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며

2014년 나라살림은 369조원의 총수입 전망

에근거를두고총지출356조원규모로확정되

었다. 올해예산은박근혜정부의국정기조와정

책방향에따른국정과제를담은첫재정계획이

라는점에서, 보다큰의의를담고있다. 4대국

정기조 중에서‘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정책이

행을 위한‘보건·복지분야’(또는‘복지분야’

라고 한다) 예산 즉, 복지재정(또는‘복지지출’

이라 한다)은 2014년 106조 4,300억원이다. 국

정의 모든 분야 정책을 뒷받침하는 총지출1)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른다. 더욱이 증

액양상을 보면,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13조 8천

억원 늘어나는데, 이중 3분의 2가 복지지출 증

가에의해주도되는구조이다. 

돌이켜보면, 지난외환위기이래고비마다순

식간에 닥쳤던 위기 시에 국민이 겪게 되는 사

회적위험에대한선제적정책대응의중요성이

절실히 부각되어 왔다. 그리고 수차례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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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과
복지재정 운용
National Budgeting and 
Welfare Financing

2014년나라살림은복지재정운용에총지출의 30%인 106조원을배분한다. 이재원이서민생활안정과삶의질제고를위한‘맞춤
형 고용·복지’ 역의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뒷받침한다. 운용구조를 보면, 연금급여,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지출이 복지예산의
52%인56조원을차지한다. 대가없이필요한이들을지원하는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복지, 보육, 보건서비스등에는26%인28조
원이소요된다. 나머지는보훈과주택이다. 올해복지예산은기초연금도입과보육에대한국가책임확충등으로, 국민의정책체감이높
은‘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를위한배분이늘어났다. 자동증가하는기존복지지출에새로운지출소요가추가되면서, 2014년에는복
지분야증액이총지출증액의 65%를차지한다. 증액사업은대부분의무지출이므로, 향후계속하여재정부담을유발시키게된다. 금년
에는경기둔화로세수부진이예상되지만국정과제본격반 등으로세출은늘어나, 관리재정수지가악화되고국가채무는증가한다. 건
전한재정과공고한사회안전망을함께고심할때, “경제규모에비추어국민복지는적정한가?”, “국민부담에비추어복지지출은적정한
가?”라는물음과합의탐색은지속되어야할것이다. 

박인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초빙연구위원

1) 중앙정부의예산및기금사업지출을말함.



계기로 이와 같은 현실적 요구에 따른‘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복지’이슈는 우리사회에서

뜨거우면서우선순위높은과제로자리잡게되

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과 필요는

자연스레 국가의 예산과정에 반 되어 왔고,

2014년에는 106조원 규모의 복지재정으로 모

습을 드러내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매년복지분야예산은국정의어느분야보다빠

르게 증가되어 왔지만, 특히 올해 예산에 반

된 9.3%의 높은 증가율은 2009년 로벌 금융

위기이래최고수준이다. 이제누가보더라도국

정운 과 나라살림에서는 안정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재정 운용이 핵심 사안이다. 이는

저출산과 저사망의 인구구조 전환이 가속화되

고있는한국사회이기에보다필연적이다. 

복지재정은‘서민생활안정과삶의질제고’,

그리고‘일자리창출’과연관된국정수행을지

원하므로, 동 재원 확대는 과거 경제사업 중심

의국가재정운용이생활정책중심으로지원방

향을 전환하 다는 의미이다. 복지재정계획에

반 된주요과제는빈곤층을위한맞춤형급여

와 일을 통한 빈곤탈출, 노후소득 보장, 장애인

보호, 출산과 양육지원, 의료보장, 구직급여와

적극적고용지원, 양성평등확산에이르는광범

위한 사회정책 이행을 포괄한다. 2014년 복지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본고는 먼저 금년도 나

라살림의 재정총량과 복지분야 재원배분을 살

펴보고, 2005년 이래 총지출과 복지지출 변동

추이를 검토한다. 다음으로는“2014년 복지재

정의실체는무엇이며, 다양한국정과제를지원

하는방대한규모의재정지출은어떻게구성되

는가?”라는 실상에 접근하기 위해, 재정운용구

조와 특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부문

별 재원배분과 주요내용, 100조원을 상회하는

복지재정이11개중앙부처에서22개회계로운

용하는구조와현황, 그리고사회안전망에비추

어본우리나라의복지지출구조를분석한다.

2. 2014년 재정총량과
복지재원 배분

1) 재정총량

금년도총수입계획은369조3천억원으로확

정되었다.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실적 부진 등

불안정한 세입여건이 지속되면서, 지난해보다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표 1. 참조). 국세수입

은216조 5천억원2)으로 2013년본예산과거의

같으며, 세외수입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에 따

라 기금수입을 차치하고 예산회계 수입만 보

면, 2013년 본예산3)보다 약 10조원 감소할 전

망이다.

예산과기금을합한총지출은355조8천억원

규모로, 금년보다13조8천억원늘어난다. 증가

율은 4.0%로, 2010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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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심사에서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한데 따른 소득세 증액
1,428억원, 지방소비세전환율인상에따른부가가치세감액 2조 3,269억원 등이반 된것임.

3) 본예산의 예산회계수입은 253.3조원이었으나, 이후 세입여건이 악화되면서 제1차 추경(2013. 5. 7)을 통해 마이너스 11.8조원의 세
입경정이뒤따랐음.



가장 낮은 수준이다. 총량으로는 세출 억제를

위한정책의지가반 된결과이다. 그런데기금

이아니라예산회계를보면, 세출이금년보다7

조2천억원증액된점이눈에띤다. 이는예산회

계수입이9조5천억원이나감소한여건과대조

된다.

이러한수지불균형요인이반 되어관리재

정수지는 마이너스 25조 5천억원으로, 1998년

외환위기당시와거의같은수준으로악화되었

다. 다만국회심사에서총지출감액조정이총수

입 감액보다 많아, 정부안보다 4,000억원 정도

수지가 개선되었다. 금년에는 예산수입이 감소

하지만, 기존 복지지출은 자동 증가하고 또 새

로운지출소요가추가되면서재정적자를확대

시키게된다. 

국가채무는 514조 8천억원으로 GDP 대비

36.4% 수준이다. 채무의질과관련하여대응자

산이 없는 적자성채무, 특히‘일반회계 적자보

전채무’의 증가가 주목된다. 「국가채무관리계

획」(2013. 10)4)에 따르면, 2007~2014년간 국가

채무 총액은 연평균 8.1%씩 증가하지만, 이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채무는 20.1%의 높은 증가

율을 기록한다. 2014년 나라살림은 이처럼 재

정총량지표가적신호상태에서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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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건복지 정책 방향 (7)

표 1. 2014년 재정총량
(단위: 조원, %)

구분

총총수수입입

•예산

(국세)

•기금

총총지지출출

•예산

•기금

관관리리재재정정수수지지

(GDP 대비)

국국가가채채무무

(GDP 대비)

2013년

본예산
(a)
337722..66

253.3

(216.4)

119.3

334422..00

243.6

98.3

--44..77

(-0.3)

446644..66

(35.0)

336600..88

241.5

(210.4)

119.3

334499..00

247.6

101.4

--2233..44

(-1.8)

448800..33

(36.2)

337700..77

245.2

(218.5)

125.5

335577..77

251.8

105.9

--2255..99

(-1.8)

551155..22

(36.4)

336699..33

243.8

(216.5)

125.5

335555..88

250.8

105.0

--2255..55

(-1.8)

551144..88

(36.4)

--11..44

-1.4

(-2.0)

-0.0

--11..99

-1.0

-0.9

++00..44

-

--00..44

-

--33..33

-9.5

(0.1)

6.2

1133..88

7.2

6.7

--2200..88

-

++5500..22

-

--00..99

-3.8

(0.0)

5.3

44..00

3.0

6.8

-

-

1100..88

-

추경
정부안
(b)

국회확정
(c)

국회증감
(c-b)

증가액
(d=c-a)

증가율
(d/a×100)

2014년 2013(본예산)~14년간

주: GDP는 수정된경제성장률전망(2013. 12. 27)에 따른명목GDP 적용.
자료: 1) 대한민국정부(2013. 10). 2014년 예산안.

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31). 2014년 예산안에대한수정안. 
3) 기획재정부(2014. 1. 2). 국회에서확정된 2014년 예산주요내용, 보도자료.
4) 기획재정부(2013). 2013년도나라살림예산개요.

4) 정부는 매년 10월, 국회에예산안과함께「국가채무관리계획」을제출함.



2) 재원배분: 복지 분야 vs 복지외 분야

2014년 총지출을‘복지분야’5)와‘복지외 분

야’로나누어보면, 두 역간에뚜렷하게차이

가 나타난다. 지출규모는 복지분야가 106조 4

천억원으로30%이고, 나머지11개분야(일반·

지방행정, 교육, 국방 등)는 모두 합하여 249조

4천억원으로 70%이다. 그런데 예산증액 규모6)

로 보면, 복지분야가 9조원으로 총지출 증액

(13.8조원)의 65%를 차지한다. 나머지 11개 분

야의증액은 4조 8천억원으로 35%이다. 즉, 총

량으로는 30%를 차지하는 복지분야가 증액규

모로는무려65%를차지하는구조를띤다(표2,

그림1 참조). 

증가율을 보더라도 복지분야는 전년대비

9.3%를 기록하여, 2012~2013년간 증가율보다

4.1%p나높다. 반면, 복지외분야는2012~2013

년간증가율보다오히려3.1%p 낮아져, 양 역

이 대비된다. 복지외 분야는 재량지출이 많은

만큼, 세수부진에 따른 향을 많이 받게 된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은 의무지

출이더라도내국세수입에정률로연동되어, 세

수의 증감과 동행한다. 이 점이 경직성이 높은

복지분야 의무지출과 판이하게 다른 성질이다.

매년예산을편성할때마다제반여건이상이하

겠지만, 2013년(본예산)에는 총지출 증액분

(16.6조원)에서 복지분야 증액(4.8조원)이 차지

한 비중은 29%에 머물 다.7)〔그림 1〕에서 보

듯이재정총량에대한비중이나증액에대한비

중이같은수준이다. 그런데한해만에복지분

야증액이총지출증액의65% 수준으로늘어나

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2014년 나라살림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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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사회복지분야(코드 080)와 보건분야(코드 090)에 속한예산과기금사업지출의합임.
6) 본고에서증액이라함은순증액을말함.
7) 단, 2013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 조정되면서, 국민연금급여비 증가가 평년보다 과소하 음은 감안되
어야 함.

표 2. 재원배분과 예산증액: 복지 분야 vs 복지외 분야
(단위: 조원, %)

구분

총총지지출출((AA)) 

••복복지지분분야야((BB))

(총지출대비비중, B/A) 

••복복지지외외분분야야((CC))

(총지출대비비중, C/A)

2012년
예산
(a)
325.4

92.6

(28.5)

232.8

(71.5)

342.0

97.4

(28.5)

244.6

(71.5)

357.7

105.9

(29.6)

251.8

(70.4)

335555..88

110066..44

(29.9)

224499..44

(70.1)

-1.9

+0.6

(+0.3%p)

-2.4

(-0.3%p)

1166..66

44..88

(28.7)

1111..88

(71.3)

5.1

5.2

5.1

-

1133..88

99..00

(65.2)

44..88

(34.8)

4.0

9.3

2.0

-

(b)

2013년
본예산

2014년
정부안 국회확정 국회증감
(c) (d) (d-c)

2012~13년간 2013~14년간
증가액

(e=b-a)
증가율

(e/a×100)
증가액
(f=d-b)

증가율
(f/b×100)

자료: 1) 대한민국정부(2013. 10). 2014년 예산안.
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31). 2014년 예산안에대한수정안. 
3) 대한민국정부(2013. 10).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재정에어떤구조적변화와정책이담겨있는

지세심하게살펴보아야하는이유이다.

첫째, 총지출 증액과 복지분야 증액 간에 엇

갈린양상이나타나는점이다. 전반적인세입감

소로총지출증액분은2013년에비해2조8천억

원 줄어들지만, 복지분야 증액분은 오히려 4조

2천억원늘어난다. 이로인해2014년총지출증

액분에서복지분야가차지하는비중은크게늘

어난다. 둘째, 국가예산과정(budget process)에

비추어보면, 정부안편성과정이나국회심사과

정 모두에서 복지분야 재원배분에 최우선순위

가 주어진 점이다. 첫 단계인 정부 예산안에서

기초연금등주요대선공약이반 되어, 복지분

야는 전년보다 8조 5천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이로서정부는처음으로복지분야가100조원을

상회하는예산안을국회에제출하 다. 다음단

계인 국회심사에서 다시 복지분야 재원이 6천

억원 증액되고, 복지외 분야는 2조 4천억원 감

액 조정되었다.8) 이에 따라 2014년 복지예산은

전년보다 9조원 증액된 106조 4천억원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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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총지출과 증액구조: 복지 분야 vs 복지외 분야

<2013년 본예산>
[총지출342조원] [예산증액16.6조원]

<2014년 예산>
[총지출355.8조원] [예산증액13.8조원]

자료: <표 2>와 동일.

8) 이 중에는예비비감액 1조 7,989억원이포함됨.



결되었다. 보육사업국고보조율5%p 추가인상,

경로당지원, 참전명예수당등인상, 그리고국가

예방접종과 응급의료 확대 등이 국회과정에서

증액반 되었다. 

3. 총지출과 복지지출 변동추이

나라살림을 진단하려면, “한 해 동안 운용하

는재정총량이얼마이며, 어떤분야의재원배분

이늘어나고, 또변동추이는어떠한지?”를파악

하는것이우선시된다. 이를위해, 2005년부터

현 중기재정계획(mid-term expenditure

framework)의 최종년도인 2017년까지, 총지출

과복지지출변동추이를살펴보도록한다(그림

2 참고).

첫째, 총지출은 2005년 209조 6천억원에서

2017년에는 400조 7천억원으로 전망되어 1.9

배 규모로 늘어나며,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추정된다. 복지지출은 2005년 49조 6천억원에

서2017년에는127조5천억원으로전망되어규

모는2.6배로되며, 연평균증가율은8.2%로추

정된다. 즉, 복지지출이 같은 기간에 총지출 증

가율의 1.5배 속도로 늘어난다. 복지지출 증가

율이 높은 까닭은 동 지출의 하방 경직적 속성

도 있지만,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비중이높아한번도입되면재정여건

에무관하게자동적으로늘어나기때문이다. 금

년에 새로 도입된 기초연금이나 국고보조율이

상향조정된보육사업도모두의무지출이다. 이

러한 요인이 반 되면서, 총지출에서 복지지출

이차지하는비중도2005년23.7%에서2017년

에는31.8%로높아지게된다. 

둘째, 2005년이래12년간에걸쳐보면, 정부

의재정운용은급변하는경제사회여건에따라

향을 받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응하면

서, 시기별로 지출양상을 달리한다. 먼저,

2005~2009년 사이에는 총지출과 복지지출 공

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2008년 기초노

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신규지출소요가발생한점도특기할만하다. 또

한 2008년 하반기에 닥친 로벌 금융위기로

인한경기침체에대처하기위해, 수정예산과추

가경정예산이 연달아 편성되면서 재정지출은

가파른증가율을보인다. 특히 2008~2009년간

복지지출은 대량실업에 따른 고용관련 지원과

긴급복지등을위해16.9%의높은증가율을기

록하 다. 

이후 경기회복세가 나타남에 따라 한시적으

로투입된지출을감축시켜2009~2010년간총

지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이에 따

라, 2009년이래 2013년본예산편성까지총지

출과복지지출모두어느시기보다낮은증가율

을 보인다. 그러나 2013년 상반기에 다시 경기

가 둔화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이너스

세입경정과 세출확대가 이루어졌다. 금년에는

국정과제를 담은 공약가계부가 본격 반 되면

서, 재정지출은예년보다높은증가율을보이게

되었다. 다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

획’에따르면정부는2014~2017년간복지지출

증가율을올해예산보다낮게설정하여, 재정건

전성을훼손시키지않으려는의지를담고있다.

그러나현행중기재정계획은매년수립하는연

동계획(rolling plan)이므로, 이러한 계획이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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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총지출 및 복지지출 변동추이(2005~2017년)

<규모와 비중>

<증가율 변동>

주: 각년도예산(단, 2008~2009년 추경, 2015~2017년 전망). 
자료: 1) 기획재정부(각년도). 나라살림예산개요.

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31). 2014년 예산안에대한수정안.
3) 대한민국정부(2013. 10).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간별 증가율>

기 간

2005~2017년간(전기간)
•2005~2009년간
•2009~2013년간
•2013~2017년간
- 2013~2014년간
- 2014~2017년간

연평균증가율 총지출증가율대비복지지출증가율배수
(b/a)총지출(a)

5.5%
9.5
3.2
4.0
4.0
4.0

8.2%
12.8
4.9
7.0
9.3
6.2

1.49배
1.35
1.53
1.75
2.33
1.55

복지지출(b)



력을갖지는않는다. 

셋째, 2005년 이래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규모와비중이점점늘어나면서, 복지

외분야의재원배분은상대적으로제약을받게

된다. 특히, 재량지출이많은산업·중소기업·

에너지분야와 SOC분야는 2013~2017년간 연

평균 증가율이 각각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5.7%로전망되어, 나라살림에서차지하는비중

이 축소될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에 환경분야

는연평균증가율이0.1%, 농림·수산·식품분

야는 0.3%, 외교통일분야는 1.2%로, 증가수준

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9) 이처럼 복지분야

재원배분이 국가재정 운용에서 점점 부각되고

있는만큼, 복지지출의효율성과정책성과가담

보되도록하는데도상응하는노력을쏟아야할

것이다. 

4. 국정과제 수행과 재정운용

박근혜정부의복지분야국정과제수행과복

지재정운용을연계하여살펴본다. 국정과제는

주로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정책을 구체화

시킨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계획

은‘공약가계부’로제시되었다. 따라서국정과

제와공약가계부는매년편성되는‘예산’과중

기계획인‘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 되어야

할 주요한 사안이 되었다. 물론 국정과제가 국

가재정사업과완전히매칭되거나연계되는것

이 아닐 수 있다. 또한 국정과제를 예산사업으

로구체화하는과정에서제반경제사회여건과

타 사업과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조

정도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제약을 감안하더

라도 국정과제 수행은 복지재정 운용에 의해

직간접으로 지원되고 또한 상호 연계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정기조에 따른 국가비전 실현

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염두

에 두고, ‘맞춤형 고용복지’전략에 따른 복지

분야 23개 국정과제와 2014년 복지재정 운용

을도식화하면〔그림3〕과같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경제활력·일자리 예

산’으로이름지어진2014년나라살림은‘희망

의새시대’를국정비전으로4대국정기조와14

대 추진전략 하에 설정된 140개 국정과제10) 이

행을우선지원한다. 재정계획을보면, 356조원

의총지출은교육, 국방, 지방행정등의11개분

야에 249조 4천억원, 복지분야에 106조 4천억

원으로배분된다. 복지지출은다시, 기초생활보

장, 공적연금등의9개정책부문을포괄하는사

회복지분야에 97조 2천억원(91.3%), 건강보험

지원등3개정책부문을둔보건분야에9조2천

억원(8.7%)으로배분된다.

이처럼‘국가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비

추어2개분야12개부문으로구성되는사회보

장정책 역과재원배분이곧‘국민행복-맞춤

형고용·복지-23개국정과제’이행과직·간

접으로 연계된다.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사

업을 살피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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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한민국정부(2013, 10).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p.49.
10) 관계부처합동(2013. 5). 박근혜정부국정과제.



복지 확충, ‘일과 복지’연계를 통한 자활·자

립 지원, 노후생활보장, 무상보육의 내실화, 전

달체계개편을통한복지체감도제고등의과제

가 부각된다. 또한‘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중심국정운 을지원하기위해,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과

훈련도강조되고있다.11)

5. 복지재정 운용구조와 특징

1) 부문별 재원배분12)과 특징

정부는 2014년에 사회복지분야(97.2조원)와

보건분야(9.2조원)를 합하여, 총 106조 4,300억

원의복지재정을운용한다. 구체적으로보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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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복지분야 국정과제와 재정운용 관계도

희망의 새 시대

경제부흥

맞맞춤춤형형고고용용··복복지지

[[2233개개국국정정과과제제]]
•저소득층맞춤형급여체계구축
•국민중심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편
•건강한가정만들기
•청소년역량개발, 건강한성장지원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생활보장
•의료보장성강화, 지속가능성제고
•건강의질높이는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장애인권익보호, 편의증진
•살고싶은복지농어촌건설
•다문화가족적응지원강화
•일자리중심국정운 , 고용 향평가체계강화
•비정규직차별해소, 근로자생활보장

•장시간근로개선, 정년연장함께일하기
•경기변동대비고용안정노력, 지원
•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
•맞춤형취업지원, 고용서비스망강화
•복지일자리확충, 처우개선
•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활성화
•행복한임신과출산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무상보육, 무상교육확대(0~5세)
•여성경제활동확대, 양성평등확산

창의교육 국민안전 사회통합

국국민민행행복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

경제활력·일자리예산
(356조원)

주: 국가예산회계시스템에서사회복지분야(080)와 보건분야(090)로 분류되는예산을복지지출로간주함. 
자료: 1) 대한민국정부(2013. 10). 2014년도예산안개요. 

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31). 2014년 예산안에대한수정안. 
3) 관계부처합동(2013. 5). 박근혜정부국정과제. 

복복지지분분야야((110066..44조조원원))
[[사사회회복복지지:: 9977..22조조원원]]
- 기초생활보장
- 취약계층지원
- 공적연금
- 보육·가족및여성
- 노인·청소년
- 노동
- 보훈
- 주택
- 사회복지일반
[[보보건건:: 99..22조조원원]]
- 보건의료
- 건강보험
- 식품의약품안전

복복지지외외분분야야((224499..44조조원원))
교교육육,, 문문화화··체체육육··관관광광,, 환환경경,, 
RR&&DD,, 산산업업··중중소소기기업업··에에너너지지,, 
SSOOCC,, 농농림림··수수산산··식식품품,, 국국방방,, 
외외교교··통통일일,, 공공공공질질서서··안안전전,, 
일일반반··지지방방행행정정

11) 대한민국정부(2013. 10). 2014년도예산안개요.



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4대공적연금이복지예산의34%인36조4

천억원을차지하여으뜸이다(표3. 참조). 연금수

급자는국민연금380만명등총430만명내외로

추산된다. 다음으로는 주택부문 18조 2,100억

원, 노동부문 14조 4,990억원의 순이다. 노동부

문은고용보험및산재보험급여가주축을이루

지만, 일자리문제와관련하여근년에는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ALMP) 이행에역점을두고있다. 이상3개부문

재원은 총 69조 1,100억원으로, 복지예산의

65%를점한다. 이들부문은주로기금수입을재

원으로운용된다는공통점이있다.

둘째, 세수에 기반을 두는 예산회계사업 재

원배분이다. 절대빈곤층을 지원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부문에 8조 8,300

억원이 지출된다. 이는 국고기준 예산이므로,

전체 사업비는 지방비를 포함해야 한다. 복지

분야 예산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므로,

이를집행하는자치단체는사업별로정해진분

담률13)에 따라 지방비를 매칭한다. 기초생활보

장사업은 금년부터 정책이 변화되어, 종래의

통합급여방식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된다.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133만여명, 주거급여

152만여명 등으로 예상된다. 노인·청소년, 장

애인등취약계층, 복지일반의3개부문은모두

합하여9조900억원이소요된다. 보육·가족·

여성부문지출은5조7,100억원규모이다. 건강

보험에대한국고지원을위해서는6조9,700억

원이지출된다. 이상예산회계사업에서는노인

등의 부문과 보육 등의 부문이 각각 전년대비

34%와 26%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바로

이들부문이2014년복지예산을특징짓는 역

이기도하다.

셋째, 상기 예산사업 중 국민적 관심이 집중

되는‘기초연금’(현기초노령연금) 예산에대해

살펴본다. 국비가5조2,000억원으로편성되어,

전년보다62% 증가한다.14) 2014년복지예산증

가를주도하는대표사업이다. 수급권자는65세

이상노인의 70%인 447만명수준이다. 급여액

은최대20만원이며, 일부대상은감액지급되지

만 기본보장이 10만원이다. 이를 위해서는「기

초연금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예산

수반법안이고 의무지출이다. 그러나 정부제안

법률안이 예산 의결시까지 국회보건복지위원

회에서 심의되지 않아, 국회는 2014년 예산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보건복지부는 기초

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

정 결과에 따라 급여예산을 집행한다”고 명시

하 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선정기준

이나국민연금가입여부등과관련하여이해관

계가대립되는만큼, 정교한정책이법제화되어

야 할 것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국가

의 평균부담률이 75%이므로, 대응지방비는

2014년1조7,330억원으로추정된다. 2013년보

다지방비부담이6,600억여원늘어나지만, 다른

72 _ 보건복지포럼 (2014. 1.)

12) 2014년 확정예산의 부문별 재정통계는 2014. 1. 2. 현재 재정당국에 의해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국회수정안에 근거한필자의
추산에따름.

13) 「보조금예산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에따름.
14) 동 예산은현행‘기초노령연금’이 2014. 6.까지, 그리고새로도입되는‘기초연금’이 2014. 7.부터 시행된다는전제로편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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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건복지 정책 방향 (7)

주: 1) 2014년확정예산에따른부문별순증액은국회수정안에근거하여필자추산. 
2) 괄호내는증액/감액규모임.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31). 2014년예산안에대한수정안.

표 3. 정책 역별 재원배분(2012~2014년)
(단위: 억원, %)

정책 역

정부총지출(조원, A)
복복지지분분야야합합계계((BB)) 
(총지출대비비중, B/A)
[[사사회회복복지지분분야야]]
•기초생활보장
•4대공적연금
•노인·장애인·복지일반
•보육·가족·여성
•노동
•보훈
•주택
[[보보건건분분야야]]
•보건의료, 식의약안전
•건강보험지원

2012년
예산
(a)
325.4

992266,,330055
(28.5)

884477,,771155
79,100
312,678
60,245
33,847
131,242
40,541
190,062
7788,,558899
18,476
60,113

342.0
997744,,002299
(28.5)

888866,,771133
85,604
331,382
67,736
45,200
138,906
43,152
174,733
8877,,331155
22,184
65,131

349.0
999922,,992277
(28.5)

990044,,771133
87,761
331,382
68,946
45,431
140,362
43,152
187,679
8888,,221122
23,081
65,131

335577..77
11,,005588,,772266

(29.6)
996677,,558844
88,234
364,034
90,580
53,105
144,875
44,133
182,623
9911,,114411
21,476
69,665

((110000..00))

((  9911..44))
(    8.3)
(  34.4)
(    8.6)
(    5.0)
(  13.7)
(    4.2)
(  17.2)
((    88..66))
(    2.0)
(    6.6)

335555..88
11,,006644,,225533

(29.9)
997722,,005511
88,310
364,034
90,924
57,119
144,993
44,574
182,097
9922,,220022
22,537
69,665

16.6
4477,,772244
(28.7)
3388,,999988
6,504
18,704
7,491
11,353
7,664
2,611

-15,329
88,,772266
3,708
5,018

5.1
55..22
-

44..66
8.2
6.0
12.4
33.5
5.8
6.4

-8.1
1111..11
2.8
8.3

13.8
9900,,222244
(65.2)
8855,,333388
2,706
32,652
23,118
11,919
6,087
1,422
7,364
44,,888877
353

4,534

4.0
99..33

99..66
3.2
9.9
34.2
26.4
4.4
3.3
4.2
55..66
1.6
7.0

((110000..00))

((  9911..33))
(    8.3)
(  34.2)
(    8.5)
(    5.4)
(  13.6)
(    4.2)
(  17.1)
((    88..77))
(    2.1)
(    6.5)

2013년 2014년 2012~13년(본예산) 2013(본예산)~14년
본예산
(b)

추경 정부안
(c) (비중) (d) (비중)

증가액
(d=b-a)

증가율
(d/a*100)

증가액
(e=d-b)

증가율
(e/b*100)

국회확정

주: 1) 2014년 확정예산의부문별통계가아직발표되지않아, 국회수정안에근거하여필자추산.
2) ‘노인·장애인·복지일반’은노인·청소년, 취약계층지원, 복지일반의 3개부문합임.

자료: 1) 대한민국정부(2013. 10). 2014년도 예산안개요.
2) 기획재정부(2013). 2013년도 나라살림예산개요.
3) 보건복지부(2013. 10). 2014년도 예산안개요.
4)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31). 2014년 예산안에대한수정안. 

[참고] 국회 심사시 변동된 주요 내역

부부문문 증증액액((억억원원)) 감감액액((억억원원)) 순순증증((억억원원))
[[사사회회복복지지분분야야,, aa]]
•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보육·가족·여성

•취약계층지원

•노인·청소년

•복지일반

•노동

•보훈

•주택

[[보보건건분분야야,, bb]]

•보건의료, 
식의약안전

•건강보험지원
[[합합계계,, aa++bb]]

증증액액계계:: 1100,,550000
자활지원센터운 (76) 

-
유아보육료지원(2,528), 가정양육수당(945), 어린이집확충(110), 육아종합지원서비스

(20), 어린이집지원(305),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19), 돌보미 4대보험 고용주부담분지원
(42, 신규), 위안부피해자기록화사업(10), 미래여성인재양성(5), 다문화가족지원(9) 
여성장애인지원(10), 장애인단체등(3), 노숙인등복지(10), 저소득층기저지·분유지원(50, 신규)
노인단체지원(299), 노인돌봄서비스(25), 노인일자리(55), 효문화진흥원설립(24), 
청소년사회안전망(12)
복지소외계층발굴등(2), 복권기금전출금등(48) 

고용센터지원(37), 노사발전재단지원(16), 외국인력지원센터(16), 직장어린이집지원(28),
고용연장지원금(47), 무료법률구조(49), 산재병원지원(36), 생활안정자금대부(153)

무공 예수당(27), 참전명예수당(300), 호국원조성(118) 
재정비촉진사업지원(150), 주택바우처시범사업(60), 노후공공임대주택개선(100), 
국민임대출자(1,172), 국민임대(2,235), 공공임대(1,239) 
증증액액계계:: 11,,113377
보호자없는병원시범사업(93), 항암신약개발(20),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20), 
의료시스템수출(10), 한의약세계화(5), 자살예방정신보건사업(48), 국가예방접종(586), 
국립중앙의료원현대화(165, 신규), 취약지응급의료기관육성(13), 119구급대지원등(35)
-
증증액액합합계계:: 1111,,663388

감감액액계계:: 66,,003344
-
-

저출산고령사회대비국민인식개선(11),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2)

사회서비스R&D(10) 

청소년활동지원(3)

-
해외취업지원(90), 취업성공패키지(75), 청년창직인턴제
(10), 해외인턴사업(18), 스펙초월채용시스템구축(23),
상용형시간선택제일자리사회보험료(15),
스마트워크센터설치(30),산재보험급여(384)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12), 경북독립운동기념관(22)
주택기금전출금(246), 행복주택출자(1,721), 
행복주택(3,514)
감감액액계계:: 7766
로벌헬스케어인재양성교육장(30),

건강증진조사연구(3), 어린이먹거리안전강화(28), 
식중독예방관리(5)
-
감감액액합합계계:: 66,,111100

44,,446677
76
-

4,014

344

118

441

-526

1,061

1,061

-
5,528



한편으로보육료부담이감소15)되어지방비부담

총액은 늘지 않을 것이다. 다만 2015년부터 기

초연금이전면실시되면자치단체부담은더늘

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염두에 두어

야할것이다. 

넷째, 2014년 복지예산에서 주목되는 점은

예년에 비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증가율이 높다

는 사실이다. 이는 기초연금 도입, 기초연금과

연동된 장애인연금 인상, 유아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상향조정등과연관된다. 동지출확대

는취약한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를보다촘촘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 신장과

편익증진에기여할것이다. 그런만큼예산회계

운용에 미치는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기초

생활보장은 급여방식이 바뀌고 부양의무자 기

준도 완화되지만, 예산은 3% 증가하는데 그친

다. 수급자 자격심사가 엄격해지면서 탈락자가

늘어나기때문인데, 다른한편으로제도의사각

지대에방치된빈곤층을찾아가는국가와자치

단체의노력도배가되어야할것이다. 상대빈곤

율 변화추이 등으로 볼 때, 빈곤층이 감소되었

다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다섯째, 보건분야는예산증가율이예년에비

해상당히저하되었다. 예산이전부는아니겠지

만, 전체국민의건강을지키기위한보건의료부

문은 정부편성 예산안에서는 전년보다 규모가

줄었다. 복지재원내에서보면, 사회복지분야에

속한 노인과 보육 예산소요가 크게 늘면서, 재

량지출 비중이 높은 보건의료부문을 감축시키

게된다. 더욱이보건분야지출의약75%를차

지하는 건강보험지원은 의무지출이므로, 외적

요인에따른 향은보건의료부문이받게된다.

국가예산이 특정대상을 위한 배분보다 불특정

다수국민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여기서도 확인된다. 다만 국회과정에서

국가예방접종, 응급의료, 보호자 없는 병원 등

과 관련하여, 보건분야 예산이 1,061억원 순증

된사실은고무적이다. 

끝으로, 복지예산의17%를차지하는주택부

문 문제이다. 동 부문은 2005년 이전에 SOC분

야로 분류되었던 지출이다. 현행 국가예산회계

시스템에서는 주택부문이 사회복지분야로 분

류되는데, 국제기준으로는 사회지출에 포함되

는‘주거급여’에 부적합한 지출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지출의 9할(16조원)이OECD 사회지

출(SOCX) 기준에서 배제되는 융자금(loans,

14.1조원)과이자상환등(2조원)이다.16) 이에대

해서는 UN-COFOG 분류기준(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 of government)에따른정부지출10

대기능별분류체계에따라, ‘주택및지역개발

분야(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에 속

하는‘주택개발(housing development)’과‘사회

복지분야(social protection)’에 속하는‘주거급

여(housing)’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입안의 토대가 되는 복지재정통계가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갖추어, 총량으로나 정책

역별로왜곡없이투명하게파악되도록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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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육사업( 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은 정부안에서 보조율이 10%p 인상 반 되었고, 다시 국회과정에서 5%p 추가 인상
(3,473억원 증액)되었음.

16) 2014년 예산안기준임.



2) 부처별 재정운용 현황17)

2014년복지재정은11개중앙부처에서일반

회계, 3개특별회계, 그리고18개기금으로운용

된다. 이중보건복지부등의5개부처는예산과

정책기능이 전적으로 사회보장 역에 속하고,

안전행정부등의 6개부처는일부기능이복지

재정운용과관련된다. 부처별운용규모와주요

사업을살펴보면〔표4〕와같다. 이표에제시된

정보가 방대한 재정규모, 다수의 부처, 그리고

22개 회계로 얽혀있는 복지재정 운용을 통해,

사회보장 역에서어떤정책기능이행해지는

지를이해하는데유익할것이다. 

첫째, 사회보장 정책기능으로나 재정규모로

보아가장중추적역할을하는중앙관서는보건

복지부이다. 전체 복지재정의 44%인 46조

8,995억원이보건복지부정책수행을통해운용

된다. 이 재원은「사회보장기본법」이 명시하듯

이, 출산, 양육,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 삶

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급여 제공에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임신과 출산지원에서

부터, 보육과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그리고 건강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의운 을통

해, 생애주기나위험유형에따라현금/현물급여

를지급한다. 이처럼보건복지부가운용하는재

정지출은국민의복지정책체감과직결되는필

수적인급여들이다. 

둘째, 일자리중심국정운 의컨트롤타워역

할을 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수행이다. 고용보

험과 산재보험 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등을수행한

다. 재정운용규모는 사회복지분야 노동부문 재

원과 거의 일치하는 14조 4,800억원으로 복지

지출의14% 수준이고, 재원은고용보험기금등

5개 기금운용이 86%로 압도적이다.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과취업지원 등 일자리관련 사업,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등은 경제·사

회여건으로볼때그취지와중요성이점점부

각되는 재정사업인 만큼, 지출 성과에 대한 철

저한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일자리문제와관련하여, 사회보장의어

느부문보다도성과있는재정지출이강조되어

야할 역이고용노동부소관정책수행이다.

셋째, 국가의대표적사무인보훈보상금과참

전수당 등의 지급을 관장하는 국가보훈처는 4

조 3,800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분들을 예우하고, 나아가

국민통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국회과

정에서 참전명예수당 등은 증액되었다. 다음으

로, 양성평등한사회실현에목표를두는여성

가족부의 정책기능은 범부처적으로 성인지적

(gender perspective) 관점의 정책수행과 재정운

용 확산에 주력한다. 또한 여성·가족·청소년

대상의 특화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재정규모는

5,400억원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품

안전강국 구현에 역점을 두고, 3,100억원을 운

용한다. 이상이 전적으로 사회보장기능을행하

는5개부처의재정현황인데, 전체복지예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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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확정예산을보도(2014. 1. 1)한 보건복지부외의 10개 부처는예산안기준임.



비62%인66조원을운용한다. 

넷째, 일부재정이복지분야에속하는국토교

통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및경찰청의정책기능과규모를살펴본다. 국토

교통부는 주택부문이 사회복지분야 지출로 분

류되면서,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많은 복지재원

을운용하는관서이다. 규모는18조원을상회하

는데99%가국민주택기금이다. 지출성질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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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4년 부처별 복지재정 운용현황
(단위: 억원, %)

부처 예산안 비중 회계별 주요사업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합합계계((1111개개부부처처))

463,500
(468,995)

182,623

146,000

144,790

43,838

38,204
28,042

5,356

3,079
3,067
240

11,,005588,,333388
((11,,006644,,225533))

43.8
(44.1)

17.3

13.8

13.7

4.1

3.6
2.6

0.5

0.3
0.3
0.0

110000..00

(예산)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임신과출산지원, 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동방과후 활동지원,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산업육
성, 건강보험지원

(기금) 국민연금, 국민건강증진사업, 응급의료사업
(예산) 주택공시가격조사, 주택바우처시범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노후공공임

대주택시설개선
(기금) 다가구매입임대출자, 국민임대출자, 행복주택출자, 국민주택기금 국공채이

자상환, 분양주택융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국민임대/공공임대/행복주
택융자

(예산) 지역공동체일자리
(기금) 공무원연금
(예산) 직업안정기관 운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자능력개발 지원, 한국폴리텍대학 운
, 진폐위로금

(기금) 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클린사업장 조성,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전직실업자 능력개발 지원, 모성보호 육아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체당금
지급, 생활안정자금대부

(예산) 보훈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무공 예수당, 참전명예수
당, 보훈병원진료,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현충시설건립, LPG차량세금인
상분지원, 

(기금) 국가유공자노후복지, 보훈요양원건립
(기금) 사학연금
(기금) 군인연금
(예산)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아동양육지원, 성매매피해자지원
(기금) 청소년시설확충,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다문화가족지원
(기금) 복권기금사업(서민금융활성화, 중증질환의료비지원등)
(예산) 식품안전감시, 불량식품근절, 검사능력강화
(예산) 아동안전지킴이

((회회계계:: 총총2222개개)) 일일반반회회계계,, 특특별별회회계계((33)),, 기기금금((1188))

주: 규모는 2014년 예산안기준이며, 총지출통계임. 단, 부처예산을보도한경우이를괄호속에표시. 
자료: 1) 대한민국정부(2013. 10). 2014년 예산안.

2) 각부처(2013. 10). 예산사업설명자료.
3) 보건복지부(2014. 1. 1). 2014년도보건복지부예산 46조 8,995억원으로최종확정, 보도자료. 



면, 융자지출이나이자지출이거의90%에육박

한다. 이 때문에 주택부문을 복지지출 개념에

비추어‘사회적목적을띤급여’(benefits with a

social purpose)18)로 보는데 한계가 있음은 지적

한바와같다.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방부는각

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운 한

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연금 정책기능이 보건

복지부등4개부에분산되어있다. 안전행정부

는 2009년 이래‘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수

행한다. 이들3개부의운용규모는모두합하여

21조 2,200억원에 이른다. 끝으로 기획재정부

는복권기금사업비중사회복지분야에배분된

3,100억원 규모의 지출을 관장하며, 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사업’(240억원)을수행한다.

3) 사회안전망과 지출구조

부문별 재원배분과 부처별 운용현황에 관한

이해를토대로, 사회안전망유형에따른복지지

출구조를살펴보기로한다(표5 참조). 첫째, 1차

사회안전망인‘사회보험’급여지급등에복지예

산의52.4%인55조7,300억원이투입된다. 이는

4대공적연금(36.4조원), 고용보험(7.1조원), 산재

보험(4.7조원)의재정지출을포함하며, 건강보험

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국고지원(7.6조원)만 포

함한다. 현행「국가재정법」은 건강보험재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을 국회의결로 확정되는

국가재정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지출은 국민연금 15조 2,200억원(41.8%), 공무

원연금 14조 5,600억원(40.0%), 군인연금 2조

8,000억원(7.7%), 사학연금 3조 8,200억원

(10.5%)이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가 4조원(기

금지출의 57%)이며, 산재보험은 산재보험급여

가3조9,700억원(기금지출의84%)이다.19)

둘째, 2, 3차안전망은‘공공부조’와‘사회서

비스’를 포함하는데, 이를 위해 복지예산의

47.6%인50조7,000억원이배분된다. 여기에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보훈부문과, 융자사업과

이자지출이 대부분인 주택부문이 포함된다. 이

를배제하면, 〔그림4〕와같이28조330억원즉,

복지지출의26%가국가의지원을필요로하는

국민일반에게 대가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하는데 사용된다.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

장, 보육·가족·여성 및 노인·장애인등의부

문, 그리고 보건분야의 보건의료부문 등 주로

보건복지부소관사업이다. 이들사업은대부분

세수에 기반을 둔 예산회계사업이므로, 사회보

험가입여부와무관하게도움이필요한국민일

반이위험에처했을때국가의지원을체감하게

되는 정책 역이다. 언급하 듯이, 2, 3차 안전

망사업은대개보조사업이므로, 사업의실집행

자인자치단체는이에따른역할과책임을위해

대응지방비를부담하게된다.

이상의구조와특성을띠는복지재정을두고

볼때, 복지예산100조원시대로접어들지만, 이

미 절반 이상의 재원은 강제가입(compul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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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dema, W., P. Fron and M. Ladaique(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Indicators on Social Spending, 1980~2012; and a Manual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OECD Publishing.

19) 예산안 기준임.



participation)에기반을두는사회보험제도의특

성상 정책수혜자가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약 430만명 내외로 추산되는 공적연금 수급자,

그리고 고용보험20)과 산재보험21) 수급자가 이

78 _ 보건복지포럼 (2014. 1.)

표 5. 사회안전망과 복지지출구조(2013~2014년)
(단위: 억원, %)

구분

11차차

사사회회안안전전망망::

사회보험

•4대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계)

•건강보험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소계)

합합계계

•기초생활보장

•노인(장기요양제외)·장애인·복지일반

•보육·가족·여성

•노동일반(고용/산재보험제외)

•보건의료등(건보지원제외)

(소계)

•보훈

•주택

(소계)

합합계계

22,, 33차차

사사회회안안전전망망::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총총계계

2013년 2014년 2013~14년간
증가액

(d=c-a)
증가율

(d/a*100)
본예산 정부안

(b)
국회확정 국회증감

(c-b)(c) (비중)(a)
331,382

64,832

47,654

(112,486)

65,131

5,412

(70,543)

551144,,441111

85,604

62,318

45,200

26,420

22,190

(241,732)

43,152

174,733

(217,885)

445599,,661177

997744,,002299

364,034

70,481

47,504

(117,985)

69,665

5,849

(75,514)

555577,,553333

88,234

84,731

53,105

26,890

21,476

(274,436)

44,133

182,623

(226,756)

550011,,119933

11,,005588,,772266

364,034

70,549

47,155

(117,704)

69,665

5,849

(75,514)

555577,,225522

88,310

85,075

57,119

27,289

22,537

(280,330)

44,574

182,097

(226,671)

550077,,000011

11,,006644,,225533

(  34.2)

(    6.6)

(    4.4)

(  11.1)

(    6.5)

(    0.5)

(    7.1)

((  5522..44))

(    8.3)

(    8.0)

(    5.4)

(    2.6)

(    2.1)

(  26.3)

(    4.2)

(  17.1)

(  21.3)

((  4477..66))

((110000..00))

0

68

-349

-281

0

0

0

--228811

76

344

4,014

399

1,061

5,894

441

-526

-85

55,,880099

55,,552277

32,652

5,717

-499

5,218

4,534

437

4,971

4422,,884411

2,706

22,757

11,919

869

347

38,598

1,422

7,364

8,786

4477,,338844

9900,,222244

9.9

8.8

-1.0

4.6

7.0

8.1

7.0

88..33

3.2

36.5

26.4

3.3

1.6

16.0

3.3

4.2

4.0

2200..00

99..33

(비중)
(  34.0)

(    6.7)

(    4.9)

(  11.5)

(    6.7)

(    0.6)

(    7.2)

((  5522..88))

(    8.8)

(    6.4)

(    4.6)

(    2.7)

(    2.3)

(  24.8)

(    4.4)

(  17.9)

(  22.4)

((  4477..22))

((110000..00))

주: 1) 2014년 확정예산에따른부문별정보는정부재정통계미발표(2014. 1. 2. 현재)로 인해, 국회수정안에근거하여필자추산. 
2) ‘건강보험지원’과‘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은각각공·교보험료국가부담금등포함.

자료: 1) 대한민국정부(2013. 10). 2014년 예산안.
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31). 2014년 예산안에대한수정안.
3) 대한민국정부(2013. 10).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4) 기획재정부(2013). 2013년도 나라살림예산개요.

20) 대표적 급여인 구직급여 수급자는 115만명으로 예상되며, 이외 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사업과 급여가 제공됨(고용노동부(2013.
10). 2014년 예산안개요).

21) 산재보험급여에는 장해급여 등 9종 급여가 있는데, 각 급여별 수급자를 단순 합산하면 43만명으로 추산됨(고용노동부(2013. 10).
2014년 예산안개요).



들 국민이다. 물론 건강보험은 일부 보험료 체

납자를 제외하면, 전국민적 적용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제도가 완비된 사회보험은 해가

갈수록성숙도가높아져, 지출이자동적으로증

가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이 매년

빠르게늘고있지만, 서민층이나사회보험사각

지대에속한취약계층이볼때복지확충을체감

하는데어려움이있음은이와같이지출구조에

내재된한계에서비롯될수있다. 

6. 복지재정과 미래

“한나라의미래는그나라예산을보면알수

있다”는 말이 있다. 공공정책은 국가예산에 그

흔적을 남기기 때문인데, 복지재정을 두고 이

의미를상기하면앞으로계속숙고해나갈과제

가 있다고 본다. “경제규모에 비추어 국민복지

수준은적정한가?”, “국민부담에비추어복지지

출규모는적정한가?”라는물

음과 이에 대한 합의의 탐색

이 될 것이다. 2014년에 356

조원의 재정을 운용하는 정

부는복지분야에30%인106

조원을 투입하여, 국민이 행

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맞춤형고용·복지’ 역의

국정과제 이행에 역량을 집

중한다. 특히, 2014년복지예

산은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과 유아보육을 위한

국가책임을 보다 높이는 등

의 정책변화를 통해, ‘공공부조’와‘사회서비

스’를 위한 예산배분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점이주목된다. 이러한요인이재정구조에반

되어, 총량으로는 30%를차지하는복지예산이

증액규모기준으로는무려65%를차지하게된

다. 전년도에는복지예산증액이총지출증액분

의30% 미만이었던것과비교하면, 재정지출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가 확연하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서 증액을 주도한 사업이 의무지출이라

는 점에서, 2014년에 나타난 복지지출 규모와

비중증가는비단단년도에국한되지않고지속

적으로 향을미치게될것이다. 

그런데다른한편으로보면, 106조원의복지

재정중52%에해당하는56조원이1차사회안

전망인 사회보험지출에 소요된다. 제도가 완비

된사회보험은해가갈수록지출이자동증가하

기마련이다. 이로인해정부가매년역대최대

규모의복지예산편성을자랑해왔듯이, 앞으로

도 복지재정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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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회안전망과 복지지출구조(2014년)

자료: <표 5>와 동일.



히인구고령화가유례없이빠르게진행되고있

어서, 한국사회가처한문제의심각성은국제기

구도 경고한 바이다.22) 사회보험지출에 편중된

재정구조는 서민층이나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국가의 복지지

출을생활속에서체감하기어려운한계를내포

한다. 지출규모가아무리커져도어려운사람들

이 필요할 때 국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

면, 이들의 삶은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기여

와급여에기반을두는사회보험의한계를제도

적으로보완하는것이세수를재원으로공공부

조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2, 3차사회안전망

이다. 2014년에는 이를 위해 복지재정의 48%

인 51조원이 지출된다. 이 중에서 보훈과 주택

부문을제외하면, 28조원이국민일반을위한공

공부조와사회서비스에지출된다. 바로이재원

배분이 예년과 크게 차별화되는데, 지난해보다

16%나 늘어났다. 그런데 동 역의 지출 확대

는경기둔화등으로세수확보가부진하면, 국가

채무증가로이어져재정건전성을저해하는문

제를낳게된다. 

이런관계를유념하면서 2014년재정총량지

표를 보면, 총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감소하

고, 관리재정수지는마이너스26조원으로외환

위기당시와유사하게떨어져가히적신호상태

이다. 또한 국가채무는 GDP 대비 36,4%로 전

년보다1.4%p 상승하고, 특히대응자산이없는

적자성채무증가와이중에서도일반회계적자

보전채무 증가가 우려된다. 2014년 예산은 예

산회계수입이 전년보다 9조 5천억원 감소하는

데, 예산회계지출은오히려7조2천억원증가한

다. 이중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에 따른 일반

회계 증가분이 4조원 수준이다.23) 국정과제란

노인빈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지원, 보육, 의

료비부담등에대응하는정책이행으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역이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동정책의내실화가경제적불안요인

이잠재된여건하에서일반회계적자보전채무

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이실상이다.

2014년나라살림에서배분이크게늘어난취

약계층 및 국민일반의 복지체감과 직결되는

‘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를 위한 28조원의

예산은 국정과제 이행과 국가 사회보장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투자이다. 대부분 보건복지부

가 핵심적 역할을 행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

서는 규모의 크기 못지않게“어떤 내용의 재정

사업으로구성되어있는가?”에보다관심을쏟

아야할것이다. 단적으로총량이같더라도“빈

곤층으로 추락한 이후의 사후적 처방이냐?”,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재기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적극적 사회서비스이냐?”

에따라재정지출의성과는달라지기때문이다.

사후적공공부조와사전적정책개입간의배분,

그리고 사업내용이“복지의존성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었고, 정책대상은 정확히 조준되었는

지?”등에관심을두고정책을입안하고집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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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ECD(2011). The OECD Social Policy Brochure for Korea.
23) 기초생활보장, 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건강보험지원(4대 중증질환 보장성 관련)을 포함함(박

인화(2013. 10). 2014년 보건·복지예산안의구조와쟁점, 이슈앤포커스 21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 보건복지부(2014. 1. 1).
2014년도보건복지부예산 46조 8,995억원으로최종확정, 보도자료).



나가는것이증가하는복지지출의성과를도모

하는첩경이될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폭 넓게 살피고,

2,3차 사회안전망에 대한 공공투자의 의의와

당위성을 수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 안

전망 확대에 수반되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채무

의 증가를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 결론적으

로말하면, 재정지출을확대할때선택할수있

는 방법이란“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국민부담

을 늘리거나, 또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도록 하

는세가지중, 어느하나또는가능한정책조합

(policy mix)을 택하는 것”이다. 국회가 2014년

예산의 국세수입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38%)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대상의 과세

표준을대폭하향조정하여, 고소득층으로부터

소득세를 더 걷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의결한

것은 사실상 증세의 한 조치이다. 앞으로도 세

출 구조조정, 증세 또는 채무 증가라는 선택지

를두고, 한국사회가“어떤방향성에서어떤정

책조합을 택할 것인지?”는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적합의’에토대를둔정치적선택과정을

통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사

회통합과 불평등 완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그

리고 세대간 부담의 관계가 여하히 설정되는

가?”에 따라 국가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이

것이앞서간국가의정책경험으로부터우리가

얻는시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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