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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감사의 글까지 쓰냐고 의아해 할 것이다. 석사논문을 쓸
때에도 사회학과의 오래된 관례에 따라 감사의 글을 과감히 생략했던 나로서도 새삼
감사의 글을 쓰는 것이 여전히 어색하고 주제 넘는 일 같기는 마찬가지다. 그래도 나
에게 박사논문과 석사논문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감사의 글의 있고 없음일 것이다.
이유는 한 가지이다. 석사논문을 쓰는 과정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박사논몬을
쓰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과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 한 사
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 논문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감사의 글은 논
문 기간 내내 나를 따라다닌 무력감과 절망감에 대한 자기 고백이기도 하다.
이 논문을 쓰는데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너무나 과분한 도움을 받았다. 먼저 사회학
과 대학원 BK21 사업단과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지원사업 그리고 SSK 사업의 연
구보조원으로 참여한 덕분에, 코스워크 내내 연구에 필요한 안정적이고도 충분한 재
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필드워크 기간 동안 연구비를 지원해준 연구기관
들에게도 감사한다. 먼저 포스코청암재단은 9개월 동안의 대만 현지조사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해 줌은 물론 한국에서 게다가 아시아 지역연구를 하는 박사과정생이라는
열악한 연구자의 처지를 격려해주었다. 또한 6개월 동안 대만 외교부의 Taiwan
Fellowship의 지원은 단순히 현지조사 경비를 떠나 대만 연구자들과 학술교류를 할
수 있는 결정적 네트워크를 제공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현지조
사 기간으로 걱정하던 터에 연세대학교 이민주장학금은 대책 없이 벌여놓기만 한 현
지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분한 여건을 제공해주었다. 1년 6개월의 긴 현지조사
기간 동안 본인의 연구를 지원해 준 모든 연구재단들과 기관에 감사하며, 이 논문이
이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랜 기간 위당관 연구실을 함께 사용하며 지내온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의
석박사 선후배들에게도 감사한다. 특히 대한민국 1%라 자부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여성 박사들이 보여준 삶은, 가족에 대한 애정과 학문에 대한
열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음을, 그래서 본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절대 나
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낯선 외국인 학생을 따듯하게 맞아준 국립대
만대학교 사회학과의 蘇國賢 교수, 林國民 교수와 대학원 학생들에게도 감사한다. 이
들과 1년 동안 함께 나눈 대화와 생활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배경을 넘어 동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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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문을 하는 이들 사이에 분명한 공감대가 있다는, 즉 “어디나 사람이 살아가고
공부하는 것은 똑같구나”라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지난 긴 시간 학부부터 석사를 거쳐 박사를 받기까지 지도해주신 연세대학교 사회
학과의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부심을 맡아주신 김용학 선생
님과 김왕배 선생님께는 큰 빚을 진 기분이다. 또한 일면식도 없음에도 흔쾌히 부심
을 맡아 지도해주신 홍경준 교수님과 이미숙 교수님 덕분에, 호혜성은 원시시대에만
존재하는 낡은 과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중요한 도덕적, 학문적 자원이
될 수 있는 오래된 미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류석춘 교수님은 삶과 동떨어진 사유나 학식을 모두 '거짓 학문'으로 비웃었던 몽
테뉴의 지혜를 항상 상기시키는 분이다. 류석춘 교수님은 내가 그리고 내 연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어깨이면서, 동시에 내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어깨이다. 류 교수님께
는 감사의 말로 쉽게 갈음할 수 없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류석춘 교수님
덕분에 서로 엮이게 된 오이구(오일공) 학문공동체의 성원들에게도 감사한다. 이들과
함께 한 10여 년의 경험 덕분에 세상의 모든 조직이 반드시 위계와 시장만은 아니라
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씩 미뤄지는 졸업 일정을 인내하고 기다려 준 가족들에게 감사
한다. 박사논문을 쓰는 동안 한 명이었던 조카는 네 명이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할머니는 100세 생일을 앞두고 계시다. 이 논문을 관통하는 큰
주제는 “가족”이다. 가족이 단순히 사적인 영역에서 나와 같은 모자란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미시적인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거시적 의미에서 국가의 공식적
인 제도를 구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큰 줄기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무시무시한 힘을 새삼 깨닫게 된 개인적인 자
각이 큰 작용을 했다. 그런 점에서 연구 주제를 제공해 주었음은 물론, 논문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게 지지해 준 가족들에게 이 논문을 바치고 싶다. 게다가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동기가 생겼다. 이 논문을 읽고 이젠 새로운 가족이 된 내 남편
의 조국, 대만을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이는 더 큰 기쁨이 될 것
이다.
지난 시간 길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성장과 발전의 시간이었길 빌어본다. 논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이것이
끝인 마냥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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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은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입자를 매개로 하여 그들의
가족을 국가 보험 안에 포섭하는 피부양자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양국의 제도는 놀라울 정도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먼저 피부양자의 범위 규정에서, 한국 의료보험의 피부양자의 범
위는 직계존비속과 방계를 아우르는 확대가족에 기반한 혈연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반면 대만 의료보험의 피부양자의 범위는 직계 중심의 핵가족 형태를 지향한다. 두
번째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 역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직장 가입
자의) 피부양자는 추가의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 반면, 대만은 인두세 개념으로 피
부양자 1인당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실상 한국은 가족을 단위로, 대만은
개인을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도가 이렇다 보니 당연히 양국의 피부양자의 수
역시 큰 차이를 보이는데, 가입자 한 명당 피부양자수의 평균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
은 대만의 2.5배 정도에 이른다. 피부양자 제도에 반영된 한국과 대만의 가족은 각각
전통적 확대가족과 근대적 핵가족을 지향하는 뚜렷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상의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인가? 먼저 각 사회의 가족구조
와 형태가 의료보험 제도에 반영된 것이라고 가정해 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그
렇다면 한국의 가족은 정말로 확대가족의 형태를, 대만의 가족은 직계, 핵가족 형태를
보여주는가? 본 연구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지표를 통해 양국의 가족구조를 살펴본
결과 이는 양국의 가족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실상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한국
과 대만의 가족구조는 핵가족 구조로 수렴하고 있다. 가구의 구조는 물론, 가족 구성
원의 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등 여러 가지 지표는 양국의 가족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시 설정되어야 한다. 왜 한국은 실제 가족보다
더 확장적인 가족에 기반한 제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대만은 실제 가족보다 더 협소
한 가족에 기반한 제도를 가지게 되었는가?
한국의 경우 초기 산업화의 요구에 맞게 핵가족 형태가 정책적으로 선호되었다.
그러나 곧 유교 전통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활용되면서 농촌의 미덕에 대한 찬양과 함
께, 농촌적 확대가족은 이상적 가족형태로 선전된다. 이미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고 있
는 한국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핵가족, 규범적 차원에서는 전통적 확대가족이라는
이중적 가족 개념이 자리 잡게 된다. 대만은 족군(族群), 계급에 따라 한국보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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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가족의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다. 지배 계급인 외성인(外省人)은 핵가족 형태를
선호하는 반면, 일반 민중인 본성인(本省人)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확대가족을 지
향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간다. 즉 한국에서는 이상과 현실에 따른 가족 개념
의 분화, 대만에서는 족군에 따른 가족 개념의 분화 현상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규명해야 할 문제는 하나의 특정한 가족규범이 국가의 복지 프
로그램으로 제도화되어 나가는 구체적 과정이며, 또 그 안에서 전략적 행위자들은 누
구이며,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이다. 특히 이 과정을 탐구함에 있어 한국과 대만은
서로 다른 문제가 설정된다. 한국의 경우 제도의 처음 시작은 부계 중심의 직계가족
형태의 피부양자 제도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소한 제도가 어떻게 가족 현실보다 더
욱 광범위한, 양계 형평적 확대가족으로 확장될 수 있었을까? 반면 시작부터 직계 가
족 중심의 협소한 피부양자 제도를 고수해 온 대만의 경우, 자신들의 가족적 현실과
맞지 않는, 즉 가족 현실보다 협소한 피부양자 제도가 반 세대 동안 이렇다 할 큰 저
항 없이 수정되지 않고 유지된 이유는 물론, 나아가 공식 복지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주요 행위자인
가입자와 국가가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존 제도가 부과한 이
해와 동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대만에서 공통적으로 목도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
대의 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변화 요구가 가족 담론이라는 도덕적 형
식을 취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여성 가입자들의 담론이나 대만의 의료보험개혁 주
장자들의 담론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모두 가족규범을 동원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이익의 문제를 가족이라는 담론으로
포장하고, 그럼으로써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욕구와 시도를 양국의
의료보험 개혁 담론에서 감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도덕적 담론들은 기존 문화와
제도의 틀 안에서 사용되고, 동원된다. 그런 점에서 행위자들은 추상적인 수준의 제도
인 가족규범이 마련하는 큰 문화적 장 속에서 행위하며, 제도의 변화 과정을 추동하
는 행위자의 동기는 단순히 경제적, 도구적 합리성으로 설명될 수 없다.
1)

핵심단어: 의료보험, 가족, 한국, 대만, 국민건강보험, 전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족주
의, 가족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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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치와 가족담론

-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 비교연구 Familial Foundations of the State Welfare:
A Comparative Approach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in South Korea and Taiwan

1. 서론
1-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이 연구는 우연한 계기를 통해 생긴 매우 사소한 개인적 궁금증에서 시작한다. 여
느 대학원생이 그렇듯 나는 서른이 넘도록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고정적인 소득이 없
는 비경제활동인구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남루한 사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깨닫는 기회는 그리 흔치 않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한 기회로 이 사실이 복지국가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소소한 병치레로 병원을 찾은 날, 내가 결혼하여 분가한 언
니의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아버
지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을 줄 알았던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사업을
정리하신 바는 익히 알고 있었으나 어차피 아버지로부터 큰 경제적 도움은 받지 않고
있던 터라, 아버지의 사업정리는 나에게 아버지의 여가 시간의 확대 그 이상의 별다
른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 당신 삶의 변화였지 나의 삶의
변화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을 찾고서야 비로소 나는 아버지의 일신상의 변화가 나에게 어떤 의미
를 가지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더 이상 아버지의 피부양자로서 의료보험의 혜
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그리고 아버지 역시 더 이상 부양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피부양자라는 사실은 약간의 서글픔으로 다가왔다. 두 번째 놀라움은 아버지뿐만 아
니라 나까지 결혼하여 분가한 언니의 피부양자로 인정해주는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관대함 때문이었다. 보통 출처를 알 수 없는 유교적 또는 전통적 한국의 가족규범에
의하면 딸은 출가외인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내가 버젓이 그 출가외인의 피부양
자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나는 자매간의 끈끈한 가족애를 느낀 것을 넘어서, 우리 자
매를 아직도 가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발견한 것 같아 반가웠다.
여기서 생긴 궁금증은 자연스레 본 논문의 연구주제가 되었다. 한국의 의료보험이
가입자의 가족에게까지 오직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듯 너그럽고도 관대한 혜택
을 보장해주는 것은 한국의 의료보험만의 특성일까 아니면 유교 전통의 가족주의가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 전반에서 발견되는 현상일까? 한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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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관대한 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렇듯 관대한 제도가 어떻게 재정
적으로 지속이 가능한 것일까? 항상 연말이면 뉴스에서 듣곤 하는 사회보험료의 인상
소식은 이러한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라가 하는 일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
다고 해도 믿지 않는 한국인들이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이러
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이 연구는 가족의 이야기를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서 풀어보는 작업이다. 따
라서 이 연구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복지제도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더 자세히 말해서 모든 것을 불안정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
의 생존전략에 대한 연구인 동시에, 모든 것을 개인화 혹은 탈가족화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개인이 아닌 가족이라는 공동체로서 존재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Ringmar, 2005). 자본주의는 개인에게는 경제적 위기를 그리고 가족
에게는 존재의 위기를 동시에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사실 자본주의의 모순과 그에 따른 복지국가의 대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나 이는 어디까지 서구의 이야기이다.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발전은
한 세기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그 발전 양태 역시 서구와 다르다. 특히 한국과 같이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경험한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 역
시 다르게 나타난다(Hall and Soskice, 2001; Amable, 2004). 자본주의의 모순이 다른
양태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 대응으로서 국가복지의 발전 역시 서구와는 다르게 나타
난다(Guillen, 2001). 즉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대응이 국가의 복지개입이라는 방식으
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혹시 그것이 국가복지의 형태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방식은 서구의 복지국가와 다를 수밖에 없다(홍경준, 1998: 430).
그러나 서구의 잣대에서 보면 한국은 복지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한국 사
회에서 사회 복지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국가 주도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
대 이후부터이다.1) 그 이후 40년의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복지 제도는 놀라울 정도
1) 국가 중심의 복지제도의 발전은 1960-70년대의 발전국가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이 시기 권위주의 정권은 일상 수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전
제주의 정치를 보편화했다는 비판을 듣기도 하지만, 1966년 5차 헌법 개정에서 보듯이 적
어도 표면적으로는 진일보한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보장을 신설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김혜경, 2009).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사회복지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국가의 자기 정당성 추구로 해석될 수도 있고(Wong, 2004: O'Con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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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체계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주요 사회보험 제도들이 시작된 것은 물론, 복지의 영
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제도 도
입의 여부와 시기, 공공복지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의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다(김상균․홍경준, 1999). 서구의 복지국가 논의의 틀에서 보면 분명 한국은
좋게 보면 낮은 수준의 보수주의 복지국가, 아니면 “복지 낙후국”(welfare laggard)이
라는 낙인을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조영훈, 2002: 331).
이러한 평가는 한국이 보여준 급속한 경제 성장이라는 성과와 거기서의 국가의 적
극적인 역할 때문에 더욱 그럴 수도 있다(Amsden, 1989; Chibber, 2003; Shin and
Chang, 2003). 경제 성장에는 그렇게 적극적이고 생산적이었던 발전국가였기에 분배
의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방임 또는 방관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
일 수도 있다(Goodman, White and Kwon, 1998).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발전국가 모
델의 성장 동력이 분배의 낙후성을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복지체제의 미발달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사실이다(조희연, 1998; 김동노,
1999; 최장집, 2002).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이러한 복지 낙후국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복지에
대한 수요를 해결해왔을까? 사실 한국에서는 경제 발전을 통한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 수단이었다. 일자리를 통해, 즉 임금을 통해 개인과 가족 모두가 필요로 하는 복
지 서비스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때 국가 복지에 대한 수요는 최소화된다. 사실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복지가 정치화되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의 복지 저발전은 단순히 권위주의 정권의 복지 요구에 대한 억압 때문만은 아닌 셈
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지체되고 임금을 통해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개인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나? 아니 더 상상하기 쉬운 질문으로, 거시적으로 경
제발전이 문제없이 진행중이더라도 여러 이유로 인해 일자리를 통해 자신의 복지 수
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이러한 질문은 전통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근대적 국가관료제의
발달을 기대하기 힘든 전통사회에서 백성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나라의 임무는 최
소한의 수준에 머물거나 통치철학에만 존재하는 규범적 명제이기 십상이다(최연식·임
유진, 2011). 그러나 이는 개인의 인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존재
2006), 산업화의 전략으로 추구되었다고 해석되기도 하며(홍경준, 1991; 김영범, 2002;
Woo, 2004), 복지에 대한 시민사회적 요구의 증가(이미숙, 2008)로 해석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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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 병에 걸리면 죽는 것이고, 다치면 불구인 채로 살고, 일자
리가 없으면 화전민이 되거나 걸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다. 왜냐면 전통사
회에서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재간이 없는 것이고, 사회적 불평등과 태생적 장애
는 타고난 업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져 왔다. 사회 불평등이나 장애는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 같은 것이지 고쳐야 할 대상
이 아니며, 만인이 평등할 수도 없고 평등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인 전
통사회에서, 사회 정의와 평등이란 개념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개념들 자
체가 매우 근대적인 개념임을 주지해야 한다.2)
그러나 여기서 전통사회의 복지를 말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앞서 서구의 잣
대에 따라 한국의 복지국가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판정한다면, 최소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이렇다 할 복지제도 없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를 묻
고 싶은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가족이라고 답한다. 본인 역시 여기에 동의한
다. 어디 지난 반세기 동안만 그랬으랴? 전통사회에서 가족의 중요성은 더욱 말할 필
요가 없다. 물론 그에는 연령과 성에 따라 위계적으로 조직된 불평등한 가내 분업이
있었다. 그리고 근대화를 통해 노동은 물론 교육 등의 가내 서비스들이 가족 밖으로
분업화되었음에도 여성들의 복지 노력은 여전히 가족이 복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원천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가족이 중요한 복지의 제공 주체임은 부인할 수 없다.3)
그럼에도 가족의 복지 기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먼저
복지의 원래 목표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면, 가족을 통한 복지는 가족내 재분배
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의 상품화 경향을 완화하는 복지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그것이다(Pierson, 2006). 또한 혹자들은 가족의 복지 기능
2) 복지국가라는 개념 자체는 매우 근대적인 사고이긴 하지만, 살림살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것
의 작동원리는 고대로부터 발견되는 인간적 상황의 현대적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자
유와 중앙집권, 자발성과 계획성이라는 복지국가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들은 상당히 영속
적인 것이다(폴라니, 1998: 20-21). 시장의 역사 역시 고대로부터 자유 대 관료제, 계획 대
시장질서 사이의 갈림길을 반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3) 최근 복지 주체로서 기존에 논의되던 국가와 시장 외에, 공동체의 비공식적인 상호부조 역
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홍경준, 2000a). 복지 주체를 국가, 시장, 공동체의 삼분 모
델로 재구성해 볼 때, 오랜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 배태된 비제도화된 영역의 다양한 공
동체의 복지는 한국사회에서 잔여적 역할이 아닌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다양한 공동체 가운
데에서도, 특히 가족이 한국의 복지 현실에서 사회복지의 재원 마련과 제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류석춘·왕혜숙, 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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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의 공식적 복지제도의 미발달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고 평가한다(홍경
준, 1999). 이는 다시 말해, 시장과 국가의 복지 영역이 확장되면 가족의 복지 기능 또
는 역할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는, 또는 사라져야 한다는 예측으로 이어진다.4)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은 가족복지 자체에 있지 않다. 가족간의 복지 서비스의 교
환 또는 증여가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 조직화되는지는 본 연구와 중요한 관련을 맺는
주제이지만, 본 연구는 그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가족복지라는 현상을 불러온 궁극적
인 원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현상의 심연에 존재하는 문화적 에토스 또
는 규범적 지향으로서의 가족주의이다.5) 본 연구에서 가족주의는 한국 복지체제의 독
특성, 즉 비공식적인 가족간 복지서비스의 교환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가져온 독립변
수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복지의 독특성 역시 만들어낸 독립변수로도 다루어진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가족주의가 하나의 자율적인 사회적 메커니즘으로서 근대화와
산업화의 역사적 경로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경로는 이후 나타나는 여러 제도들 특
히 국가의 복지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
렇기 때문에 국가복지의 확장이 반드시 가족의 소멸로 귀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 가족주의의 독특한 성격은 국가복지의 발전경로와 성격에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럼으로써 가족의 기능과 역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제도에 자
연스레 스며들며, 그 존재와 영향력의 범위를 공식적 제도의 차원으로 확장하게 된다.
폴라니는 인간의 생계조직화 방식을 공동체의 “호혜성”(reciprocity), 국가의 “재분
배”(redistribution), 그리고 시장의 “교환”(exchange)으로 나눈 바 있다(Polanyi, 1957b
).6) 자본주의는 노동을 상품화하고 이를 시장에서 교환하도록 강제하는 독특한 체계
4) 이 연구들은 대부분 국가와 시장 또는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기능들의 관계를 영합적
(zero-sum)으로 보거나 이들 세 복지영역을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5) 가족주의는 동아시아 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거의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된다. 하지
만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가족주의는 오랜 농경적 조건에 더하여, 가족주의를 윤리적·이념
적·제도적으로 강화한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여타 사회와는 다른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가
족이 윤리적 절대성을 가짐은 물론이요, 제도적․기능적으로도 여타 사회집단에 비할 수 없는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전통사회의 가족은 신(神)에 대한 믿
음에 근거하여 혈연적 경계를 넘어 보편적 형제애를 강조한 기독교 사회, 또는 시민사회 내
부의 자원적 결사를 통해 가족을 상대화시킨 서구 근대사회, 나아가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현
대사회의 가족과도 뚜렷이 구분되는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Lew et al, 2011).
6) 이는 인간의 생계(the livelihood of man)가 조직화되는 통시적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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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동시에 역설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탈상품화시키는 다양한 보호장치를 자기
생존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체제이다(Polanyi, 1957a; Ringmar, 2005).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확대함에 따라 재분배나 호혜성의 원리가 사라질 운명을 가진 낡은 것이 아니
라, 시장 원리의 확대와 더불어 그 필요성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생계조직화 방식임을
의미한다(홍경준, 2004). 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보면 시장의 확장은 오히려 이러
한 보호장치들을 활성화시킨다. 그것이 바로 폴라니가 말한 사회의 대항운동
(counter-movement)인 셈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대안적인 생계조직화 방식들의
활성화와 대항운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Ringmar,
2005). 더 구체적으로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호혜성 원리와 “국가”의 재분배 원리가
어떻게 자본주의의 확장과 그로 인해 증가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보호장치인 “복지제
도”를 구축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셈이다.
여기서 가족, 가족주의를 사회과학 연구의 변수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가족의 정의는 문화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정
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가족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Laslett, 1983). 특히 가족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동거여부나 가족구성과 같은 “객관적 가족”(material family)은 사
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쉽게 변화하는 반면, 가족규범과 가치, 가족 문화와 같은
“개념적 가족”(conceptual family)은 이러한 변화에 저항력을 가지며(resistant) 일정하
게 유지된다(Geertz, 1973: 73; 1973; 송재룡, 2002). 본 연구에서는 가족을 문화적 실
체로서 개념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복지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규범적 지향 또는 문화적 에토스가 제도를 어떻
게 주조했는가를 보이는데에 있지 않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동아시아 지역의 독
특성의 원인을 유교라는 문화적 원리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 두 변수의 상
관성에 주목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과 과정을 통해 문화적 에토스가 제도들
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7) 이 연구들에서 유교는 문화적 블랙박스
로 취급될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와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주의라는 규범적 지향을 담지하는 행위자들이 특정 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
7)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이 보여주는 경제적, 정치적 특수성의 원인을 유교에
내재된 규범 윤리에서 찾는다. 즉 급속한 경제발전, 정치적으로 강한 국가 및 권위주의의 존
재, 문화적으로 강한 가족주의의 시원을 유교의 다양한 규범들과 연결시키는 작업인 셈이다.
이러한 작업 가운데 예외적으로 유교 윤리가 자본주의 발전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한
Lew et al.(2011)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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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러한 문화적 에토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제도를 행
위자의 수준으로 환원하는 경우, 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행위자들 사이의 집합행동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양재진, 2009). 즉 특정 제도의 진화 또는 수용은 행위
자 개개인의 선호와 이해의 문제이며, 따라서 이는 근본적으로 정치의 문제인 셈이다.
행위자들은 각자 자신의 선호와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가족주의라는 문화적 담론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물론
여기서 활용되는 특정한 문화는 기존 문화와 제도의 틀 안에서 선택되고 동원된다.
그런 점에서 행위자들은 가족주의라는 추상적 제도가 틀 지어놓은 커다란 문화적 장
속에서 행위한다. 물론 그렇다고 행위자가 주어진 제도적 한계와 제약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은 아니다(Swidler, 2001).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행위
자들은 새로운 대안적 규범을 활용하기도 하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규범을 동
원하기도 한다. 그 결과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기도 하고, 기존 전통이 재발견됨으로써
기존 문화가 재강화 되기도 한다. 즉 문화는 고래의 유구한 전통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물려받는 숙명 같은 것이 아니다. 숱한 담론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구성 및 재구성되
면서, 문화는 스스로 변하는 것이다(Geertz, 1973).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는 다시 행위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사고하
도록 유도한다. 이는 제도가 자기강화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도
라는 것이 가지는 본래적 성격으로, 행위자가 제도를 만들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
는 다시 행위자를 구속한다. 즉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해나 선호를 실현하기 위해 특
정한 가족 문화와 규범을 활용하여 특정 제도를 만들게 되지만, 일단 이렇게 확립된
제도는 다시 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가족 문화를 당연시 여기도록 하는 사회적 힘
으로 작동하면서 스스로를 강화해 나간다. 제도가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규정하고 그
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틀을 특정한 방향으로 주조한 결과, 행위자들은 경제적,
객관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제도를 평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초기 행위자
들의 특정한 경제적, 도구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제도가 이후 환경의 변
화에 따라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더라도 다시 말해 도구적 합리성을 잃더라도
관성을 가지며 유지되는 이유이다(Coase, 1937).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추동
하는 행위자의 ‘동기’는 단순히 경제적, 도구적 합리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국가의 의료보험 제도의 형성과정에 적용해 보고
자 한다. 즉, 행위자들이 왜 특정한 가족규범을 바탕으로 한 보험제도의 확립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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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이러한 주장은 어떠한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수용 또는 기각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확립된 국가의 보험제도가 다시 행위자들을 포함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족 인
식과 가족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사회들이 사후적으로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또는 문화 상대주의나 문화결정론이 다
른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근본적 문화 차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독특한 문화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시대 문화적 다양성의 사회적
기원을 설명하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는 가족이 국가의 복지제도의 형성과 어떠한 관련을 맺
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가족 제도의 특성이 국가의 복지제도의 특성과
운영원리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시 말해 국가복지의 사회적 배태성을 규
명하는 것이다. 가족제도가 복지제도의 형성에 주는 영향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 연구는 유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이 서로 유사한 복지제도를 도입하
여 실행하는 과정을 비교하고자 한다. 여기서 초점은 상이한 가족제도의 성격으로 인
해 비교 대상 국가들의 복지제도의 원리와 성격이 어떠한 다양성을 보여주게 되는가
를 밝혀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대만의 복지제도 가운데 특히 의료보험 비교
를 통해서, 양국의 독특한 가족 개념과 가족 제도의 성격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
용 또는 변형되면서 서로 다른 복지제도를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먼저 복지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기존 논의들의 문제
점과 한계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이제까지의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모두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본 논문의 목적상 필요하지도 않다.
여기서는 앞으로의 본 논문의 전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논의 또는 본 논문이
취하는 관점의 설득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기나긴 복
지국가 논의에 대한 정리를 갈음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 이제까지의 복지 논의는 크
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 번째는 복지국가의 등장 또는 기원에 대한 연구
(무엇이 복지국가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변수인가)에 대한 논의이며, 두 번째
는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복지국가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연구(유형론)이다.
기존 복지논의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기존 논의들의 세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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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첫 번째 “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복지에 접근하는 연구들이 상
대적으로 저발전 상태이며, 두 번째로 문화적 관점을 취하는 연구들마저도 문화의 작
동을 매우 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복지국가나 복지체제를 “역사적, 정치적 과정”으
로서 이해하는 연구들이 부족했음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복지논의가 주
로 경제, 정치적인 공식적 변수에만 집중하여 비공식적인 “가족”의 영역을 등한시했음
을 지적할 것이다. 이러한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복지체제를
가족주의라는 문화적 변수가 만들어내는 역사적 과정의 산물로 접근하고자 한다.
1-2-1. 복지국가 논의
복지국가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기존 이론은 구조기능적 요인에 따른 설명과 정치
적 요인에 따른 설명, 그리고 문화적 요인에 따른 설명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Skocpol and Amenta, 1986; 박병현, 2008). 구조기능론적 시각의 대표격인 산업화 논
리(logic of industrialism)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도시화와 산업화를 진전시키며, 이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노령인구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복지 프로그램의 조기 시작에 우호적 조건으로 작용하여, 정부의 복지 지출
역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Wilensky and Lebaux, 1958: 140; Wilensky, 1975).8)
여기서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국가의 발달은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기
능적 부산물로 여겨진다(Wilensky, 1975: 16).9)
산업화론을 반박하는 대안적 이론으로 등장한 권력자원동원 이론은 복지국가의 발
전에 있어서 나라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장에 대한 노동의 투쟁과 자본과의 상대
적 힘의 역학관계가 주요한 변수임을 주장한다(Korpi, 1983). 즉 노동의 정치적 조직
화의 여부가 복지국가의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노동의
8) 이러한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제발전이며,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인구, 사회,
경제적 압력은 정부가 아무리 복지에 소극적이더라도 결국 정치적 질서 유지나 안정적인 경
제적 유인(incentive)에 대한 필요로 인해 복지를 발전시켜 나가게 만든다.
9) 윌렌스키(Wilensky, 1975)는 복지의 발전에 있어서 정치적 변수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정의하지만, 매개변수로서의 정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국의
경우 중요한 정치적 변수는 정부의 “중앙집중화”이다. 이에 앞서 권위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라는 정치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어떤 권위주의냐의 문제를 제기한다. 즉 정치의
내용보다는 그것의 형식적, 제도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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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적 힘을 상징하는 노조 조직률, 좌파정당의 의회 내 의석분포, 그리고 노동을 중
심으로 한 계급연합의 형태 등을 주요 독립변수로 조작화하여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
를 설명한다(Esping-Andersen, 1985; 양재진, 2009). 이러한 설명은 대부분 스칸디나
비아 국가들의 역사적 사례에서 기반을 두고 구성된 이론으로 사회민주주의 이론으로
도 불린다(Shalev, 1983).
그러나 사회민주적 모델은 선진산업 민주주의 사회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사회민주주의를 통한 국가 권력만이 복지국가 발전의 유일한 통로는 아니며
(Quadano, 1987), 강력한 노동운동의 존재 자체가 해당 국가의 복지국가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Castles and Mitchell, 1992). 노동자의 정치적 조직화 역시 국
가라는 제도가 부여하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러한 한계 인식은 국가제도에 주목하는 연구로 이어진다(Skocpol and Amenta, 1986;
Skocpol, 1992; 박병현, 2011: 101). 이른바 국가중심적 접근은 산업화론이나 사민주의
이론 등의 설명력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변수들이 국가 제도와 정치 구도에 따라
복지국가 성립과 전개과정에 차이를 빚어낸다고 본다. 이들은 국가를 정치적 기회구
조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제도는 물론 하나의 행위자로서 인식한다.
국가중심적 접근의 대표적인 연구로 올로프와 스카치폴은 영국과 미국의 복지 노
력의 극명한 차이를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비교분석한다(Orloff and Skocpol, 1984).
이들 연구의 핵심 주장은 복지국가의 발전이 노동운동의 동원이나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 행위자들과 집단들이 특정 사회의 국가 구조가 갖는
제약 속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활동하느냐를 통해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 정치 주체들의 활동은 복지국가의 아젠다를 둘러싸고 역으로 국가 제도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정책 결과는 사회적 투쟁의 불가피한 결과가 아
니라, 정치 제도의 제약 속에서 존재하는 정치 세력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에
서는 주로 국가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자율적인 행위 그리고 국가 구조와 그것의 변화
방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들 외에도 강한 국가 관료제가 복지 프로그램 시작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Flora and Alber, 1981), 공무원의 정책 혁신의 중요성
에 대한 연구(Heclo, 1974), 프로그램 관리운영자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Derthick,
1979; Cates, 1983) 등이 국가중심적 접근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였다.
복지국가에 대한 위의 세 가지 관점은 주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정하고 있다. 그
러나 최근 연구는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초국적 현상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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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한다. 특히 세계화의 진전은 복지국가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새로운 지평을 연다.
여기서 세계화는 주로 경제적 세계화를 의미하는데, 경제적 개방성, 대외 교역량 등이
세계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리지표로 활용된다(Swank, 1998; Garrett and Mitchell,
2001; Montanari, 2001, Guillen, 2001, 윤도현, 2007). 이들 연구 대부분에서 세계화는
기존에 주요 변수로 논의되던 노동세력의 정치적 조직화나 국가의 역량이라는 변수들
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변수들로 취급된다. 그 외에도 국제기구를 통한 복지압력을 측
정하는 연구(Strang and Chang, 1993)는 물론 복지제도의 도입을 일종의 확산
(diffusion)의 과정으로 보는 연구(Abbot and DeViney, 1992)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듯(Hirst and Thompson, 1996), 국민국가
를 넘어서는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논의하는 연구 경향 역시 이전부터 진행되어왔다.
대표적으로 발전도상국의 사회정책의 형성 및 변천 과정을 선진 자본주의국으로부터
발전도상국으로의 사회복지 원리의 확산의 결과로 보고, 이를 종속의 개념으로 설명
하는 논리를 들 수 있다(홍경준, 1991: 16). 이 관점에서 선진 자본주의국들이 발전도
상국에게 장려했던 발전전략인 근대화(modernization)의 개념은 자본의 수출과 수입을
통한 종속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근대화 개념 하에서 사회사업
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산은 발전도상국의 전통적 제도와 관습을 약화시켜 발전도상국
이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외에도 국제
관계의 차원에서 체제간의 경쟁이 사회보장제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한 논의들 역시 이에 해당한다(홍경준, 1991: 18).10)
앞서 설명한 복지국가 논의에서 가장 미개척 분야 또는 가장 인기 없는 분야가 문
화나 가치로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로는 림링거의 연
구가 본격적인 시작을 보인다.11) 그는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험 제도를
10) 특히 이는 한국과 대만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전후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
의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은 자본주의 체제 국가들에게 분명한 자극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선
진 자본주의국들의 발전도상국에 대한 압력이라는 간접적 차원을 넘어선다. 왜냐면 한국과
대만은 모두 분단된 나머지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직접적인 체제 경쟁의 국면을 만
들어냈기 때문이다(Kim, Hyung-A. 2004; 박광득, 2005).
11) 산업화론의 대표주자인 윌렌스키의 연구 역시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를 부분적으로 가치와
신념에 있어서의 국가들이 보여주는 다양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집합주의” 대
“개인주의”, “평등주의” 대 “반평등주의”, “공산주의” 대 “비공산주의” 등으로 대비되는 가치가
그가 밝힌 “잔여적 복지국가-제도적 복지국가”라는 대립항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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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 이유로 19세기 독일의 약한 자유주의 가치와 강한 기독교 사회윤리를 들고 있
으며, 미국의 사회복지의 발달이 지체된 이유로는 미국 특유의 강한 자유방임주의 가
치, 개인주의 그리고 자조정신을 들고 있다(Rimlinger, 1971: 62, 91). 유사한 시각에서
루보브는 미국의 전통적인 자원주의(voluntarism) 가치가 미국에서 사회보험제도가 늦
게 도입된 이유라 지목한다(Rubobe, 1986: 1-25; 박병현, 2008에서 재인용).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독특성을 윤리체계로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들도 있는
데, 이들은 유교의 강한 가족주의 가치가 시장이나 국가 대신 가족이 복지 욕구 충족
의 주요 주체로 기능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한다(홍경준, 2002a). 비단 가족주의뿐만
아니라 유교문화의 상부상조 정신이 국가보다 대가족이나 지역사회 또는 회사가 복지
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태로 발달했음을 지적한다(박병현, 2008). 특히 박병현(2008)은
네 가지 문화 유형 ㅡ 개인주의, 운명주의(fatalism), 계층주의(hierarchy), 평등주의 ㅡ
으로 영국과 미국(개인주의), 독일과 일본(계층주의) 그리고 스웨덴(평등주의) 5개국의
복지 유형을 설명하는 시도를 하였다.12) 그런 점에서 그의 연구는 문화(가치)라는 변
수를 복지의 발달 정도는 물론 국가복지의 제도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극적으
로 활용한 사례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각 국가들의 고유한 가치관(national
values)에 대한 비교를 통해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 정책의
패턴을 설명한다(Lipset, 1963; Rimlinger, 1971; Coughlin, 198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가치라는 상당히 추상적인 문화적 변수를 복지제도와 연
관 짓는 것으로, 특정한 가치의 존재와 복지제도의 특성 사이의 단순한 상관성을 확
본 것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 그는 이데올로기가 사회보장 지출에 있어서 국가간 차이를 설
명할 수 없다고 결론지으며 결국 이 변수의 설명력을 포기한 바 있다(Wilensky, 1975: 29).
12) 박병현(2008: 44)은 아몬드와 버바(Almond and Verba, 1963), 더글라스(Douglas,
1982), 윌다프스키(Wildavsky, 1987)의 정치문화 연구를 빌려 문화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
고 각 문화유형에 따른 사회복지제도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한다.
사회문제의 책임소재

복지 책임

개인주의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 전적으로 민간의존
운명주의

개인의 책임

민간의존

계층주의 개인 책임+국가 책임 민간의존+국가의존
평등주의

국가의 책임

전적으로 국가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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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제도
발달가능성

국가복지제도
유형

매우 낮음

잔여적 사회복지

낮음

잔여적 사회복지

높음

통제적, 제도적
사회복지

매우 높음

제도적 사회복지

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가치라는 이념적 지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구
체적인 복지제도로 굳어지는지에 대한 인과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이들
은 가치나 문화라는 개념 자체를 분석적으로 모호하고, 상당히 정적인 개념으로 파악
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이들 연구는 복지제도의 역동적인 역사적 변화과정을 설명
하지 못한다(Brooks and Manza, 2006).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문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그 사회의 대표적인 행위자들의 “이
념과 사상”이라는 대리변수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려는 연
구들이 발전해 나온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Geroge, 1998). 첫 번째는 복지국가에 관한 서로 다른 “학자나 엘리트”의 견해나 사
상을 비교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정부”의 정당정치적 성격과 “정당”이 추구하는 사
회정책 사이의 관계를 비교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사회복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에 대한 국가별 비교연구이다.
소머스와 블락(Somers and Block, 2005)의 연구는 첫 번째 연구경향의 대표적 사
례라 할 수 있다. 저자들은 1834년 영국의 구빈법(Poor Law)과 1996년 미국의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ies Reconciliation Act(PRWORA)의 입
법사례가 시장 근본주의라는 특정 사상이 복지정책의 전환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로 보고, 두 입법과정을 둘러싼 사상과 공적인 내러티브(public narrative) 등의
담론을 분석한다. 특히 영국 복지체제의 국가 개입 최소주의의 기원을 두 세기 전 구
빈법을 비판하며 시장 근본주의를 설파했던 맬더스의 지적 전통에서 찾는다. 두 번째
연구 경향으로는 조지(George, 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유럽 6개국의 엘리
트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수집하여 “좌-우”라는 전통적 구분으로 나누고, 이
를 해당 국가의 복지 프로그램의 성격과의 관계를 고찰한다.13)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은 상당히 소수의 정책결정 집단의 의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들이 정치제도 내부에서 가지는 전략적 위치에 따라 개인적 의
견이 아닌 정당이나 국가의 정책지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나 국민 전체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 엘리트나 여론
주도층이 아닌 일반 대중의 견해나 정책 선호와 복지제도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연구
13) 조지(George, 1998)의 연구는 전략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정책 전통을 가진 유럽 국가들,
즉 사회민주주의와 조합주의, 자유주의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을 선택하는데, 이는 사실상 동
어반복적인 결과의 위험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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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대중의 의견 또는 시민들의 집합적인 정책적 선호(aggregate policy preference)가
복지국가의 정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자원동원
이론과 경로의존성 이론의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Brooks and Manza,
2006). 예를 들어 휴버와 스티븐스는 대중의 의견이 “톱니”(ratchet) 또는 베버의
switch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증가
할 경우 많은 인구가 혜택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의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Huber and Stephens, 2001). 에스핑앤더슨
역시 복지국가의 반응 방식은 복지혜택에 길들여진 유권자들의 충성의 논리를 따른다
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피어슨(Pierson, 1996: 176) 역
시 자원동원 이론에서 선거 투표 행위를 이러한 가치의 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즉 대중 또는 시민들이 가지는 특정한 복지에 대한 정책적 선호는 선거라는 민주주의
적 제도와 절차를 통해 국가의 복지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이 자원동원 이론의 핵심 논
리이다(Quadano, 1987).
또한 이렇게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에 의해 선택된 특정 복지정책은 이후 하나의
경로의존성을 구축하게 된다. 기존 복지정책은 그로 인해 혜택을 보는 수혜자 집단을
만들어내며, 이들은 유권자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이해집단이 된다. 또한 민주정치 내부에 있는 정
치인들 역시 입법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정책적 선호를 고려함으로써 낙선의 위험은 물
론 시민불복종이나 저항과 같은 형태의 대중의 보복을 감소시키고자(risk aversion)
한다. 즉 이 관점은 전형적으로 이해집단을 복지국가의 발전을 구속하는(“locking in”
of welfare state development) 중요 메커니즘으로 본다. 결국 이들 연구들은 대중의
의견이 복지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그 사이 정당정치라는 직간접
적인 매개물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본다(Brooks and Manza, 2006).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들에서 당연한 선험적 가정으로 여겨지는 대중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선진사회에서 복지의 확대가 부인할 수 없는
일반적 경향이라면, 다시 말해 산업화론에 따라 경제발전이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수
요를 형성하고,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따라 이러한 복지 요구를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가진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대중의 복지팽창 요구가 아니라 대중이 “어떤 형태”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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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게 되는가이다. 앞선 여론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중의 정책 선호는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배태된 요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보고 그 기원 자체를 설
명하지 않는다(Brooks and Manza, 2006).
그러나 이러한 대중의 정책적 선호는 해당 사회의 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서 소머즈와 블락(Somers and Block, 2005)은 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의 힘을 “사상적 배태성”(ideational embeddedness)이라 개
념화한 바 있다. 여기서 이 개념은 시장 체제(market regime)를 형성하고, 구조화하
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사상의 힘을 일컫는다. 이 개념을 빌린다면 본 연구는 복지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구조화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와 규범의 힘, 즉 “문화적
배태성”(cultural embeddedness)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
어서 문화는 특정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보다 더 강력한 개념일 수 있기 때문이다(윌다
프스키, 1987: 3; 박병현, 2008: 28 재인용).
나아가 앞선 연구들은 복지발전에 있어서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왜 특정
한 사상이 복지체제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는 인식론적 특권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
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사상과 그 사상이 처했던 시간적, 공간적 “정합성”(fit)으
로부터 도출된다고 일축한다(Somers and Block, 2005). 베버의 선택적 친화성을 연상
시키는 이러한 우연적 정합성에 기반한 설명은 문화를 상당히 고정된 불변의 가치로
보는 정적인 시각인 동시에, 모든 사회 행위자들이 저항 없이 이 가치를 내면화할 것
이라 가정하는 과잉사회화된 시각이다(Granovetter, 1985). 이러한 시각은 문화 변동이
라는 역동적인 과정과 그러한 문화 변동과 다른 제도, 특히 복지제도와의 관계는 물
론 그에 관련된 행위자들의 다양한 역학관계에 대한 고찰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한 사회의 문화가 하나만 존재할 수 없으며, 한 국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가
혼재할 수 있다(박병현, 2008: 28).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 즉 특정 가치와 문화를 담지하는 집단과 다른 가
치와 문화를 담지하는 집단 사이의 문화투쟁이라는 정치적 과정이 요구된다(왕혜숙·
최우영, 2012). 더군다나 이러한 사상과 가치들이 실제 정책으로 입안되는 과정, 즉
“문화의 제도화” 과정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것은 행위자들 사이의 그리고 행위자
와 국가 사이의 협상과 갈등의 문제, 즉 정치의 문제가 된다. 이는 어떻게 특정 집단
의 사상과 이념이 지배적인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으로 제도화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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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과정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통
해 변화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논의에서 본 경로의존성 개념을 적
용해본다면, 특정 문화가 지배적이어서 정치화, 제도화되는 면도 있지만, 정치화, 제도
화됨으로써 지배적 문화, 가치로서 강화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일단 형성이 되면, 독립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지적과 일맥상
통한다(George, 1998: 33). 이렇게 볼 때 한 사회에서 특정 가치와 문화가 누리는 지
배적인 지위 자체가 복지(경험)의 산물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와 가치 역시
설명되어져야 할 종속변수인 셈이다. 이러한 문화와 복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역동적
인 관점은, 한 나라 그리고 한 사회를 대표하는 가치와 문화로 모든 것을 환원시켜
버리는 문화결정론적 시각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평등과 인간애, 연대와 같
은 가치가 반드시 보편 복지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며, 또 역으로 보편주의와 상관없
는 가치가 보편복지로 나아가는 계기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복지정치는 문화의 산물인 동시에 문화 역시 복지 정치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견지하고, 이러한 역동적인 이중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2-2. 가족의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유형론
여기서는 복지국가 유형론에 대한 연구경향 및 기존 논의를 정리해 보고 대부분의
유형론이 정치경제적 관점에 따라 진행되어 왔음을 지적할 것이다. 이는 복지유형론
은 물론 복지논의 일반에서 정치와 경제를 제외한 영역, 특히 가족의 영역을 등한시
해왔다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비단 복지 유형론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부분
의 사회과학에서 종종 가족복지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져 분
석의 대상으로 포착되지 않는다.14) 사회과학에서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도
주로 가족의 형태나 가족 가운데 소득원의 경제적 상태에 따른 결과에 대한 것에 한
정될 뿐이다(김기덕․손병돈, 1995; 진재문, 1999; 홍경준, 2002b, 2003; 손병돈, 2007).
복지국가 유형론은 복지국가 기원론의 한계에서 출발한다. 자세히 말하면, 수량적
14) 이는 아담 스미스의 “natural fellow feeling" 언급에서 보듯이 altruism, warm glow,
inequality aversion, reciprocity 정도로 정의된다(Kolm and Ythier, 2006: 732). 이는 인간
의 본성으로 자연스럽게 정해진 것으로 가정되는데, 마치 경제학에서의 ”선호"(preference)
처럼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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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미의 복지국가에 대한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복지국가의 다양성에 대한 고
찰이 시도된 것이다. 가장 체계적인 복지국가 유형론으로 평가되는 에스핑앤더슨의
연구(Esping-Andersen, 1990) 이후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는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
다.15) 그의 연구는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 18개 국가들을 세 가지 유형-자유주의, 보수
주의 사회민주주의-의 복지체제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화의 기준은 개인의 복
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탈상품화”의 정도, 복지국가 정책이
만들어내는 “계층화” 효과이다.16)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은 여러 면에서 기존 논의들과 차별화된다. 우선 앞선 논의
들이 경제적 발전 또는 정치적 발전의 단선론적 단계를 설정하고 복지국가의 다양성
을 단계적 차이로 환원하여 설명하려 했다면, 그의 연구는 선진자본주의 복지국가들
이 각 사회가 처한 경제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제도화됨을 밝히
며, 복지체제의 다양성에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복지제도를 국가뿐만 아니라 시장과
가족의 복지 역할과 결합되어, 경제제도와 정치과정들 사이의 조합 속에서 구축되는
구성물이라는 시각에서 “체제”(regim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김연명, 2004). 즉 에스
15)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유형화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일찍이 티트머스는
잔여적 복지모델”(residual welfare model), “산업성취수행 모델”(industrial achievementperformance model), “제도적 재분배 모델”(institutional-redistributive model)이라는 세 가
지 유형론을 제시한 바 있다(Abrahamson, 1999). 시기적으로 잔여적-제도적 복지 모델이라
는 유형화 개념을 제시한 윌렌스키(1957)가 더 앞서긴 하지만, 그의 개념이 정확히 질적으
로 서로 다른 두 모델을 상정한다기보다는 “미성숙-발전”한 복지 유형에 가깝다. 그리고 유
형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윌렌스키는 경제발전으로, 티트머스는 이데올로기로 본다.
16) 첫 번째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사회보험이 취약한 편이고, 소득이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인의 복지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탈상품화 정도가 약한 편이
다. 또한 국가의 복지부문의 개입은 매우 제한적인데, 복지의 수혜자를 저소득층과 생활보호
대상자 등의 소수로 한정하며 수혜의 정도 역시 최소한에 그친다. 두 번째 “보수주의” 복지
유형에서는 국가의 개입정도가 크고 기업복지나 민간보험 등 시장 역할이 최소화된다. 기여
에 기초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에서 탈상품화의 효과는 제한적
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지 수혜가 시장에서의 지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서 복지의 재분배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마지막 “사회민주주의” 유형에서는 국가 개입 정
도와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고, 시장과 민간보험의 역할이 작으며,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이 발달해 있다. 이 유형은 고도의 탈상품화와 보편주의적 복지 프로그램이 결합한
산물로서,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주의적 보험체계 속에 통합된다(류석춘·왕혜숙, 2007a).
이 세 유형을 주요 특징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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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앤더슨은 복지정책이 배태되어 있는 발전궤적들 자체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복지정책만을 기준으로 개별 국가들의 복
지 성격을 비교하던 앞선 유형론 논의들과 차별화된다.
이러한 에스핑앤더슨의 야심찬 유형화 논의는 주목만큼이나 많은 비판을 받는다.
첫 번째 비판은 주로 그가 제시한 유형화의 틀을 인정하고, 이러한 유형에 개별 국가
들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유형화가 동일 유
형 안에 존재하는 국가별 다양성에 주목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간과한다는 것이었
다(Abrahamson, 1999).17) 또한 유형화의 기준들을 적용해도 설명되지 않은 지역의 특
수성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되었다(Castle and Mitchell, 1993; Ferrera, 1996; Amable,
2004).18) 이러한 비판들은 그의 유형론이 18개국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론이라는 일
시장의 역할
국가의 역할
가족의 역할

자유주의
중심적
주변적
주변적

보수주의
주변적
보조적
중심적
친족중심적

사회민주주의
주변적
중심적
주변적

연대의 양식

개인주의

보편주의적

연대의 근거
사회보장지출
민간보험비중
사회보장재원
사회보장제도
탈상품화
사례

시장
작음
큼
일반조세
공공부조
작음
미국

조합주의적
국가주의적
가족
큼
작음
사회보험료
사회보험
중간
독일, 이탈리아

국가
큼
작음
일반조세
공공서비스
큼
스웨덴

출처: 남찬섭, 2001; 조영훈, 2002: 258을 재구성.
17) 이러한 비판은 사실 모든 주제의 유형화 논의가 갖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 사회의 상황 혹
은 역사적 상황의 광범위한 특징에 대한 일종의 조감도를 제공해주는 것이 유형화의 목적이
라는

점을

상기한다면(김연명,

2004),

이들이

비판하는

설명의

간결성(explanatory

parsimony)은 오히려 유형화 논의가 갖는 강점이 될 수 있다.
18) Castle and Mitchell(1993)은 호주와 뉴질랜드 사례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Antipodean
model을 제시한다. 또한 Ferrera(1996)는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에스핑앤더슨의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모델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이들 국가들의 복지체제의 특징을 다음 네 가지로 규정한다. 첫 번째 고도로 분절화된
“조합주의”적 소득 유지 체제를 가지는데, 이는 내부 양극화를 특징으로 한다. 두 번째 의료
보호의 경우 조합주의 전통에서 시작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원칙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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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 이론으로서의 한계를 노정한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레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유형론으로 확대된다. 첫
번째 대응으로 에스핑앤더슨이 제시한 유형론이 동아시아 지역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일찍이 에스핑앤더슨은 일본을 비롯한 한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라는 점에서 자
신의 복지체제 유형론에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일본을 중심으로 볼 때 동
아시아 국가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적 요소들이 혼재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보수주의 체제에 포함시킨다(Esping-Andersen, 1999: 91-2).19)
국내에서도 한국의 복지국가를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의 틀 안에서 그 성격을 규
정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김연명 편, 2002; 박용수, 2006).20) 일부에서는
한국의 복지체제가 여러 유형의 특성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혼합
형”(hybrid)이라 규정한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권 아래서 사회보험은 점차 보편주의
적인 방향을 발전되는 한편 내부자-외부자 문제 등 서구에서는 찾기 어려운 현상들이
공존함을 지적한다(김연명, 2001). 다른 입장에서는 낮은 지출수준, 복지제도의 근로연
계적 성격을 근거로 한국의 복지체제를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귀속시키기도 한다(정
무권, 2000; 조영훈, 2000). 마지막 입장은 소득보장제도 중심의 복지제도 발전이나 비
교적 높은 탈상품화 점수, 그리고 지위에 따른 차별 등을 근거로 한국의 복지체제를
“보수주의” 유형으로 간주하는 견해이다(김영범, 2000; 남찬섭, 2002; 조영훈, 2002).
그러나 이러한 유형론들은 모두 복지국가를 단순히 소득이전(income transfer) 정
책으로만 보며, 질병, 노년, 실업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장만을 고려한다. 즉 협의의
해 나간다. 세 번째 복지 부문의 국가 개입은 낮으며 민간의 참여 수준이 높다. 마지막으로
일종의 수혜-후원주의(clientelism)의 영향으로 선택적인 현금부조가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
다. 이렇게 볼 때 동아시아 지역, 특히 대만의 복지체제 역시 Ferrera가 말한 제4의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9) 에스핑앤더슨은 새로 복지 제도를 구축해 가고 있는 신흥국가들에 대해서, 동아시아 국가
들의 경우 자유주의와 조합주의의 혼합, 브라질이나 코스타리카와 같은 국가들은 사민주의에
가깝고, 동부 유럽과 아르헨티나는 자유주의에 가깝다고 평가. 이후 1997년 저작에서는 일본
을 세 가지 체제의 요소가 혼재하며 따라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정의한 바 있다.
20) 이 시기 방대하고도 집중적으로 전개된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논쟁에서, 유일한 합의는 한
국이 사회민주주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 자명하다
면, 한국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사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
다(조영훈, 2002; 김영범, 2001; 김연명, 2002a; 남찬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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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체제 개념으로 국가 중심의 복지만을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개별 국가
들의 현재의 복지체제를 연구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
는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각 국가들이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통해 그러한 제도를 가지
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제약한다. 즉 복지체제 유형론은 제도의 발전과정
을 통시적, 역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특정 시점에서 한 시대의 단면만을 보여주는
일종의 스냅사진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김연명, 2004).
그러다보니 이러한 동아시아 유형론 연구들은 제도적 특징에만 주목할 뿐 복지제
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복지제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국가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는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외관상 유사해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 원인과 과정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이는 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의 한 시점에서 발견되는 일시적, 우연적, 순간
적 유사성을 일반화시킨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유한성에서 비롯되는 오류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복지제도의 기원을 고려할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역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상이한 역사, 사회적
맥락으로 인해 서로 다른 복지제도를 구축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발전궤적
을 고려한다면, 현재 유사해 보이는 복지체제들이 향후 전혀 다른 발전양태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복지체제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도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변화라는 커다란 역사적 과정으로서 복지제도를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복지국가
의 서로 다른 역사적 기원을 고려할 경우 경제적, 인구학적, 정치적, 문화적(종교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Flora and Alber, 1981).21) 같은 맥락에
서 김영범(2002) 역시 현재의 복지정책의 제도적 특성과 그 기원을 구분하여 파악해
야 함을 강조하며, 복지제도의 외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상이하다면
21) 특히 플로라와 앨버(Flora and Alber, 1981)는 복지국가를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역사적,
정치적 과정 속에서 파악한다. 이 연구는 서구의 복지국가의 발전을 state formation →
nation building → participation(대중 민주주의의 발달과 시민권의 확립) → redistribution라
는 정치적 과정 속에서, 마지막 단계에 등장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정치적 기
원에 대한 이론을 동아시아에 적용해 본다면, 동아시아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 두 번째 국민
국가 형성 단계에서 나타난다. 이는 국민국가 형성 기제로서의 복지제도와 재분배 기제로서
의 복지제도의 서로 다른 정치적 기원이 만들어내는 복지제도의 다양성을 고찰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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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을 동일한 유형을 분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현재의
제도적 특성으로 보면 보수주의 유형과 흡사해 보이지만, 그 기원에 대한 고찰을 해
볼 경우 한국의 복지제도는 경제정책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김영범, 2002; 최영
준 2011),22) 노동자계급의 집합행동을 위한 수단으로 복지제도를 이용했던 사민주의
모델과도,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자유주의와도,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이용한 보수주의 모델과도 그 기원 자체가 다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독특성을 해당 지역의 역사적 궤적, 특히 자본주
의 발전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 기원을 찾는 연구들이 대안으로 등장했다(Ku,
1997; Aspalter, 2002; Kwon, 2004). 최근 한국만을 대상으로 해서 발전국가의 기원과
의 관련 속에서 한국의 복지국가의 독특성을 “발전주의 복지국가”(developmental
welfare state) 개념으로 규명하는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양재진, 2004; Woo, 2004).
이들은 1970년대부터 진행된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의 연속성 속에서 또는 그 결과
로서 현재 한국의 복지국가의 특성을 이해하는 역사적 접근들로 특히 생산레짐과 복
지체제의 관련성에 주목한다(신동면, 2009; 정무권, 2002; 2009).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여전히 하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는 한계를 가지는데, 이로 인해
그들의 논의가 동아시아 일반은 물론 서구의 복지유형들과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 하
나의 유형론을 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에스핑앤더슨의 유형화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그가 제시한 기준 자체의 부적절성
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Ditch et al., 1998; Sainsbury, 2001). 이들은 탈상품화나 계층
화 외에 다른 변수들을 유형화의 기준으로 활용할 때 질적으로 전혀 다른 유형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
은 시민사회 특히 가족과 연결망의 비공식적 역할을 복지 분석에 통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는 물론, 여성 문제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비판을 듣는다
(Abrahamson, 1999: 409-11). 이들은, 에스핑앤더슨의 분석이 연금보험, 질병보험, 실
업보험 등 주로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외에 가족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고려한다면 이 유형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 지적한다(신동면,
2009; Ditch et al., 1998).
이는 한국의 복지체제를 서구의 경험에 기반한 유형론에 적용하는 것에 본래적 한
22) 예를 들어 의료보험은 중화학공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연금은 중화학공업의
부족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김영범, 2002; 최영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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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는 비판적 인식 하에(김영범, 2002), 동아시아를 독자적인 복지체제 유형으
로 구성하려는 연구로 이어졌다. 먼저 굿맨과 펭(Goodman and Peng, 1996)은 일본,
한국, 대만의 사회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사회복지레짐”이라는 독자
적인 유형을 제시한다. 이들은 이 체제의 특징을 시장 중심의 보수주의 사회복지국가
로 요약하는데, 특히 노인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효심, 형제간의 우애, 개인보다는
집단 우선, 갈등 회피, 충성, 의무감, 교육열, 기업자 정신, 엘리트주의 등을 포함하는
“유교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특징에 주목한다. 또한 복지보다는 경제의 강조, 복지제
공자로서의 정부 역할 반대, 가족주의의 강조 등의 특성 역시 에스핑앤더슨의 유형과
는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모델의 요소로 지적된다(Goodman, White and Kwon, 1998).
이들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이 공유하는 문화적 자원으로서 유교를 강조하는 입장
에서는 “유교주의 복지국가”(Confucian Welfare state)라는 유형을 제시한다(Jones,
1993; 홍경준, 1999). 존스는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4개국의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들 국가들의 특징으로 “노동자 참여 없는 보수적 조합주의,
교회 없는 자선, 평등 없는 연대, 자유주의 없는 자유방임”을 지적한다(Jones, 1993:
214). 이는 모두 전통적, 유교적, 확대가족을 전제로 하는 “가계 경제”(household
economy) 복지국가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가족을 강조
하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에서 가족제도의 특성을 복지국가 논의에 적극적으로 끌
어들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의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은 여성주의 진영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제기된다.23) 그의 분석은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만 초점을 두어 가정내 여
성에 의해 제공되는 보살핌과 가사일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신동면, 2009). 서구
복지국가는 가장인 남성 근로자와 전업주부인 여성의 역할을 부여하는 전통적 가족구
조를 전제하고, 남성근로자의 생활주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소득 유지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는 가족 내에서는 물론 노동시장에서 남성
과 여성간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 개념 역
시 여성의 가내 복지 서비스를 무시하고 또는 당연시 하고 탈상품화 영역에서 여성을
23) 여성을 간과한다는 문제는 특히 자원동원 이론에서 두드러지는데, 무차별적인 시민이라는
지위에 근거해서 여성을 개념화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성을 남성과 동일하게 조직화된 노
동자로만 이해하며, 이들의 “needs-bearing clients and rights-bearing consumers of
service, and political citizens”로서의 복합적 역할을 등한시 한다(Fras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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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한다는 한계를 가지는데, 여기서 국가의 복지정책은 계층화 기제인 만큼 성별 계
층화 역시 양산하는 기제인 셈이다.24) 즉 그가 유형화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탈상품화라는 개념은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에 근거한 것이며, 어떤 면에서 여성
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탈상품화가 아니라 오히려 상품화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여성과 가족 정책을 기준으로 유형을 재구성하려는 시도
들이 등장한다.25) 페더슨(Pedersen, 1993)은 영국과 프랑스의 가족 정책에 대한 연구
를 기반으로, 프랑스를 “부모 모델”(parental model), 영국을 “남성 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로 구분한다.26) 오스터와 루이스(Oster and Lewis, 1999)는 “남
성=생계부양자, 여성=피부양자/양육자”라는 가족 내 성별분업에 대한 가정이 사회정
책에 반영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강한 부양자 체제”(strong breadwinner regime),
“온건한 부양자 체제”(modified breadwinner regime), “약한 부양자 체제”(weak
breadwinner regime)로 복지국가를 분류한다. 이념형적 남성 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에서 여성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며, 공적 서비스의 지원 없
이 가정 내에서 보살핌 노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사회보장 제도에서 여성
은 아내와 어머니로서만 인지되며, 사회정책 수급권과 세금은 남편에게 종속된다. 영
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은 강한 부양자 국가, 벨기에와 프랑스는 온건한 부양자
국가, 덴마크와 스웨덴은 약한 부양자 국가로 분류된다.27)
24) 이러한 복지제도가 현존하는 젠더 불평등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불균등한 젠더 구조를
더욱 강화, 재생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러한 복지제도가
불균등한 젠더구조와 가내 성별 분업 체제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체제
의 국가들(영국, 미국, 네덜란드)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계속 낮아야 하며 전업주부
비율은 높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이다.
25) Anttonen and Sipilä(1996)는 에스핑앤더슨의 세 가지 유형을 기반으로 복지제도의 돌봄
서비스(social care services)를 설명한다. 이들은 에스핑앤더슨의 세 가지 유형을 따르면서
도, 기존 보수주의 모델을 여성과 가족 정책을 기준으로 네덜란드-독일식 보조와 프랑스-벨
기에식 가족정책 모델, 두 가지로 세부 분류한다.
26) 남성 부양자 모델은 적절한 수입이 없는 시기 피부양자인 여성과 자녀들을 위해 남성을
보조하는 반면, 부모 모델은 소득이나 필요에 상관없이 자녀들을 위해 성인들을 보조한다.
27) 루이스는 강한 부양자 모델의 국가보다 온건한 부양자 국가나 약한 부양자 국가의 사회정
책들이 더 여성 친화적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여성 친화적 정책이 여성들의
세력화와 여성들의 요구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가족정책에 대한 우선성의 결과로 도입된 것
이라 평가한다(Lewi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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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스베리(Sainsbury, 1999)는 복지국가의 보살핌 노동 제공자에 대한 공적 지원
을 기준으로 “남성 부양자 체제”(male breadwinner regime), “성역할 분리체
제”(separate gender roles regimes), “개인주의 체제”(individual earner-carer regime)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남성 부양자 체제에서 급여는 가족 내 지위에 기초하여 부
양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며, 보살핌 노동은 공적 지원 없이 가족 내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주의 체제에서 건강한 성인은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이라는 가
정 하에 보살핌 노동을 공적으로 지원하고, 보살핌 노동 제공자에게 현금급여를 제공
한다. 사회정책 급여는 시민권이나 거주에 기초하여 개인 단위로 제공하며, 별도의 피
부양자 급여는 없다. 성역할 분리체제는 가족 내 부양자와 양육자를 각각 지원하며,
보살핌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남편은 유급노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사회임금으로서 양육자 급여를 받으면서 가족 내에서 보살핌 서비
스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세인스베리는 서구 유럽의 복지체제의 근간을 이
루는 가족과 여성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남성 부양자 모델”과 “개인주의 모
델,” 두 가지 유형을 강조하여 비교한다(Sainsbury, 2001).28)
28) “남성 부양자 모델”의 이념형에서의 가족 이데올로기는 결혼과 부부간의 엄격한 분업을 이
상적으로 여긴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전일 고용을 통해 가족(부인과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
야 한다. 부인의 책임은 좋은 가정을 만들고,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업은
가족법, 사회, 노동법, 조세 제도에 규정된다. 수급권은 남편과 부인에 따라 다른데, 그 기반
은 부양자로서의 지위와 생계유지의 원칙에 근거한다. 대부분의 부인들의 복지에 대한 권리
는 가족 안에서 피부양자로서의 지위와 남편들의 수급권에서 기인한다. 그 결과 기혼 여성은
개별적인 수급권이 없다. 이 이념형의 가장 순수한 형태의 경우, 가족이나 가구는 사회보험
의 기여와 조세 단위이기도 하다. 부인과 자녀들에 대한 생계유지를 보완하기 위해 가장은
세금 혜택을 받는다. 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정된 노동 분업 역시 임금과 노동시장 정책
에 영향을 미쳐, 남성의 고용과 소득에 우선을 두게 된다. 공사 영역의 경계는 엄격히 구분
되는데, 돌봄과 재생산과 관련된 일은 사적 영역, 주로 집에서 벌어지며, 보수가 지불되지 않
는다(Sainsbury, 2001: 123-4). “개인주의 모델”의 가족 이데올로기는 뚜렷하게 선호하는
가족 형태를 갖지 않지만, 가족 안에서의 업무의 공유를 장려한다. 모든 성인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계에 책임을 지며,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돌봄을 공유한다. 수급권
의 핵심 기반은 시민권 또는 주거인데, 이는 개인들이 임금 노동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유용한 일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모델에서는 소득을 버는 것과 돌봄 노동 모두 특
권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earner와 carer로서의 일들은 공유된다. 복지 혜택, 기여, 조세의 단
위는 개인이며, 피부양자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수당은 없다. 노동시장 정책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공사 영역의 구분은 유동적이다. 많은 재생산과 관련된 일들은 공적 영역에
서 일어나며, 돌봄 노동은 가정에서조차 보수를 받으며,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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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은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사회정책 이면의 젠더관계를 통찰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남성=생계부양자, 여성=피부양자/양육자”
라는 가족 내 성별분업에 대한 전제가 사회정책에 반영된다는 사실은, 노동시장 밖의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 연계 수급권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성별화된(gendered) 속성을 가진다.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
의 사회보장체계에 통합되는데, 피부양자, 양육자, 복지서비스의 소비자로서 남성과
다른 급여체계에 포괄된다. 부양자 모델의 사회정책에서 여성들은 피부양자로서 파생
적·간접적 수급권을 가진다(Orloff, 1993). 이는 가입자와의 가족관계에 의존하는 파생
적 권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권리이다(마경희, 2004).
이렇듯 사회정책에 내재화된 남성 부양자 모델은 남성과 여성을 다른 방식으로 통
합함으로써, 복지국가 내 여성의 지위를 주변화하고 가족에 대한 여성의 의존을 강화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렇게 여성과 가족을 중심으로 에스핑앤더
슨의 유형화 논의를 재고찰해 볼 때, 그의 주요 개념이었던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역
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탈가족화”(de-familization) 개념은 “성인 개인
이 가족관계와 독립적으로 유급노동을 통해서든 사회보장 급여를 통해서든 사회적으
로 받아들일 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마경희, 2004: 16;
Lister, 2000). 이렇게 볼 때 노동시장 밖에 있는 많은 여성들의 이해는 탈상품화보다
는 탈상품화의 전제조건으로서 “탈가족화”와 “상품화”에 있다(마경희, 2004: 15).
여성주의 시각은 본 논문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가족이
라는 제도와 복지제도의 관련성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의 가부장주의라는
특정 가족규범 또는 이데올로기가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Sainsbury,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의 역시 사실상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남성 부양자 모델의 사회보장 정책을 재정안정이나
노동시장과의 관련성 속에서 주로 경제모델로 환원하여 설명하기 때문이다. 즉 이데
올로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구조기능적 논리로만 바라볼 뿐, 사회문화적
실체로서 가족과 그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
다. 이는 정치경제적 실체로서 가족 속의 여성이 아닌, 사회문화적 실체로서 가족 그
리고 여성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그래야 여성 그리고 남성의 문제 나아
가 다른 가족 구성원, 자녀와 노인에 대한 일관되고도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복지체
을 부여한다(Sainsbury, 20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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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내재된 가족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각 사회의 역사적 전통
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가족 제도의 변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복지체제를 고찰할
필요성을 역설한다(이미숙, 2008).
그럼에도 이제까지의 가족복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가 부문에 한정되어 진행되
어왔다. 장경섭(1992; 2008: 235)은 국가의 가족복지를 “가족을 위한 복지”(welfare for
the family)와 “가족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the family)로 나누어 이해한다. 전
자의 경우는 가족이 정책목표가 되며 국가는 모든 가족들이 성원간의 상호부양을 물
질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후자의 경
우 가족이 노인, 아동, 장애인, 병약자 등의 안녕을 돕기 위한 정책 도구가 되며 국가
는 위와 같은 복지수요자들에 대한 부양의사 능력을 가진 가족들을 선별적으로 지원
한다. 이는 모두 가족을 수혜자로서만 보는 입장이다. 서구의 경우 일부 보수주의적
입장을 제외한다면, 가족은 복지의 수혜자이지 결코 복지의 주체로 상정되지는 않는
다(Esping-Anderson, 1990; 조영훈, 2002; 남찬섭, 2002). 이들은 모두 복지국가의 사
회정책이 가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
한국 복지에 있어서도 가족복지는 주로 국가의 복지제도라는 틀 속에서 연구되어
왔다. 서구의 복지모델을 따르는 연구들은 한국의 복지 유형이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
는 보수주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들은 동아시아의 복지국가 유형은 이
미 서구 유럽의 보수주의 유형에서 발견된 특징 다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약간의 예
외를 제외한다면 이들과 같은 모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
이다.29) 즉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에 “가족책임주의” 또는 “가족주의”라는 개념을 추가
한 정도이다(Esping-Anderson, 1990, 1999; 조영훈, 2002). 이들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
들의 독자적인 유형 구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서구사회에서 개발된 분석틀을 동아시
아 국가들에 적용하고 있다(Goodman and Peng, 1996). 그러다보니 동아시아 국가에
서 발견되는 독특한 사회복지의 성격들을 새로운 독자적인 유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서구 복지국가 유형의 예외 사례로 인식하는데 그치고 있다(박병현 외, 2007: 16).
이는 한국과 일본을 묶어 하나의 동아시아 복지모델을 유형화하고자 하는 논의들
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Kwon, 1997). 이들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29) 에스핑앤더슨은 자신이 제시했던 복지국가의 유형을 1999년 글에서 수정하는데, 보수주의
복지유형의 특징에 가족중심적 복지 역할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가 세 가지 복지유형의 기본틀 자체를 수정할 만큼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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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복지모델”이라는 이름하에 다수 연구되었는데, 이는 서구와는 다른 동아시
아만의 독특한 복지 모델을 상정한다(Kwon, 1997; Goodman, White and Kwon,
1998; Croissant, 2004). 그러나 이들 역시 한국의 복지국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가족
에게 그 역할을 전가시켜 왔으며 그러한 가족복지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기능을 전제
로 하여 구축되었는가를 보일 뿐, 가족복지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들 논의는 여전히 공식 부문, 즉 국가와 시장 혹은 정부와 기업이
라는 제도화된 부문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복지논의가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
다. 먼저 같은 보수주의라고 하더라도, 유럽이나 일본의 보수주의 체제의 국가들과 뚜
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여타 보수주의체제의 국가들과 달리 국가의 개입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복지재원의 마련은 물론 서비스의 제공
모든 면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보수주의 유형에서는 가족의 역할이 국가 복지제도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포섭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현실에서는 가족복지와 국가의 복지
제도 사이의 연계성이 크지 않다. 즉 보수주의의 경우 가족은 국가의 복지수혜의 대
상이며 이러한 수혜는 공식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의 경우 가족은 국가
복지의 수혜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와 대별되는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을 가지
고 있는 복지주체에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가족복지를 서구 경험을 바탕으
로 한 보수주의 모델에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앞서 본 국가중심적 접근과 달리 가족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들의 비공식적인 차원
의 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의 복지체제를 파악해보는 연구들 역시 존재한다. 한국
의 복지 현실에서 다양한 공동체,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가족이 사회복지의 재원 마
련과 제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류석춘·왕혜숙, 2007a), 가족이 단순한 수혜
자가 아니라 중요한 복지 제공자, 즉 시혜자였다는 점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성이다. 이러한 “가족에 의한 복지”(welfare by
the family)는 최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구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연(緣)복지”라는
개념을 통해 연결망(연줄망) 이론의 관점에서 연구되기도 하였다(홍경준, 2000a). 사실
복지라는 거대한 이름만 없었지, 가족간 사적이전이라든지 노인 부양에 대한 연구들
은, 이미 가족복지를 “개인이 (가족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
즉 사회자본의 한 형태로 이해하고 주목해왔다. 특히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 내
의 상호부조와 현금이전 등의 사적 복지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 28 -

불평등이나 빈곤율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기덕․손병돈, 1995; 손병돈, 1999; 진재문, 1999; 홍경준, 2002b; 2003;
김왕배, 2003; 성재민, 2006; 김위정·김왕배, 2007).30)
그러나 가족간의 복지 증여가 사회의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의 효과가
복지체제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다. 가족복지의 계
층간 재분배 효과는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가족이라
는 사회자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비도덕적 가족주의”(Banfield,
1958)라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주목한다(Arneil, 2006). 이는 퍼트남이 묘사한 이탈리아
남부의 상황으로, 가족이나 친족 집단의 폐쇄적인 경계 안에서 호혜성과 사적 신뢰가
배타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집단의 범주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타자에 대한 일반적 신
뢰 혹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할 공정한 게임의 룰에 대한 공적 신뢰가 훼손된 상황
을 말한다(Putnam, 1993). 이는 결과적으로 경쟁의 공정성을 해치고 생산적인 거래의
가능성을 축소시켜 결국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김용학·손재석, 1998; 이
재혁, 1996; 이재열, 2001).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가족이 제공하는 복지라는 사회자본 역시 가족이라는 경계
를 넘어서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 집단 내의 자원 보존 및 확장을 위해 다른 집단의
이익을 훼손할 수도 있다. 또한 자원이 집단 내부에서만 배타적으로 전유됨으로써, 집
단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 복지에 대한 피어슨의 비
판과 동일한 맥락으로, 시장에서의 빈곤이 그대로 복지 빈곤으로 이전됨을 의미한다
(Pierson, 2006). 이렇게 가족복지를 볼 경우, 이는 복지의 근원적 존재 이유, 즉 시장
에서의 불평등의 완화라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복지에 대한 찬반 입장은 공통적으로 가족을 그 자체로서 강력
한 사회적 힘을 갖는 자율적 메커니즘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가족이라는
제도를 가족 외부의 다양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러한 변화와 상
관없이 유지되는 독립적 단위로 다룬다는 문제를 갖는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일갈했
듯이 이들 연구에서는 국가의 복지제도가 가족제도에 줄 수 있는 영향, 또는 가족 자
체가 복지제도에 주는 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가족 내부에
서 이루어지는 복지의 교환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 그러나 가족복지에 대한 고찰이
30) 한국 사회는 물론 복지국가가 발달한 서구는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러한 사적 복지가
보편적 현상임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Wetterber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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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다른 제도들과 가지는 상관성을 이해하는데 함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본 논문이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복지의 증여와 교환에 주목
하는 이유는, 그것의 성격과 존재 이유 그리고 교환과 관련된 행위자들의 동기는 물
론 이러한 비공식적인 복지 교환 메커니즘이 시장의 자원배분과 국가의 공적인 제도
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Kolm,
2006). 이러한 관점은 가족간의 복지기능이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유
지되는지, 또 국가복지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의 복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준다.
폴라니는 제시한 경제통합의 세 가지 형식을 복지 영역에 적용해 본다면(Polanyi,
1957b), 국가의 복지는 전형적인 재분배의 원칙을 따르는 반면, 시장의 복지, 예를 들
어 민간보험은 교환의 논리를 따른다. 반면 다양한 공동체, 특히 가족을 통해 이루어
지는 복지의 증여와 교환은 호혜성의 원칙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호혜성에 터한 가족간의 복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재분배 원칙에 근거
한 국가복지와 갖는 배태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이 대목에서 폴라니의 스핀햄랜드법에 대한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95년
영국에서 제정된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Law)은 노동자들을 위한 수당체계
(allowance system)의 일종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을 부조하는 의미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정책을 말한다(Polanyi, 1957a: 82). 이는 노동시장의 발달로 인해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자 전통적 지배세력이 노동자들을 교구인 농촌사회에 묶어두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런 점에서 폴라니는 이 법을 시장 체제 완성의 마지막 단계
에서 나타난 사회의 저항으로 파악한다. 이 법에서 보조금의 양은 빵 가격의 변동에
연동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 노동자들이 자신의 수입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원칙을 자세히 보면, 일정한 품질의 1갤런의 빵 덩어
리가 1실링일 때 일하는 빈민들은 모두 본인 몫의 생활비로 주당 3실링을 보장받았으
며, 여기에 더해 그의 아내와 다른 가족 몫의 생활비로 한 명당 1실링 6펜스를 보장
받을 수 있었다(Polanyi, 1957a: 82). 이 설계만으로 보면 이 법은 앞서 본 남성 부양
자 모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 영국사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인간 사회를 자신의 최소한의 도덕
적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작동하는 기계에 비유한다면, 이 법은 어떤 사회라
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도덕적 규범을 완전히 분쇄해 버리는 자동기계였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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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하지 않고 뺀질거리면서 눈치나 살살 보는 이들, 그리고 아예 일할 능력이 없는
시늉을 떠는 자들에게 상금을 부어준 격이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소년과 소녀들
이 그것에 의지하여 결혼식을 올렸다.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을 돌볼 필요가 없고 아
이들은 부모에 목맬 이유가 없어졌다”(Polanyi, 1957a: 83).31) 결국 이 법은 전통사회
의 유지라는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모든 전통사회의 유산, 특히 가족규범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스핀햄랜드법은 국가의 재분배 원칙이 가족의 호혜성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가족을 기반으로 한 제도가 오히려 개인의 가족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함으로써 가족을 해체시키는 탈가족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사회정책의 시행이나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것이 다른 사회의 원칙들 그리고 다른 사회 영역의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이는 가족이라는 제도 그리고 국가라
는 또다른 제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1-3. 이론적 배경: 역사적 제도주의와 문화적 제도주의

앞서 기존의 복지 논의들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 기존의 복지이론들은 복지발전의 동인으로서 문화라는 변수의 설명력을 낮게 평
가하였다. 또한 현재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복지제도의 특성에만 주목하여 복지제도의
기원과 발전과정에 대해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이 부족했다. 더불어 주로 경제,
정치적인 공식적 변수에만 집중하여 비공식적인 가족의 영역을 등한시하거나 가족의
복지기능과 다른 국가나 시장복지가 어떤 관련성을 맺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
지 않아 왔다.
이러한 기존 논의들이 보여준 한계가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본 논문은 복지체제를 “가족주의”라는 “문화적 변수”가 만들어내는 “역사
적 과정”의 산물로 접근하고자 한다. 여기서 문화는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의 독특한 가
족주의의 성격이다. 그러나 어떤 가치와 규범도 원래부터 지배적인 것은 없으며, 가족
주의라는 특정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이 되고 나아가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으로 제
31) 따옴표 안의 내용은 홍기빈(2009)의 번역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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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지하고 실천하는 행위자들을 필요로 한다(왕혜숙·최우영,
2012).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을 “문화적 제도주의”의 시각을 빌어 설명해 보고자 한
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제도는 이후 변화의 압력에도 관성을 가지며 저항한다. 이는
일단 제도가 형성되면 제도는 그것의 수인인 행위자들의 인식의 틀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의 틀에 기반하여 자기의 이해관계를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일단
확립된 제도는 그 제도에 내재된 문화적 지향을 당연시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힘으로
작동하며, 하나의 경로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역사적 제도주의”(경로의존성)의 관점
에서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1-3-1.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와 행위자
고전적인 제도주의자들이 제도의 등장에 대해서 연구를 열었다면(Coase, 1937), 이
후 신제도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제도적 환경과 문화적 조직이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North, 1990; Powell and DiMaggio, 1991; Orru, Biggart, and
Hamilton, 1991; DiMaggio, 1994). 특히 신경제사회학에서는 어떻게 제도가 사회적 연
결망과 규범과 상호작용하며 경제적 행위를 형성하고 주조하는지를 본다(Swedberg,
1994; Fligstein, 2001). 이들 모두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가 행위
자의 행위 선택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들 가운데 특히 신제도주의 경제사회학(New institutionalist economic
sociology)은, 합리적일 것이라 기대되는 시장에서의 경제 행위가 공유되는 신념, 규범
이나 연결망과 같은 사회제도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Williamson, 1975; 1988; DiMaggio and Powell, 1983; Granovetter, 1985). 이들은 모
두 신고전경제학의 행위 가정을 거부하고, 행위자는 현실 제도들이 부여하는 제약 속
에서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는 베버의 오랜 개념, 즉 합리성은 공유된 (문화적, 종교적) 신념,
관습, 규범과 제도들의 체계에 의해 동기화되고 결정된다는 “맥락 제한적 합리
성”(context-bounded rationality)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뿐이다(Nee, 2005).
그렇다면 이들이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제도”란 무엇인가?
North(1990)의 관점에서 제도는 “인간이 고안해 낸 제약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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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humanly devised constraints that structur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teractions)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도는 헌법, 법률, 재산권 등
과 같은 공식적 규칙들과 처벌, 금기, 관습, 전통, 행위규범과 같은 비공식적 요소들로
구성된다. 또한 제도는 일종의 사회 구조를 의미하는데, 사회구조란 “처벌을 통해 유
지되는 행위자들간의 반복되고 패턴화된 상호작용”(recurrent and patterned
interactions between agents)이다(Swedberg, 1994: 255). 이렇게 볼 때 제도는 국가,
정치제도나 입헌제도와 법(계약, 사유재산제도) 등과 같은 공식화된 부문부터, 처벌,
금기, 관습, 전통, 규범과 사회적 관계(연결망)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부문까지도 포괄
한다. 또한 제도의 영역 역시 경제 제도뿐만 아니라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으로 확장된다(Oberschall and Leifer, 1986; Dobbin, 2005: Nee, 2005: 51). 사실상
제도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제도는 여러 가지 차원의 다양하고도 넓은 범위의 대상을
동시에 지칭하며, 복합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Hall and Taylor, 1996).
니(Nee, 2005)는 기존의 제도주의 경제사회학 논의들이 다루고 있는 제도의 분석
적 차원을 구분하는데, 여기서 그는 윌리암슨(Williamson, 2000)의 논의를 활용하여
다차원적 인과 모델(Multilevel causal model)을 구성한다. 니의 인과 모델은 행위자의
미시적 차원과 거시 차원의 제도적 환경 사이의 인과과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사
회관계나 조직이 공유하는 규범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와 공식 제도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의 차원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본 논문과 같이 다양한 차원의 제도들의 관계
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의 분석틀은 제도들간의 상호작용, 또 제
도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는데, 이는 제
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 조직적 차원(Organizational Level), 개인적 차
원(Individual Level)이다.
첫 번째 “제도적 환경”(<그림 1-1>의 L2)에는 국가와 정치제도부터 입헌제도, 사
법제도 등의 공식적 규칙과 관련된 공식 제도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공식적 규칙들은
조직과 행위자들의 유인(incentive)을 구조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차원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남성 노동력을 선호하는 산업전략 하에 조성된 시장적 환경, 부계를 강조하
는 친족법 전통과 국가의 공식적인 가족규범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두 번째 “조직적 차원”(<그림 1-1>의 L3)은 제도적 환경이 마련한 유인 구조가
조직적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자원 배분과 관련된 규칙으로 제도화되는 차원을 말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행위자들의 행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들이라 할 수 있
- 33 -

다. 앞서 제도적 환경(L2)과 조직적 차원(L3)의 차이를 더욱 명확히 하는 사례로, 관
료제(L2)라는 국가의 행정기구가 구축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능력주의 충원과 연공서
열제(L3)와 같은 구체적인 조직적 차원의 규칙과 제도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본 에반
스와 라우치의 연구를 들 수 있다(Evans and Rauch, 1999).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조
직적 차원의 제도로는 의료보험 특히 피부양자 제도이다.
마지막 “미시적 차원”(<그림 1-1>의 L4)은 행위자들의 동기나 개인적인 선호의
영역으로, 제도적 환경과 조직적 차원의 공식적 제도가 규정한 인센티브 구조를 개인
행위자가 해석하고 계산하여 자신 또는 다른 행위자의 이해나 동기와 조율(incentive
alignment)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미시적, 계산적 합리성의 영역이지만, 상
위의 제도들의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합리성은 제한적(bounded)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행위자와 제도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을 포함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이해와 동기
를 가진 행위자들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 과정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다루고 있는 제도주의 경제사회학의 특성상, 그는 비공식적
제도에 대해서 조직문화나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와 같은 조직적 차원(Organizational
Level)에서 작동하는 비공식적 제도만을 분석틀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더욱 근본적인
차원의 전통과 종교, 문화, 규범, 관습, 도덕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의 비공식적 제도
(<그림 1-1>의 L1)를 누락시킨 것이다. 이는 “사회적 배태성”(social embeddedness)
의 차원으로(Williamson, 2000), 이 차원의 제도는 이미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
며, 변화 역시 아주 느리게 진행된다(Geertz, 1973). 이는 뒤르케임의 “계약의 비계약
적 요소”나 North(1990)가 비공식적 제도가 주는 제약이라 말한 것과 동일하다. 이 차
원의 제도들은 자연발생적인 기원을 가지고, 자연스레 사회에 수용되며 그럼으로써
관성을 갖는다(Williamson, 2000). 관성이 유지되는 이유는 해당 제도가 사회에서 일
정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제도가 가지는 상징적 가치를 믿는 이들 때문이거나, 이를
보완하는 다른 제도들과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차원에서 개
인이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계산에 의한 선택이 아닌, 당연히 간주되는 어
떤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이 차원의 제도는 가족주의 지향과 동기가 해당된다. 이는
제도적 환경 차원의 가족규범과 구분되는 것으로,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바람직하고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이 가족규범(L2)이라면, 가족주의(L1)는 가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행위 지향을 말한다. 본 논문은 니의 세 가지 제도분석의 차원에 “사회적 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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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차원을 포함시켜 <그림 1-1>과 같이 제도 분석의 네 가지 차원을 구성하여 제
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림 1-1. 제도 분석의 네 가지 차원
차원
L1

L2

L3

L4

Social
Embeddedness

논문 적용
가족주의

Institutional

산업전략

Environment

국가의 가족규범

Organizational

의료보험

Level

피부양자제도

Individual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Level

관련된 정치과정

출처: Nee, 2005; 60-62; Williamson, 2000: 597 재구성한 것.

이러한 틀에 따라 본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변수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논문에서 종속변수로 다루게 될 피부양자 제도는 자원배분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칙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조직적 차원 L3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물
론 이러한 제도의 형성과 설계에는 상위의 L1, L2의 제도가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L1은 가족을 기본적인 사회 단위로 여기고, 가족을 중심으로 이해와 행위를 조정하도
록 하는 문화적, 규범적 지향으로서 가족주의 또는 유교문화가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문화 또는 규범은 L2에 해당하는 제도들, 예를 들어 국가기구와 정치제도, 경제제도,
법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정부형태, 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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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민법, 경제적으로 강한 발전국가, 남성 중심의 산업구조나 노동시장 등의 제도
적 환경을 구성한다. 이는 L3 단계에서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가족주의적 모
델, 즉 남성 부양자 모델의 복지제도의 확립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조
직구조와 역량(L2)에 따라 사회정책의 방향(L3) 역시 달라질 수 있으며, 자율적인 행
위자로서 국가가 정치과정(L4)에서 행사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주도권(initiative)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같은 가족제도이지만 개인이 경험하고 실천하는 객관적 가족
이나 개인의 이상적 가족상, 즉 관념적 가족은 L3에 해당하는 반면, 국가의 다양한 정
책들이 암묵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지향하는 특정 가족상은 L2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인간 행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
니즘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신제도주의의 대답은 두 가지 방식이다. 하
나는 “계산적 접근”(calculus 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 접근”(cultural
approach)이다. 이 두 접근방식은 행위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제도는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제도가 왜 지속되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답안을 제시한다.
계산적 접근방식은 인간 행동의 도구적인 면과 전략적 계산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다. 이 방식은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전략적 행동을
한다는 점, 다시 말해 최대의 혜택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가능한 선택지들을 고려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행위자의 목표나 선호는 외생적인(exogenous) 것으로 간주
된다. 여기서 제도는 타인들의 행위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합의 메커니즘
을 강제하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행위자들이 타인들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에서 전략적 상호작용은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과정은 위의 <그림 1-1>의 L2와 L3 차원의
제도가 L4 차원의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접근방식은 인간의 행위가 완전히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세계관에
구속된다고 본다. 이는 인간 행위의 합리성, 목적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기존의 일상적 습관(routines)과 친숙한 행위 패턴에 기대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행위의 선택은 전적으로 도구적인 계산보다는 상
황에 대한 해석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제도들은 상황은 물론 자신에 대한 해석의 필
터, 즉 “도덕적 또는 인지적 원형”(moral or cognitive templates)을 제공하며, 이를 기
반으로 행위가 구성될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정체성, 자아 이미지(self-images),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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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형성 및 재구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은 이러한 제도들의 세계에 깊숙이
배태되어 있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L1 차원의 제도가 L4의 행위자들 사이의 상
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접근은 왜 행위의 규칙적인 패턴(즉 제도)이 지속되는가에 대해서도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계산적 접근에 따르면 제도가 연속성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체현
하고 있는 내쉬 균형과 같은 어떤 것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인들은 이러한 행위 패
턴을 고수하는 이유가 일탈이 고수(순응)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제도가 집합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기여할수록 제도는 견고해진다. 반면 문
화적 접근은 제도의 유지가 개인의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어떤 제도들은
“관례적인 것”(conventional)으로 또는 “당연한 것”(taken-for-granted)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은 엄밀한 의심과 고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특정 개인의 행동으로 변
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두 시각은 다양한 차원의 제도가 행위자 개인의 차원(L4)에 주는 일방
향적인 영향만을 강조한다. 즉 개인 행위자가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제도를 변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도
와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종의 절충주의적 설명방식인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을
따르기로 한다. 이 관점에서, 즉 특정한 제도적 환경과 맥락(L2) 속에서 일단 확립된
제도(L3)는 그 제도에 내재된 문화적 지향(L1)을 당연시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힘으로
작동하는데, 공식 조직에 의해 전파되면서(L2) 궁극적으로 그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자
기 이미지와 기본적인 선호(L4)를 형성하게 때문이다(Hall and Taylor, 1996).
이러한 설명방식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갖는데, 먼저 행위자가 제도의 변화를 이끌
어낼 수 있는 역동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역사
발전에 대한 독특한 시각에서 비롯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사회적 인과관계에서 경
로 의존성을 강조하지만, 동일한 힘이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
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힘은 주어진 상황(이는 주로 과거로부터 물려받게 되는데)의
맥락적 특성에 의해 중재된다. 이런 맥락에서, 역사적 제도주의는 기존 제도에 의해
발생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로 인한 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강조한다.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사회 집단 간에 불균등하게 권력을 배분하는 방식
에 주목한다. 개인들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반한 계산적 접근방식과 달리, 이 관
점은 제도가 집단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불균형한 접근권을 부여한다고 본다.
- 37 -

따라서 제도의 형성 과정은 행위자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의 과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와 선호, 자원, 문화를 가진 다양한 행위자, 다양한 사회집단들 사이의
갈등과 협상의 과정이 된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자원 배분을 둘러싼 행위자들 사이의
정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여기서 행위자는 제도가 부여하는 유인(L3)에 맞추어 자신의 이해와 선호를 강화
또는 변화시키게 된다. 물론 이 과정은 제도가 부여하는 유인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
익을 극대화하려는 적극적 과정이기도 하고, 제도가 내포하는 규칙과 가치를 당연하
게 받아들이게 되는 순응적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도는 일종의 관
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정책은 일단 입법을 통해 실행되면, 공공 아젠다와 집단 갈
등의 패턴을 변화시키게 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제도는 자원분배에 있어서 불평등한
접근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마련한 구조에서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할 수 없는 행위자들은 이를 변화시키려는 정치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반면, 이
러한 제도로부터 이익을 확보해왔던 수혜자 집단은 해당 제도의 변화에 저항하는 전
형적인 이익집단의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Pierson, 1996). 즉, 정치는 사회정책을 창조
그림 1-2. 제도와 행위자의 정책 환류 과정
L1

L2

L3

유교전통

가족주의

가족주의

변화 or 강화

산업전략
국가구조

복지정책

기존 제도

(피부양자 제도)

변화 or 강화

행위자의

L4

이해와 규범
t0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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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지만, 사회정책 역시 정치를 만들어낸다. 특히 본 논문은 이러한 행위자들의
정치과정과 그것이 다시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환류
(policy feedbacks) 과정은 이후의 제도적 환경이나 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제도주의 논리에 따
라 논문에서 살펴볼 주요 변수들을 시각적으로 정리해보면 <그림 1-2>와 같다.
1-3-2. 문화적 제도주의: 가족주의와 의문화화(儗文化化)
신제도주의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에 “의미의 준거틀”(frame of meaning)을 제공하
는 상징체계로서 문화는 핵심 개념이다(Hall and Taylor, 1996). 이는 복지의 발전에
도 적용될 수 있는데, 산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발전, 사회변화 등이 사회복지의 발전
의 가능성을 창조한다면, 그러한 요구와 가능성에 구체적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이기 때문이다(박병현, 2008: 23). 이는 단순히 문화를 종속변수로
서가 아닌, 사회 변동을 만들어내는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문화적 제도주의 관점의 필
요성을 역설한다(Zelizer, 2005). 또한 문화적 다양성 테제에서 관건은 문화적 독특성,
즉 사회가 제각기 얼마나 특이한가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다른 제도들과의
상호 배태성을 규명하는 것이다(Geertz, 1973; Polanyi, 1957a). 이는 본 연구가 문화
자체보다는 “문화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culture)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이기
도 하다. 즉 이 연구가 주목하는 점은 각 사회의 지배적인 가족규범과 개념, 즉 가족
문화가 현재 목도되는 국가 제도의 다양성(national variation)을 만드는데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렇듯 문화를 독립변수로 위치 지을 경우 제도의 변동은 설명할 수 있으
나 문화의 변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행위자들
의 행위 선택의 집합적 결과가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나아가
문화 자체의 변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즉 문화를 독립
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 보고자 한다. 물론 문화의 변동과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
고전경제학은 물론 신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설명된 바 있다. 즉 이들은 특정한 제
도의 변화를 개인의 이해나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한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위들이 만
들어내는 집합적 결과로 설명한다. 제도적 기원을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그것이 제
공하는 혜택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자들 역시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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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합리성에 터한 전략적 행위의 결과로서 문화의 변동 또는 제도
의 변동을 설명하는 방식보다, 행위자들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의 문화 변동의 가
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제도주의에서도 강조하듯 행위자는 항상 “제한된 합리성”
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의도와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제도는 경로 의존성을 강조하지만, 동일한 힘이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러한 힘은 주어진 상황의 맥락
적 특성에 의해 중재된다. 본 논문에서 바로 이러한 의도와 결과의 일치 또는 불일치
를 가져오는 동시에 경로 의존성을 중재하는 가져오는 요인으로 가족의 정치적 실천
과정(L4)에 주목하고자 한다.
어떤 이념과 가치도 원래부터 지배적인 것은 없으며, 하나의 특정 사상이 지배적
인 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지하고 실천하는 행위자를 필요로 한다(왕혜숙·최
우영, 2012). 이러한 행위자들 사이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특정한 규범과 문화는 특권
적 지위, 즉 “문화적 배태성”을 성취하게 된다. 더군다나 이러한 규범과 문화들이 실
제 정책으로 입안되는 과정, 즉 “문화의 제도화” 과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것은 특정한 가치와 문화를 담지하는 행위자들과 그렇지 않은 또는 다른 문화를 담
지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의 과정이다. 동시에 이 행위자 집단은 어떤 규범과 문
화에 따라 권력과 자원을 배분할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인 국가와 협
상해야만 한다. 결국 문화의 제도화 과정은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 즉 정치의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어떤 가족규범이 어떤 정치적 맥락과 어떤 담론화 과정 속에
서 정당성을 확보하며 국가 복지로 제도화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본 논문
은 행위자들이 어떤 가족규범 또는 가족 담론을 국가의 복지제도 형성을 둘러싼 정치
과정에 활용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과정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통
해 변화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논의에서 본 경로의존성 개념을 적
용해본다면, 특정한 지배적인 문화가 공식 부문으로 정치화, 제도화되는 면도 있지만,
정치화, 제도화됨으로써 특정 문화나 가치가 강화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배적
인 이데올로기가 일단 형성이 되면, 스스로를 강화해나가는 독립적인 힘을 얻게 된다
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George, 1998: 33). 이렇게 볼 때 한 사회에서 특정 가치와
문화가 누리는 지배적인 특권 자체가 복지(경험)의 산물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문
화와 가치 역시 설명되어져야 할 종속변수인 셈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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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의 산물인 동시에 문화 역시 복지정치의 산물이라는 점을 견지하고, 이러한
역동적인 이중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와 복지제도의 관계에 대한 역동
적인 관점은, 한 나라 그리고 한 사회를 대표하는 가치와 문화로 모든 것을 환원시켜
버리는 문화결정론적 시각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이 가족규범이라는 문화 변수에 대해 주목하는 또다른 이
유는, 가족간의 복지 서비스의 증여 또는 교환을 통한 가족의 실천이 가족의 형태와
구조를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가족이기 때문에 상호 증여하기도 하지만, 상
호증여를 통해 가족의 경계를 재확인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유지
및 재구성되어 나가는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왕혜숙·최우영, 2012). 즉 가족은 주워
진 객관적 상태가 아니라, 복지의 증여과정을 통해 즉 실천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조화 되어가는 실체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은 그 속에서 어디까지가 가족이
고 어디까지는 아니라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경계를 형성해 간다(Zelizer, 1985; 2005).
또한 이렇게 합의된 가족에 대한 문화적 정의와 개념은 이후 다른 제도가 형성되
어 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제도는 자
기 강화적 성격을 가지면서 사회경제적인 물질적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족제도를 유지시키는 저항력을 갖기도 하지만(한국), 오히려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
다(대만). 바로 이 지점이 이 논문의 연구문제인, 문화나 관습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
와 공식 제도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본 논문이 복지제도의 발전 또는 변화 과정에서 문화를 강조하는 더 중요한 이유
는 다른 곳에 있다. 앞서 행위자의 동기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
는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부양자 제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계산적 합리성의 차원을 무
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논문은 행위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단
순히 경제적 권리에 대한 날것의 개념이 아닌 명분과 규범에 터한 도덕적 담론과 수
사를 활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도 설명된 바 있는데,
이들은 새로 등장하는 제도가 기존 제도적 원형을 차용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제
도의 등장을 효율성에 대한 고려를 넘어서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해석과 고려에 대한
집합적 과정으로서 본다. 이는 역사적 행위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에 주
목했던 신베버주의적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Hall and Taylor, 1996) 즉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도덕화 동기를 가진다(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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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최우영, 2012). 이로 인해 경제적 목적의 추구는 일반적으로 사회성, 인정, 지위나
권력과 같은 비경제적인 목적의 추구를 수반하게 마련이다(Granovetter, 1992). 이는
복지라는 경제적, 정치적 과정이 가족으로서의 인정 투쟁이라는 문화적 과정으로 전
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32)
또한 이러한 행위자들의 도덕적 담론들은 기존 문화와 제도의 틀 안에서 사용되고
동원된다. 그런 점에서 행위자들은 가족규범이라는 추상적 제도가 틀 지어놓은 커다
란 문화적 장 속에서 행위한다. 물론 그렇다고 행위자가 주어진 제도적 한계와 제약
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Swidler, 2001).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정당화
하기 위해 행위자들은 새로운 대안적 규범을 활용하기도 하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규범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 결과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기도 하고, 기존 전통이
재발견됨으로써 기존 문화가 재강화 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의문화화”(儗
文化化, culturalization) 과정이다. 이는 “어떤 특성들에 대해 그것이 문화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정통성을 부여하는 노력의 과정들, 즉 어떤 사물이나 행위를 그
문화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말한다(홍경준, 2000). 또한 이렇게 의문화화된 전
통은 개인의 의식과 행위에 다시 영향을 준다. 의문화화의 중요한 특성은 행위자로
하여금 “의문화화”된 산물이나 행위, 사상 등을 의문시되지 않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
게 만든다는 점이다(홍경준, 1999). 즉 “관례적인 것”(conventional)으로 또는 “당연한
것”으로(taken-for-granted) 여겨지는 수준으로까지 제도화됨을 말한다(Hall and
Taylor, 1996).
이렇게 볼 때 문화는 고래의 유구한 전통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물려받는 숙명 같은
것이 아니라, 숱한 담론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다양한 사회들이 사후적으로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또는 문화 상대주의
나 문화결정론이 다른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근본적 문화 차이라고 주장하게 되
는) 독특한 문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보여줄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시대 문화
적 다양성의 사회적 기원을 설명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왕혜숙·최우영, 2012).
더불어 이 모든 문화적 과정을 추동하는 행위자의 ‘동기’는 단순히 경제적, 도구적
합리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도덕과 경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특징은 원시경제에만
32) 여기서 투쟁이란 의미는, 제도적 창조나 변화의 과정이 과거로부터 자연스러운 계승 반영
의 과정, 즉 행위자 없는 행위(action without agents)로만 본 사회적 제도주의의 한계를 넘
어, 경쟁하는 이익들을 둘러싼 행위자들간의 권력 갈등일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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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경제적 합리성만으로 포착될 수 없는 사회적 총체이기
도 하다(Wilk and Cliggett, 2007). 이는 가족규범의 변화 또는 유지가 단순히 사회경
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더불어 단순히
물질적, 경제적 합리성만이 인간의 행위를 포함한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유일한 동기
가 아님을, 오히려 부차적인 동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Zelizer, 2005). 오히려 근본적
동기는 도덕화 욕구의 차원에서 해명될 수 있다(호네트, 2011[1992]). 뒤르케임의 주장
처럼 사회가 아무리 세속화되더라도 정서적·도덕적 차원은 여전히 인간 행위의 중요
한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민문홍, 2001; 왕혜숙·최우영, 2012).33) 헤겔의 말대
로 “사회 내적 동력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호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체들의 투
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행위자의 도덕적 동기와 전략에 주목하여 문화의 변동과정
을 “상호인정 관계에 구조화되어 있는 규범적 요구와 관련지어 설명”(호네트,
2011[1992]: 28) 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또다른 목표이다.
1-4. 연구 내용과 방법

1-4-1. 연구 내용
앞서 밝혔듯이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가족규범이 국가복지 제도의 형성과 발전과
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복지”는 여전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한 국가의 복지체제(welfare regime)로 볼 수도 있고, 국가가 운용하는 개
별 복지 프로그램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의미에서 국
가의 다양한 복지제도 가운데에서 특히 의료와 관련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가족이라
는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왜 의
료보험인가?34)
33)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들은 주로 사회과학에서 조작이 힘든 변수로서 간과되어 왔으나, 많
은 문헌들은 실제 사회와 시장의 근간으로서 인간의 주관적 의지와 동기에 대해 주목해야 함
을 강조한다(Platteau, 1994a; 1994b; Mauss, 1967; Zelizer, 2005).
34)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사이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
은 국가별, 시기별로 질병보험, 의료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역사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의료보험"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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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보험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네 가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
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1977년을 제도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1963년 최초의 입법이 이루어진다. 또한 1963년에 제정된 의료보험법이 커다란 수정
없이 1977년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제도 역사의 관점에서 1963년을 제도의 기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이미숙, 2008). 물론 의료보험이 가장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만은 아
니다. 무엇보다 의료보험은 기본 원칙에 있어서 개인이 아닌 가족을 수혜대상으로 한
다는 점에서, 국가 복지제도가 포괄하는 가족의 개념과 성격을 파악해보는데 가장 적
절한 제도이다.35)
물론 한국의 대부분의 사회보험들은 ‘혼인 및 혈연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동시에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를 수혜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가족
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마경희, 2004). 이들 사회보험에서 가족을 직접적으로 정의
하는 규정은 없으나, ‘피부양자’나 ‘유족’의 범위에서 가족의 범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은정, 2006). 그런데 주요 사회보험들마다 제도의 목적과 대상, 특성에 따라 가족의
범위가 다르게 정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표 1-1>과 <표 1-2>).
이 가운데 의료보험은 상당히 포괄적인 피부양자 개념 하에 가족에게 관대한 의료
급부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포괄적인 가족 개념 하에 부가급여를 통해 부양자
역할을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급여체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자격 부여 면에서는 관대하지만 의료보험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급여수준이 낮다
(마경희, 2004). 산업재해보상보험 역시 의료보험과 유사하게 1964년부터 실시되었으
나 그 수혜대상은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의 휴업·
장애 급여는 전적으로 수급권자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가족 내 부양자로서의
지위가 수급이나 급여수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용보험의 경우 가족의 개념
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건강보험"은 특정 시기의 제도의 이름으로서 고유명사로 취급하고, "의
료보험"은 의료급부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의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로 정의 및 사용된다. 더불
어 혼돈을 막기 위해 양국의 의료보험을 지칭할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대만
의 경우 “전민건강보험”이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한다.
35) 의료보험법 제1조는 적용대상을 ‘근로자’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 당
사자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명시되었다(이미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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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한국의 사회보험별 가족의 규정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
하고 있던 자(제73조 제1항).
1. 배우자
2. 자녀(단,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국민연금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 자)
4. 손자녀(단,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인 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제5조 2항).
국민건강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보험법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자
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제5조)
◎ 유족일시금의 경우 (제46조)

산업재해
보험법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
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
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표 1-2. 한국의 사회보험별 피부양자 및 유족 개념
피부양자

유 족

국민연금

○(가급연금)36)

○(유족연금)

건강보험

○

×

산재보험

×

○(유족보상연금)

고용보험

×

×

출처: 김태성․김진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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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한국의 의료보험은 보수나 소득이 없이 피보험자(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피부양자)에게도 의료보험의 수급권을 부여하는 “피부양자 제도”를 유
지해 왔으며, 이는 다른 어떤 사회보험제도들보다도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
다.37) 특히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정책적 변화는 의료보장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어떤
인구가 먼저 보장혜택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우선순위와 큰 관련성을 갖는다. 이는 피
부양자 제도가 의료보장의 확대과정에서 나타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원탁, 2002: 68). 여기서 이러한 수급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바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혈연관
계를 맺고 있는가 여부이다. 이는 이 제도가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에 근거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가 된다.
그러나 복지제도가 가족을 포섭하는 것은 사실 사회보험 형식의 복지제도가 가지
는 일반적 특성이다. 특히 의료보장제도로 한정해서 볼 때, 의료보장 방식은 일반적으
로 사회보험방식(Social Health Insurance), 국민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s), 민간보험방식(Consumer Sovereignty Model) 세 가지로 구분된다(의료보험
관리공단, 1997). 사회보험방식은 사회적으로 어떤 동질성을 갖는 국민(주로 노동자)이
보험집단을 형성하여 보험료를 갹출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 하는 목적으로 실행된다.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에서는 재원의 대부분이 국세 및 지
방세로 조달되고 의료공급체계도 국가의 책임 아래 조직화되어 있어, 전 국민이 동등
하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민간보험방식에서 개인들은 국가가 아닌 시장의
민간보험을 통해 개별적으로 질병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프로그램들을 구매하며, 의
료서비스 역시 시장을 통해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대만 등
을 사회보험방식(SHI)으로,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을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으
로 구분하고 있으며, 민간보험방식은 대표적으로 미국을 들 수 있다.38)
36) 가급연금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급여로 가족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37) 2000년 국민건강보험의 통합 이후 이러한 성격은 대폭 변화하였음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여기서는 1977년 시행 이후 그리고 통합 이전의 전반적인 특성을 기초로 서술하고 있다.
38) 두 방식은 모두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는 방법인 점에서는 동일하나, 재원조달방법, 의료의
소유형태(사유화․공유화)에 따른 의료공급의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SHI는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
기능을 수행․관리하는 방식으로 민간자율기구(조합 또는 금고)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근간
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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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들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보험의
단위로 하는 의료보험을 발달시켜 왔다. 이를 반영하듯이, 사회보험 위주의 복지제도
가 발달한 보수주의 복지모델에서도 가족주의의 특성이 발견된다. 에스핑앤더슨의 유
형론에 따르면, 모든 개인을 시민이라는 범주로 정의하여 탈가족화 시키고 개인 자격
으로 국가의 복지제도에 포섭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모델과 달리, 보수주의 복지체제
의 중요한 특징은 가족을 복지의 구성원으로 포섭한다는 것이다(Esping-Andersen,
1990). 이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인 독일과 일본 역시 가족이 복지의 주체
인 동시에 수혜단위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유사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가족을
국가의 의료보험의 틀 안에 적극 수용한다는 점은 한국의 의료보험만의 특수성이 아
니라 사회보험 위주의 복지제도를 발달시킨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보수주의 복지체
제에 속하는 국가들에게도 해당되는 특성일 수 있다.39)
다. 국민의 1차적 부담의무가 전제되므로 비용 의식적 제도이며 국민의 정부 의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NHS는 국가의 일반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며,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을 전
담한다. 또한 의료의 사회화를 전제로 국립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급여를 제공하며 부분적
으로 사유화(개원의 중심)를 인정, 병행하는 예도 많으나 병원급 이상은 대부분 공공화된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므로 국가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
다(의료보험관리공단, 1997). 두 보장 방식의 일반적인 비교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SHI
NHS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자 등 -전 국민을 일괄 적용
적용대상관리
으로 구분관리 (의료보호대상자 제외)
(집단 구분 없음)
재원조달
-보험료, 일부 국고지원
-정부 일반조세
의료기관

-일반 의료기관 중심
-의료의 사유화 전제

-공공의료기관 중심
-의료의 사회화 전제

의료보수
산정방법

-의료기관과의 계약을 위한 행위별수가

-일반개원의 인두제
-병원급은 봉급제

관리기구

-보험자(조합 또는 금고)

-정부기관(사회보험청 등)

기본철학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자기책임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국민의료비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보험료
장 형평성
단
점 의료서비스
관리운영

-의료비 통제효과 강함

-보험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부족
-보험자간 재정 불균형 파생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재
분배 효과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 제공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

-의료의 질 저하
-입원 대기 환자 증가

-조합중심 자율운영
-상대적으로 관리운영비 많이 소요

-정부기관 직접관리
-관리운영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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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독일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피부양자 제도를 기반으로 의료보험을 운용
하고 있다.40) 한국의 ‘피부양자’ 개념에 대비되는 독일의 ‘가족 피부양자’
(Familienversicherte)란 보험료 납부 의무 없이 가입자와 함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로서, 주로 가입자의 배우자, 어린이, 계자(繼子), 손자, 입양아 등이 해당된다(이용
갑 외, 2005: 59-60).41) 그렇다면 한국 의료보험의 특성이 진정 한국만의 특성인지, 아
니면 여타 국가에서도 발견되는 보편적인 특성인지를 국가간 비교를 통해 더욱 면밀
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례를 유사한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국가들, 예컨대 독일과 일본 등과 비교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산업화 시기에 있어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적어도 한국보다 반세기 앞서 산업화에 성공한 사례들이기 때문이다.42) 이러한 차이
는 이들 국가들간에 여러 사회경제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Shin and Chang, 2003). 이러한 논의를 수용한다면, 혹시 두 국가와 한국의 비교를
통해 발견될 수 있는 복지제도의 차이는, 단순히 가족제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산업화의 시기나 자본주의적 성숙도(maturity)의 문제로 설명될 수도 있다
(Chang, 2006). 본 논문은 이러한 비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화 시기를 공유하
39)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보수주의 복지모델 국가들 역시 가족을 피부양자로 규정하는 의료
복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Esping-Andersen, 1999). 그러나 이들 경우 방계의 친인척,
예를 들어 가입자 본인의 형제자매나 부모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범위에서 배제된다(이용
갑 외, 2005). 이는 이들 국가들에 보편적인 핵가족 형태에 부합하는 의료복지 프로그램 설
계라 할 수 있다.
40) 독일의 공적 의료보험체계는 1883년 생산직 근로자 의료보험 ⇒ 1911년 사무직 근로자
의료보험 ⇒ 1934년 수공업자 의료보험 ⇒ 1942년 노령연금 생활자 의료보험 ⇒ 1951년 농
민 의료보험 순으로 그 포괄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발전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의료
보험은 보수주의 복지제도의 특징을 반영하듯이, 기본적으로 노동자,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핵심 노동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의료보험
의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바로 가족 피부양자 제도이다.
41) 독일의 경우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강제 가입을 의무화하고는 있지 않다. 즉 사적 의료보험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을 보면 공적보험의 가입이 거의 90 % 이상의 비중
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이용갑 외, 2005).
42) 거쉔크론의 분류에 따르면 독일은 후발(後發) 산업화 국가로, 일본은 후후발(後後發) 산업
화 국가로 구분된다. 이 분류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은 일본보다 산업화의 시기는 늦지만 산
업화의 특성에 있어서 후후발 산업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핫또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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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만과 한국을 비교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대만과 한국은 유사한 시기에 후후발(後後發) 산업화를 성공한 국가로서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례이다(Amsden, 1989: World Bank, 1993; 국민호,
1999; Shin & Chang, 2003; Davis, 2004). 또한 동일한 동아시아 발전모델에서도 한국
과 대만은 다른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산업화의 특성과 국가의 역할 등의 기준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Thurbon, 2001).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유사성은 후발산업화전략에 있어서 국가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Shin
and Chang, 2003; Davis, 2004). 국가의 강한 시장개입은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대적 관료제의 발달은 물론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Tang,
2000: 64, 89; Chibber, 2003). 이는 국가와 시장 또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가 사회를 압도하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역량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산 세력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역시 두 국가가 공유하는 지정학적 유사성으로서,
어떻게 양국에서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가 사회에 대한 우선성을 담보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
무엇보다 산업화 과정에서 두 국가가 보여주는 시장 개입의 유산은 이후 국가가
복지정책에도 용이하게 개입할 수 있는 경로 의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이는 서구의 복지국가의 다양성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 즉, 프랑스나 독일과
같이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가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경우 이후 복지정책에 있어서 마찬
가지로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는 성격을 유지하게 되는 반면, 미국과 같이 자유방임적
산업정책을 고수해왔던 국가의 경우 국가 개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자유주의
적 복지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역사적 경로를 발견할 수 있다(Esping-Andersen, 1990;
Amable, 2003).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화 시기 대만과 한국이 보여준 국가 역할의 유
사성은 국가나 정치체제라는 변수가 복지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
제하며, 체계적으로 두 국가의 복지체제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대만과 한국의 비교연구를 용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양국 모두 전국
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국가 의료보험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정호, 1998).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보험임을 국민
건강보험법은 천명하고 있다. 대만의 전민건강보험(全民健康保險) 역시 전국민에 대한
강제가입을 전제하는 사회보험프로그램으로, 대만에 최소 4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
민은 전민건강보험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대만에는 의료보험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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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해볼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존재한다.43) 이들 가
운데서도 의료보험은 양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된 보험제도라 할 수 있
다.44) 또한 두 의료보험은 최초 실행시기부터 보편보험으로 확대 운영되기까지 소요
된 역사적 시간과 발전경로에 있어서 여러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은 몇 가지 중요한 제도적 특성을 공유한다. 첫
번째로 양국이 채택하고 있는 의료보험은 가장 유사한 형태로 평가된다. 같은 사회보
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성격상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대만, 한
국을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은 다보험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사회보험방식(SHI)이고, 한국과 대만은 단일보험
자에 의해 운영되고 보험자를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국가사회보험방식(NHI)이기 때문
이다(각주 38번 내용을 참고).
두 번째로 양국의 의료보험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나 자유주의 복지국가들과 달
리 의료보험의 수혜자를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가족까지
포함시키는 피부양자 제도를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
험 방식에서 “보험자”의 역할을 맡는 것은 국가이며,45)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피보험자”라 한다. 여기서 피보험자는 다시 보험료 납부의무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 본인과 그 가입자로부터 파생된 권리를 공유하는 “가족”들로 구분된다.
여기서 가족을 지칭하는 용어는 한국의 경우 “피부양자(被扶養者)”, 대만의 경우 “권
속(眷屬)”을 사용하는데,46)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피부양자로 통칭할 것이다. 즉 양국
43) 한국의 경우, 1964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도입되었고, 1977년에
는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산업화의 진척과 함께 1987년에는 ‘국민연금’ 그리
고 1995년에는 ‘고용보험’(현재의 ‘실업보험’)이 시행되었다. 대만은 1989년 농민(의료)보험
을 도입한 이후, 1993년 노년수당, 1995년 전민건강보험의 확대와 1998년 기존 노동보험제
도의 틀 안에서 새로운 실업보험 제도를 각각 실시해 오고 있다(Aspalter, 2002).
44) 한국의 경우 최초의 의료보험은 1960년대 실시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발
전하여 1997년 보편적 보험으로서의 제도적 틀을 굳히기에 이르렀다. 대만의 경우, 최초의
의료보험은 1950년대 초반 산업노동자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1995년도에 이
르러 보편 보험으로 확대되었다(Son, 2002).
45) 한국 의료보험의 경우 통합 이전의 보험자는 공식적으로 “의료보험조합”이라 할 수 있다.
46) 대만 전민건강보험법(全民健康保險法, http://dohlaw.doh.gov.tw/Chi/FLAW/LAWDATF020
1.asp?lsid=FL014028, 2010. 6. 13 접속)과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법(國民健康保險法, http:
//www.nhic.or.kr/portal/site/eng/menuitem.d31a2a54ebe26a0644416433062310a0/,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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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료보험은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족을 단위로 하며,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을 가족
에 근거한다는 유사함을 보인다.
특히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는 서구, 특히 개인의 시민권에 기반한 수급권
(eligibility)을 강조하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델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
다.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유럽의 경우 복지 수급권이 시민권(citizenship)에 기반한 반
면, 한국과 대만의 경우 수급권은 가족성원권(familial membership)에 기반한다. 즉 가
족 성원 여부가 시민권의 획득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Lew et al., 2011).
그 결과 서구에서는 복지국가의 발달이 시민권의 확장과 연계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시민이기보다 가족이어야 복지의 수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
한 가족주의는 비단 의료보험의 최초 성립시기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주의적 복지수요는 복지발전의 하나의 경로를 형성하며 이후 해당 제도가 확장,
발전해 나가는 동력으로도 작동하게 된다(장경섭, 1992). 이렇게 보면 “산업
화”(Wilensky, 1975)도, “노동세력의 조직화”(Korpi, 1983)도, “국가역량”(Skocpol,
1992)보다도 가족주의적 요구가 바로 동아시아의 의료보험의 발전을 만들어낸 요소로
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가족주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한국과 대만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또다
른 이유는 이들이 유사한 문화적 전통, 즉 유교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
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두 국가는 일본의 식민지배 이전까지 중국 본토로부터의 지속
적인 영향 하에 놓여있었다(Rubinstein, 1999; 류석춘, 1999; 함재봉, 2000). 특히 정치
철학 및 사상체계로서의 유교의 영향력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다. 유교는 중국과 주
변국 사이의 국제관계를 관장하는 정치 철학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세계관 또는 윤리
학으로서, 개인을 둘러싼 세계와 인간관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근본 철학이다(Lew et al., 2011). 개인을 강조하는 서구 철학과 달리, 유교
는 개인들간의 관계와 공동체, 특히 가족을 강조한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장현근, 2000; 함재봉, 2000). 이러한 유교의 영향 하에, 한국과 대만에서는 가족이 개
인은 물론, 다른 여타 공동체를 압도하는 근본 집단으로 강조되는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즉, 가족이 상징하는 집합적 또는 공공 이익이 개인의 자율성이나 자유보다 우
선시하는 문화가 발달하였다. 자연스럽게, 사회의 가장 근본적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이 공사(公私)를 초월한 모든 사안에서 궁극적 우선성을 담보해 왔다.
13 접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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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족을 강조하는 유교의 동일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두 사회에서 발견되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은 상당히 차별화된다(Ho, 2003; Ringmar, 2005). 물론 서구의 이
상적 가족인 핵가족과 비교한다면, 한국과 대만의 보편적 가족규범은 모두 유교적 가
족 유형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직계 가족(stem family) 형태를 지향한다. 그러나 더
면밀히 관찰해보면, 양국의 가족의 구성이나 기능이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양국의 민법상의 유산 상속권을 통해서 볼 경우, 대만은 방계 상속권을 제
한적으로 인정하는 반면 한국은 방계 상속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Ho, 2003) 또한
형제간 상속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장자의 우선적 상속권을 인정하는
반면, 대만은 중국 본토와 유사하게 형제들 사이의 비교적 평등한 상속권을 인정한다
(이광규 1975, 1990; 최재석, 1982; Watson, 1985; 핫토리, 2007; Zheng, 2010).47)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력을 지닌 장자를 중심으
로 한 확대가족 형태가 발달한 반면, 대만의 경우 형제 각자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핵
가족의 독립된 가(家)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속제도에 대한 연구는 양국이 상이
한 가족규범을 발달시켜왔음을 보여주는 간접적 지표가 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양국이 경제적 배경과 유교라는 문화적 전통을 공유함에도, 각국
의 역사, 사회적 조건에 따라 가족 또는 가계(oikos) 복지가 서로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한국과 대만은 역사적, 문화적 전통의 유사성 그리고 의료
보험이 가족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
고,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각 사회의 상이하고도 독
특한 가족제도와 문화에서 기인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도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러한 양국의 가족구조와 기능, 규범의 차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양국에서 보
편적으로 통용되는 가족의 개념과 범위를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가족이 고정
된 실체거나 당연히 간주되는 선험적 구조와 경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제도와 행위
자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족의 개념과 경계는 지속적으로 구성 및 강화되거나 변
화 및 재구성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Geertz, 1973).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의 의료보험의 피부
양자 제도의 세부 개념과 범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국가 제
도의 형성과 운영에 비공식적인 가족 문화와 규범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국가의 복지제도와 가족문화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중재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정치
47) 이는 2005년 민법 개정 이전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김성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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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동일한 유교 영향과 가족주의라는 특성이 각 사회
가 처한 역사적 맥락이나 독특한 지역문화(local culture)에 따라 차별화됨을 보여줌으
로써, 깊은 고민 없이 동일한 유교 문화권으로 간주되던 동아시아 국가들 내부의 문
화적 역동성에 대한 더욱 면밀한 고찰을 시도할 것이다(Chan, 2003). 특히 정확한 인
과관계에 대한 규명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블랙박스처럼 문화를 간주해오던 기존
사회과학의 연구경향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분석은 결정변수(determinant factor)로
서의 문화의 역할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해석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1-4-2. 자료의 수집 및 변수의 구성
앞서 밝힌 연구 문제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변수의 구성과 자료수집 방법, 그리
고 분석틀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본 논문이 살펴보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대만과 한국의 의료보험의 피부양
자 제도의 차이점이다. 본 연구는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L3)가 보여주는 ① 피부양자
의 범위와 ②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과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적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국의 의료보험에 반영된 가족규범이 어떤 차이를 보이
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제도적 차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통계
지표인 양국 의료보험의 ③ 부양률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할 것이
다. 이를 통해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라는 통합된 종속변수가 두 나라에서 어떠
한 차이 또는 유사점을 보이는지를 비교,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두 나라의
제도가 모두 가족을 근거로 형성되었다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가족의 범
위와 가족에 대한 개념이 제도별로 어떠한 특성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밝히는 작업
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피부양자 제도의 특성(L3)이 주
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어떠한 가족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L4).
피부양자 제도의 특성에 대한 비교는 먼저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에 대한 1차 문
헌을 통해 수행하였다. 각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문헌은 한국과 대만의 보험관리
공단에서 출간한 문헌들,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의료보험에 대한 백서들과 비정기적으
로 출간하는 보고서들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부양률에 대한 데이터는 건강보
험관리공단의 통계포털 데이터를 이용함과 동시에 매해 발간하는 보건지표들을 통해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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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였다. 대만의 부양률에 대한 데이터의 경우, 전민건강보험을 관리하는 행정원
(行政院, Executive Yuan) 위생서(衛生署, the Department of Health) 산하의 중앙건
강보험국(中央健康保險局, the Bureau of National Health Insurance)에서 매년 발간하
는 보건통계연감인 <全民健康保險統計> 자료를 활용하였다.
두 국가의 의료보험에서 정의하는 피부양자 제도가 뚜렷한 차이
를 보여준다면, 그 다음 단계는 두 국가의 피부양자 제도의 차이가 어떻게 형성되었
는지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
을 것으로 기대되는 독립변수는 양국의 고유한 가족제도 및 규범이다. 물론 이러한
가설은 순환론(tautology)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한 제도의 가족규범이 다른 제도에
서 가족규범을 결정한다는 논리는 동어반복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가족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
근을 시도하였다. 먼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족의 정의기준인 혈연적 친소관계, 결
혼, 동거여부, 부양여부 등을 파악하여 양국의 가족구조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객
관적 실체로서의 가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가족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 통계청의 가구와 인구통계를 활용하였다. 대만의 경우 1975년 이후 자료는 대만
의 통계청이라 할 수 있는 DGBAS(Directorate 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Executive Yuan: 行政院主計總處)의 인구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그
이전 자료는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 of Contraception in Taiwan:
Family and Fertility Survey(이후 KAP-Fertility) 자료를 활용하였다.48) KAPFertility는 대만의 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의 인구학센터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로, 20세에서 44세의 대만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과 가족생활, 자녀계획과 관련된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 1965년 1차로 시작된 이후로 가장 최근 2004
년 9차까지 실시되었는데, 비록 기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기혼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배우자와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선 인구 센서스 자료가 커버하지 못하는 시기를 담고 있어 대만의 가족 현
실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평가된다.
그러나 가족은 객관적 실체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동거, 부양이라는 조건과
상관없이 가족은 규범적으로 규정되고 실천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근본
독립변수 I (가족):

48) http://www.bhp.doh.gov.tw/bhpnet/English/ClassShow.aspx?No=2008032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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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양국의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규범적으로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인식하는지
를 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양국의 가족인식과 규범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는 한국의 경우 가족에
대한 기존 연구문헌(최재석, 1982)과 더불어 “가족실태조사” 자료이다. “가족실태조사”
는 여성가족부에서 2005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한국의 가족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
해 실시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經濟發展與婦女家庭地位: 台灣的家庭結構、婦女就業
型態與家庭權力結構之關聯”(The Economic Development and Female’s Family
Status: Family Structure, Female’s Employment Patterns, and Family Power
Structure in Taiwan, 國科會研究計畫, NSC83-0301-H—001—064) 자료를 활용하였는
데, 이는 行政院國家科學委員會(National Science Council in Taiwan)에 의해 1994년
에 실시된 조사이다. 이 조사는 대만의 기혼여성 958명과 기혼남성 5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가족과 여성의 지위에 대한 여러 질문 가운데 가족의 범위를 묻는 항
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자료는 양국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규범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의 가족인식에 대한 단편적인 비교는 가족규범과 문화가 어떠
한 과정을 통해 지배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데 한
계가 있다. 과거 양국의 가족제도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화
라는 것은 제도보다 변화의 속도가 느리면서도, 제도의 변화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Geertz, 1973). 이런 이유에서 본 연구는 양국의 가족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양국의 가족에 대한 연구논문들과 언론매체 등
의 2차 자료들을 통해 국가라는 공식 차원과 사회 일반의 비공식적 차원의 가족규범
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앞서 독립변수 I에서 가족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시도하는
궁극적 이유는 양국의 가족규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의 확
립 또는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설명에 따
르면, 사회적 인과관계에서 주로 과거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경로 의존성은 중요하지
만, 동일한 힘이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러한 힘은 주
어진 상황의 맥락적 특성에 의해 중재, 매개되기 때문이다(Hall and Taylor, 1996). 이
독립변수 II (정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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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지배적인 인식으로서 특정한 가족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구체
적으로 의료보험 제도의 형성이라는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과정을 개인들간의 자유로운 합의나 자연스러운 상
호작용의 결과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와 선호, 문화를 가진 다양한 행위자, 다양한
사회집단들간의 자원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과정으로 본다. 이는 특정한 가족문화가
의료보험이라는 제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가족 문화를 동원하고 활
용하면서 의료보험 제도의 형성이라는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들
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가족규범들 가운데 어떠한
가족규범이 행위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요구에 따라 선택되고 이용되고 주장되는지를
정치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의료
보험의 입법을 둘러싼 정치과정을 또다른 독립변수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치과정
에서 논문이 초점을 맞추는 행위자들은 주로 국가와 가입자이다.49)
행위자들은 주어진 기존 제도, 더 구체적으로 피부양자 제도라는 현실적 제약 속
에서 움직인다. 기존 제도들은 행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 구조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러한 내재화된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기존 제도라 함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과거(초기)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이며, 두 번째는
가족제도이다.
먼저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범위 규정과 보험료 납부 방식에 대한 과거의 규칙과
제도적 설계들(L3)이 국가와 가입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해 구조
를 부여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기존 제도들이 행위자들에게 어떠한 유인
구조와 기회 구조 또는 불균등한 접근권을 부여하였는지를 볼 것이다. 동시에 두 행
위자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것은 크게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차원의 제도들이다. 이
는 매우 추상적인 가족주의(L1)부터 국가의 공식적인 가족규범(L2)은 물론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이상적 가족에 대한 개념과 관념(L3), 그리고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객관적
실체로서의 가족(L3)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독립변수 I에서 규명될 내용
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과거의 의료보험이라는 공식제도와 가족이라는 비공식제도,
두 가지가 행위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규범적 이해를 구조화시켰는지를 보고자 한다.
49) 양국의 의료보험에서 재정기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용자측, 즉 자본에 대한 고찰도
수반되어야 하지만, 본 논문이 국가와 가입자에만 초점을 맞춘 이유는 5-3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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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본 논문은 행위자들이 이러한 내재화된 두 가지 이해를 추구해 나가는 정
치과정(L4)의 결과로서 피부양자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입안 및 개혁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어떠한 피부양자 제도를
어떤 이유로 정당화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했는지를 각 시기의 주요 행위자들의 담론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양국의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의료
보험의 입안 및 수정이 이루어지던 결정적 순간에 주요 행위자들, 예를 들어 의료보
험 가입자들과 정부 및 보험 당국,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언론들이 어떠한 경
제적 이해를 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가족 담론을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
다.50)
앞서 설정한 가족규범과 복지제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비록 두 나라 공통적
으로 적용되는 틀이지만, 가족규범이 복지제도에 반영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의 고유한 가족 제도가 복지제도에 주는
영향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두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배경변수
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Bendix, 1978: 5; Skocpol and Somers, 1980 재인용).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배경
변수들 가운데, 기존의 복지국가 이론, 즉 산업화 이론(Wilensky, 1975), 자원동원 이
론(Korpi, 1983), 국가 이론(Skocpol, 1992)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결정변수들 외에
도 의료보험제도가 입법되던 시기의 사회경제적 여건들에 대한 다양한 고찰을 시도할
것이다.
배경변수:

50)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대만의 4대 일간지는 自由時報(Liberty Times, 점유율 16.3 %), 蘋
果日報 (Apple Daily, 점유율 13.5 %), 聯合報(United Daily News, 점유율 9.6 %), 中國時
報(China Times, 점유율 8.7 %)이다(출처: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newspapers
_in_Taiwan, 2012년 8월 4일 검색). 그러나 이 가운데 蘋果日報는 2003년에 설립되었기 때
문에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분석 시기를 살펴보기에 부적절하다. 대만 독립과 야당인 민
진당을 지지하는 진보적 언론이라는 평가를 받는 自由時報는 대만의 민주화가 시작된 1980
년 4월 17일이 창간되었다.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언론이라는 평가를 받는 中國時報는 계엄
령이 해제된 1968년에 창간되었지만, 그 전신인 徵信新聞까지 고려한다면 그 역사는 1950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당 정부와 중국 통일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입장의 自由時報는
1951년에 창간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4대 일간지 가운데 蘋果日報를 제외한 3대 일간지

,

와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있는 기타 일간지(중앙일간지 中央日報 석간신문 聯合晚報와
경제전문지 經濟日報 등)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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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산업화 이론, 자원동원 이론, 국가 이론에서 주로 이들 변수의 결정력을
수량적 의미에서 다루던 것을 넘어서 이들의 질적인 차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자 한다. 산업화 이론에서는 주로 경제적 발전 정도로서 1인당 GDP 등의 양적인
조작화를 통해 분석을 시도하는 반면, 본 연구는 양국의 산업화 패턴이나 전략의 차
이가 복지제도의 확립과 발전에 어떻게 서로 다른 영향을 행사했는지를 보고자 한다.
특히 자원동원 이론의 관점에서 산업화 패턴이 노동자 조직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적인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양재진, 2009). 한국과 같은 대기업 위
주의 산업화는 산업현장 중심의 대규모 노동력의 창출을 가져오고, 이는 노동자의 정
치적 조직화를 용이하게 하여, 시민사회의 복지요구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반면 대만과 같은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 위주의 산업화는 분절화된 노동
자 조직을 만들어내고, 이는 노동자 조직화를 통한 복지증대에 대한 요구를 더욱 어
렵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또한 민주화 등의 요소로 인한 국가관료제의 성격의 변화 및 차이는 복지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민주화로 인한 선거 메커니즘의 강화 속
에서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의 추구로서 설명될 수도 있으며(Wong, 2004; 우명숙,
2007), 국가-사회관계에서 국가의 관료제적 배열 또는 구조가 복지의 증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에 얼마나 반응적인가 등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또한 국가중심주의에
서 다루어지는 변수로서 핵심관료들의 성격 역시 양국의 의료보험제도의 기틀을 확립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보험의 도입 시기와 보편보험으로의
확대시기 핵심 관료들의 사상과 지향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각국의 의
료보험이 도입되고, 개혁되던 시기의 국내 및 국제경제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역시 필
수적이다(홍경준, 1991).
본 논문은 역사적 고찰을 다루고 있는 만큼 연구시기를 일정한 기준에 따
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양국에서 의료보험의 발전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비록 유
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연구시기를 기계적으로 재단하여 비교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교시기를 최초의 의료보험의 등장부
터 전국민 가입을 강제원칙으로 하는 보편의료보험의 등장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럴 경우 한국은 최초의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1963년부터 2000년 국민건강보험이 출
범한 시기로 제한된다. 같은 기준에 따라 대만 역시 1950년 질병급부를 포함하는 노
연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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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험의 입법부터 전민건강보험이 실시된 1995년까지로 연구시기를 한정한다. 이 경
우 한국은 약 37년, 대만은 약 45년에 이르는 의료보험 발전사를 포괄하게 된다.
물론 이렇게 시기를 한정할 경우 대만의 의료보험 발전사는 한국보다 약 10년을
앞서 있다. 이러한 시차는 체계적인 비교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첫 번
째 10년이라 함은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심대한 변화가 발생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데, 이는 당시 한국과 대만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10년의
시차가 만들어내는 사회경제적 맥락의 차이는 그것이 의료보험의 발전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연구시기의 한정이 양국의 의료보험의 발전사에서 동일한 궤적을
추적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1963년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법과 1950년 대만 최초의 사
회보험인 노동보험은 모두 자발적 가입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사회 일부 계층을 대상
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출발한다. 이 시기 양국의 의료보험은 모두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후 양국의 의료보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이후 양국의 의료보험은 일부 계층의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보험으로
발전하며 확장되어 가는데, 한국의 경우 1977년, 대만의 경우 1958년 일부 계층의 임
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으로 전환된다. 또한 한국의 의료보험은 1988년
지역의료보험의 본격적 실시와 함께 거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대만의 노동
보험은 1979년 5인 이상 고용인을 둔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면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확장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2000년 국민건강보험 통합과 대만의 1995년
전민건강보험의 출범은 강제보편 의료보험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초기 제도 확립(자발적/선별적 제도) → 제도 확장(강제적/선별적
제도) → 통합(강제적/보편적 제도)”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연대기적
으로 비교해보면 아래의 <그림 1-3>과 같은데, 여기서 보듯이 양국의 의료보험은 본
논문이 앞서 규정한 연구시기 동안 상당히 유사한 발전궤적을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결국 이러한 단계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볼 때 앞서 제시한 연구기간은 의료보
험의 발전사를 비교함에 있어서 더욱 적절하며, 오히려 기계적으로 동일한 연구시기
를 설정하는 것이 체계적인 비교연구를 어렵게 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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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의 연대기적 비교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한 국
1963
최초의
의료보험법

1977
1988
2000
강제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실시
실시

대 만
1950
1958
최초의
강제
노동보험 노동보험

1979
노동보험
확장

1995
전민건강보험

1-4-3. 비교분석의 전략과 분석틀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에 있어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양국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
도가 보여주는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었는지를 규
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교연구에서 통상 적용되는 “Most Similar
System” 비교방법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 방법은 비교방법론의 고전인 J. S. Mill에
의해 제시된 일치법과 차이법 가운데 차이법에서 방법론적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은 거시인과분석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주로 사례수는 많지 않으나, 많은 변수들
이 개입하는 경우 사용된다(김용학·임현진, 2000: 182).51) 이는 통제된 비교(controlled
comparison)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역사적 사례를 추출한다. 물론 통제된 비교는
특별히 설명해야 할 문제 및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가설과의 연관성하에서 진행된
다.52) 이러한 비교방법은 거시적인 인과분석뿐만 아니라 통계분석에서도 활용되면서
발전, 정교화된다(Skocpol and Somers, 1980). 이 방법론은 시스템이 보여주는 차이를
시스템 차원의 변수(system-level factor)와 각각의 시스템 내부의 변수(within51) 거시인과분석에서 사용되는 논리는 통계적 분석의 논리와 유사하다. 사실 거시인과분석은
거시현상에 대한 인과적 진술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다변량분석이라 할 수 있다.
52) 논리적으로 거시인과분석은 두 가지 기본적 분석방법, 일치법과 차이법 한 가지를 따른다.
그러나 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실제 무어(Moore, 1966)는 이 둘을 결합시켜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친 국가들을 비교할 때는 일치법을(같은 원인변수를
공유), 세 가지 발전경로를 비교할 때 차이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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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factor)와의 관계 속에서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Przeworski and Teune, 1970).
이 방법의 첫 번째 강점은 다양한 차원의 변수들과 그 관계들을 체계적으로 고찰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는 앞서 본 이론적 논의에서 다양한 차원(L1∼L4)의 제
도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는데 유의미하다. 두 번째로 관련성이 없는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제외하면서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를 추출해 내는데 유용하다. 이 경우 한
국과 대만이 공유하는 시스템 차원의 변수들은 가능한 인과관계를 단순화하여 논의를
효율적으로 전개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한국과 대만이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
차원의 변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앞서 밝힌 변수들 가운데 배경변수들이 한국과 대만이 공유하는 시
스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국 공통의 배경변수로 설정된 한
국과 대만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특성들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I과 II 그리고 이
들의 관계에 줄 수 있는 영향을 가능한 통제하면서, 본 논문이 목적으로 하는 종속변
수와 독립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배경변수가 종속변수인 의
료보험 특히 피부양자 제도에 주는 영향은 물론(2장, 3장) 양국의 가족제도에 주는 영
향(4장)이 거의 유사함을 밝히며, 이를 통해 배경변수들의 영향력은 통제되었다고 가
정할 것이다. 따라서 종속변수가 보여주게 될 차이점은 독립변수 I의 다양한 가족규범
과 문화들과 독립변수 II에서의 정치과정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될 것이다.
물론 배경변수의 역할에 대해서 차이법 또는 일치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을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비교방법론에서 공통의 시스템적 특성은 통제된 것
으로 여겨지거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공유되는 특성은 하나씩 유
사실험적 방식으로 제거될 수 있다고 가정된다(Przeworski and Teune, 1970). 그러나
사실 현실 세계에서 이들 변수들은 관찰대상인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
며, 이들을 분리시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는 배경변수들
은 의료보험의 초기설계부터 변화과정 그리고 현재에 이르는 모든 시기에 작용하는
중요한 제도적 환경(L2)로 설정되고 있다.
또한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은 다분히 양가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대만이 공유
하는 문화적 지향으로서 유교 전통은 양국의 가족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유교는 그 내부에 대가족 지향과 소가족 지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피부양자 제도에 주는 영향은 단선적이지 않다. 또한 동일한 권위주의라는 정치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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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복지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국가역량과 복
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치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지향의 두 가지 가능성을 동
시에 갖는다. 게다가 복지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두 변수가 결합되었을 때 반
드시 더욱 강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시공간적 맥락에서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부정적인 효과로 나
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영향은 단순히 유교나 권위주의적 문화의
‘강함-약함’ 또는 ‘있다-없다’ 등의 문제로 파악될 성질의 것들이 아니라 질적으로 어
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의 결합이 총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 배경변수들의 비교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맥락의 대조”(contrast of context) 방법을 취할 것이다. 이
방법은 명백한 이론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각각의 사례들이 지닌 역사적 특수성과
각 사례에 내재하는 맥락적 특수성을 발견하고, 그 특수성이 일반적인 것으로 추측되
는 사회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방법의 목적이다(Skocpol
and Somers, 1980). 이는 개별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서로에게 환원될 수 없는 특수한
사회학적 구성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 비교방법은 광범위한 일반
화와 역사적 특수성 사이에서, 비교분석을 통해 더욱 세밀한 인과적 추론을 끄집어낼
수 있게끔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맥락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인과적 추론은 제대로 된 일반성의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53) 이렇듯 이
방법은 일반화된 이론 추구에 대한 일정한 경계를 함축한다. “이론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실보다 이론에 적합한 사실을 더 강조하는 오류
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Moore, 1966).54)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상 맥락의 비교방법은 배경변수가 독립변수 II의 정치과정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특히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 줄 수
53) 물론 그렇다고 이러한 비교방법이 일반화를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상
황에 대한 구체적 기술에 중점을 싣는 질적 방법만으로 비교 차원과 변수에 대한 일반화로
나아갈 가능성은 적다. 이는 과도한 이분법과 과잉 체계적 이념 유형에 대한 경계 정도의 의
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김용학·임현진, 2000: 235).
54) 실제 무어는 맥락의 대조에서는 특정한 주제에 따라 특정 역사를 대조하는 한편, 거시인과
분석에서는 설명가설과 그와 관련된 역사적 부분 또는 측면들에 대한 비교(일치법과 차이법)
를 번갈아가며 사용한다(Skocpol and Somer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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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영향을 고려하는 데에만 한정하기로 한다(5장). 앞서 설명했듯이, 사실상 배경변
수는 분석틀 안에 포착되는 모든 변수와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변수들과 배경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들까지 고려할 경우, 이는 오히려 본 논문이 목적
으로 하는 가족(독립변수 I)과 그것의 정치과정(독립변수 II)이 만들어내는 피부양자
제도의 차이(종속변수)라는 세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본 논점을 흐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경변수가 독립변수 II의 정치과정 외의 다른 변수들과 맺는
관계는 앞서 설명한 차이법에 의해 통제되었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주요 변수들과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 그리고 이를 규명할 비교방
법론을 정리하여 분석틀을 구성해보면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논문의 비교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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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논문의 구성
이에 따라 본 논문의 구성과 내용 전개를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 앞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변수들, 즉 배경변수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대만을 비교해 볼 것이다. 여기
서의 비교방식은 맥락의 대조이다. 또한 이러한 배경변수들과의 관련성 하에서 양국
의 의료보험의 발전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피부양자 제도는 양국
모두에서 의료보험의 한 부분으로서 의료보험의 전반적인 발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정동철·박찬웅, 2005). 또한 이 서술에 있어서 앞서 맥락의 대조를
통해 살펴본 한국과 대만의 서로 다른 배경변수들 가운데 어떤 변수가 의료보험의 발
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
다. 이를 통해 향후 5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피부양자 제도 변화를 둘러
싼 정치과정의 이해를 위한 양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보험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의 특성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도
적 특성 하에서 나타난 양국의 부양률의 차이를 비교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양률
의 차이가 사회경제적인 배경변수의 차이 때문이 아닌,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가 가진
제도적 특성에서 기인하였음을 규명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두 제도가 함축하고
있는 가족규범을 추출하여 비교할 것이다.
4장에서는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 I로서 양국의
가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양국이 다양한 차원의 가족제도와
가족규범은 물론 국가의 공식적인 가족규범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것이
3장에서 확인한 피부양자 제도의 차이를 온전히 설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일
것이다.
5장에서는 4장에서 살펴본 양국의 다양한 가족규범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피부양
자 제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피부양자 제도의 입법과 변화를 둘러싼 정치 과정
(독립변수 II)을 통해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의 차이는 단순
한 가족규범이나 가족전통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 제도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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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와 가입자라는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밝힐 것이다. 또한
정치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이해와 동기를 규명함에 있어서 행위자들이 활용한 담론의
도덕적, 문화적 차원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정치과정의 결과 양국에 확립
된 서로 다른 피부양자 제도가 어떤 가족화 또는 탈가족화 효과를 갖는지를 비교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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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과 한국의 의료보험
2-1.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대만과 한국은 역사적, 문화적, 지정학적 유사성으로 인해 비교연구의 좋은 사례로
여겨진다(박기덕, 1998). 한국과 대만은 역사적으로 유교 전통, 일제 식민지 경험과 해
방, 뒤이은 분단, 경제적으로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 막대한 미국의 원조, 정치적으로
강한 반공 이데올로기 하의 권위주의적 정권의 경험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Appelbaum and Henderson, 1992; 안재신, 1993). 게다가 양국은 이렇듯 비교적 유사
한 국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조건에서 비슷한 시기에 산업화에 성공하여 동아
시아 발전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김준, 1991; 임혜란, 1999; Shin and
Chang, 2003; Davis, 2004). 또한 양국은 경제발전 이후 민주화가 전개되었다는 정치
적 공통점으로 인해 자주 인용 및 비교되곤 한다(김범석, 2002; Wong, 2003).
본 절에서는 양국의 복지제도를 비교하기에 앞서 체계적인 비교를 위해 양국의 복
지제도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산업화론, 자원동원이론, 국가론, 세계화론, 문화론 등 다양한 관점의 복지국가론을 정
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본 논문의 연구시기가 해방 이후인 1950년대 말부터 양국의
의료보험 통합이 이루어지는 1990년대 말까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시기 양국의 복
지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는 변수들, 특히 경
제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을 중심으로 대만과 한국의 유사성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변수들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질적인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산업화에 있어서 국가 개입 정도와 방식은 국가의 제도적 특성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나아가 산업화 방식이나 국가의 개입방식의 차이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결정
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의 조직화 양태에 차이를 만들어 낸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노
동자 조직화의 특성은 다시 국가-사회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줄이자면 본 연구는
세 가지 주요 변수들-산업화, 자원동원, 국가-사이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며 이들 변수
들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서로 다른 복지제도의 확립과 발전에 행사했는지를 보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 이론들이 설명하지 않았던 양국의 문화적 차이와 민족적 다양성이
정치, 경제적 변수들과 어떤 관계의 맥락을 만들어내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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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유사성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차별성 또한 함께 고려함으로써 이후 양국
의 복지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들을 가능한 예측하고 설명해 내고자 한다. 여
기서의 목적은 맥락의 대조를 통해 양국의 복지제도의 변화에 어떠한 변수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보고자 함이다. 이는 양국의 역사적 비교라는 질적인 차원에
서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변수가 설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변수의 효과 역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1-1. 한국과 대만, 얼마나 닮았나?
산업화 또는 근대화 이론에 따르면, 양국의 서로 다른 경제발전 정도는 각국의 복
지체제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렇다면 한국과 대만의 산업화 정도
또는 근대화 정도는 어떠한가? 1970년대부터 2004년까지의 양국의 국민소득의 변화패
턴을 비교, 정리한 <그림 2-1>을 보면 한국과 대만은 놀랍도록 유사한 경제발전 경
로를 밟아왔음을 알 수 있다. 양국은 전후 복구 시기를 거친 이후 부족한 천연자원,
풍부한 노동력 등의 비교적 유사한 조건에서 국가 주도 하에 산업화를 시작했고, 유
사한 시기에 수출주도 산업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빠른 성장을 이룩하였다(임혜란,
1999: Davis, 2004). 그 결과 양국은 1980년대 3저 호황이라는 우호적인 세계 경제 속
에서 아시아의 신흥경제발전국으로 도약한다(Barette and Whyte. 1982; Johnson,
1985; World Bank, 1993; Shin and Chang, 2003). 양국 모두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
그림 2-1. 대만과 한국의 1인당 소득추이 (경상환율 기준, US$)

자료: 경제자문회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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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위기와 2000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만나면서 혼란을 겪지만(Chang, 2006), 이러한 일
시적인 침체기는 조기에 수습되면서 다시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55) 즉
산업화 이론에서 복지제도의 수렴을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인 경제발전 정도를 중심으
로 비교해 보았을 때 양국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대만과 한국의 압축적 공업화가 가능했던 것은 당연히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양국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은 한국과 대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는 후발 산업화의 특성
으로, 일본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 산업화에 성공한 동아시아 국가들, 이른바 동아
시아 발전국가 모델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현상이다(Johnson, 1982; Woo-Cumings,
1997; 박기덕, 1999; Shin and Chang, 2003). 그러나 동일한 동아시아 발전모델 내부
에서도 한국과 대만은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산업화의 특성과 국가의 역할 등
의 기준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Booth, 1999; Thurbon,
2001).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유사성은 후발산업화 전략에 있어서 국가의 산업
정책과 금융 지원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Johnson, 1982, 1985; Wade, 1990;
Chibber, 2003; Davis, 2004; 류석춘·왕혜숙, 2007b). 이들 국가에서 정부는 산업정책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고 민간기업을 규율하는 적극적 역할을 하였다. 산업화 시기와 정
도, 국가의 역할 등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대만은 산업화 초기부터 국가주도적 성
장방식, 수출지향적 산업화, 순차적인 산업화 심화전략(1970년대 산업 고도화·공업화)
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윤상우, 2003).
이렇듯 양국에서 국가의 산업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과 대
만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자율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류석춘·왕혜
숙, 2007b). 이렇게 강한 국가가 한국과 대만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
55) 외환위기 직전에 금융자유화와 대외개방을 단행했다는 점 역시 양국의 공통점이다
(Thurbon, 2001). 그러나 양국의 금융자유화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금융자유화
는 급속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면서 과거 발전국가 모델에서 보여주던 국가의 시장 개입
역량을 급격히 쇠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류석춘·왕혜숙, 2007b; Shin and Chang, 2003;
Chang, 2006). 이는 단기 해외부채의 증가와 중요 수출산업에 대한 과잉 중복투자, 은행 부
문의 높은 부채비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후 한국은 외환위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대만의 금융자유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금융안정성과 경제성장을 조절하
는 국가의 전략적 개입 역량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임혜란, 1999; 윤상우,
2003). 그 결과 대만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외환위기로부터의 충격에 심각하게 노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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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역사적으로 일제 식민지 시기의 수탈과 근대화의 과
정에서 강한 국가의 기원을 추적하는 연구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Tadao,
1988[1928]; 류석춘, 1999; 주완요, 2003; 허수열, 2005; 커즈밍, 2006[2004]; Liao and
Wang, 2006).56) 이들 연구에 따르면 양국 모두 이 시기 동안 근대화의 초석을 닦은
것은 물론 물질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차원의 근대적 규율이 시작되었다(김낙년,
2000, 2010; 호리 가즈오 외, 2007).57) 무엇보다 이 시기 동안 과대성장한 국가관료제
하에서 식민통치를 받았다는 점은 양국의 강한 국가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는데 시
사하는 바가 많다(Kohli, 2004).
또한 대외적 요인으로 공산 세력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은 물론 지정학적 유사성
은 어떻게 한국과 대만의 발전국가가 사회에 대한 우선성을 담보할 수 있었는지를 설
명해준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휴전상황과 경쟁 국면은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도 경
제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만들어냈다(김형아, 2005). 대만의 경우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 패배의 경험과 이후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
은 반세기가 넘는 긴장관계를 만들어냈으며, 현재까지도 양안 문제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박광득, 2005). 이를 대변하듯이 안보 관계에 있어서 공산주의 세력
과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로 인해 두 나라 모두 국방비 비중이 높다(박정호, 1998).
또한 문화적으로 한국과 대만 모두 동북아시아 국가로서 유교문화권에 속한다는
점 역시 양국의 강한 국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박정호, 1998: Bell and
Hahm, 2003; Walker and Wong, 2005; 박병현, 2008). 개인을 강조하는 서구 철학과
달리, 개인들간의 관계와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점은 유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
(Rubinstein, 1999; 류석춘, 1999; 장현근, 2000; 함재봉, 2000). 따라서 자유보다는 질서
를, 개인보다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그리고 정치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성장을
중시하는 유교 철학은 가부장적-권위주의적인 국가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그의 주도적
인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박기덕, 1999). 특히 유교 전통의 정치문화의 특성이
56)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는 1910년에서 1945년까지 35년, 대만 식민지배는 1986년부터
1945년까지 49년이다.
57) 물론 한국은 식민지배에 앞서 이미 강한 국가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중앙집중적인 가산
적 통치구조가 조선 왕조를 통해 지배질서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이다(류석춘, 2006). 반면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로서 17세기부터 청의 중앙정부로부터 관리가 파견되긴 하였으나,
이들은 조공을 관리하는 형식적인 역할만을 하였으며 대만 사회에 깊이 침투하는 등 큰 영향
력을 행사하지 못했다(Rubinstein, 1999; Ro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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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는 권위에 대한 복종, 계층적 위계질서의 강조, 인습주의와 보수주의는 중
앙집권적인 권위주의 국가의 발달과 친화성을 갖는 것으로 지적되곤 한다(이희완·이
헌경, 2007).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유교 전통과 강한 국가 사이의 단순한 친화성에 대한 예
측에 불과하다. 유교적 전통이 반드시 강한 국가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유
교 전통 가운데 어떤 특성이 근대적 의미의 강한 국가의 등장과 발전에 유리하게 작
용하는가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 유교의 관료제에 대한 연구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Weber, 1951[1920]; Fairbank, 1971; Calder, 1982). 막스 베버의 동양사회에 대한 연
구에서 시작된 이들 연구는(류석춘, 1992), 서양 중세사회의 봉건제와 달리 중국 중세
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가산제라 지적하는데, 이는 녹봉(prebend)이나 과거시험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기반해 중앙집권적으로 조직화된 관료집단의 등장을 촉진한다고 설명
한다(류석춘, 2006). 이러한 연구들은 근대 관료제의 발달에 유교가 미칠 수 있는 영
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한국과 대만은 모두 정치적으로 장기적인 관료적 권위주의 정부의 통제를 경험하
면서 유교 전통에 내재되어 있던 강한 국가의 가능성이 현실화된다. 대만에서는 1947
년부터 1987년까지 계엄령 하에서 국민당의 일당 체제가 공고화되었으며, 국민당의
총재인 장개석(蔣介石)은 1948년부터 1975년 서거할 때까지 초대부터 5대 총통으로
장기 집권한다. 또한 국민당(國民黨)은 정치적 야당이 허용된 1986년까지 1당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으며, 2000년 야당인 민진당(民進黨)이 최초로 정권을 잡기 전까
지 50여년에 걸쳐 대만 사회를 지배했다. 또한 국민당 정부는 정부기구와 사회에 깊
이 침투하는 고도의 집중화된 지도력과 당기구를 지닌 ‘준레닌주의적’ 권위주의 정권
으로 평가된다(김범석, 2002). 한국 역시 이승만 대통령(1948-60)과 박정희 대통령
(1961-79), 두 시기에 걸쳐 권위주의적 장기집권 체제를 경험했으며, 1972년 유신체제
는 이의 정점이었다(김일영, 2004). 즉 양국 모두에서 권위주의 정부의 장기 집권을
통해 국가는 사회를 압도하는 수준의 높은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Migdal, 1985:
Chibber, 2003; Kohli, 2005).
그러나 강한 국가는 단순히 자율성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앞서 본 양국의 발전
전략은 공통적으로 국가가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국가가
시장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대적 관료제와 발달된 행정 인프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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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경제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테크노크라트의 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
(Tang, 2000: 64, 89; Chibber, 2003). 즉 강한 국가는 높은 자율성만큼이나 높은 수준
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류석춘·왕혜숙, 2007b). 그렇다면 양국의 국가 역량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에반스와 라우치(Evans and Rauch, 1999)의 연구는 국가의 관료제적 특성을 분석
적인 수준으로 구체화시켜 독립변수로 활용한 연구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실력주의와 신분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베버적 관료제가 다른 국가조직 형태보다 자본
주의 성장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는 가설 하에, 35개 발전도상국의 관료제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서 이들은 베버적 관료제의 특성들 가운데 실력주의 충원
(meritocratic recruitment, 국가고시)과 예측가능한 보상적 장기경력의 보장
(predictable, rewarding long-term careers, 연공서열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베버
관료제 점수”(Weberianness scale)를 조작화하였다. 이들 35개 발전도상국의 베버 관
료제 점수와 경제발전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표화하면 아래의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35개 개발도상국의 베버 관료제 점수(Weberianness scale)

자료: Evans and Rauc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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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분석 결과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인 국가들의 경우 일관되게 베버 관료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58) <그림 2-2>에서 보면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네 개
의 국가-싱가포르, 한국, 대만, 홍콩-는 모두 높은 베버 관료제 점수를 보여준다. 즉
능력 있고 응집력 있으며 일관성 있는 관료제의 존재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핵심적
특징인 셈이다(Chibber, 2002).59) 이러한 관료제적 국가기구는 권위주의 정부가 강한
사회 통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던 셈이다. 즉 한국과 대만
은 국가 자율성은 물론 국가 역량 면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2-1-2. 한국과 대만의 차이점
당연히 양국 사이에는 공통점 못지않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대만과 한국이 아무리
많은 유사성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통점을 과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살펴볼 양국의 복지제도의 차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앞서 양국의 공통점을 논의했
던 틀에 따라 산업화/근대화론, 자원동원이론, 국가론, 문화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양국
의 차이점을 질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앞서 경제발전 정도와 패턴은 물론 국가의 시장 개입이라는 점에서 양국은 상당한
유사성을 보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국가 개입의 성격과 그 결과 나타난 산업구조에
58) 왜 유독 동아시아 국가들이 베버식 관료제를 갖출 수 있었는가의 문제는 유교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중국의

봉건제와는

다른

한국의

가산제

(patrimonialism) 전통에서 강한 국가의 기원을 논의하는 연구로는 류석춘(2006; Lew,
2000)을 참고할 것.
59) 이를 치버(Chibber, 2002; 2003)는 ‘관료제적 합리성’(bureaucratic rationality)이라는 개
념으로 정의한다. 그는 후발 산업화의 경제 정책은 국가의 특정한 조직적/제도적 역량을 필
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 첫 번째 요소는 “일관적이고 내부적으로 조정된 정책 기구”(a
coherent, internally coordinated policy apparatus)로서의 합리적인 관료제이다. 이를 가능하
게 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시된 규칙의 준수”와 “충원과 승진에
있어서 정확하게 명시된 규범의 고수”이다(Chibber, 2003: 20). 두 번째 요소는 “중심기
구”(nodal agency)인데, 이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행정부와 정책부서들을 조정하는 국가 내
부의 제도화된 권위”를 말한다. 관료제라는 행정 구조는 그 자체가 부처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처간 관계가 조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정 역
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심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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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대만과 한국은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산업구조를 보면, 한국의 경우
수직적으로 통합된 대기업집단, 즉 ‘재벌’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Kim E. M.,
1997). 한국 경제의 특성은 고위험 프로젝트의 주요 담당자로서의 재벌의 중요성, 그
반대급부로 중소기업의 취약성이라 할 수 있다(Shin and Chang, 2003).
그림 2-3. 한국과 대만의 GDP 대비 기업집단 매출액의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경제자문회의, 2005.

<그림 2-3>은 한국 재벌의 막강한 경제력 집중을 보여주는데, 한국의 30대 기업
집단의 GDP 대비 매출액은 대만의 10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을 모두 합한 것의 두 배
가량이다. 물론 이들이 한국 국가가 펼친 산업정책의 단순한 수혜자 또는 하수인이냐
(Shin and Chang, 2003; Davis, 2004) 아니면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로 하여금 특정한
산업정책을 지향하도록 정책 결정에 힘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회 세력으로 보느냐
(Chibber, 2003)는 연구마다 다르다. 그러나 이들 모두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중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반면 대만 경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분산적 산업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표 2-1>
에서 보듯이 대만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1992년 기준 전체 제조업체의 98 %를 차지하
며, 전체 고용의 76.7 %,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의 53.2 %, 총수출의 57 %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대만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은 물론 고도의 기술산업 영역에서도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중소기
업과 대기업의 관계 역시 협력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그림 2-4> 참조). 대만의
수출은 주로 중소기업에 의해 이뤄지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자금, 기술, 인력을
지원하고 수출에 필요한 석유화학, 제철 그리고 전자 등의 원자재를 조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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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한국·대만·일본의 중소기업 비교

(1992년, 단위: %)

대만

한국

일본

중소기업수

98.0

98.6

99.1

고용

76.7

65.8

71.7

부가가치

53.2

47.6

56.7

총수출

57.3

40.0

51.8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통계: 임혜란, 1999에서 재인용.

이러한 산업구조의 차이는 물론 양국의 서로 다른 산업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였
다.60) 1960년대까지 한국과 대만은 저축 장려책, R&D 보조, 교육 투자 등 일반적인
경제 유인책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국
모두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수입보호책 등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특정 산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양국은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한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산업은 대기업과 중화학 산업분야였으며 이들을 위해 더욱 직접적인 육성책, 예
를 들면 직접적인 자금융자를 위한 정책금융 등을 실시하였다(류석춘·왕혜숙, 2007b).
반면 대만의 경우 특성산업 육성책은 비교적 덜 직접적이었고 그 강도도 약했다. 주
요 대상은 소수의 공기업 중심의 중화학 공업과 기술집약적인 산업, 전자 및 기계 산
업에 주력하는 중소기업들이었다(임혜란, 1999).
대상뿐만 아니라 육성·지원책의 구체적인 방식도 달랐다. 대만 정부는 중소기업들
에 대해 경영환경 개선에 역점을 둔 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펼쳤다. 대만의 중소기업
은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을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
정부정책이 현실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대륙에서 있었던 초인플레
이션의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61) 국민당은 가격안정 정책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 결과
60) 물론 이러한 산업구조의 차이가 모두 국가의 산업정책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대만은
산업화 이전에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존재하긴 했으나 한국보다 국내시장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성장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반면 한국은 소수의 재벌에 의한 독점적 대기업구조가
이미 산업화 초기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s)에 대한 고려는
Chang(2006)을 참고할 것.
61) 장개석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비조달을 위해 화폐발행을 남발한다. 물가가 꾸준히 오르
긴 했지만, 미국의 막대한 군사원조와 일본군 점령지에서 몰려오는 피난민들이 예상보다 많
지 않아 물가는 관리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패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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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반인플레이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내 자본의 급속한 성장을 통제하려 하
였다. 이에는 과거 정치적, 경제적 부패로 인해 내전에서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자본
의 집중을 미연에 방지하여 부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 했던 국민당의 정치적 의도
역시 작용하였다.62) 또한 국민당은 대만 원주민들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중국 본토인
들은 정치적 영역에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대만 원주민들은 경제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역할 분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분리의 이면에는 자본의 집중현상이 일어나면서 대만인 대기
업이 정치적 도전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국민당 정부
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Shin and Chang, 2003). 이를 반영하듯 일본 식민지 이후
국민당 정부는 일본의 자산을 대만인 자본가에게 넘겨주기보다 대부분 국유화하여 자
본 집중을 막았다. 또한 국민당 정부는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중화학
공업들은 공기업들을 통해 발전시켰고, 그 공기업의 고위 경영진들은 거의 모두 대륙
출신들이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대형 민간기업의 상대적인 저발전인데, 대
만 경제의 국내 자본 형성에서 공공부문은 극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hin
and Chang, 2003). 국민당 정부에게 중소기업은 방치 내지 규제의 대상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재벌이나 대기업집단과 달리 중소기업의 수평적 분산적 구조는 집합행동의 조
직화를 어렵게 하였고, 이들이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Davis, 2004). 이는 대만 정부가 국가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압력과 반대에 간섭받지
않고 정책 일관성과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조건이기도 했다
(윤상우, 2003).63)
공산군과 대치하게 된 1945년 이후 몇 년간 그동안 풀린 통화 때문에 도시 물가는 급등하였
고 그 결과 민심이 이반하게 된다. 장개석의 국민당이 장악한 지역의 물가는 1947-49년의
2년 동안 무려 5천 4백 만배나 폭등하였다. 이에 장개석은 강력한 가격통제로 맞섰으며, 가
격을 올리는 상인들을 적발해 상해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
해 국민당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도시 상인들은 등을 돌리게 되고, 이는 모택동의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한 배경이 되었다(강인수 외, 2005).
62) 대만 정부의 확고한 반(反)인플레이션 정책은 대만의 기업 부문이 한국의 기업 부문에 비
해 낮은 부채자본비율을 유지한 이유이기도 하다(Shin and Chang, 2003).
63) 대만 중소기업의 경제력은 198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한 반면 민간 대기업의 경제력
비중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재벌과 같은 기업집단 형태로 변화해가고 있다(윤
상우, 2003: 102).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1981년 74.8 %이던 것이 1995년 32.5 %
로 하락했으며, 고용 창출이나 판매액 비중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다(Lee, Y. 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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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 정부는 대기업 지원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을 활용하였다. 한국 정
부는 식민지 이후 남아 있던 재산을 몇몇 기업가 집단에게 팔았고 이는 이후 대기업
형성의 토대를 닦는 역할을 하였다(류석춘, 2006). 1950년대 미국의 원조물자, 특히 삼
백산업에 대한 원조 역시 정부에 의해 몇몇 대기업에게 독점적으로 배분되었다(류석
춘·최복천, 1999).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산업화를 통해 더욱 직접적인 대기업 육
성책이 실시된다. 특히나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 자본집약적 산업은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분야였으며, 정부에 의한 정책금융의 지원은 대기업의 사업투자 유인
을 제공하였다(Kim, 2004). 그 외에도 낮은 이자율의 관치금융, 그리고 조세정책 모두
가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국내 자본의 집중, 즉 대기
업의 성장에 우호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대기업의 급속한 성장은 정치적 도
전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권위주의 정권의 정통성 결여로 인해 빠른 경제성장은 최우
선 목표였으며, 당시의 산업구조상 대기업은 이러한 정권의 목표의 실현을 담당해 나
갈 최적의 공생 파트너였다(Kim E. M., 1997). 즉 대기업의 자본집중이 정치적 도전
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이었던 셈이다.
물론 이러한 산업구조와 국가의 지원 정책은 더 커다란 맥락에서 양국 정부가 채
택한 후발산업화 전략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한국은 선진국 제도들의 기능적 대체물
을 고안해냄으로써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추구하는 “대체전략”(substitutive strategy)
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한 반면, 대만은 선진국과의 전략적인 연계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이른바 “보완전략”(complementary strategy)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한다
(Shin and Chang, 2003). 서로 다른 발전전략은 경제성장의 주체들 역시 차별화시키
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국은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또는 수출을 위해 전략산업들에
자원을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아래 <그림 2-4>에서처럼
“국가-은행-재벌 연계”는 한국 경제 시스템의 핵심적 특징이 되었다(Kim, E. M.,
1997; 류석춘·왕혜숙, 2007b). 대만 역시 잠시의 수입대체 기간을 통해 공기업, 토착기
업, 중소기업의 세 축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적 경로를 걷는 듯 했으나 곧 국내산
업에 대한 보호장벽을 완화하고 다국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다(Shin and Chang, 2003). 그 결과 <그림 2-4>에서 보듯이 국내적으로는 대륙인 중
심의 공기업과 토착 대만인 중심의 중소기업으로 이분화된 구조를 갖게 된다(임혜란,
1999; 윤상우, 20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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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한국과 대만의 발전전략 비교

<대만의 준국제주의적 모델>

<한국의 민족주의적 모델>

출처: Shin and Chang, 2003: 14, 18.

이렇듯 양국이 취한 서로 다른 발전전략은 상이한 산업구조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
으며, 이는 이후 노동세력의 조직화 과정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낸다. 한국과 같은
대기업 위주의 중화학 산업화는 산업현장 중심의 대규모 노동의 집중화가 강력한 노
동운동의 조직화에 우호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는 반면 대만과 같은 중소기업 또는 자
영업 위주의 산업화는 분절된 노동자 조직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양국의 서로 다른
발전전략이 만들어낸 산업구조가 국가-사회 관계, 특히 국가와 노동세력의 관계를 실
제 어떻게 주조하였는지를 양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비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한국과 대만은 모두 높은 자율성과 역량을 지닌 강한 국가의 특성을 보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한 국가는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가? 먼
저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양국의 국가-사회 관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대만의 국민당 정부는 고도의 집중화된 지도력과 당기구를 통해 정부기구와 사회에
깊이 침투하는 “준레닌주의적” 권위주의 정권이었다(김범석, 2002). 1947년부터 1987년
까지 시행된 계엄령 하에서 대부분의 정치적 활동과 시민의 권리는 엄격히 제한되었
고, 어떠한 정치적 움직임도 보안당국에 의해 철저히 감시, 억압되었다. 국민당은 그
들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자임하면서 중국 본토의 공산당과
의 대치 국면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유사 전시 상황에서 “공산반란시기의 임시조항”이
제정되어 전국적 차원의 선거는 중국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었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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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47년 중국 본토에서 선출된 의회대표들은 전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가 불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40여 년 동안 의원직을 유지하였다. 전국적 차원의 선거는 금지
되었지만 국민당은 1950년대부터 지방 선거를 실시하였다. 국민당은 전국적 선거가
금지된 상황에서 지방 선거 실시가 체제 안정에 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
고 자신의 정통성과 사회 통제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지방 선거를 실시했던 것이다.
국가-사회 관계에서 보면 이 시기 국민당의 사회 침투력과 통제력은 한국은 물론
어떤 권위주의 국가보다 강력했다. 레닌주의적 당·국가조직은 사회로부터의 도전을 효
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여러 사회조직들과 체계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였다. 국민
당은 여러 근대적 사회부문들(기업가, 전문가, 노동조합, 농민, 학생 등)에 대한 선제
적 통합을 통해 그들을 무력화시켰다(안재신, 1993). 시민사회는 철저히 원자화되었으
며 사적 영역의 성장은 심각하게 봉쇄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국민당은 조직화되지 못
한 약한 정치적 반대세력 속에 어떤 정치적 개방에 대한 압력도 심각하게 받아보지
못했다.
계엄령과 국민당의 조합주의적 노동통제라는 정치적 측면 외에도 대만의 산업구조
역시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제한하였다. 대만의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지방으로
의 산업 분산은 노동자들의 조직적 결집력을 약화하였고 잠재적 노동운동의 역량을
감소시켰다. 게다가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계급구조를 만들
어 노동자가 소자본가로 진입하기 용이하게 만들었다. 앞서 언급한 대만의 통화정책,
즉 반(反)인플레이션 기조의 통화주의적 보수주의 역시 평등한 계급구조의 형성에 한
몫 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노동자 계급과 소자본가 사이의 계급간 경계를 불투명하
게 만들었다. 결국 대만의 산업구조는 독립적이고 조직적인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제
약하였다. 그리하여 노동세력은 강력하게 성장하지 못했고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1972년 대만이 UN에서 강제 축출됨과 동시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대만의 외교적 고립이 시작된다(魏龍達，2010). 이로 인해 국민당은 전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국제적 승인을 잃게 되었으며, 국민당의 국내
에서의 정치적 지배력 역시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당은 정통성
을 확보하고 사회적 압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부분적으로 전국적 수준의 의회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정치적 반대세력은 제대로 된 정당활동을 조직화
해내지 못한다. 이들은 정당설립 금지조항 때문에 국민당에 대항하는 통일된 조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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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장할 수 없었다.64) 선거 또한 지방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반대세력은 지역적
의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가졌고 전국적 차원의 통일된 반대세력으로 성장하기 어려웠
다(魏龍達，2010). 결국 반대세력은 대중 지지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의 지배력
에 조금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김범석, 2002). 이런 상황에서 국민당의 정치
권력의 독점은 계속 유지된다. 이 시기 대만은 전형적인 강한 국가-약한 사회의 조합
을 보여준다(Migdal, 1988).
대만의 정치체제가 준레닌주의적 권위주의 체제인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경험을
지닌 군사 권위주의 체제였다. 미군정후 1948년 제1공화국은 민주헌법에 기초하여 설
립되었다. 이 헌법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였으며,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방
법을 채택하였고, 삼권분립 조항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박정희 정권 역시 본질적으로
는 권위주의 체제이나 표면상으론 민주주의 형식을 유지했다. 2년간의 군정 이후 박
정희는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그 후에도 선거는 정기적으로 실시
되었다. 1972년 유신체제가 선포되어 국회가 해산되고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기 전
까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언론과 야당의 활동이 보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신체제
하에서도 많은 민주화세력이 등장하였고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유신체제는 정치적 반
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지만 야당의 존재는 허용했으며, 야당은 선거를 통해 의
회에서 일정한 의석을 확보하면서 유신체제 하에서도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였다. 또
한 유신체제 하에서 시민사회 공간 역시 존재하였는데, 노동자, 학생, 교회, 재야단체
등은 독자적 조직을 결성하였고, 반대운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구해근, 2002). 이는
오히려 오랜 유교 전통이 유신체제 하에서도 경쟁적 정당정치의 전통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류석춘, 1997a). 이를 반증하듯 1979년 말 노동자 투쟁은 증
가했고 야당인 신민당은 반유신 정치투쟁을 펼쳐나갔다. 즉 이 시기 한국에서는 강력
한 권위주의적 통치 하에서 마찬가지로 강한 사회 세력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화 과정이 본격화되면서 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대만의 민주화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된다. 대
외적으로는 미국의 압력과 중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리고 대내
적으로는 1970년대 말부터 증가한 반대세력의 민주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1986년
64) 1954년부터 1985년까지 치러진 아홉 차례의 지방의회 선거와 1972년부터 1983년까지의
네 차례의 보궐 입법의원 선거에서 반대세력의 점유율은 30 % 안팎에 그친다. 이마저도
1980년대 이후에는 15 % 수준으로 하락한다(김범석,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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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은 일련의 정치적 자유화 조치를 실시했다. 이 조치는 계엄령의 철폐(1987년 7
월), 새로운 정당 설립 허용, 입법제도 개혁, 국민당 개혁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
다. 이 조치로 인해 반대세력은 정당설립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986년 9월 대만
최초의 야당인 민주진보당(이후 민진당)이 설립되었다. 1990년 국민당내 개혁파였던
이등휘(李登輝)가 8대 총통으로 공식 선출되면서 국민당은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이후 헌법과 시민적 자유를 제한했던 “공산반란시기의 임시조항”의 폐지, 입법원과 국
민대회의 종신위원들의 사퇴와 직접선거의 실시, 직접 혹은 간접적 총통선거 실시 등
이 국민당과 민진당 사이의 타협을 통해 진행되었다(魏龍達，2010).
이렇게 볼 때 대만의 정치적 민주화는 집권 여당의 통제 하에 위로부터 서서히 이
루어진 셈이다. 국민당 정부는 반대세력이 미약한 가운데 자신의 주도하에 개혁을 시
작하였다. 이러한 선제 전략은 국민당이 민주화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공
간을 넓혀 주었고, 그 결과 대만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더디게 제한적으로 진행되었
다. 즉 대만의 민주화는 1986년 민진당의 창설부터 1996년 최초의 직접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까지,65) 약 10년에 걸쳐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진행된, 그리고 집권 엘리트
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부과된 민주화였다(김범석, 2002). 대만의 민주화 이행 과정
동안에도 민진당의 상대적 무능력과 국민당의 물적, 인적 자원의 우위를 통한 지속적
선거승리로 과거 일당 지배적 정당체계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정치,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세력의 압력에
의해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1985년 2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의 강
력한 등장은 권위주의 정권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김일영, 2003). 1987년
4·13 호헌 조치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은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약화시키고
대중의 분노와 반정부 시위를 불러일으키면서, 민주화 운동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
한다. 대규모의 장기화된 대중시위에 직면하여 당시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
우는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개혁안인 6·29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선언
은 시민사회의 폭발, 특히 노동운동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전산업 부문의 노동자
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 민주노조 결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구해근, 2002).66)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 노동운동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는
65) 1996년 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의 후보인 이등휘가 54 %의 지지를 받으면 압도적으로 당선
되었으며, 민진당은 21 %, 신당은 14.9 % 등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66) 1987년 7, 8월 두 달 동안 3,337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도의 12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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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들은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분
위기 속에서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 후보인 노태우는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
음에도 야당 후보들의 분열로 인해 당선된다.67) 그 후 한국에서는 매우 경쟁적인 정
당 정치가 이루어졌고 결국 1997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됨
으로써 한국 정치사 최초의 여야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류석춘, 2002;
최장집, 2002).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민주화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간의 민주연합과
대중 궐기를 통해 빠르게 이행된 민주화라 할 수 있다(김범석, 2002).
양국의 민주화 과정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한국의 민주화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요
구를 통한 이행인 반면, 대만의 민주화는 위로부터의 부과를 통한 이행이었다(김범석,
2002).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시민사회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것에서 비롯된다. 대
만의 시민사회는 민주적 경험이 없는 취약한 정치, 시민사회로 특징지어지는 반면, 한
국은 민주적 경험이 있는 군사권위주의와 강력한 정치,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었다. 즉
한국의 시민사회가 대만의 시민사회보다 강력했다고 할 수 있다.68) 대만의 시민사회
의 취약성은 계엄령 하 정당국가의 강력한 사회침투와 통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대만의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역시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계
급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민
주주의 경험을 통해 또한 권위주의 하에서도 유지된 다당제와 선거제도를 통해 강력
한 시민사회가 등장할 수 있었다. 게다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산업집중도
는 강력한 노동운동의 출현을 초래했고(김왕배, 2001), 이는 대만보다 한국에서 노동
문제와 민주화가 보다 강력한 정치적 의제로 떠오를 수 있게 만들었다.
양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간계급의 역할 역시 달랐다. 한국의 중간계급은 대만의
중간계급보다 민주화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김왕배, 2001). 1980년대
중반 한국의 중간계급 대다수가 권위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는데, 특히
학생운동은 민주화 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구해근, 2002). 반면 대만의 중간계
급은 민주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이기보다는 안정자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졌
하는 수치이다. 이 기간 동안 1,278개의 새로운 노조가 결성되었다.
67)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은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결국 독자적으로 출
마하여 각각 28 %, 27 %의 지지를 얻었다. 집권당 노태우의 득표율은 불과 36.6 %였다.
68) 이 시기 한국의 국가-사회관계는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강한 국가-강한 사회”의 조합으로
평가된다(류석춘·왕혜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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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수동적 자세로 일관했고 국민당 통치에 전혀 위협적 존재로
나서지 않았다(김범석, 2002). 이는 국가정당 체제가 사회에 깊숙하여 침투하여 통제
하였기 때문인데, 계엄령 하에서 여하한 형태의 정치참여도 엄격히 제한되었고, 이런
환경에서 참여적 정치문화의 발전은 커다란 제약을 받았다. 대만과 한국의 민주화 과
정과 국가-사회관계를 간단한 도식으로 비교하면 아래의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 과정과 사회세력의 관계 비교

<한국의 민주화 모델>

<대만의 민주화 모델>

출처: 김범석, 2002.

앞서 살펴본 정치적, 경제적 변수 외에도 양국의 문화적 차이는 민주화 과정을 더
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양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차이로, 한국은
비록 상상의 개념일지라도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공고화된 반면, 대만은 민족, 인종
간 갈등이 존재한다(Brown, 2004; 왕푸창, 2008). 특히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와 함께
1947년-1949년 이후 대만으로 이주한 중국 “대륙인”과 그 이전에 이주한 중국인들(본
성인)과 토착 대만인(원주민)들을 통틀어 일컫는 “대만인”의 민족적 정체성 또는 “족
군”(族群, ethinicity) 개념은 단순히 문화적 의미를 넘어서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심혜영, 2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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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산업구조에서 보았듯이, 대륙인들과 대만인들은 일정한 경제적 분업관계를
맺고 있는데, 대만인들은 주로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대륙인들은 주로 국가
부문의 공직이나 핵심산업의 공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의 분업은 단순히 산업구
조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서도 나타난다. 대륙인들은 주로 공무원이나 군
인 등 정치적 지위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반면, 대만인들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통해 탄탄한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이들은 대륙인들보다 많은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Greenhalgh, 1984: 540). 즉 정치적 지위는 수적으로 소수인 대륙인들
이, 반면 경제적 지위는 전체 인구의 90 %를 차지하는 대만인들이 서로 분리하여 차
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이러한 민족 갈등은 소수 이민족 정부인 국민당에게 정치적 위기를
만들어내는 요소이다. 특히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민주화와 그로 인한 선거 경쟁 메
커니즘의 강화는 수적으로 열세인 국민당으로서 다수의 대만인들의 정치적 지지에 민
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된
갈등은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대만의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억압 받아왔던 대만인들의 정체성
과 대만 독립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국민당이 수십 년간 표방
해온 중화민족주의와 불가피하게 충돌하는 것이었다. 대만민족주의 대 중화민족주의
간의 논쟁은 국가안보의 문제와 결부되며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안보문제는 대만의
민주화를 독립을 향한 단계의 하나로 보고 대만이 독립을 선언한다면 무력을 호소하
겠다고 위협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기인한다(박광득, 2005). 그러나 반드시 이는
안보문제만은 아니다. 국민당은 공식적으로는 대만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중국”을 표
방하면서 공산당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 본토
와의 경제적, 인적 교류를 허용해왔으며(魏龍達，2010), 그 결과 현재 대만 경제는 중
국과의 경제협력 없이는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인의 독립
요구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보다는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의 단절로 번질 수 있다. 결
국 민족 갈등은 대내외적으로 안보적, 경제적 문제와도 결부되어 국민당의 정치적 정
당성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69) 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문의 4-3절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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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한국과 대만, 복지제도 발전의 맥락 비교
앞서 한국과 대만의 복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 앞서, 양국의 복지제도의 발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기존 복지국가 논의에
따라 이 변수들이 양국의 복지제도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표시하여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 2-2>와 같다.
표 2-2. 한국과 대만의 맥락의 대조
차이점

공통점

경제

정치
국가-사회
관계
문화

한국

대만

대기업 중심 구조:

중소기업 중심 구조:

강한 노동(+)

약한 노동(-)

강한 자본(-)

약한 자본(+)

권위주의 관료제

경제성장 추구(-)

정치적 지지 추구(+)

분단/체제 경쟁

경제적 체제경쟁(-)

외교·정치적 체제경쟁(+)

강한 야당

약체 야당

강한 시민사회 (+)

약한 시민사회 (-)

단일 민족 (-)

다인종 (+)

동아시아 발전국가
국가주도 산업화

국가 우선성 (-)
유교 전통 (-)

먼저 경제적으로 양국은 유사한 경제발전 정도와 패턴을 보이지만 국가의 개입 방
식과 발전전략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는 서로 다른 노동자 집단의 성격을
가져왔다. 자원 동원이론에 따르면 한국의 강력한 노동계급은 의회세력화나 계급연합
을 통해 복지발전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동일한 기준에 따르면 대만은 국가
의 조직적인 통제하의 분산된 노동자집단이라는 조건은 복지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조
건들이다. 그러나 이는 자본가계급의 조직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재
벌은 고도로 조직화된 집단으로 국가에게 경제발전에 유리한 시장상황과 산업정책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 집단이다(Chibber, 2003). 이 경우 재벌은 복지
제도의 발달을 저지할 수 있으며, 또는 기업에게 필요한 복지제도만을 우선적으로 도
입하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반면 대만의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로 인해 노동
자만큼이나 자본가 역시 분절되어 있다. 이들은 국가가 어떤 이유로든 복지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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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때 이에 반대나 저항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화된 역량을 보이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양국의 서로 다른 산업구조가 복지제도 발전에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다분히 양가적이며,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양국 모두 유사한 유교전통의 영향 아래 중앙집권적인 권위
주의와 높은 수준의 행정력을 갖춘 관료제 집단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양국 모두에서
국가는 시민사회로부터의 복지요구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하고 차단할 수 있는 높은 자
율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권위주의라는 체제는 부족한 정당성을 보완
하려는 동기를 구조화할 수 있는데, 이는 정치적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추구될 수도 있으며(Wong, 2004; O’Connor, 2006), 반면 부족
한 정당성을 분배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해 보완하려 함으로써 복지문제에 소극적인 태
도를 취할 수도 있다(Woo, 2004). 따라서 권위주의라는 정치체제의 특성만으로 복지
제도의 발전 또는 저발전의 가능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두 상반된 동기 가운데 어
떤 것이 강하게 발현되는가는 맥락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외적으로 양국은 분단과 그로 인한 체제경쟁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양
국이 어떤 형태의 경쟁으로 나아가느냐는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은 북한과의 경제적
경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분단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이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무기개발과 이를 위한 중화학공업 산업화로 나아가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적 경쟁 형태로 전개된다(김형아, 2005).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복지제도의 발전은 더디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
다. 반면 대만은 중국 본토보다 우호적인 조건에서 조기에 경제발전을 시작했다. 오히
려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것은 대륙 시기부터 계속된 정당성 경쟁이었다. 게다가 1970
년대 외교적 고립은 국민당의 정치적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러한 체제의
정당성 위기는 복지를 통한 국내적 정치기반 공고화로 나아갈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국가-사회 관계에서 대만 국가는 한국보다 통제와 지배에 더욱 불리한 조건에 처
해 있었다. 수적으로 소수 민족인 대륙인들의 망명 정부인 국민당에게, 중국과의 대치
상황과 갈수록 불리해져 가는 국제환경 속에서 경제적 기득권을 쥐고 있는 대만인들
을 통제하는 동시에 그들로부터 정당성을 얻어내는 문제는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었
다. 게다가 점차 민주화 되어가는 국내 정치환경은 이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동하였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복지를 자기 정당성을 추구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Wong, 2004). 특히 국민당과 같이 이민족 정부라는 상황은 대만인들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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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주장을 무마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대다수가 대만인인 노동자에 대한 복
지서비스의 제공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안재신, 1993).
이러한 비교를 종합해보면, 한국에서 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적 변수”가 복지제도 발
전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만에서는 정당성 확보와 정
치적 지지 동원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복지제도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양국의 복지제도의 발전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설명변수가 설정될 수 있으며, 그것의 효과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양국의 차이 또는 공통점은 양국의 복지제도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양국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 속하면서도 서구의 신흥공업국(예를 들면
그리스, 포르투갈, 유고슬라비아)에 비해 사회 복지가 저발전되었다는 점에서 동아시
아 복지체제의 공통점을 공유한다(Goodman, White, and Kwon, 1998: EspingAnderson, 1997). 우선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이 양국 모두 현저히 낮
다. 아래의 <표 2-3>에서 보듯이 양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외환위기 이전까
지 3 % 전후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앞서 살펴본 양국의 정치경제적 차이점
들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모두 낮은 수준의 제도화된 복지국가로 특징지어진다. 양적
인 발전에 있어서 양국의 발전전략상의 차이나 그로 인한 산업구조와 노동계급 조직
화의 차이, 민족적 다양성 등은 두 국가의 복지발전에 주목할 만한 차이를 만들어내
는 변수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표 2-3. 한국과 대만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1995-2009)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한국

3.6

4.2

6.8

5.8

5.9

7.0

8.2

10.4

대만

3.1

3.4

2.9

3.9

3.1

3.0

2.8

3.0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行政院主計處, 2010.

그러나 양국의 복지제도의 발전 패턴을 보면, 앞서 본 변수들이 질적인 차원에서
양국의 복지발전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양국의 주요 사회복
지 제도의 입법과정을 비교한 다음의 <표 2-4>에서 보듯이 대만의 주요 복지 프로그
램의 도입은 1950년대 이루어진다. 특히 이 시기 대만의 노동보험 도입은 국민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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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한국과 대만의 주요 사회보험의 입법과정
한국

공무원연금법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재해구호법
자활지도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복지연금법

의료보험법 개정

연도
1950
1953
1958
1958
1960
1961
1962
1963
1965
1967
1968
1970
1973
1974
1975
1976
1979
1980
1981
1983
1984
1985

대만
군인보험, 노동보험
어민보험
노동보험조례(1960년 시행)
공무원보험

사회복지기금법
노동보험조례 개정
공적부조법(1980년 시행)
아동복지법
근로자안전위생법
학생보험법
어민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복지법, 사회구조법,
사립학교교직원보험
공무인원권속보험조례
직업훈련법
노동기준법
퇴직공무원 및 배우자의료보험,
사립학교퇴직교직원 및 배우자 의료
보험, 농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
1986
국민연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1987
의료보험법 확대개정
산재보험법 개정
1989 소년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1990 장애복지법 수정, 노동기준법 수정
고용보험법
1993 아동복지법 개정
1994 전민건강보험법(1995년 시행)
사회보장기본법
1995
의료보험 통합
199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1
출처: 林萬億, 1994: 181-2, 2001: 96-105; 박병현, 2011: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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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적극적인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안재신, 1993: 53). 대만의 복지정책은 중
국 본토와 대만의 정치적 투쟁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노동보험은 원래 국민
당이 대만으로 오기 전 계획한 것이었으나 1949년 공산당에 의해 대만으로 쫓겨나면
서 미처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이었다.70)
대만으로 온 국민당 정부는 토착민들은 물론 국민당과 함께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
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동보험을 실시한
다(Kwon, 1998). 노동보험은 토지개혁과 함께 1950년대 국민당이 농민과 노동자를 포
함한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했던 중요 정책이었다.71) 게다가 본토에서 중국 공산당에
게 패배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당은 노동자, 농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노동보험을 발전시켰다. 동시에 2.28 사건72)으로 토착민
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던 국민당에게 노동보험은 토착 대만인들에게 대한
유화책이기도 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노동자들을 포함하기 위해 노동보험은 1950
년 처음 실시 때부터 적용 대상 범위를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작업장으로 하
70) 국민당은 1928년 대륙에서 이미 근로자보험, 장해보험, 재해부조, 사고배상, 사망위로금,
연금 등을 실시한 바 있다(안재신, 1993: 54). 손문(孫文)의 삼민주의(三民主義)를 계승한
정통 중국 국가임을 자처하는 국민당 정부는 대만 이주 전 대륙에서 계획했던 사회복지정책
의 실행을 약속하였다(林萬億, 1994). 이에 따라 1949년 제정된 대만 헌법은 국가의 광범위
한 복지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 151조는 국가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보험 체계를 확립할 것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Wu, 1987), 152조에서 157조까지의
내용은, 국가는 완전 고용과 좋은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산업관계를 조화롭게 하며,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건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Ku, 2002: 147).
71) 토지개혁으로부터 이익을 볼 수 없었던 鹽民, 어민, 蔗民과 농업부문 노동자(삼림과 차 재
배 노동자)들은 곧 노동자와 함께 1950년대 노동자 보험에 가입한다(안재신, 1993).
72) “2·28사건”은 1947년 2월 27일 타이페이역 근처에서 전매품인 담배를 몰래 팔고 있던 여
성을 본토 출신의 전매국 단속반원이 구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대만인들
이 거세게 항의하자 경찰이 군중을 향해 발포하여 사상자가 나왔다. 사태는 일거에 확대돼
28일에는 타이페이시 전역에서 파업과 데모대의 시위가 시가지를 휩쓸었고, 3월 1일 이후
전 섬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당황한 국민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3월 8일 본토에서 2개 사
단의 진압군을 대만으로 불러들여 3월 9일부터 대대적인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면서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학생 등 무고한 대만 원주민들이 무참히 죽었고 현지의 정치 지도자들
과 경제인, 언론인들도 체포되거나 처형됐다. 정부 발표로만 2만8천여 명이라는 희생자를 냈
다. 이 사건은 대만인들과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한 뒤 대만으로 이주한 중국인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출처: http://krlai.com/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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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일정한 고용주가 없는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렇듯 대만의 복지제도 발전에서 정치적 변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대만의 외교
적 고립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던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집중적으로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사실 역시 정치적 요소가 대만의 복지제도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준다.
반면 한국의 경우 <표 2-4>에서 보듯이 주요 제도들은 1960년대 집중적으로 도입
된다. 그러나 이 시기 도입된 십여 개의 복지제도들 가운데 실제로 시행된 것은 공무
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산업재해보상보험(1963), 생활보호제도(1961) 등에 불과
했다. 이 시기 한국의 복지제도는 대만에 비해 더딜 뿐만 아니라 상당히 제한적으로
발전했는데,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는 의료보험 외에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박정희의 권위주의 정권이 부족한 정치적 정당성을 경제성장을 통해 보완
하려 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정책적 지향 하에서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실시된다. 또한 정부의 복지지출은 비생산적이고, 낭비
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각자의 복
지욕구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여겨졌다(이혜경, 1993).
특히 1963년 제일 먼저 입법된 프로그램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라는 점은 복지제도의 경제정책화 경향을 그대로 반영한다. 또한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이나 전국민을 위한 의료보험제도(1977년) 모두 처음 도입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공업화에 직접적인 기여도가 높은 계
층부터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렇듯 복지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가능한 비개입적이었
으며, 복지에 대한 자본의 태도 역시 주변적이라는 점은 이 시기 복지체제의 특징이
라 할 수 있다(양재진, 2008).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의 복지발전에 있어서 경제적 고
려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였음을 말해준다.
무엇보다 양국의 복지제도들은 제도적 특성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대상별, 급부별로 분절된 프로그램들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는데 반해, 대만은 대상에
있어서는 선별적이고 분절적이지만 급부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포괄성 프로그램이 발
달한다. <표 2-4>의 양국의 사회보험제도들의 도입과정 비교에서, 대만의 사회보험들
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직업, 직종별 보험(공무원, 노동자, 농민, 어민, 학생
등)이 발달하였다. 예를 들어 대만의 노동보험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공무원
보험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각 의료, 연금, 사망, 장애를 모두 보장해주며, 기금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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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내용별로 분리하여 관리, 운용하지 않는다(Cheng, 1987: 469).73) 반면 한국은 급
부별 보험(의료, 연금, 실업) 위주로 제도가 발달하였고, 기금 역시 서로 분리되어 운
용된다. 즉 대만은 소수 인구에게 다수의 다양한 혜택을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이라면,
한국은 다수 인구에게 소수의 혜택을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거칠게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국의 사회보험 발전경로의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가? 즉 왜
한국은 급부별로 분리된 사회보험을, 대만은 통합된 급부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을 발
전시키게 되었는가? 이는 앞서 살펴본 발전 과정과 전략에서 나타난 양국의 차이로부
터 설명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은 자본을 보다
중시하게 되는 반면(홍경준, 1991), 대만의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은 자본보다는
노동력을 중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안재신, 1993: 76).
한국의 대기업 중심 발전전략은 대기업의 자본 논리에 유리한 사회보험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중 직접적인 노동력 보존책인 산재보험이 우선적으
로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 역시 500인 이상의 대기업부터 실시되어 정작
산재 발생률도 높고 보상능력도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은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또한 산재보험은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게 하였고, 정부의 보조금은 일체 없
었다. 이는 이미 대기업이 산업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상황에서, 국가로서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사회복지지출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얻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 급부만을 제공하는, 게다가 그 적용범위도
매우 제한적인 사회보험들이 분절적으로 도입되게 된다. 특히 당시 우선적인 실시 대
상이었던 500인 이상의 대기업이라 함은 결국 중화학공업 부문의 대기업을 말하는데
(김영범, 2002), 이는 사회보험이 특정 산업부분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활
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한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성장의 보조수단이나 도구
로 여겨졌다.
대만은 비록 국민당 일당의 권위주의적 정권이긴 하지만 전체 인구의 10 % 내외
를 차지하고 있던 소수의 대륙인들에게는 토착 대만인들의 저항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73) 그 외에도 대만의 사회보험은 직종별로 분절되어 발전하여, 동일한 급부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

내에서도

서로

기금간

이전이

불가능하며,

보험료가

임금과

연계되어

있어

(salary-related) 세대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s)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Cheng, 1987: 469). 이러한 특성은 한국의 통합 이전의 의료보험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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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왔다. 이로 인해 대만인의 경제력이 대기업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한 결과 대만인들의 기업형태는 대부분 중소기
업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게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강제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포괄적인 범위의 사회보험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더 근본적으로 본토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패배했던 경험을 갖고 있던 국민
당은 노동조합을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노동보험을
실시하였다. 특히 노동보험의 초기 규정은 조합주의적 노조를 보험가입 단위로 규정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대만의 노동자들은 노동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당
정부에 의해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했다. 이를 반영하듯이 아래의 <표 2-5>
의 주요 국가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비교해보면 대만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만의 높은 노조 조직률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조직
화의 결과가 아닌 국가의 조합주의적인 노동통제의 결과였다. 이러한 자료는 자원동
원 이론의 중요한 변수인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를 단순히 양적 지표로서 평가할 수
없으며, 그것의 원인과 효과에 대한 질적인, 맥락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표 2-5. 주요 각국의 노동조합 조직률
1982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미국

-

18.0

16.1

14.9

13.5

12.5

11.9

영국

54.5

50.3

38.0

32.6

29.7

29.0

26.6

독일

40.2

39.8

37.5

36.0

22.4

-

-

호주

48.0

-

41.0

32.7

24.7

22.4

18.0

싱가포르

22.2

20.6

16.3

15.7

15.0

19.4

-

일본

30.5

28.9

25.2

23.8

21.5

18.7

18.5

한국

20.2

16.9

18.4

13.8

12.0

10.3

9.8

대만
27.7
32.5
출처: 국가통계포털사이트.

43.3

46.6

38.5

37.0

-

결국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하에서 노동보험은 가능한 많은 수의 대만인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적용대상 범위도 초기 단계부터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많은 가입
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종합적인 성격의 급부를 갖추었으며, 급부 수준 역시 여러 차
례의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하였다. 따라서 단일한 체계 안에서 종합적인 급부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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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보편적인 성격의 보험제도가 조기에 발달할 수 있었다. 즉 노동보험은 복지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직업별 노조 조직의 성립을 육성하여 노동자들을 포섭하고자 했
던 위계적 통제의 통치전략이었다(안재신, 1993: 54).
이러한 차별화된 성격의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복지제도의
발전궤적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보인다. 먼저 양국의 복지제도의 발전은 대부
분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이다(林國民, 2003; Wong, 2003; 최영준, 2011). 그러
나 이러한 동일한 국가주의적 발전경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만의 국가가 복지제도
발전에 있어서 가졌던 동기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의 논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된 반면, 대만의 경우 대외적, 대내적 정당성 추구가 복지제도
발전의 뚜렷한 동기였다.
두 번째 공통점으로 양국의 복지제도가 계급 및 직업에 따라 분절적인 특성을 띤
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양국 모두 기존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핵심 국가기
구들로부터 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시 무엇보다도 핵심 국가기
구의 구성원들, 대표적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였
다.74) 이는 보수주의 세력이 복지제도의 형성을 주도하는 경우 목도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양국 모두 지배연합을 구성하는 지배 엘리트 다음으로 노동자들을 대
상으로 복지제도를 순차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또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 확장에 있어서도 한국과 대만은 노동자들을 직업집단에 따라 분절적으로 복지제
도를 확장해나간다. 예를 들어 한국은 5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중
소기업으로 확대해 나갔으며, 대만은 10인 이상의 제조업 부문 노동자를 시작으로 해
서 농어업 부문 그리고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로 대상을 확장해 나간다.
74) 대만과 한국에서 의료보장의 우선적용 계층은 상대적으로 상위계층이다. 농어촌과 도시지
역 자영업자들은 이후에 편입된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 독일, 일본의 의료보험 확대가 임금
근로자 위주로 확대하되 일정 소득 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것과는 다른 현상이
다. 영국의 경우 1912년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연간소득 ￡160(당시 약 $450) 이
하이며 16-65세 연령층의 모든 임금소득자를 대상으로 강제 가입하였다. 독일의 경우 1883
년 질병보험이 실시되면서 공장, 철공소, 광산, 조선소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장 근로자들의 강
제가입을 규정했는데, 이들 임금근로자 가운데 연간소득 DM 2,000(당시 약 $500)을 상회하
는 소득계층은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일본의 경우 1927년 실시된 의료보험은 당시 연간
1,200엔(당시 약 $600) 이하의 광부들과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강제가입을 규정하였
다(조원탁, 2002: 69). 이들을 위한 의료보장에서 비교적 급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
를 통해 노동자로 하여금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갖도록 유도한다(김영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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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국이 이렇듯 분절적 복지제도를 추구했던 동기는 뚜렷하게 차별화된다.
한국의 경우 분절적 복지제도를 발전시킨 이유는, 국가의 재정 기여를 최소화함은 물
론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자집단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주의적 지향이 강하게 보여준다. 반면 대만의 경우 개별 직업집
단들을 상이한 보험조직에 포섭시키고 상이한 비용부담/급여 규칙을 갖도록 한 이유
는, 노동자 계급 사이의 연대성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노동자 계급의 집합 의식과 행
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다(김영범, 2002). 이는 대만 복지제도가 가지는 뚜렷한 정
치적 통제의 의도를 보여준다.
정리해 보면, 양국은 동일한 의도로 서로 다른 복지제도를 발전시키기도 하였으며,
전혀 다른 동기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복지제도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라는 행
위자 차원의 의도와 전략에 대한 고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김범석, 2002;
Mahoney and Snyder, 1999). 이러한 동기와 의도를 파악할 때만이 양국의 보험제도
가 보여주는 차이는 물론 유사성까지도 적절히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
한 해석은 양국의 복지제도의 발전을 국가의 정당성 추구나 노동자 계급의 동원이라
는 기존의 정치적 설명방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해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
으며, 행위자로서 국가의 동기와 그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킨다.
2-2.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

양국의 다양한 복지제도 가운데 본 논문은 의료보험에 주목하고 한다. 양국은 모
두 주요 사회보험이 확립된 상황이지만, 이들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달
된 제도는 단연 의료보험이라 할 수 있다. 양국은 1990년대에 거의 모든 국민들을 포
괄하는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의료보험을 도입 및 실시했다. 이는 전후 한국과 대만에
서 정부에 의해 행해진 가장 중요한 복지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박병현, 2007). 현
재 의료보험은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한국의 의료보험은 사실상 모든 인구를 포괄하고 있으며, 대만은
전 인구의 99.6 %가 가입한 상황이다. 의료보험의 중요성은 단순히 한국과 대만에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복지비 지출 추계에 의하면, 1970-1980
년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의료보험의 지출은 총 사회복지비의 80 %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김연명, 2002b). 그만큼 의료보험은 여러 사회보장 제도 가운데 가장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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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양국의 의료보험은 앞서 살펴본 양국의 복지제도
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양재진, 2008). 여기서는 한국과 대만
의 의료보험의 발전과정과 제도적인 특징들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2-1. 한국의 의료보험 발전 과정 및 현황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입법된다.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은 복지국
가의 구현과 빈곤의 추방을 국가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고(Davis, 2000), 십여 개가 넘
는 기초적인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제정한다.75) 최초의 의료보험법은 이러한 입법 가
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 과정에서 강제가입 규정이 자발적인 임의가입으
로 바뀌면서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그 결과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사장되고 만
다. 1970년대까지 전체 인구의 일부분(1976년 말까지 67,929명, 전 인구의 0.2 %)만 포
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보험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전국적으로 소수의 의료보험조합만이 결성되어 시범사업 정도로 실시되었다.
1965년부터 1976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조직된 임의방식의 의료보험조합은 모두 11개
에 불과했다(박병현, 2011: 376). 그나마 호남비료주식회사 의료보험조합, 부산청십자
의료보험조합 정도만이 명맥을 유지했다(의료보험연합회, 1997).
이 보험이 원칙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강제보험으로 전환된 것은 1977
년이다. 1976년 12월에 박정희 정부는 기존의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개정
된 의료보험법은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강제적용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
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보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의료보
험 사업의 사무비용, 보험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자의 보험재정을 조정하
기 위한 비용)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박정호, 1998). 그리고 피보험자를 제1
종 피보험자(사업장의 근로자)와 제2종 피보험자(일반주민 및 제1종 이외의 자로 행정
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한 지역주민)로 구분하여, 제1종의 경우 피보험자와 고용주가
각각 보험료의 1/2씩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제2종 피보험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75)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 직후 십여 개가 넘는 기초적인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제정한다. 생활
보호법(1961년), 군인연금법(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의료보험법(1963년),
공무원연금법(1960년), 원호법(1961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1963년), 아동복지법(1961년),
재해구호법(1962년) 등이 이 시기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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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토록 하였다. 또한 의료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설치하
도록 하였다.76)
당시의 의료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 인구의 직업과 지역에 따라 의료보험조합
을 독립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조합자율주의 원칙을 기초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었다
(박병현, 2011). 즉 의료보험법의 적용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으로
하되, 가입자들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함은 물론, 임금
근로자들 역시 고용주, 즉 기업을 중심으로 조직된 서로 다른 의료보험조합에 속하도
록 하였다. 이러한 기업 중심의 조합주의 원리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보험 재원을 절
반씩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가는 행정비용만을 부담하면서 관리자 역할을 취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는 국가의 재정부담
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제도를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관료적 행정 편
의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소득재분배와 사회통합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이혜경, 1993).
그러나 1977년 강제보험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의료보험이 전 국민을 포괄하기까지
는 시간이 걸렸다(Son, 1998). 의료보험 가입의무화 기업의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되
었는데,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을 시작으로 1979년 7월 1일 300명 이
상, 1981년 1월 1일에는 100명 이상, 1983년 1월 1일에는 16명 이상, 그리고 1988년 8
월 1일부터는 5명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비약적으로 확대된다. <그림 2-6>에서 보듯
이 1988년 농어촌주민 대상 지역의료보험과 1989년 도시자영자 대상 의료보험이 실시
되면서 사실상 전국민 의료보장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또한 의료보험 적용인구가 확
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1984년 12월 31일 의료보험법 제6차 개정에서는 의료보험의 가
입자의 구분 명칭을 실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1종 의료보험법’은 ‘직장의료보험법’으로, ‘제2종 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으로 각
각 바꾸었다.
특히 이 시기 직장의료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지역의료보험이 시범적으로 실
시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들이 강제적용대상이 되면서, 기업별 의료보험조합의 행·재정
76)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은 1977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79년 1월 1일부
터 실시되었다. 공ㆍ교의료보험법의 적용대상은 당초에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만 해당되었
으나 1980년에는 군인가족이 추가되고 1981년에는 연금수급자 및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
무원(국회의원)도 포함되었다. 또 1985년에는 유족 및 장해연금수급자와 퇴직 및 퇴역연금
일시금수급자까지 공ㆍ교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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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한국 의료보험의 총인구 대비 적용인구의 연도별 현황

출처: 건강보험관리공단, 통계청

자율주의에 문제가 노정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소규모 조합의 재정불안 문제와 기
업 내로 제한된 재분배효과, 조합간 의료혜택의 차등화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의료보험을 둘러싼 개혁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논쟁에서 조합주의와 통
합주의라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첨예한 찬반논쟁이 전개되었다.77) 특히 의료보험 통
합론자들은 재정상태가 비교적 건실한 조합들과 취약한 조합들을 통폐합하는 것이 의
료보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재분배 원칙에 더욱 부합
하는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
는 통합주의 방식이 의료보험 체계의 경직화와 조합자율주의의 훼손, 정부의 과다한
재정지출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여 의료보험 통
합을 반대하였고, 그 결과 조합주의적 틀은 1998년까지 유지되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조합주의의 틀을 유지해오던 의료보험은, 의료보험 통합을 선
거공약으로 내세운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1998년 통합의 수순을 밟게 된다. 1998
77) 보건사회부가 제출한 통합주의 개혁안에 대해서 국회는 찬성했으나, 대규모 의료보험조합,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노총, 청와대비서실, 심지어 주요 일간신문까지 반대하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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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전에는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 1개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공
단(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 140개의 직장의료보험조합 등 총 세 가지 체계로 나누어져
각각의 조합이 독립적인 금고를 소유하면서 분리된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던
것이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집권 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통합법의 연내
제정을 합의하고, 1998년 10월 1일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관리공
단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발족되었다. 이어서 1999년 2월 8일에는 2002
년까지 의료보험완전통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 7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결국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이루어진 의료보
험의 결과, 420개의 개별 의료보험조합들은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및 일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수백 개의 기금도 하나
의 기금으로 통합되었다. 이로써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유일하게 분산적 관리운영체제
를 유지해 왔던 의료보험은 중앙집중적인 관리운영체제를 갖추게 된다(박병현, 2011
).78) 한국 의료보험의 발전과정과 주요 변화 내용을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표 2-6>과 앞서 <그림 2-6>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의료보험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중요한 발전을 보인 시기는 1977년 강제보험으로의 전환과 1988년 지역의료
보험의 본격적인 실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1977년에 의료보험이 실시
되었을까? 의료보험의 실시를 주도한 세력은 당시 권위주의 집권세력임은 거의 이론
이 없다(이혜경, 1993; 김영범, 2002; Wong, 2003). 그렇다면 권위주의 세력은 1963년
제정된 이후 1970년 1차 개정 때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던 의료보험에 왜 갑자기 관
심을 기울인 것일까?
78) 새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이전 조합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책정되던 보험료 역시
동일한 전국적 기준으로 통일하여 보험료의 형평성과 분배정의를 제고하였다. 국민건강보험
법에서는 지역의보에서 부과되는 세대나 가족수에 따른 보험료 등 정액의 기본보험료를 폐지
하고 보험료산정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능력비례 보험료 부담원칙을 적용하게 되었
다. 통합방식 의료보험의 도입은 직역분리모형인 조합주의방식을 포기하고 모든 국민을 단일
의료보험제도에 포괄시킴으로써 의료라는 위험에 대비한 사회적 연대의 단위를 소규모의 특
정지역이나 회사단위가 아닌, 전국적 혹은 전국민적 차원으로 넓혀놓았다. 이는 과거 조합주
의 방식보다 새로 도입된 통합방식에서 사회적 연대의 원리가 더 강하게 관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험료 수준이나 급여범위가 공공기관인 단일보험자가 통일된 기준으로 직
접 관리하게 됨으로써 의료공급자의 관리나 급여 범위의 설정에 있어서 과거보다 국가 개입
의 정도가 더 강화되었다(김연명, 2002b: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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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한국 의료보험의 확대 과정

일시
1963. 12. 6.
1965. 9. 25.
1968. 5. 13.

주요 변화 내용

최초 의료보험법 제정
호남비료의료보험조합 설립(최초인가 피용자조합)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 설립(최초인가 자영업조합)
1977. 7. 1.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최초 강제가입 의료보험 실시
1979. 1. 1.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79. 7. 1.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적용 확대
군인 및 사립학교경영기관의 직원 의료보험 실시
1980.
1981. 1. 1.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적용 확대
1981. 7. 1.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홍천, 옥구, 군위)
1987. 2. 1. 한방의료보험 전국 확대실시
1987. 4. 1. 16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적용 확대
1989. 7. 1. 농어촌 의료보험, 도시지역의료보험(도시자영자) 실시
연금수급자, 지역의료보험조합에 편입
1997. 12. 31.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1998. 2. 6. 제1기 노사정위원회 의료보험 통합 합의
1998. 10. 1. 지역의료보험과 공교의료보험 통합
1999. 2. 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 7.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출처: 2010, 건강보험통계연감, 더 자세한 내용은 <부록 12>를 참고.

많은 연구들은 그 답으로 북한과의 체제경쟁(홍경준, 1991: 72-3; 김연명, 1993),79)
민중의 저항에 대한 사전봉쇄 및 노동세력 회유(원석조, 1990), 국가의 정당성 추구
(Kwon, 1999), 또는 일부 복지관료 그리고 박정희 개인의 의지(손준규, 1981), 국제사
79) 시기적으로 1960년대 말 그리고 1970년대 초 월남전 수행과 관련된 미국의 동북아 정책
의 변화라는 국제적 조건과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한 노동 쟁의의 폭발적 증가, 광주 대단지
사건과 함평 고구마 사건 등의 국내적 조건이 결합되어 정치적 위기로 발전되었다. 이에 대
한 정권의 대응은 1970년대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나타났다. 유신체제는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으로 인해 고양된 국민들의 반공, 반일의식을 시발적 계기로 삼고, 1975년 월남 패
망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공적 위기의식 고양을 주요한 계기로 삼아 더욱 강고한 탄압체제로
전환하는데, 그 집약적 표현이 ‘긴급조치 제9호’의 선포이다. 이로부터 유신체제는 ‘안보와 국
민총화’라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모든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게 된다. 이러한 반공 이데올
로기는 1970년대 중반에 의료보험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사회주의 체제인 북
한과 대립, 경쟁하는 남한은 ‘안보와 국민총화’를 위한 사회적 수단으로써 의료보험제도를 실
시하게 된다(홍경준, 1991: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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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부터의 확산(홍경준, 1991: 53) 등을 지목한다.80) 이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1970
년대 말 점증하는 소득격차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겹치면서 이에 대
한 대응으로 권위주의 정부는 의무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왜 권위주의 정권이 “1977년”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왜 “500인 이상 기업”의 근
로자라는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그리고 “사회보험”이라는 특정한 방식의 의료보험
을 선택했는가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1970년대 말은 자본의 급속한 고도축적 시기로서, 노동력 수요는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과 확보를 둘러싼 자본의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었다. 이러
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기업들은 의료보험이 노동시장에서 우수한 노동력을 유인할
수 있는 도구라고 판단하고 의료보험의 실시를 지지하였다는 해석은 설득력을 얻는다
(홍경준, 1991: 39). 특히 이 시기 대기업 위주로 조직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의료보험의 실시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의료보험이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된
배경을 설명해 준다. 전경련은 이 무렵 전에 없이 노동자의 복지문제를 자주 거론하
였는데, 특히 다른 이익집단들에 비해 유독 앞장서서 의료보험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홍경준, 1991: 38; 김입삼, 2003).81) 또한 1977년 실시된 의료보험이 500인 이상 사업
장만을 강제가입으로 규정하고 300인 이상은 배제하였다는 점, 그리고 1979년 300인
80) 의료보험 실시 당시 김종대 보사부 의보관리과장의 인터뷰 내용은 북한과의 체제경쟁 요
인이 의료보호제도의 시행에 한 요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 당시 보사부 사회보험국장
을 지낸 최수일의 인터뷰 내용은 1977년 의료보험의 실시에 북한과의 관계나 당시 국내 정
치적 상황보다 신현확 보사부 장관의 의지와 설득이 주효했다고 평가한다(조영재, 2008;
78-79, 100-101).
81) 전경련의 1976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전경련은 정부의 의료보험제도 실시 발표가 있자
1976년 7월 7일에 의료보험 대책 전문가 회의를 열고 7월 15일에는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전경련은 의료보험제도
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보건사회부에 대한 종합건의의 형식으로 제출하는데, 여기에서 의
료보험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을 표명한다. 이러한 건의에 대해 보건사회부 장
관은 1976년 9월 24일 간담회에서 신축성 있는 법의 운용으로 이 건의를 최대한 받아들이
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경련은 1976년 10월에 의료보험제도의 조기실현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하게 된다(홍경준, 199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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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업장으로 확장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전경련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는 점 역시 이러한 해석의 설득력을 높여 준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영범(2002)은 권위주의 정부가 500인 이상 기업을 당연대상으
로 하는 계급 분절적 또는 선별적 의료보험을 시작한 이유를 당시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과의 연관성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당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은 주로
중화학 공업과 에너지 산업, 그리고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결국 이들 산
업부문이 의료보험 실시의 가장 큰 수혜자임을 의미한다. 이는 의료보험이 국가의 발
전전략에 부합하는 산업에 일종의 혜택을 주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특
히 이 산업부문은 당시 노동력 부족 현상과 임금상승 정체까지 겪고 있어 이 부문의
숙련노동력 유인을 위한 근로 인센티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구조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의 재정 운용방식, 즉 조합
주의 방식은 대기업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혜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었다. 당시의 의료
보험은 기업들이 개별적인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고 이로 하여금 기업 내의 사업장들
을 포괄하는 형식으로 의료보험의 관리 및 재정방식을 체계화시켰다. 여기서 사용자
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의료보험법 제53
조 1항). 그런데 이 보험료가 공제되는 시점과 납부되는 시점 사이에는 일정 정도의
차이를 두게 하였다(동법 제54조). 이로써 대기업이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생산자본
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홍경준, 1990; 양재진, 2008).
더불어 대기업은 의료보험조합을 이용해 노사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측의 우선성과
통제력을 그리고 근로자의 조직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대기업이 기업내의 의료
보험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주가 그 조합의 대표를 맡음으로써 기존의 노동조합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주도하는 의
료보험조합을 만들어 사내문제 해결에 대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
시의 전경련 상임 부회장이 중립적이어야 할 의료보험조합의 중앙협의회 회장직을 맡
게 되고, 하향식으로 조합을 구성하면서 노동조합을 소외시키고 사용자 중심으로 조
직했다는 지적은 이를 뒷받침한다(홍경준, 1991: 44-45). 물론 이러한 주변적인 이익들
때문에 대기업들이 의료보험 실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
려 이는 대기들의 경제논리가 당시 실시된 의료보험에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말해주는
증거들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경제논리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1975년에 발표된 4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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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2)은 사회개발과 형평의 제고를 목표로 하였는데, 이를 위
한 첫 번째 정책 수단이 의료보험의 실시였다. 그러나 이때 경제기획원이 수립한 보
건정책의 기본방향 가운데 일곱 번째 원칙은 “의료비의 사회화를 위해 조합 및 사내
의료보험을 보급, 확대”한다는 것이었다(홍경준, 1991: 58). 의료보험의 도입에 적극적
이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의료보험은 경제발전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 재
정방식, 즉 국가의 재정부담 최소화 원칙을 전제로 하여 의료보험 실시에 동의했다는
사실 역시 한국 의료보험의 발전국가적 기원을 확인시켜 준다(이혜경, 1993; 의료보험
연합회, 1997; 조영재, 2008; 100-101; 박병현, 2011).
그렇다면 한국 의료보험의 두 번째 중요한 발전 국면인 1988년 지역의료보험의 본
격적인 실시는 어떠한 배경에서 진행되었는가? 1980년대 중반 민주화 운동이 고양되
고 경제안정화 조치의 성공으로 물가안정 기조가 자리를 잡자, 전두환 대통령은 1987
년 9월 최저임금제의 실시, 국민연금의 시행, 그리고 의료보험의 전국민확대 등 소위
“3대 복지입법”을 국민에게 약속하면서 복지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82) 실제
이 시기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들로부터의 사회적 압력은 선거경
쟁 국면에서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이 시기 의료보험의 확장을 동기화한 것은 과거의 경제논리와 차별화되
는 정치적 정당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 물론 농어민과 도시자영자로까지 의료보험 확
대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선거 메커니즘의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의료보험 확대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과거의
조합주의의 틀을 고수한 채 범위의 확장을 이룬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의료보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조합주의 대 통합주의 논쟁에서, 국가는 자율적
인 분산적 보험조합 행정이 사내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고, 국가의 부담증대를 예방하
여, 궁극적으로 복지병을 막는다고 주장한 조합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전
두환 정권의 보수주의적 경제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인 동시에 과거 발전국가 시대
의 복지정책의 논리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이혜경, 1993).
이러한 과거 의료보험의 발전주의적 성격과 경제논리는 현재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82) 최저임금제는 1986년 12월 법제정을 거쳐 1987년 7월 시행령이 마련되어 1988년 1월부
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연금도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을 제정하고 1987년 8월과 10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1988년 1월 1일부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을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여 시행이 되었다. 의료보험법은 1987년 12월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노태우
정부시기인 19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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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적 틀, 특히 보험료 산정방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나 농어민
등의 “지역가입자” 사이의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2-7>과 같다.
표 2-7.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방식
직장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지역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보험료

먼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
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한다.83) 여기서 보수월액은 동일사
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연간 보
수총액/근무월수). 보험료율은 매해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되어 적용된다.84) 즉, 직장가
입자는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개인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85)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의 재산
이나 소득이 보험료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입
자의 임금뿐인 셈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원 전체의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및 성·연령이
보험료 부과요소가 된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체 세대원이 보유한 소득, 재산
(전월세 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
여 전체 100등급으로 나눈 보험료 부과점수 에 점수당 금액87)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
86)

83) 직장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은, 도서벽지 주민·국외근무자·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50 %이며, 휴직자의 경우 최대 50 %(다만, 육아휴직자는 60 %)이며, 군인은 20 %이다. 경
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이다.
84) 최근 연도별 보험료율은 2006년 4.48 %, 2007년 4.77 %, 2008년과 2009년 5.08 %,
2010년 5.33 %, 2011년 5.64 %이다.
85)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는 국외 체류(여행·업무 등으로 1개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
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다.
86)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소득 점수(75등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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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88)
다만 지역가입자들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경우 소득,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각
각의 점수를 산출하여 합산한 부과표준소득 점수를 점수당 금액에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반면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에게는 세대원 전체
의 성과 연령, 재산, 자동차, 과세소득을 평가한 평가소득을 재산과 자동차 점수와 합
산한 총 점수를 산출하여, 이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한
다(이용갑, 2012). 이를 구분하여 도표화하면 아래의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한국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부과요소별 점수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보험료
(2011년 170.0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재산
자동차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점수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보험료
(2011년 170.0원)

소득
재산
자동차

· 재산 점수(5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7등급, 28구간):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30등급): 성별, 연령별 점수
87) 최근의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06년 131.4원, 2007년 138.9원, 2008년
148.9원, 2010년 156.2원, 2011년 165.4원, 2012년 170원이다.
88)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은, 도서벽지 주민은 50 %, 농어촌 주민은 22 %, 농
어업인은 28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이다. 또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의 경우 10~30 %의 세대 경감률이 적용된다(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한다). 그 외에 재해 경감률은 30~5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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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로 보면,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게는 가족보험이지만, 지역가입자에
게는 개인보험의 의미를 갖는 셈이다(이용갑, 2012).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족보험의
부양자 모델이 적용되어 가입자 본인이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가족은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만족하는 한 규모의 제한 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물론 추가적인 보험료
역시 부담할 필요 없다. 게다가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 가운데 소득 요건은 사업소득
과 임대소득의 유무(500만원 이하)만을 고려함으로써 다른 기타 금융 소득이 있는 자
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오직 가입자, 즉 부양자의 임금 소득만이 보험료 산
정에 고려대상이 되며, 피부양자의 경제력, 연령, 재산 등은 보험료 산정에 고려 요소
가 아니다.
반면 개인보험 원칙이 적용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전체의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는 물론 성과 연령이 보험료 산정에 요소로 투입된다. 이는 대상 세대의 소득
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성, 연령을 감안한 기대능력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세대원 가운데 미성년자에게도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른 부과점수가 산정
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소득이 없는 가사노동자나 실직자 가정, 대학생층의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불합리성을 보인다(사공진, 2004: 146). 결국 소득이 없어 당
연히 피부양자로서의 복지 수급권을 누려야 하는 인구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모순
을 발생시킨다. 게다가 건강보험의 통합 이전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가족
수에 따라 정액이 부과되는 인두세의 성격을 가졌다. 앞서 살펴본 부양자 모델과 비
교해 본다면, 직장건강보험은 완벽한 부양자 모델에 부합하는 반면, 지역보험은 사실
상 세대 구성원 개인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것을 세대주인 부양자가 납부 의무를
가진다는 점에서만 부양자 모델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는 개인보험이나 마찬가지이다
(마경희, 2004).
이러한 이원화된 보험료 정산방식은 재정기여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부는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 이외에 재정에 기여하지 않는다. 즉 관
대한 피부양자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들에 대한 보험료는 궁극적으로 가입자
본인들과 사용자 단체가 부담하는 셈이다. 공무원과 교직원의 경우 정부가 일부 재정
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의 국가의 역할은 고용주로서의 역할과 다름 아니
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재정의 50 %를 기업 차원에서 기여하는 것과 동일하
게 국가는 50 %의 재정 부담을 책임지고 있다. 교직원의 경우 적용인구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담 비율 역시 20 %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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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의 경우 현재 가입자들과 정부는 보험료를 50 %씩 분담하고 있으나,
1977년 시행 당시에는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했으며 국고지원도 없었다.
그랬던 것이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사용자와 정부가 직장인과
공무원을 위해 보험료의 50 %를 지원하는 직장의료보험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
부가 지역의료보험의 총 소요재정의 50 %를 지원한다는 정치적 약속하면서 지역 건
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국고지원은 1989년 50.4 %를
기록한 이후 1994년 38.1 %, 2000년 26.1 %로 해마다 떨어져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
다.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가 계속 50 % 수준을 유지했더라면 지역의보의 재
정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박병현, 2011: 370).
실제 지역의료보험은 시작부터 재정적자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었는데, 지
역의료보험은 1981년 시범운영 시기부터 이미 적자재정이라는 문제를 노정해오고 있
었다. 아래 <표 2-8>의 의료보험의 재정상황에서 보듯이, 지역의료보험의 본격적인
실시 직전인 1987년의 보험료 수입의 경우,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가입 인구 1인당(가
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포함) 약 4,230원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었던 반면, 지역의료
보험의 경우 전체 가입 인구 1인당(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포함) 약 2,100원의 보험
료만이 징수되고 있었다.
표 2-8. 한국 의료보험의 재정상황

수입

(단위: 억 원)

구분

77년

79년

81년

83년

85년

87년

89년

91년

계

149

1,135 2,747

4,479 6,029 8,967 17,838 32,690

보험료

144

1,034

482

4,136 5,637 8,253 14,326 23,317

직장

144

1,034 2,479

4,092 5,574 8,185 11,325 14,875

지역

0

0

3

44

63

68

3,001

8,442

정부지원금

3

17

20

20

14

18

2,205

5,868

기타수입

2

84

245

323

378

696

1,307

4,055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전체 자료는 <부록 14> 참고.

1988년부터 지역의료보험이 농어촌과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상황
은 더욱 악화된다. <표 2-9>의 지역의료보험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보면, 보험료 수
입만으로 의료보험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국고지원이 없었다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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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료보험은 유지가 불가능했다. 매년 국고지원금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이는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지목되는데, 기본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의료에 대한
수요가 많은 연령층이 집중되어 있어서 직장의료보험에 비해 급여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다(최병호, 2002). 게다가 직장가입자들과 달리 소득파악이 어려운
가입자들의 속성으로 인해 보험료 부과와 징수는 원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김한중 외, 1992). 또한 직장의료보험조합들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관리되던 직장
의보와 달리 대부분 자영업자와 농어촌 주민들은 대표 조직이 없어 관리가 어려웠으
며 따라서 관리운영비가 직장의료보험에 비해 많이 소요되었다(박강원 외, 1992; 사공
진, 1998).89)
<표 2-9> 한국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상황(1990-1997)
수입
보험료수입 국고지원금

(단위: 억 원)
지출

총수입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총지출

1990

6,021

3,639

9,940

8,751

1,414

10,075

1991

8,442

5,868

15,218

9,638

1,674

11,572

1992

9,631

5,924

17,122

11,413

1,867

13,988

1993

10,677

6,381

19,231

13,658

2,032

16,640

1994

11,818

6,924

21,453

15,729

2,393

19,196

1995

13,240

7,553

24,979

20,248

2,708

23,649

1996

15,776

8,723

29,603

25,449

3,275

30,485

1997
19,604
9,953
출처: 사공진, 1998: 146-7.

34,122

30,326

3,691

34,082

그렇다면 직장의료보험의 재정상황은 어떠했는가? <표 2-10>에서 보듯이, 한국
직장의료보험의 재정상황은 총수입의 범위 안에서 급여와 관리운영비 지출이 이루어
지면서, 국고지원금 없이도 재정균형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1992년도의
경우처럼 몇몇 해에는 의료보험료가 과도하게 징수되어 재정흑자를 보기도 한다. 그
렇다면 직장의료보험은 국가의 재정기여 없이도, 게다가 피부양자에게까지 추가적인
89) 그 외에도 의약분업의 실시, 점진적인 의료급여 범위확대, 의료이용량 자체의 증가 등이
의료보험 지출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꼽힌다(최병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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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없이 의료급여를 제공하면서도 어떻게 재정균형 또는 흑자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
<표 2-10> 한국 직장의료보험의 재정상황(1990-1997)
보험률

수입

(단위: 억 원)
지출

보험료수입

총수입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총지출

1990

3.19

12,814

12,814

10,563

913

11,476

1991

3.13

14,875

14,875

10,744

911

11,655

1992

3.09

22,474

22,474

12,467

1,013

13,480

1993

3.06

17,909

17,909

14,297

1,211

15,508

1994

3.04

20,056

20,056

16,280

1,561

17,841

1995

3.03

22,767

22,767

19,961

1,780

21,741

1996

3.05

25,990

25,990

25,307

2,320

27,627

1997
3.13
28,554
28,554
출처: 사공진, 1998; NHIC 통계포털.

27,805

2,947

30,752

이는 의료보험조합과 공단이 매년 보험률 조정을 통해 재정상황을 조절했기 때문
에 가능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기간처럼 총수입이 총지출
을 초과하는 동안은 보험률을 인하하는 반면, 1995년 이후처럼 총지출이 증가 경향을
보이면 곧 보험률을 인상하고 그로 인해 증액된 보험료 수입으로 예상되는 적자에 대
비하였다. 이렇듯 매년 보험률 조정을 통해 보험료 수입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직
장의료보험이 지역의료보험에 비해 소득파악과 징수가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국
가는 재정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가되는 보험료는 모두 근로자와
고용주의 몫이었다. 이는 국가가 아무런 부담 없이 보험률 조정을 통해 손쉽게 직장
의료보험의 재정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90)
<표 2-11>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제도적 특성들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이렇듯 이원화된 한국의 의료보험의 성격을 보면, 과거 발전주의 시기의 형성된 사회
보험의 제도적 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한국의 의료
보험은 철저히 소득에 기초한 기여를 강조하는 능력비례 보험금부담 원칙을 고수한
90) 실제 1980년대 직장의료보험은 높은 보험률을 통해 흑자운영을 유지해왔다(“직장의보 잉
여금 5천억 꽁꽁 묶어,” 보험신문 1988년 10월 31일).

- 107 -

다. 또한 국가의 재정분담 최소화 원칙 역시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재정을 부담하고, 국가는 행정비용만을 부담한다는 원칙에서도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
둘째로 과거의 경제발전전략에 핵심 부문이었던 대기업 부문의 임금근로자에게 유리
하게 설계되었던 피부양자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층이 주 가입
자인 지역의료보험보다 임금근로자가 대부분인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에게 더욱 관대
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보인다는데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의료보험의 가입자격이 없는
노동시장 밖의 인구들에 대해서 독립된 가입자격을 부여하여 국가가 직접 의료혜택을
부여하기보다 가족관계에 터한 부양자 모델을 통해 의료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복지책임이 가족과 사회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표 2-11.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비교

산정방식
부담주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가입자(50 %) + 사용자(50 %) 전세대(세대주, 50 %) + 정부(50 %)

보험료
산정근거

가입자의 소득

세대원 전체의
소득, 재산, 경제력 등

성격

가족보험(부양자 모델)

개인보험(부분적 부양자 모델)

재정균형
조절방식

보험률 조절

보험료 인상<국고보조

2-2-2. 대만의 의료보험 발전 과정 및 현황
대만 최초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험인 전민건강보험은 1995년에
실시된다. 그러나 전민건강보험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급부를
제공하는 강제성 사회보험인 노동보험이 1950년대 초반에 이미 실시되었다. 또한 공
무원과 교사 그리고 군인을 위한 특수직역을 위한 의료보험인 공무원보험 역시 더 이
른 1947년 입법, 1958년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발전 과정을 한국과 같이 의료
보험만의 단일한 발전사로 정리하기 힘든데, 그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이 대만의 사회
보험은 대부분이 의료는 물론, 장해, 사망 등에 대한 통합된 급부체계를 갖는 포괄적
보험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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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대만의 의료보험의 발전과정
1950년
1958년
1961년
1962년
1964년
1965년
1970년
1980년

1월
3월
7월
3월
8월
3월
8월
10월
12월
1981년 12월
1982년
1984년
1985년 10월
1986년
1989년
1990년

29일
25일
20일
1일
1일
8일
1일
27일
17일

25일

11월 1일
1월 1일

1994년

군인보험, 노동보험 업무 시작.
공무원보험법 공포
공무원보험 건강검진 업무 시작 및 사망급부 제정
공무원보험법 시행세칙 수정 및 공포
퇴직공무원보험법 공포
퇴직공무원보험법 개시.
해외 주재 공무원, 공무원 보험 가입.
사립학교 교직원보험조례 공포.
사립학교 교직원보험 업무 개시.
고시원, 입법원에게 공무원가족질병보험조례 초안 작성 지시.
고시원, 공무원가족질병보험조례 보완, 입법원에 심의 보냄.
공무원가족질병보험조례 공포 및 업무 개시
사립학교퇴직교직원질병보험 개시
농민건강보험 업무 개시
퇴직공무원질병보험, 퇴직공무원배우자질병보험 업무 개시
사립학교퇴직교직원배우자질병보험 개시
고시원과 행정원, 사립학교교직원권속질병보험법 제정.
사립학교교직원권속질병보험법 업무 개시
저소득가정 질병보험
퇴직공무원기타권속질병보험 업무 개시

출처: 考試院編纂室, 1995: 105-15.
표 2-13. 전민건강보험 이전 대만의 의료보험제도
관리조직 입법년도
1950
1985
정부
1989
1990
1958
1965
1980
1982
공무원
1984
1985
보험처
1985
1986
1990
1994

보험종류
노동보험
농민(건강)보험
각급 민의대표 촌리향장 건강보험
저소득가정 질병보험
공무원보험
퇴직공무원보험
사립학교교직원보험
공무원가족질병보험
사립학교퇴직교직원질병보험
퇴직공무원질병보험
퇴직공무원배우자질병보험
사립학교퇴직교직원배우자질병보험
사립학교교직원권속질병보험
퇴직공무원기타권속질병보험

출처: 考試院編纂室, 1995: 105-15; 박병현 외, 2007: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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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성격
종합보험
종합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
종합보험
종합보험
종합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
의료보험

1995년 전민건강보험의 도입 이전 대만에는 의료급부를 제공하는 14개의 각기 다
른 사회보험제도가 존재했다. 특히 의료급부와 관련된 보험들의 발전을 정리한 <표
2-12>에서 보듯이 대만의 의료복지는 주로 노동자와 군인, 공무원, 교사와 같은 특수
직역을 대상으로 한 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이들 보험들을 관리조직에 따라 구분
한 <표 2-13>에서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던 의료보험은 네 종류로 주로 노
동자와 농민, 저소득 가정에만 한정되어 있다. 더욱이 노동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보험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입법된다. 반면 군인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은
특수직역에 대해서는 독립된 보험기구(공무원보험처)를 마련하여 전담케 하였으며, 급
부에 있어서도 퇴직 이후의 혜택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급부를 제공해 왔다. 사실상
이 시기 노동보험을 제외하면 일반 국민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는 없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료보험 프로그램은 노동보험과 공무원보험이다. 두 프
로그램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 전체 재정 가운데 약 91 %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Wu, 1987: 433; Cheng, 1987). 또한 이 두 프로그램은 1995년 도입되는 전
민건강보험의 제도적 설계에 중요한 기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전민건강보험의 전사(前
史)로서 두 프로그램의 제도적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보험(勞公保險)은 1950년대 지방 정부에 의해 산업체와 광산업체 가운데 20인
이상 고용인을 가진 직장의 고용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후 1951년 10인 이상
고용인을 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더불어 10인 이하 기업의 경우 자발
적 가입의 문을 열어두었다. 이후 1953년 어업종사자와 1956년 사탕수수 농장 고용인
들 역시 포함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자발적 가입원칙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
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노동보험은 지속적인 팽창 과
정을 겪게 된다. 첫 번째 확장으로 1958년에 노동보험조례가 제정되면서 관할이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강제가입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
정, 공포된다. 노동보험의 가입연령은 만 14세에서 만 60세까지로 제한하였고, 초기
강제적용 대상 범위는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작업장으로 하였으며, 10명 이하
의 자영업자로 구성된, 즉 일정한 고용주가 없는 근로자도 지역단위의 노동조합을 구
성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8년에는 정부기관과 공·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잡
역부, 수위, 운전사들까지 적용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91)
91) 1968년 노동보험의 적용대상자는 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공사영(公私營)
사업장, 광업, 염전업, 농장, 목장, 임업, 차농장 및 교통, 공용 사업장의 근로자, ② 상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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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험은 영국의 국민보험과 국민건강서비스를 모방하여 출산, 상병, 장해, 의료,
연금, 사망 등 여섯 가지 항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사회보험으로 출범한다(박
병현 외, 2007: 131-32). 그러므로 여섯 개의 급부를 모두 포함하여 단일의 보험률이
부과되었으며 1979년 산업재해 보험률이 따로 책정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상병이나
산업재해에 의한 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상병 정도에 따라 급부를 지급하는 체계가 유
지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사고 발생시 노동보험 가입자는 상병,
장애, 의료 급부를 받을 수 있었다.
노동보험의 두 번째 확장은 1979년 수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1970년대 고도의 경
제성장이 유지되면서 소득 향상과 분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자, 토착 대만인들은
점차 정치 참여와 권력 분배에 대한 요구를 가속화 해나갔다(안재신, 1993: 68). 이에
국민당 정부는 본토화(本土化) 정책과 더불어 사회복지 제도를 토착 대만인들에 대한
국민당 정부의 관심을 선전하고 이들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
고자 하였다. 게다가 1972년 UN에서의 강제 축출과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
로 인해 심화된 외교적 고립은 국민당 정부로 하여금 국내 지지기반의 확보에 절실함
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 시기 노동보험은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다. 1979년 12월에 노동보험조례가
대폭 개정되어 급부 수준이 향상되었고 급부 대상이나 항목이 확대되었다. 노동보험
의 강제적용 대상범위가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신문, 문화, 공익 및
공영합작기업의 근로자와 정부기관 및 공사립학교의 기술공, 잡역부, 운전사, 정부기
관 및 공립학교의 계약직원, 정부에 등록된 직업훈련기관에 기술훈련을 받고 있는 기
술공 등을 강제가입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의료급부 역시 입원의 경우 이전에는 3등
실을 이용하였는데 2등실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공무원과 차별 없이 같은 등급의 병실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일반사고와 산업재해를 나누어 보험률
이 부과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반사고의 경우는 표준보수월액의 8 %에서 7 %로
낮추었고 산업재해의 보험료는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게 하고, 38개 업종의 직업 위험
인 이상의 회사, 매점, 점포의 근로자, ③ 전업적인 어로 노동자, ④ 일정 고용주 없이 지역
별 노조에 가입한 자 등을 강제적용 대상이며, 그 외 임의 적용 대상으로는 ① 상시 10인 이
상의 신문, 문화, 공익 및 공영합작기업의 근로자, ②정부기관 및 공사립학교의 기술공, 잡역
부, 운전사, ③ 정부기관 및 공사립학교의 기술공, 잡역부, 운전사, ④ 정부기관 및 공립학교
의 계약직원, ⑤ 정부에 등록된 직업훈련기관에 기술훈련을 받고 있는 기술공, ⑥ 기타 강제
보험에 속하지 않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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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와 재해사고율 및 최근 3년 간의 보험급부 실적에 따라서 산업재해 급부의 보험
률을 결정하였다. 이렇듯 산업재해 개념의 보험률이 따로 부과됨으로써 근로자들은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안재신, 1993: 72-3).
노동보험의 재정 기여율을 보면, 직장고용인의 경우 가입자가 20 %를 그리고 고용
주가 80 %를 담당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은 60 %, 정부보조가 나머지 40
%를 담당한다.92) 이는 앞서 본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비교해보면, 특히 직장근로자
에게 상당히 유리한 보험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의료보험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50 %를 부담하는 반면, 대만의 직장근로자는 20 %만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노동보험
의 보험률은 1950년에서 1969년까지 3-4 % 사이였던 것이, 1970-78년 8 %, 1979년
이후 7-10 %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는 한국의 의료보험과 비교해보면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노동보험이 의료를 포함한 여섯 가지 급부를 제
공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 특히 대만의 노동보험은 부
담비율과 보험률 면에서 세계 최저 수준이란 평가를 듣는데(Chan, 1987: 117),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저가 보험비의 노동보험을 통해 대만 토착민들의 정치적 지지와 통
제를 동시에 얻고자 했던 국민당의 정치적 기획 때문이었다.
공무원보험(公務人員保險)은 1958년 1월 공무원보험법이 공포되면서 실행되었으나
그 뿌리는 193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考試院銓叢書指導委員會, 1983). 국민당 정부
가 대륙에서 대만으로 이전하기 이전인 1934년 1월 1일 고시원은 수도 난징(南京)에
서 제1차 全國考銓會議(전국 고시원 교전부 회의)를 열었다.93) 출석의원은 당정 최고
기관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감독기구 및 유관 부서들, 국립대학과 각성시정부의
간부들, 고시원 비서국(秘書局) 등이었다. 회기 5일째 고시원이 제출한 의안 가운데
공무원 생활보험에 대한 보험이 제일 먼저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공산당
과의 내전상황에서 실현되지 못했고 다른 사회보험들과 마찬가지로 국민당 정부가 대
만으로 이전한 이후 1958년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가입대상은 법이 정한 기관 편제 내의 유급전임인원, 즉 유급 공무원으로 이들은
강제가입 대상이다(公務人員保險法 제2조, 1974). 주관기관은 전교부(銓敘部)이며, 급
92) 지역별 노조가입자의 정부보조는 원래 30 %이던 것이 1979년 40 %로 상향 조정되었다.
93) 고시원(考試院, Examination Yuan)은 모든 국가 공무원을 관리하는 행정부서이며, 그 하
위 부처인 전교부(銓敘部, Ministry of Civil Service)는 공무원의 처우와 복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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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관련된 업무는 중앙신탁국(中央信託局)에서 맡았다.94) 공무원보험 역시 장애, 노
년연금, 사망, 피부양자의 장례와 육아휴직에 대한 수당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사실
상 전생애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시작한다. 또한 퇴직공무원
의 경우 퇴직군인과 마찬가지로 기여와 상관없이 연금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
원보험은 순차적으로 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의 가족들을 위한 의료보험으로 확대되어
나간다. 이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민당의 뿌리 깊은 지지집단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다른 어떤 직종과도 비교될 수
없는 상당히 우월한 지위를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것이었다(林國民, 2003).
그러나 그만큼 공무원은 자신들의 보험재정에 기여를 해야 했다. 공무원의 임금은
일반 근로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따라서 보험률 역시 노동보험 가입자보다 높
은 수준에서 정해졌다. 공무원보험의 경우 1958년부터 76년까지 7 %, 1977-79년 8 %,
1980년 이후 9 %로 고정되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 노동보험의 보험률이 1950년에
서 1969년까지 3-4 % 사이, 1970-78년 8 %, 1979년 이후 7-10 %에서 결정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일반 직장인의 경우 노동보험 가입자의 재
정 기여율은 20 %인데 반해, 공무원보험은 35 %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
도 노동보험에 비해 공무원보험의 만족도는 훨씬 높았는데, 노동보험의 경우 국가의
보조가 전혀 없던 것에 비해 공무원 보험은 정부가 고용주로서 65 %를 보조하였으며,
공무원의 임금과 고용안정성 역시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공무원보험의 재정은 상당히
탄탄한 편이었다. 게다가 급여의 수준은 노동보험보다 월등했는데, 한 예로 1960년대
까지 노동보험은 입원에 대한 급여만 제공한 반면, 공무원보험은 진찰과 입원 모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였다. 무엇보다 가족에게까지 의료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한 것은
대만의 사회보험 체계 가운데 유일했다.
노동보험과 공무원보험을 중심으로 볼 때 통합 이전의 대만의 의료보험 제도는 크
게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제도의 적용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었다. 노동보험은 직업별 노조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 또는 지역별 노조에 가입한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공무원보험의 대상 역시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94) 第二條（保險之對象）本保險之保險對象包括下列人員：
一、法定機關編制內之有給專任人員。
二、公立學校編制內之有給專任教職員。
三、依私立學校法規定，辦妥財團法人登記，並經主管教育行政機關核准立案之私立學校編制內之
有給專任教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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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과 그 가족들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이 두 사회보험에 가입한
인구는 <표 2-14>에서 보듯이 전체 인구 가운데 매우 소수였으며, 1995년 전민건강
보험이 출범하기 직전까지도 50 %를 넘지 못했다. 이는 한국이 지속적인 범위의 확장
을 통해 통합 이전 이미 전 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과 대비된다. 대만의 사회보
험은 노동시장 안에 포섭된 노동자들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소규모 노동자는 물론
노동시장 밖에 있는 아동, 노인,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절반 정
도가 아무런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표 2-14. 대만 공무원보험과 노동보험의 총인구 대비 적용인구 현황 (단위: %)
연도

공무원 관련 보험95)

노동보험

1961

1.9

4.4

1966

1.9

4.9

1971

2.1

6.6

1976

2.3

10.3

1981

2.5

15.3

1986

4.0

24.2

1991

5.4

35.3

1994

8.5

40.1

자료: 노동보험국, 해당 연도; 공무원보험처, 해당 연도.
두 번째 문제로, 직역방식의 제도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여와 급여의 형평성
문제 역시 많은 불만을 샀다. 전민건강보험 이전 대만의 의료보장 체계는 종류마다
별도의 관리조직을 서로 다른 관리부처 하에 두고 있었으며, 재정운용 역시 보험종류
별로 독립된 회계로 분리계정 방식을 취하였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노동보험과
농민보험은 정부의 행정원 산하 “노동위원회”와 내무부 산하 “사회국”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무원보험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과 함께 “공무원보
험처”에서 관리하였다. 당연히 급부나 혜택의 범위와 수준은 보험마다 천차만별이었
다.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노동자는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보험급여가 제
공되지만,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보험혜택의 범위와 질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군다나
95) “공무원 관련 보험”은 <표 2-13>에서 공무원보험처에서 관리하는 열 개의 보험의 가입
자를 합한 수치이다.

- 114 -

공무원보험은 공무원의 가족에게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퇴직 이후 연금까지
제공한 반면, 노동보험은 가입자 본인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과 퇴직 이후 전혀
혜택이 받을 수 없었다(林國民, 2003). 이는 이후 노동보험 가입자들은 저가보험료에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공무원보험에 비해 낮은 급여혜택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세 번째 문제는 관리상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문제였다. 많은 국가
들에서 사회보험은 대부분 급부항목들을 독립적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각 종류의
사고의 발생률과 실제 요구 수준에 따라 보험비를 산정한다. 그러나 대만의 노동보험
은 종합보험으로 시작함으로써 이러한 급부항목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했
다. 노동보험의 설립시 시간이 촉박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는 재무부담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각각의 보험항목의 비율을 계산할 역량이 없었다(林國民, 2003). 그
결과 노동보험은 현금급부와 의료급부를 분리하지 않고 “종합보험료”로 걷어 하나의
통합된 기금을 마련하고, 여기서 급부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지출하는 종합보험 형
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구조는 각각의 급부항목을 분리하여 계산할 수가 없
게 만들었고, 이는 이후 보험률을 예측, 계산하는 등의 재무관리를 어렵게 만든 요소
였다.
다음의 <표 2-15>에서 보듯이, 노동보험이 제공하는 두 가지 종류의 급부는 동일
한 보험비 풀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표로만 보면 총지출은 대부
분 보험료 수입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데, 1985년부터 1987년까지의 3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균형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급부 항목의 비중을 비교해보면, 1980년
대 의료급부 지출은 현금급부 지출의 증가율을 압도하고 있었다. 특히 적자가 발생했
던 1985-7년 사이 의료급부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따라서 의료급부의 과도한 증가가
노동보험 적자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Chan, Hou-sheng, 1987: 114). 1995년 전민건
강보험이 출범하면서 의료급부 업무가 신설된 중앙건강보험국(Bureau of National
Health Insurance)으로 이전되면서 노동보험의 의료급부 지출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1995년까지 노동보험의 재정상황은, 의료급부 지출이 현금급부에서
사용되어야 할 재정을 잠식하고 있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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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대만 노동보험의 재정상황(1980-1995)
보험료 수입

(단위: 1,000 NTD)

지출
현금급부(A)

의료급부(B)

총지출(=A+B)

1980

10,182,044

3,543,791

5,315,894

8,859,685

1982

15,342,359

5,832,179

9,613,540

15,445,719

1984

23,912,773

8,491,364

14,206,170

22,697,535

1985

28,175,862

10,253,804

19,058,485

29,312,289

1986

32,422,938

12,166,630

22,615,541

34,782,171

1987

39,127,386

13,631,962

27,786,998

41,418,960

1988

48,389,170

16,808,222

28,656,040

45,464,262

1990

72,999,235

25,063,722

36,108,819

61,172,541

1992

104,205,360

34,193,552

58,643,878

92,837,431

1994

138,456,170

55,244,294

74,187,951

129,432,245

1995

134,902,524

92,360,494

14,910,492

108,598,680*

자료: 대만 노동보험국, 2011.《勞工保險統計年報》, pp. 2-5.
(http://www.bli.gov.tw/sub.aspx?a=3b09hL5xlVU%3d)
* 1995년 총지출에는 1995년부터 시작된 산업재해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표 2-16> 대만 노동보험의 현금급부 지출현황(1950-1989)

19501959
19601969
19701979
19801989

(단위: 1,000 NTD)

현금급부(A)*
총액
출산급부 질병급부 장애급부
노년급부
사망급부
100,977
34,057
27,786
11,063
153,071
326,953
(30.9%) (10.4%)
(8.5%)
(3.4%)
(46.8%)
(100.0%)
313,730
86,999
133,695
198,440
571,840
1,304,704
(24.0%)
(6.7%) (10.2%)
(15.2%)
(43.8%)
(100.0%)
1,870,440
339,369 981,580 3,286,882 3,521,971 10,000,242
(18.7%)
(3.4%)
(9.8%)
(32.9%)
(35.2%)
(100.0%)
18,307,936 4,083,608 6,508,793 39,910,834 34,092,449 102,903,620
(17.8%)
(4.0%)
(6.3%)
(38.8%)
(33.1%)
(100.0%)

자료: 대만 노동보험국, 2011.《勞工保險統計年報》, pp. 188-9.
(http://www.bli.gov.tw/sub.aspx?a=3b09hL5xlVU%3d)
* 원래 현금급부는 실업급부를 포함한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나, 실제 실업급부
는 1999년부터 2002년 한시적으로 노동보험국에서 제공한 이후 독립보험으로 분
리, 운영되어 위의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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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금급부는 어떤 종류의 보험혜택이기에 의료급부의 적자를 충당하고도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표 2-16>에서 보듯이 현금급부는 하나의 기금에서 출산, 질
병, 장애, 노년, 사망 다섯 가지 종류의 급부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 가운
데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출산과 사망급부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산과 사망급부는 일시금으로 제공되는 급부로 연금과 같이 지
속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항목도 아니었으며, 또한 자녀 출산이나 부모 또는 본인의
장례시에만 신청할 수 있는 급부로 가입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한계가 있었
다. 따라서 1970년대까지 이들 현금급부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의료급부로 충당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특히 이 시기 노년급부의 비중은 상당히 낮았는데, 1950-59년 사이 노년급부를 신
청하는 사례는 4,543건으로, 이는 1959년 노동보험 전체 가입자의 약 1 %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노년급부 지출이 낮았던 이유는 노동인구의 노령화가
아직 진행되기 이전이라는 요인도 작용했지만, 더욱 근본적으로 당시 노동보험에서는
은퇴를 의미하는 노년급부를 일단 받게 되면 노동보험 가입자격을 잃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노동보험의 진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노년급부 신청 자격을
가진 이들이 노년급부를 신청하지 않고 노동보험에 남아 있었다(林國民, 2003: 49).
이는 정부로 하여금 노년급부의 예비준비금을 전용하여, 부족한 의료급부 지출을
메울 수 있게 하였다. 즉 사실상의 적자상황을 노년급부의 책임준비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적자상황은 정부로 하여금 사실상 진행중이었던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따라서 보험비 조정의 필요성도 압력도 느끼지 못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1980년대가 되면서 노동력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갈수록 노
년급부를 신청하는 가입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예를 들어 1980년-89
년 사이 노년급부를 수령한 가입자는 모두 222,262건으로,96) 30년 전에 비해 50배가
증가한 수치였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다가올 노동보험 재정악화 상황을 예고하고 있
었다.
게다가 매년 보험료를 조절하며 재정을 관리해왔던 한국 정부와 달리, 대만의 노
동보험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저가보험료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앞서 본 예측
96) 이는 1989년 노동보험 가입자의 3.4 %에 해당하는 수치로 30년 전에 비하면 세 배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같은 시기 노동보험 가입자 수 자체가 15배 정
도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부록 6 참고), 이는 실제로 엄청난 증가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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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제가 어려운 노동보험의 종합급부 형식의 재정구조는 이러한 무리한 저가보험료
정책이 가지고 있던 잠재적 위험과 맞물려 1980년대 말 현실화되었다. 더불어 1985년
시작한 농민보험은 전체 의료보험의 관리체계에 위기를 가져왔다. 정부의 농민보험에
대한 거액 보조는 사회복지예산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93년의 예를 들면,
중앙 정부가 농민보험의 보험비와 손실을 보조하는 것은 200억 NTD에 이르렀고, 이
는 대략 모든 사회복지지출의 23 %에 해당했다(林國民, 2003: 53). 동시에 정부 재정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1990년부터 1994년 사이 중앙 정부의 매년 재정적
자 평균은 지출총액의 약 14 %에 달했으며, 매년 상환해야 하는 공적 채무는 약 지출
의 16 %였다. 1994년 정부의 미상환 채무는 7,720억 NTD으로 GNP의 약 13 %에 달
했다.
이러한 총체적 문제들에 봉착하여 정부는 보편적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통해 적
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통합 일원화된 관리운영조직을 구축하고자 하였다(박
병현 외, 2007: 138; Wong, 2003). 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적으로 통합된 건강
보험제도의 구성은 이미 여야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오히
려 보험료의 부담비율 설정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논쟁의 중심이 되었는데, 정부
안은 보험료에 고용주와 피보험자의 부담을 7:3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
려 하였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노동단체의 압박과 선거를 의식한 정부
가 10 %를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기업, 노동자, 정부가 각각 6:3:1의 비율로 부담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박정호, 1998). 또한 강제가입 조항도 큰 이슈가 되었는데, 민
진당은 강제가입을 반대하였고, 일부 국민당 의원들이 동조하여, 강제가입 조항을 자
율적 가입조항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다시 강제가입 조항으로
재개정되었다. 법안은 격렬한 의회의 논쟁 과정을 거쳐 1994년 7월 19일 의회에서 통
과되었고, 1995년 개정안이 승인되면서 1995년 3월 1일 마침내 실시되었다.
결과적으로 전민건강보험은 정부의 8년간의 준비와 입법부와 행정부의 민주적 합
의를 통해 탄생되었다. 국민당 정부는 사전에 의료보험제도의 통합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관료와 전문가 집단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Son, 2001: 52; 林國民, 2003, Wong, 2003; 강창현, 2011). 이러한 정부 주도의 전민
건강보험 준비 과정에서 선거를 앞둔 정치가들이 정부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또한 이익집단 대표들도 그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정책결정 가이드라인을 창
출하지 못했으며, 단순한 조언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민주화의 초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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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당과 사회세력의 제한된 정치력과 조직력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국민당의
지배력을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민건강보험이 이렇듯 국민당에 의해 처음 시도된 이유는 당시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Ku, 2002: 157). 첫 번째 1986년의 사회운동의 양적인 증
가는 국민당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이다. 대외적으로 갈수록 대만의
고립은 심화되었으며, 대내적으로 다양한 사회운동들은 계엄령의 해제뿐만 아니라 더
욱 특정한 사회문제에 국가가 해결하고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여성, 노동자, 농
민, 장애인, 홈리스와 관련된 사회 운동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들은 다양한 가두행진과
시위를 진행해 나갔다(林萬億․林國明, 2000). 두 번째로 특히 노동과 환경 운동은 자
본가들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공해 방지를 위해 많은 돈을 사용토록 강요하
였다. 이는 자본 축적의 속도를 완화시켰고 따라서 자본가들의 불만이 되었다. 이에
자본가들은 국민당에게 경제적 생산활동에 유리한 사회 질서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였
다. 마지막으로 이렇듯 활성화된 사회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국민당으로서는
더 이상 불가능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사회집단들과 민진당으로부터의 강력한 반발
(backlash)의 위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인 유권자들의 향후 지지를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뿐이었다. 게다가 정치적, 외교적 고립으로 인해 이전처럼 대만
외부로부터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 변화 속에서 보편적인 의료보험의 실시는 국민당에게는 자본
가와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국민당의 근
본적인 인식 변화에는 1990년대의 민주화가 큰 역할을 하였다(Ku, 2002: 162). 결국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정립과 발전은 대부분 정부
및 야당에 의해 주도된다. 이러한 국가 주도성으로 인해 대만의 복지제도들은 이전
시기에 보여주던 주요 특성들, 예를 들어 직종, 직위별 분리주의, 급부의 통합성, 정부
부담 최소화 원칙들이 민주화 이후에도 유지된다.
과거 직업별, 직종별로 분절되어 운영되어 오던 의료보험은 1994년 제정된 전민건
강보험법에 의해 통합되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 법은 대만 정부를 단
일 보험자로 규정하면서, 행정원 위생서 전민건강보험국이 의료보험 업무를 총괄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전민건강보험국의 관리비용은 의료비 총액의 3.5 %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 투자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
는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무원, 퇴역군인, 저소득층, 군인가족 등에 대한 일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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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를 부담한다.
전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과 6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대만에 거주하는 사람은 강제
적용대상으로 하는 보편보험이지만, 가입자는 직업과 종사상 지위에 따라 구분된다(全
民健康保險法 제2장 제10조). 이들은 서로 다른 가입단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동법 제
2항 15조), 재정이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범주마다 보험료 산출방식과 국가
의 보조는 상이하다(동법 제4장 제27조). 이러한 구분 범주를 정리하면 아래 <표
2-17>과 같이 총 6개 범주와 15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뉜다.
이들을 자세히 보면 1류에는 임금 근로자와 고용주, 자영업자가 한데 묶여있다. 이
들은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 직원들, 사업체의 근로자와 같이
일정한 소득을 가진 이들과 기업주는 물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까지 포함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오직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률도 다른데, 근로자 지위를 가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업체
근로자들은 보험료 가운데 30 %만을 본인들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고용기관과 정부가
함께 부담한다. 그러나 기업체 고용주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경우 본인이
100 % 보험료를 부담한다.
또한 같은 자영업자이지만 택시기사, 식당주인 등 노동자형 자영업자는 2류로 분
류된다. 3류에는 주로 농어민이 포함되지만, 어민 가운데에도 선주나 원양어업에 종사
하는, 즉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어민은 2류로 포함시킨다. 4류는 주로 군인
이나 병역근무자, 보호감찰기관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을 포함하며, 5류는 저소득가정,
6류는 퇴역군인이나 그 유가족대표 그리고 위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 예를 들
어 대학 이상의 학교 재학생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가입자로 규정한다.
또한 이들은 서로 다른 보험료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97) 먼저 1, 2, 3류의 가입자
들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각자 보험관리국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여
기서 소득에 근거해 <부록 10>의 全民健康保險投保金額分級表에 분류된 53개 소득등
급액(投保金額)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정해진다. 그리고 이 보험료에 보험비율을 곱한
다. 보험비율은 전민건강보험국이 결정하는데, 2010년 4월 1일부터 5.17 %로 조정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 가입자의 부담비율을 곱한다. 여기서 부담비
율은 전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 분류별로 상이한데 이는 <표 2-18>에 정리되어 있다.
97) 대만 행정원 위생서 중앙건강보험국 홈페이지(http://www.nhi.gov.tw/webdata/webdata.asp
x?menu=19&menu_id=706&webdata_id=3444&WD_ID=800).

- 120 -

표 2-17.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집단가입자 범주
구

가입자
피보험자
분
① 정부기관, 공․사립학교의 정규직원
제
I
류

가입단위

피부양자

② 공․민영 사업체 기관의 직원

① 배우자(단, 무직)

③ 특정기관(②에 해당되지 않는)의 특정

② 직계존속(부모, 조

정부기관,

부모, 외조부모)(단,

고용주가 있는 피고용자

학교,

무직)

④ 고용주 혹은 자영업주

사업체,

③ 2촌 내의 직계비속
기관이나
⑤ 전문직업인 또는 기술자영업자
① 특정고용주가 없거나 자영업자로서 직 단, 직계비속은 20 고용주 또는
제
업공회(직종노조)의 회원
세 미만이거나 일정
귀속단체
II
② 국립선원노조(海員總工會)나 선주협회
직업이 없는 혹은
류
(船長公會)의 회원으로서 원양어업 선원
20세 이상이더라도
① 농민회 및 수리조합회의 회원 혹은 15 생계능력이 없거나
제

세 이상의 실제 농업종사자

농민회,

재학 중인 자

III ② 특정고용주가 없거나 자영업자로서 어
류

수리조합,

민회(漁會) 갑류회(甲類會) 회원 또는 15

어민회

세 이상의 실제 어업종사자.
① 2개월 이상의 병역 근무자, 군사학교학

국방부가

생, 국방부가 인정하는 군인 배우자 또는
유가족.
제 ② 복무대체기간 중에 있는 병역의무자(공
IV 익요원).
류 ③ 교정기관(矯正機關)의 형 집행자 또는

지정하는 단위
내정부가
없

음

지정하는 단위
법무부와

보안(保安)처분, 관훈(管訓)처분 집행자.

국방부가

단, 집행기간 2개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

지정하는 단위

는 제외.
제
사회부조법(社會救助法)에서 정하는 저소득
V
가구원(低收入戶成員).
류
제 ① 퇴역군인 또는 퇴역군인의 유가족 대표.
VI ② 1류 내지 5류의 피보험자나 피부양자로
류 분류되지 않은 가구의 가장 또는 세대주.

없 음

(진․시․구)의
I류와 같음

* 단 국방부에 귀속되는 기관의 가입자는 국방부 규정에 따른다.
** 단 공사립 사회복지기관에 귀속되는 가입자는 해당 기관을 가입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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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소재지
행정사무소

마지막으로 피부양자의 수를 계산한다. 피부양자수가 3인 이상일 경우 편의상 3인으
로 계산한다. 1, 2류 가운데 안정적 소득이 없는 가입자는 전민건강보험국이 임의로
적절한 등급을 선정하여 산정한다(全民健康保險法 20條). 3류에 적용되는 소득등급은
1류의 2, 3 항목과 2류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 등급을 사용한다(동법 22條).
표 2-18.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보험 부담 주체별 분담율
분류

보험료 산정기준
(기준 NTD)

직업집단
① 공무원
① 사립학교 교직원

제1류 ②, ③ 직장 근로자

피보험자임금
(표준소득등급표 기준)

④, ⑤ 전문직 자영업자
제2류 노동자형 자영업자, 어민
제3류 농어민

최대 26,400
(29등급 기준)
최대 18,300
(5등급)
1류의 2, 3 항목과
2류의 평균소득등급

제4류 군인
제5류 저소득자
① 퇴역군인
제6류 ② 퇴역군인의 유가족
③ 기타
全民健康保險法 第四章 第27條.

평균보험액

출처:

보험료 부담률(%)
본인 사용자 정부
30
70
0
30

35

35

30

60

10

100

0

0

60

0

40

30

0

70

0
0
0
30
60

0
0
0
0
0

100
100
100
70
40

다음 4, 5, 6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알아보자. 이들의 보험료는 기본
적으로 전민건강보험의 모든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 가운
데 4, 5류는 사실상 정부에서 100 % 재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입자가 보
험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계산할 필요도 없다. 6류 가입자들은 2010년 현재
평균 보험료는 1,249NTD인데 이 가운데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의 60 %인 749NTD를
납부하고 나머지 40 %는 정부가 부담한다. 6류의 피부양자 역시 3인 이상일 경우 3인
으로 계산한다. 6류 가운데에서도 퇴역군인의 경우 정부가 보험비를 100 % 부담하며
그 피부양자의 경우만 가입자 본인이 30 %를 부담하고, 나머지 70 %는 정부가 부담
한다. 각자 다른 보험료 산정방식을 정리하여 비교하면 <그림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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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방식
1, 2, 3류 가입자 = 소득등급액 × 보험비율
6류 가입자

= 평균 보험료

× 부담비율 × (본인+피부양자수)
× 부담비율 × (본인+피부양자수)

전민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통합과 함께 보험료 부과기준의 단일화로 평
가된다. 즉 대만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단일한
등급으로 통일된 부과기준을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를 자세히 보면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의 가입자들은 정부에서 결정한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직업집
단별로 각기 다른 소득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직업집단별 분류만 보면 자영업
자와 직장가입자가 단일한 등급으로 통일된 부과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
실상 직업집단별로 상이한 정부보조금 비율로 인해 보험료 부담은 분절되어 있는 실
정이다. 이는 과거 직종별로 분리되어 각자의 재정운영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
되어 오던 사회보험제도들을 단순히 한데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林國民, 2003). 그도 그럴 것이, 공무원보험이나 노동보험, 농민보험과 같은 경우
과거 제도의 본인부담비율이 새로운 제도에서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과거의 분절된 보험운영 방식이 새로 통합된 제도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2-2-3.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 비교
앞서 배경변수들의 영향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복지제도의 발전과정에서는 경제논
리가 발전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였으며, 대만에서는 정치적 정당성이 복지제도의 발
전을 이끈 주요 변수였다. 이는 의료보험의 실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의
료보험은 최초 확장 시기인 1977년 철저히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민주화와
함께 중요한 제도 확장이 이루어지던 1988년 역시 세부적인 재정원리와 운영원칙은
정부부담 최소화와 소득비례 보험료 부과원칙이라는 경제논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다. 대만의 의료보험은 처음부터 정치적 지지 동원을 위한 수단이었으며, 이를 위해
급조된 노동보험은 저가보험료 정책을 고수한 결과 심각한 재정위기를 가져오게 된
다. 이러한 위기는 다시 민주화라는 정치적 맥락과 맞물리며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
강제보험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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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일한 동기와 의도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서로 다른 동기가 같
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서로 다른 복지제도의 발전 궤적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한국의 의료보험은 제도적 측면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양국의
의료보험의 발전궤적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일부 계층이나 집단을 위한 선별적 보험
에서 출발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보편보험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점이
다. 또한 양국의 의료보험에서 과거 선별적 보험제도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던 집
단은 국가부문 노동자와 임금 노동자이다. 즉 양국의 의료보험 모두에서 정치적 충성
세력인 공무원과 산업화의 핵심세력인 임금 노동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가 핵심이다.
물론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 한국은 발전전략에 따라 대기업 노동자를, 대만은 발전전
략상 그리고 정치적 지지를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했다. 이러한 선
별적 제도는 가입자와 비가입자 사이의 불평등은 물론, 가입자 내부에서도 심한 분절
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Lin, Chen-Wei, 2002; 333).
양국의 분절되었던 의료보험 프로그램들은 각각 대만의 전민건강보험과 한국의 국
민건강보험이라는 보편보험으로 재편되었지만, 통합 이후에도 모든 국민이 동일한 방
식으로 의료보험에 포섭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역시 통합 이후에도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서로 다른 보험료 산정방식과 국가보조는 물론, 서로 다
른 피부양자 혜택이 적용된다. 대만의 의료보험은 1995년에 하나의 보편, 강제보험으
로 통합되었지만 여전히 가입자의 계급, 직위, 직업 등에 따라 총6류 15항목으로 세분
화되어, 가입자의 가입자격, 보험료산정방식, 국가보조금 등 제도가 분절되어 운영되
고 있다. 물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은 달리 평가
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 살펴본 보험료 산정방식과 재정운영방식을 중심으로 볼
때 한국과 대만의 통합 이후 의료보험은 여전히 분절되어 있다는 평가가 강하다(林國
民, 2003). 이는 앞서 본 통합 이전의 양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분절적 특성이 하나의
제도적 관성으로서 유지되거나, 이후의 제도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공통점으로, 선택적 보험에서 보편보험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동
시장 외부인들을 제도 내부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양국 모두 부양자 모델(Breadwinner
Model)을 채택했다는 점이다.98) 양국의 의료보험에서 가입대상자는 가입자 본인은 물
98) 한국과 대만의 가족주의 복지체제는 서구의 남성 부양자 모델과도 차별화된다. 양국의 사
회보험은 가입자 개인의 자격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적어도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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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그 부양가족을 의미하는 피부양자를 포괄하며,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와 같이 등재
된다. 그런 점에서 양국의 의료보험은 개인이 가입하고 가입자 개인이 급여를 받는
개인보험 형식의 다른 사회보험들(한국의 산재보험, 실업보험 또는 대만의 노동보험)
과 달리,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족구성원에게도 급
여를 제공하는 가족보험이다(이미숙, 2007; 이용갑, 2012).
보편보험으로 제도가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양국의 의료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아동, 노인 등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인구들을 어떻게 제도로 통합하는가의 문제였다.
이들은 속성상 보험 재정 기여가 불가능한 인구들이었으며, 이들을 독립된 가입자로
의료보험에 통합시킨다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
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이들을 노동시장
의 임금노동자인 부양자의 기여책임 하에 보험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채택하게 된다.
물론 이는 전혀 새로운 제도는 아니었으며, 기존의 선택적 보험제도(대만의 공무원보
험과 한국의 통합이전 직장의료보험)에서 일부 계층에 대한 정책적 시혜의 차원에서
가입자의 가족까지 의료혜택을 제공하던 관행이 통합 이후 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볼 수 있다.
양국의 의료보험의 발전궤적에서 보듯이 앞선 시기의 제도들은 이후 형성되는
사회보험의 제도적 성격을 결정하거나 강한 영향을 준다. 즉 과거에 형성된 제도들이
가지고 있던 정책적 지향들, 예를 들어 상품화(commodification)와 가족주의 모델은
통합 이후 형성된 새로운 제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두 의료보험은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의 상품화된(commodified)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층화된
(stratified) 복지를 제공한다. 또한 노동시장 밖의 인구에 대해서는 개인의 시민권
(individual citizenship)보다 가족 성원권(familial membership)이 복지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즉 양국의 복지체제는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가족
내부로의 개인의 포섭을 더욱 공고화하는 가족화 효과를 가진다(Esping- Andersen,
다. 이는 직장이 있어도 여성은 독립적인 피보험자 자격을 가질 수 없었던 1960년대 네덜란
드의 사회보험이나, 여성의 개인적 권리에 의한 수급권보다 남편의 기여에 의존하기를 장려
하는 영국(의료보험 제외)이나 미국과는 현격히 구분된다(마경희, 2004). 즉 서구의 남성 부
양자 모델을 탈젠더화(degendered)한 성별 차이 없는 부양자 모델이 한국과 대만에 더욱 적
절히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프레이저가 제시한 “보편적 부양자 모델”(The universal
breadwinner model)이 가장 근접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은 임금소득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부양자 역할이 양성에게 보편화된 모델을 말한다(Fras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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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45, 51). 또한 이들 피부양자들의 복지혜택은 부양자의 노동시장내의 지위와
보험재정 기여에 따라 마찬가지로 계층화된다. 이러한 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가족주의 모델은 과거의 사회보험이 남긴 중요한 정책유산(policy legacy)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계층화와 가족주의라는 정책적 유산이 가장 깊이 각인된 제도가 양국의
사회보험 가운데에서도 의료보험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피부양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주의적 제도가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가족화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복지정책이 반드시 탈상품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개입방식에 따라 오히려 계층화 기제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Esping-Andersen, 1990), 가족에 기초한 그리고 가족을 위한 제도가 반드시 가족화
효과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맥락에 따라 오히려 탈가족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 3 장에서는 대만과 한국의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의 특성과
효과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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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과 한국의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 비교

대만과 한국의 의료보험은 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가족주의 원칙을 따른다는 공통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부양자 제도는 이러한 양국 의료보험의 공통점을 가장 명시적
으로 보여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주의의 성격을 가진 제도가 반드시 가
족화 효과를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대만과 한국의 의료보험
의 피부양자 제도의 발전과정과 이 과정을 통해 확립된 현재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의 세부적 설계가 보여주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가 어떠한 가족화 효과
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할 것이다.
3-1. 대만과 한국의 피부양자 제도의 발전과 특성

3-1-1. 한국의 피부양자 제도의 발전과 특성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피보험자와 동일한 수급권을 부여받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한 형태이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피부양
자는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한 가입자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국민건강보험법, 2011). 이는
직장가입자에게만 피부양자 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99)
피부양자 제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시대별로 요구되는 의료보험
정책방향에 따라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조원탁(2002)은 피부양자의 적용과정을 크게
확대기와 축소기로 구분한다. 확대기는 의료보험 실시 초기부터 1998년 의료보험 통
합단계까지, 축소기는 의료보험이 통합된 2000년 7월부터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진
99)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세대”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
아닌 주민등록상 동거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료 부과단위이다. 따라서 혈연이나 혼인과
상관없이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하나의 세대로 묶여 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지역의료보험
의 경우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피부양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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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63년 제정된 최초의 의료보험법은 제1조에서 적용대상을 ‘근로자’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보험이 근로 당사자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을 포함하
는 제도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부양자 규정과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시행
령 및 시행규칙들이 제정되지 않아, 결국 이 시기에는 근로자 본인만이 피보험자로서
수급권을 보장받았다(의료보험업협회, 1997).
그러다가 1976년 개정된 법은, 부양가족이라는 용어를 “피부양자”라 수정하면서,
그 용어를 “피보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 주로 그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최초로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막상 피부양자 인정에 대한 기
준이 제정되지 않은 채 1977년 강제가입에 의한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피부양자 인
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 한 제도권 밖의 국민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취지하에, 보험자(의료보험조합)가 법률용어의 정의에 따라 피부양
자 자격을 판단하여 인정하고, 만약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의료보험조합)의 판
단 또는 정부(보사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 여부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피
부양자 인정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은 민법 중 친족법이다. 그러나 가부장제 가족관계
를 규정하는 당시의 친족법에 근거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산업화 초기 이미 많은 여
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던 실정에서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숙, 2008). 게다가 당시는 동거나 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이나 근
거 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편의적인 피부양자
인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으로 먼저 1981년에 피부양자 범위가 여성 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시부모로 확대된 것에 이어, 1982년 3월 19일에 피부양자 인
정기준이 제정되었다. 이 때 제정된 인정기준은 기존의 가족관계 중심의 피부양자 조
건을 원칙으로 하되, 피부양자를 “당연대상,” “동거조건대상,” “부양조건대상”으로 구
분하여 피부양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여기서 당연대상이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속하는 경우이며, 동거조건은 6개월 이상 동거자만을 인정하는 것이
었다. 그리고 부양조건은 실제로 부양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부양관계를 보험자가 확인하고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1982년 11월 1일 1차 개정에서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미혼
여성의 부모를 동거조건부로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이었다. 이는 1960년대부터 추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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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혼 여성근로자들의 가족 부양역할이 사회적
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동거조건 규정 때문에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많은 미혼여성들의 경우 부모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
았다(이미숙, 2008). 또한 제1차 개정에서는 부모가 능력이 없을 경우 장손이 조부모
를 부양조건부로 피부양자에 등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부계직계가족의 가치관의
틀 안에서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부분적으로 수정, 확대한 것을 의미한다.
1985년 제3차 개정은 피부양자 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요 내용은 피부양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장인․장모’를 포함시키는 것이
었다. 앞서 여성 가입자가 시부모를 피부양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미 1981년에 이루
어졌다. 반면 남성 가입자가 장인․장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게 되는 데에는
이후 4년이 더 걸린 것이다. 장인․장모의 피부양자 등재는 의료보험 실시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보험재정의 압박을 이유로 시행이 지연되다가 1985년에야 실현되었
다. 이는 피부양자 제도가 남성 중심의 부계가족의 모델에서 여성과 남성을 포함하는
양계적인 속성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85년 말에 장인․장모의 포함이
부양률 증가에 미친 비율을 조사한 결과 0.0002 %에 불과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동거와 부양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했는데,
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장인․장모의 피부양자 인
정 조치는 현실적인 요구보다는 양성평등적인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이념적인
측면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이미숙, 2008).
이렇듯 양성평등적인 의미에서 직계존속이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된 것에 이어, 피
부양자 제도는 방계로 확대되어 나간다. 1987년 12월 4일에 개정된 의료보험법은 직
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즉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취지는
실제 동거 가족으로 부양관계에 있으면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직장
의보 가입자의 형제자매를 구제하는 것에 있었다.
특히 이 시기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앞두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보험재정 차
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피부양자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확히 함은 물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의료보험에 포함시켜 보험료 상승억제와 함께 추가 재
정 확보를 꾀하고자 한 것이다. 이로써 1988년 제4차 개정에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으로 이원화하고, 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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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공교 및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독립적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독립적인 생
계유지의 판단기준은 재산세 납부 증명서(연 2만원 이하) 및 소득세 미과세증명서로
하였다. 즉 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심사 및 자격관리의 강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제4차 개정내용은 1989년 6월 1일 제5차 개정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된다.
보사부가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상당수를 재정상태가 좋은 직장
의료보험에 편입시키기 위해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완화한 것이다.100)
이로 인해 소득․재산이 있는 직장인의 부모들과 20세가 넘는 미혼형제․자매들도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중앙경제, 1989년 9월 27일; 조선일보,
1989년 12월 28일).
1990년 이루어진 제6차 개정은 전 년도에 예고했던 바에 따라 ‘동거하는 형제자
매’의 경우에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고, ‘피
보험자와 비동거하는 자’에 대한 부양요건 확인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
다. 이로써 부모와 동거하는 아들이 부양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부모가 따로
사는 다른 아들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혼인
형제․자매도 동거하는 부모․형제․자매의 부양능력이 없다고 확인되면, 따로 살고
있는 남자형제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제6차 개정에서 피부양자 인정기준 완화 정책의 취지는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를 직장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
에 당시의 가족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는데, 당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
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농한 근
로자와 농촌의 부모, 주말부부나 독거 노인세대 등이 증가하였다. 즉 1990년도에 시
행된 비동거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지역의료보험의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비동거
가족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전환한 것인 동시에 변화된 가족의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부가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이미숙, 2008).
1990년 제6차 개정에서 동거기준을 완화했음에도, 이 기준만으로는 1990년대에 급
속히 증가하게 된 다양한 가족형태와 변화하는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기엔 부족하였
다. 특히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부계직계가족의 모델과는 더 이상 일치할 수
없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출현하였다. 그로 인해 당시의 피부양자 제도만으로는 인
100)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본문의 5-1-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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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가족들의 민원제기가 이어졌다. 이
에 민원 해소의 차원에서 1995년 ‘의료보험 피부양자 인정범위 확대지침’을 통해 가
족의 현실에 맞게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당시 확대 대상자의 대부분
은 이혼, 재혼 및 사별 등 가족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과정에서 발생된 가족관계로,
주로 ‘계부모, 계자, 생부모, 생자녀, 외조부모, 외손자녀, 3촌 이내 방계혈족(숙부, 고
모, 이모, 조카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즉, 민법상 직계존비속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실제 부양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법
률상의 피부양자 범위보다 실제 적용인구를 확대한 것이었다.101)
이렇듯 1963년 출발한 피부양자 제도는 그 인정범위를 직계존비속의 원칙을 넘어
서 방계혈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다가, 1998년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통
합을 계기로 새 국면을 맞게 된다(사공진, 1998; 최병호, 2002). 통합에 따른 보험재정
의 압박에 대응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축소가 시작된 것이다. 먼저 2000년 제7차
개정에서 일차로 백․숙부, 고모, 이모, 조카 등 3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한 인정기준
이 삭제되었다. 또한 피부양자 소득요건 역시 강화되었는데, 이제까지 소득과 상관없
이 당연적용 대상이었던 ‘대학 이하에 재학 중인 자’ 가운데 소득이 있는 자는 미성년
이라도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밖에 당연적용 대상이던 ‘심신장애
자’에 대해서도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장애인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피부양자 인정 여부에 대
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어서 2001년 제8차 개정에서는 그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피부
양자, 즉 ‘가입자의 배우자’, ‘남자가 60세 이상인 부부 및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인 여
자’에 대해서도, 소득이 있으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
다. 이어 2002년 1월 25일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기혼자녀, 부모가 있는
손자녀 및 남편이 있는 며느리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또한 국세청 종
합소득자료 등을 이용하여 피부양자 인정요건에서 제외되는 가입자를 확인하여 지역
가입자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102) 이에 따라 외국 영주권자와 연 500만 원
101) 피보험자가 남성일 경우에 친자가 아니라도 동거 및 부양요건만 갖추면 피부양자로 등재
할 수 있었던데 비해서, 여성일 경우에는 반드시 친자확인을 받아 어머니로서 법적 친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
가 가족법을 넘어서 현실에 보다 부합되게 대응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부장적
관점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미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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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소득이 있는 프로운동선수, 작가, 보험모집인, 장애인 등도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가족관계 중심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적용하되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다는 소득요건의 포괄적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2002년 제9차 개정은 소득요건에 대한 보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첫째, 이제까지 ‘20세 미만’이던 당연적용 미성년자 연령기준을 ‘19세로 미만’으
로 낮추었다. 둘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를 피부양자 등재 기준으로 하
던 것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자’로 소득
기준을 명시하였다. 셋째, 종전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
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장애인으로서 공단이 인정한 자’로 되어 있던 것
을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북한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자’로 규정
하여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였다. 앞서 설명한 한국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의 변
화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1>과 같다.
이 표를 보면, 2000년 이후 피부양자 조건 강화 및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축소의 원칙은 보험의 원리에 맞게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하
여금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즉,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골라내는 작업이었지, 가족의 범위 자체를 좁히는 작업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족관계를 기준으로 피부양자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2000년 7월 3촌 이내 방계혈족 인
정기준을 삭제한 것이 유일하다. 2촌 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가족 범위의 축소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변천과정을 정리해 보면, 한국의 피부양자 제도는 1977년 부계 직
계가족을 기본틀로 시작하여, 부계에서 양계로 그리고 직계에서 방계로의 확대과정을
거쳐, 현재 양계형평적, 부분적 확대가족 모델에 이르게 된다.
102) 아울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취업이민 또는 조기유학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치료목적으로 국내에 귀국하여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영주권자를 피부양자에게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대한매일, 2002년 3
월 28일). 이에 따라 외국 영주권자와 연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프로운동선수, 작가,
보험모집인, 장애인 등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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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한국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변천과정
1977년 7월 1일

의료보험 실시: 남성 가입자 중심의 피부양자 제도

1981년 4월 4일

여성 가입자의 시부모 피부양자 인정

1982년 3월 19일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정: 피부양자를 당연대상,

(보건사회부 예규 82-445)

동거조건대상, 부양조건대상으로 구분.

1982년 11월 1일 1차 개정

미혼여성의 부모를 동거조건부로 인정

(보건사회부 예규 82-456)

장손의 조부모를 부양조건부로 인정

1985년 1월 1일 3차 개정
(보건사회부 예규 1492-16932)
1987년 12월 4일 보정

장인·장모를 부양조건부로 인정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와 형제자매를 부
양조건부로 인정

1988년 1월 1일 4차 개정

피부양자 인정조건을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으로 이

(보건사회부 예규 제87-531)

원화(동시 충족기준)

1989년 6월 1일 5차 개정

피부양자 인정 기준 완화: 동거 형제자매의 소득

(보건사회부 예규 제89-555)

요건만 확인

1990년 1월 5일 6차 개정
(보건사회부 예규 제89-568)
1995년 11월 18일
(보정 65710-1018)
2000년 7월 1일 7차 개정

부모, 형제자매의 동거요건 완화.
피부양자 인정범위 확대(부계 직계 외 친족 포함):
계(생)부모, 계(생)자녀, 외조부모, 외손자녀, 3촌
이내의 방계혈족(백·숙·외숙부, 고모, 이모, 조카)
3촌 이내 방계혈족 인정기준 삭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7호) 대학 이하에 재학중인 자 소득요건부로 인정
2001년 7월 1일 8차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7)

가입자의 배우자, 남자가 60세 이상인 부부 및 남
편이 없는 55세 이상 여자 가운데 소득이 있는 자
제외
당연적용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 20세 미만에서

2002년 6월 1일 9차 개정

19세 미만으로 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5)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자로
소득요건 인정

2006년 11월 29일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인 자
제외

출처: 이미숙, 2008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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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한국 의료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 적용 현황

*

= 전체 인구,
+

= 피부양자,

(단위: 천 명)

= 가입자를 의미한다.

는 전체 인구 가운데 의료보험 적용인구를 가르킨다.

위 <그림 3-1>에서 보듯이 한국 의료보험의 전역사를 통틀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인구 가운데 피부양자는 항상 다수를 차지해 왔다. 특히 한국의 의료보험이 양
적으로 가장 괄목한 증가세를 보인 두 시기, 즉 1979년(전년도 대비 적용인구 102 %
증가)과 1987년에서 1989년 사이(34.66～36.75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시기
모두에서 적용인구의 대대적인 확대를 이끈 주요 동력은 피부양자들의 적극적인 가입
이었다.
먼저 적용인구의 가장 큰 확장이 이루어진 1979년도를 보면 1월에 공무원 및 사립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료보험(공·교 의료보험)이 실시되었으며, 7월에는 300인 이
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실시된다. 공·교 의료보험 실시로 인해 새로 편입된
인구는 3,044,421명으로 이 가운데 가입자는 741,477명(24.36 %), 피부양자는 2,302,944
명(75.64 %)이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의료보험 실시로 인해 새로 편입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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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구(= 1978년 직장가입자수 - 1979년 직장가입자수)는 전체 1,032,386명이며, 이
가운데 가입자는 322,193명(31.21 %), 피부양자는 710,193명(68.79 %)이다. 또한 1978
년에서 1979년 사이에 증가된 가입인구는 총 4,076,807명인데 이 가운데 가입자는
1,063,670명(26.09 %), 피부양자는 3,063,670명(75.15 %)이다. 즉 가입자수를 압도하는
약 세 배 정도의 피부양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정확한 수치는 <부록 11>을
참고).
두 번째 확장기인 1987년에서 1989년까지의 시기를 보면, 1988년 1월 1일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같은 해 7월 22일 직장의료보험이 5인 이상 사
업장으로 확대된다. 또한 1989년 7월 1일 도시 지역으로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되면서
사실상 전국민 의료보장이 실현된다. 이 시기 적용인구 확장의 가장 큰 동력은 당연
히 지역의료보험의 본격적인 실시이다.103) 1981년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을 해오던 지역 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새로 가입한
지역의료보험 인구는 6,427,177명인데, 이는 1988년 의료보험 전체 가입자 증가분인
7,648,895명 가운데 84.03 %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는 같은 해에 실시된 100인 이상
사업장 실시로 인해 추가 가입한 직장인구 1,297,665명(1988년 전체 가입자 증가분 가
운데 16.97 %)을 압도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세대주는 1,627,072명(25.32
%), 피부양자는 4,800,105명(74.68 %)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89년에 실시된 도
시지역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의 양적 확장기의 정점을 찍는다. 1989년 도시 지역의료
보험의 실시로 인해 새로 편입된 인구는 12,455,867명인데, 이 가운데 세대주는
3,672,484명(29.48 %)이며, 피부양자는 8,783,383명(70.52 %)이다.
앞서 본 두 시기를 포함해 한국 의료보험의 모든 시기에서 피부양자의 수는 가입
자의 수를 압도한다. 이렇게 볼 때 즉 전국민 의료보험으로의 제도 확장의 동력은 적
극적인 피부양자 제도 활용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피부양자 제도는 한국 의료보
험의 양적 발전을 이끈 동인이 가족주의적 요구임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103) 같은 시기 임의, 직종 의료보험이 폐지되고 기존 인구들은 직업 분류에 따라 직장 또는
지역 의료보험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이 항목의 편입으로 인한 변동은 그리 큰 폭이 아닌데,
원래부터 이 두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1988년 전체 의료보험 적용인
구 가운데 임의 가입인구는 269,711명(0.93 %), 직종 의료보험 가입인구는 1,081,827명
(3.74 %)에 불과하다(정확한 수치는 <부록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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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대만의 피부양자 제도의 발전과 특성
한국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가 30여 년 동안 수많은 변천과정을 겪어온 것에
비해, 대만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1995년 전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된 이래 이렇
다 할 변화를 겪지 않았다. 이 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① 직업이 없는 배우자, ② 직
업이 없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③ 직계비속으로 20세 미만이거나 일정
한 직업이 없거나 혹은 20세 이상이더라도 생계능력이 없거나 재학 중인 자로 규정된
다(全民健康保險法 제1장 제2조). 이 규정은 전민건강보험이 실시되기 이전 실행되었
던 공무원 가족들을 위한 “공무원가족질병보험”(公務人員眷屬疾病保險條例)의 제도적
틀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전민건강보험은 그 성격상 노동보험의 확장이라
보는 의견도 있지만(林國明, 2003),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피부양자의 개
념으로 포섭하는 피부양자 제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무원보험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보험은 보험 대상을 공무원과 그의 가족(眷屬)들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보험법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를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친속으로 규정하
였다(考試院銓叢書指導委員會, 1983: 28). 또한 이 규정은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보험
을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정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다
라 1982년 “공무원가족질병보험”(公務人員眷屬疾病保險條例)이 실시된다. 이 보험은
가입대상자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는데, 피부양자의 범위는 공무원보험 피보험
자의 배우자, 부모와 만 2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단 만 20세 이상인 미혼자녀의 경
우는 학업 중으로 직업이 없거나, 금치산(禁治産) 선고를 받았거나, 장애로 인해 스스
로의 생활이 불가능한 자로 제한하였다(公務人員眷屬疾病保險條例 제2조).104) 이 규정
은 현재의 전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규정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그런 점에서 전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가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의 확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다.
그러나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은 실제 시행 과정에서 모든 피부양자, 즉 모든 가족에
게 동시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었으며, 재정 상태와 행정역량을 고려하여 단
104) 本條例所稱公務人員眷屬，包括公務人員之配偶、父母及未婚子女。但年滿二十歲以上之未婚
子女，以在校肄業且無職業，或受禁治產宣告尚未撤銷，或殘廢而不能自謀生活者為限(公務人員
眷屬疾病保險條例, 第二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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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실시해 나간다(郭寅生, 1980). 제일 먼저 강제가입 대상이 된 것은 배우자였
다. 제도 실시 이후 7년이 지난 1989년에 부모, 그리고 다시 2년 후인 1991년에 장애
자녀와 만 20세 미만 자녀, 그리고 1992년에 만 20세 이상의 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
해 나간다.
이와 동시에 국민당은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던 사립학교교직원보
험 가입자들에게도 피부양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데, 1990년에 사립학교교직원보험
가입자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적인 “사립학교교직원가족질병보험”(私立學
校職員眷屬疾病保險)을 마련한다. 이 보험의 급여혜택과 가입대상은 앞서 시행된 공무
원가족질병보험과 동일한 틀을 따른다. 또한 이 보험 역시 배우자(1990년), 부모(1991
년), 자녀(1992년)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업무를 시작해 나간다. 공무원가족질병보험과
사립학교교직원가족질병보험의 피부양자 범위의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3-2>와 같다.
표 3-2. 대만 공무원보험과 사립학교교직원보험의 적용범위 확대과정
1982년

7월

1989년

5월 29일

공무원가족질병보험조례 업무 개시(부모 부분)

1990년

1월

1일

사립학교교직원가족질병보험법 업무 개시(배우자 부분)

1991년

1월

1일

공무원가족질병보험조례 업무 개시(장애, 미혼자녀 부분)

11월

1일

사립학교교직원가족질병보험법 업무 개시(부모 부분)

7월

1일

공무원가족질병보험조례 업무 개시(자녀 부분)

8월

1일

사립학교교직원가족질병보험법 업무 개시(자녀 부분)

1992년
1995년

1일

공무원가족질병보험조례 업무 개시(배우자 부분)

전민건강보험 통합, 피부양자 제도의 확장

대만의 피부양자 제도의 발전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만은 기존 의료보험 내
부에 가입자의 피부양자들을 포함하면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독립시켜 피
부양자들만의 단독 보험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제도 발전을 전개하여 왔다. 이는 한국
이 직장의료보험이라는 틀 안에 피부양자의 범위를 확장하며 단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장해 온 것과는 차별화된다. 이는 앞서 대만의 복지제도가 직업,
직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 위주로 발달해 왔다는 특성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복
지제도 전반의 특성은 의료보험, 그리고 피부양자 제도의 형성에서도 고스란히 나타
난다. 또한 이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집단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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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대만 의료보험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적용현황 및 비중을 보여주는 <그림 3-2>
를 보면, 1995년 전민건강보험의 실시 이전까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전체 인구
가운데 피부양자는 가입자에 비해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피부양자
제도가 노동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라는 일부 집
단만을 위한 제도였기 때문이다. 1995년 전민건강보험의 실시 이후에도 피부양자의
비중은 한국의 피부양자 비중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록 7>의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수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피부양자의 수는 가입자의 70 %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대만 의료보험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피부양자 제도는 전체 의료보험 체계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해
왔음을 말해준다.
그림 3-2. 대만 의료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 적용현황

*

= 전체 인구,
+

= 피부양자,

(단위: 천 명)

= 가입자를 의미한다.

는 전체 인구 가운데 의료보험 적용인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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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만과 한국의 피부양자 제도의 차이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은 최초 공포된 이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시대
별로 변화하는 민간의 요구 그리고 각 사회의 현실적 여건에 맞게 여러 차례의 수정
을 거쳐 지금의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이러한 변화과정의 결과 현재 통합보험으로 발전한 양국의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관
련 법규들과 세부 조항들을 살펴봄으로써,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가 가족을 어떻게 정
의하는지 그리고 가족의 가입 자격과 수급권을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패
턴을 도출해 비교해 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법과 대만의 전민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의 범위”와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배열들이 만들어낸 결과의 차원이라 할 수 있
는 “부양률”을 양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해 볼 것이다.
3-2-1. 피부양자 인정기준으로 본 피부양자 제도의 차이
먼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법과 대만의 전민건강보험법에서 피부양자를 어떻게 정
의하는지 각각 살펴보고 이를 통해 두 제도가 정의하는 가족의 범위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1. 직장가입자의 배우
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
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
다(국민건강보험법, 2011). 이 법에 따르면, 사실상 가입자의 직계와 방계의 2촌 이내
의 친족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직계와 방계 모두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표 3-3>에 명시된 부양조건과
소득기준, 두 가지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5
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이 요구하는 부양요건과 국민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이 요구하는 소득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방계
혈족의 경우 공동거주라는 부양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소득요건에 따라 종합소득
가운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개정 보
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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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른 동거․비동거 여부로 확인결정

소득요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요건 불인정.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의 관련가족(배우자 등)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대만의 전민건강보험는 피부양자의 범위를 가입자의 배우자와 가입자의 부모를 포
함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자녀를 포함한 직계
비속으로 규정한다.106) 여기서 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직업이 없어야 하며, 직
계비속은 두 세대(二親等) 이내로 20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야 한다. 단 20
세 이상이더라도 생계능력이 없거나 재학 중인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全民健康
保險法 제1장 제2조, 2010년 6월 29일 개정법).107) 즉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면 배우자
외에 직계로는 특별한 제한 없이, 그러나 존속으로는 두 세대까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가입자의 방계로 확장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혼인관
계를 통해 수급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가입자의 배우자에만 한정되며 배우자의 직계존
105) 이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것임. 2006년 11월 29일 개정된 법에
따르면, 원래는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여야
하나, 사실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추적이 불가능하기에 실효성이 없으며, 사업소득과 부
동산임대소득이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106) 대만 민법 967조 규정에 따르면, 직게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
모 등을 말한다(http://www.nhi.gov.tw/webdata/webdata.aspx?menu=8&menu_id=26&WD_
ID=26& webdata_id=238).
107) 全民健康保險法 第一章 第二條
二、眷屬：
（一）被保險人之配偶，且無職業者。
（二）被保險人之直系血親尊親屬，且無職業者。
（三）被保險人二親等內直系血親卑親屬未滿二十歲且無職業，或年滿二十歲無謀生能力或仍在
學就讀且無職業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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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경우, 특히 장인이나 장모 또는 시부모 등의 범주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
지 않는다.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혈연과 혼인관계가 의료보험의 수급
권, 즉 가입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앞서 이론적으로 고찰
해 본 한국과 대만의 복지제도의 일반적인 공통점 가운데 가족주의의 특성을 양 제도
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물론 서구 유럽의 보수주의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부양자 모델 역시 혼인과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의 수급권을 보장
한다. 한 예로 독일의 의료보험 역시 혈연관계에 기반한 피부양자의 수급권을 인정한
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가족주의적 성격을 보여준다(Esping-Andersen, 1990; 이용갑
외, 2005).
그러나 독일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범위는 대만이나 한국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인
데,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된다. 즉 독일의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손위 혈족, 즉
존속을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속의 경우에도 독일은 1촌 이내의 직계만 허용
함으로써 손자녀나 증손자녀의 경우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녀 또한
미성년을 지나면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개별 가입자로 전환되
는 것이 관례이다(이용갑 외; 2005). 즉 독일의 피부양자 범위는 가입자를 중심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포함하는 전형적인 핵가족 모델을 기반하고 있는 반면, 한
국과 대만의 피부양자 제도는 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모두를 포함하는 직계
가족 형태에 기초하고 있다. 즉 동일한 가족주의적 성격의 부양자 모델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가족 형태 면에서 한국과 대만의 피부양자 제도는 독일의 피부양자 제도와
차이를 보인다.108)
그러나 대만과 한국의 피부양자 제도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가족의 범
위, 즉 서로 다른 가족규범을 보여준다. 한국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범위는 상당히 광
범위하고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하는데, 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물론, 방계
혈족까지 피부양자 범위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의 경우 촌수에 제한 없
이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반면 대만의 경우 역시 가족이 수급권을 결정하는 근
108) 이는 민법의 상속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Ho, 2003). 같은 대륙법 전통을 따르지만, 대만
과 한국의 상속법은 독일 등 서구의 대륙법 국가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왕혜숙·최우영,
2012). 예를 들어 대만과 한국의 경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 반면,
서구의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는다. 같은 대륙법 국가들 사이에서 발견
되는 이러한 차이는 유교 전통의 영향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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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원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한국과 비교해 보면,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협소하고 혈족의 친소관계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만의 피부양자는
앞서 설명한 독일의 핵가족 모델에 손위의 직계존속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제도의 피부양자의 범위를 가시적으로 표현해보면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한국과 대만 의료보험의 피부양자의 범위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한국-

부모

부모

대만-

가입자
본인

+

배우자
*

배우자

자녀

자녀

배우자

배우자

손자녀

손자녀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라 함은 재혼의 경우를 말한다.

물론 양국 모두 규정된 범위의 가족들에게 자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신청
을 하고 이에 대한 자격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자격심사의 과정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부양 또는 동거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
다(마경희, 2004).109) 반면 대만은 피부양자의 범위는 협소하지만, 그 범위 안의 당연
대상들에 대해서는 소득심사 외에는 추가적인 자격심사가 없다. 즉 가입자와의 공동
109) 물론 이러한 피부양자 자격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들 가운데 가입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형제, 자
매들도 상당한 규모이며, 보다 큰 문제는 재산과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들도 상
당수에 이른다(이용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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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나 부양조건 등이 엄격한 조건이 아니다(이용갑, 2012). 또한 세부적으로 가입자
와 피부양자가 얼마나 동등한 급여혜택을 받는가에 있어서 역시 양국은 차별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세칙들의 차이를 차치하고, 피부양자 범위에 한정하여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을 비교해보면 이들은 서로 다른 가족 모델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피부양자 제도는 유교의 이상적 가족상에 가장 근접한 확대가족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대만의 피부양자 제도는 대만이 중국 유교 전통의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협소한 직계가족에 기초하고 있다.
표 3-4. 한국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유형별 현황
시기
2001. 2
2002. 2
2003. 2
2004. 2
2005. 2
가입자 본인
7,282,392 7,946,727 8,363,135 8,874,459 9,334,923
피부양자
15,198,112 15,271,708 15,518,507 16,121,065 16,810,533
피부양자 유형별 현황
배우자
3,667,993 3,580,791 3,585,831 3,683,730 3,753,527
부모
3,220,381 3,159,799 3,240,074 3,428,632 3,685,028
조부모
114,839
114,253
113,081
118,888
128,281
자녀
7,085,526 7,383,747 7,529,107 7,751,542 7,975,080
손이하
34,049
25,928
28,072
30,582
32,774
형
75,659
74,547
79,924
102,536
145,716
제
360,448
347,236
348,698
392,343
459,270
자
49,274
45,433
47,575
48,499
46,744
매
254,969
207,316
183,761
155,692
120,737
처부모
156,954
164,857
183,462
215,804
253,868
시부모
134,140
133,761
141,445
153,129
166,067
사위, 자부
25,053
15,324
16,725
17,289
18,183
증조부모 이상
191
198
198
227
285
계부, 계모
439
558
706
819
1,103
시조부모
1,872
1,947
1,966
1,536
1,541
처조부모
51
274
372
413
528
손부, 손서 이하
14
15
22
12
15
외조부모
3,288
3,600
3,778
4,202
4,840
외손자녀
1,272
1,579
1,800
2,259
2,872
조카
1,178
10
4
9
7
백부, 숙부
60
5
3
2
2
기타
10,462
10,530
11,903
12,920
13,886
직계존속(이혼)
17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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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 규정으로 인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들의 친족관계는 상당
히 다채롭게 나타난다. 위 <표 3-4>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
자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더 자세히 말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운데 어떤 친족
관계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보듯이 한국 직장의료보험에서는 배
우자의 직계존속(처부모 및 시부모)은 물론 방계혈족인 형제자매 그리고 그들의 자녀
(조카),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리고 부모의 방계혈족(백부, 숙부)까지 다양한 가족 또는
친족의 범주가 피부양자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자료의 한계로 인해 모든 연도의 피부양자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러한 경향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 전까지 피부양자 인
정기준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으며(이용갑, 2012), 위의 표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가 이미 피부양자 요건이 상당히 강화, 축소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피부양자 제도가 여전히 상당히 관대하고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직계 존비속인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외에도 직
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형제, 자매는 2009년 말 현재 약 74만 4천명이다. 이중
가입자와 동거하는 형제자매는 약 52.55 %인 39만 1천명이다(이용갑, 2012). 즉 과반
수의 동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형제자매 역시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
다. 이는 한국 국민건강보험에서 여전히 탄력적인 범위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적용
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3-2-2. 보험료 부과체계로 본 피부양자 제도의 차이
다음으로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에서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
펴보기로 하자. 피부양자라 함은 본래 정의상 경제능력이 없는 이들을 말하며, 따라서
이들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부양자인 가입자에게 있다. 이러한 경우 가입자에게 속한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어떻게 방식으로 산정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과
대만과 같이 피부양자가 강제가입 원칙이 아닌 자발적 가입 원칙에 의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이다. 여기서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본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방식의
내용을 기초로, 양국의 의료보험이 가입자에게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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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비교해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양국의 의료보험의 공통점으로 분절된 프로그램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양국의 의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용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가입
자 모두가 동일한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직종과 소득에 따라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갖는다. 다시 말해 한국은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지며,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은 가입자를 여섯 가지의 종류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보험료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양 제도 내부의 각각의 서
로 다른 가입자 범주들이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어떠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납부하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보험료 산정방식을 보도록 하자. 앞서 피부
양자 제도는 직장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제도임을 지적한 바 있다. 보험료 부과 단위
를 기준으로 볼 때, 직장건강보험은 가입자와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정
의하는 반면, 지역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없으며 주민등록상 동거를 기준
으로 한 세대 단위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기준으로
볼 때, 직장건강보험은 완벽한 부양자 모델에 부합하는 반면, 지역보험은 부양자 모델
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는 개인보험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직장건강보험의 보험료 산
정방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 개인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피부양
자에게는 개별적인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의 재
산이나 소득이 가입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피부양자의 수가 직접적으
로 보험료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가 아니며, 피부양자의 수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직장건강보험의 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가족은 피부양
자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한 규모의 제한 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방식에서 피부양자의 수는 매우 중요한
산정기준이다. 전민건강보험은 가입자를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데, 이들 가운데 4
류는 정부에서 100 % 재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계산할 필요도 없다. 5류는 원천적으로 피부양자 제도를 적용하
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실상 체계화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가지고 있는
범주는 1, 2, 3, 6류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 2, 3류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기본적으
로 각자 보험관리국에 신고한 소득에 보험비율과 부담비율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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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6류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전민건강보험의 모든 가입
자들의 평균 보험료에 부담비율과 피부양자의 수를 곱해서 정해진다.
즉,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4, 5류의 가입자를 제외하면, 대만의 전민건강보
험의 모든 분류의 가입자는 피부양자 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인두세 원칙
을 따른다. 물론 여기서 피부양자수가 3인 이상일 때는 편의상 3인으로 계산하기 때
문에, 가입자 본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사실상 보험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의 높은 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 낮은 출산율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인구는 매우 소수이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협소한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고려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구는 더욱 소수이다.
한국과 국민건강보험과 대만의 전민건강보험 모두에서 가입자는 피부양자의 보험
료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이는 양국의 복지제도가 부양자 모델(bread-winner
model)에 기반하고 있다는 공통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앞서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피부양자의 수와
상관없이 산정된다. 반면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피부양자의 수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앞서 설명한 한국과 대만의 보험료 산
정방식을 정리하여 비교하면 <표 3-5>와 같다.
표 3-5.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료 산정방식 비교
한
직장 가입자 = 임금 × 보험료율
보험료 산정방식
국
대
만

1, 2, 3류 가입자 = 소득등급액 × 보험비율 × 부담비율 × (본인+피부양자수)
보험료 산정방식 (投保金額) (保險費率)
6류 가입자 = 평균 보험료
× 부담비율 × (본인+피부양자수)
보험료 산정방식

이렇듯 서로 다른 보험료 산정방식은 가입자 개인의 경제적 이해와 긴밀히 연관되
는 것으로, 그 자체가 부양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 아무리 넓은 범위의 가족에게 피부양자의 수급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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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의 수에 비례하여 과중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개인 가입자로서는 쉽
게 피부양자를 확장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사례가 바로 대만인데, 대만의 의료보험은
규정상 좁은 범위의 피부양자를 허용한다는 측면 외에도, 피부양자의 증가에 따라 재
정적 부담을 주는 보험료 산정방식이 가입자들에게 피부양자를 늘리는데 일정한 반유
인(disincentive)을 만들어낸다. 이런 경우 대만의 가입자들은 다른 대안적 제도, 예를
들어 사회부조제도와 같은 국가의 다른 복지프로그램이나 저렴한 민간의료보험 등을
통해 가족의 의료 서비스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대적으로 관대한 한국의 피부양자 제도는 가입자 개인에게 가능한 피부양
자를 늘리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피부양자가 아무리 많아도 개인이 납부
해야 하는 보험료가 일정하기 때문에 피부양자나 가입자 모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개인 가입자들의 유인들은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럴 경우 정부는 의료보험의 보험률을 인
상하여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메꾸려 하게 된다. 이는 결국 전체 보험료를 높이는 효
과, 즉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제한적 합리성과 불균형한 정보를 가진 행위자로서(Williamson, 1988), 개
별 가입자는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높아질수록 개인의
입장에서는 증액된 보험료만큼의 혜택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피부양자를 더욱 늘리
려는 경향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
자가 되기보다는 직장가입자인 친족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 역시 법규정이
명시하는 피부양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친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피부양자의 범위 자체를 확장시키려는 동기가 자리 잡게 된다.
결국 서로 다른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으로 인해 한국 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많은 수의 피부양자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만 의료보험의 가입자는 적은 수
의 피부양자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동일하게 가족을 단위로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족을 어떻게 보험제도 안으로 포섭하느냐 하는 세부적인 방식에 따
라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가 전혀 다른 가족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럼
다음에서 보험료 산정방식의 제도적 특성들로부터 도출된 가입자들의 행위 선택에 대
한 가정들이 양국의 부양률과 실제로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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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부양률로 본 피부양자 제도의 차이
앞서 살펴 본 대만과 한국의 피부양자 제도의 차이는 법률과 규정을 중심으로 비
교해 본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가 법령상에만 존재하는 차이일 뿐, 실제 두 나라
의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이용할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규칙이라면, 이는 사실
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부양자 제도를 양국의 의료보
험 가입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양국 의료보험의 피부
양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의료보험에서 가입
자 1인당 평균 몇 명의 가족을 자신의 피부양자로 가입시키고 있는지, 즉 가입자 1인
당 평균 피부양자의 수를 나타내는 “부양률”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은 분절된 운영방식으로 인해 일
원화된 비교가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그리고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은 가입자를 6류로 나누어 서로 다른 보험료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장 성격이 유사한 분류를 선택하여 비교하도록
하는데,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1류 가입자”가 그
것이다. 이 두 항목은 모두 가입자의 성격상 일정하고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표 3-6>과 <표 3-7>에서 보듯이 전체 보험가입자 가운
데 각각 66.21 %(한국), 53.05 %(대만)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분류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비교를 위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
입자와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의 1류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부양률을 비교할 것이다.
표 3-6. 대만 전민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직역별 비중
연도
1995
%
2000
%
2005
%
2010
%

第一類
10,437,339
54.58
11,465,521
53.58
11,798,491
52.87
12,240,752
53.05

第二類
4,031,489
21.08
3,750,883
17.53
3,742,726
16.77
3,976,004
17.23

第三類
2,998,439
15.68
3,304,109
15.44
3,141,774
14.08
2,828,337
12.26

第四類
69,059
0.36
68,579
0.32
157,576
0.68

第五類
111,452
0.58
146,335
0.68
211,614
0.95
271,211
1.18

자료: 中央健康保險局(BNHI), 全民健康保險統計,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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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第六類
1,477,273
7.72
2,665,399
12.45
3,420,042
15.33
3,600,607
15.60

합계
19,123,278
100.00
21,400,826
100.00
22,314,647
100.00
23,074,487
100.00

표 3-7. 한국 의료보험 적용인구의 직역별 비중
직장
연도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직장
5,380,968
58.32
12,214,830
67.88
16,155,231
40.21
16,744,064
38.04
17,577,672
38.30
22,561,285
47.61
27,746,938
56.73

공·교
3,780,030
40.97
4,209,661
23.39
4,603,361
11.46
4,815,146
10.94
4,826,200
10.52
4,672,013
9.86
4,636,588
9.48

소계
9,160,998
99.29
16,424,491
91.27
20,758,592
51.67
21,559,210
48.98
22,403,872
48.82
27,233,298
57.47
32,383,526
66.21

(단위: 천명)
지역

전체

375,242
2.09
19,421,431
48.34
22,456,690
51.02
23,491,877
51.19
20,158,754
42.54
16,523,269
33.79

9,226,365
99.29
17,994,913
93.36
40,180,023
100.01
44,015,900
100.00
45,895,749
100.01
47,392,052
100.01
48,906,795
100.00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통계청.

앞서 명시한 두 비교대상의 부양률을 정리해 보면 <표 3-8>과 같다. 이 표는 한
국 의료보험부터 국민건강보험까지의 직장가입자(공·교 의료보험 포함)와 대만 전민건
강보험의 1류 가입자의 자료를 중심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수 그리고 부양률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부양률은 1985년 2.3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이후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2 정도의 값을 유지해 온다. 그러다 1997년 외환위기의 충
격으로 일시적인 증가를 보이지만, 곧 원래의 감소추세를 회복하여 2000년 이후에는
2 % 아래로 꾸준히 감소한다. 대만의 부양률은 전민건강보험이 출범한 1995년부터
0.8 내외를 유지해오다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여준다.110)
110) 앞서 살펴본 한국 직장의료보험의 너그러운 피부양자 범위와 보험료 산정방식에 비해 부
양률이 1985년 이후 이렇다 할 증가를 보이지 않은 것은 의아해 보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첫 번째 인구학적으로 전반적인 출산율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앞서 <표 3-4>에서 보았듯이, 피부양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 부분이었다(약 50 %).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의 감소는 부양률의 증가를
지체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또한 같은 <표 3-4>에서 보면 피부양자의 유형 가운데 배
우자, 부모, 자녀가 대부분(약 87 %)을 차지한다. 즉 이들 이외의 피부양자 유형은 상당히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방계 혈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부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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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한국과 대만 의료보험의 부양률 연도별 비교
연도

한국(직장가입자)
가입자

피부양자

전체

(단위: 1,000명)
대만(제1류)

부양률

가입자

피부양자

1980
2,913
6,248
9,161
2.15
1985
4,947
11,478
16,424
2.32
1990
6,511
14,247
20,759
2.19
1995
7,166
14,393
21,559
2.01
5,840
4,597
1996
7,303
14,612
21,916
2.00
5,867
4,812
1997
7,282
14,758
22,040
2.03
6,005
4,909
1998
6,539
14,268
20,807
2.18
6,097
4,947
1999
6,803
14,914
21,717
2.19
6,250
4,987
2000
7,268
15,136
22,404
2.08
6,429
5,037
2001
9,267
18,564
27,830
2.00
6,364
5,083
2002
9,722
18,663
28,386
1.92
6.417
5,042
2003 10,233
19,287
29,519
1.88
6,620
5,010
2004 10,743
19,979
30,722
1.86
6,825
4,955
2005 11,208
20,697
31,905
1.85
6,915
4,884
2006 11,919
21,248
33,166
1.78
7,051
4,868
2007 12,698
21,402
34,100
1.69
7,157
4,836
2008 13,148
21,911
35,059
1.67
7,119
4,811
2009 13,708
22,356
36,064
1.63
7,203
4,752
2010 12,764
19,620
32,384
1.54
7,543
4,698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中央健康保險局(BNHI), 해당연도.

전체

부양률

10,437
10,679
10,915
11,044
11,236
11,466
11,447
11,459
11,630
11,780
11,798
11,920
11,993
11,930
11,955
12,241

0.79
0.82
0.82
0.81
0.80
0.78
0.80
0.79
0.76
0.73
0.71
0.69
0.68
0.68
0.66
0.62

이 표에 따르면, 양국의 부양률은 모두 감소 경향을 보이지만, 한국의 부양률은 전
반적으로 대만의 부양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2010년을 기준으로 간단히 비교
해 보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수는 각각 12,763,729명,
19,619,797명으로 부양률은 1.54이다. 반면 동일한 해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1류 가입자
와 피부양자의 수는 각각 14,757,430명, 8,317,057명으로 부양률은 0.62에 불과하다. 즉
부양률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대만은 한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반적
건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부양자의 범위를 아무리 확대해
도 이들 부문에서 부양률 증가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은 한
국과 대만의 부양률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에 있으므로, 한국의 부양률 변동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은 뒤의 각주 17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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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국의 부양률은 대만의 2.5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을 유지해왔다.
부양률이 반영하는 양국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피부양자 제도 이용 현황의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2001년)와 전민건
강보험 제1류 가입자(1995년)의 1인 평균 보험료와 피부양자의 수 그리고 피부양자와
의 가족관계를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3-9>와 같다.111)
<표 3-9> 한국과 대만의 가입자 1인 평균 보험료 및 피부양자 현황 비교
한국 국민건강보험

대만 전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001년 기준)

(제1류, 1995년 기준)

피부양자 수

2명(100 %)

0.8명(100 %)

배우자

0.5명(24 %)

0.1명(10 %)

자녀

1 명(47 %)

0.6명(77 %)

기타 가족

0.5명(29 %)

0.1명(13 %)

보험비율

3.4 %

4.25 %

1년 평균 보험료

36만원

7,005NTD(한화 약 28만원)

(분담비율)

(50 %)

(30 %)11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NHIC 통계; 中央健康保險局, 2007.

이 표에서 보면 가입자 1인이 가구를 대표해서 1년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한국이
대만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는 피부양자의 수를 고려한다면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의 피부양자의 수(2인)가 대만의 피부양자 수(0.8인)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
111) 2001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1995년 전민건강보험 제1류 가입자를 비교하는 이유
는, 비교에 필요한 항목들, 특히 피부양자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 연도가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표 3-4)까지, 전민건강보험의 경우 1995년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두 자료가 6년 정도의 시차가 있지만, 이 시기 양 제도가 부양률이나 보험료 등의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단절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하기로 한다.
112) 2001년 직장보험의 경우 전체 보험료 수입을 가입자의 수로 나눈 값은 72만원이다. 그러
나 직장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50 %씩 재정을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1인
의 실제 보험료 납부액은 그의 절반인 36만원이 된다. 대만 역시 1995년 제1류의 전체 보험
료 수입을 가입자의 수로 나눈 값은 평균 23,351NTD(한화 약 90만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
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일반 직장근로자의 경우 30 %만을 본인이 납부하므
로 실제 보험료는 7,005NTD가 된다(中央健康保險局, 2007: 20). 그러나 같은 제1류 가입자
가운데 전문직 자영업자는 본인이 100 %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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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국의 경우 가입자 1인당 평균적으로 최소 1인의 자녀와 배우자 또는 기타 가
족(주로 부모) 1인, 총 2인의 피부양자를 가지고 있는 반면, 대만의 경우 피부양자의
수 자체도 0.8인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자녀(0.6인) 외에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는 극히 소수로 나타난다. 간단히 비교하면 한국의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평균적
으로 3인 가족이 연간 36만원의 보험료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대만의
제1류 가입자의 가족은 평균적으로 1.8인의 가족이 연간 28만원의 보험료로 의료혜택
을 받고 있는 셈이다.113)
그렇다면 이러한 양국의 부양률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는 한국의
가족이 대만의 가족보다 2.5배만큼 크기 때문일까?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가족은 산
업화 이후 유사한 핵가족화 과정을 겪어왔으며, 또한 최근의 저출산 현상 역시 양국
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즉 현재 양적인 측면에서 양국의 가족구조와 규모
는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또한 다른 연구들은 양국의 부양률의 차이를 대만 여
성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최병호, 1998; 홍석표, 2003). 즉 여성배우자
들이 일정한 소득과 직업이 없이 남성 부양자의 피부양자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비
율이 한국이 대만보다 높기 때문에 그만큼 부양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해석이다. 그러
나 여성배우자의 취업률이 높기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부록 3>과 <부록 4>의 양
국의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을 재구성한 <그림 3-4>을 보면, 1983년부터 2010년까
지의 양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그 변화 패턴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양국의 부양률 차이는 인구학적 관점의 가족의 차이보다는 앞서 논의한 피
부양자 범위 규정과 보험료 산정방식과 관련된 제도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한국 의료보험에서 피부양자의 범위는 혈연관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확장될 수 있다. 피부양자 신청자가 소득이 없거나 생계유지 능력이 부족함
을 입증하기만 하면, 혈연상 촌수나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쉽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대만 경우에서도 가족 성원 여부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수급권을 결정하지
만, 그 범위가 한국에 비해 매우 협소한 편이다. 또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적 무능력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 연령과 촌수 관계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만 한다.
113) 양국의 물가수준을 고려한다면(한국이 대만의 150 % 정도), 대만의 보험료 납부액이 사
실상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의 보장성(50 %대)은 한국의 국민
건강보험(90 %)보다 낮아서, 암 등 중증질환자에게는 사실상 무상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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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한국과 대만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자료: 한국 자료는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각년도; 대만 자료는 人力資源統計年
報 각년도 참고.

대만의 낮은 부양률을 설명하는 또 다른 제도적 특성으로,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피부양자 수가 증가할수록, 가입자가 내야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피부양자의 수와 상관없이 가입자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고
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한국의 경우 추가적인 부담 없이 피부양자를 쉽
게 등록할 수 있는 반면, 대만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부양자 등록
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을 가져올 수 있다. 즉, 한국의 피부양자 제도가 대만의 피부양
자 제도보다 더욱 관대하거나(generous) 포괄적(inclusive)이라 볼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양국이 서로 다른 부양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114)
그러나 이러한 부양률 차이가 양국의 서로 다른 피부양자 제도의 특성에서 기인했
114) 의료보험 재정에서의 정부 역할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한국의 경우 국가가 의료재정에 기
여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반면(Kwon, 1999), 대만 정부는 직장 근로자의 경우 10 % 정도,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35 % 정도의 재정기여를 담당하고 있다. 이 경우는 오히려 대만이
한국보다 더욱 관대하고 더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가
설정한 핵심변수인 피부양자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중요한 차이이므로 이후 정
치적 차원의 매개변수로서 자세히 분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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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을 펼치기엔 여전히 부족한데, 양국의 부양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시스템적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본문에서 감지하지 못한 두 국가의 어떤 시스템적
특성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라는 어떤 시스템적 변수를
통제하여 시스템 내부의 차원에서, 양국의 서로 다른 제도적 설계가 직접적으로 양국
이 보여주는 부양률의 격차를 가져왔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부양률을 각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비교해 봄으로
써, 피부양자 제도의 특성과 부양률 사이의 인과관계를 더욱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자.
3-3. 피부양자 제도의 특성과 부양률의 관계

여기서는 앞서 확인한 양국의 부양률의 차이가 피부양자 제도의 특성으로부터 기
인했음을 더욱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각국별로 피부양자 제도의 고유한 특성이 시스
템 내부에 있는 서로 다른 의료보험 프로그램의 부양률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보일 것
이다. 먼저 한국의 경우 아래의 <그림 3-5>에서 부양률을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
그림 3-5. 한국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부양률 추이

자료: 정확한 수치는 부록 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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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115) 여기서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의 부양률은 서로 다른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직장의료보험의 부양률은 1980년대 중반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이후 2 내외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며, 외환위기 직후 경제 충격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이후 2000년 의료보험의 통합 과정과 함께 시작된 피부양자 축
소방침으로 인해 부양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지역의료보험의 부양률은 직장의료보험과는 전혀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1981년 3.79의 부양률로 시작한 지역 의료보험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여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현되는 1989년 2.54로 감소한다. 이는 농촌인구의 감소로부터 오는 효과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표 3-10>에서 지역의료보험의 적
표 3-10. 한국 군지역의료보험과 도시지역의료보험의 가입자 변화 추이 (단위: 명)
군지역
가입자

증가율
(%)

시지역
가입자

증가율
(%)

1982

310,339

70.69

124,650

-

1983

298,043

-3.96

114,749

-7.94

1984

285,114

-4.34

106,261

-7.40

1985

273,826

-3.96

101,416

-4.56

1986

241,496

-11.81

97,752

-3.61

1987

227,153

-5.94

89,375

-8.57

1988

6,654,330

2829.45

123,034

37.66

1989

6,361,272

-4.40

12,578,901

10123.9

1990

6,179,600

-2.86

13,241,831

5.27

1991

5,739,190

-7.13

14,202,613

7.26

1992

5,548,118

-3.33

14,979,143

5.47

1993

5,583,990

0.65

15,737,782

5.06

1994

5,570,709

-0.24

16,487,232

4.76

1995

3,876,892

-30.41

18,579,798

12.69

2000

3,286,043

-1.86

20,205,834

0.43

2005

2,135,468

-7.78

18,023,286

-5.52

2010
1,791,296
-3.01
14,731,973
※ 더 자세한 내용은 부록 13을 참고.

-4.05

115) 임의와 직종의료보험은 비중이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시행 이후 모두 직장 또는 지역
건강보험에 통합되므로 제외하였다.

- 155 -

용인구를 군과 도시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이 표에서 보듯이 군지역 가입자의
감소율은 시지역 가입자에 비해 감소폭이 크다. 이는 분명 농촌 인구의 감소가 부양
률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가입자 수를 보
면 군지역, 즉 농촌지역의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수는 도시지역의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부양
률의 감소가 지역의료보험 전체의 부양률 감소를 이끌고 있는 요인이라 보기는 어렵
다.
결국 지역의료보험의 피부양자가 감소는 농촌의 인구변화 경향 역시 어느 정도 작
용했지만 더 큰 이유는 제도적 설계에서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 통합 이전에는 제2
종 피보험자, 즉 지역가입자는 1988년까지 보험료 전액을 국가의 보조 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며,116) 보험료 역시 세대나 가족수에 따른 정액의 기본보험료를 납부해
야만 했다. 즉 지역가입자에게 있어 보험료는 일종의 인두세였던 것이다. 이것이 폐지
된 것은 2000년 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였는데, 지역가입자에게도 직장가입자와 동일
한 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한 능력비례 보험료 부담원칙을 적
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료 산정방식에서도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경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의 성별과 연령, 재산상
황까지 보험료 산정에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가입자들에게 피부
양자 제도는 그리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던 셈이다.
이렇듯 제도적 특성이 부양률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1997
년 IMF 외환위기에 대한 반응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제도적으로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직장의료보험에서는 1997년 직
후 부양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역의료보험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이
는 다시 한 번 부양률의 변동이 피부양자 제도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그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준다.
제도적 설계가 만들어내는 부양률의 차이는 대만의 의료보험에서도 발견된다. 대
만 의료보험의 역사는 1995년 전민건강보험의 실시를 전후로 하여 두 시기로 나뉜다.
먼저 1995년 전민건강보험 실시 이전 시기의 경우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가
116)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의 총 소요재정의 50 %
를 지원한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실제로 국고지원은 1989년 50.4 %를 기록한 이후 1994년
38.1 %, 2000년 26.1 %로 해마다 떨어져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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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질병보험과 사립학교교직원가족질병보험의 부양률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 <표 311>은 두 보험의 가입자의 수와 그 가족들을 위한 보험의 가입자의 수를 기초로 부
양률을 계산하여 정리한 표이다.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은 1982년에 실시되는데, 이 시기 부양률은 한국 의료보험 초
기 부양률의 10분의 1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이는 1982년 제도가 처
음 실시될 때 배우자만을 피부양자 대상으로 하여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후 부양률의
양적인 증가가 나타난 것은 1989년과 1992년 두 시기라 할 수 있다. 먼저 1989년에는
앞서 논의했듯이 공무원의 가족 가운데 부모를 포함하게 되면서 증가한다. 두 번째
시기의 확장은 1992년의 자녀를 포함하면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
표 3-11. 대만 공무원보험과 사립학교교직원보험의 부양률(1981-1994) (단위: 명)

연도

전체
적용인구

공무원보험
가입자수

사립학교
공무원가족
사립학교
교직원가족
부양률
질병보험 부양률 교직원보험
질병보험
가입자수
가입자수
가입자수

1980

435,455

415,191

-

-

11,052

-

-

1981

462,463

431,647

-

-

21,592

-

-

1982

652,509

443,783

176,030

0.40

23,369

-

-

1983

664,039

452,881

176,937

0.39

24,584

-

-

1984

683,927

468,577

179,573

0.38

25,673

-

-

1985

754,928

475,663

180,360

0.38

26,277

-

-

1986

778,066

483,473

180,739

0.37

26,974

-

-

1987

815,179

489,772

179,688

0.37

27,723

-

-

1988

832,098

496,175

176,749

0.36

28,110

-

-

1989

1,041,853

515,387

385,632

0.75

28,529

-

-

1990

1,078,449

536,775

390,239

0.73

31,213

3,954

0.13

1991

1,103,236

549,615

388,012

0.71

33,883

10,529

0.31

1992

1,707,301

560,127

950,307

1.70

36,075

35,690

0.99

1993

1,759,843

572,122

976,771

1.71

39,442

40,271

1.02

1994 1,793,094 581,947
982,642
1.69
42,864
44,038
1.03
출처: 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 人力規劃處,《社會福利指標》각연도; 中央信託局公務人員
保險處, 1999.《公務人員保險統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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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범위를 확대해 나갔음에도, 그 부양률은 같은 시기 한국 의료보험의 부양률의
절반에 불과하다. 동일한 경향은 사립학교교직원질병보험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부양
률은 배우자부터 적용을 시작한 1990년 0.13에서, 부모 부문을 포함한 1991년 0.31로
증가하고, 마지막 자녀부문을 포함한 1992년 0.99로 증가한 이후 이렇다 할 증가를 보
이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부양률의 제한적 증가의 이유는 협소한 피부양자 범위라는
제도적인 제약에서 찾을 수 있다.
대만의 두 피부양자 제도의 틀은 이후 전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의 기본이 된
다. 즉 기존의 두 제도의 틀을 따라 협소하게 정의된 피부양자 기준으로 인해 아래
<표 3-12>에서 보듯이 전민건강보험의 부양률 역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세히 비교해보면 전민건강보험의 부양률은 앞선 두 제도의 부양률보다 오히려
표 3-12.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분류별 부양률
전체

第一類

第二類

第三類

第四類

第六類

1995

0.71

0.79

0.72

0.51

1.14

0.64

1996

0.75

0.82

0.79

0.56

1.11

0.68

1997

0.76

0.82

0.80

0.59

1.13

0.69

1998

0.75

0.81

0.81

0.61

1.12

0.69

1999

0.74

0.80

0.80

0.62

1.16

0.67

2000

0.73

0.78

0.79

0.63

1.15

0.66

2001

0.74

0.80

0.78

0.63

-

0.64

2002

0.72

0.79

0.77

0.64

-

0.62

2003

0.71

0.76

0.75

0.64

-

0.63

2004

0.68

0.73

0.72

0.64

-

0.61

2005

0.66

0.71

0.70

0.63

-

0.59

2006

0.65

0.69

0.67

0.62

-

0.57

2007

0.62

0.68

0.64

0.61

-

0.55

2008

0.61

0.68

0.61

0.60

-

0.52

2009

0.59

0.66

0.58

0.58

-

0.50

2010

0.56

0.62

0.56

0.56

-

0.49

출처: 대만 전민건강보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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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과거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의 경우 공무원 가족은
강제가입 원칙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반면, 전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록은
가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할
수록 그만큼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제도적 틀 속에서, 전민건강보험 가입
자들은 가능한 피부양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자 하며, 그 결과 부양률은 전반
적으로 낮게 유지된다.
그러나 위의 <표 3-12>에서 보듯이 부양률을 6류에 따라 나누어 보면, 4류의 경
우 다른 분류에 비해 유독 높은 부양률을 보여준다. 4류는 주로 병역근무중인 군인들
과 이들의 가족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군인집단이 유독 규모가 큰 가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부양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일까? 오히려 이들의 높은 부
양률은 피부양자 제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데, 앞서 보험료 산정방식에서 보
았듯이 4류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그 보험료는 국가가 100 % 부담한다. 따라서
이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즉 피부양자의 수에 따른 보험료 가중의 부담 없이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다. 이들 부류만이 유난히 높은 부양률을 보여주는 것은 바
로 이러한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대만의 부양률의 차이는 인구적 요소나, 사회경제적 요소보다
는 제도 자체에 내재된 제도적 유인이나 탈유인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직장의료보험은 피부양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유리한 제도적 설계를 가진 반
면, 대만의 의료보험(1, 2, 3, 6류)은 피부양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
이지 않은 제도적 설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양국이 서로 다른 부양률을 보여주게 된
것에 그치지 않았다. 동일한 의료보험 내부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설계는 각각의 분절
된 프로그램들에 서로 다른 효과를 가져왔다. 즉 한국의 지역의료보험이 직장의료보
험에 비해 낮은 부양률을 보이는 것, 그리고 대만의 과거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가족질병보험이 낮은 부양률을 보이는 것은 물론 통합 이후 전민건강보험의 4류가 유
독 높은 부양률을 보였던 것 역시 이러한 제도적 설계 때문이었다.
결국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는 동일한 가족주의적 기반을 가진 제도임에도 불구하
고, 그 세부적 특성과 설계에 따라 서로 다른 가족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
국의 피부양자 제도는 가능한 많은 가족을 제도 내부로 포섭하는 강한 가족화 효과를
가지는 반면, 대만의 피부양자 제도는 제한된 범위의 가족만을 제도로 포섭하고 가능
한 제도 외부에서 필요한 의료복지의 수요를 추구하게 하는 탈가족화 효과를 가진다
- 159 -

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왜 한국은 이렇듯 피부양자에 너그러운, 확대가족에 기반한
피부양자 제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왜 대만은 핵가족에 기반한 인색한 피부양자 제도
를 가지게 되었을까? 이러한 양국의 제도적 차이를 만들어낸 원인은 다음 절에서 먼
저 가족의 관점에서 규명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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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과 대만, 가족의 차이

앞서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양 제도를 비교한 결과, 양국의 의료보험은 유사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발전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차별화된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까지 한국과 대만을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하고 진행되어온 복지국가 유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유
교적 복지국가”(Confucian welfare state) (Jones, 1993), “동아시아 복지국가”(East
Asian welfare Model) (Kwon, 1997, 2003), “가부장적 복지국가” (Patriarchal welfare
state) (Pateman, 1989) 또는 “보수주의 모델” (Conservative model) (EspingAndersen, 1999) 등의 유형론 대부분은 대만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
통적 성격만을 과도하게 강조해온 경향을 보인다.
복지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동아시아의 ‘가족’에 대한 연구 역시 과도한 일반화를
지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서구와의 비교에서 보면 사실 대만의 가족이나 한국의 가
족은 중국 유교 전통의 가족 원형의 한 지류들로 평가될 뿐이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
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가족주의적
특성을 보인다는 공통점을 가진다(Grichting, 1971; 김동춘, 2002). 가족주의는 단순히
가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공사를 아우르는 준거인 동시에 가족 내부
의 자원을 공유하고 동원하여 외부 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기제로서 기능한다(함재봉,
2002; 최우영, 2006a). 그리고 관점에 따라 동아시아의 가족주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
의 장애물(후쿠야마, 1996; 김용학․손재석, 1998; 이재열, 2001; 이재혁, 1996) 또는 발
전의 원동력(류석춘·왕혜숙, 2008; Lew et al., 2011)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렌즈의 배율을 높여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교 문화권 내부에는 상당한
가족의 다양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가족의 구조는 물론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뢰,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가족 외부인과 맺는 관계라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동아시아의
가족들은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 한국, 일본의 가족은 비록 동일한 유교 전통을 공
유하면서도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며, 같은 중국 내부에서도 지역별로 가
족의 형태와 특성은 차별화된다.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의 화
교의 가족들 역시 서로 다른 형태와 특성을 보여준다(Ringmar, 2005). 다행히 서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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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가족의 차이는 물론 동아시아 내부 가족의 국가별 다양성을 규명하는 연구들
은 다수 진행된 바 있다(최재석, 1982; 이광규, 1990; 안병철, 2000; 전성우, 2000; 함재
봉, 2000; 핫또리, 2007). 그러나 가족의 차이 자체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이 외
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그럼으로써 현
재 목도되는 다양한 제도들의 형성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 제도들의 다양성을 가족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가족 제도와 경제적 조직화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행되
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가족 제도와 가족주의가 특히나 경제적 조직화(business
organizations)에서 실질적인 자원으로 동원된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라노베
터는 기업집단의 다양한 형태를 결정하는 여섯 가지의 차원으로 연대의 근원, 도덕
경제의 정도, 소유구조, 권위구조, 금융기관의 역할, 기업집단과 국가와의 관계를 지적
하였다. 이는 가족이 강한 공동체로서의 연대의 근원과 도덕 경제의 정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소유구조와 권위구주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Granovetter, 2005: 433).
실제 몇몇 연구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은 국가의 금융지원과 규율을 통한 강한 개입
이라는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Johnson, 1985; Chalmers, 1985; Amsden, 1989; Kim,
1997; 김동노, 1999; Lew, 2000; 류석춘·왕혜숙, 2007b),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이 내부적
으로 가족주의라는 연고에 기반한 관계에 따라 일정한 네트워크 조직을 형성하고 이
를 통해 높은 거래비용, 낮은 신뢰, 효율성의 감소, 자율성의 침해라는 위계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한 결과였음에 주목한다(김용학․이무원, 2000; 류석춘․장미혜․김태
은, 2002: 장세진, 2003; 류석춘·왕혜숙, 2008). 마찬가지로 대만 경제를 지배하는 중소
기업들, 특히 소규모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 운영
되며, 그 비중은 도시와 농촌의 모든 민간 산업체의 97 %에 이른다(Greenhalgh,
1984: 532).
개별 국가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가족과 경제적 조직화의 관계를 동아시아 국가간
비교로 확장시킨 연구들 역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동일한 유교적 전통에
서 기인한 가족주의이지만, 동아시아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정치사회적 맥락과 경제 환
경과 전략에 각국의 가족주의가 차별화된 방식으로 동원된 결과 서로 다른 기업 조직
화 방식을 가져왔음을 강조한다(Hamilton and Biggart, 1988; Chang, 1998; Orru,
Biggart, and Hamilton, 1991; Whitley, 1992; 장덕진, 2000: 78-79). 예를 들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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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주의임에도 장자 위주의 강한 가부장적 문화를 가진 한국의 경우 재벌이라는 형
태의 기업조직이 발달하였으며, 장자를 우선하기보다 능력주의에 따른 일자단독 상속
제도가 발달한 일본은 게이레쯔라 불리는 특수한 기업조직이 발달하였다. 반면 중국
전통의 균분 상속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기업은 정기적인 분할로 인해 규
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중소기업 형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류석춘․장미혜․김태은, 2002; 핫또리, 1991; 2007).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가족의 특성이 왜 유독 그리고 어떻게 기업의 조직화 부문
에서 발현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들 모두 가족주의를
일종의 규범과 문화로서 접근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가족의 도덕적, 문화적 측면에만
주목하는 연구들은 가족주의 문화를 동아시아의 특수성으로 규정하는 문화결정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가족주의의 기원을 유교로 한정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가족주의의 기원을 둘러싼 논의의 지형을 이념(문화)적 차원으로만 한정한
채, 유교의 작용을 탈구조화 내지 몰역사화하는 한계를 보인다(최우영, 2006a). 유교
문화권으로 묶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모두 가족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나, 서구 역시 가족주의 문화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유독 동
아시아 신흥공업국에서 가족주의적인 제도와 문화가 경제영역의 기업조직에 배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가? 이는 가족주의의 기원이나 다양성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왜 경제라는 특정한 영역에서 발현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가족주의의 영향은 경제 영역이 아닌 제도의 차원, 특히 복
지제도의 발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제는 동아시아의 가족주의가 국가별로 어떠한
다양성을 보이며, 이러한 다양성이 어떠한 맥락에서 국가의 복지제도 영역에서 발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특히 앞서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
을 비교한 결과,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에 반영된 가족규범은 각각 전통적 확대가족과
근대적 핵가족을 지향한다는 뚜렷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듯 서로
다른 가족지향을 가진 복지제도가 두 사회에 형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동아시아
의 서로 다른 가족제도가 다른 방식의 경제 조직화를 가져왔듯이, 서로 다른 가족제
도가 양국의 복지제도에 반영된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는 먼저, 한국의 가족은 정말로 확대가족의 형태를, 대만의 가족은 핵가족 형태를 보
여주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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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대만과 한국의 가족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앞서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에 반영된 가족상과 비교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의 물질적, 객관
적 가족과 규범적 가족을 각기 파악해 보고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각국의 피부양자
제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특정한 규범
이 대만과 한국에서 복지제도의 형성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배적인 가족규범으로 받
아들여지게 된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같은 문화적 원형에서 시작한 두 사
회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가족규범이 출현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4-1. 가족의 정의와 유교적 가족전통

양국의 가족을 비교하기에 앞서 먼저 가족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117) 가족
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
의로는 머독(Murdock, 1949)의 핵가족적 정의와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의 확대
가족적 정의이다(최우영, 2006a).118) 이들 모두 공히 가족의 외형적 구조를 중심으로
117) 가족 외에도 가정, 가구, 세대, 집, 친족 등의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
정”은 가족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데, 가족이 안주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가정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안식·애정이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의미한다. “가구”란 통계조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취침·취사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한다. 즉 결혼이나 혈연관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활하는 공간과 가계라는 경제적 협력만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집단이
다. “세대”는 가구와 비슷한 의미로 주거와 생계를 동일하게 하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한다.
“집”은 가족보다 더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집은 가족구성원, 거주지, 건
물, 가족의 사회적 배경, 가문, 친족, 문화적인 가풍 등 복잡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유교전통의 가(家)의 개념과 가장 흡사하다. “친족”은 혈연관계와 인척관계에 의해 결합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혈족을 주축으로 하여 인척 중에서 긴밀한 접촉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집단을 가리킨다. 한국의 경우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① 부계 모계 구
분하지 않고 8촌 이내의 혈족, ② 부부 4촌 이내의 인척(처남, 처제, 동서 등), ③ 배우자로
정한다(민법 제 777조).
118) 머독은 가족을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고, 주거와 경제적인 협력을 같이 하며 자녀
의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 ”이라고 정의한다(핫토리, 2007). 이와 같이 머독의 정의는
공동의 거주와 경제적인 협동, 인정받은 성관계, 자녀의 출산 등을 강조하는 객관적 가족의
정의와 일치한다. 이 관점은 부부와 자녀를 가족의 핵으로 파악하고 있어 핵가족적 정의라고
하는데, 이는 가족을 너무 좁은 의미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을 보편적으로 정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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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국내 학자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김
두헌(1969)은 가족을 “일반적으로 영속적인 결합에 의한 부부와 거기서 생긴 자녀로
써 구성된 생활공동체”라고 하였으며, 최재석(1982)은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집
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 정의는 주로 가족의 구성원리와 형태를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가족의 생활과 규범의 차원을 강조하는 연구로서, 이광
규(1975)는 “가족구성원은 동거·동재의 생활공동체이며, 가옥·가격(家格)·가풍(家風)을
포함하는 폭 넓은 개념으로서의 문화집단”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영주는 “가족은 부
부와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이들의 이익관계를 떠난 애
정적인 혈연 집단이며,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고 취사하는 동거동재(同居同財) 집단이
고,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이라고 정의한다(유영주 외, 1996).
이러한 다양한 가족 개념들은 가족을 그 구조나 형태만으로 규정하는 기능주의적
정의가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이재경, 1999). 혈연과 성별분업에 기반한 사
회경제적 제도로 정의되는 가족의 개념으로는 다양한 가족생활과 현실의 복잡한 성격
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족생활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경험이지만,
개별 가족 또는 개별 가족 구성원이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다양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가족의 구조나 가구구성 등 형태상의 특성뿐만 아니라 의식, 행위를 포함
한 내용적인 측면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장경섭, 1991). 가족은 단순히 독립적인 거주
단위나 재산 소유 단위(a property-holding unit)를 넘어서, 가족 외부의 세계와 소통
하는 통로로서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교육, 이민, 직업, 투자, 결혼과 사회 복지 등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Greenhalgh, 1984: 533-4). 이
렇게 볼 때 가족은 특유의 인식 및 행위논리에 입각한 집합적 행위자(actor)이며, 독
특한 양식에 의해 생산, 분배, 소비를 처리하는 제도(institutions)이며, 동시에 다양한
사회집단과 개인, 국가가 관여하는 지배, 통제, 저항, 타협의 제 사회적 과정에 대처하
는 적응 기제(mechanism)인 셈이다(장경섭, 1993: 215; 최우영, 2006a에서 재인용).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가족 개념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물질적,
데는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갖는다.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의 정의에 따르면, “가족은
결혼으로 시작되며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구성되지만 이들 외에 가까운 친척
이 포함될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은 법적 유대 및 경제적·종교적인 것 등의 권리와 의무, 성적
권리와 금기, 애정, 존경 등의 다양한 심리적 정감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가족원의 유
대, 관계, 결합의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러한 가족의 정의는 확대가족 제
도를 취하고 있는 사회의 가족을 정의하는데 보다 적합하다(최우영, 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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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가족 개념이며, 다른 하나는 개념적, 규범적 가족 개념이다. “물질적 가
족”(material families)은 가족의 물리적 속성들, 예를 들면 구조와 기능 등 객관적 존
재 조건들을 기준으로 구성된 가족 개념이다. 이는 “가구”(household)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규범적 가족”(normative families)은 가족과 관련된 규
범과 가치에 대한 개념이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또는 가족의 이념형으로 구체화되는 가족 개념이다. 즉 규범적 가
족은 거주 장소나 형태와 상관없이 하나의 집단 성원으로 인식되어 상호작용하는 단
위라고 볼 수 있다(박부진, 1996). 이러한 가족 개념의 구분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다
양한 면을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이렇게 가족을
체계적으로 정의할 경우, 기존 연구들이 가족이라는 공간 또는 주체를 수동적으로 보
았던 한계를 넘어, 오히려 역사적 궤적을 주조하고, 변동시킬 수 있는 주체인 동시에
메커니즘으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듯 가족의 개념을 물질적 가족과 규범적 가족으로 나누어 볼 때 한
국과 대만의 가족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이에 앞서 먼저 한국과 대만의 가족 원형
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는 유교전통의 가족문
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이 이후 대만과 한국의 독특한 가족 문화를 구성하
는데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 동원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함이다. 먼저 중국의 가족을
고찰하기에 앞서 그것의 특성을 더욱 명징하게 드러내기 위해 서양의 가족과의 비교
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자. 이를 가족의 이념과 원리라는 내용적 측면과 가족의 구
성과 구조라는 형태적 측면을 나누어 비교해 보도록 하자.
역사적으로 서양의 가족은 시기별, 지역별로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Ringmar, 2005). 그러나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볼 때 가족의 원리는 개방적 계통가족
(open lineage family)에서 제한적 가부장제 가족(restricted patriarchal family)을 거쳐
폐쇄적 가정적 핵가족(closed domesticated nuclear family)으로 변해왔다(안병철,
2000). ‘개방적 계통적 가족’이란 핵가족의 한 종류로서 가족이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나 상호 의존에 기반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뚜렷이 분리되지도 않으며, 따라서 가
족 내적인 사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가족유형을 말한다. ‘제한적 가부장제 가족’은 16
세기 초부터 18세기 초까지 지속된 가족형태로, 이 시기에 오면 가족은 다른 친족관
계 및 지역사회의 결속력과 구분되는 더욱 독립된 실체로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가
족 내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확고해지고, 부부간의 사랑과 부모자녀간 애정이 점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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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해지게 된다. ‘폐쇄적 가정적 핵가족’은 그 특성이 정서적 개인주의(affective
individualism)에 있는데, 이 가족형태는 가족원들이 서로 긴밀한 정서적 결속력으로
뭉쳐 있고, 가족내 사생활 또한 중요하다.119)
현대사회에 와서 폐쇄적 가정적 핵가족이 일반적인 가족 유형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산업화이다. 산업화는 지리적, 사회적 이동을 가져왔고, 친족에 대
한 개인의 의존을 감소시켰으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력을 약화시켰다. 또한 근대
의 이념 자체가 가족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근대의 양 축인 근대적 국민국
가와 사적 개인은 가족의 해체를 전재로 하는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서양의 근대화
과정은 가족제도의 철저한 해체과정이었다. 근대의 사상가들과 사회과학자들은 가족
을 사적 개인의 가장 큰 적으로 간주하였고, 가족은 계약에 의한 한시적 제도로 여겨
졌다(함재봉, 2000; 송재룡, 2002). 그 결과 서양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와 자
유주의에 기반한 핵가족이라는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Hahm, 2000, 2003).120)
반면 중국 전통사회는 서구에 비해 지속적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중
국 전통사회의 근본적 기초는 이상과 현실 모두에서 공히 가족이었다(함재봉, 2000).
유교 특히 주자 성리학은 家를 모든 제도와 가치의 중심에 두는 이념체계이다. 그리
고 중국 가족의 핵심 이념은 유교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가부장제 가족이라 할 수 있
다. 즉, 가족은 더 큰 의미의 가계를 잇기 위해 존재한다(Lew et al., 2011). 서양과 중
국의 가족 개념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 서양에서 가족은 개인을 위해 존재하지만, 중
국에서 개인은 가족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다면 중국 가족의 구조는 어떠한 일반적 특성을 갖는가? 공히 중국의 이상적
가족상으로 여겨져 온 것은 5대가 한 지붕 아래 함께 주거하는 확대가족 형태이다
(Ringmar, 2005). 즉 부모와 결혼한 아들들의 가족들 등 여러 세대가 한 집에 함께 사
는 대규모 결합직계(joint-stem) 가족 전통 중국의 이상적 가족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Freedman et al., 1978, 1982; Chang, Ming-cheng, 1987: 467). 이는 안정적인 가계보
119) 특히 서구의 경우 중세 봉건시기와 근대 이후의 가족의 유형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중
세 가족은 남계 중심의 혈연승계와 장자상속의 원칙에 기반한 가부장적 주거-경제-혈연 공
동체인 반면, 근대 가족은 반가부장적이며, 남녀 평등이 실현되었으며, 경제공동체라기보다는
정의(情誼) 공동체이다(전성우, 2000).
120) 일부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설화를 반박하며 서구사회의 지배적인 가족 유형은
핵가족이었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핵가족이 산업화의 결과물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Laslett,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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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prosperity of family line)을 위한 것으로, 경제적 능력이 허락만 한다면, 중국에서
는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평균적으로 규모가 큰 가족이 선호되었다(Chu and Yu,
2010).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상이며 현실과는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원리적인 측면
에서 중국의 가족 메커니즘 자체에는 가족을 대가족화 해나가려는 경향과 핵가족 또
는 직계가족 중심으로 축소시켜 나가려는 경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주장들 역시 중
국가족이 반드시 대가족 지향적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전통
가족이 사실상 핵가족이 지배적이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중국의 가족이 항상 대가
족이었다는 것은 일종의 신화임을 주장한다(Hsu, 1943). 인구학적 통계 자료에 근거해
볼 때 중국의 가족은 다섯 명 정도의 소가구가 평균 규모였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
서인데, 먼저 5대가 한 지붕 아래 사는 30명 정도의 식솔들로 구성된 가족상은 생물
학적인 이유로 실현이 불가능했다. 전통사회에서 의료 기술의 미발달로 인해 기대수
명은 턱없이 낮았으며 따라서 3대가 함께 사는 것도 용이하지 않았다(장경섭, 2008;
226).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 유교 윤리 자체가 대가족화를 엄격히 제한했는데, 장자
중심의 3대가 함께 사는 직계가족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상숭배 의례 역시 장자 혈통으로만 제한되어 있다(Hsu, 1943: 556). 유사한 이유로
유교 가족 내에서는 상속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장자 외의
가족들을 의도적으로 분가시키는 경향이 있다(Chiao, 1934).
또한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는 기술적 효율성 역시 가족의 구조와 규모를 결정짓
는 중요한 요소였다(Buck, 1930; Fei, 1939). 노동집약적인 전통적 농업방식은 가족을
대규모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전통사회에서 중국 농민의 일반적
인 상황은 경작 농지의 부족이었다. 즉 농지에 비해 가족이 너무 많았다. 이러한 상황
에서는 농지규모에 적합한 노동력 수준을 유지하여 효율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도 분가를 통해 잉여인구를 분출시켜야만 했다. 따라서 농지가 많은 가족들은 대가
족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경작 토지가 부족한 가족들은 분가를 통해 잉여 인구를
다른 부문의 생산활동으로 전용해야만 했다.
다른 연구는 경작 효율성이나 농업 기술 등은 가족 구조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
가 아님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Hsu, 1943). 이들은 경제적 기반은 가족의 규모를
결정변수가 아니라 조건일 뿐이며, 오히려 자랑스러운 선대와 존경받는 가계에 대한
열망이 가족의 대규모화의 결정적 동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선대의 선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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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들을 진짜이든 허구이든 전시함으로써 선대를 미화(glorification)하는 것은 분명
2, 3세대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대가족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넓은 친족집단의 연
대를 강화하는 경향과 관련된다(Lew et al., 2011).
위 연구들은 유교의 원리상 대가족과 소가족 경향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가정해 볼 때, 왜 어떤 가족은 작
은 규모를 유지하는 반면, 또 다른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대가족 규모로 성장하는가?
이는 유교 안에 내재하는 두 가지 상반된 동력이 어떤 제도적 맥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발현되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 살고 있는 화교(Chinese diaspora)의 가족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비교연구 소재를 제공한다. 프리드만(Freedman, 1970)의 연구는 싱가포르의
중국인의 가족 구조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가장의 경제적 능력이 가족 규모를 결
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규명하고, 결국 같은 중국 가족 가운데에서도 엘리트 집단이
대가족, 확대가족을 구성한다는 것을 주장한다(Chu and Yu, 2010: 41). 반면 대만을
대상으로 한 울프(Wolf, 1985)의 연구는 엘리트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만
충족된다면, 대가족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 가족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주장한
다. 이렇듯 어느 지역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하더라도 앞서 논의, 즉 대가족 경향과
소가족 경향에 대한 논쟁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무엇이 진짜 유교 전통
에 충실한 가족의 모습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두 경향 가운데 어느 경
향이 우세하게 되는가는 각각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화와 산업화 역시 중국 가족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변수인데, 이
러한 맥락 속에서 최근의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중국의 가족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핵심적 연구문제이다. 이들 연구들은 근대화와 함께 결국 중국 사회의 가족
역시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이들은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발전
은 가족의 가장 전통적인 특성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Goode, 1982), 급변하
는 환경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가족 가치에 주목한다(Chu and Yu, 2010). 반면 근대
화와 산업화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사회의 가족이 보여주는 강한 가족주
의와 가부장 중심적 대가족 경향은 약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다수 있
다(Hollinger and Haller, 1990; Ikels, 2004; Janelli and Yim, 1982, 2004; Lew et al.,
2011).
그렇다면 한국과 대만의 가족은 어떠한가? 유교의 영향 아래 한국과 대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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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개인은 물론, 다른 여타 공동체를 압도하는 근본 집단으로 강조되는 가족주의
문화가 발달하였다. 즉, 가족이 상징하는 집합적 또는 공공 이익이 개인의 자율성이나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사회의 가장 근본적 집
단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이 공사(公私)를 초월한 모든 사안에서 궁극적 우선성을 담보
하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가족주의의 영향 하에서도 가족의 구체적인 구조와 특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족을 우선시한다는 것과 “어떤” 형태의 가족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대화 이후 양국의 가족제도
는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가? 더 자세히, 유교의 가족 전통 내부에 공존하고 있는
모순적인 두 경향, 즉 대가족 경향과 소가족 경향 가운데 어떠한 경향이 더 우세하게
작용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양국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과 맥락은 무엇이었는
가?121) 따라서 다음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가족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고 그 이유와 맥락은 무엇이며, 그것이 중국의 가족 원형과 어떠한 차이 또는 유사
성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4-2. 한국의 가족: 가족규범의 시대별 다양성

4-2-1. 한국 가족의 현실과 인식
한국 가족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의 가족에
담겨져 있는 복합적 층위는 때로는 정합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비정합적으로 얽히면
서, 가족의 범주와 내용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왔음을 지적한다(최우영,
2006a). 특히 1980년대 핵가족화 논쟁은 근대화 이후의 한국 가족의 변화에 대한 연구
들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이재경, 1999).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통계자료를 근거
로 1970년대 급격하게 핵가족화 현상이 나타났음을 지적한다(최재석, 1982; 권태환 외,
199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의 핵가족화의 인구학적인 분석, 구조기능적인 측
면만을 중시할 뿐, 가족의 주관적 의식과 규범 등 내용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121) 물론 한국인을 인종적으로(ethnically) 화교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선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가족주의가 사실상 그 원형을 중국 유교로 하여 변형 및 수정하여 내재화
된 원리 및 문화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한국의 가족 역시 중국 가족
의 상반된 두 원리를 검증해 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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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구들은 한국의 핵가족화는 서구와는 질적으로 다르며, 가족의식이나 가족
관계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계혈통 중심의 대가족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광자, 1998; 이재경, 1999). 즉 외형적으로만 핵가족일 뿐, 직계가족의 원리는 여전
히 지속되고 있음을 주장한다(안호룡, 1991). 다시 말해 일상적 실천면에서 가족개념
은 직계가족적 행위양상을 보이는데 반해 규범상의 가족개념은 부부중심적 핵가족을
지향하는 인구학적, 경제적, 심리적 측면의 불균형이 발견된다(장경섭, 1992; 이재경,
1999).
앞서 한국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에 반영된 가족 개념은 초기 가부장 중심의
직계가족에서 출발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계 평등적인 확대가족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가 반영하는 가족 개념의 변화는 실제 한국의 가족
구조의 변화, 또는 가족 인식의 변화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먼저 객관적인 가족의
관점에서 피부양자 제도에 반영된 가족 구조가 실제 한국인의 가족 구조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표 4-1>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1인가구의 비중이 30년
사이 4.2 %에서 20.0 %로 다섯 배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0년까지 과반
수를 점하고 있던 5인 이상 가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 10 % 남짓한 수치를 보
인다. 특히 1970년대까지만 해도 6인 이상의 가구는 가장 지배적인 형태였으나, 현재
2005년 현재 5인 이상의 가구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드문 가구 형태가 되었다. 이
는 출산율의 감소는 물론 부모와의 동거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가족 구조의
변화 양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평균 가구원수는 1975년 5.0명이던 것이 30년 사이
2005년 2.9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앞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객
관적인 가족형태는 지속적으로 핵가족화 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이는
앞서 피부양자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확대가족과는 거리가 있는 가족현실이다.
다음으로 <표 4-2>의 가구 형태를 기준으로 볼 때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은 어느 시기에도 일반적으로 다수를 점해 왔다. 흔히 삼대가 함께 사는 가족
의 비중은 비록 꾸준한 감소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함 감소 경향 이전
에 이미 1975년에 전체 가구 분포의 10 %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앞서 본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 경향은 결혼한 부부가 (시)부모와의 동거하는 비
중이 감소해서라기보다는 출산율의 감소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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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한국의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와 평균 가구원 수
연도

평균
가구원수
(천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명)
가구원수별

일반가구

가구분포 (%)

1975

6,648

4.2

8.3

12.3

16.1

18.3

40.7

5.0

1980

7,969

4.8

10.5

14.5

20.3

20.0

29.8

4.5

1985

9,571

6.9

12.3

16.5

25.3

19.5

19.5

4.1

1990

11,355

9.0

13.8

19.1

29.5

18.8

9.8

3.7

1995

12,958

12.7

16.9

20.3

31.7

12.9

5.5

3.3

2000

14,312

15.5

19.1

20.9

31.1

10.1

3.3

3.1

2005

15,887

20.0

22.2

20.9

27.0

7.7

2.3

2.9

자료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4-2. 한국의 가족형태별 가구분포
핵가족
연도

일반가구*
(천가구)

부부

부부와

직계가족
한부모와

미혼자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기타

자녀

1975

6,367

5.0

55.6

10.1

0.5

10.9

17.9

1980

7,470

6.4

56.5

10.0

0.6

10.4

16.1

1985

8,751

7.8

57.8

9.7

0.8

9.9

14.0

1990

10,167

9.3

58.0

8.7

0.9

9.3

13.8

1995

11,133

12.6

58.6

8.6

1.1

8.0

11.2

2000

11,928

14.8

57.8

9.4

1.2

6.8

10.1

2005

12,491

18.1

53.7

11.0

1.2

5.7

10.4

자료: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일반가구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의 수.

중요한 것은 1970년대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한국의 객관적인 가족 현실은 유교 전
통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확대가족은커녕 최소 삼대가 함께 거주하는 직계가족에도 미
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미 경험한 서구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핵가족 형태가 1970년대 이미 70 %를 차지했으며, 2005년
에는 82.8 %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객관적인 가족 현실은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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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의하는 직계 및 방계혈족을 아우르는 확대가족과는 전혀 딴판임을 알 수 있
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규범적인 가족의 범위 또는 누가 가족인가에 대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경계를 통해 구성해 볼 수 있는 규범적 가족은 피부양자 제도상
의 가족 개념과 과연 일치할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논문은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았다.122) ‘가족실태조사’는 한국인의 가족의 범위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
고 있는데,123) 아래의 <표 4-3>은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한 결과를 2005년 조사와 2010년 조사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2005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볼 때 눈에 띠는 것은 가족의 범위가 상당히 협소해졌
다는 점이다. 1차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50 % 이상이 가족이라고 답한 항목은 총 아
홉 개로 이를 높은 선택 비율에 따라 정리해보면, 자녀 → 배우자 → 친부모님 → 형
제자매 → 조부모 → 친손자녀 → 며느리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사위의 순으로 나
타났다. 반면 2차 조사에서 응답자의 50 % 이상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선택한
항목은 자녀 → 배우자 → 친부모님 → 형제자매 → 배우자의 부모님으로 다섯 개 항
목만이 고작이다. 주관적 가족의 범위는 2005년 응답자의 경우 직계로 삼대(조부모,
손자녀)는 물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는 확대가족 형태에서, 2010년
응답자의 경우 삼대 이내 그리고 1촌 이내의 제한적 확대가족 형태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조부모(1차: 63.8 % → 2차: 23.4)와 친손자녀(1차: 58.9 % → 2차:
26.6)의 제외는 삼대를 중심으로 한 직계가족 관계의 변화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122) 이와 유사한 자료로 1996년 공보처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가 있으나,
이 조사설문에 제시된 가족의 범주는 주로 응답자를 중심으로 1, 2촌 관계의 혈족만으로 구
성되어 한계를 갖는다.
123) 위 설문조사는 아래의 가족의 범주를 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
할 때 포함되는 사람들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복수응답 허용): 1. 배우자(남편, 아
내), 2. 자녀, 3. 부모, 4. 배우자의 부모, 5. 형제자매, 6.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형, 처
제, 시숙,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7.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제부, 매형, 매제,
형부, 새언니, 올케), 8.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동서, 처남댁 등), 9. 친조부모, 10. 외
조부모, 11. 아버지의 형제 및 그 배우자(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12.
고모, 13. 이모, 14. 외삼촌, 15. 조카(친조카, 배우자의 조카), 16. 사위, 17. 며느리, 18. 친
손자녀, 19. 외손자녀, 20.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일하는 아줌마, 운전기사 아저씨 등). 1
차년도의 경우는 위의 11 항목을 ‘큰아버지, 큰어머니’ 및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로 세분
하여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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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한국인의 주관적 가족의 범위

(단위: %)
2005년 1차조사

2010년 2차조사

(N=5,973)

(N=4,754)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

98.4

81.1

자녀

98.7

84.5

친부모님

92.8

77.6

배우자의 부모님

79.2

50.5

형제자매

81.2

63.4

배우자의 형제자매

54.0

29.6

형제자매의 배우자

46.4

25.2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7.5

20.5

할머니, 할아버지

63.8

23.4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47.6

20.6

큰아버지, 큰어머니

36.7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35.5

고모

34.2

16.9

이모

30.5

15.6

외삼촌

29.2

14.6

친조카, 배우자의 조카

31.6

16.3

사위

50.1

24.2

며느리

58.3

26.4

친손자녀

58.9

26.6

외손자녀

47.7

24.6

5.5

1.1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

15.6*

출처: 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0, 여성가족부).
*1차 조사에서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및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를 분리하여 질
문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아버지의 형제 및 그 배우자’로 합하여 질문하였음.

그러나 2005년 자료를 중심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전통적인 형태의 확대가족을 중심
으로 한 가족 가치관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가족구조 통계에서 봤듯이,
이미 삼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 형태는 1980년대 이미 10 % 아래로 감소하기 시작
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은 이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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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주관적으로 정의하는데 있어 혈연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동시에, 객관적 가족
현실과 개념적 가족 현실의 불일치가 얼마나 심대한지를 말해준다.
물론 위의 자료들은 2000년 이후의 자료들로 실제 피부양자 제도가 시작된 시기,
즉 근대화와 산업화 이전의 가족규범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치와 문
화는 사회 환경보다 느리게 변화한다(Geertz, 1973). 따라서 산업화와 근대화가 비록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맞지만, 가치와 문화의 차
원에서 2000년대 자료를 통해 파악한 한국인의 가족규범이 실제 산업화 이전의 가족
규범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대의 자료들이
보여주는 가족규범은 이러한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가족규범이 더
욱 협소하게 변화한 결과이며, 따라서 그 이전의 가족규범은 이보다 더욱 광범위 했
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실제 과거와 현재의 한국인의
가족규범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지 또는 과거의 가족규범이 현재보다 더욱 광범
위한 범위의 가족관계를 포함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의 한계로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인의 가족인식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통계
지표를 구하기는 어려우나, 다행히 한국 가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산업화와 근대화
이전 한국인의 가족인식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준다. 이
가운데 최재석(1982)의 한국 가족에 대한 연구는 기존 연구 가운데 가장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가족 실태에 접근한 연구로 평가된다. 1955년 전국의 3,801명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가족 실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의 연구
는 가족의 구성원리나 구조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 외에도 한국인의 규범적 가족의
범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어, 앞서의 가정들, 즉 근대화와 산업화 이전 한국인
의 주관적인 가족의 범위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최재석은 가족을 “감정융화에 기인하는 근친자의 집단”으로 보고, 따라서 개인은
자신과 가장 근친관계 있는 자로 가족을 구성한다고 보았다(최재석, 1982: 53-57). 이
러한 정의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가족이 아니라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함께 하는 사실
상의 가족이 어떠한 범위의 근친자로 구성되는지를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추출해 낸
다. 더욱 구체적으로, 가구주를 대상으로 본인과 근친관계에 있다고 응답한 자만을 빼
내어, 이들을 가족내에서 가구주와 어떠한 족적 신분관계(친족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인의 가족의 범위를 규명하였다. 이를 도식으로 구성해보면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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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한국 가족성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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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구주 B. 배우자 C. 배우자의 혈족 D. 자녀 E. 자녀의 배우자 F. 손자녀
G. 손자녀의 배우자 H. 증손자녀 I. 부 J. 모 K. 형제 L. 자매 M. 형제의 배우자
N. 조카(姪) O. 조부모 P.백부/숙부 Q. 백모/숙모 R. 고모 S. 사촌(從兄弟姉妹)
T. 조카의 배우자 U. 종손(從孫) V.종조부모(從祖父母)
출처: 최재석, 1982; 57.

위 자료는 과거 한국인의 가족 인식은 현재보다 더욱 광범위한 친족관계를 포함하
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195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당시 평균 가구원수는
5.67명으로 이는 이러한 광범위한 가족관계를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 할
수 있다. 산업화 전후의 가족인식의 변화를 비교해 보기 위해 <그림 4-1>과 <표
4-3>을 비교해 보면, 과거 가족의 범위에는 손자녀의 배우자(G), 조카의 배우자(T),
종손(U), 종조부모(V) 등 광범위한 부계 혈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모계 혈족은 가
족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혈족(C)에 대해서는 정확한 친족관계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124) 그리고 현재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외손자녀나 외조부모
124) 본 통계조사가 주로 남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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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 가족 인식의 부계 중심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를 종합해보면, 산업화와 근대화 이전 가족의 범위는 부계를 중심으로 현재보다 더
욱 광범위 했으나 모계 친족은 제한적이었으며, 현재의 가족 범위는 전반적으로 부계
쪽으로는 다소 축소되었지만 모계와 여성 배우자를 중심으로 양계 형평적으로 오히려
확대된 측면을 보인다. 이러한 자료는 앞서 2000년대 자료를 확인했던 사실들, 즉 실
제 가족생활과 가족규범은 큰 불일치를 보이며, 규범적 가족이 객관적, 물질적 가족보
다 더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사실들이 근대화 이전 한국의 가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 개념은 피부양자 제도에 반영된 가족의 범위와 어떠한 관련
이 있는가? 한국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에 나타난 가족의 범위는 초기 부계중심의
직계가족이라는 협소한 개념에서 양계 형평적 확대가족으로 변화하여 왔다. 이는 같
은 시기 한국인의 가족인식이 더욱 협소한 범위로 변화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
다. 또한 결과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대가족 중
심의 확대가족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인의 객관적 가족보다도, 개념적 가족보
다 훨씬 포괄적이다. 이는 한국의 피부양자 제도에 내재된 가족규범은 가족을 실천하
고, 인지하는 개별 행위자들의 수준에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별
행위자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국가의 차원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근대화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강한 가족주의라는 문화적 지향
과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식적 가족규범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4-2-2. 한국 국가의 공식적 가족규범의 다양성
앞서 설명했듯이, 조선은 철저하게 家 중심의 체제를 구축하였다(류석춘, 1997a,
1997b). 유교 특히 주자 성리학은 家를 모든 제도와 가치의 중심에 두는 이념체계였는
데, 조선에서 유교가 뿌리내리는 과정은 정치에서 경제, 사회에 이르는 모든 조직을
家라는 체제와 이념을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는 과정이었다(함재봉, 2000). 구체적으로,
가묘를 설치하고, 그곳에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이들을 모시는 조상의 후예들이 한
마을에 모여서 집성촌을 이루면서 사는 체제, 즉 집성촌 연방체제가 조선에 정착하게
다. 배우자의 혈족으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례는 주로 배우자의 부모나 남자 형제들이
다(최재석, 198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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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 결과 조선의 부계혈통주의 가족제도는 중국보다 훨씬 강력한, 근본주의적 방
식으로 정착했다(헨더슨, 2000; 김동춘, 2002 재인용). 이는 유교 가운데 조선 초기 주
자학이 들어오면서 성리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국보다 근본주의적 형태를 따랐
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것은 송(宋)의 신유학자들조차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정
도로 조선사회의 사회-정치적 분위기를 家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함재봉, 2000).
그러나 조선 초기의 기록을 보면 가족은 물론 유교 역시 매우 생소한 제도였다(함
재봉, 2000). 家 중심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나라가 아무리 가묘를 모시고, 사당을 짓
고, 제사를 지내라고 협박과 회유를 해도 쉽게 일반화되지 못했다. 이러한 家 중심 체
계의 성립은 모두 조선 중기 이후에나 나타난 현상이다.125) 이때가 되자 국가의 정책
적 강제가 아니어도 너도나도 가족을 찾고, 벌(閥)을 형성하여 세를 확장해 나갔다.
이렇게 볼 때 가족주의의 강화는 유교 윤리에 내재된 고유한 특성이기보다는, 즉 유
교 가치와 원리 그 자체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조선 후기의 유교적 지배질서의 위기와
그것에 대한 대응방식의 산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김상준, 2003; 최우영, 2006b).
이후 일제 식민지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한국전쟁과 군사독재, 자본주의적 경쟁
체제하에서의 생존과 지위 획득의 실용적 필요성 등의 정치사회적, 제도적 조건이 구
조화되면서, 공적 가치보다 가족을 중시하게 만드는 가족주의는 더욱 강화되었다(김용
학, 1996; 김동춘, 2002). 또한 장경섭(1992)은 전통사회에서 양반 등 상층 집단을 중심
으로 형성된 가족규범이 현대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모든 사회 성원 일반의 규범
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대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현대 학교교육이 이러
한 변화를 촉진시켜 온 것으로 본다. 즉 그는 이러한 특정한 가족 이데올로기(확대가
족 규범)는 근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특정 이념이나
문화, 종교가 현실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적 맥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적 맥락의 차원에서는 한국의 독특한 가족규범을 호주제 관련법의 영
향으로 설명하는 주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이재경, 1999). 일제 식민국가는 근대
적인 호적 제도를 정비하여 전국민을 국가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조
직화했고, 식민지 한국에서부터 개인의 정체성은 가족정체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125) 흥미로운 것은 조선 초기의 유교의 家 중심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했던 이유는 왕실, 왕
권, 국가 권력의 강화에 목적이 있었다. 조선 후기 문벌들이 家 중심의 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던 이유 역시 국가에 대적해 지방 토호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함이었다. 결국 서로 경합하
는 두 세력인 국가와 사회 모두 家 중심의 유교 이념과 제도를 이용하였다(최우영, 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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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웅, 2001; 김명희, 2009: 253에서 재인용).126) 이러한 호주제는 이후 한국 민법의
기초가 되었는데, 특히 그 가운데 가족법은 부계 중심적인 친족관계의 범위를 구성하
고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필요한 가족상을 규정했다. 이 호주제는 2005년 법조문
이 개정되기 전까지 가부장의 시민권을 가족구성원이 공유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가족법을 근거로 한 가족제도가 변화 없이 유지된 것으로
상정하는데, 다시 말해 한국은 식민지 이후 항상 부계혈통의 가족규범이 지배적이었
던 것처럼 단순화시킨다. 이러한 연구 경향들은 게다가 동일한 부계혈통의 가족규범
이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내부적 다양성이나 미시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 실
제로 한국은 건국 이후 민법 개정이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김성숙, 2008), 또 공
식적인 가족법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 역시 시기별로 변화를 겪는다.
특히 국가의 공식적인 가족규범은 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
다.
특히 한국의 가족담론에서 핵가족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입에 오르내리며 일반
화된 것은 산업화가 막 시작된 1960년대 중·후반기에 들어서였다. 이 시기 경제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조업부문으로 유인하기 위해 그리고 산아제한을 골자로 하는 가족
계획사업의 필요로, 전통적인 대가족은 매우 부정적인 가족상으로 개념화된다. 이 담
론에 따르면, 대가족 제도는 “혐오와 갈등, 비극의 온상,” “농촌 근대화의 암(癌)” 등
으로 묘사되고 있다(조선일보 1965년 1월 8일: 농민신문 1966년 12월 12일; 김혜경,
2009 재인용). 반면 핵가족은 “개명, 진화한 가족” “중류 이상 가정의 거주방식”으로
미화된다(주부생활 1965년 8월호). 이들 담론에서 열녀, 대가족제도, (세대를 가르는)
사랑, 제례, 혈연 등 전통적 가족과 관련된 관습들은 “봉건잔재”로 묘사된다(“대가족
제도: 혐오, 갈등, 상극-비극의 온상,” 조선일보 1965년 1월 8일, 김혜경, 2009 재인용).
특히 농촌의 경우 3, 4대가 함께 사는 직계 대가족제도는 전통적인 시어머니 상에 대
한 비판과 종적인 가계의 과도한 강조 등 그 부정적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된다(“근대
126) 사실 식민시기 가족의 변화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김혜경·정진성, 2001). 한국의 전
통적인 가부장권 약화 및 민주적인 가족제도의 발전으로 보는 입장과(김두헌, 1969), 일본식
가족법의 도입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부장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입장(박병호, 1986; 이상
욱, 1989), 아니면 유교적 전통의 잔존으로 미진한 근대화라는 입장들(최재석, 1982:
237-46)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한다. 그러나 논문의 목적상 식민지 시기 가족의 변화에 대
한 자세한 고찰은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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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문턱에선 농촌,” 농민신문 1966년 12월 12일; 김혜경, 2009 재인용).
이러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미화된 핵가족상에 맞추어 1962년 가족법 개정(호적제
도 개편) 역시 이루어진다. 정부가 밝힌 신민법의 제정취지는 “우리나라의 대가족제도
는 개인의 자유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바가 크므
로 이를 부부 중심의 소가족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법 789
조 법정분가, 강제분가 조항은 소가족 형태를 정당화함은 물론, 전형적으로 “호주중심
제에서 부부중심제로”의 가족규범의 전환을 보여준다. 물론 그 뒤에는 여성계의 노력
이 크게 작용했는데, 예를 들어 가족법 개정활동가 이태영이 1962년 국회에 제출한
제안이유서와 본 개정안은 내용상 동일했다. 정부의 입장에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가족계획(소가족화)이 선행조건이었는데, 이를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는 가
족법제(친족상속법상의 남녀차별)가 가로막고 있다는 여성계의 주장은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이다. 즉 1962년 12월 가족법 개정은 사회발전이라는 국가의 이해와 남녀
평등이라는 여성운동계의 이해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김혜경, 2009:
190).127)
그러나 이렇게 핵가족을 찬양하던 담론은 1970년대에 들어와 전혀 상반된 방향으
로 변화하는데, 가족 담론의 보수화가 나타나게 된다. 당시 급속한 산업화로 여러 가
지 사회문제가 발생했는데, 도시화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와 노령화는 물론, 여성의 경
제활동으로 인해 아동이나 노년층을 돌볼 인구가 없다는 점은 큰 이슈가 되었다. 특
히 노인문제의 경우, 부부 중심의 핵가족의 증가가 노인소외를 낳는 원인으로 지목되
면서, 핵가족은 마치 범죄, 인간관계의 파탄, 노인의 소외, 가족갈등의 발단으로 묘사
된다(“노인네를 슬프게 하지 말자: 그들도 예전엔 젊었고 젊은이도 언젠가는 늙는다,”
조선일보 1972년 10월 15일 사설; 김혜경, 2009 재인용; “밀려난 효의 회복,” 조선일보
1975년 5월 8일 사설; “늙는다는 것은 서러운 것,” 조선일보 1978년 9월 24일 사설;
“탈 경로사상을 몰고 온 핵가족 시대의 사회문제,” 조선일보 1972년 10월 12일 사설;
“노인과 핵가족,” 동아일보 1981년 11월 18일 사설).128) 여기서 핵가족은 서구 근대사
127) “부모봉양은 자녀가 평등하게,” 서울경제 1978년 10월 25일.
128) “핵가족이란 말은 젊은 남녀가 밀실 속에서 전혀 구애없이 삶을 즐겨보자는 것인데 꿀같
은 젊은이끼리의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그런 완전범죄형의 즐거운 사랑이란 금
시 식기 쉽고, 식고나면 파경을 면치 못한다 ... 핵가족 형성의 사회가 인간관계에 중대한 파
탄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슬프지 않을 수 있는 가족제도 운영의 지혜
는...”라고 하며 부부 중심의 핵가족의 증가가 노인소외를 낳는 원인으로 지목된다(“노인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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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인화와 원자화를 상징하는 제도로 비판적으로 묘사되며,129) 이로 인해 한국의
미덕인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조선일보 1978년 4월
11일).
이러한 핵가족화에 대한 비판은 가정주부로서 여성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 한
다. 특히 여기서는 몇몇 극단적인 사례들이 동원되면서 변화하는 가정주부들의 역할
과 인식에 대해 반동적인 의견이 표출된다. 예를 들면, 핵가족화로 과도한 여가를 갖
게 된 주부들이 집밖으로 돌면서 탈선을 일으키고 있으며(“흔들리는 주부가치관,” 조
선일보, 1972년 4월 30일), 1970년대 “계바람, 춤바람, 치마바람”의 삼풍으로 통칭되는
문제적 주부나 주부도박단의 사례들이 핵가족 주부들 일반의 문제로 제시된다(“여가
의 병리와 윤리: 무엇을 해야하나,” 조선일보 1976년 7월 4일: “주부도박풍조의 유행,”
조선일보 1973년 10월 23일 사설). 여기서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은 주부의 가정 부재
또는 주부의 가정사 소홀로 인한 가족 붕괴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물론 이에는 사회참여와 여권을 주장하던 여성운동에 대한 지배담론의 백래쉬적
성격이 강하게 담겨있다(김혜경, 2009). 1970년대 초반 활성화된 여성운동에 대한 가
부장적 지식인 사회의 저항이 배경에서 작용한 것이다. 동시에 이는 박정희 체제의
정치적 보수화와도 관련되는데, 전통적인 유교의 충, 효의 담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정권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도모하고자 했던 정부의 전략과도 궤를 같이 한다.
1972년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걸고 선포된 유신체제의 전통에 대한 강조는 핵가족화의
서구적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비판하게 된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서구의 핵가
족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농촌마을의 상부상조 전통과 농촌
적 확대가족의 미덕, 그리고 농촌 중간계급들의 자기 규율(self-discipline)의 규범들은
슬프게 하지 말자: 그들도 예전엔 젊었고 젊은이도 언젠가는 늙는다,” 조선일보 1972년 10월
15일 사설; 김혜경, 2009 재인용). “핵가족화의 물결로 노인들은 옛날의 어른의 지위를 빼앗
겼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갈수록 밀려나고
있다 ..... 일반적으로 핵가족과 노인과의 사이에는 여러가지 마찰이 생기기 쉽다. ... 서울의
딸을 찾아왔던 노인이 외로움을 못견뎌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는 이야기나 ... 시부모와의
동거가 문제되어 부부끼리 다투다가 자살해버린 주부의 이야기는 다같이 그런것을 생각하게
한다”(“노인과 핵가족,” 동아일보 1981년 11월 18일 사설)
129) “극도로 서구화해 가고 물질만능주의로 인정이 말라가는 탓에 노인들은 고독 속에 허덕이
게 되었고,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새벽종: 농촌의 노인문
제, 복지농촌 건설은 모인들의 복지로부터,” 농민신문 1980년 7월 7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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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근본으로 미화된다(Davis, 2004). 결국 이 시기 이미 가족의 객관적 조건은 농
촌과 도시 모두에서 핵가족화를 지향하고 있었음에도, 사회 전반에서는 전통적인 가
족을 이상으로 하는 가족 담론의 보수화가 나타난 것이다.130)
1980년대에 들어서도 전통적인 가족규범에 대한 강조는 지속된다. 국가는 지속적
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을 강조하면서, 사회지도층의 효자, 효부가 있으면 선발,
포상하겠다는 방침까지 마련하였다(보건신문, 1984년 2월 20일). 그러나 인구적 압력
은 온전한 형태의 전통적인 확대가족으로의 회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미 이전
부터 시행되어오던 인구억제 정책에 더해 1983년 한국의 인구가 4,000만을 돌파하면
서 과도한 인구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라는 인식은 강화된다. 인구의 과도한 증가에
대한 위기의식은 당시 김정례 보사부장관 특별 담화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이
담화문에서 정부는 “두자녀 이하 낳기 운동”을 제안하는 등 소자녀규범을 대중 일반
에 홍보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움직인다(보건신문 1983년 8월 1일). 이와 함께 소득세
법상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불이익을 주고,131) 세 번째 자녀에 대한 공무원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와 의료보험 급여혜택을 제한하는 반면 불임시술가정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우선입주권을 주는 등의 조치들이 취해진다.132)
결국 전통적 가족제도에 대한 필요와 인구억제에 대한 필요가 절충하여 탄생한 국
130) 동일한 현상은 Ringmar(2005)에 의해 유럽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관찰된 바 있다.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격찬을 받은 자본주의의 대립항은 농촌의 미덕이었다. 19세
기 산업화가 유럽을 강타하면서 농촌 문화는 진정성의 시금석이 되었고, 국민국가의 농촌적
뿌리는 국가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다(Davis, 2004). 그러나 이러한 언급들은 당시의 발전 상
황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다.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농촌 지역의 전통은 급속하게 파
괴되어 갔으며, 국가는 이러한 파괴의 핵심 선동자인 동시에 주요 수혜자였기 때문이다. 도
덕적으로 지고지순한 농민의 이미지는 만들어지자마자 버림받았고, 농촌문화는 미화되는 그
순간 사라졌다. 특히 이탈리아와 독일의 파시즘 체제는 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데, 이 국가들에서 국가의 유기체적 성격과 ‘피와 땅‘(Blut und Boden)이라는 신비로운 연대
를 강조하는 공식적인 수사들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파시즘 체제 내로 동원, 흡수하였다.
반자본주의적 수사와 반유대주의 수사가 뒤섞이면서 농촌 전통 문화들은 신성시 되었다.
131) 개정 이전 종합소득세제법에서 기본 모델이 되고 있는 가족은 남성 부양자 모델로, 구체
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부인, 세 자녀를 표준으로 삼고 있다(서울신문, 1974년 8월 13일).
132) 이 제도는 1996년도 인구정책의 출산억제정책 기조가 공식적으로 폐지됨과 함께 35년
만에 폐지된다. 같은 해 세 번째 자녀에 대한 공무원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제한과 불임시술
가정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입주권 등이 함께 폐지된다(한국일보, 1996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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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공식적인 가족규범은 핵가족과 전통적 확대가족 사이의 부계 중심의 직계 가족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전통가족의 확대가족 제도가 포기되지만, 부부와 부계 부모 그
리고 둘 이하의 자녀가 동거하는 삼대 직계가족 규범이 정착된 것이다. 결국 국가 부
문의 전통적인 가족규범은 사회 전반의 핵가족화와는 상관없이 전통사회에 기반한 부
계 중심의 직계가족이 유효한 가족규범으로서 유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족담론의 변화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4-4>와 같다.
표 4-4. 한국 국가의 가족담론의 변화
국가의 가족규범의 변화
핵가족 긍정담론
1970
봉건잔재 비판과
가족근대화론
⇒
사회발전론과 소가족의
법제화(1962)
경제발전과 가족계획사업

핵가족 비판담론

소자녀 규범

직계가족상 확립
가족 담론의 보수화

1980

노인 소외

⇒

가정주부 부재 비판

인구억제와
가족계획사업

가족 해체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의 공식적인 가족규범의 변화와 피부양자 제도에서 규정하는
가족 범위의 변천은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가? 앞서 살펴본 피부양자 제도에서 규정하
는 가족은 사실상 소자녀 삼대 직계가족이라는 국가의 공식적 가족규범보다 훨씬 광
범위한 가족상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당시 직장 가입자의 경우 자녀수의 제한 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1980년대 말부터 방계 혈족으로까지 범
위를 확대해 나갔기 때문이다. 또한 피부양자 제도는 의료보험 내의 다른 제도와도
서로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의료보험의 급여혜택 가운데 분만 급여
의 경우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두 자녀까지만 급여혜택을 주었다.
이렇게 볼 때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국가 차원의 공식적 가족규범은 물론
의료보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족지향과도 내부적 충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셈
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부양자 제도에서 국가 공식규범, 즉 소자녀의 직계 삼대가족
규범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의 의료보험은
한국인들의 객관적 가족과 개념적 가족은 물론 국가의 공식적 가족규범보다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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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범위의 확대가족을 지향하는 피부양자 제도를 가지게 된 것일까? 이는 단순히
국가의 정책적 의지나 개별 행위자들의 규범의 반영과는 다른 차원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4-3. 대만의 가족: 가족규범의 민족별 다양성

4-3-1. 대만 가족의 현실과 인식
대만 가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중국 가족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
다(Chu and Yu, 2010: 7). 대만은, 만일 공산당이 집권하지 않았더라면 가족을 포함한
중국의 유교 전통의 조직들이 어떻게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해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짐작해볼 수 있는 좋은 실험실 역할을 하였다(Ringmar, 2005). 중국 공산당은 가족을
전통사회의 구습으로 간주하고 이를 와해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들, 예를 들어 한자녀
정책들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해 중국 가족 전통을 정작 중국에서 찾을 수 없게 되었
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대만의 가족은 중국의 가족을 대표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의 “Chinese family in Taiwan”이라는 제목들이 말해주듯,
“Taiwanese family”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Fricke, Chang, and
Yang, 1994; Hsih and Chuang, 1985).
이러다보니 대부분 대만 가족에 대한 연구들에서 핵심 문제는 중국 전통 가족의
특성, 예를 들어 가부장적 권위, 공동 재산소유나 조상의례 등이 서구화와 근대화 과
정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추적하려는 연구들이 대부분
이었다(Coombs and Sun, 1981; Chang, 1987). 이들 연구들은 대만 역시 유교 전통의
영향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강한 가족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Tu,
Freedman, and Wolf, 1993; Lee, Parish, Willis, 1994; Thorton and Lin, 1994). 그러
나 이는 단순히 맹목적인 전통의 유지나 연속성 때문은 아니었다. 토지 개혁은 물론
뒤이은 급속한 산업화, 실질적인 부의 증가, 그로 인한 생활의 개선이 대규모의 확대
가족의 존재 이유는 물론 구조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게다가 사회 복지제도의 부재는
가족으로 하여금 노년층이나 실업자들을 위한 자체의 지원을 제공토록 강요하였다.
이에 더해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는 학교나 언론을 통해 국가와 같은 외부의 도움 없이
도 자립할 수 있는 강하고 역량 있는, 조화로운 가족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를 북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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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Greenhalgh, 1984: 551).
그러나 대만의 가족은 유교 전통만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 없는데, 수백 년에 걸쳐
본토에서 이주한 중국인들이 가져온 유교의 가족전통이 대만 원주민의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 독특한 형식으로 수용 및 변형되면서 고유한 대만만의 가족 제도와 문
화를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가족과 차별화되는 대만 고유의
가족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만 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
로 인구학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먼저 가족의 구조를 보면, 대만의 가족 역시 한
국 가족과 마찬가지로 규모면에서 감소하고 있다. <표 4-5>에서 보듯이 평균 가구원
수는 1966년 5.9명으로 최고치를 보인 이후 점차 감소하는데, 특히 산업화가 진행된
1980년대부터 급격히 감소한다. 그 결과 2010년 평균 가구원수는 3.0명으로 45년만에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표 4-6>의 대만 가구의 구성에서 보듯이 1인 가구나 부부
로만 구성된 핵가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를 제외한 대만 가구의 구성을
보여주는 <표 4-7>에서도 1960년대 이후 핵가족은 꾸준히 증가한데 비해, 확대가족
형태는 같은 비율로 감소한다. 이러한 변화경향을 놓고 학자들은 중국의 유교 전통과
는 전혀 다른 인구의 핵가족화를 한목소리로 주장한다(齊力，1990; Yi and Lu, 1999).
표 4-5. 대만 가구의 규모

(단위: %)
10인

평균
가구원수
(명)

1인

2인

3인

4인

5인

6-9인

1956

-

-

-

-

-

-

-

5.7

1966

-

-

-

-

-

-

-

5.9

1970

-

-

-

-

-

-

-

5.5

1975

-

-

-

-

-

-

-

5.3

1980

-

-

-

-

-

-

-

4.8

1990

13.4

12.7

14.6

21.5

18.6

17.5

1.7

4.0

2000

21.5

17.2

17.6

20.3

12.0

10.4

0.9

3.3

2010

22.0

22.0

20.9

19.1

8.7

-

3.0

7.3*

이상

출처: 1956-1980년 통계는 台閩地區戶口及住宅普查歷次普查結果摘要表를 참고.
1990-2010년 통계는 社會指標統計年報, 2010을 참고.
* 2010년 통계는 6인 이상 가구의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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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대만 가구의 구성

(단위: %)

핵가족(核心家戶)
1인
가구

부부

한 부모
+미혼자녀
54.1

직계가족(主幹家戶)
조부모+
부모+미 부모+기
조부모+
부모+미
혼자녀
혼자녀
미혼조손
혼자녀
26.9

기타

1983

12.4

9.9

1990

13.4

6.9

5.8

50.9

3.1

12.2

0.9

6.8

2000

21.5

7.8

5.8

41.5

4.0

10.5

1.2

7.8

2010

22.0

11.0

7.6

35.8

4.1

10.9

1.4

7.2

출처: 社會指標統計年報, 2010. 1983년 자료는 徐良熙·林宗正，1989 참고.

표 4-7. 대만 가구의 구성(1인 가구 제외)
가구 형태

(단위: %)

1965

1967

1973

1980

1986

2001

핵가족

35

36

40

50

56

64

확대가족

66

64

59

50

43

36

(직계가족)

36

35

39

35

35

31

(결합직계가족)

30

29

20

15

8

6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N

2,876

3,598

4,165

3,155

2,733

244

평균 가구원수(명)

5.63

5.60

5.43

4.76

4.34

3.29

출처: Tung, Chen, and Liu, 2006: 130.

그러나 한국과 비교해 볼 때 근소한 차이지만 대만의 평균 가구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는데,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만의 평균 가구원수는 한
국보다 항상 0.3인이 많았다. 또한 대만의 6인 이상 가구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한다. 아래의 <표 4-5>를 앞서 한국의 가구 규모를 보여주는 <표 4-1>과 비
교해보면, 1990년의 경우 한국의 6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9.8 %인 것에 비해 대만의
6인 이상 가구 비중은 19.2 %(6～9인 17.5 % + 10인 이상 1.7 %)이다. 2000년의 경우
에도 한국의 6인 이상 가구 비중은 3.3 %인 것에 비해 대만의 경우 11.3 %이다.
<표 4-6>의 가구구성에서도 대만은 한국(<표 4-2> 참고)과 대별되는 특성을 보
이는데, 부부와 미혼자녀로만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의 비중은 1990년의 경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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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58.0 %, 대만은 50.9 %, 2000년의 경우 한국은 57.8 %, 대만은 41.5 %로 나타났
다. 반면 3대 직계가족을 보면, 1990년 한국은 9.3 %, 대만은 12.2 %, 2000년의 경우
한국은 6.8 %, 대만은 10.5 %로 나타났다. 또한 대만의 가구구성을 보여주는 다른
<표 4-7>에 따르면, 아직도 직계 확대가족 형태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즉 대만은 과
거에 비해 핵가족화 경향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같은 시기 한국과 비교해 볼 때 확대
가족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만 가족이 독특
한 형태로 수정, 변형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이를 신확대(neo-extended, 新
式擴大) 가족이라 부르기도 한다(Tung, Chen and Liu, 2006).
그렇다면 대만의 규범적 가족은 어떠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기서는 한국의
가족실태조사와 유사한 설문조사인 1994년 “經濟發展與婦女家庭地位: 台灣的家庭結
構、婦女就業型態與家庭權力結構之關聯”(The Economic Development and Female’s
Family Status: Family Structure, Female’s Employment Patterns, and Family
Power Structure in Taiwan)를 활용하였다(Yi and Lu, 1999). 이 자료 가운데 가족의
범위를 묻는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4-8>이다.
<표 4-8>에서 응답자의 50 % 이상이 가족이라고 답한 가족 구성원을 보면, 기혼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자녀, 그리고 시부모, 세 항목만이 가족에 포함되며,133) 기
혼 남성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 역시 세 항목만이 포함된다. 이는
앞서 <표 4-3>의 한국인의 주관적인 가족의 범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좁은 범위
라 할 수 있다. 다른 친족관계에 대해서도 대만 응답자들은 한국 응답자들에 비해 상
당히 낮은 응답률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의 남자형제의 경우 한국 응답자들
가운데 35 %(2005년) 정도가 가족이라고 답한 반면, 대만 응답자는 5 % 미만(1994년)
이 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만 응답자들은 같은 자녀여도 미혼인 경우 거의
90 %가 가족이라고 응답한 반면, 기혼 아들은 약 30 %, 기혼 딸의 경우는 10 % 내
외만이 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한국은 직계는 물론 방계를 포함하는 확대가족상
이 지배적인데 반해, 대만은 부계 중심의 핵가족 규범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133) 특히나 여성과 남성의 부모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성의 경우 자신의 부모
(48.1 %)보다 시부모(52.9 %)를 가족이라 여기는 응답자가 더 많았던 반면, 남성의 경우
장인, 장모를 가족이라 여기는 응답자는 9.5 %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대만의 가부장적 가족
문화가 한국보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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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대만인의 주관적인 가족의 범위(1994년)

배우자

기혼여성
(N=958)
97.9

기혼남성
(N=516)
95.3

부모

48.1

81.8

미혼 자녀

89.8

89.5

미혼 형제

20.3

32.2

미혼 자매

19.2

29.1

조부모

15.0

23.6

증조부모

5.4

8.1

외조부모

5.6

5.8

외증조부모

3.3

3.1

시부모/장인장모

52.9

9.5

기혼 아들

29.6

29.8

기혼 딸

12.5

9.9

손자녀

26.3

24.2

기혼형제

12.9

16.7

기혼자매

12.3

10.5

아버지의 기혼 남자 형제

5.3

3.7

아버지의 미혼 남자 형제

4.2

3.3

배우자의 기혼 형제자매

10.9

3.3

배우자의 미혼 형제자매

10.3

2.5

5.5

6.2

0.6

1.7

다른 친척
기타
출처: Yi and Lu, 1999: 274.

이러한 대만인의 규범적 가족은 객관적 가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대만 인구의
50 % 이상이 핵가족이며 평균 가구원수가 3.5인 정도라는 상황을 고려한다면,134) 대
만 응답자들의 가족규범은 그들의 가족현실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는 여
전히 3대 직계가족(조부모+부모+미혼자녀)을 가족의 범위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대
134) 자료의 한계로 주관적인 가족의 범위에 대한 자료와 일치하는 연도(1994년)의 평균 가구
원수를 구할 수 없어, 가능한 통계 자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평균 가구원 수(1990년
4명, 2000년 3.3인)를 고려하여 약 3.5인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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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의 규범적 가족은 객관적 가족보다 약간 넓은 범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과
비교해 보면, 객관적 가족의 경우 대만의 가족규모가 한국의 가족규모보다 약간 크며,
가족구조에 있어서 대만에서는 한국보다 확대가족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규범적 가족에 있어서 한국은 대만보다 더욱 광범위하다. 이를 종합해보면, 한국
은 실제 가족보다 더 광범위한 가족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은 실제 가족과 거의
유사하거나 약간 넓은 범위의 가족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대만의 피부양자 제도에 반영된 가족규범과 대만의 물질적, 규범적 가족
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앞서 대만의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규정과 제도적 설계 면에
서 상당히 좁은 범위의 핵가족을 지향함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대만 전민건강보험
의 부양률은 0.5과 0.7 사이로, 이는 위에서 살펴본 대만의 객관적 가족(핵가족)보다
협소한 규모이며, 개념적 가족(부계 직계)과는 더더욱 거리가 먼 가족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학적 논의들은 대만 가족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갖는다. 앞서 대만과 한국의 비교에 있어서 대만 사회의
인종, 민족적 다양성에 주의해야함을 지적한 바 있다. 대만은 중국 한인(漢人)들 외에
도 이들의 이주 이전부터 대만 섬에 거주해온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으며, 중국 한
인들 역시 중국 어느 지역 출신이며 또 어느 시기에 대만으로 이주해왔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만의 가족을 이해하
기에 앞서 이들 족군(族群, ethinicity)의 다양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4-3-2. 대만 가족의 족군별 다양성
대만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 동남아시아로부터의 몇 백 년에 걸친 이주 인구로 구
성된 사회이다. 이주 시기와 출신 지역의 차이는 서로 다른 “족군”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35) 현재 대만의 족군은 원주민(原住民), 본성인(本省人), 외성인(外省人)
세 종류로 나누거나, 본성인을 다시 민남인(閩南人)과 객가인(客家人)으로 나눈 4대
분류가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135) 족군 개념은 인종이나 민족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복잡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같은 중국
의 한(漢)족이지만 대만에 언제 이주하느냐에 따라 이들은 서로 다른 족군으로 나뉜다. 또한
소수민족들은 내부적으로 전혀 다른 인종과 민족임에도 이들은 하나의 원주민이라는 족군으
로 묶인다. 대만에서는 이를 “ethnicity”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대만에서
사용하는 족군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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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원주민”들은 15,000년 전 주로 필리핀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이
주한 이들을 말한다. 두 번째 “본성인”은 17세기 초반부터 19세기 사이에 중국에서 이
주한 한족을 말한다. 1644년 만주족이 명나라를 침입하면서 대륙 전체가 혼란에 휩싸
이자, 중국 복건성 남부, 광동성 동부 지역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대만으로 이주한
다.136) 이들은 중국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따라 “민남인”과 “객가인”으로 다시 분류된
다. 마지막으로 “외성인”들은 1949년 국민당의 패전으로 인해 장개석과 함께 대만으로
이주한 이들을 말한다. 이들의 수는 군대만 30만 명이었으나 그 식솔들을 합하면 더
큰 수치이다(Roy, 2003; Rubinstein, 1999). 이를 정리해보면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대만의 4대 족군 구분
한인
(漢人)

원주민
(原住民)

출신성(省) 구분
외성인
(外省人)

본성인
(本省人)
민남/객가 구분

36개성
남북방

민남인
(閩南人)

객가인
(客家人)

장주(漳州)
천주(泉州)

해륙(海陸)
사현(四縣)

10족
(十族)

출처: 왕푸창, 2008: 81, 87.
136) 1660년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 인구는 5만에 이르렀으며, 이들은 주로 중국 본토로 쌀이
나 설탕을 수출하였다. 1661년 대만이 복건성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파견된 유학자들 역시 대만으로 온다. 이들의 정착 과정은 대만을 중국 사회의 일
부로 재주조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또한 1662년 만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자, 이에 항거하
면서 복건 지역을 중심으로 명나라의 재건운동을 펼치던 鄭成功이 대만으로 넘어와 네덜란드
잔류세력을 축출하고 대만을 통치하게 된다. 鄭成功과 그의 아들 鄭經은 유교 교육을 실시하
고 중국식 법제를 시행하는 등 대만에 중국식 관습과 문화를 이식하였다. 이 기간 중에 청나
라의 압제를 피해 대만으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Rubinstei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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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4대 족군 분류는 1993년 민진당 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 예쥐란(葉菊蘭)과
린줘쉐이(林濁水) 등에 의해 제기된 이래, 대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
류방식이 되었다(왕푸창, 2008: 80). 물론 이러한 족군 구분이 대만의 현실과 완벽한
정합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원주민은 1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소수민족으
로 구성되는데, 이들 사이에는 언어는 물론 상당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137) 외성
인들 역시 1949년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배하면서 장개석과 함께 대만으로 이주한 인
구를 가리키지만, 사실상 이들 역시 그 넓디넓은 대륙의 36개 성(省)에서 모인 이들이
다. 당연히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들 사이의 언어적, 문화적, 인
종적 공통점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현재 이러한 족군 구분은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대부분 철폐되었다. 1966년 이후
인구 총조사에서 한인들의 원적구분이 취소됨으로써 객가인, 복건인 등의 분류는 본
성인이라는 하나의 분류로 통합되어 집계된다. 그리고 1992년 호적법이 수정되면서
국가 인구통계에서도 본성인과 외성인의 구분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왕푸창, 2008:
150). 소수민족의 보호를 위해 원주민에 대한 통계는 인구 센서스를 통해 집계하고 있
지만, 그 이외의 족군 분류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후에 진
행된 도시화와 공업화 역시 다양한 족군 집단들의 사회적 이동을 불가피하게 만들었
으며, 족군 정체성은 산업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계층화 메커니즘에 의해 희석되
었고, 대부분 한인 중심의 언어(북경어나 민남어)와 문화에 동화되었다(Scott and
Tiun, 2007).138) 지금은 “외성인”(Mainlanders)과 다른 나머지 세 족군들을 통칭하는
“대만인”(Taiwanese)이라는 비공식적 구분이 그나마 사용될 뿐이다. 그러나 이 두 가
지의 족군 개념은 여전히 대만에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민족
정체성 개념이다.
137) 원주민은 주로 10개의 족군 집단으로 재분류되는데, 이들 소수민족 집단은 아미(阿媚),
태아(泰雅), 로개(魯凱), 달오(達悟), 새하(賽夏), 포농(布農), 소(邵), 배만(排灣), 비남(卑
南), 추(鄒) 등이다. 그 외에도 갈마란(噶瑪蘭), 태로각(太魯閣), 살기래아(撒奇萊雅)이라는
세 개의 소수민족 집단이 추가로 존재한다(지은주, 2010).
138) 물론 이러한 동화와 통합과정과 별도로 이후 정치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특수 족군의 구
분이 동원, 부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대 “객가 문화운동”(1987년)이나 원주민 권
리 운동인 “원권회”와 같은 사례들이 그러하다. 이들 사례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변화보다
는 비교적 단기적인 정치적 맥락이나 문화운동의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는 왕푸창(2008)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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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대만 인구 대비 외성인의 비중

(단위: %)

1951

1956

1961

1966

1971

1976

1981

1986

1990

타이페이시 36.44

37.61

37.83

37.25

36.09

31.99

29.54

28.01

26.85

10.07

12.20

13.84

15.93

15.28

14.54

14.08

13.63

전국

7.63

출처: 王甫昌, 1994: 77.

위의 표 <4-9>에서 보듯이, 인구 비중으로 보면 외성인은 전체 대만 인구에서 항
상 소수 위치를 점해왔으며,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다. 나머지 대만인 가
운데 소수의 원주민을 제외하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본성인, 즉 민남인과
객가인이다.139) 앞서 지적했듯이 경제적으로는 대만인이 우월한 위치를 점하지만, 정
치적으로는 외성인이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외성인과 대만인은 여러 방면의 인
식과 가치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한 예로 1970년도에 실시된 대만인의 의식가
치조사에 따르면 본성인 가운데 46.1 %가 불교, 43.1 %가 민간 신앙을 믿는 반면, 외
성인 가운데 45.5 %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고, 22.9 %만이 불교를, 8.3 %만이 민간 신
앙을 믿는다고 답했다(Grichting, 1971: 59). 토착 종교(Community religion)를 포함한
종교적 지향 역시 대만인들이 훨씬 강하다. 조상에 대한 의례행위인 拜拜(baibai)를
하는 빈도 역시 본성인은 외성인의 두 배 정도 높으며(Grichting, 1971: 411), 拜拜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외성인은 32.6 %이었던 반면, 민남인과 객가인은 각각 3.8
%와 5.2 %에 불과하다(Grichting, 1971: 419). 조상의례를 위해 가족이 모이는 빈도
역시 외성인 가운데 76.1 %는 모이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 민남인은 44.5 %, 객가
인은 46.1 %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때 대만인(본성인)들이 중국 본토에서 온 외성인들보다 조상숭배에 더
욱 집착함을 알 수 있다. 집마다 조상을 모시는 재단이나 가묘를 가지고 있는 것도
대만인들이며, 정기적으로 조상 의례(baibai)를 실천하는 이들도 대만인들이다. 사당에
139) 대만인은 본성인(민남인, 객가인) 외에도 약 2 % 정도의 원주민들 역시 포함하는 개념이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본성인과 대만인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본성인(약
85 %)이 대만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자료들이
원주민을 제외한 민남인과 객가인으로만 대만인 샘플을 구성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본 절의 목적이 외성인과 대만인의 가족규범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혼돈
을 최소화하고자 “외성인: 대만인(본성인)”의 두 족군 개념으로 단순화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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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향을 태우는 이들도 대만인들이며, 지역마다 열리는 종교축제에 기부를 하는 것
도 이들, 대만인들이다. 즉 종교와 조상의례의 차원에서 중국 전통적인 의식과 실천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은 중국 대륙에서 막 이주한 외성인이 아니라, 수백 년 전 대만으
로 이주한 민남인과 객가인들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 구조와 의식에서도 대만인과 외성인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앞서 본 KAP-Fertility 설문조사의 결과를 족군들의 차이를 중심으로 하여 다시 검토
해보면 이는 극명히 드러난다. 먼저 1965년에 1차 KAP-Fertility 설문조사 결과를 족
군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대만의 족군별 객관적 가족의 실체를 파악해 보자. 아래
의 <표 4-10>은 위 설문조사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수”(공동 거주)와 “함께 거
주하면서 식사도 함께 하는 사람”(공동 거주+공동 식사)의 수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
응답 결과를 족군별로 비교한 표이다.
표 4-10. 대만 족군별 가구 규모(1965년)
본성인

외성인
(N=102)

기타*
(N=34)

전체
(N=3719)

10.68

5.64

5.88

9.59

6.17

7.15

1.78

1.65

6.29

5.03

4.57

5.38

5.71

4.97

2.98

3.32

1.79

1.77

3.01

민남인
(N=3006)

객가인
(N=577)

평균

9.55

표준편차

공동 거주 평균
+
공동 식사 표준편차

공동 거주

(단위: 명)

* 기타는 기타 민족과 모름을 포함.

먼저 함께 사는 사람의 수(공동 거주)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민남인과 객가인,
두 대만인 집단은 매우 높은 가구원 수를 보여준다. 반면 외성인은 대만인의 절반 정
도에 해당하는 가구 규모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함께 살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도 하는 가구원(공동 거주+공동 식사)을 묻는 항목에서는, 세 족군 집단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대만인에게 있어 거주만 함께 하는 가구원과 거주뿐만 아니라 식사
도 함께 하는 가구원의 수는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외성인은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은 대부분 식사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만인의 가족생활은 매우 다
차원적인 반면, 외성인은 상당히 단순화된 가족생활 및 가구 구조를 보인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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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40) 또한 함께 사는 가구원과 함께 살고 식사도 함께 하는 가구원 수의 평균에
있어서 민남인과 객가인은 외성인에 비해 표준편차가 높은데, 이는 대만인들의 가구
가 매우 유동적이며, 대만인 내부에도 다양한 규모와 구조의 가구가 존재함을 암시한
다. 즉 대만인들은 하나의 항목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가족 형태에서 큰
편차와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외성인은 비교적 단순한 그리고 균질적인 가족
형태를 보인다.
가족의 규모를 떠나 가족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위 설문조사에서 함께 동거 및
동식하는 가족에 대한 응답 결과를 족군별로 비교해 보자. 아래의 <표 4-11>은 기혼
여성 응답자에게 시부모와 동거하는지를 질문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식사도 함께 하는, 사실상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을 보면, 민남인은 43.6 %, 객가인은 53.0 %인데 반해, 외성인은 8.8 %에 불과하
다. 즉 시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외성인은 상당히 부부 중심적인 핵가족 형태가 절
대 다수인 반면, 대만인은 기혼 아들 내외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부계 직계가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1. 대만 족군별 시부모와 동거 여부(1965년)
본성인

분가
동거/함께 식사
동거만
작고
전체

민남인

객가인

1226
40.8
1312
43.6
153
5.1
315
10.5
3006
100.0

187
32.4
306
53.0
30
5.2
54
9.4
577
100.0

(단위: 명, %)

외성인

기타*

전체

85
83.3
9
8.8
0
0.0
8
7.8
102
100.0

19
55.9
5
14.7
2
5.9
8
23.5
34
100.0

1517
40.8
1632
43.9
185
5.0
385
10.4
3719
100.0

140) 예를 들어 대만인의 경우 거주상으로 보면 독립된 가구들이지만 가까운 거리에 모여 살
면서 사실상 육아나 식사 등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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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족군별로 뚜렷이 구분되는 가구 형태는 남편의 결혼한 형제자매와의 동
거 여부에서도 확인된다. <표 4-12>에서 보듯이, 외성인의 경우 결혼을 한 남편의 형
제자매와 어떤 형태로든 동거를 하는 비율은 극히 소수이다(2.9 %). 그러나 어떤 형태
로든 기혼 형제자매와 동거를 하는 비율은 민남인의 경우 25.2 %, 객가인의 경우 28.7
%에 이른다. 즉 대만인의 경우 1/4 정도에 해당하는 가족은 방계 혈통을 포함하는 확
대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자료는 앞서 대만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신확대가족”이라는 개념이 제기된 근거이기도 하다.
표 4-12. 대만 족군별 남편의 기혼 형제자매와 동거 여부(1965년)
본성인

(단위: 명, %)

외성인

기타*

전체

411
71.2

99
97.1

34
100.0

2791
75.0

422
14.0

122
21.1

3
2.9

0
0.0

547
14.7

동거만

337
11.2

44
7.6

0
0.0

0
0.0

381
10.2

전체

3006
100.0

577
100.0

102
100.0

34
100.0

3719
100.0

민남인

객가인

분가

2247
74.8

동거/함께 식사

모든 족군 집단은 공통적으로 여성 배우자의 부모 및 기혼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비율은 극히 낮게 나타났다. 여성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와 따로 사는 경우는 민
남인 94.7 %, 객가인 94.8 %, 외성인 90.2 %로 나타났고, 여성의 기혼 형제자매와 따
로 사는 경우는 민남인 98.9 %, 객가인 99.7 %, 외성인 99.0 %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유사한 부계 중심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외성인의 가족
형태는 뚜렷하게 하나로 수렴된다. 즉 부계 중심의 핵가족상이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반면 대만인은 하나의 가족상으로 수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외성
인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가구 규모가 크며, 부계 중심의 직계 가족이 일반적이며
방계 형태의 확대가족도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자료는 1965년에 실시된 KAP 1차 조사이다. 따라서 이러한 족군 집단간
의 가족 규모와 구조의 차이가 근대화와 산업화 속에서 어떤 부침을 보이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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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1986년에 실시된 KAP 6차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
를 1965년 자료와 비교하여 족군 집단들이 보여주는 가족 규모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산업화의 결과 유지되고 있는지 또는 변화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먼저 족군
구분에 따라 가구의 규모, 즉 평균 가구원 수를 비교해 보자. <표 4-13>은 설문조사
가운데 함께 사는 것은 물론 함께 식사도 하는 가족 구성원의 수를 족군 집단별로 평
균을 내어 비교한 것이다.
표 4-13. 대만 족군별 남편과 부인의 평균 가구원수(1986년)
부인
평균

N

남편
표준편차

(명)

평균

N

표준편차

(명)

민남인

6.07

3320

2.42462

6.13

3139

2.43900

객가인

5.93

588

2.45609

5.97

613

2.54095

외성인

5.15

188

2.17242

5.03

386

1.72421

기타

6.22

216

2.28114

6.37

174

2.42632

전체

6.02

4312

2.41851

6.02

4312

2.41851

이 표에서 보면, 대만인 범주를 구성하는 민남인과 객가인의 평균 가구원수는 외
성인의 평균 가구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두 집단의 차이
는 1965년 1차 조사에 비해 감소한 것이지만, 외성인 가구는 여전히 다른 족군 집단
의 가구보다 작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표준편차를 보면 외성인의 가족이 대
만인의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1965년 자
료를 통해 확인한 대만인 가족과 외성인 가족 사이의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다. 즉 외성인들은 핵가족을 선호하고, 대만인들은 확대가족 형태를 선호한다. 또한
대만인들이 외성인들보다 더욱 크고 구조적으로 더욱 복잡한 가구를 형성한다
(Greenhalgh, 1984: 537). 이러한 족군별 가족구조의 차이는 산업화와 근대화에도 불
구하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중국 민족이며, 유교 가족 전통의 뿌리를 직접적으로 공유함에
도 불구하고 대만인과 외성인은 전혀 다른 가족 구조와 태도를 보이는 걸까? 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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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이들의 서로 다른 이주 경로와 궤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음의 <표
4-14>는 앞서 본 KAP-VI fertility 설문조사 가운데 1980년과 1986년 조사결과를 재
구성한 것으로, 기혼여성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남편의 부모, 즉 시부모의 거주 형태를
질문하여 얻은 응답을 족군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표이다. 이 표는 대만인과 외성인의
서로 다른 가족문화가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이다.
표 4-14. 대만 족군별 시부모의 거주 형태

(단위: %)

본성인

외성인

1980

1986

1980

1986

기혼 아들과 거주

67.1

61.7

18.0

28.6

독립

20.6

27.2

13.2

25.5

부모 없음

12.3

11.1

68.8

45.9

100.0

100.0

100.0

100.0

합계

출처: Chang, Ming-cheng. 1987: 286.

이 표에서 보듯이 대만인들은 대부분 결혼한 아들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반면,
외성인의 경우 결혼한 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에 불과
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외성인이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자 대다수
의 시부모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시부모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더 큰 이유로 대만
이 아닌 중국 대륙에 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표 4-15>는 족군별로 차별화되는 가구의 구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기서
보듯이 외성인의 가족은 대만인에 비해 핵가족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들 가운데 대다
수는 마찬가지로 함께 거주할 부모가 없다고 응답했다. 즉 외성인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는 것은 그들이 더욱 근대화되었다거나, 유교 전통을 탈피하려 했던 국민당의
정치적 개혁 의지를 공유하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나아서가 아니다. 단
순히 함께 살 부모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외성인들이 직계가족을 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함께 살 부모가 없기 때문인데, 함께 살 부모가 없는 이유는 외성인들
의 독특한 역사적 이주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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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대만 족군별 가구구성

(단위: %)

전체

본성인

외성인

1973 1980 1985 1973 1980 1985 1973 1980 1985
Nuclear

60.0

60.6

62.2

55.0

58.2

60.9

83.8

81.3

75.8

타기혼子와 동거 15.8

18.5

23.1

18.7

21.0

24.3

1.8

5.1

9.1

독거

19.9

24.2

27.2

23.0

26.2

27.4

5.4

12.6

25.1

부모 없음

24.3

17.9

11.9

13.3

7.0

9.2

76.7

63.6

41.6

33.1

32.7

32.3

36.7

34.4

33.0

15.7

17.8

22.6

6.4

5.9

5.0

7.7

6.6

5.4

0.3

0.9

1.6

부모 주거 형태

Stem
Joint-stem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5,543 3,816 3,101 4,598 3,153 2,733
출처: Weintein et al., 1990: 223.

931

428

243

앞서 대만 역사에서 짧게 설명했듯이, 외성인들은 1949년 국민당의 패전으로 인해
대만으로 정부를 옮겨 온 장개석 군대와 함께 이주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
부분이 미혼의 중장년층 남성이었는데, 외성인 남성이 외성인 여성에 비해 다른 민족
집단의 여성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자료들 역시 이러한 외성인 내부의 성
비의 불균형을 말해준다(왕푸창, 1993). 또한 이주패턴을 볼 때 이들은 주로 단신 또
는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한 핵가족 단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생활의 기반
이 중국 대륙에 있는 부모나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이주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으
며, 혹시 있다 해도 국민당 정부의 핵심 인사나 국민당에 매우 헌신적이고 충성도가
높은 집단에 국한되었다. 게다가 이들은 당시 대만으로의 이주는 한시적인 것일 뿐이
며, 곧 대륙을 수복하여 돌아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따라서 대규모의 가족 단위
의 이주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외성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위의 <표 4-14>와 <표
4-15>의 1985, 1986년 자료에서 보듯이, 외성인들은 세대가 지나면서 자녀를 혼인시
키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들 역시 점진적으로 기혼한 자녀, 특히 아들 내외와 동거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즉 전통적인 가족 생활방식으로의 회귀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전후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연령, 성별 바이어스가
사라지면서 왜곡된 가족 구조의 정상화가 나타나고 있다(Chang, Ming-cheng.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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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압력은 이들의 가족 구조가 이전 중국
대륙에서 그들이 원래 실천하며 살았던 형태로 복귀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으며,
이러한 외성인 가족의 정상화 효과를 더디게 만들거나 때로는 무화시키고 있다.
위 두 족군 집단의 가족 구성과 인식을 대만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와 비교해
보면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가? 앞서 본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모델은 핵가족
모델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외성인의 가족형태와 상당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
렇다면 왜 소수의 인구만이 당연시 하는 가족규범이 국가 의료보험의 제도적 기틀이
될 정도로 지배적인 가족규범이 되었는가? 다양한 가족규범 가운데 왜 특정 족군 집
단의 가족규범이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국가의 공식적 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
는가? 여기서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제도적 기원이 공무원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인 공
무원가족질병보험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보험의 대상은 주로 공무원, 교
사, 군인 등의 국가 부문에 종사하는 지배 엘리트들로(왕푸창, 2008: 165), 이들은
1949년 장개석과 함께 대륙에서 대만으로 이주를 한 외성인들이다. 당연히 이들의 가
족을 대상으로 설계된 보험은 당연히 이들의 가족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1949년 국민당 정부는 국공 내전 패배 이후 약 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데리고
대만으로 철수하는데, 이 인구는 당시 대만 인구의 15 % 정도에 해당한다.141) 이들은
중앙정부의 각급 관리, 입법위원, 국민대회 대표, 감찰위원, 고위군관 그리고 문화교육
계의 엘리트들이었다. 중화민국의 전체 상층 정치구조가 대만이라는 하나의 성(省)으
로 옮겨진 것이다(왕푸창, 2008: 166). 이들은 대만 이주 이후에도 지배엘리트의 지위
를 공고히 해나간다. 대만 이주 후의 인사정책을 보면 정부 부처들은 주로 외성인들
을 중심으로 임용되었으며, 본성인 즉 대만인들은 임용기피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왕푸창, 2008: 92-95).
외성인들은 국가가 부여하는 정치적 동질성 이외에도 여러 면에서 동질적인 정체
성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업무상의 동질성(군인, 공무원, 교육 부문에 집중), 중
화민국, 국민당과 장개석에 대한 충성을 포함한 정치의식, 공유하는 기억과 군벌, 일
본인과 중공군과의 전투경험, 고향을 등지고 피난 나와 대륙을 탈환해야 한다는 공통
된 의지 등이 그것이었다. 이 공통점은 비교적 단기간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이들은 출신지역에 따라 사실상 서로 다른 민족이나 마찬가지
141) 리둥밍(李棟明, 1969)에 따르면, 1949년 1953년까지 대만으로 이주한 본토 각 성 인구
수는 약 91만명이다(왕푸창, 2008: 16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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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이후 국가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특수 지배계층이라는 정체성은 이들
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의식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더불어 “대만인(민중/피통치자)↔외
성인(국가/군대/통치자)”이라는 민족적 갈등 구조의 틀 안에서 이들은 갈수록 외성인
이라는 하나의 족군으로 구성되어 나갔다.
외성인 중심의 국가 부문의 제도화는 대만의 정치제도의 특성에 의해서도 강화된
다. 특히 법을 만드는 사람들, 즉 입법위원들이 외성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은 핵심적이다. 국민당 정부는 “동원 감란의 시기”라는 명분으로 헌법 추가조항을 만
들어 국회의 재선을 동결하고 대륙에서 선출된 제1기 입법위원이 (본토수복 이후) 제
2기 입법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1970년 이
전 대만인들은 총통선거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법위원, 국민대표, 나아가 대
만성 주석, 타이페이 시장도 선출할 수 없었다. 오직 지방 선거, 즉 현(縣)과 시(市)
정부만 정기적 선거를 통해 선출할 수 있었다(왕푸창, 2008: 106). 게다가 중국 공산당
에 대항하고 중국의 정통적 지위와 국제적 승인을 끌어내기 위해 국민당 정부는 대만
에서 “중화문화 부흥운동”이라는 명목으로 강압적인 중국문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문화 정책에서 북경어만을 인정하고 대만의 토착 언어문화를 억압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대 이전의 외성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앙 정부의 권력과 정부가 장악한 문화
영역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왕푸창, 2008: 166-7). 따라서 공식적인 국가부문
에서 외성인 위주의 제도는 계속 유지, 강화되었다.
물론 외성인의 정치적 상대적 우세가 경제 분야까지 장악하지는 못했다. 대만에
이주해 온 외성인 중 대자본가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다수는 경제적으
로 지배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다. 1960년대 대만 경제가 발전을 시작한 후에도 많
은 외성인들은 군대, 공무원 혹은 교직에 머물러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만어(민남
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인데(Scott and Tiun, 2007), 이로 인해 민간 영역의 사기업
에 취직하기 쉽지 않았다. 이는 외성인들로 하여금 국가, 정치, 문화 부문에 더욱 집
중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결국 외성인들의 정치 부문 독점과 대만인들의 경제
부문 독점이라는 일종의 분업구조를 강화시켜 나가는 요소가 된다.
이렇듯 외부로부터의 견제와 변화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운 정치구조, 이후 양안관
계와 국제정세의 변화, 내부적으로 외성인들의 사회적 지위의 공고화는 외성인의 문
화와 관습이 더욱 공식적인 규범과 가치로 제도화되는 경향을 강화해 나갔다. 즉, 한
국에서 핵가족에서 전통적인 확대가족으로 공식적인 가족규범이 변화하였다면,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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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족군별 다양한 가족규범 가운데 외성인의 가족제도에 기반한 핵가족 모델이
공식적인 제도의 가족상으로 제도화되어 나갔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의 공식적인 핵가족 규범과 피부양자 제도를 비교해보면 어
떠할까? 핵가족 모델이라는 점에서 피부양자 제도는 외성인의 가족규범과 상당히 일
치한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설계, 특히 한국과 차별화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방
식인 인두세 방식이 외성인들의 가족규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외성
인들이 강한 탈가족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가족구성원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는 인두세 방식을 선호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가족주의라는 규범
적 지향의 차원에서 외성인은 대만인과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외성인들
이 핵가족을 실천하고 사는 이유는, 이들이 유교 전통의 확대가족 또는 직계가족이라
는 규범적 지향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도적
조건들 때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5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들 역시 인두세 방식의 보
험료 산정방식에 저항하며 한국의 의료보험과 같은 가족통합 보험료 산정방식을 요구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대만의 피부양자 제도에 내재된 가족규범은 단순히 외성인들
중심의 핵가족 규범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만의 피부양
자 제도 역시 단순히 국가의 정책적 의지나 개별 행위자들의 규범의 반영과는 다른
차원에서 규명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4-4. 소결: 가족규범의 다양성

위의 관찰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초기 산업화의 요구
에 맞게 핵가족 형태가 정책적으로 선호된다. 그러나 곧 농촌의 미덕에 대한 찬양과
함께 유교 전통이 국가 이데올로기로 활용되는 정치적 맥락과 인구 억제라는 경제적
맥락 속에서 수정된 전통가족상인 삼대가 함께 사는 직계가족이 이상적 가족상으로
공고화된다. 대만은 사실상 다양한 가족규범의 양립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보다 더욱
심한 가족의 다양성(divergence)이 족군(族群)과 계층에 따라 형성되었는데, 지배 계급
인 외성인은 핵가족 형태를 선호하는 반면, 대만인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확대가
족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족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이 가운데 지배계급인
외성인의 가족규범이 초기 국가제도의 근간으로 수용되고, 이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재강화 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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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식적인 가족규범은 피부양자 제도의 가족개념에 영향을 준다. 한국의 피
부양자 제도는 객관적 가족 현실은 물론 규범적 가족보다 더 큰 범위의 가족을 정의
하고 있다. 대만 역시 실제 대만인의 가족 현실과 인식보다 더 협소한 피부양자 제도
가 자리잡게 된다. 결국 둘 모두 국가의 공식적인 가족규범의 영향 하에 객관적인, 물
질적 가족 현실과는 크게 다른 가족규범이 자리 잡게 된다. 양국에서 객관적, 규범적
가족의 범위와 피부양자 제도가 반영하는 가족의 범위를 간단하게 비교하여 도식화하
면 아래와 같다. 이는 결국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행위자로서 국가의 가족에 대한
특정한 정책적 의지와 규범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임을 말해준다.
한국:
대만:

피부양자 제도

≤

객관적 가족

≤

규범적 가족

객관적 가족

≤

규범적 가족

≤

피부양자 제도

그러나 양국 모두에서 국가의 공식적인 가족규범이 정확하게 피부양자 제도의 가
족규범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가족규범보다도 더욱 넓은
피부양자 제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록 가족의 범위에
있어서 그것이 국가의 공식적인 가족규범, 즉 외성인들의 가족구조와 상당히 유사하
긴 하지만,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은 이들의 가족규범과 전혀 일치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의 특성이 국가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앞서 설명은 전통이나 유교 문화와 같은 추상적 요소로는 제도의 형성과 변
화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과거의 희미한 옛 그림자는 너무나 적
은 것을 설명해 준다. 결국 이러한 역사적 유산(historical legacy)이 각 사회의 특수한
정치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근대적 수용과 변용 과정을 겪는지를 살펴봐야 함을 시사
한다. 특히 이러한 가족규범이 실제 하나의 제도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지
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위자가 필요하다. 행위자들의 적극적이고도 전략적인 실
천을 통해, 가족규범은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재구성되기 때문이다(Ringmar, 2005). 또
한 이 행위자가 어떤 이유와 동기에서 이러한 특정 규범을 실천하는가 역시 설명되어
져야 한다. 이럴 경우 주어진 구조적 맥락 속에서 행위의 주체로서 전략적 선택을 수
행하는 가족의 적응적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정치, 경제 및 기타 재원을 생
산, 축적, 관리, 소비하는 제도, 기제, 행위자로서의 가족이 외부의 객관적 조건(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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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화)에 적응적으로 임하는 선택적 대응방식으로서의 “가족전략”과 그 결과로서
피부양자 제도의 확립과 변화라는 정치적 과정을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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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지정치와 가족주의

앞서 한국과 대만에는 시대별로 그리고 사회집단별로 다양한 가족규범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가족규범 가운데에서 양국에서는 모두 객관적
가족 현실은 물론 개념적 가족과도 다른 가족규범이 지배적인 가족규범으로 공고화
된다. 그러나 특정 가족규범이 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존재한다고 해
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구체적인 제도의 차원으로 결정화(crystalized)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규범을 실제 제도 형성과정에 활용하고 동원하는 행위자가 없이는 문화의 영
향은 설명될 수 없다. 또한 사회적 인과관계에서 과거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경로 의
존성은 중요하지만, 동일한 힘이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러한 힘은 주어진 상황의 맥락적 특성에 의해 중재, 매개된다(Hall and Taylor,
1996).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배적인 가족규범이 피부양자 제도가 반영하는 가족
규범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여기서 문화와 제도의 관계
를 매개하고 때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의 문제이다.142) 그렇다면 다음으로 규명해야 할
문제는 하나의 특정한 가족규범이 국가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제도화되어 나가는 구체
적 정책결정 과정이며, 또 그 안에서 전략적 행위자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어떻게 반
응했는가이다.
특히 이 과정을 탐구함에 있어 한국과 대만은 서로 다른 문제가 설정된다. 한국의
경우 제도의 처음 시작은 부계 중심의 직계가족 형태의 피부양자 제도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소한 제도가 어떻게 30년 후 가족 현실보다 더욱 광범위한, 양계 형평적 확
대가족을 모델로 하는 제도로 확장될 수 있었을까? 반면 대만은 한국과 유사한 직계
가족 중심의 협소한 피부양자 제도로 시작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자신들의 가족적 현
실과 맞지 않는, 즉 가족 현실보다 너무 협소한 피부양자 제도가 40여 년 동안 이렇
다 할 큰 저항 없이 고수되고, 이후 별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전국민을 대상
으로 하는 공식 복지 프로그램으로 제도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즉 애초에
양국에서 유사한 형태로 시작된 제도가 한국에서는 왜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대만에
서는 왜 변화하지 않았는가라는 상반된 문제가 설정된다.
142) 이는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92)의 coupling – decoupling의 개념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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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주요 행위자들이 의료보험의 제도화 과
정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살펴볼 주요 행위자는 먼저 국가
이다. 의료보험은 사회정책의 한 영역으로, 결국 국가정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홍
경준, 1999). 또한 한국과 대만에서 의료보험이 도입되던 시기에 권위주의 국가는 의
료보험의 형성과 정책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행위자였다. 동시에
사회정책의 실제 수요자, 즉 의료보험 가입자 역시 주요 행위자로 설정된다. 사회정책
은 국가의 영역이지만, 당시 한국과 대만의 국가는 산업화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필요로 인해 의료보험의 실제 수요자인 가입자들과 그들의 피부양자들의 요구를 무시
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양국에서 유사한 시기에 진행된 민주화 과정은 선거
경쟁의 국면에서 가입자들이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넓혀놓았
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은 국가로 하여금 어떤 형식으로든 그들의 요구에 대응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행위자들이 피부양자 제도에 각각 어떤 동기와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의
다양한 이해들과 그에 따른 행위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 했는지에 대해서 살
펴볼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의
변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해 볼 것이다.
특히 본 절에서는 국가와 가입자라는 두 행위자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특정
한 형태의 피부양자 제도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발생한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두 행위자들의 이해가 특정한 정책 결정의 시점에 교차하도록 만든 요소로 기
존 제도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제도들이 형성해 놓은 특정한 합리성 인
식과 행위 선택 경로는 일종의 제도적 관성으로서 행위자들에게 제약과 기회구조를
동시에 부여했다. 여기서 살펴볼 기존 제도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
나는 초기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특성이다. 이는 국가와 가입자 모두에게 특정한
방식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했으며, 동시에 그러한 경제적 이해를 극대화하는데 이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이라고 인식되는 자원과 기회를 마련하였다. 다른 하나는 더 상위
의 제도인 문화의 차원으로, 가족주의 또는 특정 가족규범이 행위자들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가족문화가 행위자들의 인식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
라 자신들의 이해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위자들이 이러한 문화적 자원을 어떻
게 활용하고 있는지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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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한국의 피부양자 제도: 가족의 복지정치화

5-1-1. 초기 설계(1963-1977): 전통과 모방 사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 통합된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가족상은 양계 평등적인 확대가족 형태이다. 이는 유교 전통에서 이상적인
가족상으로 여겨지는 형태보다 더욱 광범위한 혈연관계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또
한 한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규정하는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물질적 가족과도, 그리
고 한국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규범적 가족과도, 심지어 국가의 공식적인 가족
규범과도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은 유교의 문화적 원형은 물론 실제 가
족 현실과 전혀 다른 과도한 확대가족 형태를 의료보험의 제도적 틀로 수용하게 되었
는가?
이러한 피부양자 제도가 정착된 이유는 쉽게 유교 전통의 친족법의 영향에서 유추
해 볼 수 있다. 1977년 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던 당시 구민법의 친족법에 따
르면,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계혈족, 부(夫)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부(夫)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 및 배우자이다. 즉 구민법의 친족
범위는 직계와 방계혈족을 아우르는 확대가족을 그 이상으로 삼고 있었다. 또한 구민
법의 친족범위는 가부장제에 입각한 부계 친족관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사이에 그리고 부족(夫族)과 처족(妻族) 사이에 심한 차별을 두고 있었다(이
미숙, 2008). 즉 한국의 의료보험에서 정의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계 중심의 확대
가족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친족법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77년 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당시의 피부양자 제도는 부계 중심
의 직계가족 모델에서 시작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77년 시행된 의료보험은
1963년에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이 법의 제2조는 부양가족
을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인 직계존속,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및 미성년인 자녀’로 정의하고 있다. 즉 당시의 의료보험 관련 법안은 피부양자
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당시 친족법의 영향
력은 피부양자 제도의 부계 중심성에만 한정되며, 친족법에서 정의하는 확대가족 규
범은 이 시기 피부양자 제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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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제도는 유교 전통에서 이상으로 여겨지는 확대가족 형태가 아닌 직계가족의
좁은 범위를 택한 것일까? 그리고 왜 유교 전통의 영향력은 1977년 의료보험의 피부
양자 제도의 규정에는 작용하지 않았다가 이후에 점차적으로 제도에 반영된 것일까?
이는 단순히 한국이 유교의 가부장적 전통의 영향이 강하다는 문화결정론적 관점으로
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의 제도적 기원과 형성과정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77년 의료보험 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1963년 12월 16일에 재정된 의료
보험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법은 최초가 가지는 제도사적인 의미는 물론 당시 사
회문화적 여건과 정책 입안자들의 구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이미숙, 2007;
조영재, 2008). 게다가 1963년 의료보험법은 2차의 개정을 걸쳐 1976년 12월 22일에
공포되어(법률 제2942호), 1977년에 실시되는 의료보험의 기반이 되었다. 이 때 개정
내용은 가족의 관점에서 볼 때 1963년 법에서 새롭게 수정되거나 추가된 것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미숙, 2007: 9). 그렇다면 1963년 의료보험의 부계 직계가족 모델은
어떻게 제도적 틀로 수용된 것일까? 그리고 별다른 수정 없이 14년 후에 실시되는 의
료보험의 제도적 근거로 활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첫 번째로 모방의 관점에서 제도의 차용 경로에서 추적해 볼 수 있다(Gao,
2004).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 도입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초를 제공한 국
가로 독일과 일본을 들 수 있다(이미숙, 2007; 2008). 당시의 의료보험 입법과정에 참
여했던 관료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보험법은 일본 제도를 모방했는데, 일본의
보험제도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보험법을 차용한 것이었다(조영재, 2008; 프레시안,
2011년 3월 10일).143) 독일의 의료보험 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을 따르는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가족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스핑앤더슨이 유형화한 보수주의 체제
로서 남성 부양자 모델의 전형을 보여준다(Esping-Andersen, 1990). 특히 독일 의료
보험의 피부양자 제도가 배우자와 직계 비속을 중심으로 한 가족모델이라는 점으로부
터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자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1963년 최
초의 의료보험법의 가족주의적 기원을 추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방은 그것이 합리적으로 여겨지거나 수용자의 이해에 부합할 때 자발적
으로 나타나는 선택의 결과이다. 이렇게 볼 때 독일의 보험제도가 모방의 대상이 된
143)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인터뷰 내용(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
article_num=301103100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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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그것의 가족주의 모델이 당시 정책입안자들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실태는 물론 가족규범과 잘 합치되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이미숙, 2008). 실
제 당시 정책입안자들은 물론 국민들은 의료보험을 가족을 위한 제도로 당연히 인식
하고 있었다. 즉 의료보험법은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정되었으
나, 가족 공동체의 강한 결속력과 책임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가족주의 전통과 결합
하여 부양가족이라는 용어가 쉽게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이미숙, 2008: 41).144)
그러나 이는 단순히 모방의 결과만은 아니었다. 모방의 과정에서 부부와 미혼자녀
만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핵가족 모델은 직계존속을 포함한 부계 중심의 직계 모델
로 수정된다. 이러한 수정은 한국의 가족현실을 반영한 결과일까? 당시의 가족구조와
비교해 봤을 때 피부양자 제도에 반영된 수정된 가족모델은 객관적 가족보다 충분히
넓은 범위의 가족을 포괄하고 있다. 이 시기 이미 삼대가 함께 사는 직계 가족은 소
수였는데, 1975년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가구는 약 11.4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4장
의 <표 4-2> 참고). 즉 이러한 확대, 수정을 통한 제도의 모방이 발생한 이유를 당시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으로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직계가족을 피부양자로 규정한 것
은 당시의 가족의 객관적 실태보다는 가족 문화와 규범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이 이론은 왜 특정한 제도
가 선택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새로 등장하는 제도가 기존 제도적 원형을 빌려오
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 관점은 특정 제도의 형성을 효율성에 대한 고려를 넘어서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해석과 고려에 대한 집합적 과정으로 본다(Hall and Taylor,
1996). 특히 의료보험은 사회적 기원이 없는 상태에서 1963년 입법되고(조영재, 2008:
70), 1977년 본격적인 시행단계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출발하게 됨으로써, 기
존의 가족제도와 가족규범이 제도 형성에 강한 영향을 주게 된다(이미숙, 2008).
이와 더불어 앞서 1970년대 직계가족을 이상적인 가족상으로 하여 사회통합의 기
본 단위로 삼으려 했던 국가의 의도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국가가 책임지기보다 가
144) 그 용어가 부양가족이든 또는 피부양자이든 결국 의미하는 바는 ‘가족’이며, 정책입안자도
국민도 모두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의료보험 실시 이듬해인 1978년 보사부와 의료보험협의회는 의료보험의
조기 정착과 발전적 이미지를 내용으로 하는 표어와 포스타를 모집하였는데, 우수 당선작의
표어는 동아건설의료보험조합의 “우리직장 의료보험 내 가정 밝은 생활”로 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의 가족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이미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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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화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응하려 했던 국가의 의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장경섭,
2008). 물론 국가의 이러한 도구적 동기 외에도 부계 직계가족 모델이 가족의 객관적
현실의 변화와 상관없이 당시 당연한 가족규범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는 점은 중요하다. 특히 법을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제도화된 규범이라고 볼 때 결국
그것을 제도화하고, 강제하는 것은 국가이지만, 그러한 강제에 앞서 특정 규범이 우선
존재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는 제도화 이전에 이미 이러한 규범이 사회에 보편적
인 가족규범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기존 제도로서 이미 실행되어오던 사내의료보험제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1977년도 본격적인 실시 이전까지 정권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원칙은 국가부
담 최소화였고, 이에 따라 가능한 사내 자율적인 조합 형성을 유도했으며, 이러한 조
합에 대해서는 일부 국고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미 당시 호남정유, 대한항공 등 대기
업들은 외국에 못지않은 사내의료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었다(김입삼, 2003:
345-8). 이들 사내의료보험제도의 기본 모델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포함하
는 가족주의 모델이었으며, 보험재정 원칙에 있어 기본적으로 노사 양측이 의료비용
을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하에 운영된 사내의료보험조합들은
물론 부산청십자 의료보험조합 등의 성공 사례들은 이후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
보험의 제도적 근거가 되었다(의료보험연합회, 1997). 즉 모방은 내부적으로도 이뤄진
것이다.
의료보험 정책결정 과정에서 부계 중심의 직계가족 규범(L2)은 피부양자 제도라는
조직적 차원(L3)에서 구체적으로 제도적 배열이 이루어진다. 특히 피부양자의 보험료
와 관련해 중요한 제도적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가입자를 중심으로 그 가족을 피부양
자로서 한 단위로 묶고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침이 결정된다. 1963년 의료
보험법의 제44조 2항에 따르면 보험료는 “매월 피보험자의 임금액에 보험료율을 승한
금액”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근로자의 성별,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을 보험료 납부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
됨을 뜻한다. 또한 가입자의 보험료는 피부양자의 수와 상관없이 근로소득만을 기준
으로 책정된다. 즉 가족은 재산, 소득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의료보험 접근권마저도
함께 누리는 단위(a property holding unit)라는 가족주의 규범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
다. 이로써 “개인 단위 징수, 가족 단위 급여”라는 의료보험의 기본 골격이 선택된다
(이용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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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료보험을 단순히 당시 한국사회에서 당연시되던 가족규범의 제도화나 가
족주의의 영향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는 어쩌면 사후적 해석일 수 있으며 이러한 해
석은 행위자의 구체적인 진짜 동기를 놓치게 된다(홍경준, 1991: 11).145) 특히 행위자
로서 국가의 구체적인 동기와 이해는 중요하다. 관료제적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새로
운 사회정책을 발동시키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Skocpol and
Amenta, 1986). 따라서 당시 국가가 행위자로서 의료보험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모방은 그것이 합리적으로 여겨지거나 수용자의 이해에 부합할 때 자발적으
로 나타나는 선택의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독일의 의료보험이 모방의 대상이 된 이유
는, 단순히 그것의 가족주의 모델이 우리나라의 가족주의 전통과 부합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기저에는 이러한 가족주의 모델이 함의하는 원리, 즉 가족구성원의 복
지는 전적으로 가족, 특히 부양자로서 가장의 책임에 있다는 가족(책임)주의 원리가
국가의 재정 기여 최소화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
가는 이를 조합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가족의 상부상조 원칙 장려라는 근거를 들어 정
당화한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부담 최소화 원칙은 사용자, 즉 기업과 근로자의 기여만
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146) 이는 독일식 모델이 모방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국가와 관료들의 중요한 동기를 말해주는데, 1970년대 권위주의
정부는 가능한 적은 범위에서 국가의 재정부담 없이 시작하려 하였다(의료보험연합회,
1997). 이러한 국가의 “재정부담 최소화” 원칙과 “산업정책으로서의 의료보험” 원칙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보험재정을 함께 부담하는 독일식 사회보험 모델은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로 여겨졌다(프레시안, 2011년 3월 10일).147)
145) 실제 이러한 오류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당시 정권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의 실
시에 주저했던 이유는 경제성장과 산업정책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
배적이다. 그러나 당시 기록을 보면 실제 박정희 대통령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
료보험에 미온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경제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근로자보다는 저소득층에
게 의료혜택을 보장하는 의료보호제도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의료보험연합회, 1997: 78-79). 즉 제한된 자원을 재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
선 순위의 문제였지, 권위주의 또는 발전국가적 정부가 가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타고난 비선
호 때문만은 아니었다.
146) 초기 재무부가 설계한 의료보험안은 정부와 기업, 근로자 삼자가 재정분담을 하는 모델이
었다(조선일보, 1974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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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의 의료보험 설계에 대해서 가입자와 기업은 어떻게 반응했
는가? 물론 이 시기 의료보험 입법을 주도한 세력은 국가였으며, 권위주의 정부 체제
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의견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그렇다고 이들
의 활동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보사부의 개정시안이 확정, 발표된 시점을
전후로 노·사·의료계를 포함한 사회집단은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면서, 의료보험의 실
시와 관련된 자신들의 요구를 제기해 나갔다. 먼저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간 것
은 사용자 대표 조직인 전경련이었다.148) 전경련은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적용대상을 1,000명 이상의 업체로 하고, 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며,
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개정에 따른 의
견”을 보사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국노총 역시 같은 해 7월에 500인 이상 사업장
을 강제적용 대상으로 하고, 보험료 갹출은 근로자 20-30 %, 사용자 50 %, 정부는
20-30 % 부담하며, 정부는 의료보험의 운영사무비 전액과 보험급여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의 실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활동들
을 통해 보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실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들의 관심사는 피부양자 제도보다는 의료보험 재정에서 자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있었다.149)
게다가 당시의 발전국가의 성격상 의료보험의 입법논의를 주도한 세력은 정부와
사용자측이었다.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사회보험을 도입하고자 했다는 점
147)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인터뷰 내용.
148) 전경련은 1976년 5월 14일 의료보험의 실시를 의제로 하여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7월 15일 최수일 사회보험국장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9월 24일에 전경
련의 제4차 이사회는 대정부 건의문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후 전경련은 9월 28일에 적용
대상을 1,000명 이상의 업체로 하고 보험료를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12단계로 나눈 표
준보수 월액에 의해 산정하여 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개정에 따른 의견”을 보사부에 제출하였다. 실제 1
종 의료보험을 실시할 때 전경련의 공헌은 지대했다(“다시 주역에게 듣는다,” 의협신보,
1978년 12월 4일).
149) 당시 의료보험 설계과정에 참여했던 관료들-최수일 보사부 초대 사회보험국장, 김일천
보사부 수리조사과장, 김종대 보사부 의료보험관리과장-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당시 경제
계는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특히 전경련의 지지는 절대적이었다. 노동계의 반응 역시 긍정
적이었는데, 당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 전부 찬
성하였으며, 한국노총 역시 이렇다 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양재진, 2008: 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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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국가와 사용자측은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사용자의 경제
논리가 의료보험의 세부 설계에 보다 강하게 적용된 측면을 짐작할 수 있다. 전경련
내부에서도 반대도 있었으나 일부 경제계인사들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큰
기업부터 그리고 할 수 있는 기업부터 의료보험을 시작해 점차 확대보급 시킨다는 방
안이 정해진다. 여기서 기업주들의 담론을 지배한 것은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사
평화를 위해서”이다. 앞서 2장에서 보았듯이, 기업의 입장에서 의료보험은 노동력 유
인책인 동시에 노동 통제수단이었으며, 사내 보험적립금을 통한 부가적인 이윤확보라
는 차원에서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피부양자 제도는 의료
보험을 더 강력한 노동력 유인책으로 만들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물론 그
가족의 의료에 대한 접근권을 담보로 노동에 대한 통제를 더욱 유리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보험비용까지 더할 경우 보험재정의 규모를 키울 수 있
었다.150) 또한 기업들은 이 시기 이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 및 그 자녀들에
게 장학금은 물론, 교육비 및 의료비공제제도 등의 사내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동아일보, 1977년 5월 26일).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측은 피부양자 제도
를 가진 의료보험의 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초기 1963년 법은 모방과 수정의 과정 속에서 1977년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의료보험법의 기본틀로 정착된다. 이 과정에서 당시의 피부양자 제도는 두 가지 차원
에서 주요한 제도적 특성을 남긴다. 하나는 부계 직계가족에 기반한 남성 부양자 모
델과 그에 따른 피부양자 보험료 면제 원칙이며, 두 번째는 복지의 가족책임주의 하
의 노사의 재정책임 방식, 다른 말로 국가의 재정부담 최소화 원칙이다. 이러한 특성
들은 이후 의료보험 제도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도적, 역사적 유산
(institutional, historical legacy)을 만들어낸다. 특히 국가는 의료보험의 재정에 기여하
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제도의 확대나 그로 인한 피부양자들의 무임승차가 발생시
킬 수 있는 재정적자의 부담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는 이후 국
가가 가입자들의 피부양자 범위의 확대 요구에 있어서 관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오히려 이를 통해 국가 역시 이러한 제도에 무임승차하여 자신의 정당성과 정치적 지
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150) 실제 직장의료보험의 높은 보험률을 통한 흑자운영과 그로 인한 막대한 누적적립금은 불
만과 함께 적립금의 용도에 대한 의심의 대상이 되어왔다(“직장의보 잉여금 5천억 꽁꽁 묶
어,” 보험신문, 198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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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확대 국면 I(1977-1987): 여성 가입자의 확대요구
앞서 지적했듯이, 1977년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된 최초의 의료보험법을 가
족과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수정 없이 실행한 것이었다. 1963년에도 이미
변화하는 가족 현실에 부합하지 못했던 법이 14년 후 더욱 가속화된 사회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실행된 것이다. 특히나 1963년부터 1977년까지의 14년이라는 기간
은 급속한 산업화의 시기였으며, 여성(노동)과 가족(구조)과 관련된 사회변화는 더욱
두드러진 것이었다. 당연히 1977년 실시 직후 의료보험은 여러 문제를 노출하기 시작
한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부계” 중심의 피부양자 인정범위에 대한 것이었다.
부계 직계가족이라 함은 장남이 가(家)를 계승하여 부모를 부양하고, 차남이나 딸
은 분가하는 가족제도를 말한다. 1977년에 실시된 의료보험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부계
규정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당시의 의료보험은 피부양자를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인 직계존속,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및 미
성년인 자녀’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입자를 남성 근로자나 장남으로 한정하거
나 배우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의료보험법은 대
원칙을 제시한 것일 뿐,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기관장의 인정, 즉 조합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조선일보, 1977년 6월 30일). 이는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판정
기준을 각 조합이 개별적, 구체적인 부양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학신문, 1983년 9월 22일).
그 결과 실제 구체적인 행정수준에서 부계 직계가족 규범은 암묵적으로 적용되었
는데, 이는 일부러 명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연스레 정책입안자나 행정직원들 사
이에 합의된, 계약의 비계약적 요소와 같은 것이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의료보
험에 가입된 경우, 자녀를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의협신보,
1977년 12월 5일). 또한 장남의 부모 부양의무를 전제로 하는 부계 직계 가족규범에
비추어 장남의 경우 부모를 당연대상으로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또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해주었던 반면, 딸의 경우 동거조건을 만족해야만 부모를 피부
양자로 가입시킬 수 있었다(이미숙, 2008).151) 이로 인해 당시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가
151) 이러한 차별은 이후에도 지속되는데, 1989년 5차 개정을 통해 부모의 경우 소득과 재산
과 상관없이 피부양자 인정된 반면, 장인장모는 동거하는 형제 및 미혼자매의 경제능력이 없
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해주었다. 이는 여성이 피부양자가 아닌 가입자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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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부모들은 사실상 피부양자 혜택을 누릴 수 없
었다. 이러한 피부양자 제도는 남성 부양자에게도 불합리한 제도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장남이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에는 증빙서류가 불필요했던 반면, 차남이 부모
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에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
문이다(조선일보, 1980년 7월 6일).
자연스레 제도에 대한 첫 번째 개혁 요구, 즉 피부양자 범위 확대 요구는 여성 가
입자들로부터 제기된다. 이는 부양자로서의 여성 가입자와 피부양자로서의 여성 가입
자 둘 모두에서 제기된다. 특히 부양자로서의 여성 가입자는 당시의 의료보험에서 상
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산업화 초기인 1963년에 이미 14세 이상 여성
인구 중 37 %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친 산업화
초기에 급증한 노동수요는 상당 부분 여성노동력에서 동원되었으며, 특히 노동집약적
인 산업에서 여성 노동력은 훨씬 많은 비중을 구성했다(김왕배, 2001; 구해근, 2002).
1976년 6월 기준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 %가 여성이었으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중은 54 %였다. 특히 지방공단 및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여성근로자 비중은 70 %와 76 %로 더욱 두드러졌다(조선일보, 1977년 5월 26일). 이
러한 현상은 1970년대 말까지 지속되고, 여성의 취업률은 계속 증가하였다(서울경제,
1978년 11월 29일). 이를 반영하듯 아래 <표 5-1>에서처럼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1980
년에 여성가입자의 비율은 37.2 %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표 5-1. 의료보험의 성별 가입자 수(1980-2000)
직장의보
연도

여자

공ㆍ교 의보

남자

여성비중
(%)

여자

남자

여성비중

1980

733,538

1,237,651

37.2

182,335

759,134

(%)
19.4

1985

1,220,728

2,687,237

31.2

206,724

831,869

19.9

1990

1,600,513

3,697,057

30.2

280,267

933,327

23.1

1995

1,573,475

4,203,055

27.2

360,965

1,028,868

26.0

2000 1,591,651 4,299,353
자료 출처: 이미숙, 2008.

27.0

412,362

964,606

29.9

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무등일보, 1993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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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당시 의료보험의 부계 직계가족 중심적인 피부양자 규정으로 인해 여성
가입자의 부모나 형제와 같은 가족들은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조선일보,
1977년 10월 28일; 조선일보, 1980년 7월 7일).152) 이들 여성 근로자들은 사실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적은 연령대일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으로 인해 당사자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였을 때 보험을 활용하기 어려웠다(조선일보, 1977년 10월 28
일).153) 여성 가입자들에게 의료보험은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요원한 제도였다.
따라서 이들 부양자로서의 여성 가입자들은 동거하지 않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피부양
자 인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점차적으로 제기해 나간다.154)
이에 따라 여성 가입자들의 피부양자 범위의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제일
먼저 1981년 여성 가입자의 시부모가 인정되었고,155) 1982년 미혼 여성의 부모를 동거
152) 1980년 고향을 떠나 K공단에서 일하는 L양의 경우의 예를 들면, “두 동생의 학비를 대는
어려운 자취생활에서도 보험금만은 어김없이 매달 떼지만 피부양 규정 때문에 동생들은 아
파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농촌에 있는 부모도 동거를 하지 않아 보험증엔 자신만이 기재
되어 있을 뿐이다. 자신이 직접 병원에 가는 일은 거의 없다. L양의 경우 보험금은 ‘제3의
세금’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상업체․피부양기준 넓혀야,” 조선일보, 1980년 7월 7일).
153)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지 근 4개월이 되었다. 그 시행초기부터 말썽이 돼온 여러가지
문제-즉, 보험수가 문제, 보험환자에 대한 차별-불친절 문제, 피부양 가족의 제한문제... 등
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채 시행돼오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 보험가입자중, 형

제자매 등 방계가족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돼 있는-말하자면 보험료만 내고
보험급여는 좀체 받을 수 없게 되있는 미혼여성 근로자들의 수가 48%나 되고 있다는 점 등
이 그것이다. ...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당국이 이런 흑자누적에 대비하고, 보험급여의 평등
화를 위하여 법제의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싶다. 우선 미혼여성근로자가 절대 다
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피부양자의 범위를 “동일가구내에서 피보험자
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형제자매”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보험의 가장 큰
안목인 피보험자 가구에 대한 사회보장을 그만큼 내실화하는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런 개선책이 없으면 특히 혜택이 적은 피보험자들은 그들이 내는 보험료를 박봉에 대한 제2
의 세금이란 피해의식을 씻을 수가 없을 것이다”(“의료보험사업의 점검: 피부양자의 범위확
대 등 흑자해결책을,” 조선일보, 1977년 10월 28일 2면).
154) 당시의 여성가입자들에게 불리한 피부양자 제도는 계급과 젠더(gender)의 관점에서 중요
한 함의를 갖는다(이미숙, 2007). 1977년 적용된 피부양자 규정은 다분히 “중산층”의 “남성”
근로자의 가족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제도였으며, 따라서 “저소득층”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면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155) 기혼여성과 동거하는 시부모의 피부양자 인정조치로 인해 예상된 피부양자 유입인구는 6
만 여명이었다(중앙일보, 1980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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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로 인정해준다. 두 조치는 모두 부양자로서의 여성 가입자의 요구를 수용한 경
우이다. 이어서 피부양자로서의 여성 가입자의 불만도 제기되었다. 특히 장인, 장모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1983년 실시되려
던 것이 재정문제로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1985년 1월 19일 장인과 장모를 부양조건
부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중앙일보, 1983년 11월 25일; 동아일보, 1983년 11월 28일;
조선일보, 1984년 7월 8일; 경향신문, 1984년 7월 12일). 마지막으로 1987년 직계 비속
의 배우자와 방계인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조건부로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조치가 취해
진다.156)
이러한 의료보험 확장의 논리에서 여성 가입자들이 주장한 것은 여성의 노동권을
근거로 한 남성과 동일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양성 평등적(보
편적) 부양자 모델(universal bread-winner model)을 지향하고 있었다(마경희, 2004:
45).157) 무엇보다 이들이 비판한 것은 가족주의 모델 자체가 아닌 여성에게 불리한 가
족주의 모델이었으며, 이들이 원한 것은 남성과 동일한 부양자로서의 권리였다. 이 결
과 애초에 설정된 가족주의적 설계는 더욱 공고화된다. 즉 서구의 여성들의 복지운동
이 시민권에 기초한 수급권을 요구하며 “탈가족화”를 뚜렷이 지향했던 것에 비해, 한
국의 여성 가입자들의 요구는 오히려 “가족화” 경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는 여성들이 비록 “부계 가족”이라는 특정한 가족규범에는 저항했지만, “가족주의”라
156) 1987년 실질적인 부양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를 인정함으로써 약 50만 명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었다(서울신문, 1987년 4월 25일).
157) 프레이저(Fraser, 2000)는 서구 탈산업사회의 복지국가에서 페미니즘의 지향을 크게 “보
편적 부양자 모델”(the universal breadwinner model)과 “양육자 지원 모델”(the caregiver
parity model)로 나눈 바 있다. 전자의 경우 미국 등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페미니스트의 암
묵적 지향으로 여성고용확대를 통해 성평등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금소득으로 자
신과 자녀를 부양하는 부양자 역할이 양성에게 보편화되고 이를 통해 여성은 고용과 급여가
연계된 사회보험에 포괄되는 시민-노동자가 된다. 이 모델의 정책적 초점은 한편으로는 노
동시장 내 평등을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해 온 보살핌 서비
스의 공적 영역(시장, 국가, 공동체)으로의 전환에 있다. 후자의 경우 사회민주주의 서유럽
페미니스트들의 지향으로, 비공식적 영역 내의 양육자를 지원함으로써 성평등을 추구한다.
이 모델은 자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관대하고, 유급노동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양육자 수당으로 임신·양육·비공식적 가사 노동을 보상한다. 또한 양육자 역할은 연금·건강·
실업·장애 등 주요 사회보험 수급권의 기초가 된다. 서구 페미니즘의 이러한 대조적인 전략
은 남성과 동등해 질 것인가, 모성·양육에 기초한 여성성의 가치를 제도화할 것인가, 즉 차이
와 평등의 딜레마를 반영하는 것이다(마경희, 2004: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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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커다란 제도가 부과한 한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이미
가족주의는 하나의 인식과 행위 선택의 틀이었으며, 여성 근로자들이 처했던 가족 현
실 역시 이들에게 이러한 행위 선택을 당연하거나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당시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시민권에 기초한 탈가족적 혹은 개인주의 모델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것 또는 아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여성 가입자들의 주장은 언제나 주변적이고 제한적이
었다. 특히 부양자가 아닌 피부양자로서의 여성은 제도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 대상이
었다.158) 장인과 장모의 피부양자 인정에 대한 요구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부모의
피부양자 인정 요구는 여성 자신이 아닌 그 배우자, 즉 남성 가입자의 목소리로 발화
된다.159) 피부양자인 여성이 자신의 부모의 피부양자 인정을 요구하는 사례는 극히 찾
아보기 힘들다.160) 이는 장인과 장모의 피부양자로서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사위라는
남성 부양자로부터 파생된 권리라는 한계는 물론 당시 의료보험 가입자의 70 %가 남
성이라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왜 이러한 여성 가입자들과 여성 피부양자들의 양계
형평적 제도로의 변화 요구를 수용했을까? 먼저 당시의 산업정책상 국가는 여성노동
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1970년대 여성노동력은 발전국가의 노동
집약적 산업발전의 기반이었으며, 원활한 노동력 수급을 위해 국가로서는 여성의 사
회진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었다. 동시에 이는 산아제한이라는 인구통치의 차원과도
관련된 것이었다(조은주, 2012).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국가는 노동력에 대
한 통제뿐만 아니라 인구증가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남
녀 평등적인 피부양자 제도를 통해 가임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여 출산율을 실질
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출산율을 높이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어오던 남아선호
158) 여성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거자 여성의 입장과 경험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체
제는 2000년 이후에나 도입된다(이미숙, 2007: 6).
159) 남성 가입자가 여성 배우자의 부모, 즉 장인과 장모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요구와 관련된
언론보도는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1980년 7월 6일: 중부일보, 1982년 3월 24일; 강원일보,
1993년 4월 14일; 연합통신, 1993년 6월 10일; 제주신문, 1993년 8월 26일; 강원도민,
1994년 11월 2일; 연합통신, 1995년 2월 24일; 연합통신, 1995년 3월 3일; 부산일보, 1995
년 7월 18일.
160) 피부양자로서 여성이 자신의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는 단 하나의 사례만
이 발견되었다(부산일보, 1995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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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상징적으로 약화시키고자 한 것이었다(보건신문, 1983년 8월 1일; 조선일보,
1984년 7월 8일; 경향신문, 1984년 7월 12일).161) 동시에 현재 노동력 수급의 차원뿐만
아니라 미래 노동력의 재생산의 차원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모성은 가부장적 국가의
보호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들 여성 가입자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 더욱이 의료복지
에 대한 요구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당시 언론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환경에 대한 기사가 여
러 차례 보도되었다(“여성노동자들의 환경개선,” 동아일보, 1978년 1월 9일; “버스 안
내양의 영양실태,” 동아일보, 1978년 10월 11일). 이 기사들은 가부장적 국가의 모성
보호의 담론으로 재현되는데, “미래(또는 현재)의 어머니로서의 건강과 출산-육아기능
이 훼손 또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모체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열등한 2세들
이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로 표현된다(“여성근로자의 보호,” 조선일보, 1977년
5월 26일). 또한 이들 기사들은 국가의 복지제도가 전근대적인 가족주의 관념에 지배
당하고 있음을 비판하고(한국일보, 1987년 10월 26일), 약자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
기 위한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서울경제, 1978년 11월
27일).
그러나 당시의 산업정책이나 인구통치와 모성보호의 차원만으로 국가의 피부양자
범위 확대의 동기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의료보험이 지닌 사회보험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 재정의 차원에서 보면 국가는 물론 기업들이 당시 여
성 가입자들의 피부양자 확대 요구를 수용한 배경과 동기는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당시의 의료보험은 소득이 있는 개인을 단위로 급여에서 보험료가 징수되기 때문에
여성 가입자의 경우 ‘나홀로’ 가입자이거나 극히 소수의 피부양자 적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미숙, 2007). 특히 미혼 여성 근로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거의 없었으
며, 여성 근로자의 의료 이용률도 남성보다 낮아 의료급여 지출도 남성보다 적었다(후
생신보, 1986년 10월 13일). 맞벌이 여성 근로자의 경우도 대부분 자녀들을 남편의 피
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 가입자들보다 여성 가입자들의 보험재정 기여율이 높았으며, 결과적으로
재정 차원에서 여성 근로자가 많은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이 더욱 건전했다.162) 이로 인
161) 정부는 장인·장모의 피부양자 인정 조치에 대해서, 인구억제사업의 가장 고질적인 장애요
인인 남아선호관념을 불식시키고 노후생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힌다(보건신문,
1983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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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성 가입자들은 전체 의료보험 재정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였으며, 따라서 이들
여성 가입자들의 요구는 그것이 비록 공식적인 부계 중심의 가족규범의 수정을 요구
하는 것임에도 국가와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당시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재정을 부담하는 제도적 특징으로 인해
국가로서는 피부양자 범위 확대에 반대할, 그렇다고 찬성할 뚜렷한 이해를 가지지 않
았다. 의료보험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국가는 보험률을 상향 조정하여 사용자
와 근로자들로부터 더 많은 보험료를 확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
려 여성 가입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국가로서 비용 하나 들이지 않고 여성 노
동자들을 지지 세력으로 포섭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었다. 사용주인 기업 입장에서도 비록 피부양자들에 대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
다는 불이익에도, 당시 산업구조상 핵심적인 여성 근로자를 유인하고, 여성 가입자들
의 재정기여를 통해 조합의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동시에 여성 근로자들과 이들 가
족의 의료복지를 담보로 노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부양자 범위 확대에 반대
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 국가의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확대는 피부양자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과 원칙을 수정하는 방식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
응은 아니었으며 비록 주변적인 행정 차원의 대응에 불과했지만,163) 국가와 가입자들
162) 한 기사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삼화직장조합의 경우 보험
률이 가장 낮은 3%임에도 1985년 1억 6,800만원의 흑자를 내 누적적립금이 18억 1,200만
원으로 법정준비금의 보유율이 무려 391%나 달하고 있는가 하면, 남성근로자가 93%를 차
지하고 있는 대우조선조합은 지난해 2억 6,700만원의 당기 적자로 누적적립금이 4,300만원
으로 줄어 법정준비금 보유율이 1.7%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점유
율이 61%인 진양공동조합도 준비금보유율이 268%, 60%인 한국수출서울지구조합의 준비금
보유율은 240%가 되는 등 여성근로자의 점유율이 높은 대부분의 직장조합이 준비금보유율
이 높아 재정상태가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근로자가 68%인 강원제1지구
조합은 보험료율 4%를 적용하면서도 지난해 1억 6,200만원의 적자를 냈으며, 남성근로자가
95%를 차지하는 삼환기업조합은 1984년 1억7,600만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에도 300
만원의 적자를 보여 준비금보유액이 한 푼도 남지 않는 등 재정불안을 보이고 있다(후생신
보, 1986년 10월 13일). 특히 미혼여성근로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 전자공
업분야의 의료보험조합은 흑자재정의 가능성이 높았다(조선일보, 1977년 10월 28일).
163) 실제 이 조치들로 인해 직장의료보험이 피부양자가 대폭적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었다. 당
시 피부양자에 대한 분석을 보면, 자녀의 경우 52.5%, 배우자 24.5%, 부모 22. 2%, 조부모
0.8%, 시부모 0.1%, 장인장모 0.09%로 나타났다. 즉 장인장모 적용이 부양률 증가에 별 영
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장인장모의 경우 동거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

- 219 -

은 양계로의 피부양자 범위 확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1-3. 확대 국면 II(1988-2000): 국가의 재정논리와 가족의 무임승차
198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피부양자 범위는 대폭적으로 확대된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의 5차와 6차 개정을 통해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소득요건만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로 인정해준다. 마지막으로 1995년 가입자의 ‘계부모, 계자, 생부모, 생자녀, 외조부모,
외손자녀, 3촌 이내 방계혈족(숙부, 고모, 이모, 조카 등)’으로 피부양자 인정범위는 최
대한 확장된다. 특히 이 시기는 이전 시기와 차이를 보이는데 첫 번째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positive list” 방식에서 “negative list” 방식으로 변화한다. 즉, 일정한 소득이
있는 이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혈족을 피부양자로 허용해 준다. 두 번째로 이전 시기
의 피부양자 제도에 대한 저항이 주로 부계 조항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시기는 직계
조항을 “방계” 조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이전 시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의 태도였다. 이 시기 정부는 피부
양자 확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가입자들의
요구보다 먼저 피부양자 범위 확대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도 한다. 특히 1995년 3촌으
로의 피부양자 범위 확장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향을 강하게 보여준다. 물론
이에 대한 가입자들로부터의 요구가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부모나 형
제자매에 대한 확장 요구에 비해 산발적이고 상대적으로 소수였다.164) 무엇보다 이러
한 국가의 적극성은 피부양자 축소를 골자로 하는 4차 개정 내용이 5차 개정을 통해
완전 무효화되고 오히려 피부양자 확대라는 정반대의 경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명시
적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부양자 범위 확장에 대응해
나갔던 동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1988년 지역의료보험의 실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1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오던 지역의료보험은 1988년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앞서 2장에서 설명했듯이 지역의료보험은 1981
으로 장인장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는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보험, 1985년 12월 23일).
164) 3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요구는 단 두 사례만이 발견된다(“조카의 피부
양자 자격취득 가능 여부,” 연합통신, 1993년 4월 13일; 제주신문, 1995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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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시범운영 시기부터 이미 재정 적자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료보험 실시를 앞두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현재 직장의료보험에 소속되어 있는 소
득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의료보험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되고 있었다(의사협회보, 1986년 10월 9일; 의학신문, 1986년 10월 13일). 이
러한 주장에 따라 정부는 1988년 의료보험법 4차 개정(보사부예규 87-531, 1987년 12
월 11일)을 통해 ‘소득요건’(소득미과세증명서)과 ‘부양요건’(재산세 연간 2만원)을 동
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직장 및 공·교 의료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피부양자가 재정이 안정된 직장조합에만 편중되는 폐단을 막아 농어촌
및 도시지역 의료보험조합과의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한 취지였다(조선일보, 1989년 3
월 30일).
실제 지역의료보험 실시 초기에는 보험료만으로 보험재정을 충당하려 했던 정부의
야심찬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월급에서 일률적으로 공제, 납부되는 직장의료보험
과 달리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소득파악과 보험료 징수가 어렵다는 점은 지역의료보
험의 본격적인 실시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었다(한국경제, 1983년 6월 15
일; 보건신문, 1988년 12월 8일). 이러한 보험료 부과와 징수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정
부는 지역의료보험료의 산정방식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비례 원칙을 따
라 부과함은 물론, 가구별 기본료에 가족수에 따라 일정액을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한
다. 또한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같이 살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의료보험
책정에 요소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높게 책정되는 결과
를 가져왔다(한겨레, 1990년 11월 22일; 의협신보, 1991년 10월 24일). 또한 같은 지역
의료보험에서도 도시보다 농촌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본질적인 산정방식의 문제가
노출되었다(동아일보, 1990년 11월 21일; 대전일보, 1993년 12월 9일). 그 결과 지역의
료보험이 실시되자마자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 부과액이 불합리하다는 비난과 민원이
물밀 듯이 제기된다.165)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실시 6개월만에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165) 지역의료보험료는 가족수와 소득 및 재산상태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실제로 관련기관들
은 개인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 행정편의 위주의 도식적 일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실적
용을 기피하는 안이한 권위주의적 처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동아일보, 1993년 6월
28일). 그 외 지역의료보험료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도시의보대상자 소득파악 10.3
%,” 중앙경제신문, 1989년 3월 14일; 의사신문, 1989년 4월 20일; 의료신보, 1989년 5월 1
일; 간협신보, 1989년 5월 4일; “도시의보 7월 실시 진통 자영업자 소득 재산 파악 32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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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166) 따라서 갈수록 지
역의료보험의 재정은 악화되었으며, 농어촌의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보조 요구는
거세지고 있었다(의협신보, 1983년 8월 25일; 후생신보, 1984년 8월 30일; 농민신문,
1988년 2월 15일; 동아일보, 1988년 2월 20일; “농촌의보조합 지원금 늑장,” 대전일보,
1989년 4월 11일).167)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장애자 가정과 저소득층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지역의료보험의 부과방식을 전면 재조정하여 15등급에서 20-25등급으로 확
대함으로써 보험료에 대한 불만에 대응하고자 하였다(서울신문, 1989년 8월 12일; 동
아일보, 1989년 8월 23일).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는 역부족이었다. 선거 국면에서 국가
의 재정부담은 이미 여당의 공약으로 제시되었다.168) 앞서 <표 2-8>과 <표 2-9>에
서 보듯이 지역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이미 거액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던 상황
에서, 향후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명약관화한 상황이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의료보험의 본격적인 실시 불과 1년 후인 1989
년에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를 지역의료보험으로 유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차
개정을 백지화된다. 1989년 5차 개정(보사부 예규89-555호, 1989. 5. 26)을 통해 정부
는 피부양자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부모와 소득이 없는 미혼 형제자
그쳐,” 보건위생신문, 1989년 5월 22일; “도시의료보험 저소득층에 더 불리,” 한겨레, 1989년
6월 11일; “농어민 의료보험료 크게 내리라,” 한겨레, 1989년 7월 1일: “소득자료없는 부유
층 공짜 의보,” 한국일보, 1989년 8월 13일; “소득무관..가족수 일률부과 모순,” 국민일보,
1990년 10월 29일.
166) 의사신문, 1988년 7월 11일; “도시의보료 저항 움직임,” 조선일보, 1989년 7월 20일; “납
부거부-의보증 반납 움직임도,” 의계신문, 1989년 7월 24일; “도시의보료 부과 시비 잇달아
이의신청·보험증 반납등 빈발,” 동양경제, 1989년 7월 25일; “2만3천가구 의보고지서 거부,”
조선일보, 1989년 7월 30일; “서울 경우 10 % 납부,” 내외경제, 1989년 8월 1일; 한겨레신
문, 1989년 8월 3일; “의보료 못냅니다 엉터리 산출근거 항의,” 한국일보, 1989년 8월 13일;
“의보료부과 이의제기 잇따라,” 강원일보, 1990년 4월 19일; “보험료 거부 사태 부른 인두
세,” 동아일보, 1990년 11월 21일.
167)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의료보험 사업비의 경우 정부·기업주·본인 3자부담이 원칙인
데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정부부담이 없는 기형적인 의료보험사업이 우려된다”(의협신보,
1983년 8월 25일).
168) 당시 민정당은 농어촌의료보험의 국고보조율을 50 %로 상향조정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한국경제, 1988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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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중앙경제, 1989년 6월 4일; 동아일
보, 1989년 9월 2일). 부실한 지역의료보험의 가입인구를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전환하는 전혀 반대의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당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부모 45만 명과 형제자매 25만 명 가량이 새로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
자로 등록한다(한국일보, 1989년 12월 30일). 이를 반영하듯 감소추세에 있던 직장의
료보험의 부양률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약업신문, 1989년 2월 6일).169)
마지막 피부양자 제도 확장이 이루어진 1995년 즈음에서도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악화는 해결되지 못했는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적자와 직장-지역의료보험 사이의 재
정 불균형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특히 농어촌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한 요
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전라일보, 1993년 12월 3일; 충청일보, 1993년 12월 23일;
중앙경제, 1994년 4월 21일).170)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적은 반면
노령화 등으로 인해 의료수요는 많아 재정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역의료보험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연합통신, 1993년 4월 16일;
연합통신, 1994년 10월 4일; 광주일보, 1994년 10월 4일).
결국 1995년 정부는 조카와 외손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에 이어서 숙부, 고모
등 3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피부양자 인정 범위에 포함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 이유로
복지부는 “늘어나는 교통사고와 사건 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갑자기 고아가 되는 등
유사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하
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전북일보, 1995년 11월 29일). 그러나 이들에 대한 부양관계
확인 절차로 사실상 동거조건에 대한 철저한 확인보다는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관련서류만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일간보
사, 1995년 11월 29일). 사실상의 부양인구에 대한 구제보다는 지역의료보험의 인구를
직장의료보험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결국 이 시기 피부양자
범위의 확대를 이끈 것은 정부의 재정 논리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보여준
169) 이러한 번복은 고소득자이면서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 납부 없이 의료보험혜택을 받
는 사람들을 허용함으로써 지역의료보험 재정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의협
신보, 1989년 6월 15일). 또한 흑자를 본 직장의료보험료는 내리지 않고 지역의료보험의 적
자를 메우는 편법이라 비판하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 역시 크게 반발하였다(서울경제,
1989년 9월 27일).
170) 보사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라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수준
을 총보험 재정 대비 4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한다(충청일보, 1993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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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1)
국가의 재정 논리는 동일 가구내의 보험료 면제 요구를 끝까지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의료보험 시행 30년간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해 온 민원은
보험료의 중복 납부에 대한 부분이었다(이미숙, 2008). 특히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납
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의료보험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172) 유
171) 1988년 이후 국가가 피부양자 제도를 대폭적으로 확장한 이유는 반드시 재정 논리 때문
보다는, 실제 정부가 홍보한 바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피부양자 규정으로 인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을 구제하거나 또는 근본적인, 상징적인 차원의 가족주의 규범의 확산
을 의도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 1988년 이후부터 시작된 피부양자 제도의
확장으로 인해,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부양률이 급
증하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악화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이는 국가가 반드시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범위의 확장을 실시
한 것은 아니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해 이미숙 교수는 1988년 이후 피부양자
제도의 확장에서 국가의 합리적, 적극적 가족주의 논리가 재정 논리를 압도한 것으로 평가한
다. 본 논문 역시 이러한 국가의 가족주의적 지향과 동원에 대한 논리에 동의한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과의 관계에서 직장의료보험에만 관대한 피부양자 제도를 허용한 점이나, 동일
한 피부양자임에도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논리에 더욱 주목하고자 한다.
172) 맞벌이 부부에 대한 의료보험료 이중 부과에 대한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기사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경남일보, 1983년 3월 5일 “의보 맞벌이 부부 2중부담.”
서울신문, 1983년 7월 7일 “의보료 이쪽떼고 저쪽떼고 맞벌이 부부 억울하다.”
전북일보, 1988년 1월 29일 “한가족 2개의보가입...2중등재 제한.”
대전일보, 1988년 6월 23일 “의보 중복가입가정 많다.”
강원일보, 1988년 10월 18일 “맞벌이 의료비 이중부담 부당.”
강원일보, 1989년 3월 15일 “일률적인 직장의보료 징수 가족수·소득 차등둬야.”
영남일보, 1989년 4월 20일 “의보료 이중부과 많다.”
조선일보, 1989년 11월 12일 “맞벌이 부부 의보 2중 부담은 부당.”
매일신문, 1989년 11월 18일 “맞벌이부부 의보료 2중부담.”
남도일보, 1990년 1월 22일 “부부봉급자 2중 부담 의료금 납부 시정바라.”
경북매일, 1991년 1월 12일 “공무원등 맞벌이 부부 의료보럼 부담 불합리.”
강원매일, 1992년 6월 21일 “직장의보료 산정기준 형평 잃어.”
영남일보, 1992년 6월 26일 “의보제도 개선 급하다.”
수도원일보, 1993년 1월 15일 “직장의보 불합리 비난 맞벌이 부부 이중 가입 혜택없어.”
동아일보, 1993년 1월 25일 “맞벌이 부부 의보의무가입 불합리.”
경기일보, 1993년 9월 20월 “보험료 이중부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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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가입자들은 동일 가구 내에 소득이 있는 가족이 여럿인 경우에도 소득원에 따
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토로하였다.173) 이들의 논리는 같은 가족인
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
다. 이들은 국가의 행정편의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를 보험가입자들의 편의를 전혀 고
려치 않고 의료보험조합의 업무효율만 내세운 일방적인 규정이라는 비난한다(수도권
일보, 1993년 1월 15일).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끝까지 수용되지 않았다. 국가는 소득
이 없는 인구에 대해서는 “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소득이 있는 즉 보험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에게는 절대 피부양자
의 자격을 허용하지 않았다.174) 이 시기 국가의 피부양자 범위 확대의 주요 동기는 가
족이 아닌 재정이었다.
결국 이 시기 국가 역할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데, 의료보험제도는 사회정책
의 한 분야로서 그 실천주체는 어쩔 수 없이 국가이다(홍경준, 1999). 그리고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의 분리 운영, 특히 지역의료보험의 취약한 재정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피부양자 제도 확대의 강한 동기를 만들어내었다(이미숙, 2008: 54). 그러나 시기적으
로 지역의료보험이 1981년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1988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되었
음을 상기한다면, 피부양자 제도의 확장에 국가의 재정 논리가 강하게 반영된 것은
1988년 이후, 아무리 넓게 보아도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기 시작했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이는 1988년 이전 시기의 피부양자 제도의 확대는 국
가의 재정 동기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도 초기 여성 가입자들의 피부양자 범위 확대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
대전일보, 1993년 10월 18일 “의료보험료 징수 불합리.”
한겨레, 1994년 1월 31일 “‘의보’ 남편따로 아내따로 부당.”
173) 동일 가구 내 다수의 소득원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의료보험료 이중 부과에 대한 불합리성
을 비판하는 기사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세계일보, 1989년 8월 6일 “공무원 2인 가정도 의보료 1인만내야.”
국민일보, 1989년 9월 2일 “한가정에 다수 공무원 의보료 중복납부 부당.”
한국일보, 1990년 8월 11일 “한가정에 의보부담 이중 삼중.”
전남매일, 1993년 11월 4일 “의보피보험자 규정 불합리 1가구다카드... 이중부담 등 허점.”
중부매일 1994년 6월 22일 “의료보험카드 발급제 복잡... 불합리 가정마다 2-3개 예사.”
174) 1994년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주부들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인몫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다(경향신문, 1994년 8월 13일; 경인
매일, 199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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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주장이 신문 지면에 정부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
은 이미 직장의료보험이 출범한 1977년 직후부터였다(보건신보, 1977년 9월 22일; 조
선일보, 1977년 10월 28일; 현대경제, 1977년 11월 19일; 조선일보, 1980년 7월 7일).
이러한 주장은 최초 여성 가입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이후 전문가와 학계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둘러싼 제도 개선안이 제기되기 시작한다.175) 이들은 주로 피부양자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족규범과 현실에 더욱 적절함을 주장한다(후생,
1978년 9월 17일). 1988년 의료보험의 전국민 확대를 앞두고 마찬가지의 의견이 제시
되는데, 이 시기 이미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3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다(의협, 1987년 3월 19일).
이러한 점에서 피부양자 확대 방안을 재정 문제 해결에 활용함으로써 공식 제도의
차원으로 수용한 것은 결국 국가이지만, 이러한 방안을 먼저 국가에 제시하고 공식적
차원에서 제도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분명 가입자들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의료보험의 실시 이전 노동권에서 파생된 가족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양계 형평
적 확대가족으로 피부양자 범위의 확장을 이끈 동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가입자들이 실제 확대가족적 규범을 정말로 이상으로 여겼고 그래서 이러한
규범을 피부양자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실천하려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이들의 피부양자 확대 요구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차원보다는 당시의
가입자의 경제적 이해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즉, 1980년대부터 시작된 피부양자 범위
의 확대를 추동한 것은 합리적 행위자들의 무임승차 유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적 행위자들의 무임승차를 동기화한 것은 의료보험 제도 자체에 내장된 “선별적 시스
템”의 특성이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인구는 누군가의 피부양자가 되어야만 의료보험
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의 설정된 “보험료 산정방식”의 특성상
추가적인 보험료 지출 없이도 피부양자는 의료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이러한 두 가
지 특성은 부양자와 피부양자 모두의 입장에서 피부양자를 늘리는 것이 더욱 경제적
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센티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때 지역의료보험의 실시 이전 가입자들과 그 가족의 무임승차 동기가
피부양자 범위의 확장을 이끈 동인이라면, 지역의료보험 실시 이후에는 국가의 재정
175) 학계에서도 피부양자 범위의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는데, 일례로 1977년 11월 10일 현대
경제일보사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보험의 현황과 과제” 평가교수초청 월
례경제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제자매로 확대할 것이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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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확대가족으로의 확장을 만들어낸 동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두 행위자의 이
해가 일치했던 1980년대 후반부터는 대폭적인 피부양자 제도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결국 기존 제도의 특성은 가입자와 국가라는 두 행위자의 이해가 일치하도록 만들었
으며, 기존 피부양자 제도의 확장 경로를 더욱 강화한다. 이미 양계의 직계가족을 모
두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단계까지 제도가 확장된 상황에서, 직계 중심의 가족규범으
로는 피부양자 범위 확대는 포화상태였다. 여기서 피부양자 범위 확대 주장은 부계양계의 이분법을 넘어서 이제 방계를 따라 확대가족을 향해 확장되어 나간다. 그 결
과 두 행위자가 의도했건 또는 하지 않았건, 가족의 형태는 더욱 유교 전통에 가까운
확대가족 형태로 회귀되어 갔다.
5-1-4. 가족의 문화적 투쟁
그러나 피부양자 제도의 확장을 국가의 재정 논리와 가입자의 무임승차 욕구라는,
지극히 경제적인 이해만으로 온전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제도로부터 이득을 보는 행위자들이 있는 반면 그러한 제도로부터 손해를 보는 행위
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모든 행위자들은 동일하게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극대
화하기 위한 목적 하에 정치과정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하는 이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의 손을 들어주느냐 또는 어떤 이들의 이해를 보장해주는가는 결국 “무엇
이 더 옳은가”의 문제이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과정 기저에 작동하는 규범의 역
할인 셈이다.
실제 의료보험의 역사에서 피부양자 제도의 확장의 동력만이 일관되게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과 달리 가족의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가
족수에 따른 의료보험료 차등부과를 요구하며 제도를 탈가족화, 개인화 하려는 개혁
의 목소리 역시 제기된 바 있다. 이를 주장한 첫 번째 행위자는 정부이다. 1983년 인
구가 4천만을 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당시 김정례 보사부 장관은 특별담화문
을 통해 국민들의 전통적인 多子女觀 및 남아선호사상 등에 대한 의식개혁운동으로
서 의료보험료를 가족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계획임을 밝힌다(매일경제, 1983
년 7월 27일; 한국일보, 1983년 7월 28일; 서울신문, 1983년 7월 28일). 이와 함께 실
제로 자녀수에 따른 의료보험료 차등부과가 논의된 바 있다(보건신문, 1983년 8월 1
일; 중앙일보, 1983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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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행위자는 가입자 자신들이었다. 특히 인두세의 보험료부과를 원칙으로 하
는 지역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직장의료보험도 지역의보처럼 가족수와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 해야 한다는 논리가 일부 가입자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된다(강원일보, 1989
년 3월 15일).176) 이는 가입자들 가운데에서도 피부양자의 수가 적은 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많은 가입자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여기거나, 또는 자신이 피부양자
가 많은 가구의 의료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고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존재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결국 수용되지 못한다. 이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대두된
경제적 요구들의 힘보다 보험 실시 초기부터 의료보험 제도를 지배해왔던 가족주의
적 관념과 특성의 관성은 더욱 컸기 때문이다.
이렇듯 가족 담론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은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
째는 도덕적, 규범적 차원이다. 이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가족상을 실천하고자
하는 순수한 도덕적 의도부터 특정한 가족상 또는 가족주의 관념을 사고와 행위 선
택의 당연한 기준으로 여기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두 번째 차원은 행위자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온전히 경제적 이해인 경우에도 그것의 정당성을 가족 담론에서 찾고
자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사실 첫 번째 차원은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행위자
자신도 자신의 이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경제적이든 규범적이든 그 의도와 동기와 상관없이 행위자들이 자신의 주
장을 어떻게 가족이라는 도덕적 자원을 동원하여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가족주의라는 제도의 관성은 제도를 둘러싼 모든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위 선택에
깊은 선호를 형성하였다는 점은, 가입자들이 가족을 당연한 사회보험의 단위로 간주
하고 있었다는 점 또는 간주되어야 함을 주장했다는 데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피부양
자 제도의 범위 확장을 둘러싼 가입자들의 요구는 전형적으로 “한 가족”으로서의 정
당한 권리에 대한 담론으로 구성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가족에서 대표로
한 사람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된다(보건, 1984년 2월 9일; 국민
일보, 1989년 9월 2일). 또한 맞벌이 부부가 각자 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 아
래의 가입자는 이러한 제도가 정상적인 하나의 가족을 비정상적인, 분리된 가구로 만
176) 이 외에도 의료보험 실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동일 가족 내의 이중 납부
에 대해서도 피보험자 가족을 분류해 우선 부양순위에 따라 피보험자를 정하는 방안 등의 방
안도 제기된 바 있다(경기일보, 1993년 9월 20일; 대전일보, 1993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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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의료보험도.. 꽤 큰 금액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욱 곤란한 것은 남편의
의료보험증에 내가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 않으니 남이 보기에 애가 딸린 홀아
비로 보일 것이요, 또 내 의료보험증에는 피부양자가 없으니 결혼 안한 처녀
로 보일 것이므로, 남편이나 시어머님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를 꺼리게
되었으며 나는 산부인과 병원에 가는 것이 쑥스러웠다”(한겨레, 1994년 1월
31일).

또한 한 여성 가입자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며, 불합
리한 제도 때문에 딸자식이 “자식노릇”을 할 수 없으며, 딸은 자식이 될 수 없다는 의
미로 해석한다. 이는 부모의 피부양자로서의 권리를 가족규범에 터한 도덕적 정당성
을 근거로 옹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에게만 제공하
는 직장의료보험의 분만급여를 며느리에게도 제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대전매일,
1992년 5월 31일; 대전일보, 1993년 9월 8일). 이에 대해 의료보험연합회는 “자녀의 양
육과 분만 등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며 지역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분만급여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는 기혼한 성년 자녀조차
도 가족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셈이다.177) 이렇듯 가입자들의 피부양자 범위 및 피
부양자의 급여 확장과 관련된 담론은 전형적으로 “가족 인정 투쟁”인 동시에 그것이
목표하는 바가 경제적 이해인 경우에도 “가족” 담론의 외피를 두른 경제투쟁의 양상
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가 역시 공식적 가족 담론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가족규범은 시대별로 차이를 보
였으나, 이러한 차이를 관통하여 가족주의적 복지체제에 대한 기본 관념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의료보험의 시작부터 이 제도가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사회보험
이라는 기본 원칙은 강하게 드러난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고향에 있는 부
모의 지역의료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납부제를 실시하면서, 이를
정부는 “효도의 길이 활짝” 열린다고 표현한다(의협신보, 1996년 5월 27일).178) 이는
177) 가입자 본인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의 배우자에 대한 분만급여는 1994년 7월 8
일부터 시행된다.
178) 이와 유사한 예로 농어민연금보험에서도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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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의료보험료를 자녀가 대신 내는 것을 장려하는 것으로, 이를 정부는 농어촌의
가족을 도와주는 방식이라 홍보한다(중앙경제, 1989년 9월 27일). 이는 부모의 복지는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가족중심적 복지수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간접적으로 개
인의 복지책임을 사회화, 가족화하려는 국가의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건강가족 표창은 국가의 재정 논리를 가족 담론으로 포장하여 재현하는 전형적 사
례를 제공한다. 각각의 의료보험조합들은 매년 “건강가족”을 선정하여 포상해오고 있
는데(전북일보, 1995년 11월 11일; 신경남일보, 1995년 12월 24일: 전북일보, 1997년 10
월 30일), 여기서 “건강가족”이라 함은 가입자는 물론 피부양자 모두가 2년 동안 병의
원 진료는 물론 약국과 한의원 등을 단 한 차례도 찾지 않으면서도 의료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상징적으로 건강한 가족이지만, 실질적 의미는 결국 보험
재정에 기여하는 가구를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의료보험은 가족을 단위로 한다는 사실은 국가의 다양한 차원의 행위자들에
게 인지의 틀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 관료의 입장에서도 의료복지제도는
가입자 개인이 아닌 그 가족을 전제로 하는데, 이들의 담론에서 민주사회의 뿌리는
결국 가정이기 때문이다(“화목한 가정은 민주사회 뿌리,” 한국일보, 1994년 1월 10일
).179) 전문가들의 인식에서도 복지는 “가족중심 접근의 사회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었
다(영남일보, 1989년 11월 20일). 의료보험공단 직원들 역시 의료보험이 제공하는 서
비스를 가족주의의 인지틀을 이용하여 해석한다(강원일보, 1993년 3월 2일). 의료보험
연합회가 제작한 홍보만화 “건강가족만세”(의사신문, 1994년 10월 10일)와 같이 의료
보험에 대한 여러 홍보 자료들은 모두 이러한 제도 안에 내장된 가족주의 지향을 뚜
렷이 보여준다. 이러한 가족 이데올로기를 통해 국가의 복지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
는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은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는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미화된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가족건강이 사원 건강, 사원 건강이 회사건강”으로
인식되었다(매일경제신문, 1991년 11월 21일).180)
결국 행위자 모두에게 “의료보험은 나와 가족을 위한 최소의 의무”인 동시에 “나농어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효도연금 보내기 운동”을 실시한 바 있다(부산일보,
1995년 7월 5일).
179) 당시 서상목 보사부 장관 인터뷰.
180) 당시 일부 대기업들은 직장의료보험의 흑자재정에 힘입어 사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
게도 무료 건강진단 등 다양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매일경제신문, 1991. 11. 21).

- 230 -

가족-이웃을 밝히는 최소한의 사랑”이었다(매일경제, 1983년 10월 14일). 결국 이러한
가족주의 규범의 당연성과 이러한 규범의 동원을 통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가족 인정
투쟁은 의료보험에 대한 개인주의적, 탈가족적 개혁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며
2000년 의료보험 통합까지 가족주의적 의료보험의 틀을 고수하게 한 사회적 힘이었
다.
5-2. 대만의 피부양자 제도: 가족의 탈복지정치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상은 확대가족이다. 그러나 대만의 피부
양자 제도는 이러한 전통 중국사회의 이상적 가족상과는 동떨어진 핵가족 모델을 그
제도적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는 대만인들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따른 객관적 가족
형태와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대만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가족보다도 더욱
작은 규모이다. 그렇다면 대만의 경우, 핵가족 형태가 의료보험의 기본적인 가족 모델
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1995년 전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의 기원을 공무원보험으로 지목한 바
있다. 전민건강보험의 실시 이전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공무원보험(사립학
교교직원보험 포함)과 노동보험 두 가지인데, 이 가운데 노동보험은 가입자만이 혜택
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공무원보험만이 피부양자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에서 상정하는 가족모델은 초기 입법이 이루어지던
시기 공무원 집단, 즉 외성인들의 독특한 가족구조와 상당히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외성인들이 대만으로의 이주 경험으로 인해 그들의 가족구조가 핵가족 형
태가 일반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초기 공무원보험의 피
부양자 제도의 틀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후 노동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보험으로 확대·개편되는 과정에서 유지되었을까? 더불어 왜 대만 가족들은 가족의 범
위를 현실보다 좁게 정의하는 피부양자 제도에 한국 가족처럼 저항하지 않았는가? 또
는 저항했다면 왜 이것은 효과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최근에
서야 가족주의적 의료보험 체제로의 개혁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일까(L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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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초기 설계(1958-1982):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의 도입
먼저 전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제도적 특성을 살펴보자. 1982년 입법된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은 처
음에는 공무원보험의 일부로 시작되었다. 1951년 2월 9일 행정원에 제출된 공무원보
험법의 초안에 따르면, 보험 대상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제1조에 공무원과 그
의 가족(眷屬)들로 표현했다(考試院銓叢書指導委員會, 1983: 28). 또한 공무원보험법
제11조 규정에 따르면,181) 공무원의 배우자부터 직계친속은 자발적으로 질병보험에 가
입할 수 있다. 이렇듯 이 법은 피부양자의 가입대상의 범위를 배우자에서 직계친속으
로 애매하게 규정한 탓에 그 범위를 정확히 제한하는 것이 어려웠다. 직계친속이라
함은 직계 혈족 모두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까이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로부터 외손자녀로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수가 한없이
확장가능했다. 게다가 자발적 가입규정으로 인해 피부양자들의 가입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심지어 병이 나면 가입하고, 병을 치료하면 가입을 해지하는 사례부터 노
약자 등 위험이 높은 인구들만 가입하는 등의 폐단이 예상되었다(郭寅生, 1980: 266).
그러나 이러한 예상되는 폐단과 운영상의 어려움은 둘째 치고 애시 당초 국민당
정부는 공무원 가족을 위한 보험을 실시할 의지가 없었다. 1958년 공무원보험법 11조
는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보험을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정할
것이라 하였으나, 이는 재정을 핑계로 계속 미루어져 왔다. 공무원 집단 내에서도 이
를 요구하는 이렇다 할 사회적 압력도 조직화된 움직임도 없는 마당에 정부로서는 굳
이 공무원 가족을 위한 질병보험을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 결과 20년이
넘게 공무원의 가족들을 위한 보험은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대내외적 정치적 위기와 함께 국민당 정부는 복지정책을 통해 정
치적 지지를 동원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 시기 1970년대 다양한 사회법안들이
입법되는데, 이 가운데 제일 먼저 입법과정에 들어간 것이 바로 공무원 가족을 위한
보험이었다. 1974년 1월 29일 정부는 공무원보험법의 수정을 공포하고, 제11조 규정을
본격적으로 손본다. 수정 내용은, 공무원 가족의 질병보험을 다른 법률로 정하여 가족
의 범위를 더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의 자발적 가입 방식을 강제 가입 방식으로 바꾸
181) 1958년(民國47年) 1월 17일에 작성된 초안의 第十一條는 공무원 가족의 대상을 “公務人
員之配偶及直系親屬”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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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1982년 공무원의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가족질병보험”(公務人員眷屬疾病保險條例)이다.
이 보험의 가입대상자는 공무원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와 만 2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단 만 20세 이상인 미혼자녀의 경우는 학업 중으로 직업이 없
거나, 금치산(禁治産) 선고를 받았거나,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생활이 불가능한 자로
제한하였다(公務人員眷屬疾病保險條例 제2조). 이들의 보험료는 가족 1인당 공무원 가
입자의 매달 월급의 3-5 % 수준이었으며, 5인 이상 가족은 편의상 5인으로 계산하였
다. 이러한 인두세 방식의 강제 가입 원칙의 보험이 재정된 데에는 앞서 공무원보험
에서 예상되었던 폐단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로 인해 보험의 형평성이
나 가족에 대한 배려보다는 국가의 재정 논리와 행정 논리가 제도의 우선적 원칙으로
자리매김한다. 이 시기 한국과 유사한 피부양자 범위를 갖지만 경제논리가 강하게 지
배하는 사실상 개인 보험의 틀이 등장한다.
이러한 행정 논리의 지배성은 피부양자의 단계적 확대과정에서도 드러난다. 1982
년 제도가 실시되면서 법에서 정하는 범위의 가족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 재정 상태와 행정 역량을 고려하여 배우자, 부모, 자녀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일 먼저 강제가입 대상이 된 것은 배우자(1982년)였으며, 제도 실시 이후
7년이 지난 1989년에 부모, 그리고 다시 2년 후인 1991년에 장애자녀와 만 20세 미만
자녀, 그리고 1992년에 만 20세 이상의 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특히 자녀
보다 부모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해서 유교의 효 사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며, 실제적으로 의료혜택이 절실한 노년인구에 대해 우선적
으로 실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정부의 행정 편의에 있었다.
당시의 보험관리 부처의 행정적 능력을 고려할 때 부모의 수가 자녀의 수보다 적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급여 혜택이 자녀보다 조기에 시행될 수 있었다(郭寅生, 1980).
이렇게 제도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협소해지고 개인보험의 성격이 강화되
자, 당연히 공무원 가족들은 이에 저항의 목소리를 높인다. 첫 번째 저항은 인두세 형
태의 보험료 산정방식과 높은 보험률에 대해서였다. 공무원가족질병보험조례 7조 규
정에 따르면, 가족 1인당 공무원은 매월 월급의 3-5 %를 내야만 하는데, 당시의 일반
공무원의 상황에서 보면 4인 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달 월급의 10-15 % 내외를
보험료로 납부해야만 했다. 이는 그 자체로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었다. 또한 인두
세 원칙이라 함은 가족의 수가 많은 부양자가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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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했다. 가족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데, 정작 이들은 고액의 보험비를 내야만 했던 것이다. 반면 가족의 수가 적은 경우
가계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도 더욱 적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이러한 보험원칙이 사회보험의 재분배효과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사회의
상부상조와 공동책임의 사회보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또한 사회보험의
상부상조 효과에 부합하려면, 보험비 계산에 있어서 가족의 수와 상관없이 공무원보
험 가입자에게 정액의 단일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公務人員眷保按口計費
有違社會保險宗旨/父母部分後開辦似與不合常情費率過高使公務人員負擔加重,” 聯合報,
1982년 1월 16일).
두 번째 불만은 보험의 순차적 실시에 대한 부분이었다. 특히 배우자가 부모나 자
녀보다 앞서 우선 혜택의 대상으로 결정된 바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사회보험의 본래
의의는 집합공동체의 힘으로 가장 보호가 필요한 자들(노약자 계층)을 돌보는 것으로,
이것이 일반적 정서라며 반발한다. 특히 부모가 배우자보다 늦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들은 이는 “인지상정”(常情)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다분히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주장을 편다(聯合報, 1982년 1월 16일). 이를 근거로 이들은 배우자보다 부
모와 자녀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반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가입자
들의 현실적 이해가 저변에 깔려 있었는데, 사실상 공무원 배우자의 경우 연령상 의
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취업한 경우 노동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배우자의 보험에 대한 수요는 노년인 부모나 유년의 자녀보다 적
다. 반면 자녀나 부모의 경우 노동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소수였고, 공무원가족질병보
험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불만은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이 공무원보험의 틀을 벗어나 별개
로 입법이 되었다는 점에 있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과 그 가족 집단은, 세계 각국의
사회보험이 피보험인을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국의
모든 사회보험-노동보험, 공무원보험, 군인보험, 사립학교보험-은 피보험인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가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비판한다. 결국 공무원
가족질병보험의 원리는 심각하게 사회보험의 세계 조류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
라, “항상 가족을 중시하는 중국인의 관념과 완전 역행하는 것”이라 비판한다(聯合報,
1982년 1월 16일). 이는 결국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가입자 개인으로부터 파생된 권리
를 정당하게 누려야 한다는 논리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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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들 공무원과 가족 집단들은 순수하게 가족규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일까? 위의 주장들은 경제적 이해에 대한 주장과 가족규범에 대한 옹호가 뒤섞여
있어 이를 분리하여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다음의 자료를 보도록 하자. 1977년
정부는 공무원가족질병보험 실시를 앞두고 구체적인 가입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조
사를 실시한 바 있다. 371,974명의 공무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에
서, 향후 공무원가족질병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의 추정치는 1977년 9월
기준 1,321,832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가운데 아버지가 133,315명, 어머니가 169,900
명, 남편이 69,639명, 부인이 213,223명, 아들 394,383명, 딸 341,372명인 것으로 나타났
다(郭寅生, 1980: 62). 이 자료에 의하면 해당 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부양률
은 3.55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한국 못지않게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제 보험의 구체적인 실시방안과 세부계획이 나오고, 인두세의 개인보험
방식이 채택되자, 실제 가입인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다. <표 5-2>
는 공무원보험의 가입자 수와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의 가입자수를 비교하고 있다. 이에
표 5-2. 대만 공무원보험의 부양률
공무원보험

공무원가족질병보험

1982

가입자 수
443,783

가입자 수
176,030

1983

452,881

176,937

0.39

1984

468,577

179,573

0.38

1985

475,663

180,360

0.38

1986

483,473

180,739

0.37

1987

489,772

179,688

0.37

1988

496,175

176,749

0.36

1989

515,387

385,632

0.75

1990

536,775

390,239

0.73

1991

549,615

388,012

0.71

1992

560,127

950,307

1.70

1993

572,122

976,771

1.71

1994

581,047

982,642

1.69

연도

출처: 공무원보험처,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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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률
0.40

따르면, 1982년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이 실시된 초기 배우자 부문만 포함한 경우 부양
률은 0.36∼0.40 정도로 낮게 나타났으며, 1989년부터 부모를 포함하면서 0.7 정도의
부양률을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1991년부터 자녀를 포함하면서 부양률은 1.7 내외로
상승한다. 그러나 마지막 자녀부문까지 모두 포함한 경우에도 공무원보험의 부양률은
같은 시기 한국(1992년 직장의료보험의 가입률 2.12)에 비해서 낮을 뿐만 아니라, 당
초 예상되었던 부양률 3.55의 절반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이다. 더 구체적으로
1977년 조사에서 가입의사를 밝혔던 약 28만 명의 배우자 가운데 64 %인 약 18만 명
만이, 그리고 약 30만 명의 부모 가운데 66 %인 약 20만 명만이, 74만 명의 자녀 가
운데 75 %인 약 56만 명만이 실제 가입하였다.182) 결국 이러한 수치는 공무원 가족들
이 앞서 구사했던 가족 담론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의 정당성을 재고하는 목적을 가
진 도구적 수준의 담론이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가족 인정
투쟁 역시 가족 담론의 외피를 두른 경제투쟁이었던 셈이다.
위의 고찰들은 행위자의 동기야 어쨌든 분명 대만의 피부양자 제도 형성과정에서
도 개인주의적 모델에 대한 저항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이들의 저항은
별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까? 먼저 공무원 집단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볼 때 사
실상 국가 부문의 일부였다. 즉 이들은 국가의 지배 연합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의 정
책에 저항하는 데에는 본래적 한계가 있었다. 국가로서도 공무원 집단은 이미 충성집
단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공무원 집단은 비록 대만 사회 전체에서 정치적 힘과 지위
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수적으로 인구의 2 % 정도에 불과한 소수 집단으로 조직화
된 저항을 펼치기에는 그리고 그 저항이 국가 정책에 파급력을 가지기엔 한계가 있었
다(<표 2-11> 참고).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집단이 자신들의 경제적 권리를 요구할수록 사회의 반응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미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은 사회 소수 엘리트계층, 일부 지
배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으며, 이에 대한 수정 요구는 가진 자들의 집단 이기
주의 정도로밖에 비춰지지 않았다. 이를 반영하듯 당시 정부가 농어민과 근로자를 위
182) 흥미로운 것은 1977년 조사에서 가입의사를 밝힌 인구와 실제 가입인구 사이의 격차가
자녀 부문이 가장 적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모와 배우자 부문과 10 % 정도의 차이를 보이므
로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가입 규정을 피해 배우자
와 부모의 경우 노동보험과 같은 다른 대안을 찾거나 가입을 회피할 수 있었던 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파생된 피부양자로서의 가입자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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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강보험의 실시는 제쳐 두고, 우선적으로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을 실시한다는 사실
은 국가가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聯合報, 1982년 1월
16일).
제도에 대한 저항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부딪힌 구조적 한계 속에서 결국 공무원
집단은 제도에 자신들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그에 순응하게 된다. 결국 1982년 정부의
주도하에 그 기본틀이 결정된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은 커다란 수정 없이 실시되었고,
나아가 이후 형성되는 가족을 위한 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기틀이 된다. 이후 공무원가
족질병보험은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누리고 있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군인들에게 단
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데, 이후의 법들은 모두 공무원가족질병보험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에 있어서 인두세 방식을 따르게 된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의 핵가족 모델과 낮은 부양률은 대만으로
의 이주를 경험한 당시의 외성인들의 일반적인 가족구조와 매우 흡사해 보인다. 그러
나 앞서의 구체적인 역사적 내용들은 이들의 외견상 추측되는 인과관계나 관련성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 행위자들의 정치과정에서 보면 공무원 집단은 가족주의 지향을
공유하긴 했지만 이들이 정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추구했던 이해는 어떤 뚜렷한 가족
규범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이기보다 그저 자신들의 가족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의
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의료보험 제도입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어떤 가족규범의 제도화가 아닌 가족이
라는 내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극대화해주는 제도의 확립이었다. 만일 정치과정의 결
과 만들어진 제도가 자신들의 이해를 극대화해주지 않을 때에는 그 제도를 이탈해 가
면서까지 경제적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러한 인두세 방식의 제도 설계는
대만의 의료보험의 가입자들에게 탈가족화가 가족 전체로서 더욱 이득이라는 이해구
조를 만들어 낸다. 이로 인해 대만의 의료보험의 역사를 통틀어 가족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전면에 나서지 않게 되는 경로가 구축된다.
특히 국가의 차원에서는 행정 논리와 재정 논리가 더욱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공무원보험의 입법시 국가의 가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958년 이미 실시가 예고되었던 공무원 가족을 위한 의료보험을 1982년까지 미루어
왔던 이유도 재정적 이유 때문이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보험을
일시에 시작할 경우 재정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이유였다. 물론 피부양
자 제도의 실행이 실제 공무원보험의 적자를 가져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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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공무원보험의 재정위기는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의 실시와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점에서 공무원보험의 재정위기는 앞서 2장에서 언
급했던 통합급부를 제공하는 보험체제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하였다는 견해가 더욱 설
득력이 있다(Lin, Chen-Wei, 2002).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공무원보험에서 이미 제공
하던 급여혜택을 줄일 수도, 통합 운영되던 급부를 분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행정력
도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여기서 정부에게 가까운 대안은 피부양자 제도를 강제
가입 원칙의 인두세 방식으로 손봄으로써 보험료 수입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
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정부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그래서 합
리적인 선택지로 인식되었다.
물론 왜 1970년대 말 정치적 위기와 함께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이 시작될 수밖에 없
었는지는 역사적 과정으로 볼 때 일종의 역사적 “우연성”(serendipity)으로 볼 수 있다
(Davis, 2004). 이 과정이 민주화의 과정과 함께 혹은 이후에 나타났다면, 그 결과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왜냐면 국가로서는 민주화와 함께 갈수록 행정적 자율성을 확
보해갔던 공무원 집단이라는 중요한 사회세력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
다.183) 공무원 집단 역시 민주화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수동적인 순응(loyalty)이나 제
도 이탈(exit)보다는 제도 개혁을 더 강하게 요구(voice)했을 수도 있다(Hirschman,
1970). 그 결과 공무원 집단이 요구했던 가족 단위 보험료 부과방식이 채택됐을 가능
성도 높다. 그러나 결국 1970년대 공무원보험과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은 더욱 안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의 기틀을 조기에 마련하게 된다. 물론 이는 대만 의료보험이 개
인보험의 성격을 강화해 나가는, 즉 사회보험의 탈가족화 경로를 형성하는 계기이기
도 했다.
183) 민주화는 국가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완화시키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
왔다. 특히 민주화는 중요한 국가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복지 문제를 최고의 정치
적 아젠다로 설정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Ku, 2002: 163-5). 첫째 민주 정치의 본질인 임기
제와 정기적인 선거의 도입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국민이 정부
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정부는 정책을 입안할 때 사회적 요구들을 고려해야
하며, 국민은 정권이 약속한 정책들을 실행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민주
화로 인한 정당경쟁과 야당과의 대치국면은 국민당으로 하여금 복지정책을 확장하도록 압력
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부-행정의 분리와 정치인과 공무원의 관계 변화는 공무원으로 하
여금 야당과 여당 정치인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bureaucratic control of
civil servants)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자기 정당성과 지지 기반 확보를 위
해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단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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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통합논의의 실패(1958-1990): 勞心者와 勞力者의 신분의식의 강화184)
초기의 제도 설계는 피부양자 제도 외에도 공무원보험과 노동보험의 분리체계 및
그에 따른 신분의식의 차별화라는 중요한 역사적 유산을 남긴다. 1958년 노동자보험
과 공무원보험이 입법을 완성하던 시기 두 보험은 내정부(노동위원회)와 고시원(공무
원보험처)의 주관으로 각각 나누어지는데, 직업에 따라 분리된 사회보험체계는 여기로
부터 시작된다. 이로부터 30년 후 1989년 농민보험체계가 확립되기 전까지 대만 사회
보험체계의 확장은 공무원보험과 노동보험 사이의 행정분리의 경로발전을 따르면서,
구조분립과 지위분리의 추세를 강화해 나간다(林國民, 2003).
두 제도의 분리는 단순히 주관기관의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두 보
험은 가입자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차별적 급여혜택을 제공했다. 먼저 두 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앞서 말한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여부였다. 자신들의 가족을 위한
국가가 운영하는 질병보험은 공무원 집단에게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었다. 반면 노
동보험은 가입자, 즉 노동자 자신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들의 가족을 보험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노동자의 가족들의
경우 그들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노동보험에 가입하는 것 외에는 이들을 위한 어떤
형태의 사회보험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두 보험은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급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
였다. 공무원보험은 1958년 입법시부터 진료와 입원에 대한 질병급부를 동시에 제공
했다. 반면 노동보험 실시 초기 질병보험은 없었으며 1956년이 되어서야 입원급부가
추가되었는데, 이 역시 진료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질병급부의 전면 실시가 보험
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노동자와 고용주 양방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
시설이 실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질병급부를 미뤄왔다. 유사 레닌
주의적 권위주의 정부의 사회보험 실시 목적은 실제 급여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
라 가능한 많은 이들을 보험제도 안으로 포섭하여 통제하는 것이었다(안재신, 1993).
따라서 국민당 정부는 비록 정책시혜를 통해 가능한 많은 이들의 정치적 지지를 쟁취
184) “勞心者”와 “勞力者”라는 단어는 각각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를 일컫는 단어로, 그 출처
는 孟子의 滕文公章句上 第四 神農之言者許行章 가운데에서 “勞心者治人勞力者治於人//治於
人者食人治人者食於人天下之通義也”(마음을 쓰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자는 남에
게 다스림을 당한다.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여 살리고, 다스리는 자는 남에 의해 먹여
지는 것이 천하의 도리이다)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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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지만, 그 시혜 정도는 각 사회 집단이 정권의 공고화에 대해 갖는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달랐다. 이렇듯 불균등한 대우는 공무원보험과 노동자보험 사이의 차별
적 인식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신분 지위가 만들어낸 두 보험의 차별적 인식은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까지 진행되었던 공무원보험과 노동보험 통합 논의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사실 이 두
보험의 통합 논의는 ‘훈정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185) 1943년 사회부가 마련한 사회
보험법 초안은 문관(공무원)보험으로 하여금 노동보험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의 신분지위는 노동자에 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부의
방안에 고시원 원장 戴李陶는 격렬히 저항하였다. 그는 “근본이 옳지 못한 중화민국의
행정제도에 의해서 근본이 망가질 것이며, 국가공무원과 국가의 관계는 이로 인해 노
동자와 고용주의 계약관계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제3인터내셔널에서나 제
멋대로인 소수의 공산당이나 주장할 만한 것으로, 집단계약권의 주장을 공산혁명의
무기로 삼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노동보험 가입에 철저히 반대한다(林國民, 2003: 28).
국공전쟁의 진행과 함께,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보험에 가입토록 했던 것은 다시 제
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이주한 이후 1951년 공무원보험의 입법을 준비하
면서 이는 다시 쟁점화된다. 7년에 이르는 논쟁 기간 동안 고시원과 행정원과 관련된
부처(회)들이 여러 차례 조정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는 없었다. 입법원원회는
주관기관의 귀속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을 진행했으며, 최후표결은 입회한 205명 위원
가운데, 149표가 고시원 전교부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張維, 1982: 4).
법을 만드는 입법위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노동보험에 가입하
기보다 자신들을 포함한 공무원 집단만의 차별화되는 신분적 지위를 보장해 줄 독립
된 보험을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반대는 반드시 그들이 가졌던 특권적 신분 의식 때문만은 아니었
다. 노동보험은 2장에서 보았듯이 그 설계부터 재무위기의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
었으며, 이는 곧 수많은 문제제기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林國民, 2003: 61-62). 노동
보험의 종합보험 형식은 현금급부 항목과 의료급부 항목을 분리하여 계산할 수 없는
185) 손문이 구상한 국가건설 단계는 “군정-훈정-헌정”의 세 시기로 구성된다. 군정은 군에
의한 통치, 훈정은 국민당 1당에 의한 통치, 헌정은 복수 정당 체제 하의 헌법에 의한 통치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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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재무관리상의 곤란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보험의 재무위기에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정부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고수한 저가 보험비 정책은
1980년대 후기 이후 실제 지출과 퇴직급부를 대폭 증가시킨 것은 물론, 진료지출의
지속적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재무위기를 초래하였고, 또한 정부의 심각한 재정부담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노동보험보다 더 큰 적자를 양산하고 있던 것은 공무원보험이었다
(Lin, Chen-Wei, 2002: 332). 당연한 것이, 공무원보험은 모든 위험에 대한 전생애적
보호를 노동보험보다 높은 수준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
에도 노동보험의 저가 보험비 정책으로 인한 재정 위기가 크게 보도되면서, 대만인들
에게 노동보험은 가입하고 싶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로 인식되었고, 국민당이
나 정부에게는 마찬가지로 골칫거리 제도였다. 반면 공무원보험은 재정이 탄탄한, 형
평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이상적 보험제도라는 인식이 형성된다. 이는 사실상 노동
자와 공무원 두 신분적, 계급적 지위와 관련되어 양산된 잘못된 인식인 셈이다. 이러
한 차별적 신분의식은 실제 제도의 변화와 확장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는 1968년 노동보험 수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1968년 노동보험 수정법은 진료급부를 추가하는 중대 결정 이외에도,186) 노동보험
의 가입대상으로 확장하기로 한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보험에 통합되어야 하는 “우선
가입대상”의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 논쟁을 일으켰다. 일찍이 1964년 제9회 屆二中全
會에서 통과된 “민생주의 현단계의 사회정책” 계획에서 국민당은 사회보험 대상의 점
차 확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사회보험은 현행 노동보험, 공보험, 군보험
이외에, 사회 실제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 分期分類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상점점원,
사립학교직원, 신문종사자 및 인민단체의 직원, 기관직원, 기술자, 운전사는 우선적으
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원은 이들을 위한 별도의 보험 체계와 사회보
험법을 제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보험 체계에 통합되도록 하였다.187)
186) 당시 노동보험의 급부확대는 철저히 정치적 지지 동원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 공교인의
시혜는 노동자의 시혜보다 크다. 공보험은 입원과 진료 모두 가지고 있는데, 노동보험은 진
료가 없다. 노동자들이 달갑게 복종할리 만무하며, 정치적 호소에도 불리하다. 이로 인해 진
료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노동자들 마음의 불평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다른 입법위원은 이
렇게 말했다. “(진료치료시) 정책상 노동자와 공무원는 모두 함께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표
시하기 위해, 경미한 질병상의 편의를 취하게 한다”(立法院公報 57卷 34期，2963면, 1968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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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인구를 강제로 노동보험에 가입케 한 것은 곧바로 노동자의 정의, 신
분분류, 지위의식과 관련된 격론을 야기한다. 상점점원과 기관공무원, 기술자, 운전사
를 노동자로 보고 노동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큰 논쟁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립학교
직원, 신문종사자, 공익단체와 인문단체 종사자들”이라는 이른바 “勞心者”들이 노동보
험에 가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입법위는 물론 행정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林國民, 2003: 36). 당시 수많은 신문, 문화 및 공익사업 종사자들은 노동보험 가입을
원치 않았는데, 노동자라 불리는 것이 자신들의 화이트칼라계급 인텔리 신분을 손상
시킨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위의식은 노동보험 가입의 입법안에 반대했던
주요 이유였다. 이들의 노동보험 가입을 반대했던 입법위원들은 “우리나라는 신문기
자,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인텔리들을 줄곧 화이트칼라로 간주했는데, 만일 강제로 노
동보험에 가입시킨다면, 그들의 심리는 분명 불쾌할 것”이며(立法院公報，57卷 33期
2896면, 1968년 5월 8일), “우리가 그들을 노동보험에 가입시킨다면, 그것은 비록 시혜
가 되겠지만, 그들을 오히려 노동자로 여기는 것이며 이는 일종의 모욕”(立法院公報，
57卷 33期 2907면, 1968년 5월 8일)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이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의
식에 동조했다.
이들의 노동보험 가입에 찬성하는 위원은, “노동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넓은
해석을 사용해야 하며, 월급을 받는 계급은 모두 노동자라 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위의식에 대해 또다른 입법위원은 “어떤 직업이냐에 상관없이 등급분류라는
건 없으며, 공무원의 지위가 높고, 노동자의 지위는 낮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立法院公報，57卷 33期 2908면, 1968년 5월 8일). 한 의원은 노동보험과 공무원보험
의 본질적인 차이를 비판하며, “勞心者와 勞工者 모두 노동자이다. 공립학교직원들은
공무원이고 사립학교교직원은 노동자라고, 또 대만대 교수들은 공무원이고 동해대학
교수는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대우 역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立法院公報，57卷 33期 2910면, 1968년 5월 8일). 이렇게 반대 의견
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1968년의 노동보험 수정안은 화이트칼라계급의 인텔리들을
187) 내정부 사회사장 劉修如는 1967-68년의 노동보험법 수정안에 대해서 “민생주의현단계사
회정책이 이미 4종류 인구가 우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왜 오늘날까지 지연
되고 있는가? 원인은 바로 4종류 인구가 공무원보험의 대상도, 노동보험의 대상도 아니며,
본래 사회보험법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들로 하여금 “부득이
하게 앞서 간 노동보험의 길을 먼저 가고 나중에 명칭을 정할” 것을 제시한다(立法院公報，
56卷 11冊 3期 1956면, 1967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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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노동보험에 가입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勞心者들의 지위에 대한 인정투쟁 이면에는 경제적 이해가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노동보험은 아직 진료급부가 없었고, 공무원보험은 노동
보험보다 진료급부를 포함한 여러 급부 차원에서 현저한 우위를 점했다(立法院公報,
56卷 11冊 3期 1695면, 1967년 10월 18일). 이는 자연스레 이들 勞心者로 하여금 공무
원보험에 가입하길 원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특히 1979년에 이르러서 노동보험이 수
정되면서 勞心者는 강제로 노동보험에 편입된다.188) 이 수정안은 “신문, 문화, 협동조
합과 공익업무 종사자”를 강제로 노동보험에 통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라는 신
분을 고도로 광범위하게 확장하여, 勞心者와 勞工者는 물론 블루칼라 노동자와 화이
트칼라 노동자 그리고 관리계층, 전통노동자와 신중간계급이 모두 함께 노동보험에
가입케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는 10년 전과 같은 논쟁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다. 1970
년대 이후 노동보험이 진료급부를 시작하면서, 勞心者는 노동보험 가입을 반대할 실
질적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결국 “수많은 勞心者들이 마음에 두었던 것은 실질적 복
지혜택이지, 노동자라는 명칭이 듣기 좋은가 아닌가는 아니었던 셈이다”(立法院公報,
57卷 33期 2908면, 1968년 5월 8일).189)
이러한 지위 인정을 둘러싼 경재투쟁은 사립학교교직원의 노동보험 강제가입 조치
에서도 나타났다. 1978-79년의 노동보험법 수정안은 勞心者와 함께 사립학교직원을
강제로 노동보험에 가입케 했으나, 사립학교 교장과 교직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
며 공무원보험을 요구하면서 취소되었다. 사립학교는 노동보험가입 반대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학교측의 보험비 부담이다. 노동보험 규정은 고용주가 80
188) 1970년 전후의 통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당은 권력분배구조상으로 훨씬 많은 대만
출신 엘리트를 흡수하고 제한적으로 개방한 중앙민대선거 외에도, 사회정책을 통해 “분배연
합”을 재정립하고, 이로써 중요한 계급과 직업집단의 지지를 공고화를 시도한다. 특히 노동계
급과 신흥 중간계급의 지지를 쟁취하기 위해 행정원은 1973년 ‘노동자 이익 보장, 노동자 생
활 개선’ 방안을 제출한다. 여기서 당시의 행정원장 蔣經國은 노동보험법이 반드시 수정되어
야 하며, 보험대상을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189) 이들이 10년 전처럼 반대를 하지 않은 이유에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10년이 지나면서 공업화와 자본주의 발전은 직업구조를 변화시켰으며, 판매 노동력 인구와
노동의 이질성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측면은 “노동자”의 개념을 변화시켰다. 또한 끊임없이
증가하는 勞心者와 신중간계급으로 하여금 보험체계에 통합토록 하고, 이로써 선거기제가 증
가한 1970년대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국민당 정권의 정치적 절박성 역시 작용하
였다(林國民, 2003: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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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험비를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사립학교측에서 이를 반대한 것이다. 이들은 사
립학교는 영리사업도 아니며 고용주도 아니며, 이런 거액의 보험비용은 더더욱 부담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다.
두 번째는 신분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공립학교 교직원들이
향유했던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했다. 사립학교의 학제, 학칙, 교직원임용자격
은 공립학교와 완전 동일했으며, “교사의 업무도 비슷함에도, 공립학교의 교사는 공무
원 대우를 받으며 공무원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교사는 노동보험에 가
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명칭상 받아들이기 힘들고, 심리상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이 이유였다. 특히 국민당의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교화의 책임을 지는 교육부문은
엄격한 통제를 받았는데, 사립학교 역시 공립학교와 동일한 국가 통제를 받았다. 이는
사립학교 직원들이 신분 분류에 있어 불만을 품게 만들었다. 교사 채용 자격이 동일
하고, 일의 내용도 상이한데,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보험에, 사립학교 직원은 노동보
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결국 최후 결정된 방안은 사립학교 직원이 개별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보험 프로그
램을 형성하되, 공무원보험과 일절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입법된 “사립
학교교직원보험”에 근거해서,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전교부 주관의 공무원보험 체계에
편입되었으면서도, 공무원보험과는 별도로 독립된 보험방안에 귀속된다. 이는 1980년
대 선거 경쟁이 날로 격렬해지는 정치 환경 하에서, 국민당 정권의 전통적 지지층의
충성을 공고화하고 정치적 호소를 확대하기 위한, 철저히 정치 논리에 의한 결정이었
다. 교육 부문이 권위주의 통치에 있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들은 국
민당 정권의 적극적인 지지 쟁취 대상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사립학교 직원을 공무원
보험에 가입케 하는 것이 법령상, 실제상 어려움이 인식되었음에도, 정치 지도자들의
개입 하에서 최후 선택된 것은 공무원보험에 가입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사립학교직원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지위를 국가로부
터 인정받음으로써, 이를 근거로 공무원과 동일한 권리에 대한 요구를 점진적으로 확
대해나가는 계기가 된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가족질병보험(1982년), 퇴직공무원질병보
험(1985년)과 그들의 배우자를 위한 질병보험(1985년)을 계속해서 신설함으로써, 공무
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의 보장대상을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전례에 따라
사립학교직원들 역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퇴직교직원질병보험(1985), 사립학교
퇴직교직원배우자질병보험(1985년), 사립학교직원피부양자질병보험(1990년)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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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장해 나간다.
사립학교교직원가족질병보험의 확대과정은 공무원보험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배우자로부터 자녀들을 순차적으로 포함하는데 공무원보험은 10년이 소요된 것에 비
해, 사립학교교직원가족질병보험은 2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이는 물론 공무원가족질
병보험이라는 선행 제도의 축적된 행정경험 덕분이기도 했으며, 적용인구가 공무원보
험에 비해 사립학교교직원보험이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가족질병보
험의 경우 모든 자녀까지 보험에 포함된 1992년 가입자 수가 950,307명인데 비해, 사
립학교교직원가족질병보험의 가입자 수는 35,690명에 불과하다. 국민당 정부로서는 사
립학교교직원가족질병보험은 사실상 비교적 적은 재정 부담으로 중요한 사회집단인
사립학교 직원들을 포섭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었던 셈이다. 그 결과 이 시
기 10년간 공무원보험 체계는 일곱 개의 분절된 보험 프로그램들을 신설하였다. 이러
한 발전 추세는 공보험 체계가 가지고 있던 극단적으로 분기되고 영세화된 특성을 더
욱 강화시켜 나갔다.
여기서 본 대만의 의료보험제도의 확장의 동학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가의 정
치적 정당성의 추구이며 다른 하나는 가입자들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인정투쟁이다.
물론 둘 다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이 시기 보험체계의
통합논의의 실패는 대만의 전체 의료보험 체계에서 더욱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노동보험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그 반
대급부로 자연스레 바람직한 모델은 공무원 보험이라는 인식과 정책 선호는 더욱 강
화되어 나갔다. 이러한 제도적 경험과 과정들은 자연스레 이후 전민건강보험의 제도
적 틀로 공무원보험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5-2-3. 전민건강보험의 출범(1991-1995): 가족주의적 개혁의 실패
앞서 두 절에서 전민건강보험의 실시 이전의 공무원보험과 노동보험의 제도적 특
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중요한 제
도적 특성이 형성되었는데 하나는 핵가족 모델의 개인보험의 특성과 공무원과 노동자
사이의 분리된 보험제도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두 번째 특성인 분절된 보험체제의
발전경로의 관점에서 보면 1995년 전민건강보험이라는 하나의 통합된 보험의 출범은
경로이탈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각 직업집단, 신분집단별로 분절된 보험체제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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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로를 따른다면,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통합보험의 출범이 아닌 각각의
신분집단과 직업집단들에 따라 분절되고 독립된 의료보험이 순차적으로 등장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 집단의 경우 그들은 자신들과 가족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
을 위한 통합된 하나의 보편 보험이 아닌, 자신들의 가족만을 위한 독립된 보험을 요
구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무원과 사립학교직원들과 동일하게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
자들은 자신들의 가족들을 위한 분리된 보험을 왜 요구하지 않았나? 왜 전민건강보험
이라는 통합보험으로의 경로이탈이 발생하였는가?
그러나 실제 전민건강보험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 노동보험 가입자들의 가족들을
위한 독자적 보험이 논의된 바 있다. 비록 그것은 매우 짧은 기간에 진행되었으며, 또
현실적으로 입법되어 실행되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노동자 가족들만을 위한
독립된 의료보험을 둘러싼 논의의 전개과정과 실패의 경험은 이후 전민건강보험의 특
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과정에 대해서 짧으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심화되는 민주화와 선거경쟁 국면에서 노동자의 정치적 지지를
의식한 정부는 노동자 가족들을 위한 의료보험을 약속하고, 실제 행정원의 노동위원
회와 경제기획개발위원회는 노동자 가족들을 위한 질병보험의 입법을 준비한다.190) 그
결과 행정원의 노동위원회 주임위원인 趙守博은 1989년 적극적으로 「勞工眷屬健康保
險」의 구체적 실시방안을 내놓고 1991년 정식 실시를 예고하였다(聯合晚報, 1989년 4
월 15일). 당시 제출된 안건의 내용을 보면, 당시의 노동보험조례 가운데 가족건강보
험「眷屬健康保險」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그 가입범위를 노동보험 가입자의 배우
자, 부모, 자녀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기존 공무원가족질병보험의 직계가족 모델을 그
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한 노동위원회 고위관리는 이 규정이 입법원 심사를 통과하여 1991년 실시되면,
720만의 노동자 가족이 보험에 새로이 가입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經濟日報, 1989년
12월 23일). 당시 대만 인구가 약 2천만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부록 1 참고), 이는 가
히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1991년 기준 공무원 관련 보험으로 커버되는 인구가 약 1백
만이었고(<부록 5> 참고), 노동보험에 가입한 인구는 7백만이었다(<부록 6> 참고).
따라서 예정대로 노동자가족건강보험이 실시되었다면 이는 인구의 75 %가 사실상 의
190) 이 정책은 복지문제가 아닌 노동문제로 취급되었고, 따라서 노동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
었던 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원의 경제기획개발위원회도 공동으로 입법과정을 주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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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대만의 의료보험 역사상 가장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이 법은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면서 시행이 미뤄
진다. 당시 노동위원회는 보험료 산정과 재정부담 방식을 두 가지, “戶口” 방식과 “眷
口” 방식 가운데 하나를 택일할 것이라 밝혔다(聯合晚報, 1989년 4월 15일). 1안 “戶
口” 방식은 가족의 수와 상관없이 가족 단위로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는 종합계산법
(綜合計費)이었다.191) 여기서 가족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50％씩 부담하고, 일
정한 고용주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70％를 부담하고, 정부보조로 나머지 30％를 충당
한다. 2안 “眷口” 방식은 가족의 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내는 인두세 방식(眷口計費)
이다. 여기서는 가족이 5인 이상인 경우 편의상 5인으로 계산한다. 가족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20％, 고용주가 80％를 부담하고, 일정한 고용주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60％
를 부담하고, 정부보조로 40％를 충당한다.
8개월이 지나서야 노동위원회와 경제기획개발위원회는 “戶口” 방식, 즉 가족을 단
위로 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초안을 발표한다. 또한 가족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50 %씩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일본의 노동자가
족보험도 가구를 기준으로 보험비를 계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방식의 정당
성을 찾고자 하였다(經濟日報, 1989년 12월 23일). 또한 일본 모델 역시 노사가 함께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이것이 더욱 공평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노동위원회는 한 달만에 입장을 바꾼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재정을 부담하는 원칙은 그대로 고수하면서, 가족의 보험료를 가족의 수대로 걷는 인
두세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 방식이 수익자부담 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대등한 권리와 의무와 공평한 부담을 보장하며, 동시에 가족이 없는 노동자들
의 불만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經濟日報, 1990년 1월 19일).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 번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동자들의 반대에 있었고, 특히 가족의 수가 적은
노동자들의 반발은 상당히 컸다. 노동위원회에 참여했던 노동자 대표들은 35만 노동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 가운데 67
%가 노동위원회가 정한 가족 통합의 계산방식이 불공평하다고 응답했으며, 따라서 보
험료 방식을 인두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經濟日報, 1990년 1월
11일).
191) 이는 한국의 직장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방식과 가장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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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제기획개발위원회는 원안대로 1안의 가족 통합 방식을 지지했는데, 이 방
식이 재분배 원칙과 사회의 상호부조 원리에 더 부합함을 강조하며, 사회보험에서 개
인 부담의 수리적 공평성은 중요치 않다고 반박하였다. 동시에 2안에 따르면 고용주
가 가족의 보험료의 80 %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족이 많은 노동자가 취업시 차별대우
를 받을 수 있다며 1안을 지지하였다(經濟日報, 1990년 1월 19일). 고용주들 역시 1안
을 지지했는데 그 이유는 피부양자의 보험료의 산정방식보다는 그들이 부담하게 될
비율 때문이었다. 두 가지 안은 모두 고용주측이 노동자 가족을 위한 보험에 일정한
재정을 기여함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그 부담범위는 큰 차이가 났다. 1안는 50 %, 2
안은 80 %의 재정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본측으로서는 당연히 적은 부담을 선호
하였다. 고용주들은 가족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용주가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 때문
에 취업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聯合報, 1990년
1월 22일). 이는 가족 전체의 생계를 담보로 고용주 집단의 부담을 낮춰 달라는 일종
의 협박이었다.
결국 이러한 논쟁은 보험료 산정 단위가 가족(家戶)이냐 아니면 가구수(眷口)이어
야 하는가의 대립이었다. 경제기획개발위원회와 고용주측은 家戶計費(1안)를, 노동위
원회와 노동자는 論口計費(2안)를 각각 지지하며 대립하는 상황은 1993년까지 지속되
었다. 그러나 이 논의는 노동자가족질병보험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전민건강보험이라
는 통합 의료보험에 대한 거대한 논의 안으로 흡수된다. 심화되는 민주화 과정과 선
거 메커니즘 속에서 전민건강보험이 국민당 정부의 정책적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기존
에 있던 개별 보험들은 전민건강보험이라는 하나의 통합보험으로 모두 흡수된다. 정
부로서는 1994년 전민건강보험 실시가 공포된 마당에 어차피 통합될 또 하나의 영세
분립체제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선거 국면에서 전민건강보험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낸 마당에 노동자가족질병보험을 굳이 한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는 과거의 분립된 의료보험 체계의 발전경로와 비교해보면 매우 차별화된
다. 왜 갑자기 이러한 경로이탈이 나타났을까? 과거에도 정부는 복지정책을 통해 정
치적 정당성을 추구해 오긴 했지만, 그 방법으로 항상 분립된 체제의 복지제도를 선
택해 왔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정치적 정당성 추구라는 익숙한 문제에 통합 의료보험
이라는 새로운 해결 방식을 활용하려 했을까?
이는 기존의 보험체계의 닥친 재정위기 때문이었다. 앞서 2장에서 서술했듯이 대
만의 사회보험체계는 1980년 말기에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진다. 재무위기를 가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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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노동보험의 저가보험료 정책과 농민보험의 무리한 실시였다. 이 둘은 모두 권
위주의 정부가 대만인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국가에 의
해 운영되는 사회보험 조직에 포섭하여 통제하고자 했던 정치적 의도로부터 기인한
결과들이었다(林國民, 2003). 특히 노동보험의 경우 초기부터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저가 보험료정책을 고수했다. 이후 재정위기가 수차례 예고되었음에도 노동자들
은 물론 재정의 80 %를 담당하던 고용주측의 반대로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농민보험 역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거쳐 실행되기보다는 정치적 맥락에서 상
당한 국가재정 부담을 예상하면서도 실시하게 된다.192)
또한 통합급부를 제공하는 종합보험의 특성 역시 재정위기를 악화시킨 요인 가운
데 하나였다. 노동보험비는 1970년대 이후 “종합보험비”로 걷었으며, 현금급부와 진료
급부의 보험항목을 분리하여 계산할 수 없었다. 이는 정부로 하여금 노년급부의 예비
준비금을 전용하여, 부족한 진료급부 지출을 메울 수 있게 하였다. 즉 사실상의 적자
상황을 노년급부의 책임준비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193)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적자상황은 정부로 하여금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따라서 보험비 조정의
필요성도 압력도 없었고, 또한 저가보험비 정책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었다.
본질적으로 두 문제는 보험료를 인상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당
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1980년대 말 대만화폐
의 대폭적인 평가절상은 수출생산품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켰다. 임금상승은 생산비
용 역시 상승시켰고, 투자는 감소하였고, 자본은 외국으로 가거나 투기시장으로 옮겨
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험료 인상은 고용주의 보험비 부담을 증가시켜 다시 생산비
용의 증가와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불러올 위험이 있었다. 다른 대안은 보험비를 높이
되 고용주의 보험비 분담비율(당시 80 %)을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
192) 1988년 5월 20일 폭발적인 농민쟁의사건은 농민보험의 전면적 실시라는 결정을 촉발시
켰다. 대만 역사에서 5.20 사건은 1980년대 사회항쟁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5.20 농민항쟁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농민보험의 전면적 실시였다. 이는 대만 역사상 최초로 사회보험에 대한
의제가 가두시위의 표어로 나타난 사건이었다. 농민의 평화로운 항의는 수많은 동조자를 집
결시켰고, 의도하지 않게 심각한 가두 폭력 충돌로 변모하면서, 2.28 사건 이후 최대의 유혈
충돌 사건을 만들어냈다. 5.20 사건 이후 정부는 한편으로는 운동 간부들을 체포, 숙청하면
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능한 빨리 농민건강보험의 전면적 실시를 제정하여 농민의 불만을 누
그러뜨리려 하였다(林國民, 2003: 48).
193) 이에 대한 설명은 2-2장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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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용주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곧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수 있었다.
국가로서도 심화되는 선거경쟁 메커니즘 속에서 대중의 지지를 잃을 것이 뻔한 행위
선택은 하지 않으려 했다.194) 정부는 지출을 통제할 힘도 없었고, 보험비를 제고할 방
법도 없었고, 오직 계속해서 국고에 의지해 적자를 보조할 뿐이었다. 그러나 날로 악
화되는 재무상황은 더 이상 국가 보조로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된다.
제도는 항상 변화에 저항적인 완고성을 갖지만, 위기의 상황은 제도 기제를 방해
하거나 침식함으로써 제도 변화의 기회를 추동한다. 또한 위기는 행위자의 인지의 틀
을 변화시킴으로써, 과거의 보험체계 전체에 대한 효율성과 이 제도의 계속적 존재에
대한 합리성을 의심 받게 만든다. 또한 위기는 문제해결에 대한 거대한 압력을 만들
어 내며 제도의 경직성이 공고화시킨, 변화에 저항적인 행위 국면을 와해한다. 바로
1980년대 말의 사회보험 체제 전반의 재정 위기가 이러한 제도 변화와 경로의 단절을
만들어냈다.
전민건강보험은 1995년에 도입되지만, 실제 그 준비과정은 국민당 주도하에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Lin, 1999; Lin, Chen-Wei, 2002; Wong, 2003). 행정원
경제기획개발위원회는 1984년 사회복지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업무추진팀을 조직하였
고, 1986년 “사회복지제도통합기획안”(A Comprehensive Plan of National Welfare
System)을 제출하여 2000년까지 보편적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어서 1988년 경제기획개발위원회는 전민건강보험을 예정보다 5년 가량 앞당겨 1995년
에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산하에 세 명의 교수를 초청하여 전민건강보
험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ning task force)
을 조직하였다.195) 태스크포스팀은 1990년 6월 초안(정책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
를 행정원 위생서에 넘긴다. 전민건강보험의 제1기의 제도설립계획은 경제기획개발위
원회經建會의 책임하에 있었다면, 제2기의 더욱 세부적 제도설계는 위생국에 그 책임
194) 실제 보험률을 상향 조정하는 수정법안이 1990년 초 입법원에 보내졌는데, 국민당 입법
위원들은 “보험비를 제고하면 야당은 선거에서 분명 질 것”이라며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195) 당시 태스크포스팀의 참여교수 3인은 아래와 같다.
楊志良(Yaung, Chi-liang), http://zh.wikipedia.org/wiki/, NTU School of Public Health
江東亮(Chiang, Tung-Liang), http://www.cph.ntu.edu.tw/ihpm/?tid=193, NTU School
of Public Health
吳凱勳(Wu,

Kai-hsun),

http://www.asia.edu.tw/about/about_08/about_08_01_05.htm,

Department of Public Health, Fu Jen Catho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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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수되었다. 위생서는 2차 계획(실행 규칙) 및 실무를 책임졌는데, 이러한 2차 과
정에는 마찬가지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진료기구 대표들과 입법원 대표들 역시
참여하였으며, 참여자의 수는 32명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듯이 전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책계획은 “전문가/기술관료”에
의해 지배되었는데, 특히 학자전문가의 의견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민당이 대만
을 통치한 역사 가운데, 전민건강보험만큼 전문가가 제도 설계를 주도한 사례는 어떤
공공정책 형성의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듣기도 한다(林國民, 2003).
전민건강보험 제도 계획에 협조했던 정책전문가들은 강렬한, 효율적인 기술합리성을
강조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정책전문가는 행정실무의 속박을 받지 않았
으며, 따라서 이로 인해 정책관료들이 가지는 “현상 유지 선호”를 피할 수 있다. 이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근본적인 변혁의 방안이 출현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전문가들이 제출한 구조개혁 방안은 두 가지의 중대한 요점을 가지고 있었다
(Wong, 2003). 첫 번째는 현금급부 보험이 반드시 진료보험과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두 번째는 기존체제의 영세화된 분산적 권위구조를 타파하여 새로
조직하고 집중화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두 가지 개혁 초점에 근거하여, “국가경영/
단일체계”의 건강보험 체계가 효율성 원칙에 제일 부합한다고 여겼다. 단일체계는 위
험분담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비용을 아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체 진료체계를 계
획하는 조직역량을 제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로 하여금 진료제공자에 대한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진료비용을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로서 이는 비록 이상적이지
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었다. 이로써 대만의 사회보험은 약 반세기 동안 구축되어온
역사적 경로를 이탈하여, 새로운 통합보험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피부양자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전민건강보험은 과거 경로와의 단절이 아
니었다. 노동보험과 관련되어 진행되었던 과거 논의는 이후 전민건강보험 논의과정에
서 그대로 재현되며 정치과정의 기본틀을 주조한다. 이 당시 세부계획에서 쟁점이 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통합의 범위, 국가의 부담,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방식이었
다(Lin, 2003). 특히 마지막 쟁점에서 피부양자가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야하는가의 문
제를 둘러싸고, 초반부터 두 가지 안이 팽팽히 맞선다. 이 두 가지 안이란 노동보험
논쟁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보험료를 가족통합의 “戶口” 방식으로 하는가 아니면
인두세의 “眷口” 방식으로 하는가였다.
처음 경제기획개발위원회 태스크포스팀과 위생서 태스크포스팀 모두 가족 피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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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보험료 면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위생서 태스크포스팀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
로 입장을 바꿔서 피부양자도 보험료 내야한다고 결정을 번복한다. 그 근거로 이미
당시의 인구구조상 수많은 단독 가구들이 존재했으며, 이들에게 가족통합 보험료 부
과방식은 공평하지 않다는 이유였다(台北報導, 1993년 4월 23일). 이는 노동위원회로
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왔는데, “보건부가 상호부조 정신을 해치는 방안을 옹호하고 있
으며 이는 노동시장 내부의 차별을 불러올 것이며, 피부양자가 많은 임금 근로자가
보험 가입을 주저할 것”이라 맹비난한다(中國時報, 1993년 5월 23일).196) 언론을 통해
진행된 노동위원회와 보건부 관료들이 논의 이후, 행정원은 지도지침을 통해 고용주
는 전체 가구의 평균 피부양자 수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가입자는 실제 피부양자 수
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결국 국가의 주도 하에 행정원장의
지도지침에 따라 대부분이 결정된다(Lin, 2002).
의아한 것은 수많은 노동자 가구들 역시 정부의 결정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렇다 할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통합 의
료보험을 통해 기존 노동보험 가입자들은 피부양자 제도라는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기존 노동보험은 피부양자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상당수의 피부양자들
은 이른바 뒷문(backdoor)이라는 비공식적, 불법적 루트를 통해서만이 의료보험 혜택
을 얻을 수 있었다(Lin, 1990). 그러나 이제 노동자의 가족들도 비공식적인, 불법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도 의료 접근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이미 가족주의적 제도
의 첫 번째 요구가 관철된 셈이었다. 게다가 바로 몇 해 전 노동자가족질병보험이 무
산되는 것을 경험한 노동자 가족들에게는 세부적인 규칙보다는 일단 실행이 관건이었
다.
두 번째로는 통합 의료보험을 통해 얻는 상징적 이익 때문이었다. 의료보험 체계
의 통합은 사실 인구가 제일 많은 노동보험과 심각한 재무위기에 빠져 있던 농민보험
체계로 하여금 복지대우와 재정상황이 비교적 좋은 공무원보험과 통합되도록 했다.
196) 바로 앞서 노동보험 논의에서 노동위원회는 인두세 방식을 주장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
들이 전민건강보험의 인두세 방식에 반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주장 자
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부처내의 권력관계와 투쟁의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전민건강
보험이라는 통합된 보험의 출현은 노동보험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의료급부와 관련된 업무
를 위생서 산하의 독립된 건강보험 관리부서로 이전해야함을 의미했다. 이는 노동위원회로서
권위와 권력의 축소로 해석되었다. 실제 전민건강보험의 계획단계에서 노동위원회는 사사건
건 위생서와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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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일체계의 통합 주장은 당시의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조직화된 동원능력을
구비한 대표적인 사회집단인 노동자와 농민의 반대를 전혀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노
동단체는 정부경영의 단일체계를 지지했는데, 그 주요 이유는 “현재 노동조합 조직은
건전하지 못하며, 독일 모델과 같이 노동조합이 조성하는 질병기금회가 보험을 관리
토록 하는 것은 대만에서는 불가능하다. ... 민영 체계는 재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이
라는 큰 떡을 강탈하게 할 것”이라며 민간운영방식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였다. 결국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높아졌던 “反국가”적 목소리도 “국가주의” 단일 의료보험 체제
에만은 전혀 반대세력을 형성하지 않았다(林國民, 2003: 61).197)
마지막으로는 이미 앞선 공무원가족질병보험 제도가 만들어놓은 제도적 당연성
(taken-for-grantedness) 때문이었다. 대만의 경우 쟁점이 된 것은 피부양자 범위보다
는 피부양자들의 보험료 산정방식이었다. 여기서도 한국과 달리 피부양자 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가 쉽게 수용된 이유는, 앞선 제도가 인두세 방식으로 보험료
는 산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이러한 방식에 대한 당연성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특
히 노동자가족질병보험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던 1991년 위생서는 전민건강보험의 재
정구조의 틀을 앞선 공무원보험과 노동보험과 같이 인두세로 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
힌 바 있었다(聯合晚報, 1991년 9월 19일). 이는 향후 대만의 모든 사회보험은 인두세
방식을 기초로 세워진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과거 제도의 경
험들은 사회 행위자들의 인식의 틀(합리성)을 이미 특정 방향으로 주조해 놓은 것이
다. 결국 인구의 10 %를 위해 설계되고 운영되었던 보험제도가, 그리고 아주 협소한
피부양자 제도에 기반한 보험제도가 재정상, 운영상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저항
없이 인구 전체를 위한 보험 체제로 안착된다.
무엇보다 피부양자 범위의 확대 요구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었던 것은 제도
자체에 내장된 특성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시작부터 모든 인구를 포괄하는 “보편적
시스템”으로 출범한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은, 굳이 누군가의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다
197) 국민당 정권은 공교인 이외의 피고용인들에게 직업분류 구분 없이, 勞心者와 勞工者 상관
없이 모두 노동보험체계에 가입토록 만들게 하였다. 또한 피고용인 이외에 자영업자와 고용
주들 역시 직업공회(노동조합)를 통해 노동보험에 가입토록 하였다. 그 결과 노동보험은 예
기치 않게 하나의 탈계급적인, 광범위한 사회기초를 구비한 위험사회집단이 된다. 그러나 이
러한 탈계급적 집단의 구성은 권위주의 정부의 의도한 바였는데, 계급적 이해의 발달을 저
해. 이들의 정체성 약화. 또한 사회통제의 도구. 따라서 전민건강보험 형성 시기에 이들이 전
민건강보험에 반대했더라도 조직화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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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법으로도 의료혜택에 접근할 수 있었다. 게다가 보험비 부과제도의 특성(인두세)
역시 누군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개인 자격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합리
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인센티브를 만들어 내지 않았다. 오히려 계층과 상관없이 모두
피부양자의 무분별한 확장은 자신들이 내야하는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가 많을수록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하였다.
표 5-3. 대만 전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 현황(1995년)

(단위: 천명)

피부양자수

0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합계

가입자수

6,951

1,052

1,146

805

308

79

28

10,369

%

67.03

10.15

11.05

7.76

2.97

0.77

0.27

100.0

게다가 대만의 의료보험은 이미 산업화와 도시화가 대부분 진행된 이후 전개됨으
로써, 수많은 도시화, 핵가족화된 가구들과 1인가구들의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 실제
위의 <표 5-3>에서 보듯이 1995년 실시된 전민건강보험의 가입자들 가운데 67 %가
“나홀로 가입자”였다. 전민건강보험은 3인 이상의 피부양자는 편의상 3인으로 하여 계
산하는데,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가입자, 즉 피부양자가 4인 이상인 가입자는 겨우 4
%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피부양자가 많은 가구들의 보험료를 자신들이 공동 또는 대
신 부담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입자,
즉 2인 이하의 피부양자를 가진 가입자들이 나머지 88 %인 셈이다. 이러한 가구구조
에서 가족통합 방식은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졌다. 전민건강보험의 설계에
서 노동자들이 불과 10년 전에 전개되었던 공무원보험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친 이유
도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가족주의적 제도
개혁에 저항한 것은 가족 자신들이었다. 그 결과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핵가족 지향
적인 모델은 확고히 유지, 강화된다.
5-2-4. 가족의 경제적 투쟁
앞서의 설명은 왜 대만의 의료보험이 한국과 같이 가족을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한국보다 훨씬 협소한 범위의 가족규범에 기반한 피부양자 제도를 가지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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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이들
이 핵가족 모델의 피부양자 제도를 가지게 된 것은 제도 초기 외성인의 가족규범의
지배성 또는 계속성 때문도 아니며, 대만 사람들이 핵가족을 또는 서구와 같은 탈가
족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제도를 선호하기 때문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제도의 경험
과 국가의 정치적 논리, 그리고 가족을 위해 협소한 피부양자 제도가 더욱 합리적이
라고 판단한 가입자들의 정치과정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은 왜 대만에서도 다양한 가족규범과 강한 가족주의가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왜 이 변수가 대만의 복지제도에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못했는지도 설명한
다. 가족제도와 복지 제도를 매개하는 정치과정이 이를 차단, 즉 decoupling 했기 때
문이다(Granovetter, 1992). 대만의 가족들 역시 각자의 이해를 가지고 이러한 정치과
정에 참여한다. 여기서 이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공통된 동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
족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였다. 왜냐면 노동보험과 전민건강보험에서 가입자들 모두
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자신의 가족에게 유리한 방식
인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과거 제도적 설계는 가입자들에게 가족의 이해와 복
지제도를 decoupling하는 것이 가족에게 더욱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유인구조를
주조해 놓은 상황이었다. 결국 이러한 정치과정에서 가족을 복지제도로부터 후퇴시키
고 그럼으로써 제도를 탈가족화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은 가족 자신들이었다. 동시에
이는 왜 대만의 의료보험이 한국과 같이 가족을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라는 화두가 또는 가족이라는 주체가 복지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는지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가족이라는 변수의 설명력을 약화시키는 사
례로 해석될 수는 없다. 가족주의라는 커다란 문화적 지향은 대만의 의료보험 제도에
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만의 가족은 한국의 의료보험에서 역할을 했던 규범적 가족이 아닌 객관
적, 물질적 가족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적 실체로서의 가족의 역할을 찾기 어려우며,
이는 문화라는 변수의 설명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뚜렷하
게 나타나는 문화라는 변수의 힘은 가족 외에 다른 차원에서 발견된다. 바로 신분의
식과 관련된 勞心者와 勞力者의 차별적 인식이 대만의 의료보험 변화를 설명하는 주
요 변수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들 역시 한국 가입자들의 가족 인정투쟁에서 발견되
었던 문화적 투쟁의 국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들의 담론에서 신분과 지위에 대한
규범적 주장과 경제적 이해에 대한 주장은 혼재되어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을 포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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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도덕적 담론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이 전민건강보험에 찬성했던 것
처럼 역으로 지위 인정이라는 상징적 이익이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충족된 듯한 상
상의 만족감을 주기도 한다. 결국 대만의 사례 역시 제도 변화의 과정과 거기서의 행
위자의 동기를 단순히 경제적 관점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한다.
5-3. 소결: 가족주의적 제도의 재구성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 변화 과정은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그림 1-2>의
제도와 행위자의 관계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가족주의(L1)와 가족규범(L2)이라는 기존
제도는 행위자에게 특정한 인지적 틀과 합리성에 대한 신념을 만들어 내었다. 동시에
이들 제도는 더 낮은 차원에서 특정한 유인구조와 구조적 제약을 가진 피부양자 제도
(L3)를 틀 짓는다. 그리고 모든 행위자들은 이렇게 내면화된 인지적 틀과 이해구조를
가지고 의료보험 제도의 변화라는 정치과정(L4)에 참여하여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이
라고 여겨지는 이해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익 추구 과정에서 행위자들은 서
로 다른 가족규범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제도 안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
대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치과정은 기존 제도를 특정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결과(L3)
를 가져오게 되면서 정책 환류가 나타난다. 이렇게 기존 제도들에 의해 구조화된 담
론의 정치과정(독립변수 II)은 가족(독립변수 I)과 복지(종속변수)라는 두 제도의 관계
를 매개, 중재한다.
본 절은 이러한 정치과정과 그에 얽힌 다양한 행위자들의 동기와 행위선택의 결과
로서 의료보험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제도의 형성 또는
변화를 추상적인 기능적 논리로서 설명되어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행위했는가를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한
국과 대만의 피부양자 제도의 변화과정은 단순히 자본 축적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국
가의 개입 또는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 추구나 가족 이데올로기 동원을 통한 사회통제
등의 기능적 필요성으로 설명될 수도 없으며, 먼 전통의 후광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는 점을 역설한다. 오히려 이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행위자들의 행위선택이 만들
어낸 결과이다. 여기서 주요 행위자는 국가와 의료보험 가입자들이다. 그렇다면 피부
양자 제도를 둘러싼 정치과정에서 양국의 두 행위자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나?
이를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에서 중요한 두 문제였던 피부양자 적용 대상의 확대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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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자.
먼저 국가의 이해를 보도록 하자. 한국의 경우 시작부터 피부양자 제도에 대한 뚜
렷한 이해는 없었다. 국가는 의료보험 재정에 기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부양자 제도
의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재정 부담은 어차피 기업과 가입자들의 몫이었기 때문
이다. 물론 국가로서는 피부양자 제도 확장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소한 정치적 정당성에 호소하기엔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는 사회에
대한 막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국가에게 가족은 주변적인 관심의 대상이
었다. 따라서 이 시기 국가는 재정에 큰 문제가 표출되지 않을 정도로 보험률을 예측,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임의적으로 대처한다. 이 시기 피부양자 제도에 대한 큰 원
칙도, 전담 기구도 부재했다. 그러나 1988년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상황은 달라
진다. 민주화가 이미 진척된 상황에서 국가 부담과 직결된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안정
을 위해 국가는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범위를 가능한 확장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대만의 경우 1990년대 이전 국가의 피부양자 제도에 대한 입장은 무분별한 확장
금지였다. 게다가 한국과 달리 대만의 국가는 보험 재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자였다.
공무원보험은 물론 노동보험에서도 정부는 일정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는 피부양자에 대한 추가적인 국고부담이 명약관화한 제도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
았으며, 피부양자 제도는 오직 소수의 공무원 집단만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민주화와 진척과 외교적 위기로 인해, 국민당에게 복지정책 시혜를 통한 정치적 지지
기반의 공고화는 정치의 최우선 과제가 된다. 야당과 차별화되는 그리고 과거 제도와
도 차별화되는 의료보험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는 압력은 당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거세진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논리로 인해 정부는 노동보험으로 피부양자 제도 확
장을 시도함에 이어서 1995년 모든 국민들에게 피부양자 제도를 허용하는 전민건강보
험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피부양자 제도 확장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재정 논리가, 대만의 경
우 국가의 정치 논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철저히
재정 논리로 지역의료보험의 정부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직장의료보험의 피부
양자 제도를 확장한 반면, 대만은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해 정부부담을 감안하면서도
노동보험과 전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를 확장, 실행하였다. 물론 한국의 경우 지
역의료보험의 재정파탄이 결국 정부에 대한 지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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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만과 비교해 볼 때 재정 논리가 더 크게 작
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한국에서 복지가 지극히 탈정치화되었다는 점(경제문
제), 그리고 대만에서는 복지가 지극히 정치화되었다는 차이와도 관련된다. 앞서 보았
지만, 한국에서는 발전국가 시대부터 의료보험은 산업발전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으
며, 재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특히 지역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의료
보험은 철저히 재정과 행정의 문제였다(이미숙, 2008). 대만의 의료보험은 이미 그 시
작부터 정치적 정당성 추구와 노동통제를 위한 노골적인 정치 수단이었다(안재신,
1993).
다음으로 가입자들의 이해를 보자.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동기는 사
실상 동일하다. 양국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변천사를 관통하는 가입자들의 단
하나의 동기는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족 모두가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상 양국의 가입자들은 모두 피부양자 제도의 확장에 원칙적
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피부양자 제도인가, 특히 어떤 범위의 피부양자
제도인가라는 점에서 양국의 가입자들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이러한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된 이유는 기존 제도가 주조해 놓은 유인구조 때문이었다.
그 안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찾고 또 옹호하기 위해 한국과 대만의 가입자들은
서로 다른 가족 담론을 활용한다.
자본의 이해는 어떠한가? 앞서 논의에서 자본의 피부양자 제도에 대한 이해는 주
변적으로만 고려되었다. 그 이유는 실제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를 둘러싼 정치과정에
서 자본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의 대기업은 피부양자 제도
의 실시보다는 의료보험의 실시 자체에 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기업들에게 의료보
험은 노동유인책이며 노동통제 수단인 동시에 가용자본 확보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어차피 이러한 목적일 바에야 피부양자 제도를 용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자본이 피부양자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뚜렷한 입장과 이해를 표명한 적은
없다. 물론 이는 피부양자 제도에 대한 자본의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지 의료보험에
대해 자본의 이해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반면 대만의 자본은 주로 중소기업들이었으며, 이들은 한국의 대기업이 의료보험
을 통해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이 하나도 없었다. 첫 번째 대만에서 노동보험은 국가
기구(노동보험국)와 국가가 조직한 기구인 노동조합(직업공회)의 직접적 관리하에 있
었다. 따라서 노동보험을 통해 고용주가 직접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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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중소기업의 영세화된 규모로 보험금 이자 소득을 기대하는 것도 힘들었다. 더
군다나 노동보험에서 고용주의 부담은 80 %였는데, 피부양자 제도 실시로 인한 추가
적인 재정 부담을 기업들이 원할 리 없었다. 사실상 자본의 입장에서 의료보험은 역
사상 한 번도 이득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대만의 자본은 한국의 대기업과 달리 분절
화되어 조직화된 역량을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반대의 의견을 조직화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실제로 이들은 전민건강보험 입법과정에서 그들에
게 가장 불리한 재정부담(70 %)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약한 사회세력이었다. 결국
한국과 대만 모두에서 피부양자 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자본의 역할은 거의 없
거나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표 5-4. 피부양자 제도 확장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이해
한국
국가
자본
가입자
결과

대만

1970: 소극적, 방관

1950-80: 반대

1980: 찬성

1990: 찬성

대기업: 찬성

중소기업: 반대

찬성

찬성

확장(1988년)

확장(1995년)

피부양자 제도의 확장을 둘러싼 세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위의 <표 5-4>와 같다. 여기서 양국 공통으로 피부양자 제도의 확장을 이끈 결정적
요소는 “국가와 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 확장에 대한 이해의 일치”라 할 수 있다. 또
한 확장 시기를 결정한 것은 피부양자 제도에 대한 “국가의 이해”가 반대에서 찬성으
로 변화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때 양국이 유사한 피부양자 제도를 가지게 된 것은
결국 유교 전통의 영향력이나 강한 가족주의가 아닌 행위자들의 이해와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양국의 서로 다른 피부양자 제도는 단순한 국가의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제도, 가족규범이라는 전통의 후광도 아닌 셈이다.
그러나 양국이 동일하게 피부양자 제도의 확장을 경험했지만 그 결과 나타난 피부
양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은 서로 차별화된다. 한국은 피부양자 제도를 확장하되 가족
에 대한 가족통합 보험료로 나아간 반면 대만은 동일한 확장의 경로를 보이지만 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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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방식으로 나아간다. 이는 앞서 말한 행위자의 이해들이 일치하는 시점에서 가입자
와 국가라는 두 행위자가 가졌던 “이해”가 양국에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의 경우 국가의 재정 논리가, 대만의 경우 국가의 정치 논리가 피부양자
제도의 확대와 관련된 주요 메커니즘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양국이 서로 다른 보
험료 산정방식을 가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의료보험 운영에서 국가가
가장 고려했던 것은 국가의 재정부담 최소화 원칙이었으며, 그 결과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독일의 사회보험 모델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재정을 절반씩 부담한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방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국가의 의료보험 실시 이전 이미
실시되고 있던 자율적인 의료보험조합들의 제도적 틀은 물론 당시의 가족규범의 당연
성은 이러한 모방의 과정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대만의 경우 정치 논리가 상대
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데, 즉 선거 경쟁 메커니즘의 심화 속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보험료 산정방식이 채택된다. 특히 1980년대 통합과세 방안을 요구하는 소
수의 공무원들의 요구는 기각된 반면, 1990년대 인두세 방식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의
요구가 관철된 것은 정부 여당의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개입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가입자의 경우를 보자. 한국의 가입자들은 일관되게 통합과세 방식을 요
구해왔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 역시 불만은 사실 보험료 부과나 산정의 불합리성
보다는 직장의료보험과 다른 인두세 방식 때문이었다. 가족통합 보험료 산정방식은
경제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대만의 가입자들은
1980년대까지 한국과 동일하게 통합방식을 요구했으나, 이후 인두세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이는 과거 제도의 영향은 물론 가족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기 양국의 보험료 산정방법의 차이를 만
들어내는 것은 국가와 가입자들의 이해의 일치가 중요한 변수였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양국의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모두 민주화 국면에서 진행
됨으로써 국가는 가입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가
입자들이 어떤 보험료 산정방식을 지지하는가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양국의 피
부양자 보험료 산정방식을 둘러싼 두 행위자의 이해를 정리하면 <표 5-5>와 같다.
특히 정책 환류의 과정에서 대만의 사례는 함의하는 바가 많다. 앞서 대만의 의료
보험을 살펴봄에 있어서, 왜 대만의 피부양자 제도는 변하지 않았는가라는 연구문제
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둘
러싼 행위자들의 이해 역시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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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피부양자 보험료 산정방식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이해

확장시기
국가

한국

대만

1988

1995

통합과세

인두세

(재정논리)

(정치논리)

가입자

통합과세

결과

통합과세

1980년대 통합과세 찬성
1990년대 인두세 찬성
인두세

지만 실제 대만의 피부양자 제도를 둘러싸고 행위자들, 특히 가입자들의 이해는 역동
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가입자들의 이해가 변화한 결과가 제도의 불변으
로 나타난 셈이다. 즉 제도의 변화라는 역동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겉으로 볼 때 정적
으로 보이는 제도의 불변 또는 유지라는 결과 역시 그 뒤에는 변화에 저항하는 행위
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치열한 정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비교를 종합해보면 양국 모두에서 특정 시기에 피부양자 제도가 확장되는
공통점을 만들어낸 것은 국가라는 행위자가, 반면 보험료 산정방식의 차이를 가져온
데에는 가입자라는 행위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특정
한 제도가 확립되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단순히 한 행위자의 주도성에 의해 결정되
는 것도 아니고, 전통이나 문화라는 추상적인 힘이 작동한 결과도 아니다. 이는 전통
이나 문화가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변수는 아니며, 이를 매개하는 정치과정
에서 행위자들의 동원과 활용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전통과 문화라
는 추상적인 변수는 실제 구체적인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
치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는 규범적 가족과 복지제도를 coupling한 반면, 대만
의 정치과정은 두 제도의 관계를 decoupling하는 동시에 대신 복지제도와 물질적 가
족을 coupling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그 결과 양국에서는 동일한 가족주의적 틀
안에서 서로 다른 가족화 효과를 갖는 피부양자 제도가 확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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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한국과 대만의 사례는 앞서 본 논문이 가정했던 몇 가지 가설들을 여지없이 기각
한다.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이 보여주는 가족주의적 특성, 특히 피부양자 제도는 유
교 전통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여주는 강한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주로 설명되곤 한
다. 그러나 실제 양국의 피부양자 제도는 뚜렷하게 다른 가족규범을 지향하고 있는
동시에 서로 다른 가족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가족주의라는 변수
로 양국의 서로 다른 피부양자 제도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음으로
예상되는 것은 양국이 서로 다른 가족 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것이 양국의 피
부양자 제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4장을
통해 부정되었다. 양국에서 발견되는 객관적인 의미의 물질적 가족도, 규범적 의미의
개념적 가족도 그리고 전통적 가족규범은 물론 국가의 공식적 가족규범도 그 어떤 것
도 피부양자 제도의 독특한 특성을 온전하게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지막으로 5장의 피부양자 제도를 둘러싼 정치과정에 대한 고찰은, 이렇듯 각 사
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가족제도와 가족규범들이 어떤 이해를 가진 행위자들에 의해
선택되어지고 활용되는가에 따라 국가의 공식적인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치과정에서 행위자들은 자
신의 이해와 동기에 따라 기존에 있는 가족규범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해줄 수
있는 도구를 취사선택한다. 그 결과 한국의 가족들은 확대가족을, 대만의 가족들은 핵
가족을, 그리고 한국의 가족들은 개념적 가족을, 대만의 가족은 물질적 가족을 선택하
였다. 행위자들로 하여금 이렇듯 서로 다른 행위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은, 기존 피부양
자 제도가 마련한 게임의 법칙들이 행위자들에게 부과한 제도적 한계와 가족주의라는
문화적 지향이 가입자들에게 내면화시킨 특정한 행위 지향이었다.
본 논문의 결론은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산업화론
은 동일한 경제발전 수준에 이른 한국과 대만이 서로 다른 성격의 복지제도를 가지게
된 것을 근본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자원동원 이론 역시 본 논문의 사례들을 설명
하지 못한다. 왜냐면 한국과 대만의 복지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노동계급의 존재가 반
드시 그들의 정치적 세력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며, 또 노동계급이 세력화한다고 해
서 반드시 보편적 복지의 확장을 주장하지도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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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정책이 국가의 영역이라 해도 복지제도
는 국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닌, 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와의
상호작용 속에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 역시 기존 제도가 마련해 놓은 경로의 관
성은 물론 더 상위의 제도인 문화나 규범의 구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
다. 더욱이 모든 국가가 동일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복지제도를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동기와 의도는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설계하는 복지제도가 형
태상 동일할지라도 또는 동일해 보일지라도 내용상 차이를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이 연구가 기존 변수들의 설명력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제도
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기본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산업화론은
중요하고, 노동세력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한
다는 점에서 자원동원 이론의 함의 역시 부정될 수 없다. 복지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인데, 이는 서구는 물론 본 논문이 다룬 한국과 대만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하의 복지제도의 발전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메꾸고자 했던 공백은 서구의 경험을 근거로 구성된 복지국가 이
론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동아시아 사회의 복지체제의 독특함이었으며, 정치와 경제로
모든 것을 환원하는 이론들이 등한시했던 문화적 변수가 만들어내는 복지의 다양성과
인간 행위의 도덕적 차원이었다.
이러한 기존 논의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고자, 본 논문은 의료보험의 피부양
자 제도의 입법과 개혁을 둘러싼 정치과정의 기저에서 작용하는 근본적인 차원의 문
화적 변수에 주목하였다. 즉 국가와 가입자라는 행위자의 이해와 동기를 주조한 힘으
로 기존 의료보험의 제도적 특성 외에도 문화 차원의 제도적 구속력에 주목하였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규명되었는데 첫 번째는 가족의 관점에서 피부양자 제도의 특
정한 성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두 번째는 가족주의적 요구와 사회적 인정
을 둘러싼 투쟁과정으로서 피부양자 제도의 발전과정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자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 연구시기를 양국의 통합의료보험의 출범
까지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통합보험의 출범 이후에도 피부양자 제도를 둘러싼 제도
개혁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2010년 제2세대 전민건강보험 개혁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 논의는 현재의 피부양자수에 비례하여 보험비를 산정
하는 방식을 한국과 같이 피부양자의 수와 상관없이 가족을 단위로 일괄 부과하는 체
계로 바꾸는 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1995년 전민건강보험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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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다(行政院衛生署, 1998; 린우완이, 2007: 124; 첸잉
팡·뤼지엔더, 2011). 그러나 이 개혁안은 시민사회의 반대로 다시 무산된다. 대만의 전
민건강보험의 가족주의적 개혁의 좌절은 다시 한 번 기존의 제도가 만들어 낸 한계가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에 비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의 진행중인 개혁 방향은 상당히 탈가족적인데, 이
는 특히 의료보험 통합과 함께 피부양자 축소를 중요한 쟁점으로 만든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의 원리상
소득이 있으면 기여를 해야 하는데, 소득이 있으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둘째 피부양자수가 많다는 것
은 부담에 비해 급여요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소득발생
요인을 파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국과 대만이 지향하고 있는 상반된 개혁방안은, 가족주의 복지모델이 서
구의 개인주의 복지모델보다 경제성이나 형평성의 원칙에서 열등하다는 것은 서구 중
심적 시각이 만들어낸 편견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특히 대만의 전민건강보험 개혁논
의에서 한국과 같이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형평성과 사회 정의의 원칙
에 더욱 부합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行政院衛生署, 1998). 이는 적합하지 않은 피
부양자들의 면제가 문제이지, 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님을 주장하는데, 결국 자격이 없
는 피부양자들을 구분해 내고,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이들의 무임승차를 차단하는
“국가의 역량”이 관건임을 의미한다(Mann, 1986). 또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목표
로 하고 있는 부과체계의 통합이 대만에서는 형평성 훼손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자영업자와 직장가입자에 대해 획일적인 등급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
다.
이러한 한국과 대만의 엇갈리는 개혁 움직임은 제도의 합리성은 하나의 잣대로 판
단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제도가 배태되어 있는 사회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 따라 제도의 합리성은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대만과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보여주는 엇갈리는 발전과
개혁의 방향은, 제도의 형성과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아님을 그래서
각 사회의 사회보험의 궤적들은 결코 경제적 모델에 따른 단 하나의 효율적 모델로
수렴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 왜 지금에 와서 이러한 탈가족적 담론이 합리적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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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들여지는가이다. 방계 혈족을 피부양자로 인정해주던 1995년에도 이미 방계
혈족과 동거하는 가족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피부양자의 범위에 대한 담
론은 의료보험 통합 이전에 큰 화두로 대두되지 않았다. 또 이전에도 의료보험의 재
정위기들은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대안과 해결방법으로 조합의 대형화,
재정의 단일화, 통폐합 등이 언급되어왔다(백승기, 2007).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피부
양자 범위 축소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던 것일까? 그리고 왜 이제야, 게다가 지속적으
로 부양률이 줄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피부양자 범위 축소가 화두가 되는 것일까?
이는 위기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위기는 제도변화의 기회를 추동하는
데, 제도는 항상 변화에 저항적인 완고성을 갖지만, 위기는 행위자의 새로운 인지의
틀을 형성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계속적 존재에 대한 합리성, 당연성은 의심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의료보험의 과거 제도가 만들어내었던 가족주의에 기초한
확대논리는 위기의 국면에서 그 합리성을 의심받고 재평가 받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
다. 여기서 위기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제기된다. 첫 번째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이며,
두 번째는 의료보험 통합이라는 제도 자체의 위기이고, 세 번째는 부적격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 논란을 둘러싼 피부양자 제도의 위기이다. 이 세 가지 위기들은 연차적으
로 발생하며 서로 인과관계를 형성하였다.
첫 번째 위기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두 번째 위기는 의료보험의 형평성
의 문제와 재분배 기능을 적극적으로 재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두 위기는 모두 보험재정과 직결된 성질을 띠는 것으로, 결국 모두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모델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각인시켰을 뿐이다. 이는
더욱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결국 피부양자 제
도의 엄격한 관리방안, 즉 축소방안이 대두된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두 차례의 위기와 함께 통합 즈음해서 몇몇 공직자들이 피부양자 자격으
로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다. 특히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과 새로 취임한 법무부장관이 기혼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세계일보, 2002년 2월 4일).
사실 당시의 피부양자 기준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의 경우 60세 이상인 부모는 소득유
무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
에 이들의 피부양자 자격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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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회피는 법적 책임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이들은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 사퇴 압력을 받게 된다(세계일보, 2002년 2월 19일). 그 외에도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지역가입 대상 연령대에 있으면서도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례가 보도되면서, 고위층의 의료보험 가입 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중
앙일보, 2001년 2월 27일).198) 이 결과 허술한 피부양자 규정과 자격관리에 대한 문제
가 수면위로 불거지면서, 본격적인 피부양자 범위 축소의 결정적 배경이 된다.
이러한 세 가지 위기의 결과 이후의 피부양자 제도를 둘러싼 담론에서는, 주로 피
부양자 축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보험재정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극
히 경제적인 재정논리에 따른 내용이 지배한다.199)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재정위기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역시 가족 담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통합 이전까지 재정건전성을 위해 피부양자를 확대해왔던 기존 경로를, 동일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의료보험 개혁 논의에서 마치 뒤르케임의 ‘성과 속’의 구분처럼 여전히 “가족-반가
족,” “가족화-탈가족화(개인화)”라는 담론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는 의료보험이 가족
에 기반한 사회보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이러한 개념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복지는 철저하게 탈정치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홍경준, 1998). 즉
사회성원들의 복지는 대부분 가족이라는 대안적 대응기제에 맡겨져 왔기 때문에 사회
성원들은 국가 복지에 대한 그들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았다. 정당들
역시 이를 정치적 동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의료보험의 문
제에 있어서는 가족의 복지정치화 혹은 복지의 가족정치화 현상은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다. 즉, 적어도 의료보험 부문에 있어서 가족은 복지정치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
었다. 한국의 의료보험에서 계급과 계층이 복지 수급권을 결정하는 준거였던 이들은
198) 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844명), 경찰청(1422명). 건강보험공단(1만812명), 건강보험신
사평가원(765명) 등의 다수의 공직자가 피부양자 자격으로 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199) 한 기사는 피부양자로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고소득자가 3,300명
이며, 이들이 보험재정에 최고 2조1000억여 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한다(서울경
제, 2001. 4. 20). 또 다른 기사는 돈을 버는 피부양자 40만 명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연간 1천5백억 정도의 보험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도한다(동아일보, 2001년 6월 19일;
한국경제, 2001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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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30 %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0 %의 인구에게 중요한 문제는 누구의 가족이냐
의 문제였다. 이는 물론 가족이 복지정치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의미
가 아닌 경제적 의미에서 가족이 복지문제의 쟁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
운 것은 복지가 정치화되는 대신 가족의 문제로 환원됨으로써, 복지의 영역에서 계급
과 계층의 문제는 희석되고 대신 가족의 범위를 중심으로 복지정치의 전선이 구축된
다는 점이다.
반면 대만에서 가족은 철저히 탈복지정치화 되었으며, 대신 복지는 지극히 정치화
된 문제였다. 가족이 복지문제의 전면에 나서는 것을 그 어떤 행위자도, 심지어 가족
본인들조차도 원치 않았다. 가족 대신 복지영역을 채운 것은 신분지위와 민족(족군)
이라는 지극히 정치적 문제였다. 대만의 의료보험의 한 기원인 노동보험은 이미 시작
부터 전체 인구의 10 % 가량의 외성인 지배집단이 노동자인 동시에 대만인이 나머
지 90 %의 인구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 추구와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노골적인 정치
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가족복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가족을 국가나 시장 메커니즘을 압도하고 때로는
그것의 발전을 방해하는 강력한 힘으로 여기곤 한다. 이들은 가족을 독립적으로도 지
속이 가능한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가족은 사회라는 생활세계에서
다른 여러 제도들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생하는 하나의 제도에 불과하다. 자유
방임 시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했던 것처럼
(Chang, 2003), 마찬가지로 가족이 스스로 자생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가족 외부의 다
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필요하다. 오히려 가족이 다른 제도의 도움 또는 간섭 없이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바로 그 생각이 가족이라는 제도의 지속
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러나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가족을 위한 정책의 성격이다. 가족 역시
정책을 만들지만, 정책 역시 가족을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이는 가족정책이 반
드시 가족이라는 제도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한국과 대만
의 피부양자 제도는 동일한 가족주의 제도, 즉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을 위한 제
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족화 효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이 전
체 가족규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불분명하며 그것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피부양자 제도를 비롯한 수많은 가족정책
들이 결국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하는지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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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의료보험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과 통
제는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한국과 대만에서
공급차원의 수가 통제를 통한 국가의 개입은 낮은 보험비의 의료보험 정책이 유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다. 이 역시 단순히 강한 국가의 권위주의적 의료시장 통제
라는 가설로 당연시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의료시장 관리자인 국가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 예를 들어 의사와 전문가집단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정치과정에 대한 고
찰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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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국 인구추이 및 기초통계
연도
(조사일)

1975

(10.1)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1.1)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1.1)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0
(11.1)

1991
1992
1993
1994
1995
1995
(11.1)

1996
1997
1998
1999
2000
2000
(11.1)

총조사
인구1)
34,707

연앙추계인구2)
계
남
여
35,281
35,849
36,412
36,969
37,534

37,436

38,124
38,723
39,326
39,910
40,406

40,448

40,806
41,214
41,622
42,031
42,449
42,869

43,411

43,296
43,748
44,195
44,642
45,093

44,609

45,525
45,954
46,287
46,617
47,008

46,136

-

(17,461) (17,461)
17,766
18,059
18,349
18,637
18,929

17,515
17,790
18,062
18,332
18,605

(18,767) (18,669)
19,236
19,536
19,837
20,129
20,375

18,888
19,187
19,489
19,781
20,031

(20,244) (20,205)
20,576
20,772
20,960
21,155
21,357
21,568

20,230
20,442
20,662
20,876
21,092
21,301

(21,782) (21,629)
21,784
22,014
22,243
22,472
22,705

21,512
21,734
21,952
22,169
22,388

(22,389) (22,219)
22,925
23,148
23,296
23,458
23,667

22,600
22,806
22,991
23,159
23,341

(23,159) (2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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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

성비
(명)

인구밀도
(명/㎢)

-

(101.3)

(351.3)

1.70
1.61
1.57
1.53
1.53

101.4
101.5
101.6
101.7
101.7

357.1
362.8
268.3
373.6
379.3

-

(100.5)

(378.2)

1.57
1.57
1.56
1.49
1.24

101.8
101.8
101.8
101.8
101.7

385.1
391.1
397.1
402.8
407.7

-

(100.2)

(408)

0.99
1.00
0.99
0.98
0.99
0.99

101.7
101.6
101.4
101.3
101.3
101.3

411.6
415.6
419.5
423.5
427.6
431.8

-

(100.7)

(437.3)

1.00
1.04
1.02
1.01
1.01

101.3
101.3
101.3
101.4
101.4

436.0
440.5
444.7
449.1
454.3

-

(100.7)

(449.3)

0.96
0.94
0.72
0.71
0.84

101.4
101.5
101.3
101.6
101.4

458.6
462.8
467.1
471.3
472.6

-

(100.7)

(463.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0
(11.1)

47,357
47,622
47,859
48,039
47,041 48,138
48,297
48,456
48,607
48,747
48,875
48,219

-

23,843
23,970
24,090
24,165
24,191
24,268
24,344
24,416
24,481
24,540

23,514
23,652
23,770
23,874
23,947
24,030
24,112
24,191
24,265
24,334

(24,045) (24,174)

0.74
0.56
0.50
0.38
0.21
0.33
0.33
0.64
0.29
0.26

101.4
101.3
101.3
101.2
101.0
101.0
101.0
100.9
100.9
100.8

475.7
478.1
480.4
482.7
485.0
485.0
-

-

(99.5)

-

주: 1) 외국인 포함
2) ( )인구는 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 한국통계연감". 제46호, 1999, 2010 건강보험통계연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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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만의 기초통계 I (1961-1995)
연도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인구

11,149,139
11,574,942
11,949,260
12,325,025
12,698,700
13,049,605
13,371,083
13,725,991
14,411,976
14,753,911
15,073,216
15,367,774
15,642,467
15,927,167
16,223,089
16,579,737
16,882,053
17,202,491
17,543,067
17,866,008
18,193,955
18,515,754
18,790,538
19,069,194
19,313,825
19,509,082
19,725,010
19,954,397
20,156,587

남성인구

여성인구

5,715,463
5,934,878
6,131,600
6,330,248
6,527,711
6,712,760
6,879,300
7,069,306
7,593,553
7,772,742
7,935,158
8,078,038
8,215,703
8,354,012
8,501,391
8,678,165
8,829,635
8,991,263
9,160,239
9,320,105
9,479,508
9,636,285
9,769,572
9,904,853
10,023,344
10,114,710
10,217,434
10,328,081
10,424,102

5,433,676
5,640,064
5,817,660
5,994,777
6,170,989
6,336,845
6,491,783
6,656,685
6,818,423
6,981,169
7,138,058
7,289,736
7,426,764
7,573,155
7,721,698
7,901,572
8,052,418
8,211,228
8,382,828
8,545,903
8,714,447
8,879,469
9,020,966
9,164,341
9,290,481
9,394,372
9,507,576
9,626,316
9,73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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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

인구밀도

(여성=100)

(명/km²)

105.19
105.23
105.40
105.60
105.78
105.93
105.97
106.20
111.37
111.34
111.17
110.81
110.62
110.31
110.10
109.83
109.65
109.50
109.27
109.06
108.78
108.52
108.30
108.08
107.89
107.67
107.47
107.29
107.11

310.03
320.28
330.64
341.03
351.37
361.08
369.98
379.80
398.78
408.24
416.84
424.99
432.58
440.46
448.64
458.50
466.76
475.62
484.89
493.82
502.89
511.78
519.38
527.08
533.84
539.19
545.16
551.50
557.09

부록 2. 대만의 기초통계 II (1996-2010)
연도

인구

남성인구

여성인구

성비

인구밀도

(여성=100)

(명/km²)

1990
1991
1992

20,401,305
20,605,831
20,802,622

10,540,635
10,640,276
10,734,609

9,860,670
9,965,555
10,068,013

106.90
106.77
106.62

563.85
569.51
574.95

1993

20,995,416

10,824,161

10,171,255

106.42

580.27

1994

21,177,874

10,907,032

10,270,842

106.19

585.32

1995

21,357,431

10,990,657

10,366,774

106.02

590.28

1996

21,525,433

11,065,798

10,459,635

105.80

594.92

1997

21,742,815

11,163,764

10,579,051

105.53

600.83

1998

21,928,591

11,243,408

10,685,183

105.22

605.96

1999

22,092,387

11,312,728

10,779,659

104.95

610.49

2000

22,276,672

11,392,050

10,884,622

104.66

615.58

2001

22,405,568

11,441,651

10,963,917

104.36

619.14

2002

22,520,776

11,485,409

11,035,367

104.08

622.33

2003

22,604,550

11,515,062

11,089,488

103.84

624.64

2004

22,689,122

11,541,585

11,147,537

103.53

626.98

2005

22,770,383

11,562,440

11,207,943

103.16

629.22

2006

22,876,527

11,591,707

11,284,820

102.72

632.16

2007

22,958,360

11,608,767

11,349,593

102.28

634.39

2008

23,037,031

11,626,351

11,410,680

101.89

636.57

2009

23,119,772

11,636,734

11,483,038

101.34

638.82

2010

23,162,123

11,635,225

11,526,898

100.94

639.99

資料來源：本部戶政司。
說

明：1.50年以前數字不包括福建省。
2.57年以前數字不包括現役軍人與監管人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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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대만의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
전체
인구

15세
이상
인구

(단위 : 천명, %)
비경제 경제
활동
활동
실업자
남자
인구
참가율
여성

남성

1983 39,910

경제
취
활동
전체
인구
26,212 15,118 14,505

8,819 5,686

613

11,094

57.7

73.7

42.8

1984 40,406

26,861 14,997 14,429

8,894 5,535

568

11,865

55.8

72.1

40.7

1985 40,806

27,553 15,592 14,970

9,137 5,833

622

11,961

56.6

72.3

41.9

1986 41,214

28,225 16,116 15,505

9,339 6,165

611

12,109

57.1

72.1

43.1

1987 41,622

28,955 16,873 16,354

9,741 6,613

519

12,082

58.3

72.5

45.0

1988 42,031

29,602 17,305 16,869 10,099 6,771

435

12,298

58.5

72.9

45.0

1989 42,449

30,265 18,023 17,560 10,409 7,152

463

12,242

59.6

73.4

46.6

1990 42,869

30,887 18,539 18,085 10,709 7,376

454

12,348

60.0

74.0

47.0

1991 43,296

31,535 19,109 18,649 11,120 7,529

461

12,426

60.6

75.0

47.1

1992 43,748

32,020 19,499 19,009 11,370 7,640

490

12,521

60.9

75.7

47.1

1993 44,195

32,526 19,806 19,234 11,490 7,745 571

12,720

60.9

75.7

47.1

1994 44,642

33,046 20,353 19,848 11,829 8,020

504

12,693

61.6

76.3

47.8

1995 45,093

33,659 20,845 20,414 12,147 8,267

430

12,814

61.9

76.4

48.4

1996 45,525

34,274 21,288 20,853 12,351 8,502

435

12,986

62.1

76.2

48.9

1997 45,954

34,851 21,782 21,214 12,483 8,731

568

13,070

62.5

76.1

49.8

1998 46,287

35,347 21,428 19,938 11,847 8,090 1,490

13,919

60.6

75.1

47.1

1999 46,617

연도

업

자

여자

35,757 21,666 20,291 11,954 8,337 1,374

14,092

60.6

74.4

47.6

20001) 47,008

36,186 22,134 21,156 12,387 8,769

979

14,052

61.2

74.4

48.8

2001 47,357

36,579 22,471 21,572 12,581 8,991

899

14,108

61.4

74.3

49.3

2002 47,622

36,963 22,921 22,169 12,944 9,225

752

14,042

62.0

75.0

49.8

2003 47,859

37,340 22,957 22,139 13,031 9,108

818

14,383

61.5

74.7

49.0

2004 48,039

37,717 23,417 22,557 13,193 9,364

860

14,300

62.1

75.0

49.9

2005 48,138

38,300 23,743 22,856 13,330 9,526

887

14,557

62.0

74.6

50.1

2006 48,297

38,762 23,978 23,151 13,444 9,706

827

14,784

61.9

74.1

50.3

2007 48,456

39,170 24,216 23,433 13,607 9,826

783

14,954

61.8

74.0

50.2

2008 48,607

39,598 24,347 23,577 13,703 9,874

769

15,251

61.5

73.5

50.0

2009 48,747

40,092 24,394 23,506 13,734 9,772

889

15,698

60.8

73.1

49.2

2010 48,875

40,590 24,748 23,829 13,915 9,914

920

15,841

61.0

73.0

49.4

자료: 臺灣地區歷年人力資源調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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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한국의 경제활동지표
전체
인구

15세
이상
인구

비경제 경제
활동 활동
실업자
남자
인구 참가율

1983 18,603 12,263

경제
활동
인구
7,266

7,070 4,561

2,509

197

4,996

59.3

76.4

42.1

1984 18,865 12,544

7,491

7,308 4,661

2,647

183

5,052

59.7

76.1

43.3

1985 19,132 12,860

7,651

7,428 4,719

2,709

222

5,210

59.5

75.5

43.5

1986 19,363 13,161

7,945

7,733 4,821

2,912

212

5,216

60.4

75.2

45.5

1987 19,559 13,432

8,183

8,022 4,966

3,057

161

5,248

60.9

75.2

46.5

1988 19,781 13,696

8,247

8,107 5,043

3,064

139

5,449

60.2

74.8

45.6

1989 20,008 13,955

8,390

8,258 5,149

3,110

132

5,565

60.1

74.8

45.4

1990 20,233 14,219

8,423

8,283 5,175

3,108

140

5,795

59.2

74.0

44.5

1991 20,456 14,496

8,569

8,439 5,274

3,165

130

5,927

59.1

73.8

44.4

1992 20,652 14,771

8,765

8,632 5,380

3,252

132

6,006

59.3

73.8

44.8

1993 20,841 15,087

8,874

8,745 5,422

3,323

128

6,213

58.8

72.7

44.9

1994 21,037 15,401

9,081

8,939 5,511

3,428

142

6,321

59.0

72.4

45.4

1995 21,217 15,687

9,210

9,045 5,558

3,487

165

6,478

58.7

72.0

45.3

1996 21,383 15,932

9,310

9,068 5,508

3,560

242

6,621

58.4

71.1

45.8

1997 21,569 16,170

9,432

9,176 5,562

3,613

256

6,738

58.3

71.1

45.6

1998 21,784 16,448

9,546

9,289 5,610

3,679

257

6,902

58.0

70.6

45.6

1999 21,957 16,687

9,668

9,385 5,624

3,761

283

7,020

57.9

69.9

46.0

2000 22,126 16,963

9,784

9,491 5,670

3,821

293

7,178

57.7

69.4

46.0

2001 22,281 17,179

9,832

9,383 5,553

3,830

450

7,347

57.2

68.5

46.1

2002 22,397 17,387

9,969

9,454 5,547

3,907

515

7,417

57.3

68.2

46.6

2003 22,493 17,572 10,076

9,573 5,579

3,994

503

7,495

57.3

67.7

47.1

2004 22,574 17,760 10,240

9,786 5,680

4,106

454

7,520

57.7

67.8

47.7

2005 22,651 17,949 10,371

9,942 5,753

4,190

428

7,578

57.8

67.2

48.1

2006 22,738 18,166 10,522 10,111 5,810

4,301

411

7,644

57.9

67.4

48.7

2007 22,821 18,392 10,713 10,294 5,868

4,426

419

7,679

58.2

67.2

49.4

2008 22,905 18,623 10,853 10,403 5,902

4,501

450

7,770

58.3

67.1

49.7

2009 22,977 18,855 10,917 10,279 5,776

4,502

639

7,937

57.9

66.4

49.6

2010 23,036 19,062 11,070 10,493 5,880

4,613

577

7,992

58.1

66.5

49.9

연도

취 업 자
전체

남성

여성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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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부록 5. 대만의 공무원 관련 보험의 적용인구 현황(I)
연도

전체

공무원
보험

공무원
권속질병보
험

퇴직공무
원보험

퇴직공무원
질병보험

퇴직공무
원배우자
질병보험

1958
172,469 172,469
1959
189,271 189,271
1960
203,909 203,909
213,419 213,419
1961
218,434 218,434
1962
224,743 224,743
1963
1964
232,262 232,262
1965
241,955 240,261
1,694
1966
250,155 247,257
2,898
259,133 255,923
3,210
1967
271,145 267,328
3,817
1968
282,845 278,222
4,623
1969
1970
298,667 293,531
5,136
1971
313,106 307,403
5,703
1972
329,016 322,615
6,401
335,558 328,259
7,299
1973
350,362 342,567
7,795
1974
367,053 359,034
8,019
1975
1976
377,928 369,666
8,262
1977
388,531 379,869
8,662
1978
399,306 390,437
8,959
408,415 399,339
9,076
1979
435,455 415,191
9,212
1980
462,463 431,647
9,224
1981
1982
652,509 443,783 176,030
9,327
1983
664,039 452,881 176,937
9,637
1984
683,927 468,577 179,573
9,922
754,928 475,663 180,360
4,952
41,406
26,087
1985
778,066 483,473 180,739
4,222
49,976
32,241
1986
815,179 489,772 179,688
3,632
68,080
45,649
1987
1988
832,098 496,175 176,749
3,352
73,877
53,045
1989 1,041,853 515,387 385,632
3,155
62,332
45,973
1990 1,078,449 536,775 390,239
2,921
64,913
47,490
2,747
68,041
49,331
1991 1,103,236 549,615 388,012
2,579
70,490
50,880
1992 1,707,301 560,127 950,307
2,409
74,085
53,389
1993 1,759,843 572,122 976,771
1994 1,793,094 581,047 982,642
2,193
출처: 行政院主計處, 2011. ≪社會指標統計年報 2010≫. 行政院主計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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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대만의 공무원 관련 보험의 적용인구 현황(II)
연도

퇴직공무원
사립학교교 사립학교퇴 사립학교퇴직
사립학교
기타권속질 교직원보험 직원권속질 직교직원질 교직원배우자
병보험
병보험
병보험
질병보험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1,052
1980
21,592
1981
1982
23,369
1983
24,584
1984
25,673
182
26,277
183
1985
26,974
310
131
1986
27,723
432
203
1987
1988
28,110
550
240
1989
28,529
596
249
1990
31,213
3,954
664
280
33,883
10,529
770
308
1991
36,075
35,690
821
332
1992
39,442
40,271
951
403
1993
1994
140,310
42,864
44,038
출처: 行政院主計處, 2011. ≪社會指標統計年報 2010≫. 行政院主計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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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대만 노동보험 가입자수 현황
연도

가입자수

연도

1950
128,625
1981
1951
163,341
1982
1952
194,826
1983
1953
268,278
1984
1954
279,473
1985
311,342
1955
1986
361,365
1956
1987
400,605
1957
1988
419,312
1958
1989
422,895
1959
1990
478,321
1960
1991
1961
486,664
1992
1962
500,740
1993
1963
504,399
1994
1964
519,640
1995
1965
586,745
1996
1966
633,948
1997
677,037
1967
1998
734,036
1968
1999
807,590
1969
2000
905,610
1970
2001
999,597
1971
2002
1,115,131
1972
2003
1973
1,354,994
2004
1974
1,418,298
2005
1975
1,544,557
2006
1976
1,709,847
2007
1977
1,869,278
2008
1978
2,058,974
2009
2,283,516
1979
2010
1980
2,538,125
자료: 노동보험국, 행정원 주계처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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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수
2,781,512
2,950,119
3,322,977
3,693,276
4,049,472
4,711,969
5,321,733
5,980,157
6,549,661
6,852,978
7,281,445
7,708,868
8,144,183
8,496,883
7,635,063
7,434,299
7,500,917
7,597,386
7,738,971
7,915,789
7,779,127
7,857,842
8,102,570
8,341,927
8,540,755
8,681,145
8,799,405
8,795,248
9,029,279
9,397,608

부록 7. 대만 전민건강보험 가입자 연도별 현황(I)
합계
保險對象

가입자

第一類
피부양자

保險對象

가입자

第二類
피부양자

保險對象

1995 19,123,278 11,212,718 7,910,560 10,437,339 5,840,080 4,597,259 4,031,489
1996 20,041,488 11,464,047 8,577,441 10,678,558 5,866,714 4,811,844 3,993,566
1997 20,492,317 11,674,073 8,818,244 10,914,783 6,005,407 4,909,376 3,910,289
1998 20,757,185 11,830,991 8,926,194 11,043,998 6,097,398 4,946,600 3,852,144
1999 21,089,859 12,098,002 8,991,857 11,236,257 6,249,591 4,986,666 3,799,093
2000 21,400,826 12,346,850 9,053,976 11,465,521 6,428,738 5,036,783 3,750,883
2001 21,653,555 12,465,947 9,187,608 11,447,046 6,364,022 5,083,024 3,772,174
2002 21,869,478 12,683,752 9,185,726 11,458,910 6,416,724 5,042,186 3,768,633
2003 21,984,415 12,878,979 9,105,436 11,630,008 6,619,818 5,010,190 3,711,081
2004 22,134,270 13,163,135 8,971,135 11,780,375 6,825,271 4,955,104 3,683,993
2005 22,314,647 13,410,088 8,904,559 11,798,491 6,914,855 4,883,636 3,742,726
2006 22,484,427 13,668,247 8,816,180 11,919,580 7,051,436 4,868,144 3,748,498
2007 22,803,048 14,076,979 8,726,069 11,993,100 7,157,200 4,835,900 3,775,260
2008 22,918,144 14,238,210 8,679,934 11,929,887 7,118,576 4,811,311 3,875,407
2009 23,025,773 14,487,278 8,538,495 11,954,639 7,202,837 4,751,802 3,999,953
2010 23,074,487 14,757,430 8,317,057 12,240,752 7,542,605 4,698,147 3,97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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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대만 전민건강보험 가입자 연도별 현황(II)
第二類
가입자

피부양자

第三類

第四類

保險對象

가입자

피부양자

1995 2,342,730 1,688,759

2,998,439

1,988,087

1,010,352

69,059

32,284

1996 2,228,359 1,765,207

3,152,680

2,014,941

1,137,739

82,816

39,272

1997 2,166,761 1,743,528

3,225,240

2,025,568

1,199,672

78,802

37,067

1998 2,131,887 1,720,257

3,267,892

2,031,607

1,236,285

78,379

36,913

1999 2,111,835 1,687,258

3,297,840

2,040,351

1,257,489

69,259

32,099

2000 2,100,596 1,650,287

3,304,109

2,031,960

1,272,149

68,579

31,966

2001 2,114,083 1,658,091

3,327,657

2,036,959

1,290,698

-

-

2002 2,124,831 1,643,802

3,328,171

2,029,687

1,298,484

-

-

2003 2,121,520 1,589,561

3,276,065

1,995,061

1,281,004

-

-

2004 2,145,360 1,538,633

3,209,126

1,962,165

1,246,961

-

-

2005 2,207,041 1,535,685

3,141,774

1,931,369

1,210,405

-

-

2006 2,249,768 1,498,730

3,087,747

1,908,459

1,179,288

-

-

2007 2,306,512 1,468,748

3,036,617

1,889,262

1,147,355

173,413

173,413

2008 2,400,616 1,474,791

2,993,633

1,869,956

1,123,677

161,766

161,766

2009 2,525,967 1,473,986

2,924,081

1,852,870

1,071,211

160,189

160,189

2010 2,546,998 1,429,006

2,828,337

1,815,909

1,012,428

157,576

15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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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對象

가입자

부록 7. 대만 전민건강보험 가입자 연도별 현황(III)
第四類

第五類

피부양자 保險對象

第六類

가입자

피부양자

保險對象

가입자

피부양자

1995

36,775

111,452

111,357

95

1,477,273

899,970

577,303

1996

43,544

110,162

110,137

25

2,025,543

1,206,475

819,068

1997

41,735

108,564

108,564

-

2,256,459

1,332,542

923,917

1998

41,466

117,480

117,465

15

2,397,292

1,415,721

981,571

1999

37,160

129,890

129,890

-

2,557,520

1,534,236

1,023,284

2000

36,613

146,335

146,335

-

2,665,399

1,607,255

1,058,144

2001

-

152,882

152,882

-

2,953,796

1,798,001

1,155,795

2002

-

167,637

167,637

-

3,146,127

1,944,873

1,201,254

2003

-

186,033

186,033

-

3,181,228

1,956,547

1,224,681

2004

-

204,218

204,218

-

3,256,558

2,026,121

1,230,437

2005

-

211,614

211,614

-

3,420,042

2,145,209

1,274,833

2006

-

218,559

218,559

-

3,510,043

2,240,025

1,270,018

2007

-

221,916

221,916

-

3,602,742

2,328,676

1,274,066

2008

-

225,609

225,609

-

3,731,842

2,461,687

1,270,155

2009

-

254,677

254,677

-

3,732,234

2,490,738

1,241,496

2010

-

271,211

271,211

-

3,600,607

2,423,131

1,17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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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부양률 유형별 변화 추이 (1995-2010)
전체

第一類

第2類

第3類

第6類

1995

0.71

0.79

0.72

0.51

0.64

1996

0.75

0.82

0.79

0.56

0.68

1997

0.76

0.82

0.80

0.59

0.69

1998

0.75

0.81

0.81

0.61

0.69

1999

0.74

0.80

0.80

0.62

0.67

2000

0.73

0.78

0.79

0.63

0.66

2001

0.74

0.80

0.78

0.63

0.64

2002

0.72

0.79

0.77

0.64

0.62

2003

0.71

0.76

0.75

0.64

0.63

2004

0.68

0.73

0.72

0.64

0.61

2005

0.66

0.71

0.70

0.63

0.59

2006

0.65

0.69

0.67

0.62

0.57

2007

0.62

0.68

0.64

0.61

0.55

2008

0.61

0.68

0.61

0.60

0.52

2009

0.59

0.66

0.58

0.58

0.50

2010

0.56

0.62

0.56

0.56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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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인구대비 적용인구 현황
연도

第一類

第二類

第三類

第四類

第五類

第六類

합계

1995 10,437,339 4,031,489 2,998,439 69,059 111,452 1,477,273 19,123,278
%

54.58

21.08

15.68

0.36

0.58

7.72

100.00

1996 10,678,558 3,993,566 3,152,680 82,816 110,162 2,025,543 20,041,488
%

53.28

19.93

15.73

0.41

0.55

10.11

100.00

1997 10,914,783 3,910,289 3,225,240 78,802 108,564 2,256,459 20,492,317
%

53.26

19.08

15.74

0.38

0.53

11.01

100.00

1998 11,043,998 3,852,144 3,267,892 78,379 117,480 2,397,292 20,757,185
%

53.21

18.56

15.74

0.38

0.57

11.55

100.00

1999 11,236,257 3,799,093 3,297,840 69,259 129,890 2,557,520 21,089,859
%

53.28

18.01

15.64

0.33

0.62

12.13

100.00

2000 11,465,521 3,750,883 3,304,109 68,579 146,335 2,665,399 21,400,826
%

53.58

17.53

15.44

2001 11,447,046 3,772,174 3,327,657
%

52.86

17.42

52.40

17.23

52.90

16.88

%

53.22

16.64

%

52.87

16.77

%

53.01

16.67

152,882 2,953,796 21,653,555
13.64

100.00

-

186,033 3,181,228 21,984,415

0.77
0.85
-

13.73

14.47

100.00
100.00

14.71

100.00

211,614 3,420,042 22,314,647
0.95

-

14.39

204,218 3,256,558 22,134,270
0.92

14.08

2006 11,919,580 3,748,498 3,087,747

100.00

167,637 3,146,127 21,869,478

14.50

2005 11,798,491 3,742,726 3,141,774

12.45

-

14.90

2004 11,780,375 3,683,993 3,209,126

0.68
0.71

15.22

2003 11,630,008 3,711,081 3,276,065
%

-

15.37

2002 11,458,910 3,768,633 3,328,171
%

0.32

15.33

100.00

218,559 3,510,043 22,484,427
0.97

15.61

100.00

2007 11,993,100 3,775,260 3,036,617 173,413 221,916 3,602,742 22,803,048
%

52.59

16.56

13.32

0.76

0.97

15.80

100.00

2008 11,929,887 3,875,407 2,993,633 161,766 225,609 3,731,842 22,918,144
%

52.05

16.91

13.06

0.71

0.98

16.28

100.00

2009 11,954,639 3,999,953 2,924,081 160,189 254,677 3,732,234 23,025,773
%

51.92

17.37

12.70

0.70

1.11

16.21

100.00

2010 12,240,752 3,976,004 2,828,337 157,576 271,211 3,600,607 23,074,487
%

53.05

17.23

12.26

0.68

출처: 대만 전민건강보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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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5.60

100.00

부록 10. 全民健康保險投保金額分級表(2012년 1월 1일 기준)
組別
級距

投保
等級
1

月投保金額 實際薪資月額
（元）
（元）
18,780

組別
級距

18,780以下

第六組
2
19,200
18,781-19,200
級距3000元
3
20,100
19,201-20,100
4
21,000
20,101-21,000
5
21,900
21,001-21,900
6
22,800
21,901-22,800
第七組
7
24,000
22,801-24,000 級距3700元
8
25,200
24,001-25,200
第二組
9
26,400
25,201-26,400
級距1200元
10
27,600
26,401-27,600
第八組
11
28,800
27,601-28,800
級距4500元
12
30,300
28,801-30,300
13
31,800
30,301-31,800
第三組
14
33,300
31,801-33,300
級距1500元
15
34,800
33,301-34,800
16
36,300
34,801-36,300
17
38,200
36,301-38,200
第九組
18
40,100
38,201-40,100 級距5400元
第四組
19
42,000
40,101-42,000
級距1900元
20
43,900
42,001-43,900
21
45,800
43,901-45,800
22
48,200
45,801-48,200
23
50,600
48,201-50,600
第五組
第十組
24
53,000
50,601-53,000
級距2400元
級距6400元
25
55,400
53,001-55,400
26
57,800
55,401-57,800
備註：第48級(含)以下比照勞工退休金月提繳工資分級表訂定。
第一組
級距900元

投保
等級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月投保金額
（元）
60,800
63,800
66,800
69,800
72,800
76,500
80,200
83,900
87,600
92,100
96,600
101,100
105,600
110,100
115,500
120,900
126,300
131,700
137,100
142,500
147,900
150,000
156,400
162,800
169,200
175,600
182,000

實際薪資月額
（元）
57,801-60,800
60,801-63,800
63,801-66,800
66,801-69,800
69,801-72,800
72,801-76,500
76,501-80,200
80,201-83,900
83,901-87,600
87,601-92,100
92,101-96,600
96,601-101,100
101,101-105,600
105,601-110,100
110,101-115,500
115,501-120,900
120,901-126,300
126,301-131,700
131,701-137,100
137,101-142,500
142,501-147,900
147,901-150,000
150,001-156,400
156,401-162,800
162,801-169,200
169,201-175,600
175,601以上

출처: 行政院中央健康保險局 홈페이지
(http://www.nhi.gov.tw/webdata/webdata.aspx?menu=18&menu_id=679&WD_ID=679&webda
ta_id=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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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한국 의료보험 적용인구 연도별 현황I
전체
소계
1977 3,200,269 3,140,240
1978 3,878,218 3,819,902
1979 7,957,460 4,852,288
1980 9,226,365 5,380,968
1981 11,497,415 7,241,477
1982 13,803,779 8,998,309
1983 15,679,231 10,572,042
1984 17,165,277 11,646,279
1985 17,994,913 12,214,830
1986 19,360,822 13,294,240
1987 21,257,464 14,971,357
1988 28,906,359 16,269,022
1989 39,922,389 16,511,302
1990 40,180,023 16,155,231
1991 40,799,149 16,241,494
1992 41,329,394 16,139,695
1993 42,217,000 16,165,714
1994 43,258,063 16,415,811
1995 44,015,900 16,744,064
1996 44,603,316 17,034,758
1997 44,925,068 17,101,287
1998 44,472,127 15,852,888
1999 45,183,951 16,857,273
2000 45,895,749 17,577,672
2001 46,379,161 18,502,683
2002 46,659,476 19,118,197
2003 47,102,786 20,149,184
2004 47,371,992 21,236,668
2005 47,392,052 22,561,285
2006 47,409,600 23,724,134
2007 47,819,674 24,748,622
2008 48,159,718 25,774,412
2009 48,613,534 26,761,318
2010 48,906,795 27,746,938
자료: 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직장
가입자
1,185,184
1,648,030
1,970,223
1,971,189
2,622,254
3,032,994
3,502,270
3,788,388
3,907,965
4,308,868
4,866,114
5,269,222
5,308,817
5,297,570
5,363,795
5,365,586
5,425,025
5,589,703
5,776,530
5,890,499
5,843,350
5,120,793
5,425,712
5,891,004
6,504,244
6,923,992
7,377,203
7,822,545
8,282,749
8,912,387
9,651,613
10,085,962
10,583,962
11,189,387

지역
피부양자
1,955,056
2,171,872
2,882,065
3,409,779
4,619,223
5,965,315
7,069,772
7,857,891
8,306,865
8,985,372
10,105,243
10,999,800
11,202,485
10,857,661
10,877,699
10,774,109
10,740,689
10,826,108
10,967,534
11,144,259
11,257,937
10,732,095
11,431,561
11,686,668
11,998,439
12,194,205
12,771,981
13,414,123
14,278,536
14,811,747
15,097,009
15,688,450
16,177,356
16,55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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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81,812
434,989
412,792
391,375
375,242
339,248
316,528
6,777,364
18,940,173
19,421,431
19,941,803
20,527,261
21,321,772
22,057,941
22,456,690
22,687,526
22,885,317
23,665,036
23,467,242
23,491,877
23,212,600
22,907,536
22,268,553
21,392,684
20,158,754
18,964,567
18,395,250
17,743,141
17,200,794
16,523,269

세대수
37,968
93,794
89,873
86,502
84,700
79,705
75,423
1,711,157
5,353,519
5,616,344
5,905,861
6,192,775
6,580,093
6,952,374
7,224,525
7,415,409
7,601,110
7,900,454
8,005,108
8,215,282
8,563,866
8,701,123
8,730,311
8,612,088
8,384,173
8,107,304
8,141,761
8,058,086
8,110,855
7,940,227

부록 11. 한국 의료보험 적용인구 연도별 현황 II
공교
소계
가입자
1977
1978
1979 3,044,421
741,477
1980 3,780,030
941,469
1981 3,977,400
987,763
1982 3,924,027
965,567
1983 4,009,978
986,346
1984 4,094,697 1,009,444
1985 4,209,661 1,038,593
1986 4,328,850 1,074,394
1987 4,364,093 1,107,646
1988 4,508,435 1,158,438
1989 4,470,914 1,169,938
1990 4,603,361 1,213,594
1991 4,615,852 1,259,429
1992 4,662,438 1,297,833
1993 4,729,514 1,328,568
1994 4,784,311 1,364,376
1995 4,815,146 1,389,833
1996 4,881,032 1,412,831
1997 4,938,464 1,438,437
1998 4,954,203 1,418,462
1999 4,859,436 1,377,475
2000 4,826,200 1,376,968
2001 4,663,878 1,381,208
2002 4,633,743 1,399,092
2003 4,685,049 1,427,703
2004 4,742,640 1,460,194
2005 4,672,013 1,462,848
2006 4,720,899 1,502,953
2007 4,675,802 1,523,259
2008 4,642,165 1,530,996
2009 4,651,422 1,562,232
2010 4,636,588 1,574,342
자료: 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타
피부양자
2,302,944
2,838,561
2,989,637
2,958,460
3,023,632
3,085,253
3,171,068
3,254,456
3,256,447
3,349,997
3,300,976
3,389,767
3,356,423
3,364,605
3,400,946
3,419,935
3,425,313
3,468,201
3,500,027
3,535,741
3,481,961
3,449,232
3,282,670
3,234,651
3,257,346
3,282,446
3,209,165
3,217,946
3,152,543
3,111,169
3,089,190
3,06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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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60,029
58,316
60,751
65,367
72,802
122,221
171,431
212,908
241,072
268,609
285,516
269,711
이하
여백

직종

23,924
324,233
512,988
820,018
954,108
1,129,875
1,319,970
1,081,827
이하
여백

부록 12. 건강보험 연혁
1963．12．16 의료보험법 제정
－조합 임의설립(300인 이상 사업장)
1964． 6． 5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정
1970． 8． 7 의료보험법 (1차)개정(미실시)
－조합강제설립주의(피용자, 군인, 공무원, 일반자영자 대상)
1976．12．22

의료보험법 전문(2차)개정
－5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공무원, 교직원, 군인 제외)
－조합방식

1977． 1．13 전국의료보험협의회 발기인 총회 개최
－전국의료보험협의회 설립
1977． 3．12 의료보험법 시행령 전문개정
－5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1977． 6． 8 의료보험수가 및 약가 제정 고시
1977． 7． 1 1종 의료보험조합(486개소) 업무개시
－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1977．11．28 전국의료보험협의회 사단법인 인가
1977．12．3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정
1978． 8．1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발족
1979． 1．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업무개시
1979． 4． 7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3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
1979． 4．17 의료보험법 (3차)개정
－요양기관 강제지정
1979． 7． 1 3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실시(26개 지구공동조합 신설),
진료비 심사지급업무, 전국의료보험협의회에 일괄 위탁
1980．10．31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1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확대
－16인 이상 사업장 임의가입
1981． 1． 1 1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1981． 4． 4 의료보험법 (4차)개정
－직종, 지역조합 설립근거
1981． 7． 1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홍천, 옥구, 군위)
1981． 9．30 전국의료보험협의회, 의료보험조합연합회로 개편(특수공법인)
1981．12． 1 직종의료보험조합 발족(문화예술인, 이미용)
1981．12．31 의료보험법 (5차)개정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의료보험심사위원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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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조합간 공동사업 시행근거
1982． 7． 1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강화, 보은, 목포)
1982．12．21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16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및 5인 이상 사업장 임의적용
1984． 5． 1 목포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 실시(8개월 시한)
1984．12． 1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한방의료보험 시법사업 실시
1984．12．31 의료보험법
－피부양자
－동일상병
－1종, 2종

(6차)개정
인정범위 확대(장인, 장모)
180일 급여기간을 연간 180일로 변경
의료보험을 직장, 지역, 직종의료보험으로 용어 개정

의료보험법
－피부양자
1984．12．31
－동일상병
－1종, 2종

(6차)개정)
인정범위 확대(장인, 장모)
180일 급여기간을 연간 180일로 변경
의료보험을 직장, 지역, 직종의료보험으로 용어 개정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1985．12．25 －표준보수월액 등급조정(53등급)
－의원급 이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정액제 실시
1987． 2． 1 한방의료보험 전국확대
의료보험법 (7차)개정
－피부양자 인정범위 확대(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임의계속 피보험자 제도 도입
1987．12． 4
－의료보험조합연합회, 의료보험연합회로 명칭 변경
－보험재정안정기금 설치 의무화
－요양급여기간 제한에 대한 보완
1988． 1． 1 농 ‧ 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1988． 7．22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5인 이상 사업장 당연 가입

1989． 7． 1 도시 지역의료보험 실시(전국민 의료보장 실현)
1989．10． 1 약국 의료보험 급여실시
의료보험법 (8차)개정
－직장의료보험 보험료율 변경(3%~8%→2%~8%)
1994． 1． 7 －65세 이상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요양급여기간 연장(연간 180일
→210일)
－분만급여 대상 확대(피보험자의 배우자→모든 피부양자)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직장 피보험자 자격상실 후 계속 요양급여기간 연장(3개월→6개
1994． 8． 1
월)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국 이용 본인부담률 인하(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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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31

1995． 8． 4

1995．12．29

1996． 1． 1

1997． 1．13

1997．12．13

1997．12．31

1998．2．8

－고액보험급여비용 공동부담사업 부담금 상향조정(총보험료 수입의
10%→20%)
의료보험법 (9차)개정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로 함.
의료보험법 (10차)개정
－1995년부터 모든 피보험자 요양급여기간 연장(연간 180일→210
일)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요양급여기간 제한 폐지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본인부담금 보상금 (같은 달이 아니더라도 30일 이내 본인부담금
이
50만원 초과 시에도 지급)
－1996년부터 요양급여기간 연장(연간 210일→240일)
의료보험급여범위 확대
－전산화단층촬영(C/T)급여 실시
－1997년부터 요양급여기간 연장(연간 240일→270일)
의료보험법 (11차)개정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함.
의료보험법 (12차)개정
－청문에 관한 조항 삭제
의료보험법 (13차)개정
－국민의료보험법 공포('98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른 조문 정
리
－요양급여기간 연장(연간 270일→300일)
의료보험법 (14차)개정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대신에 업무정지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도입 등

1998．10．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업무개시

1999．2．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2000. 1. 1. 시행)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재활 확대
－보험자의 단일화(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평가기관의 신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제’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1999．12．31 －직장 ‧ 지역 가입자의 한시적 보험재정 구분계리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 연기(2000. 7. 1 시행)
2000．7．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및 의약분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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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5．2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정리

2002．1．1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2002. 7. 1 시행) 및 국민건
강보험법 개정
－재정의 구분계리 기한을 200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02．12．18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제도 신설
－의약품대금의 직접지불제도 삭제
2003．7． 1

2003．7．29

2003．9．29
2004．4．30
2004．7．1
2005．1．27
2005．7．13

2006．10．4

재정통합
－구분 계리했던 직장과 지역재정을 통합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내역자료 요청 가능토록 함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규정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한국희귀의약품센터(Korea Orphan Drug Center)를 요양기관에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현역병 등 군병역의무자 요양급여 실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단이 국세청을 통하여 가입자의 소득 또는 보수의 성실신고 유
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교도소 등 수용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
－전자고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06．12. 30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
감을 확대
2007．12. 1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와의 정산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20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건강보험증 제시의무 완화(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
가능)
－납부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가산금의 조정 및 환급금 지급 시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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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확정된 일부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의 공표근거 조항 마련
－포상금의 지급근거 마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66조의2 제1
항제4호 개정(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
에 부합하도록 개선 및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貸
付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 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
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
라 위탁받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를 국민건강보험사업과 징수위탁 근거법
에 따라 위탁받은 국민연금사업 ‧ 고용보험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
2009．5．21 사업 ‧ 임금채권보장사업을 구분 계리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 각 사회보험에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는 기준
마련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시험 운영
출처: 2010 건강보험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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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한국 지역의료보험의 군가입자와 도시가입자 변화 추이(I)
군지역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입자

증가율

181,812
310,339
298,043
285,114
273,826
241,496
227,153
6,654,330
6,361,272
6,179,600
5,739,190
5,548,118
5,583,990
5,570,709
3,876,892
3,418,711
3,476,517
3,387,500
3,348,180
3,286,043
2,872,691
2,741,485
2,466,740
2,315,615
2,135,468
2,038,295
1,981,961
1,894,862
1,846,947
1,791,296

70.69
-3.96
-4.34
-3.96
-11.81
-5.94
2829.45
-4.40
-2.86
-7.13
-3.33
0.65
-0.24
-30.41
-11.82
1.69
-2.56
-1.16
-1.86
-12.58
-4.57
-10.02
-6.13
-7.78
-4.55
-2.76
-4.39
-2.53
-3.01

세대수

증가율

피부양자

증가율

37,968
143,844
65,359 72.14
244,980
70.31
63,852 -2.31
234,191 -4.40
62,079 -2.78
223,035 -4.76
60,957 -1.81
212,869 -4.56
55,561 -8.85
185,935 -12.65
53,533 -3.65
173,620 -6.62
1,680,605 3039.38 4,973,725 2764.72
1,650,483 -1.79 4,710,789 -5.29
1,659,061
0.52
4,520,539 -4.04
1,584,334 -4.50 4,154,856 -8.09
1,576,907 -0.47 3,971,211 -4.42
1,639,561
3.97
3,944,429 -0.67
1,678,732
2.39
3,891,977 -1.33
1,204,354 -28.26 2,672,538 -31.33
1,084,175 -9.98 2,334,536 -12.65
1,128,755
4.11
2,347,762
0.57
1,118,787 -0.88 2,268,713 -3.37
1,130,823
1.08
2,217,357 -2.26
1,144,395
1.20
2,141,648 -3.41
1,047,997 -8.42 1,824,694 -14.80
1,037,085 -1.04 1,704,400 -6.59
970,074 -6.46 1,496,666 -12.19
941,519 -2.94 1,374,096 -8.19
904,189 -3.96 1,231,279 -10.39
885,778 -2.04 1,152,517 -6.40
891,236
0.62
1,090,725 -5.36
876,923 -1.61 1,017,939 -6.67
898,224
2.43
948,723 -6.80
886,246 -1.33
905,050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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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한국 지역의료보험의 군가입자와 도시가입자 변화 추이(II)
도시지역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입자

증가율

세대수

증가율

124,650
114,749
106,261
101,416
97,752
89,375
123,034
12,578,901
13,241,831
14,202,613
14,979,143
15,737,782
16,487,232
18,579,798
19,268,815
19,408,800
20,277,536
20,119,062
20,205,834
20,339,909
20,166,051
19,801,813
19,077,069
18,023,286
16,926,272
16,413,289
15,848,279
15,353,847
14,731,973

-7.94
-7.40
-4.56
-3.61
-8.57
37.66
10123.9
5.27
7.26
5.47
5.06
4.76
12.69
3.71
0.73
4.48
-0.78
0.43
0.66
-0.85
-1.81
-3.66
-5.52
-6.09
-3.03
-3.44
-3.12
-4.05

28,435
26,021
24,423
23,743
24,144
21,890
30,552
3,703,036
3,957,283
4,321,527
4,615,868
4,940,532
5,273,642
6,020,171
6,331,234
6,472,355
6,781,667
6,874,285
7,070,887
7,515,869
7,664,038
7,760,237
7,670,569
7,479,984
7,221,526
7,250,525
7,181,163
7,212,631
7,053,981

-8.49
-6.14
-2.78
1.69
-9.34
39.57
12020.44
6.87
9.20
6.81
7.03
6.74
14.16
5.17
2.23
4.78
1.37
2.86
6.29
1.97
1.26
-1.16
-2.48
-3.46
0.40
-0.96
0.44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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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증가율

96,215
88,728
-7.78
81,838
-7.77
77,673
-5.09
73,608
-5.23
67,485
-8.32
92,482
37.04
8,875,865 9497.40
9,284,548
4.60
9,881,086
6.43
10,363,275
4.88
10,797,250
4.19
11,213,590
3.86
12,559,627
12.00
12,937,581
3.01
12,936,445
-0.01
13,495,869
4.32
13,244,777
-1.86
13,134,947
-0.83
12,824,040
-2.37
12,502,013
-2.51
12,041,576
-3.68
11,406,500
-5.27
10,543,302
-7.57
9,704,746
-7.95
9,162,764
-5.58
8,667,116
-5.41
8,141,216
-6.07
7,677,992
-5.69

부록 14. 한국건강보험의 재정현황 (1977-2004년)
구분

77년

78년

79년

(단위:억원)

80년

81년

82년

83년

계

149

487

1,135

1,795

2,747

3,630

4,479

보험료

144

374

1,034

,601

,482

3,293

4,136

직장

144

374

1034

1601

2479

3275

4092

지역

0

0

0

0

3

18

44

입 정부지원금
국고

3

10

17

21

20

25

20

3

10

17

21

20

25

20

담배부담금

0

0

0

0

0

0

0

기타수입

2

103

84

173

245

312

323

계
지 보험급여비

51

253

806

1,513

2,096

3,149

4,221

46

188

723

1,380

1,894

2,886

3,900

출 관리운영비
기타지출

5

98

83

133

202

263

321

0

0

0

0

0

0

0

당기수지

98

234

329

282

651

481

258

누적적립금

98

332

578

712

1,184

1,518

1,611

수

구분
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5,238

6,029

7,549

8,967

12,833

17,838

24,321

보험료

,894

5,637

7,088

8,253

10,955

14,326

18,835

직장

4842

5574

7021

8185

9790

11325

12,814

52

63

67

68

1,165

3,001

6,021

지역
수
입 정부지원금

19

14

17

18

946

2,205

3,639

국고

19

14

17

18

946

2,205

3,639

담배부담금

0

0

0

0

0

0

0

기타수입

325

378

444

696

932

1,307

1,847

5,299

6,115

6,008

7,021

10,345

15,459

21,641

4,904

5,663

5,501

6,350

9,175

12,784

19,314

395

452

507

671

1,170

2,675

2,327

0

0

0

0

0

0

0

당기수지

△61

-86

1,541

1,946

2,488

2,379

2,680

누적적립금

1,654

1,693

2,878

4,218

5,540

6,571

7,326

계
지 보험급여비
출 관리운영비
기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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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계

32,690

37,263

41,162

46,083

54,354

63,255

72,967

보험료

23,317

26,582

28,586

31,874

36,007

41,754

48,787

직장

14,875

22,474

17,909

20,056

22,767

25,990

28,554

지역

8,442

4,109

10,677

11,818

13,240

15,764

20,234

5,868

5,924

6,381

6,924

7,553

8,723

9,954

5,868

5,924

6,381

6,924

7,553

8,723

9,954

0

0

0

0

0

0

0

기타수입

4,055

5,103

6,334

7,509

11,188

13,229

15,109

계

24,435

28,792

33,638

38,693

50,537

64,132

76,823

20,382

23,880

27,955

32,009

40,209

50,756

58,131

2,585

2,880

3,243

7,503

7,101

6,568

7,085

수
입 정부지원금
국고
담배부담금

지 보험급여비
출 관리운영비

1,468

2,032

2,440

7,560

963

949

830

당기수지

기타지출

8,255

8,471

7,524 △10,090

△24,088

△7,607

10,794

누적적립금

19,328

27,287

34,580

△18,109 △25,716

△14,922

98년

99년

00년

구분

9,189
01년

02년

03년

04년

계

78,491

86,923

95,294

116,423

138,903

168,231

185,722

보험료

52,550

63,056

72,288

88,562

109,277

137,409

156,142

직장

28,515

35,789

41,289

52,408

68,718

91,683

108,284

24,035

27,267

30,999

36,154

40,558

45,726

47,858

10,760

11,656

15,527

26,250

30,139

34,238

34,830

10,760

11,656

15,527

26,250

25,747

27,792

28,567

지역
수
입 정부지원금
국고
담배부담금

0

0

0

0

4,392

6,446

6,263

기타수입

17,685

14,213

7,921

1,657

2,298

2,186

2,147

계

87,157

95,614

105,384

140,511

146,510

157,437

170,043

68,070

78,406

90,321

132,447

138,993

149,522

161,311

7,901

6,795

7,503

7,101

6,568

7,085

7,901

831

10,413

7,560

963

949

830

831

15,679

△8,691

△10,090 △24,088

△7,607

10,794

15,679

757

22,425

9,189 △18,109 △25,716 △14,922

757

지 보험급여비
출 관리운영비
기타지출
당기수지
누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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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한국 의료보험의 부양률 추이(1977-1990)
연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직장소계
직장

공교

1.62
1.32
1.46
1.73
1.76
1.97
2.02
2.07
2.13
2.09
2.08
2.09
2.11
2.05
2.03
2.01
1.98
1.94
1.90
1.89
1.93
2.10
2.11
1.98
1.84
1.76
1.73
1.71
1.72
1.66
1.56
1.56
1.53
1.48

3.11
3.02
3.03
3.06
3.07
3.06
3.05
3.03
2.94
2.89
2.82
2.79
2.67
2.59
2.56
2.51
2.46
2.45
2.43
2.49
2.53
2.50
2.38
2.31
2.28
2.25
2.19
2.14
2.07
2.03
1.98
1.95

1.65
1.32
1.91
2.15
2.11
2.23
2.25
2.28
2.32
2.27
2.24
2.23
2.24
2.19
2.15
2.12
2.09
2.05
2.01
2.00
2.03
2.18
2.19
2.08
1.94
1.85
1.82
1.80
1.79
1.73
1.63
1.62
1.59
1.54

지역소계
군지역

시지역

3.79
3.75
3.67
3.59
3.49
3.35
3.24
2.96
2.85
2.72
2.62
2.52
2.41
2.32
2.22
2.15
2.08
2.03
1.96
1.87
1.74
1.64
1.54
1.46
1.36
1.30
1.22
1.16
1.06
1.02

3.38
3.41
3.35
3.27
3.05
3.08
3.03
2.40
2.35
2.29
2.25
2.19
2.13
2.09
2.04
2.00
1.99
1.93
1.86
1.71
1.63
1.55
1.49
1.41
1.34
1.26
1.21
1.13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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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3.64
3.59
3.52
3.43
3.26
3.20
2.96
2.54
2.46
2.38
2.31
2.24
2.17
2.11
2.06
2.01
2.00
1.93
1.86
1.71
1.63
1.55
1.48
1.40
1.34
1.26
1.20
1.12
1.08

임의

직종

3.31
3.44
2.75
3.07
3.01
2.74
2.76
2.82
2.73
2.79
2.73
2.65
-

3.16
3.69
3.80
3.47
3.16
2.94
2.93
3.01
-

Abstract

Familial Foundations of the State Welfare:
A Comparative Approach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in South Korea and Taiwan
Wang, Hye Suk
Dept. of Yonsei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explain the development of welfare institutions and their
characteristics focused on families. Most of existing studies on welfare state
highlight formal variables in determining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such as
industrialization, power resource mobilization, or state intervention on welfare.
Explaining the welfare development solely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or
political formalism, they dismiss the role of culture and norms; therefore, this
perspective allows no rooms for cultural diversity and historical path dependency
in each society. To make up these shortcomings, this research intends to show
how various informal factors, especially family norms or familialism, can determine
characteristics of welfare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trajectories of welfare
states.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go beyond the formal factors and consider the
role of families in explaining the state welfare development.
To evaluate effects of family variables in welfare institutions, this
research compare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s in South Korea and
Taiwa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aiwan and South Korea share some
commonalities: compulsory and universal social insurance programs based on
family unit. In essence, both of the two programs employ the “Bread-winner
model,” which encompass not only the insured but also their dependents (眷屬 or
被扶養者).
- 330 -

However, in spite of being included in the Confucian clusters stressing
the importance of family values, the two societies develop their own different
family cultures according to their unique historical path. Therefore, the definitions
of “who is entitled to be dependents and how” in two programs are different
despite the common point that both operate based on the family unit. First,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 South Korea, the scope of
dependents can be easily extended along the blood ties, encompassing immediate
and collateral families. In Taiwa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lso
determines the eligibility based on the familial membership, but the available
category of dependents is even smaller and the degree of relationship or age also
matters. Secondly, there is a pivotal issue on how much the insured have to pay,
in other words, how much the premium individuals have to pay. In South Korea,
the health insurance fee one should pay does not change according to the number
of one’s dependents. Meanwhile, in Taiwan, as one increase dependents under the
insurance plan, the person should pay as much additional health insurance fee.
Such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arrangements can lead to the statistical
difference in dependent ratios in Taiwan and South Korea. Here, the “Dependents
Ratio” means how many family members belong to one insured as dependents.
This statistic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in two countries. In Taiwan, the financial burden of the
insureds can place a certain disincentive in increasing the number of their
dependents. Contrary to the Taiwanese case, relatively generous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South Korea offer individuals economic incentives to increase the
number of dependents. To verify such effect of different institutional arrangement,
this research collects and analyzes the annual statistics and compares the
dependents ratio in two programs. In result, this research finds out that the
dependent ratio of Korea’s program is much larger than that of Taiwan’s.
In sum, we can tentatively conclude that the Korean program employs the
extended family model which is relatively closer to the Confucian ideal of family.
Meanwhile, the Taiwanese program, even though its society is also a pa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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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an clusters, shows the relatively narrow term in defining dependents: it
adopts the stem and nuclear family model. Results indicate that two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s in Taiwan and South Korea, even though they share
some socio-economic and cultural backgrounds, reveal differ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different family norms.
Then, what has made such institutional differences in two seemingly
similar welfare programs? Considering that both institutions are based on the
family, we can easily suppose that the differences are caused by different family
structures in each society. That is, it is reasonable to suppose that large or
extended families are universal in South Korea, while nuclear or stem families are
common in Taiwan. However, most of industrialized and urbanize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Taiwan show similar family structure in terms of its
size and constituents. It is true that there exist a convergence in family structure
in industrialized countries into a nuclear family. It implies that the family structure
does not automatically determine the institutional features on welfare arrangement.
Then, what can be the reason?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research pays attention to the difference
between material families and normative families. “Material families” is referred to
the physical structure or functions of families, which is close to the term
“household”: “normative families” is more related to norms and values and
crystallized as “an ideal type of family” which people at large in a certain society
consider as desirable or take for granted. The material family is easily changed
according to the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s, but the conceptual family is
resistant to such environmental changes. It argues that the prevailing family
norms or concept, that is, family culture in two countries, contribute to making of
such national variation in the similar welfare institutions.
Next, this research shows how a certain family norm in each society came
to be so strong in the first place. For certain values or norms to be crystalized
into the state’s formal institutions, it requires agents who carry and mobilize those
cultural resource in the institution building process. Especailly, this research p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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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to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insureds as agents. The state deliberately
fosters a certain kind of family ideal for its economic and political needs. The
Korean government relied on the extended family norms to cope with the social
problems that the rapid industrialization had brought as well as to utilize the
Confucian tradition for political and social control. In Taiwan, institution building
process was dominated by the state elites, that is, the mainlanders who had a
nuclear family because of the recent immigration from China to Taiwan.
As a result, different family norms are shrined in formal welfare
institutions. And such institutions limit actor’s behaviors and choice of actions.
However, they are never automatically determined by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but they depend on the contextual and “ad-hoc” invention by the strategic actors.
In this process, certain norms are strategically mobilized from the existing
institutional frameworks in the name of tradition and some new norms are created
and invented. It unintentionally involves the change or maintenance of the existing
institutions. In Korea, the insureds demanded the extension of dependents for
familial and economic reasons, because according to the given institutional
arrangement, it was more reasonable to have as many dependents as possible.
And this led to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system as well as the reinforcement
of existing family norms. Meanwhile, in Taiwan, under the given dependents
system, it was more rational to have less dependents. It resulted in the
scale-down of ideal family norms.
As such, this research attempts to take balanced consideration on historical
legacy and its modern adaptation and invention. Tradition matters only when
“through practices it can be constantly reconstructed and mobilized.” And in the
very momentum of reconstruction and mobilization of tradition, the essence of
which are political agenda, how political actors respond to them is critical in
shaping the actual arrangements of certain welfare institutions.
Key Words: health insurance, family, South Korea, Taiwa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ependents, familism, family norms,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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