정책 설계, 내용 뿐 아니라 실제 정책 ‘적용’에 주목할 필요성

– 신옥주(2016)는 ‘미혼모’가처한현실문제와관련하여한부모가족지원법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양육비이행확보

및지원에관한법률등이가진제도의 ‘한계’를분석함.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입소자격의제한과익명보호의

문제를 들고 있으며, 특히 기본생활지원시설의 입소자격에 ‘미혼여성’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어 임신갈등상황에

있는혼인경력이있는여성을포괄하고있지못하다는점을지적함. 익명보호문제와관련해서는한부모가족복

지시설에입소하려는사람이입소신청서를제출하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를확인받아야하는등

여러규정을두고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이러한규정들이임신갈등상황에있는기혼여성이나, 신분노

출을원하지않는미혼의여성에게시설입소의기회를차단하는문제를낳고있음을지적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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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방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혼모 지원 정책, 제도의 현황과 여성인권 동감이 진행하고 있는

미혼모 지원 서비스가 갖는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인권 동감의 『미혼모 초기양육 긴

급구조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미혼모 당사자들과 미혼모 지원사업 실무자

총 심층 인터뷰함

– 현재 또는 최근에 여성인권 동감의 미혼모 지원 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혼

모 당사자 6명과 미혼모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3명으로, 연구주제에 관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추천 받는 세평적 사례표집(reputational

case sampling) 방법 사용

– 2020년 2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3개월에 걸쳐, 이용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심층면접을 진행함

11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방법
• 연구참여자 정보: 미혼모 당사자

12

연구

참여자

성

별
연령대 자녀나이

기관

이용경험
이용 제도 비고

P 여
20대

후반

출산예정

(입양예정)
없음

긴급생계비지원, 

미혼모자네트워크 홀로서기

사업 지원 / 양육수당

임신중절경험

K 여
20대

초반
출산예정 1차 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양육수당

다양한 복지시설 이용

경험 있음

J 여
30대

후반
8개월 1차 시설

긴급생계비지원, 

미혼모자네트워크 홀로서기

사업 지원 / 양육수당

혼인 경험 있음

친자 확인소송 진행

S 여
10대

후반
1개월 1차 시설

긴급생계비지원

양육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급권 탈락 경험 있음

H 여
30대

후반

1개월

(둘째)
1차 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LH전세임대주택 / 양육수당
첫째 아이(3세) 있음

G 여
30대

초반

6개월

(둘째) 
1차 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양육수당
첫째 아이(12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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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혼모 초기양육 및 자립지원 시범모델로서 (사)여성인권 동감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 _ 황경란, 김지선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방법
• 연구참여자 정보: 민간단체 미혼모 지원사업 담당 실무자

13

실무자 성별 나이
미혼모 지원사업

경력
근무 기관

실무자1 여 40대 10년 이상

민간단체

자체 미혼모부초기지원사업,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실무자2 여 40대 10년 이상

민간단체

자체 미혼모부초기지원사업,

공동생활가정 운영

실무자3 여 50대 20년 이상
1, 2차 시설 운영 경험

민간단체 공동생활가정 운영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방법
• 자료분석
– 심층면접을 이용한 일반적 질적연구(Generic Qualitative Reaserch)방법을 수행함
☞질적연구방법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돕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맥락과 기제 등

을 탐색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됨.

– 질적연구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일어나는 활동으로, 본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의 면담

내용을 듣고 녹취록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함

– 의미단위를 구분해내기 위해 Glaser 와 Strauss(1967)가 제시한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사용

– 각 사례별로 범주 간의 연관관계를 도출함으로써 해당 사례에 대한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구성한 후, 이 과정에서 나온 사례별 분석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경험이 다를 수 있음을 염두

에 두고 사례들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보기 위해 사례 내 분석(within case analysis)과

사례 간 분석(between case analysis)을 병행

– 마지막으로 범주도출과 함께 범주들 간의 관계를 찾고, 범주들을 관통하는 핵심범주 및 주제를

도출하였음(김인숙, 20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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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결과
• 현행 미혼모 지원체계는 시설입소를 중심 구성

– 현행 미혼모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여성들은 지원에

서 소외됨

– 시설입소를 원치 않은 미혼모, 입증주의 절차로 인해 시설이용이 거부된 미

혼모의 경우 지원체계에서 배제됨

• 거점기관의 초기 미혼모.부지원사업의 경우 출산 이전 지원 부재

– 상담만 진행, 아이 출생신고 이후부터 출산비 등 지원 가능

• <여성인권동감>은 민간자원을 활용, 현행 미혼모 지원체계가 갖는

제도적 한계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음

– 초기 미혼모지원 및 시설 밖 양육미혼모 지원

15

자료분석 결과
주제 소주제

제도적 한계와 현실의 간극

을 메우는 시도

•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눈높이 홍보

• 당사자주의를 토대로 구성한 지원 내용

– 신뢰관계 형성에 초점 맞추기

–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 및 연계.조정

• 입증주의 절차를 넘어서기: 시설 밖 미혼모 지원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지원 • 미혼모를 양육 책임자가 아닌, 개인으로 주체화하기

– 개인의 자율성.선택권이 존중을 토대로 공동생활가

정 운영

– 지원 종결 및 퇴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민간지원의 한계 • 주먹구구식 물품확보

• 지원의 불안정성과 인력확보의 어려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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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한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시도

•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눈높이 홍보: 인터넷 공간 활용

–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카페, 지식인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댓글 달기, 지원물품 홍보 게시글 등) 및 1:1상담 진행

– 정보 및 여성인권동감의 지원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

17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 아기 지원 용품 받고, 싶어가지고. 

동감에서 먼저 ‘3개월 아기용품 있습니다’라고 먼저 블로그에, 

그러니까 맘카페에 올려주셨어요. -참여자(G) 

제도적 한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시도
• 당사자주의를 토대로 구성한 지원내용
 신뢰관계 형성에 초점 맞추기

– <여성인권동감>에 지원을 요청하는 많은 미혼모의 상황을 확인, 당사자의 입장을 토대로 지원체
계를 변경하여 운영

– 거주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서류입증을 간소화 또는 생략하고 미혼모의 진술을
토대로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 초기상담을 진행

– 공공부조 등 다른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위해 서류입증이 필요한 경우, 처음부터 서류를 요구하기
보다는 신뢰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춰 초기 지원 진행 및 해당 체계를 설명. 당사자의 결정에 따라
서류 준비 지원

남자친구 집이었는데, 거주하다가 자기는 나왔다고 해서 이 집을 확인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거주지가
자꾸 바뀌기도 해요. 살았다고 하면 산 줄 알지, 제가 뭐 (전부) 확인할 순 없으니까 -실무자1 18

정부에 가서 상담을 받다 하더라도 그거에 관련한 증빙이 다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싫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가져가면 지원을 못 받는 거고. 
상담조차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뭐 어
린 친구들, 미성년자 같은 경우, 아니면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중
략> (출산경험을 숨기고 싶은 것이) 이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이 여성들을 얼마나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절실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다 낙인찍어버리고, 심지어 내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성들이 그렇게 출산이나 그런 거를 선택을 했을 때는 위험
을 선택을 한 거는 그거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 실무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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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한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시도

• 당사자주의를 토대로 구성한 지원내용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 및 타 지원체계 연계.조정

– 현재 <여성인권동감>에서 진행하는 미혼모 지원은 대다수가 외부공모 및 후원

을 통해 민간자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형태

– 유연한 지원이 가능한 반면, 민간자원으로 지속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서 미

혼모가 미혼모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음

– 공공부조의 경우 신청주의, 입증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에게 관련

안내 및 정보 제공, 신청절차 지원 및 동행서비스 지원함(동주민센터와 원활한 소통

및 연계 요청 목적)

잘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그런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랑 갔을 때는, 뭐 샘들이 워낙 많은 걸 알고 계시니까. 여기
는 다 해주시더라고요. 알아서. 그런데 (다른 시설) 거기 있을 때는 내가 다 알아서 가서 신청했어야 됐고, 다 혼자
알아봐야 되니까. 내가 또 어리다 보니까. 똑바로 잘 안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동주민센터에서?) 네. 그
런데 여기는 이 샘들이랑 가니까. 이제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참여자(S)

지금도 수급자도 생계비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모르면 바보처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직접 다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모르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이. – 참여자(K)

19

제도적 한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시도

• 당사자주의를 토대로 구성한 지원내용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 및 타 지원체계 연계.조정

– 기존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 <여성인권동감>

의 지원으로 인해 중복지원처리가 되지 않도록 동주민센터와 연계 및 지원 조정

– 예컨대, 미혼모의 실질적인 상황을 <여성인권동감>에서 증명하여 주거이전 및

<여성인권동감>에서 운영하는 주거시설 이용 등 서비스 조정 진행

20

주거 이전도 원래 청소년이라서 안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샘들이 얘기 잘해줘서 했고. 그 다음

에 통장 만드는 건 미성년자라서 원래 안 만들어 주는데 또 여기서 잘 얘기 해줘서, 아까 나온 샘이

얘기해줘서 했고,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저 미성년자라서 안 되는 게 뭐가. 아. 수급비 같은 거. 미성

년자라도 수급비 같은 게 따로 분리가 안 돼요. 아버지랑 저랑. 그래서 수급비 같은 거 아기 키우는

데 못 받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런 거. 그런 거 말곤 저한텐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S)

시설급여는급여자체도적고, 이걸또시설급여로바꿨다가다시수급을신청하려고하면, 이것도또복

잡해요. <중략> 그래서처음에동감에서아무런제약도없이‘어. 힘든상황이야? 얼른와’ –참여자(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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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혼모 초기양육 및 자립지원 시범모델로서 (사)여성인권 동감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 _ 황경란, 김지선

제도적 한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시도

• 당사자주의를 토대로 구성한 지원내용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 및 타 지원체계 연계.조정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과정에서 당사자의 입장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지원

–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한 몸의 변화, 자고 및 주변 관계의 변화, 거주지 확보 및

특정의 어려움, 정보의 부족 등 정서적 불안에 대한 상담 및 동행서비스 지원 등

샘들이 저 데리고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도 받게 해주시고. 잘. 그러니까 저. 저 병원 가는 거
싫어하니까. 샘들이 같이 가주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중략)... 그리고 주사. 가다실인가? 그거 자
궁(경부)암 예방주사도 맞는 게 좋다고 여기 샘들이 데리고 가서 맞혀주셨고, 아니, 그러니까 집에
있거나 그 전 시설이나 아무튼 돌아다니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있을 때보다 여기 있는 게 좋은 이
유가 그런 것들도 해주시고. –참여자(S)

(다른 시설과 비교 시 활동가들의) 이해의 폭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중략> 동감 샘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응.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저쪽에서는 많이 들었던 말이 ‘안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H). 

10대 미혼모가 출산할 때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부모님께 연락하길 원치 않을 때) 그럴
땐 이제 저희가 하죠. –실무자2

21

제도적 한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시도

• 당사자주의를 토대로 구성한 지원내용

– 현재 거점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은 출산 전 상담 외 별다른

지원이 없고, 출생 후 재가미혼모에게도 상담 및 교육 지원 외 주거 및 경제적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움(예산상 문제, 담당자 1명으로 운영되어 인력 부족 등)

– 정부지원이 있어도 기저귀 지원은 24개월까지, 분유지원 불가(모유수유가 어려운 산모 포함) 등

☞ 상담내용을 토대로 활동가의 사정에 따라 후원물품 지원 연계 및 관련 비용 지원

22

진짜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거기는 그런 단체가

없니’라고 저도 물어보죠. 왜냐하면, 제가 전국에 있는 단체를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없

어요’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기용품

을 지원하거나 이런 곳이 거의 없어요’라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

면 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지만, 본인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곳이 없다. – 실무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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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한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시도

• 당사자주의를 토대로 구성한 지원내용

☞ <여성인권동감>의 지원정보 소식을 접한 전국의 많은 미혼모들이 출산 전 후원물

품지원 및 출산비 등 의료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있어 지역과 상관없이 여성의 상황을 확인 후 지원하고 있음

23

동감은 **(지역)에 있잖아요. 저는 **(지역)사람이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왜 서

울 쪽에서 의료비 지원 못 받고 **까지 갔어? 그래서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모르겠어서 동감에

서는 그냥 이렇게 오픈하시고 그냥 지역에 상관없이 이렇게 다 수용을 해주시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천까지 올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을 했어요. -참여자(H)

제도적 한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시도

• 입증주의 절차를 넘어서기: 시설 밖 미혼모 지원

– 시설입소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미혼모지원체계에서는 혼인경험이 있는 여성의 입소가 거

부되거나 자녀가 2명 이상인 여성들을 지원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상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의 경우 혼인경험 확인(여성가족부, 2020:325) / 시설

내부 운영규정으로 혼인경험 및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시설 입소 거부 등)

– 생활시설에서 입소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초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연계

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움

24

보통 기관에서 1차 시설에서 상담을 할 때 입주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나는 학생인
데 10주가 됐어요. 상담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중략> 임신 6개월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니까. 
‘그때 다시 연락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아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 사
실은 저희 이제, 이제 처음 임신을 해보면 ‘어. 배가 아파’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정말
궁금한 거 많거든요. 혼자 있다 보면 무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실무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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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혼모 초기양육 및 자립지원 시범모델로서 (사)여성인권 동감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 _ 황경란, 김지선

제도적 한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시도

• 입증주의 절차를 넘어서기: 시설 밖 미혼모 지원

– 모자원의 경우 한부모 등록이 증명되어야 입소 가능, 1.2.3차 시설 이용이 연결되는

경우 가장 안정적인 지원 가능(모자원의 경우 공실만 제공, 필요 가전 및 가구 개인 구비)

한부모 신청을 바로 해서 모자원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게 목표였는데. 그전에는 모자원에

상담을 못하더라고요. 한부모가 신청이 돼야. 이제 가능하니까. 상담을 받아주는데 <중략> 이혼이

없는 애들은 1차 시설에 있다가 2차 시설에 있으면 2차 시설에서 나갈 때 300만 원을 줘요. 저거. 

저걸로. 300만 원을 주니까 이제 그거로 가전제품을 사서 모자원으로 들어가나 봐요. 순서가 그렇

게 되니까. 그런데 나는 중간에 2차 시설을 떼어먹다 보니 –참여자(J)

25

제도적 한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시도
• 입증주의 절차를 넘어서기: 시설 밖 미혼모 지원

☞ <여성인권동감>은 혼인경험이 있거나 자녀가 2명 이상인 여성, 장애자녀 및 여성이 경계

성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지원체계에서 배제되는 여성에 대한 지원 사례 증가 추세

한부모 미혼모. 그리고 몇 차례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 자녀가 4명인 미혼모도 있으세요.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다 거절. 그 다음에 장애아동 출산으로 인해 거절. <중략> 저희 같은 경우에

는 지금 그냥 상담 받고 재가해서 지원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설 입소 말고. 우리 쉐어하우스 아니

고 그냥 상담 받고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다양해요. 40대 출산하신 분도 있고. 많아요. 10대부터 40대? 

50대도 있나? 지금은 또 외국인까지 있어요. –실무자2

첫째 아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활하는 엄마들이 불안감이 좀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연

령 차이가 진짜 월등히 많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간난 아기들을 자꾸 만진다

든가. 막 이제 어쨌든 활동력이 많으니까. 아기들이 다 자고 있는데 뛰어다닌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막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무자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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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한계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시도
• 입증주의 절차를 넘어서기: 시설 밖 미혼모 지원

– 이혼 소송 및 친생자부인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자녀의 출생증명이 이뤄지지 않아 기

존 지원체계에서는 지원받기 어려움

– 출산 임박 시 입소 불가(시설 입소 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후 시설 상담, 배치 절차 등)

☞ 상담원이 여성과 자녀의 상황을 확인 후 관련 지원 연계 (여성인권동감 공동생활가정 연계, 

민간단체 자원 연계-생계비 지원 및 출산 전.후 의료비 지원)

(친생부인 소로 인해)출생 신고가 안 되어있으니 뭐 아무것도 받을 데도 없고. 양육수당도 아예 안
나왔으니. 진짜 그거 생계비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아예 이제 비상금을 놔두고 생계
비를 신청을 해서 두 달 동안 생계비를. 비상금을 아예 다, 다 썼는데.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다행
히 다시 또 비상금 만들어갖고 이랬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났을 수도 있어요 -참여자(J)

어쨌거나 여성이든, 아기든 둘 다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는 긴급지원을
나가야 되는 상황일 때 이런 증빙서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뭐 먼저 입소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출산비를 받을 수가 있다네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일단 지원이 선으
로 나가고 후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문제가 돼. 사유서 하나 쓰면 되는 거고, 만약
에 미혼모가 아니면. 일단 살리고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사회복지이고. 
오죽(절박)했으면 우리를 찾으러 왔겠나. –실무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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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지원
• 미혼모를 양육 책임자가 아닌, 개인으로 주체화하기

– 주거지원 관련, 기존 미혼모지원시설의 경우 생활시설의 특성에 따라 공동규칙을 강력하

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자녀양육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참석, 외출.외박불가, 자유로운 식사 및 휴대폰 사용제한 등)

☞ <여성인권동감> 및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기존 미혼모생활시설 방식의 지원에 한계를

확인, 단체 생활이 강조되는 생활시설 형태보다는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존중되도

록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

 자녀양육에 대한 별도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없음

 자녀돌봄지원을 위한 돌봄봉사자 활용(독박육아스트레스 부분적 해소를 지원하는 차원)

 자유로운 외출 가능(사전 고지 시) 자유로운 외박 가능(사전 고지 및 자녀 동반 시)

봉사자 샘들도 월요일은 모르겠는데, 다른 때는 10시부터 2시까지 계셔주고. 그때 동안은 내가 외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수도 있고. 그때 동안.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아기를 데리고 나가면
외출, 외박 다돼요. 외박은 어디 가서 며칠 있단 선생님들한테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너무
자유롭잖아요. –참여자(S)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나 엄마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엄마의 건강, 뭐 미래 설계 같은 것들도 엄마한테 지원이
되는 거겠죠? 개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맥락을 보면 가정을 유지하는 데 집중이 되어있죠. –실무자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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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지원
• 미혼모를 양육 책임자가 아닌, 개인으로 주체화하기

일상생활에서 선택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주체적 생활 존중(자유로운 식사, 휴대폰 사용 등)

여성의 삶을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정체화하기 보다 욕구를 가진 개인으로 주체화하는 데 초점

굽는 고기 먹고 싶다는데. 동감에서는 에어프라이어기가 있더라고요. 기계가. 거기다 고기 구워 먹었
어요. 고기를 또 갖다 주셔요. 야채만 갖다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식품을 갖다 주셔서. 
–참여자(H)

(시설 입소 시) 솔직히 휴대폰 사용 못 하게 해봐요. 얼마나 답답해요. 솔직히 스마트폰 다 쓰는데. 
그런데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그 전에 시설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딴에
서는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티비도 있지. 사생활에 간섭 안 하지. 심지어 그냥 이 주택
같은 그런 공간도 아니고 시설 같은 그런 느낌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가족같이 지내는 거고. 딱 3명
이외로 더 많이 같이 살 일도 없고. 막 10명, 20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개인 물건 개인이 쓰는 거
니까. 따로 싸움이 일어날 것도 없고. -참여자(S)

먹을 식재료 같은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가져다주시니까. 저한테, 저하고 아기한테 들어가는 돈
은 딱히 없는데. 저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 동안에
는 당분간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이제 아기한테 나오는 양육비를 계속 저금할 생각이거든요? 그
래서 나갈 때까지 모아서. 나가서. 왜냐하면, 여기서 지내면서 크게 들어갈 돈은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사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그거는 해야 되니까. -참여자(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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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지원
• 미혼모를 양육 책임자가 아닌, 개인으로 주체화하기

 기관에서 제공하는 규칙 없음, 생활동거인 간 자조적 일상 규칙을 마련해야 함(공동생활공간

청소, 싱크대 사용 등)

동감 셰어 하우스는 방 하나에 1명(가족)이 거주해요. (생활)시설처럼 한 방에 4~5명씩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중략> (생활시설은) 폐쇄적이고 수동적이에요. 주어진 시간에 밥 먹고, 올라가고. 청소, 주어진
시간에 해야 하고. 그 주어진 시간에 잠을 자야 돼요. 전체가. 소등을 해야 되니까요. 새벽에 뭘 핸드폰을
한다거나 뭐 대화를 한다거나 그러면 아까 인원수도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커트가 들어와요. 
이 시간은 자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야.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동감 셰어
하우스는 철저하게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요리를 한다거나, 본인이 스스로 뭔가
찾아간다거나. 이렇게 능동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게 차이인 것 같
아요. 수동적인 공간이랑 능동적인 공간의 차이? -참여자(H)

30

일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룰, 획일화된 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타 기관들을 봤을 때는. 그런
데 저희한테 왔을 때는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불편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실무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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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지원

• 미혼모를 양육 책임자가 아닌, 개인으로 주체화하기

– 현행 미혼모 지원체계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재가 미혼모/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 부재

☞ 지원종결 및 퇴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외부공모사업, 민간후원연계를 통해 직업훈련비 지원,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기간 동안 자녀 돌봄 지원

 입양/양육결정과 상관없이 자녀 출산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준비 시간 제공+결정 존중(지원)

재가 한부모들에 대한 지원은 정말 일 푼어치도 없어요. 진짜 기껏 해봤자 아이들 학용품비 뭐 이런
거? <중략> 계속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번
갈 수 있는 곳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들한테는. 그러니까 빈곤 상태는 계속 돌아가는
거고. 계속. 악순환인 거고. –실무자2

31

본인이 키우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희한하게. 입양 안 보내요. 10대 아이들이. <중략> 그러니까
검정고시 준비해요. 엄마가 되고 나서부터는 또 다르게 설계를 하긴 해요. 본인들이. –실무자2

검정고시 공부하고 싶다니까. 여기 사무국장님이. 아까 그 선생님이 검정고시 책 다 사주시고. 그러
셨단 말이에요.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이러면서 공부. 이제. 컴퓨터 자격증 같은 거 따려면
인강 수강 신청도 해주신다. –참여자(S)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주거지원

• 미혼모를 양육 책임자가 아닌, 개인으로 주체화하기

☞ 지원종결 및 퇴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입양/양육결정과 상관없이 자녀 출산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준비 시간 제공
+결정 존중(지원)

아이돌보미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 어린이집 및 돌봄봉사자 연계를 통해 양
육부담 경감

(동감에서 연계하여) 이제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을 정식으로 다니거든요. 그럼 **이는 계속 어
린이집을 다니고, 나는 3월 달에 빨리 준비를 해서 4월 달에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오전 알바를 일단, 어떻게든 구해서 뭘 좀 한 다음에. 하면서 용돈을 좀 벌고. –참여자(J)

한부모님이든 미혼모든 어쨌건 여성분들이 출산을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아이 양육이거든
요. 아이 맡기고 내 시간을 갖는 것. 내가 일자리를 알아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기관.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실무자2

32

지금 이제 출산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되어서 동감 쪽에서는 하고 싶은 걸 찾아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신 상태라.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5월달부터 시작하려고 요리를 해서 어린이
집에서 이제 조리사 선생님으로 일을 할까. –참여자(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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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혼모 초기양육 및 자립지원 시범모델로서 (사)여성인권 동감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 _ 황경란, 김지선

민간지원(동감모델)의 한계

• 주먹구구식 물품 확보

– 상담, 출산비 등 의료비 지원, 아이 용품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공동생활과정 운

영 등 모든 사업을 외부공모 및 민간 후원연계 사업으로 진행

– 특히, 민간 물품 및 후원의 경우 기존 정부지원시설(사회적으로 알려진 미혼모 생활

시설 등)을 중심으로 배분이 이뤄져 물품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용자들이 당장 필요한 물품보다는 후원이 확보된 물품을 중심으로 배분, 이외

물품은 개인이 구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임신, 출산, 양

육과정의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 발생

젖병 씻는 솔이나. 젖병 더 여유분이나? 뭐. 이래저래는 세세구리 한 것들은 다 내가 사야 되는 거죠. 

이제 공갈 꼭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럴 돈이 일단은 없으니까요. – 참여자(J)

33

민간지원(동감모델)의 한계

• 지원의 불안정성과 인력확보의 어려움
– <여성인권동감>은 서류 증명 등 입증절차를 원하지 않고, 하기 어려운 미혼모들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 상대적으로 지원이 자유로운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지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는 일시적.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함

– 이에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소득지원(시설입소 시 생활보조금 월5

만원 등)이 불가한 상황 발생

34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가 당장에 먹어야 되는데? 당장 이 엄마랑 아기가 출산하고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열악한 거고. 거기를 봤을 때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인데 정부 지원처럼 하려면 이 여성들은 그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당연히 있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실무자2

생활비나 그런 거 지원이 안 되니까. 서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언니들도 똑같이. – 참여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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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지원(동감모델)의 한계

• 지원의 불안정성과 인력확보의 어려움

– <여성인권동감>은 이용자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 차원에서 돌봄봉사자를

활용, 지원하고 있으나 봉사자라는 역할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들이 안정적인 자원으

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아이돌보미서비스 역시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예약시

간이 맞아야 한다는 한계 존재)

35

나도 학원을 다니고 싶어. 자격증이나. 자꾸 놀고 있으니. 자격증이나 하나 따고 싶다하고 있

었는데. 그러면서 취업 성공패키지를 알고 다니다가. 다 다니는데. 여기가 이제 봉사 샘이 또

많이 없으니까요. 맨날 오시는 분은 이제 학원 다니는 데(다른 이용자) 아기를 봐줘야 되니까.

– 참여자(J)

결론 및 제언: 
• 현행 미혼모지원체계의 한계

– 법 개정 및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다양한 예외사항을 추가하였으

나,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못함(절차의 어려움, 예산 및 인력의 부족 등)

• 시설 밖 미혼모 지원 및 대안적 모델로서 동감 사례가 갖는 의의

– 각종 규정, 지침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위치한 시설 밖 미혼모 지원

– 당사자주의를 토대로 구성한 지원 내용 및 절차를 통해 현행 미혼모지원체계가 갖추어야 할

실효성을 담보한 지원에 대한 방향성 제공(당사자의 상황 및 입장을 토대로 한 유연한 지원

과 전달체계 개선)

• 미혼모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 현행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지침 및 운영의 한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

+ 당사자주의를 토대로 시설 밖 미혼모.부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및 연계가 가능한

지원체계로 체질 개선이 요구됨

– 지원체계 및 시설의 지역 불균형 해소: 지역별로 1차(기본생활지원), 2차(공동생활지원), 3차

(모자가족복지시설) 지원시설 수 격차 해소

– 지역별, 시설별 이용 조건 및 서비스 질 점검(시설 내부 규정 등)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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