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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질병부담에 대한 대응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과

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질병을 사전적

으로 예방하기 위한 생활양식의 개선과 국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적극적으

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속적인 확보와 효과적인 활용

은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세를 재원으로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1997년 187억원으로 기금사업을 시행한 이

후, 2013년 2조 747억원으로 기금 규모가 약 100배 이상 확대되면서 우

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의 전개와 발전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 다. 건강

증진기금의 도입으로 금연사업,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되었으며, 건강증진 인력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를 통한 건강증진사

업의 인프라와 토대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된 이후 지난 15여년간 기금 운용의 

적절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건강증진기금의 효과적 사용

은 기금의 전체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기금조성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도 중요하다. 최근 담뱃값 

인상 논의도 건강증진기금의 활용과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기금에 관한 법제도나 기금 관리운용의 거버넌스가 명료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기금의 예산배분과 기금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한 

재원의 활용을 통해 건강증진에서 중요시되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



지 못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 성과에 대한 관리

와 평가체계가 미흡하여 그간 이루어진 건강증진사업의 성과평가와 활용 

및 확산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 현황을 법제도, 거버넌스, 재원배

분, 사업활동, 연구평가와 활용 측면에서 문제점을 진단하 다. 또한 외

국의 건강증진기금 및 건강증진사업 운용사례를 세밀히 파악하고 시사점

을 도출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로 

건강증진기금 운 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건강증진기금 운 의 개

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크다.  

본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읽고 귀중한 조언을 주신 한국건강증진재단 

허용 사무총장,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 본 원의 최은진 연구위원, 윤

강재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더불어 전문가 조사에 참여하셔서 

귀중한 의견을 주신 여러 학자들과 실무전문가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

린다. 

끝으로 이 연구가 국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운 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사업방향 정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

용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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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study for improving manage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was founded in 1995 based 

on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nd mostly funded by tobacco 

tax.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istribution and devel-

opment of health promotion programme in Korea. However, 

there are several issues to be resolved in management of the 

fund. First of all, legislation for spending  the  fund is not clear. 

Also, it is insufficient to utilize the fund directly for health pro-

motion, since significant portion of the fund has been spending 

on other indirect purposes -such as health insurance support, 

R&D for health industry, funding medical fees for certain dis-

eases, and support for Korean Center for Disease Control. The 

allocation for health improvement including health promo-

tion researches and activities to expand of healthy lifestyle is 

rather a small part of the fund. Moreover, the outcomes of ex-

isting researches are not fully utilized and expanded.

This study is to review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and to suggest policy options 

for improving management of the fund, also its development 

strategies. 

The method adopted in this study includes analysis of admin-

istration data and budgetary document, review of existing liter-

ature associated with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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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xperts’ opinions, and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s 

health promotion foundation such as Australia’s, Thailand’s, 

and Switzerland’s. 

This study suggests five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oper-

ation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and its development 

strategies. 

Firs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status of health promo-

tion fund committee in order to establish effective governance 

system and control tower of Health Promotion Fund. 

Second, it is recommend to revising legislation that defines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priority of spending health pro-

motion fund. The portion to support health insurance and oth-

er purposes such as budget use of general accounting pro-

grams out of the fund should be reduced step by step. 

Third, public acknowledgement of health promotion pro-

gramme should be expanded through wide range of promo-

tional activities including media/non-media, social marketing, 

and nationwide campaign to emphasize and promote healthy 

life practices. 

Fourth, It is required to expand health promotion research, 

establish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monitor performance 

of health promotion programmes. 

Finally, to effectively activate all aforementioned recom-

mendations, it is necessary to reform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nd enact its managerial regulation.  



요 약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질병부담에 대

한 대응은 우리나라의 가장 긴급한 보건의료 정책과제이다.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질병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건강증

진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의 주요 재원

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속적인 확보와 효과적인 활용은 국가적으

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건강증진기금의 적절한 사용은 건강증진기금 조성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담배값 인상 논의를 합리화 하는데도 중요한 요

건이다. 하지만 건강증진기금 관리운 체계 확립 미흡, 기금 사용에 

대한 집행원칙과 기준 미비, 건강보험 재원으로 기금의 과다한 사

용, 보건의료사업의 높은 기금 의존성 등 기금활용의 타당성, 적절

성 문제들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기금 운 의 

개선이 시급하다.  

⧠ 본 연구는 건강증진기금 관리운  거버넌스, 재원배분과 활동, 평가

와 활용, 법제도적 측면에서 운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외국

의 건강증진기금 운 사례와 비교하여, 기금운 에 대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 다. 

⧠ 연구방법은 건강증진기금 예산자료, 기존 문헌, 행정자료 등을 분석

하 으며, 전문가조사를 통해 기금운 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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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견을 수렴하 으며, 호주, 태국, 스위스 등 외국의 건강증진

기금 및 건강증진사업 운  사례를 고찰하 다.    

2.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영 현황 

⧠ 법제도 측면 

○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 반

 미흡, 기금사용 범위의 명료성 부족, 기금 관리운 규정 부재 

등을 주요 문제로 볼 수 있다. 

⧠ 기금 관리운영 거버넌스 

○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기

금 심의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

력이 기획재정부에 있어 위원회는 건강증진기금 심의에서 실제적

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기금의 배분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

의하는 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위상이 낮아 타부처 건강증진 관련사업의 연계 협력 조정 역할이 

미흡하다. 

○ 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기금은 담배

가격 인상에 따라 건강증진부담금이 증가(1갑당 1997년 2원 → 

2002년 150원 → 2004년 354원)하면서 기금 규모는 1997년 조

성 당시 187억원에서 2005년 1조5,538억원, 2013년 2조748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 2010년 이후에는 흡연율 감소로 기금 수입금이 축소되어 기금확

보의 지속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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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조성과 기금의 재원배분 비중 :   

○ 2005년 담배가격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 규모 확대, 보건의료부

문 일반회계 예산 증액의 축소 내지 미미한 증가로 인하여 건강증

진기금이 일반회계 보건의료분야예산을 보존하는 지출구조를 갖

게 되었다.  

○ 2013년 건강증진기금 지출예산 총2조 747억원 중 전체 사업비

는 1조 9,007억원이다. 건강보험 지원 1조 198억원, 보건의료서

비스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확충 등 질병관리 지원 4,665억원(기

금전체 사업비의 24.5%), 보건산업육성을 위한 R&D 지원 2,319

억원(12.2%)인 반면, 건강생활실천 분야 사업비는 1,292억원

(6.8%)에 불과하여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이라는 당초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기금의 많은 부문이 사용

되는 지출구조를 갖게 되었다. 

⧠ 기금 예산 사용 범위와 기금사업활동:  

○ 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한 주요 문제는 집행원칙과 기준의 미비, 

기금운용의 투명성 부족, 절반 이상을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활

용하는 문제, 지속되는 일반회계사업의 기금 이관, 고유한 건강증

진사업과 질병예방 분야의 낮은 기금 배분 등을 들 수 있다.

○ 건강증진기금 사용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

나 2004년 법개정으로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

충’,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등이 추가되었다. 이는 기금사

용범위가 명료하지 않고,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금사용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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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건강증진기금 사업별 지출 현황을 보면 주요부문별로 사업비 규

모와 전체 기금사업비 대비 비중은 다음과 같다. 

－ 기금 전체 사업비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비중은 2002~2006년 

2.1~ 3.7%까지 감소하 고, 2007~ 2013년 건강생활실천 사

업 예산 비중은 5.0~6.8%에 머물렀다. . 

－ 연구개발사업(건강증진조사연구비 등) 비중은 매우 낮다. 2005

년 45억원으로 전체사업비 대비 비중이 0.4% 다가 이후 감소

하여 2013년 18.5억원으로 비중이 0.1%로 감소하 다.  

－ 질병관리사업은 구강보건사업, 정신질환관리, 만성질환관리, 

한방건강증진사업, 암 및 희귀난치성유전질환지원, 결핵관리

사업, 전염병관리사업 등에 기금이 지원되어 2007~ 2013년 

질병관리에 전체사업비의 18.9 ~24.5%가 투입되어 건강보험 

지원 다음으로 많은 기금이 사용되고 있다.  

－ 보건의료산업육성 R&D 지원사업은 국립암연구소, 보건산업

진흥원 운 , 유전체실용화, 보건의료기술개발 등에 기금이  

2013년 2,319억원이 사용되어 12.2%를 차지한다. 

⧠ 기금사업 평가, 활용 현황 

○ 건강증진기금사업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정부 기금에 

대한 전반적 운용평가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운용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특성에 적합

한 모니터링이나 평가체계는 미흡하다. 

○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성과와 활용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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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의 타당성, 기금배분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건강증진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제한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군‧구 건강증진사업, 연구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한정되어 

주로 관리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 더구나 기금이 2005년 이후 일반회계사업에서 이관된 사업에까

지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각기 사업별로 해당 사업조직에 분

산되어 기금사업이 총괄적으로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다. 

○ 지난 10년간 국회예산처,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및 

사업운용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금 배분 및 부적합한 사용, 건강보험지원, 보건의료예산의 

높은 기금 의존도 (국회예산처,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기금존

치 평가 및 사업운용평가)

－ 일반회계 예산사업과의 중복과 구분 모호, 일반회계 예산사업

을 보조하는 형태로 운 되는 문제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 기금사업의 근거가 되는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예방사업은 범

국민적 사회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관련 공공/민간 단체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나 미흡 (기획재정부 기금존치 평가) 

－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전예방사업 투자 확대를 제한하는 기금 

설치목적에 부적합한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 필요 (국회예산처) 

－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단계적인 

축소 필요 (기획재정부 기금존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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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건강증진재단 형태 운영 국가의 기금 운영 사례  

○ 태국, 호주 VicHealth, Healthway, 스위스 등 건강증진재단 형

태로 운 하는 국가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법률

체계 구비, 법률을 근거로 건강증진관리 기구가 재단형태로 설립

되고, 관리기구의 기능과 목표 명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

보를 통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 

○ 거버넌스 구조는 이사회, 위원회 또는 자문단, 실무 직원으로 구

성된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

회(Board)나 위원회가 각 부처 대표, 보건 분야 전문가, 스포츠, 

신체활동, 예술, 문화, 청소년,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의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되며, 전문성을 가진 하위 전문위원회나 

자문단이 이사회나 위원회를 지원하는 구조를 통해 자율적인 의

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 부문간 협력, 여러 사회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의 협력 하에 중

장기적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전개하

고 있다.   

3.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영개선과 기금사업 발전방안 

⧠ 기본 방향 

○ 건강증진기금 관리운 (거버넌스) 시스템과 컨드롤 타워 역할 정립 

○ 건강증진기금 예산배분 우선순위와 배분기준에 대해서는 정책아

젠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기금 배분 우선순위와 사용처를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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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사업을 확산시키고, 대중과 전문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

한 지식과 기술 전파, 정보 제공과 대국민 캠페인, 사회마케팅 강화

○ 건강증진기금사업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건강증진 연

구개발을 확대하여 근거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기반 조성

○ 이를 위한 건강증진기금 관리 운 의 법적 제도적 근거 확보 

<건강증진기금 운영 개선방안의 기본 틀> 

⧠ 건강증진기금 관리운영(거버넌스) 개선 

○ 건강증진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계획

과 집행을 하는 운용체계와 관리 및 심의 기능의 개선을 위한 거

버넌스 확립이 긴요하다. 기획재정부의 정부 기금에 대한 일반적

인 평가 외에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건강투자사업으로의 우선순

위 설정을 위한 건강증진기금의 고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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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독자적 거버넌스를 확보하여야 한다. 

○ 건강증진기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조직과 시스템, 

수행체계 확보를 위해서는 두가지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 첫째 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간을 둔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가 국가 건강증진의 거버넌스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위상을 제고하고, 범부처적인 통합적 건강증진정

책 추진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 두번째 대안은 현행 건강증진기금 심의기구를 대통령 직속 위

원회나 국무총리실 직속 위원회로 위상을 상향시켜 (가칭)‘국

민건강증진위원회’를 두고, 범부처적으로 건강증진사업과 비전

염성질환(NCD)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 또한 위원회를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수

립하고 총괄관리를 하는 실무기구를 두어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컨

트롤 타워 역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실무 조직(기구)은 보건

복지부 건강정책과나 별도의 조직에서 사무처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범부처 참여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운 하도록 

한다. 기금운 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에 재정운 , 사업기획 기

능을 둘 수 있고, 분리할 수도 있으나 조직의 슬림화, 위원회 구성

과 전문성 확보, 실질적인 운 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기금운 과 사업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두어 독립성 

확보와 견제를 위한 평가조직의 확보가 필요하다. 

⧠ 건강증진기금 활용과 예산배분의 개선 

○ 건강증진기금 운용 개선의 기본 원칙은 기금사업의 범위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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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의 합리화, 기금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 확보이다.  

○ 건강증진기금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사

업 조성 목적에 부합한 기금 사용, 일반회계사업과 차별화된 기금

사업의 특성화, 기금 지원대상 사업의 재편성과 기금예산 편성 틀

의 개선이 필요하다. 

○ 건강증진기금사업 우선순위 사업 및 새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

야에 대하여 기금 배분을 확대한다.  

－ 건강증진 필수 사업: 금연과 담배소비 억제사업과 건강생활실

천 지원사업, 건강지원환경 조성, 건강보호 역, 학교·산업장 

등의 건강생활터 지원, 취약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 건강증진 인프라 : 지역사회 사업 강화, 인력 역량강화, 민간과 

파트너쉽 구축 활동, 보건교육자료개발센터 운   

－ 사회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교육홍보사업, 캠페인 등 강화

⧠ 건강증진기금 사업 평가와 활용 개선

○ 건강증진기금의 배분 성과에 대해서 건강투자로서 거시적, 미시

적 효율성 평가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 

○ 평가, 연구개발(R&D) 강화와 기금재원의 배분 확대가 필요하다.  

기금의 일정부분을 연구와 평가에 할당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

으며, 건강증진연구개발의 중장기화와 중점과제의 전략적 추진

을 통해 건강증진 사업과 정책의 근거 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 건강증진기금 사업성과의 낮은 활용과 확산 미흡을 개선하고, 건

강증진 평가기구(센터) 기능, 보건교육자료개발센터 기능을 기존 

조직이나 신설을 통해 확보한다. 

○ 건강증진 연구 및 자료개발 산출물 성과의 효과적 활용과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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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건강증진연구 및 사업결과의 확산을 

위해서 결과 활용, 저작권, 특허권 등에 대한 지침과 법적 규정을 

마련하며, 우수 건강증진사업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전략과 시스템

을 확립한다. 연구과제 관리와 활용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나 인터

페이스 구축이 병행될 필요도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령 등 제도 개선 

○ 구체적 법령 개선 사항은 기금사업 범위, 기금거버넌스의 확립, 

기금사업 주요 분야 및 기금 배분, 건강증진사업의 성과와 연구평

가, 활용과 확산을 위한 방안, ‘(가칭)건강증진기금사업 관리규정’

의 확보 등이다. 

○ 국민건강증진법령에 건강증진 개념과 범위, 건강에 향을 미치

는 다양한 건강결정요인, 그리고 건강형평성 추구 가치를 반 하

고, 건강증진 환경지원, 건강보호, 학교·산업장 등 건강생활터 접

근과 지역사회 인구집단 접근 전략을 반 하도록 한다. 

○ 건강증진사업의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국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거나 위원회의 위상

을 높이는 방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령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 건강증진기금 예산 배분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의 배

분 및 사용용도의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여 기금지출의 우선순위

와 기금사용처를 명료하게 한다. 기금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방향, 기금운 과 활용에 대한 성과평가와 모니터링, 연구개발 비

중 확대 등을 법규정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건강증진사업,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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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일찍이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 으며, 2000년부

터 매10년마다 국가 중장기 건강증진정책의 방향·목표 설정을 위한 ｢건

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을 수립하여 2011년에는 ｢제3차 건강증

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을 수립하 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여, 의료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개발

하고, 건강증진사업 확산에 기여할 수 하도록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그 사용목적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정부관리 

기금으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사업 및 

관리기금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기금사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은 담배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되어 운

되고 있다. 2013년 기금의 운용규모는 2조 747억원으로 1997년 조성 

당시 187억원에 비해 약 100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998년 약 81억원의 예산으로 기금사업을 시행한 이래 우리나라 건강증

진사업의 전개와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어 왔다. 조성된 재원은 건강생

활실천, 건강증진·질병예방, 연구개발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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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002년 이후 건강보험급여비용 지원, 2005년 이후 보건의료산업

육성(R&D),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에 기금이 사용되면서 기금의 대부분이 

목적 외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사업은 건강증진기금의 전체 성과를 좌우할 수 있

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건강증진기금조성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데도 중요하다. 

2005년 담배가격의 인상으로 기금이 대폭 증액된 이후 건강증진기금

사업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사업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2005~2013년 건강증진기금사업 지출현황을 보면 전체기금 중 50~60% 

를 건강보험에 지원하 고, 나머지 사업비는 최근 비중이 높아지기는 하

으나 기금 전체의 23~43%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 사업비의 상당부분

이 보건의료 R&D 사업, 정보화사업, 질병관리센터 지원금, 모자보건사

업 지원, 공공보건의료확충,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암센터 건립 및 운 ,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등 질병치료와 관련된 일반예산의 성격에 속

하는 사업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고, 건강생활실천과 건강증진연구조사 

예산은 합쳐서 약 6%정도에 불과하다. 

다수의 기금 지원사업이 일반회계 보건의료예산 확보의 부족에 대한 

보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기금운 에 대한 중장

기 계획 부재로 계획에 기반하여 사업이 추진되기 보다는 그때 그때 행정

수요와 편의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어 왔다는 지적이 많다.

이것은 건강증진기금의 성격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데 그

만큼 재원의 배분이 적게 되는 근본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건

강증진기금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사업 수행체계의 구축 미흡, 건강증진

기금 특성에 적합한 사업 배분에 대한 노력의 한계, 실질적인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건강증진사업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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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사업 선정과 추진이 미흡하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시스템 부재로 사

업의 적합성, 효과성 및 활용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지

적되고 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기금평가, 국회예산처 예산분석 평가, 국정감사 등

에서도 건강증진기금의 관리, 운용, 예산과 사업의 배분에 대한 기금 운

용의 원칙과 기준 미흡, 기금 활용과 배분의 적절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가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요

한 재원이 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건강증진기금

의 운용방향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한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새로

운 방향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크게 신장되어 2012년 81.4세(남자 77.9

세, 여자 84.6세)로 일본, 프랑스 보다는 낮지만,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길

어 OECD 평균보다 길었다. 노인인구 비율은 2013년 12.2%에서 2018

년 14%, 2050년에는 31%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3a; OECD, 2013).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수반하는 것이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비 

증가로 인한 질병부담의 증가이다. 기대수명은 높지만 질병과 사고로 인

한 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남자 65.2세, 여자 66.7세로 추정되어 

남자는 12.7년, 여자는 17.9년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게 된다(통

계청, 2013b).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규모는 현재 GDP 대비 7.4% 

(2011년)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율은 연간 7.7%로 OECD 

국가 평균 3.6%의 2배 이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OEC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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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선진국가에 비하여 건강수명 연장이 평균수명 연장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질병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큰 질병부담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소위 생활습관병이라 불

리는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강행위의 실천, 그리고 건강을 

지지하는 환경 여건 조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웰빙을 포함하는 건강

증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업을 위한 건강증진기금 재원 활용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WHO총회에서 비전염성질환(NCD), 

즉 만성질환의 전세계적인 질병부담에 대처하기 위해서 2013~2020년 

NCD 글로벌액션플랜을 수립하 다. ‘만성질환 예방과 통제를 위한 

Action Plan 2013~2020’을 채택하고, 2015년, 2020년 건강위해요인

(담배, 술, 양, 신체활동)감소를 위한 범부처적 사업 추진에 대해 각국

의 이행사항을 9개의 지표와 25개의 세부지표로 모니터링 하도록 결정하

다(WHO, 2013; Khang, 2013). 

2010년 글로벌 질병부담과 위험요인 연구(GBD Study)에 의하면 한

국에서 만성질환 부담을 유발하는 주요 건강위험요인은 식이요인, 알코

올, 흡연, 고혈압, 신체활동 부족으로 파악되어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서도 이들 위험요인의 관리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건강증진 

정책과제임을 볼 수 있다(Khang, 2013).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질병부담에 대한 대응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과

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는 책무성을 가지고, 질병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생활양식의 개선, 건강

실천 행위 증진을 위한 관리체계(메카니즘)를 확보하기 위한 건강증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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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에는 규제, 대중교육과 미디어 

및 비미디어 캠페인과 홍보활동, 담배 등 건강위해 물질에 대한 규제와 

세금부과,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한 건강 문제의 접근과 형평성의 개선을 

통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건강투자를 위해 지속

적인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건강증진사업이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증

진기금을 잘 활용하고 운용하는 것이 재원확보 만큼 중요하다는 점이 강

조된 바 있다(김광기, 2012). 건강증진기금 사용의 합리화를 통한 기금운

용 구조의 개편과 기금배분의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건강증진기금의 사용 용도는 고유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반회계와는 차

별성 및 독자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강증진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의 재편

성이 필요하며, 기금사용대상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중장기적이며 미래

지향성 투자 분야,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에 기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기금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

보다 기금의 관리운 에 관한 거버넌스 확립, 기금 예산 배분에 대한 근거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건강증진기금의 활

용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

초정책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건강증진기금 운 과 관련 사업의 현황을 법제도, 거버넌스, 

재원배분과 활동, 연구평가와 활용측면에서 각종 자료를 통하여 진단하

고, 선진국을 포함한 외국의 건강증진기금 및 건강증진사업 운용 사례를 

비교하며, 건강증진기금 운 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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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 다.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재원배분과 활동, 연

구평가와 활용 측면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건강증진기

금 운용에 대한 기존의 논란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외국의 건강증진기금의 운 현황과 건강증진사업활동 사례를 고

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국민건강증진기금 운 과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앞에서 제시한 연구배경 및 목적에 따라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

하 다. 제1장 서론에서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을 제시하 다. 제2

장에서는 건강증진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건강증진기금에 관한 선

행연구들을 고찰 정리하 다. 제3장에서는 건강증진기금의 운 현황을 

법제도, 기금 관리운  거버넌스, 재원배분, 사업활동, 평가와 활용 현황

의 5가지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진단하 다. 제4장에서는 호주, 태국, 스

위스 등 건강증진기금운용 국가, 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건강증진 

기금 비운  국가의 건강증진 사업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건강증진 관

련 사업활동 등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 다. 제5장에서는 2장에

서 4장까지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기금운  개선 기본방향, 기금 운  

거버넌스, 기금활용과 예산배분, 연구평가와 활용, 법제도 측면에서 기금

운 의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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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방법과 사례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먼저, 문

헌연구와 각종 행정자료 수집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기금운용 및 

사업현황, 건강증진기금 운용에 대한 기존의 논의 등을 고찰하 다. 더불

어 주요 국가의 건강증진기금 운용과 사업 사례를 검토하 다. 태국,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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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스위스 및 미국, 국,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고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

출하 다. 

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과 건강증진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문가 면담과 간담회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가. 선행연구 분석

○  국내외 선행 연구에 대한 자료 수집

  나. 1997~2013년 건강증진기금 운용 자료 수집 분석 

○ 건강증진 기금운용 현황 및 사업비와 사업내용

   － 1997~2013년 각 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서, 결산서 (보건

복지부) 

   － 2011~2012년 국민건강종합계획 실행계획 (보건복지부) 

   － 각 연도 기금 평가 편람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처 기금 평가 문서 

   － 2007~2012년 각 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 기금운 평가단 기금존치 평가보고서, 2007년, 2010년, 2013년 

(기획재정부)

   － 2003~2013년 각 연도 부처별 예산분석 (국회예산처) 

   － 2004~2012년 각 연도 국정감사 계획, 결과서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 

   － 2003년 감사원 기금관리 및 운 실태 감사결과 

○ 건강증진기금운 심의회 및 건강증진정책심의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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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ECD Health Data 2012’의 의료비 항목중 건강증진/ 

질병예방/공중보건서비스의 지출항목 분석 

국내 건강증진사업의 규모와 비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OECD 

Health data 2012를 활용하여 선진국가와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국민 

1인당 지출 규모와 국민의료비 대비 비중을 비교하 다. 단, 국민의료비 

중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건강증진/예방/공중보건서비스 항목

(HC.6: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service)으로 예방/공중보건서

비스는 모자보건, 가족계획·상담, 학교보건, 전염병예방, 비전염병예방, 

직장보건, 기타공중보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지출항목에는 건강증

진 외에 질병예방과 공중보건서비스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라. 기금 운용, 위원회 운영, 연구개발 활용에 관한 사례 연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용사례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사례 

○ 복권기금 운용과 복금위원회 운  사례 

  마. 외국의 건강증진기금 및 건강증진 사업체계에 대한 사례 연구  

외국 사례연구 방법은 웹 검색, 국내외 문헌고찰 및 정부의 관련 자료

를 수집 분석하 다. 외국사례 분석은 대부분 외국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 다. 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각국의 법안 등

의 정보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해당국가로부터 직접 수집하 다. 외국 

사례 분석 국가는 건강증진기금 운 국가와 비운  국가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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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기금 운  국가 사례 

   － 태국 (ThaiHealth), 호주 VicHealth, 호주 Healthway, 스위스 

Health Promotion Switzerland, 오스트리아의 건강증진기금

의 법제도, 기금운  거버넌스, 사업활동 등   

○  건강증진기금 비운  국가 사례

   － 미국, 국, 일본의 건강증진 관련 법제도, 정책, 주요사업 및 활동 등 

  바.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조사 실시 

전문가 조사는 2013년 9월 7일부터 10월 3일 까지 약 한달 동안 이메

일 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표 작성은 사전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수

정보완후 작성하 다. 기존의 건강증진기금 관련 연구자, 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와 한국보건행정학회 등 관련 학회의 이사진, 건강증진포럼 발

기인, 보건소장 대표 등 건강증진사업과 건강증진기금 관련 전문가 120

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중 60명

이 조사에 참여하여 응답율은 50% 다. 응답자 중 의학 전공자가 29명

(4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학 전공자가 22명(36.7%), 기타(간호

학, 양학, 치의학, 사회학, 기타) 전공자가 9명(15.0%)이었다. 또한 응

답자 중 41명(68.3%)이 대학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12명(20.0%)이 보건

소에, 7명(11.7%)이 기타기관(연구기관, 정부기관, 기타)에 소속되어 있

었다. 전문가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증진사업과 기금사업 범위에 대한 의견 

∙ 기금 배분에 대한 의견 

∙ 기금 투입이 추가로 확대되어야 할 분야

∙ 기금사업 운  문제점 

∙ 기금사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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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관리운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대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방안 

∙ 기금사업 관련 건의사항 

  사. 전문가, 관계관 면담 및 간담회, 워크숍을 통한 의견 수렴 

기금운 의 현황과 문제, 전문가 조사 설문지 내용 등에 관해 기존 건

강증진기금 관련 연구자, 정부 관계자, 건강증진 및 보건행정 전문가와의 

면담과 간담회 및 워크숍을 통해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 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1998년 이후 2013년까지 건강증진기금 예산편성 항목의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 기금예산 분류를 일관성 있게 동일한 항목으

로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2006년까지 일반회계 예산과 분리되어 운

되었던 기금예산이 2007년 이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 포함되면서 

일반회계 예산 계정과 동일하게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분석 기간에 따라 

기금예산 내역을 사업별로 분류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 다. 

둘째, 전문가 조사대상을 건강증진과 보건정책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학술활동이 활발하거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가, 건강증진기금 관

련 연구업적이 있는 전문가,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이 우수한 전문가들 

중에서 선정하 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의 세부적인 운용에 대한 내용

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풀(pool)이 한정되어 있어 조사대상 전문가 확

보에 제한이 있었다.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제1절 이론적 고찰 : 건강증진 개념과 범위

제2절 선행연구





제1절 이론적 고찰 : 건강증진 개념과 범위  

건강증진 기금의 배분과 운 에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

도 인식하고 수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건강증진에 대

한 기존의 개념과 시대적으로 제시되어 왔던 대표적인 모델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범위와 발전대안을 찾는데 있어서 본

질적으로 반 하여야 할 가치와 원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건강증진’이라는 용어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그 개념이 확

장되어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1980~90년 이후이

며, 건강증진 개념의 범위도 학자에 따라, 각 국의 건강증진 관련 사업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범주를 갖는다. 그러나 건강증진 개념은 건강행태변

화에서부터 최근에 와서는 행태변화에 향을 주는 사회생태적 접근, 건

강결정요인을 접목하여 보다 넓은 의미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Modeste 등(2004)의 Dictionary of Public Health Promotion and 

Education에서는 건강증진을 “건강 향상과 위협의 감소를 촉진하는 행태 

및 환경변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일차예방 수준에서 보건교육과 ... 특정한 

중재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배상수, 2012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건강증진의 개념 정립에서 주요 전환점이 

된 개념과 보고서, 선언 등을 정리하고, 건강증진 개념과 그 범위의 다양

한 측면을 간략하게 검토하여 건강증진기금 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반 하고자 하 다.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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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건강증진 개념과 범위 

  가. 1974년 캐나다의 라론드(Lalonde) 보고서

캐나다의 라론드 보고서 ‘document A New Perspective on the 

Health of Canadians’에서 건강수준에 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을 제

시한 건강장(Health field) 개념을 제시하 다(Lalonde, 1974). 

      〔그림 2-1〕 캐나다 라론드의 건강장(Health Field) 개념 

            자료: Lalonde (1974) 

이 보고서에서는 건강에 대한 기여도는 생활양식 43%, 생물학적 요인 

27%, 환경요인 19%로 구성되며, 의료조직의 향은 11%에 불과하다고 

하 다. 의료의 향 이외에 생활양식과 개인 행태의 중요성을 국가 차원

에서 처음으로 강조하 다는데 의미가 크다. 그러나 라론드의 건강장 개

념은 개인행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약점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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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Green 등의 건강증진 개념

이후 건강증진사업의 대표적 이론으로 Green(1983; 1991)의 건강증

진 기획과 평가를 위한 Preced- Proceed 모형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건

강증진이란 “건강으로 이끌수 있는 행동을 위한 교육, 조직, 경제, 환경적 

자원들의 조합”으로 기획적 건강증진 개념을 정의하 다. 그 후 

Kar(1989)는 건강수준은 많은 요소에 의해 향을 받으므로 보건사업의 

효과 지표로서 건강수준 지표 대신 건강증진 행동을 이용하기 위한 건강

증진 개념틀을 제시하 다. Green, Karl 등의 건강증진 개념은 행태변

화, 유관 환경의 변화를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건강증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Tannahill(1985)은 건강증진을 보건교육, 예방, 건강보호 3

요소의 중첩되는 활동 역으로 설명하 고, Breslow(1987)는 예방, 환

경, 행태라는 세가지 건강증진 접근방법을 제시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건

강증진 개념을 제시하 다(김대희, 2000).   

  다. Ottawa 헌장과 그 이후 국제건강증진대회의 건강증진 개념과 전략 

1986년 오타와 헌장과 이후 WHO 국제 건강증진대회에서의 건강증

진 범위와 주요 전략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증진의 개념을 1984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

강을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개인적 접근방법으로 

정의하 지만, 그 이후 1986년 오타와에서 열린 제1차 국제건강증진회

의에서 오타와 헌장(Ottawa Charter)을 선언하여 건강증진개념의 전환

기를 열었다. 여기서 건강증진의 정의를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증가시키고 건강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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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Statements and Actions)

1차 건강증진국제회의

1986년

캐나다 오타와

✜ 오타와헌장 채택 (The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
  - 건강지향적 공공정책 수립
  - 지원적 환경 조성
  - 지역사회 활동의 강화 
  - 개인기술의 개발
  - 보건의료서비스의 재정립

2차 건강증진국제회의

1988년

호주 아델레이드

✜ 건강에 중점을 두는 정부정책 권고
   (Adelaide Recommendations on Health Public Policy)
  - 여성건강 강화

정이다”라고 하 으며, 건강증진의 주요 내용을 5가지로 제시하 다.  

∙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 수립(Healthy public policy) 

∙  지원적 환경 조성 

∙  지역사회 활동의 강화 

∙  개인기술의 개발 

∙  보건의료서비스의 재정립 

건강의 결정요인을 건강행태에서 나아가 보다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건강결정 요인들이 건강의 전제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창한 것으

로 이전보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

가 있다.  

오타와 선언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2~7차에 걸친 국제건강증진회의에

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건강증진 개념을 확장하여 왔다. 

1차 오타와 국제회의와 2차 아델레이드 및 3차 선즈볼 국제건강증진

회의  선언이 비교적 좁은 범위의 건강증진 개념을 가진데 비하여, 4~8차 

국제건강증진회의에서는 건강증진의 범위와 개념을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표 2-1 참조). 

〈표 2-1〉 1-8차 건강증진국제회의의 개최 현황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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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Statements and Actions)

  - 식량과 양
  - 담배와 음주
  - 지지적 환경 조성

3차 건강증진국제회의

1991년

스웨덴 선즈볼

✜ 건강 지원 환경구축
   (Supportive environment for health)
  - 지역사회 활동(특히, 여성에 의해 조직된)을 통한 지지 강화
  - 교육과 권한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개인의 건강과 환경 관리
  - 건강과 환경에 대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지지적 

환경을 위한 협력 구축
  - 건강을 위한 지지적 환경의 동등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회 

이익집단의 중재

4차 건강증진국제회의

199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21세기를 향한 건강증진 (New Players for a New Era-Leading 
Health Promotion into the 21st Century)

  -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제고
  - 건강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건강결정요인 재검토
  - 건강을 위한 파트너쉽 구축 및 확대
  -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및 개인권한 강화
  - 건강증진에 대한 인프라 보장

5차 건강증진국제회의

2000년

멕시코 멕시코시티

✜ 건강 격차 감소 (Bridging the Equity Gap)
  - 부문간 협조, 파트너쉽 강화와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선도적 

역할 강조  
  - 지역, 국가, 국제적 정책과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로서 건강증진의 

위치 확립
  - 건강 불평등 격차 감소 
  - 건강증진을 위한 국내 및 국제적 네트워크 수립 또는 강화
  -  UN 개발 아젠다의 건강 향에 대한 책임성 강조

6차 건강증진국제회의

2005년

태국 방콕

✜ 세계화 시대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콕 헌장 (The Bangkok
   Charter for Health Promotion in a Globalized World)
  - 인권과 연대에 기초하여 건강을 옹호하는 활동 추진  
  - 건강결정요인으로 제기된 정책, 활동, 기반인프라에 대한 투자
  - 정책개발, 건강증진 실행, 지식전달, 연구에 대한 역량 개발 
  - 건강보호를 위한 규제와 입법
  - 파트너쉽과 연대를 건강증진 전략으로 제시  
    이를 위해 건강증진을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건강증진을 정부 

모든 부문의 핵심 책임으로 강조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을 배분할 것을 촉구  

7차 건강증진국제회의

2009년

케냐 나이로비

✜ 수행역량 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증진 및 개발 (Promoting health 
and development: closing the implementation gap)

  - 지역사회 역량 강화
  - 건강정보 이해능력과 건강행동 강화
  - 보건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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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Statements and Actions)

  - 파트너쉽 및 부문 간 활동 확대
  - 건강증진 역량개발

8차 건강증진국제회의

2013년

핀란드 헬싱키

✜ 모든 정책에서 건강 (Health in All Policies: Seizing 
opportunities, implementing policies) 

  -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구조와 기전에 대한 
가이드라 인 제공 및 기존 경험과 교훈 교환

  -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위한 장애의 해결과 역량개발에 대한 
접근방 법 검토

  - 모든 정책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의 권고사항 
해결하기 위한 기회 파악  

  -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위한 경제, 개발, 사회적 사례 확립 
  - 일차의료의 개혁과 재정립에서 건강증진에 대한 역할 조명 
  - 오타와 헌장 이후 건강증진에 대한 진척, 성과, 향 파악  

자료: WHO, http://www.who.int/healthpromotio n/conferences/en/ (2013년 6월 15일 접속)

  라.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한 사회생태학적 접근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근거 연구와 이해가 증진됨에 따라 건강증진에서

도 건강에 근원적으로 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결정요인들에 대해

서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국 등 유럽국가와 WHO에서는 건강의 결정

요인으로서 개인의 생물학적 요인과 행태 뿐 아니라 물리적 환경, 사회경

제적 요인, 정책,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한 모델이 제시되었

다. Evans 와 Stoddart(1990)의 건강결정요인 프레임워크는 라론드의 

건강장 개념 이후(post-Lalonde era), 개인의 행위와 생물학적 특성에 

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의 건강 향을 추가하고 건강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이전의 건강증진의 개념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모델로서 의미를 가진다(그림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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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Evans와 Stoddart의 건강결정요인 모델 

         자료: Alberta Health Services (2011)

Dahlgren과 Whitehead(1991)가 제시한 건강결정요인 모델은 가장 

널리 알려진 생태학적 모델이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Dahlgren과 Whitehead의 건강결정 요인 모델 

         자료: Dahlgren G and Whitehead, M (1991). Policies and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Equity in Health. Stockholm: Institute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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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의 사회생태학적 관점은 건강행태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수

준에 속하는 요인을 복합적으로 제시한다. 개인적 수준, 개인간 수준, 지

역사회 수준을 포괄한다. 지역사회 수준에는 조직 요인, 지역사회 요인, 

공공정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과거 건강증진에서 생활양

식을 강조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데 반하여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소

득, 실업, 교육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 물리적 사회적 환경, 네트워크와 

사회적지지 등 근원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으며, 개인의 성, 연령, 유전요

인 이외에는 사회적 정책적 노력으로 건강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데 특징이 있다.   

  마. 캐나다의 Population Health Promotion 모델 

캐나다 정부는 1994년 건강증진 모델로 Evans 등(1990)의 건강결정

요인 모델, Hamilton과 Bhatti(1996)의 Population Health Promotion 

(PHP) 모델을 근거로 인구집단 접근을  강조하는 ‘Population Health 

Approach’ 모델을 추진하 다1). 정육면체의 루빅 큐브 형태의 삼차원

의 모델이다. 오타와 헌장에서 제창한 5가지 접근전략(지역사회 활동의 

강화,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 수립, 지원적 환경 조성, 개인기술의 개발, 

보건의료서비스의 재정립), 5가지 수준(사회, 섹터와 시스템, 커뮤니티, 

가족, 개인)으로 세팅별 대상 접근, 9가지의 건강결정요인 측면을 통해 

전체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구집단 간의 건강수준의 불균형 

감소에 목표를 둔 모델이다(그림 2-4 참조).  

∙ 소득과 사회적 지위(Income and Social Status)

∙ 사회적지지 네트워크(Social Support Networks)

1) http://www.phac-aspc.gc.ca/ph-sp/php-psp/php3-e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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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Education)

∙ 직업과 근로환경(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 생물학적 및 유전적 소인(Biology and Genetic Endowment)

∙ 개인의 건강실천과 기술(Personal Health Practices and Coping Skills)

∙ 건강한 아동기 발달(Healthy Child Development)

∙ 보건서비스(Health Services)

   〔그림 2-4〕 Hamilton과 Bhatti의 Population Health Promotion 모델 

       자료: Hamilton & Bhatti (1996)

이 모델은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향을 다루지 못한 점 등 

몇 가지 제약점에도 불구하고, 오타와 헌장의 5가지 건강증진전략을 통

하여 건강에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입, 세팅 접근 측면에서 

건강증진사업 접근의 확고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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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캐나다의 Health Living 모형 

캐나다 정부의 Pan-Canadian Healthy Living Strategy(Canada 

ACPHHS, 2005)는 Population Health Approach에 기조를 두고 

Population Health 모델과 동일한 목표인 첫째, 전체적인 건강성과 향

상, 둘째, 건강 차별/불평등 감소에 셋째, 올바른 식생활, 신체활동, 적정

체중의 3대 요소를 강조하는 모형이다. 이 접근 모델의 배경은 2004년 

캐나다 성인의 약 60%가 과체중이나 비만(23%가 비만, 36%가 과체중)

이며, 어린이의 26%가 과체중 및 비만에 속하는 등 비만이 크게 증가하

고 있으며, 사망의 2/3가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기인

한다. 이들 만성질환은 신체활동 부족과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에 의해 야

기되며, 특히 일부 취약집단에서 점차 증가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다. 

건강한 생활양식을 통하여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2002

년부터 3년간 광범위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2005년 이후 10년간의 국가

전략으로 특히 올바른 식생활, 신체활동, 적정체중의 3대 요소와 기존의 

전략인 금연, 당뇨와 만성질환 예방, 정신보건, 사고예방을 강조하는 캐나

다의 대표적인 건강증진 국가 전략인 「Health Living Strategy」를 설정하

다(그림 2-5 참조).

「Health Living Strategy」 수립과 추진을 위해 조정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4개의 실무그룹이 설립되었다. 4개의 실무그룹 기능은 다음과 같다. 

  ∙ Social Marketing/Public Information Working Group: 건강생활에 

관한 일관성 있고, 보편적인 표적화된 메시지의 사회마케팅 캠페인 개발

  ∙ Priorities and Objectives Working Group: 전략 목표와 대상, 수행

정도 및 평가 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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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 and Surveillance Working Group: 통합된 연구 의제와 최

우수 실천사례 발굴과 감시 활동

  ∙ Intersectoral Fund Working Group: 다부문간의 재원조달을 위한 방

안 마련 

「Health Living Strategy」 은 건강생활 향상에 초점을 두고, 국가적으

로 증진시키는데 범위를 제한하여 더 많은 제휴와 조정, 모든 부문에 일관

된 방향성을 확보하고, 공통의 위험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방향을 

다음 4가지, 즉 ‘리더십과 정책 개발’, ‘지식의 개발과 전파’, ‘지역사회 개

발과 기반조성’, ‘대중에 정보 제공’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인 메시지를 준다. 이 전략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정

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건강증진 정책과 사업 전략 마련에 시사점을 제

공하고 있다.   

〔그림 2-5〕 캐나다의 Integrated Pan-Canadian Healthy Living Strategy 개념 틀

자료: Canada ACPHH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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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Keleher와 Murphy의 건강증진사업 실행 틀 

Keleher와 Murphy(2004)는 건강증진사업 실행 틀을 질병의 예방, 

커뮤니케이션 전략, 보건교육과 역량강화, 커뮤니티와 1차보건, 인프라

와 시스템 변화로 개인적 접근에서부터 정책, 제도, 조직적 변화에 이르

는 것으로 각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6〕 Keleher와 Murphy의 건강증진사업 틀 

      자료: Keleher & Murphy (2004)

  아. 미국의 국가보건전략 Healthy People

미국의 Healthy People 사업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보건기획이

다. 예방 가능한 질환, 장애, 사고, 조기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높은 질

의 수명연장, 건강형평성 달성, 건강불평등 제거 및 모든 인구집단의 건

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된다. 최근 수립된 Healthy People 2020의 

틀을 보면 건강결정인자로서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강조하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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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제거, 전생애에 걸친 건강생활행동의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자. 미국 National Prevention Strategy

2011년 미국 보건부는 Affordable Care Act를 개정하여 보건부처

(DHHS)에 ‘National Prevention, Health Promotion, and Public 

Health Council (National Prevention Council)’을 설치하고, 치료중심

에서 예방과 웰빙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가예방전략을 마련하 다

(National Prevention Council, 2011). 근거에 입각하여 예방가능한 사

망과 주요 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권장방안을 마련

하 다.

        〔그림 2-7〕 미국 National Prevention Strategy 모델 

               자료: National Prevention Council(2011)

여기에는 4가지 전략방향과 7가지 우선순위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며, 연방정부 

부처를 포함하여 20개 부처나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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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지 전략 :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임상과 지역사회에서의 

예방서비스, 일반인과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건강불평등 해소

∙ 7가지 우선순위 사업: 담배없는 삶, 건강한 식이, 과도한 알콜사용과 약

물남용 방지, 활력있는 삶, 상해와 폭력 없는 삶, 생식건강과 성건강, 정

신건강과 웰빙

2. 우리나라에서의 건강증진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은 아직까지 좁은 의미의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만성질환과 관련된 개인의 건강위험행태의 변화를 강조하는 범주

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을 동일시 하는 경향

이 있다(김대희, 2000; 김광기, 2012; 배상수, 2012).  

건강증진사업 도입 초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0년을 향한 국

민건강증진 목표와 전략 보고서를 통해 건강증진을 “단순히 질병의 치료

나 예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행위의 실천을 통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건강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건강평가를 통해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 관리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향상하기 위한 보건

교육적, 예방의학적, 사회제도적, 환경보호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변종화와 김혜련, 1995). 여기서는 건강증진사업 측면에서 

중앙의 활동으로는 국민건강증진 기본시책 수립, 보건교육 홍보자료 개

발과 보급, 관련 인력 교육훈련, 연구개발, 대중매체를 이용한 교육홍보

를 들고, 시․도의 사업활동으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건강증진

사업 지도와 평가 및 행정지원, 시․군․구 사업활동으로는 보건교육 홍보, 

건강교실 운 , 시청각교실 운 , 건강검진과 상담지도, 고위험자 등록관

리, 구강건강사업, 흡연과 음주 규제법령 집행 등을 들고 있다. 

건강증진 개념과 그 범위의 변화에 대해서 김대희(1999)는 건강증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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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범위의 스펙트럼을 가장 좁은 의미에서 가장 넓은 의미로 5단계 

스펙트럼(행태변화 + 유관 구조 변화 + 질병예방 + 건강보호 + 경제사

회, 정치적 변화)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은 건강행

태, 관련기관 협조 및 질병예방을 주된 내용으로 포함하는 중간정도에 이

르고 있으며, 외국에서 제시된 다양한 건강증진 모형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본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1항).

보건복지부가 최근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에서 건

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의 확보로 목표를 정하고 〈표 2-2〉 및 [그림 

2-8]과 같이 건강생활 실천 확산, 만성퇴행성질환과 발병위험 요인관리, 

감염질환 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 건강관리, 사업체계 관리의 6개 

분야, 32개 중점과제의 목표와 사업과제를 설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다양한 건강증진 모형에서 어떤 모형을 선택하여 건강증진 정책의 기

본으로 삼느냐에 따라 건강증진 정책이 달라질 것이다. 국제기관이나 선

진국가에서 건강증진의 범위는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건강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까지 

고려한 사회생태적 접근으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의 건강증진사업이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본연의 개념에서 벗

어나 있으며,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김광기, 2012; 김대희, 2008),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의 특징과 

한계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외국 건강증진사업 개념과 모

델을 우리나라 건강증진기금의 운 개선과 활용에 반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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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의 중점분야 구성   

건강생활 
실천 확산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위험
요인관리 

김염질환 
관리

안전환경
보건 

인구집단
건강관리 

사업체계
관리

HP 
2020
중점
과제 

∙ 금연
∙ 절주
∙ 신체 

활동
∙ 양
 

∙ 암  
∙ 건강검진
∙ 관절염
∙ 심뇌혈관 

질환
∙ 비만
∙ 정신보건
∙ 구강보건 

∙ 예방접종 
∙ 비상방역 

체계
∙ 의료관련 

감염
∙ 결핵
∙ 에이즈

∙ 식품정책
∙ 손상예방
∙ 건강 향 

평가

∙ 모성건강
∙ 유아건강
∙ 노인건강
∙ 근로자건강증진
∙ 군인건강증진
∙ 학교보건
∙ 다문화가족건강
∙ 취약계층 

방문건강
∙ 장애인건강

∙ 기반 
(인프라)

∙ 평가
∙ 정보 및 

통계
∙ 재원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그림 2-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의 기본틀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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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내용 및 범위

변종화 등 
(1999)

‣ 건강증진기금현황
∙ 기금수입현황(1997-1999)

∙ 기금지출내역(1998-1999)

기금 세부지출내역 분석

이규식 등
(2003)

‣ 건강증진기금현황(1997-2002)
∙ 기금수입현황

∙ 기금지출내역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분석(1999-2003)

‣ 건강증진기금 장기 재정추계(2004-2010)
∙ 인구, 흡연율, 담배값, 담배판매량,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수요탄

력성을 고려하여 장기 재정추계

제2절 선행연구 

1. 건강증진기금 운용현황

건강증진기금 운용현황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표 2-3〉과 같다. 

1995년 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되고 1997년 담배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

하면서 1999년부터 건강증진기금 운용현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건강증진기금 운용현황에 관한 국내연구는 공통적으로 기금수입현황과 

기금지출내역을 분석하 다. 이규식 등(2003)은 건강증진기금 현황분석

과 함께, 건강증진기금의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제시하 으며, 문옥륜

(2004)은 건강증진기금의 연구사업비 세부지출현황과 기금의 중앙과 지

방의 배분비율을 분석하 다. 이규식(2006)은 기금지출내역을 지방자치

단체 건강증진사업 지출현황, 민간단체 건강증진기금지원현황, 일반예

산,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별 건강증진사업 예산비교 등을 포함하여 세

부적으로 제시하 으며, 배상수 등(2010)은 HP2010 중점과제별 기금 

세부지출내역을 분석하 다. 

〈표 2-3〉 건강증진기금 예산 현황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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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내용 및 범위

문옥륜(2004)

‣ 건강증진기금현황
∙ 보건복지부 예산 현황(1995-2002)

∙ 기금수입현황(1997-2002)

∙ 기금지출내역(2002-2004)

연도별 연구비 현황(1998-2003)
중앙과 지방의 기금배정비율

이규식(2006)

‣ 건강증진기금현황
∙ 기금수입현황(1998-2005)

∙ 기금지출내역(1997-2005)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지출현황
민간단체 건강증진기금지원현황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조사‧연구사업 지출현황
건강증진연구사업의 연도별 연구비 지원
일반예산,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별 건강증진사업 예산비교

이주열 등 
(2007)

‣ 건강증진기금현황(1997-2007)
∙ 기금수입현황(1997-2007)

∙ 기금지출내역(1997-2006)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분석

강은정 등 
(2008)

‣ 건강증진기금현황(1997-2007)
∙ 기금지출내역

이선희 등 
(2009)

‣ 건강증진기금현황
∙ 기금수입현황(2007-2009)

∙ 기금지출내역(1997-2007)
 기금 세부지출내역 분석(2007-2009)
 주무부서별 지출내역(2009)

배상수 등 
(2010)

‣ 건강증진기금현황
∙ 기금수입현황(2005-2010)

∙ 기금지출내역(2006-2010)

HP2010 중점과제별 기금 세부지출내역 분석
HP2010 중점과제별 세부사업비 지출내역 분석(일반회계 포함)
연구개발사업 예산(2007-2010)
단위사업별 보조금 지출(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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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변종화 등 
(1999)

‣ 기금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미비로 기금배분의 논란야기
‣ 각 사업별 예산액과 교부액 간에 상당한 차이 발생
‣ 중앙단위 중심의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의견 반  미흡
‣ 지원되는 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함
‣ 중장기 계획 미흡으로 종합적인 평가체계 부재

이규식 등
(2003)

‣ 초기에 작성한 중장기 계획안은 참고하는 정도에 한정시키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기금을 집행하여 중장기계획의 부재 문제

‣ 사업 초기 인프라 구축 등에 기금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기획예산처에서 
보건분야의 일반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기금을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지 
못하고 당장 필요한 곳에 사용

문옥륜(2004)

‣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생활실천유도사업자금으로 조달되었으나,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사용됨.

∙ 이는 국고지원의 보건부 보건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음.

2. 건강증진기금 운용 문제점에 대한 선행연구

건강증진기금운용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주요결과는 〈표 2-4〉와 

같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는 기금배분 원칙의 미흡, 중장기계

획 부재, 고유한 건강증진사업의 낮은 비중, 일반회계사업의 이관이었다. 

건강증진기금 운용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기금배분 원칙과 중장기계

획 미흡으로 인한 기금배분 논란과 예산액과 교부액 간의 상당한 차이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반면 이주열 등(2007), 강은정 등(2008), 이선희 등(2009), 배상수 등

(2010)의 최근연구에서는 기금규모 증가에 따라 기금사용 범위가 확대되

면서 고유한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낮은 비중문제와 일반회계사업의 기금

사업으로의 전환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2011)

와 이주열 등(2012)은 건강증진기금 활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표 2-4〉 건강증진기금 운용 문제점에 대한 선행연구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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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이규식(2006)
‣ 보건소 사업이 건강생활실천 사업 역에 초점을 두면서 건강증진을 신

공중보건 전략으로 접근하지 못하 음.

이주열 등 
(2007)

‣ 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지만 건강증진사업비의 비중은 

31%에 불과함.

‣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은 법적으로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으나 기금의 사

용에 뚜렷한 기준이 없어 정부의 일반예산을 기금에서 사용토록 하는 

등 일부 사업은 건강증진과 다소 거리가 있음.

‣ 동일 성격의 사업이 다른 사업 분야에 포함되어 중복지원 됨.

‣ 일반예산의 삭감으로 많은 보건사업들이 건강증진기금에서 활로를 찾

게 됨에 따라 건강증진기금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할 여유

를 가질 수 없었음.

강은정 등 
(2008)

‣ 건강생활실천에 기금운용액의 3.4%가 사용되고 있어 지출비중이 너무 

적음.

‣ 의료에 치우친 기금운용은 건강증진 이론에 맞지 않고 기금 명칭 및 목

적에도 맞지 않음.

이선희 등 
(2009)

‣ 기금사업 범위의 문제

∙ 건강증진기금의 재원확대가 건강증진에 투자되지 못함.

‣ 기금관리의 문제

∙ 기금집행 원칙 기준 미비

∙ 기금사용 평가와 실적관리 미흡

배상수 등 
(2010)

‣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의 정체로 건강증진기금 수입이 정체하고 있음.

∙ 건강보험 비용 지원과 같은 경직성 비용의 비중을 낮추고 건강증진사

업의 고유목적에 맞는 기금 운용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 마

련 필요

‣ HP2010 중점과제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족

∙ 중점과제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만들고 이에 근

거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전 마련 필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1)

‣ 건강증진기금 활용의 문제점

이주열 등 
(2012)

‣ 건강증진기금 재원확충과 운  개선방안 델파이조사



제3장 건강증진기금 운영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법제도

제2절 기금의 관리운영 거버넌스

제3절 건강증진기금 재원배분

제4절 건강증진기금 사업활동

제5절 건강증진기금사업의 평가, 활용 및 확산 현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전
(1995년 제정후 ~

2004년 12월 이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후 
(2004.12. 30~ 현재)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
한다.
1.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2.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3.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5. 국민 양관리사업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

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 양관리사업

제1절 법제도  
 
1.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와 사용목적

  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법적 사용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건강증진기금 또는 기금

이라 칭함)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법 22조), 건강증진기금의 사용분

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25조」에 명시하고 있다. 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건강생활 실천여건의 조성, 질병 예방 및 양개

선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2004년 12월 법 개정 

후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이 추가되었다(표 

3-1 참조).

〈표 3-1〉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에 관한 법률 

건강증진기금 운영현황 
및 문제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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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전
(1995년 제정후 ~

2004년 12월 이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후 
(2004.12. 30~ 현재)  

6. 구강건강관리사업
7.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8.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9.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

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
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

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
할 수 있다.  

 〈공통〉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0조(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1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훈련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나. 건강증진기금의 재원 조성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22조」에 의거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설치되어 담

배세에서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재원이 조

성된다. 

당초 건강증진기금은 1995년 9월 예방사업비의 5%로 하여 의료보험

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이 조성되게 되었고, 1997년 5월 갑당 2원의 담배

부담금이 조성되었다. 2002년 의료보험자 부담금이 폐지되면서 담배부

담금이 갑당 150원으로 인상되었다. 2004년 담배부담금이 갑당 354원

으로 인상되었고, 2011년부터는 전자담배에도 221원의 담배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표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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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건강증진기금의 조성현황

구분
기여금 내용‧ 

담배부담금 의료보험자 부담금

1995 ∙ 예방사업비의 5%

1997 ∙ 궐련: 20개비당 2원 부과 시작

2002 ∙ 궐련: 20개비당 150원으로 인상 ∙ 폐지

2004 ∙ 궐련: 20개비당 354원으로 인상

2011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 221원 부과 시작

궐련담배 1갑과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개의 가격구조는 〈표 3-3〉과  

〈표 3-4〉와 같다. 궐련담배 1갑 2,500원에 판매되는 담배가격 중 62.6%

가 담배세금이며, 14.2%가 건강증진부담금이었다. 또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개 가격 3,000원의 7.4%가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으로 사용되

고 있다. 

〈표 3-3〉 담배1갑(2,500원) 가격구조

구분
가격

(원/갑)
가격

구성비
근거법령

조세

부가가치세 227 9.1%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담배소비세 641 25.6%  ∙ 지방세법 제229조

지방교육세 321 12.8%  ∙ 지방세법 제260조

소계 1,189 47.6%

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354 14.2%  ∙ 국민건강증진법 제 23조 

폐기물부담금 7 0.3%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8조

엽연초생산
안정화기금

15 0.6%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17조

소계 361 14.4%

조세 및 부담금 합계 1,565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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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전자담배 용액 1개(3,000원) 가격구조

구분
가격

(원/ml)
가격

구성비
근거법령

조세

부가가치세 498 16.6%  ∙ 부가가치세법

담배소비세 400 13.3%  ∙ 지방세법

지방교육세 200 6.7%  ∙ 지방세법

소계 1,098 36.6%

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221 7.4%  ∙ 국민건강증진법

폐기물부담금 4 0.1%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소계 225 7.5%

조세 및 부담금 합계 1,323 44.1%

  다. 건강보험 재정지원 

건강증진기금이 2002년부터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되면서 2002년

과 2003년에는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각각 82.2%, 83.8%가 지원되었다. 

이에 2007년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포함하

여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

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 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사업의 운 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금에서 지원

받는 재원을 ①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②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③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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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전 
(1999.2.8-2006.12.3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
(2007.1.1-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국
가부담) 국가는 매년도 예산
에서 공단에 대하여 건강보
험사업의 운 에 필요한 비
용을 부담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
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
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 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 〔법률 제11141호(2011.12.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이 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국민건강증진법 (2007.1.1.~현재)

부칙 〈법률 제8153호) (2007.1.1.-2011.12.30)
②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법률 제6619호) (2011.12.31.-현재)
②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
를 초과할 수 없다.  

〈표 3-5〉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건강보험지원 조항

〈표 3-6〉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강보험지원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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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 
(건강증진법 1995. 9. 1~2006. 7.1)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2006. 9. 27~현재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8조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 (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
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국민 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기금의 법적 관리조직

 

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과 심의 기능은 2006년 9월 개정 전까지 ‘국민건

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하 다. 2005년 12월 행정안전

부의 정부위원회 통폐합의 일환으로 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가 폐지되

고, 2006년 법 개정 이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기능에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과 결산 및 평가가 포함되었다. 

과거 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기금운용과 기금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하 던 반면, 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 폐지 후 ‘국민건

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건강증진 기금 운용 심의가 이관된 이후에는 

다른  건강증진 전반의 심의 과제의 하나로 기금 심의의 비중이 낮아졌으

며, 최근에 와서는 1년에 1~2회 개최하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의 의결이 형식적이거나 서면결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 3-7〉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위원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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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 
(건강증진법 1995. 9. 1~2006. 7.1)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2006. 9. 27~현재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
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한다.
1. 재정경제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3. 금연·절주등 건강생활실천에 전문
적 지식이 있는 자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과 운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단체 및 「비 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 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기금의 관리운영 거버넌스 

1. 건강증진기금의 관리 운용 기전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금의 심의 기능을 가

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강

증진기금은 기본적으로 국가 기금의 하나로 「국가재정법」에 관리의 근간

을 두고 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

치하도록 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5조)

기금에 대한 국가의 관리체계는 기금관리기본법이 1991년에 제정된 

이래 기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있었고, 1999년 12월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운용의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2006년에



58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는 기금관리기본법과 예산회계법을 통합하여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일

반예산과 함께 관리되고 있다. 2000년부터는 매년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해 기금평가 실시를 제도화하

으며, 2001년 12월에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이 국회심의․의결을 거치

도록 명문화함으로서 기금운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그림 3-1). 기

금운용 평가는 2000년에 처음 시행된 이래 매년 사업운 부문과 자산운

용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윤광진, 2010).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의 기금운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기획예산처에

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한 평가대상 기금사업에 대해서 사업운 과 

자금운용을 평가하고 있다.2) 

건강증진기금의 예산편성과 사업배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하며, 기

금사업예산 심의 평가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일반예산과 같이 기금예산을 심의한다. 

2006년에는 기금관리기본법과 예산회계법을 통합하여 국가재정법 제

정을 통해 일반회계예산과 같은 절차로 기금이 운용되면서 건강증진기금

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기획재정부의 통제가 강

화되었으며, 일반회계와 기금의 사용이 혼용되어 건강증진기금의 성격에 

맞는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2005년까지는 주무부서인 건강증진과에서 회계관리와 사업운 을 같

이 관리했으나, 2005년 10월 이후 건강증진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회계 

2) 국가재정법 기금운  평가에 따라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고 국민과 국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사업 운 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는 30개 기금에 대해서 매년 사업운용과 재정운용 평가를 실
시하고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82조).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
분의 1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
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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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와 사업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다. 회계 관리부서는 복지부 기획

조정실의 재정운 과(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다.3) 

사업 부서는 과거 건강정책국의 담당부서인 건강정책과, 건강투자기획

팀 등에서 맡았으나, 현재는 기금의 사용과 관련되는 보건복지부의 여러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맡고 있다(그림 3-2). 전체적으로 기금사업의 범

위 및 사업내용을 총괄조정하고 관리하는 부서나 조직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사업부서에서 건강증진기

금 운용부서에 예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 된다. 건강증진기금운 부

서인 재정운 담당관이 각 과에서 취합한 기금예산을 보건복지부 내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기금예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

의를 받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2. 건강증진기금 예산 확보와 심의과정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자에게 담배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여 건강

증진기금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조성된 기금으로 보건복지부 각 부

서 및 관련 사업조직, 그리고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및 주요 건강증진 관

련 현안을 고려하여 예산 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심의와 의

결을 거쳐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 각 사업조직은 배정된 건강증진기금

예산과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리한다. 각 사업조직에 의해 수행된 기금사

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하며, 다시 기획재정부로

부터 기금사업의 최종 사업운 과 자금운 현황을 평가받는다. 기획재정

부의 사업운  평가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

3) 2005년 10월 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커지고 기금을 사용하는 부서가 확대되면서 당시 
건강증진과에서 예산편성과 사업을 같이 운용하던 방식을 보건복지부 직제시행규칙을 개
정하여 기금운용은 회계부서인 재정운용과(담당관)에서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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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비 사업비 10% 이상 삭감 받는다. 기획재정부의 자산운용평가결과 

자산규모에 따른 분류별로 하위 1/3의 기금은 다음 연도 기금운 비의 

0.5%p를 삭감 받고, 상위 1/3의 기금은 기금운 비 0.5%p 증액 받는다.

       〔그림 3-1〕 건강증진기금 예산 및 사업 배분과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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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건강증진기금 관리 및 집행조직

3.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 및 관리체계 (거버넌스) 

  가.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 개념은 통치(government), 관리(management), 조종(steering), 

조절(regulation), 공치(共治), 협치(協治)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

며, 행정학, 경제학, 국제관계학, 조직학, 정치학, 사회학, IT, 그리고 보

건의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전통

적으로 거버넌스는 공공업무와 관련한 권력의 사용, 제도의 활용 등 ‘국

정관리’를 일컫는 말로 주로 통치(government)의 개념이다. World 

Bank(1992), Williams(2001)와 Ellwood(2000)는 정부와 관련된 문제

를 해결하는 기제로서 ‘광의의 개념’으로 거버넌스를 정의하 으며, 

Stephen Bell(2002)은 거버넌스를 “사회 또는 경제 활동의 조정 및 통

제, 자원의 할당을 위한 제도의 활용, 권한의 구조, 협력”으로 보았다(진

찬과 문상호, 2006). 이후 Pierre(2000)와 Graham 등(2003)에 의해 

공동체의 신뢰, 네트워크, 상호작용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

임의 거버넌스 개념이 확산되면서 협치(協治)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신거

버넌스 개념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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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에서도 거버넌스의 개념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Roemer(1991)는 보건의료체계 구성에서 관리(management)는 재정

지원과 함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활동으로 기획, 행정적 관리, 규

제, 입법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 다(이규식, 2013). 

WHO(2001)는 건강수준의 향상, 공평한 재원조달, 반응성 향상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자원에 대한 투자와 교육,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를 포괄적으로 통찰하는 관리(stewardship)의 기능이 필요하

다고 하여, 거버넌스와 관리를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버넌스는 정부·준정부를 비롯하여 비 리·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

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활동과 역량 등 다양한 개념

으로 쓰이고 있다.

  나. 건강증진기금 심의 기구의 운영 현황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어 온 점은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 문제와 예산배분의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기금의 운용과 관리체계 미흡에 기인하는 점이 

크다.   

1) 1997~2006년 :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 

앞서 법제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건강증진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기

구는 1997년부터 운 되었던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가 있었으

며, 위원의 구성은 13명으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며, 부위원장은 

국장,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민간위원의 대부분은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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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200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

심의회’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이 흡수되었다. 

과거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과 결산, 건

강증진부담금 인상 방안, 건강증진사업 방향 등에 대한 검토 등을 심의하

다(표 3-7 참조). 

당시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관리‧운용규정’을 보건복지부 예규로 규정

하여 건강증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다. 규정 3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계획을 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전에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관리‧운용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 으며, 기금관리‧운용계획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

한 사항,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건강

증진법령 및 기금관리기본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 다. 

이 규정은 건강증진기금운 심의회 폐지로 삭제되었다.

과거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 심의내용을 회의록을 통해 예시하

면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증진사업 방향설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 중장기 목표와 계

획 수립, 구체적인 전략수립, 사업 집행 필요성, 사업집행 시 사업성

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타당성 검증 필요 제시 

(1997. 9. 10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에 대한 검토, 부담금인상에 대한 여론 조성

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심의 (1999. 6. 25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

심의회 회의록)

• 분야별 사업규모 확대 필요성과 보건소를 활용한 지역단위 건강증진

사업의 지원,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집중투자하고 사업효과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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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 후 예산규모 확대 논의 (1999. 8. 5 국민건강증진기금운

용심의회 회의록) 

• 금연사업 외 중장기계획수립을 통한 건강증진 전반사업의 확대 편성, 

향후 건강증진 재원 감소에 따른 대안 강구 (2001. 4. 18 국민건강증

진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 기금사업이 금연사업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절주사업 등 전반

적인 건강증진사업으로의 확대 방안 강조, 지속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 인상과 재원확보 필요성 제기 (2001. 7. 2 국민

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규모 확대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의 내실있는 

운  필요,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대한 지

원과 범위 확대, 부담금 부담자인 흡연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방안 강

구, 보건교육과 홍보사업에 대한 증액편성 의결 (2002. 2. 1 국민건

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연구사업 등 결과를 토대로 비용효과적으로 전

개되도록 대상별 역별 재정비 필요, 교육과 홍보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 분위기 조성과 파급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고령화 사회에 노

인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필요, 건강증진기금을 투입한 건강증진 정

보자료 접근을 위한 창구 시스템 구축 논의 (2002. 5. 29 국민건강증

진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 담배판래량 감소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축소로 담배 외 술 등에 대한 

부담금 개발로 재원 확충 필요, 건강증진사업 우선순위 재고후 기금

사업과 일반보건사업의 차별화 필요, 금연 뿐 아니라 절주사업 강화 

논의 (2003. 5. 27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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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현재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200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동 위원회의 기능에 건강증진기금 운용방안이 심

의내용에 포함되게 되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종합계획의 심의와 함께 

기금의 운용 계획, 결산 및 평가 심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국민건강건

강증진법 제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구성

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8인의 정무위원과 7인의 민간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무위원은 실제 기획재정부, 교육부, 노동부, 문화

체육관광부, 환경부, 국방부의 국과장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위원들

은 주로 보건의료계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제2장의 건강증진개념과 범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건강행태에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므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이 보건

복지부 외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

하게 연계되어야 할 것이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운 에서 현행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체계로는 효과적인 연계와 

협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건복지부 차관, 각 부처 국과장급이 

참여하는 인적 구성으로는 위원회의 위상 확보가 어렵다. 

건강증진법 5조 2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회가 심의하

도록 되어 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건강증진종합계획 심의 

이며, 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 계획안과 결산 및 평가 심의 기능이 국

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 폐지후 추가되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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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금 심의에서 실제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일년에 1-2회 정도 

개최되고 일부는 서면심의를 통해 대체로 주어진 기금사업비 규모를 승

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어 기금의 배분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권한과 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이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통하여 심사내용

을 살펴보면 건강증진종합계획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심의, 기금 결

산 심의, 국민 양기본계획 심의 등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정무 부서 심의위원에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 부처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건강증진기금을 교육부, 노

동부 등 타 부처 소관 건강정책 지원에 확대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2007. 8. 31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 건강증진기금 운 에 대해서는 “건강정책의 강화를 위해서 기금의 

구조조정 등 재정확보 추진이 필요하며, 건강증진사업의 타당성, 성

과 등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여 기금 재편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타부처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재정지원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2008. 5. 23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  회의록).  

• 위원회의 주 기능인 종합계획 심의에서는 HP2020 심의를 통해  

HP2020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과 종합계획이 각 부처의 건강 

관련 정책들을 아우르는 국가계획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 다

(2011. 6. 2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과거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의 역할과 현재 국민건강증진정책심

의위원회를 비교할 때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기금의 운용에 대한 심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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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  방향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여러 심의 기

능을 가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 운용 심의는 형식적

으로 이루어져 왔고 몇몇 개선방향이 건의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건강

증진기금과 사업의 심의기구로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실질적인 심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거나 형식적이 되어 그 역할이 미미하

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건강증진기금 재원배분 

이 절에서는 건강증진기금의 사용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첫째,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예방/공공서비스 지출현황을 

OECD국가와 비교하여 진단하고, 둘째, 정부의 전체 보건복지예산 비중

과 건강증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며, 셋째, 보건복지 예산항목

에서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을 비교하여 기금예산의 배분현황을 전반적으

로 파악하고자 한다. 

1. OECD Health Data를 통해 본 건강증진사업 지출 현황

  가. 예방/공중보건서비스 지출의 추이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 관련 지출 규모와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OECD 

Health Data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항목 중 건강증진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

는 ‘예방/공중보건서비스(HC.6: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Services)’

의 지출비용을 대리변수로 선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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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예방/공중보건서비스’에는 건강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괄하며, 건강불기능(health dysfunction)을 고치기 위한 입원, 외래, 장

기요양 등 치료서비스(curative services)와 행정비용은 제외된다. 예방·

공중보건서비스는 모자보건/가족계획·상담, 학교보건, 전염병예방, 비전

염병예방, 직장보건, 기타공중보건 등의 세분류 항목으로 구성된다(정형

선, 2006). 따라서 예방/공중보건서비스 지출이 건강증진과 동일시 되기

는 어렵지만 건강증진서비스와 건강증진기금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4)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대비 예방/공중보건서비

스 지출액을 국민1인당 비용(US$PPP)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 으며, 국민

의료비 대비 비중도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국민1인당 예방/공중보건서비스 지출 규모 및 국민의료비 대비 지출 비중 추이

  자료: OECD Health data 2012

4) 여기서 비전염병예방에는 협의의 건강증진서비스/사업과 보건교육과 질병예방 등이 포함된
다. 건강증진기금사업 중 의료비나 시설․설비 등으로 사용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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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에서 국민의료비 대비 예방/공중보건서비스 비용이 차지하

는  비율의 추이를 보면 1991년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 대비 1.17%를 

예방/공중보건서비스에 지출하여, OECD 평균 1.96%의 60% 수준이었

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와 OECD 국가에서 예방/공중보건서비스 관련 

지출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건강증

진기금을 도입하고 2002년, 2004년 두 차례의 걸친 담배부담금 인상으

로 건강증진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2010년 국민의료비 대비 예방/공중

보건서비스 지출 비중이 OECD 평균에 거의 근접하게 되었다.

 〔그림 3-4〕 국민의료비 대비 예방/공중보건서비스 지출비중의 추이(1991~2010)

      주: OECD국가 중 예방/공중보건서비스 지출현황이 파악되는 24개국의 평균
   자료: OECD Health data 2012

  나. 예방/공중보건서비스 지출의 국제비교

OECD Health Data 2012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OECD국가 중 예

방/공중보건서비스 지출현황이 파악되는 24개국의 평균을 비교하 다. 

2010년 우리나라는 예방/공중보건서비스에 1인당 62.8US$PPP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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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OECD 평균 110.7US$PPP과 비교할 때 약 1/2정도를 지출 하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료비 규모 (2,035.4US$PPP)자체가 아직까

지 OECD 평균(3,328.5US$PPP)보다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예방/공중보건서비스 비중은 건강증진기금 도입 이후 꾸

준하게 증가하여 3.09%를 차지하여 OECD 평균 3.14%에 근접한다(표 

3-8 참조).  

뉴질랜드,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등이 국민의료비 대비 예방/공중

보건서비스 비중이 높았고, 국민 1인당 예방/공중보건서비스 비용의 절

대액수 측면에서는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뉴질랜드가 높은 국가에 속

한다. 

  다. 재원 및 공급자별 예방/공중보건서비스 지출 현황 

재원별 예방/공중보건서비스 지출비중의 추이를 보면 1991년에는 공

공재원은 71.0%, 민간재원은 29.0% 이었다. 1995년 직장피부양자와 지

역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사회보장재원의 비중이 

1994년 15.9%에서 1995년 28.3%로 크게 증가하 고, 2005년 담배부

담금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중앙정부 재원비중

이 2004년 25.4%에서 2005년 34.7%로 증가하면서 2009년 공공재원 

비중은 93.9% 까지 증가하 다. 한편 민간건강검진 규모가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지출이 2009년 1,396억원에서 2010년 3,544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하면서 민간 재원비중이 2009년 6.1%에서 2010년 13.8%로 

크게 증가하고 공공재원 비중은 86.2%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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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OECD 주요 국가의 예방/공중보건서비스 지출규모 및 비중(2010년)

국가 구분 전체
공공

민간
정부 사회보장

OECD 평균1) 1인당비용(US$PPP) 110.7 72.6 24.1 21.8 
국민의료비 대비(%) (3.1) (1.9) (0.8) (0.7)

한국
1인당비용(US$PPP) 62.8 31.6 22.6 8.6
국민의료비 대비(%) (3.1) (1.6) (1.1) (0.4)

네덜란드
1인당비용(US$PPP) 226.4 84.4 59.9 82.1
국민의료비 대비(%) (4.5) (1.7) (1.2) (1.6)

노르웨이
1인당비용(US$PPP) 130.1 113 0.9 16.2
국민의료비 대비(%) (2.4) (2.1) 0.0 (0.3)

뉴질랜드
1인당비용(US$PPP) 210.9 192.9 8.5 9.5
국민의료비 대비(%) (7.2) (6.6) (0.3) (0.3)

덴마크
1인당비용(US$PPP) 99.2 96.1 - 3.1
국민의료비 대비(%) (2.2) (2.2) - (0.1)

독일
1인당비용(US$PPP) 135.7 30.5 84.9 20.3
국민의료비 대비(%) (3.1) (0.7) (2.0) (0.5)

미국
1인당비용(US$PPP) 286.1 286.1 - -
국민의료비 대비(%) (3.5) (3.5) - -

스웨덴
1인당비용(US$PPP) 128 99.4 - 28.6
국민의료비 대비(%) (3.4) (2.6) - (0.8)

스위스
1인당비용(US$PPP) 124.4 52.5 28.7 43.2
국민의료비 대비(%) (2.4) (1.0) (0.5) (0.8)

스페인
1인당비용(US$PPP) 68.8 67.1 0.6 1.1
국민의료비 대비(%) (2.3) (2.2) 0.0 0.0 

오스트리아
1인당비용(US$PPP) 74.3 33.2 29.9 11.2
국민의료비 대비(%) (2.2) (1.0) (0.9) (0.3)

이탈리아
1인당비용(US$PPP) 12.9 12.9 - -
국민의료비 대비(%) (0.4) (0.4) - -

캐나다
1인당비용(US$PPP) 291.6 284.2 6.3 1.1
국민의료비 대비(%) (6.6) (6.4) (0.1) 0.0 

프랑스
1인당비용(US$PPP) 81.4 39.4 16.6 25.4
국민의료비 대비(%) (2.0) (1.0) (0.4) (0.6)

핀란드
1인당비용(US$PPP) 168.1 39.9 56.1 72.1
국민의료비 대비(%) (5.2) (1.2) (1.7) (2.2)

   주: OECD국가 중 예방/공중보건서비스 지출현황이 파악되는 24개국의 평균
자료: OECD Health data 2012

예방/공중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는 공중보건관리, 병의원,기

타 보건의료 2차생산자로 구분된다. 공중보건관리는 ‘건강증진이나 건강

보호프로그램과 같은 공중보건의 제공 또는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관



7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리’로 대표적으로 보건소가 이에 해당한다(정형선, 2006). 

1991년 공공보건관리자에 의해 제공되는 예방/공중보건서비스 비중은 

59.1%로 병의원에서 제공되는 40.9% 보다 높았다. 1995년에는 병의원에서 제

공되는 예방/공중보건서비스 비중이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로 44.8%까지 증가

하 다.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항목의 확대로 건강검진 규모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병의원에서 제공되는 예방/공중보건서비스 비중은 2010년 49.5%

로 공공보건관리자에 의해 제공되는 46.0% 보다 높아졌다(표 3-9 참조). 

〈표 3-9〉 재원 및 공급자별 예방·공중보건 지출규모와 비중

(단위: 억원, %)

연도　 전체

재원 공급자

공공 민간
공중보건

관리
병의원

기타 
보건의료
2차생산자

1991
1,043 741 302 616 427 -

(100.0) (71.0) (29.0) (59.1) (40.9) -

1995
2,569 2115 454 1,417 1,152 -

(100.0) (82.3) (17.7) (55.2) (44.8) -

2000
4,670 4136 534 3,046 1,624 -

(100.0) (88.6) (11.4) (65.2) (34.8) -

2005
9,286 8358 927 4,938 3,234 1,114

(100.0) (90.0) (10.0) (53.2) (34.8) (12.0)

2010
25,637 22,092 3,544 11,802 12,687 1,148

(100.0) (86.2) (13.8) (46.0) (49.5) (4.5)

자료: OECD Health data 2012

이것은 예방서비스가 아직 급여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민간 의료

기관에서 건강검진서비스와 같은 임상적 예방서비스가 크게 증가한데 기

인하며, 건강습관개선이나 건강증진서비스가 증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투입이 아직까지는 낮은 수

준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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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보건복지예산을 통해 본 건강증진사업 지출현황

  가. 정부예산 대비 보건복지예산 비율 (일반회계 기준)

지난 20년간 보건복지예산 규모와 전체 정부예산 대비 보건복지예산 

비중 추이는 〈표 3-10〉과 같다.5) 

〈표 3-10〉 보건복지예산 규모 및 정부예산 대비 비율 추이(1991~2010)

(단위: 조원, %)

연도　 전체 정부예산 (A) 보건복지예산 (B) 보건복지예산비중 (B/A)

1991 31.4 1.5 4.7 
1992 33.5 1.5 4.6 
1993 38.1 1.7 4.4 
1994 43.3 1.8 4.1 
1995 52.9 2.0 3.8 
1996 58.8 2.4 4.0 
1997 66.7 2.9 4.3 
1998 75.6 3.1 4.1 
1999 83.7 4.2 5.0 
2000 88.7 5.3 6.0 
2001 99.2 7.5 7.5 
2002 109.6 7.7 7.1 
2003 118.1 8.5 7.2 
2004 120.1 9.2 7.7 
2005 135.2 8.9 6.6 
2006 147.0 9.7 6.6 
2007 156.7 11.5 7.4 
2008 179.6 16.0 8.9 
2009 196.9 18.2 9.2 
2010 201.2 19.5 9.7 
2011 209.9 20.7 9.9 
2012 223.1 22.2 10.0 
2013 236.2 25.5 10.8

   주: 일반회계만 포함. 특별회계예산 제외
        2005년 예산증가율 감소원인 : 지방이양(67개 사업) 0.7조원, 보육사업 여성부 이관 등 0.5조원
자료: e-나라지표-보건복지부 (연도별 예산자료)

5) 일반회계만 포함. 특별회계예산이나 기금은 제외한 예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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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보건복지예산 규모 및 정부예산 대비 비율 추이(1991~2013)

 

자료: e-나라지표-보건복지부 (연도별 예산자료)

1991년 보건복지예산 규모는 1.5조원, 정부예산 대비 비중은 4.7%

다.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복지와 배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건

복지예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에 2012년 보건복지예

산 규모는 22.2조원으로 정부예산 대비 비중이 10%에 이르렀으며, 2013

년에는 25.5조원으로 10.8%까지 증가하 다. 

〈표 3-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예산은 급

증하 지만 주로 사회복지와 의료보장 부문에서 증가하 고, 일반회계에

서 보건의료 예산 중 순수 보건부분 예산의 비중은 의료보장 예산 증가에 

비하여 낮다. 2002년 담배값이 크게 인상되어 건강증진기금 규모가 커진 

이후에는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금 지원을 뺀 금액보다도 일반회계 

보건예산이 낮아 일반회계 보건예산이 기금(건강보험지원금 제외) 보다

도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그림 3-6). 이러한 점은 건강증진기금이 확보

되면서 일반회계 보건부문 예산 증액이 축소되거나 미미하게 증가하 다

는 측면과 함께 일반회계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건강증진기금이 많이 지

출되게 된 구조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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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예산 추이(1995~2013)

(단위: 억원)

　연도 계1) 일반회계
(사회복지)

일반회계
(보건)

일반회계
(의료보장)

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제외)

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 

지원금

1995 18,827 5,834 1,733 11,260 - -

1996 22,499 7,473 2,097 12,929 - -

1997 27,367 9,428 2,271 15,481 187 -

1998 30,355 11,252 2,270 16,579 254 -

1999 41,043 17,711 2,319 20,625 388 -

2000 52,412 21,887 2,360 27,860 305 -

2001 72,419 26,224 1,733 44,104 358 -

2002 81,168 28,384 3,173 44,269 950 4,392

2003 90,156 30,862 3,589 48,012 1,247 6,446

2004 99,325 35,259 4,641 50,389 2,773 6,263

2005 102,338 30,512 3,179 53,269 6,125 9,253

2006 113,041 34,593 1,887 58,871 8,026 9,664

2007 130,249 44,143 1,493 66,881 8,056 9,676

2008 172,784 76,753 3,856 73,207 8,729 10,239

2009 199,987 98,383 5,809 75,963 9,569 10,262

2010 211,932 107,481 6,490 78,198 9,132 10,631

2011 223,809 116,392 5,365 83,195 9,290 9,568

2012 239,957 126,235 4,209 89,300 9,582 10,631

2013 272,509 147,616 6,730 97,416 10,550 10,198

   주: 1) 특별회계 예산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 연도

〔그림 3-6〕 보건복지 관련 정부 예산 추이

    주:  특별회계 예산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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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건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비율

1) 일반회계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예산 비율 

〈표 3-12〉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건복지예산 추이를 분야별

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회계계정을 고려하여 우선 1995년부터 2006년까

지의 보건복지 일반회계예산에 한하여 사회분야, 보건의료, 의료보장으로 

구분하 다. 사회분야는 1995년 56.7%에서 2006년 60.7%, 의료보장은 

1995년 28.6%에서 2006년 35.6%로 각각 4.0%p, 7.0%p 증가하 다. 

반면, 1995년 보건복지의 일반회계 예산 대비 8.7% 던 보건의료 예산은 

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꾸준하게 감소하 다(그림 3-7). 특히 

2005년 건강증진부담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일반회계에서 추진되던 보건

의료사업 중 2005년 25개의 2,438억원 규모의 사업이, 2006년 15개의 

2,049억원 규모의 사업이 각각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정부

예산 대비 일반회계에서 보건의료 예산 비중은 2004년 5.0%에서 2005

년 3.6%, 2006년 1.9%로 크게 감소하 다.

2)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예산 비율 

회계계정의 변화로 2007년 이후 2013년까지의 전체 보건복지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표 3-13〉과 같다. 이 기간부터는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

금, 특별회계 등이 모두 포함된 예산으로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의

료보장의 의료급여를 사회복지로, 건강보험을 보건으로 배분하여 보건복

지 전체예산을 사회복지, 보건으로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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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사회분야 보건의료 의료보장 기본적경비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1995 19,839 5,834 28.6 1,733 8.7 11,260 56.7 1,012 5.1

1996 23,707 7,473 31.5 2,097 8.9 12,929 54.5 1,208 5.1

1997 28,512 9,428 33.0 2,271 8.0 15,481 54.3 1,332 4.7

1998 31,127 11,252 37.0 2,270 7.0 16,579 56.0 1,026 3.0

1999 41,611 17,711 42.3 2,319 5.6 20,625 49.6 956 2.3

2000 53,100 21,887 41.2 2,360 4.4 27,860 52.5 993 1.9

2001 74,581 26,224 32.9 1,733 4.6 44,104 59.1 1,080 1.4

2002 77,495 28,384 36.6 3,173 4.3 44,269 57.1 1,253 1.6

2003 85,022 30,862 36.3 3,589 5.0 48,012 56.5 1,866 2.2

2004 92,322 35,259 38.2 4,641 5.0 50,389 54.6 2,033 2.2

2005 89,067 30,512 34.2 3,179 3.6 53,269 59.8 2,107 2.4

2006 97,063 34,593 35.6 1,887 1.9 58,871 60.7 1,712 1.8

〈표 3-12〉 1995-2006년 보건복지 분야별(일반회계) 예산현황

(단위: 억원, %)

   주: 사회분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 국민연금), 보건의료(보건, 의정, 식품, 약정, 기술개
발), 의료보장(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3-7〕 1995-2006년 일반회계 보건복지분야별 예산 비중 

    주: 일반회계예산만 포함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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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2007-2013년 보건복지 분야별(보건복지 전체예산) 예산현황

구분
전체

(억원)

사회 보건

전체 사회복지 의료급여 전체 보건의료 건강보험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

2007 189,634 138,576 73.1 102,805 54.2 35,771 18.9 51,058 26.9  9,708 5.1 41,350 21.8 

2008 248,863 191,501 77.0 153,593 61.7 37,908 15.2 57,362 23.0 11,823 4.8 45,539 18.3 

2009 296,367 228,568 77.1 194,382 65.6 34,186 11.5 67,800 22.9 15,760 5.3 52,040 17.6 

2010 310,195 239,332 77.2 204,330 65.9 35,002 11.3 70,863 22.8 17,037 5.5 53,826 17.4 

2011 335,694 262,993 78.3 226,269 67.4 36,724 10.9 72,701 21.7 15,599 4.6 57,102 17.0 

2012 366,928 290,973 79.3 251,155 68.4 39,818 10.9 75,955 20.7 15,842 4.3 60,113 16.4 

2013 410,673 326,211 79.4 283,728 69.1 42,483 10.3 84,462 20.6 19,331 4.7 65,131 15.9 

   주: 1)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제외),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사회복
지일반), 의료급여, 보건의료, 건강보험

        2) 일반회계예산과 건강증진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 모두 포함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3-8〕 2007-2013년 보건복지 분야별(보건복지 전체예산) 예산 비중 

      주: 일반회계예산과 건강증진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 모두 포함
           사회복지(의료급여 제외), 보건의료,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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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보건복지 전체예산 대비 73.1% 던 사회복지 예산이 꾸준하

게 증가하여 2013년 79.4%에 이르렀다. 반면 2007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대비 26.9% 던 보건 예산 비중은 2013년 20.6%까지 감소하 다. 

보건복지 전체예산 중 건강보험 예산은 2007년 21.8%에서 2013년 

15.9%로 감소하 으며, 보건의료 예산은 2007년 5.1%에서 2013년 

4.7%로 감소하 다(그림 3-8). 

3. 건강증진 재원 배분 및 사용실태 

  가. 보건복지 전체예산 대비 건강증진기금예산 비율

예산계정항목과 분류방식의 변화로 자료 입수가 가능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분류 예산항목별로 보건복지 전체예산과 건강증진기금 예

산현황을 보면 〈표 3-14〉와 같다. 2007년 보건복지 전체 사업비예산 대

비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비중은 8.5% 다. 이후 보건복지 예산이 꾸준하

게 증가하고 건강증진기금 수입이 답보상태를 유지하면서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비중은 2013년 보건복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으

로 감소하 다. 보건의료사업에서 전체예산 대비 건강증진기금 비중은 

2007년 54.2%에서 2013년 42.8%로 감소하 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건강증진의 재원배분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자료 분석이 가능한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건강증진기금 예산

항목을 파악하여 보았으며, 이를 보건복지 전체 예산과 비교하여 살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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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보건복지 전체 예산과 건강증진기금 예산 현황(2007~2013)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전체 기금 % 전체 기금 % 전체 기금 % 전체 기금 %

계 189,634 16,042 8.5 248,863 15,721 6.3 296,367 16,387 5.5 310,195 17,630 5.7

보건 51,058 15,502 30.4 57,362 15,313 26.7 67,800 16,024 23.6 70,863 16,888 23.8

보건의료 9,708 5,263 54.2 11,823 5,074 42.9 15,760 5,761 36.6 17,037 6,257 36.7

건강보험 41,350 10,239 24.8 45,539 10,239 22.5 52,040 10,262 19.7 53,826 10,631 19.8

사회복지 138,576 540 0.4 191,501 408 0.2 228,568 363 0.2 239,332 742 0.3

기초생활보장 65,759 - - 72,644 - - 79,731 - - 72,973 - -

취약계층지원 7,346 144 2.0 8,430 90 1.1 9,333 110 1.2 8,927 125 1.4

공적연금 56,470 - - 68,694 - - 81,732 - - 95,811 - -

보육‧가족및여성 450 136 30.2 15,978 134 0.8 18,573 182 1.0 22,022 424 1.9

노인‧청소년 5,967 239 4.0 22,058 164 0.7 32,812 33 0.1 35,172 159 0.5

사회복지일반 2,584 21 0.8 3,697 20 0.5 6,387 38 0.6 4,427 34 0.8

구분
2011 2012 2013

전체 기금 % 전체 기금 % 전체 기금 %

계 335,694 17,961 5.4 366,928 18,719 5.1 410,673 19,007 4.6

보건 72,701 17,223 23.7 75,955 18,246 24.0 84,462 18,478 21.9

보건의료 15,599 6,592 42.3 15,842 7,615 48.1 19,331 8,280 42.8

건강보험 57,102 10,631 18.6 60,113 10,631 17.7 65,131 10,198 15.7

사회복지 262,993 738 0.3 290,973 473 0.2 326,211 529 0.2

기초생활보장 75,168 - - 79,028 - - 85,532 - -

취약계층지원 10,505 52 0.5 11,880 50 0.4 13,827 6 0.0

공적연금 109,106 - - 124,415 - - 135,539 - -

보육‧가족및여성 25,600 493 1.9 30,999 347 1.1 41,778 367 0.9

노인‧청소년 37,313 161 0.4 39,040 47 0.1 42,937 127 0.3

사회복지일반 5,301 32 0.6 5,611 29 0.5 6,598 29 0.4

   주: %는 각 연도별 항목별로 전체예산에서 기금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함.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만을 포
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 연도

  나. 대분류 예산항목별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실태   

2012년 건강증진기금의 사용계획의 분류를 보면 매우 포괄적이며, 이중 

국민건강생활실천과 질병예방사업은 일부분임을 볼 수 있다(표 3-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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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2012년 건강증진기금 사용 계획 부문

구분 사용내용

1. 취약계층지원 ▪ 장애인의료 재활지원

2. 보육‧가족 및 여성 ▪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3. 노인‧청소년 ▪ 노인의료보장

4. 사회복지일반
▪ 기금운 비
▪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5. 보건의료부문

▪ 국민건강생활실천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공공보건의료확충
▪ 보건산업육성을 위한 R&D
▪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
▪ 암 및 희귀질환 지원
▪ 정신질환관리
▪ 구강보건사업지원
▪ 보건의료서비스지원
▪ 질병관리본부지원

6. 건강보험부문 ▪ 건강보험제도운

7. 공공보건의료확충 ▪ 공공보건의료확충

〈표 3-16〉에서는 건강보험지원금을 뺀 건강증진기금 사업비의 배분 현

황을 보여 주며, 일반회계 예산과 비교하 다. 이를 통해 첫째, 2007년 이

후 건강증진기금 예산분류와 항목이 일반회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기금예산 항목의 분류가 공공

보건의료확충, 보건산업육성 R&D,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 암 및 희귀질

환관리, 정신질환관리, 구강보건사업지원, 보건의료서비스지원, 질병관리

본부지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증진 본연의 기금조성 목적과는 차

이가 있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지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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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보건의료사업별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예산(2007~2013) 

(단위: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일 반 회 계 기 금 일 반 회 계 기 금 일 반 회 계 기 금 일 반 회 계 기 금 일 반 회 계 기 금

보건의료사업 전체 192,806 526,289 388,595 507,411 715,381 576,105 669,362 625,702 567,895 659,225

 공공보건의료확충 52,411 95,440 187,595 50,726 174,580 35,837 127,035 57,795 104,429 70,118

 (구성비) (27.2) (18.1) (48.3) (10.0) (24.4) (6.2) (19.0) (9.2) (18.4) (10.6)

 보건산업육성 R&D 13,888 104,597 17,444 109,717 37,005 154,627 87,337 165,627 168,749 180,648

 (구성비) (7.2) (19.9) (4.5) (21.6) (5.2) (26.8) (13.0) (26.5) (29.7) (27.4)

 생명과학연구지원 21,632 - 60,695 - 102,049 - 137,168 - - -

 (구성비) (11.2) - (15.6) - (14.3) - (20.5) - - -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6,417 12,302 13,923 12,772 29,378 12,870 10,218 10,843 10,473 10,812

 (구성비) (3.3) (2.3) (3.6) (2.5) (4.1) (2.2) (1.5) (1.7) (1.8) (1.6)

 국민건강생활실천 - 83,843 - 101,421 150 106,358 730 110,835 1,303 109,961

 (구성비) - (15.9) - (20.0) (0.0) (18.5) (0.1) (17.7) (0.2) (16.7)

 암및희귀질환지원 40,364 109,527 44,535 101,887 49,196 106,772 49,755 101,177 54,285 91,750

 (구성비) (20.9) (20.8) (11.5) (20.1) (6.9) (18.5) (7.4) (16.2) (9.6) (13.9)

 정신질환관리 9,216 11,753 7,277 14,459 6,794 15,043 3,442 15,915 4,485 18,114

 (구성비) (4.8) (2.2) (1.9) (2.8) (0.9) (2.6) (0.5) (2.5) (0.8) (2.7)

 구강보건사업지원 - 11,000 100 13,271 590 22,139 1,440 27,742 2,738 20,113

 (구성비) - (2.1) (0.0) (2.6) (0.1) (3.8) (0.2) (4.4) (0.5) (3.1)

 보건의료서비스지원 14,296 760 20,290 1,414 175,110 1,414 136,469 1,309 152,418 606

 (구성비) (7.4) (0.1) (5.2) (0.3) (24.5) (0.2) (20.4) (0.2) (26.8) (0.1)

 소록도병원지원 4,496 - 5,134 - 8,716 - 8,087 - 10,556 -

 (구성비) (2.3) - (1.3) - (1.2) - (1.2) - (1.9) -

 질병관리본부지원 30,086 97,067 31,702 101,744 132,553 121,045 109,851 134,459 58,459 157,103

 (구성비) (15.6) (18.4) (8.2) (20.1) (18.5) (21.0) (16.4) (21.5) (10.3) (23.8)

구분
2012 2013

일반회계 기금 일반회계 기금

보건의료사업 전체 455,959 761,488 720,925 828,011

취약계층의료비지원 - 98,646 - 104,021
(구성비) - (13.0) - (12.6)
공공보건의료확충 119,333 58,812 146,458 50,134
(구성비) (26.2) (7.7) (20.3) (6.1)
보건산업육성 R&D 163,356 218,680 372,340 231,886
(구성비) (35.8) (28.7) (51.6) (28.0)
생명과학연구지원 - - - -
(구성비) - - - -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17,523 7,025 19,926 9,254
(구성비) (3.8) (0.9) (2.8) (1.1)
국민건강생활실천 2,003 126,090 1,103 136,906
(구성비) (0.4) (16.6) (0.2) (16.5)
암및희귀질환지원 62,437 33,526 69,363 32,957
(구성비) (13.7) (4.4) (9.6) (4.0)
정신질환관리 4,579 28,331 4,589 36,548
(구성비) (1.0) (3.7) (0.6) (4.4)
구강보건사업지원 925 - 1672 -
(구성비) (0.2) - (0.2) -
보건의료서비스지원 26,576 520 39,848 468
(구성비) (5.8) (0.1) (5.5) (0.1)
소록도병원지원 8,263 - 7,835 -
(구성비) (1.8) - (1.1) -
질병관리본부지원 50,964 189,858 57,791 225,837
(구성비) (11.2) (24.9) (8.0) (27.3)

   주: 건강증진기금은 전체 사업비에서 건강보험지원금을 뺀 경상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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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09년, 2010년을 제외하면 일반회계 보건의료사업 예산에 비

하여 건강증진기금 예산 규모가 크며, 대부분의 건강증진 본연의 목적과

는 차이가 있는 사업 예산 항목에 일반회계 보다는 건강증진기금 투입이 

많이 배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011년에 와서야 일반회계 예산으로 

보건의료산업육성R&D(29.7%), 보건의료서비스지원(26.8%), 공공보건

의료확충(18.4%) 사업이 일부 이관되었으나, 여전히 보건의료산업육성 

R&D사업에 대한 기금 예산의 지출 규모는 크다. 

2012년부터는 노인의료비지원사업, 취약아동구강지원 사업 등의 일부

사업의 회계계정이 취약계층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이관되었다. 2007년부

터 2013년까지 7년간 건강증진기금에서 질병관리본부 지원사업의 규모

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 다. 

2013년 건강증진기금 경상사업비 예산배분을 보면 여전히 보건의료산

업육성 R&D(28.0%), 질병관리본부지원(27.4%)이 높으며, 국민건강생

활실천은 16.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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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건강증진기금 사업활동

건강증진사업활동은 예산배분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

만, 건강증진 연구사업은 예산규모는 매우 적지만 구체적으로 현황과 문

제점을 제시하고자 하 다.  

1. 건강증진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가. 건강증진기금 수입현황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22조」에 의거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설치되었다. 

1995년 9월 예방사업비의 5%로 하여 의료보험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이 

조성되었고, 1997년 5월 갑당 2원의 담배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이 조

성되었다. 1997년 건강증진기금 전체수입은 187억원, 담배부담금은 59

억원으로 담배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1.5% 으나 2002년 의료보

험자 부담금이 폐지되고 담배부담금이 갑당 150원으로 인상되면서 

95.6%로 증가하 다. 2005년 담배부담금이 갑당 354원으로 인상되어 

담배부담금이 8,061억원으로 증가하면서 기금 전체수입이 9,035억원

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여유자금회수 수입 증가로 담배부담금이 건

강증진기금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에서 감소하고 있다(표 

3-17 참조).  

2010년 이후, 최근 흡연율 감소로 담배판매수입금이 감소되고 있는 반

면, 기금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투입, 물가상승률

로 인한 기존사업의 예산 증가 등으로 기금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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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요는 계속 증가하 다. 2011년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공자기금예

수금에서 700억원(3.6%)을 차입하 다. 차입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2012년 2,200억원, 2013년 3,386억원(예정)으로 각각 기금전체수입에 

10.9%, 16.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부담금의 비중은 2013

년 75.6%로 크게 감소하 다. 

건강증진기금 수입구조는 아직까지 담배판매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

고 있는데 2010년 이후 담배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이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 재원확보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 3-17〉 건강증진기금 수입현황(1997~2013) 

(단위: 백만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의료보험자부담금 7,272 3,889 5,026 4,105 3,895 - - -
(38.9) (15.3) (12.9) (13.4) (11.0) - - -

담배사업자부담금 5,882 9,804 8,338 10,509 9,934 510,856 702,005 806,137
(31.5) (38.6) (21.5) (34.4) (28.0) (95.6) (91.3) (89.2)

가산금 - - - - - - 1 2
- - - - - - (0.0) (0.0)

예탁금이자수입 552 2,084 1,152 1,815 1,127 1,242 464 718
(3.0) (8.2) (3.0) (5.9) (3.2) (0.2) (0.1) (0.1)

기타경상이전수입 - - 1,079 1,217 1,338 700 844 827
- - (2.8) (4.0) (3.8) (0.1) (0.1) (0.1)

여유자금회수 4,982 9,594 23,219 12,895 19,206 21,387 65,956 95,900
(26.7) (37.8) (59.8) (42.2) (54.1) (4.0) (8.6) (10.6)

전체수입 18,688 25,371 38,814 30,541 35,500 534,185 769,269 903,5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담배사업자부담금 1,291,486 1,494,018 1,548,594 1,636,881 1,637,947 1,584,827 1,571,322 1,635,480 1,568,949
(84.0) (84.5) (87.3) (86.3) (82.6) (80.2) (81.2) (80.9) (75.6)

가산금 3 3 5 42 34 1 190 27 46
(0.0) (0.0) (0.0) (0.0) (0.0) (0.0) (0.0) (0.0) (0.0)

예탁금이자수입 2,917 7,882 2,128 2,073 4,609 3,291 1,477 2,175 1,445
(0.2) (0.4) (0.1) (0.1) (0.2) (0.2) (0.1) (0.1) (0.1)

기타경상이전수입 643 8,759 14,302 20,132 19,563 33,632 23,965 28,531 29,797
(0.0) (0.5) (0.8) (1.1) (1.0) (1.7) (1.2) (1.4) (1.4)

공자기금예수금 - - - - - - 70,000 220,000 338,600
- - - - - - (3.6) (10.9) (16.3)

건강증진계정전입금 - - - - - 21,524 37,886 30,000 25,000
- - - - - (1.1) (2.0) (1.5) (1.2)

여유자금회수 242,718 258,309 208,119 237,675 320,999 333,023 231,311 105,074 110,932
(15.8) (14.6) (11.7) (12.5) (16.2) (16.9) (11.9) (5.2) (5.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 - - - - 4 - -
- - - - - (0.0) - -

전체수입 1,537,767 1,768,971 1,773,148 1,896,803 1,983,152 1,976,298 1,936,155 2,021,287 2,074,76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건강증진기금 결산서(1997-2011년), 건강증진기금 예산서(2012-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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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담배수입금 규모 및 전체수입 대비 비중(1997~2013) 

 자료: 건강증진기금 결산서(1997~2011년), 건강증진기금 예산서(2012~2013년)

〔그림 3-10〕 공자기금예수금 규모 및 전체수입 대비 비중(2011~2013)

  자료: 건강증진기금 예산서(2011~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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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강증진기금 지출현황

1997년 전체지출 187억원 중 0.6%인 1억원을 경상사업비로 지출하

다. 이후 경상사업비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2001년 182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50.7%까지 증가하 다. 2002년 담배값 인상으로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경상사업비의 규모가 2001년 182억원에서 2002년 245억

원으로 증가하 지만 건강보험재정 지원으로 4,392억원이 지출되면서 

전체지출 대비 경상사업비 비중은 4.6%로 크게 감소하 다. 

2004년 담배값이 추가 인상되면서 전체기금의 규모가 2004년 9,036

억원에서 2005년 1조 5,378억원으로 대폭 증가하 다. 이에 경상사업비 

규모도 2004년 337억원에서 2005년 3,509억원으로 약 10배 증가하

으며, 전체지출 대비 비중도 2004년 3.7%에서 2005년에는 22.8%로 높

아졌다. 

2002년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지원을 시작한 후, 기금 전체

지출에서 건강보험재정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2006년 지원

금액을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국민건

강증진법을 개정하 다. 이에 2002년 82.2%, 2003년 83.8%에 이르렀

던 건강보험재정지원 비중은 50~60%수준으로 감소하 고, 2013년 

49.2%까지 감소하 다. 하지만 여전히 기금 전체지출에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음을 볼 수 있다(표 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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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상사업비 109 7,887 13,564 18,230 18,146 24,496 30,079 33,721
(0.6) (31.1) (34.9) (59.7) (50.7) (4.6) (3.9) (3.7)

건강보험재정지원 - - - - - 439,211 644,588 626,313
- - - - - (82.2) (83.8) (69.3)

기금관리비 - 7 25 16 17 22 13 33
- (0.0) (0.1) (0.1) (0.0) (0.0) (0.0) (0.0)

사업운영비 30 233 234 475 708 501 539 519
(0.2) (0.9) (0.6) (1.6) (2.0) (0.1) (0.1) (0.1)

여유자금운용 18,549 17,244 24,992 11,822 16,930 69,956 94,051 242,998
(99.3) (68.0) (64.4) (38.7) (47.3) (13.1) (12.2) (26.9)

전체 18,688 25,371 38,815 30,543 35,801 534,186 769,270 903,5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상사업비 350,927 591,083 565,255 549,172 621,393 700,935 729,871 808,646 880,795
(22.8) (33.4) (31.9) (29.0) (31.3) (35.5) (38.7) (40.0) (42.5)

건강보험재정지원 925,302 966,420 967,595 1,023,945 1,026,246 1,063,062 956,777 1,063,062 1,019,817
(60.2) (54.6) (54.6) (54.0) (51.7) (53.8) (50.7) (52.6) (49.2)

기금운영비 75 2,818 2,623 2,687 2,490 2,866 62 123 115
(0.0) (0.2) (0.1) (0.1) (0.1) (0.1) (0.0) (0.0) (0.0)

여유자금운용 258,391 208,650 237,675 320,999 333,023 187,911 159,870 110,932 131,021
(16.8) (11.8) (13.4) (16.9) (16.8) (9.5) (8.5) (5.5) (6.3)

보건의료계정(의료원)전출 - -　 　- -　 -　 21,524 37,886 30,000 25,000
- 　- 　- 　- 　- (1.1) (2.0) (1.5) (1.2)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 　- 　- 　- 　- -　 1,301 8,524 18,021
- 　- 　- 　- 　- 　- (0.1) (0.4) (0.9)

전체 1,537,767 1,768,971 1,773,148 1,896,803 1,983,152 1,976,298 1,885,767 2,021,287 2,074,76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18〉 건강증진기금 지출현황(1997~2013) 

   (단위: 백만원)

자료: 건강증진기금 결산서(1997~2011년), 건강증진기금 예산서(2012~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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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건강증진기금 경상사업비 규모 및 전체지출 대비 비중(1997~2013) 

 자료: 건강증진기금 결산서(1997~2011년), 건강증진기금 예산서(2012~2013년)

2. 건강증진기금 세부 예산배분을 통해 본 주요 사업활동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증진기금 사업별 세부지출 현황을 통해 

기금사업 활동을 살펴보았다. 기금계정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연도별 직

접 비교에는 제약이 있지만 사업단위별로 건강증진기금 세부예산 배분의 

추이 파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활동 내용

을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외에 건강증진연구개발사

업, 그리고 건강증진기금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질병관리사업, 의

료체계 지원 및 보건의료산업육성 R&D 지원 등을 분석하 다. 단, 회계

계정 분류방식의 변경으로 1997~2006년과 2007~2012년까지를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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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건강생활실천 3,381 5,497 10,503 7,721 12,971 14,115 17,071 46,979 58,075
(41.6) (39.8) (56.1) (40.9) (2.8) (2.1) (2.6) (3.7) (3.7)

금연사업 445 646 1,803 4,279 7,642 6,636 8,013 25,961 31,478
(5.5) (4.7) (9.6) (22.7) (1.6) (1.0) (1.2) (2.0) (2.0)

절주사업 101 177 295 320 320 600 515 600 741
(1.2) (1.3) (1.6) (1.7) (0.1) (0.1) (0.1) (0.0) (0.0)

영양개선사업 123 155 243 353 468 579 860 912 3,623
(1.5) (1.1) (1.3) (1.9) (0.1) (0.1) (0.1) (0.1) (0.2)

보건소건강증진사업 750 1,279 1,249 790 4,459 5,780 7,423 19,446 19,458
(9.2) (9.3) (6.7) (4.2) (1.0) (0.9) (1.1) (1.5) (1.2)

건강관리사업 1,962 3,240 6,913 1,979 82 520 260 60 2,775
(24.1) (23.4) (36.9) (10.5) (0.0) (0.1) (0.0) (0.0) (0.2)

기금전체 사업비1) 8,127 13,823 18,721 18,871 464,230 675,219 660,586 1,279,376 1,560,3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증진사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사업이

라고 볼 수 있다. 건강증진기금 사업시작기인 1998년에는 사업비 81억

원 중 건강생활실천사업에 41.6%인 34억원을 지출하 다. 2001년까지 

사업비 대비 건강생활실천사업 비중은 40~50% 다. 2002년 담뱃값 인

상으로 건강증진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건강생활실천 사업 이외에 보건

의료전반에 대한 기금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기금전체 사업비6)에서 건강

생활실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2006년 2.1%~3.7% 까지 감소

하 다(표 3-19참조). 

〈표 3-19〉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출현황(1997~2006) 

(단위: 백만원)

   주: 1) 사업비=경상사업비+건강보험지원+기금운 비(기금관리비, 사업운 비)
        2) ( )내 수치는 세부항목별 예산비중으로 기금전체 사업비를 분모로 백분율을 산출함
자료: 건강증진기금 결산서(1997~2011년), 건강증진기금 예산서(2012~2013년), 이주열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장기 운용 방향, 2007

6) 건강증진기금 지출 전체 금액에서 여유자금 운용, 보건의료계정 전출, 공자기금예수금 이
자상환을 제외한 사업비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재정 지원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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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강생활실천 76,167 91,428 96,833 100,184 102,926 107,422 129,213
(5.0) (5.8) (5.9) (5.7) (6.1) (5.7) (6.8)

금연사업 31,200 31,195 28,136 28,136 24,594 22,854 8,976
(2.0) (2.0) (1.7) (1.6) (1.5) (1.2) (0.5)

절주사업 2,058 2,358 1,460 1,460 1,460 1,314 1,596
(0.1) (0.1) (0.1) (0.1) (0.1) (0.1) (0.1)

영양개선사업 4,300 9,200 16,080 17,480 17,480 17,634 -
(0.3) (0.6) (1.0) (1.0) (1.0) (0.9) -

보건소건강증진사업3) 31,295 36,151 38,958 39,414 43,515 44,095 93,435
(2.0) (2.3) (2.4) (2.2) (2.6) (2.4) (4.9)

성인병예방교육 7,314 12,524 12,199 13,694 13,054 16,642 19,329
(0.5) (0.8) (0.7) (0.8) (0.8) (0.9) (1.0)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운영 - - - - 2,823 4,883 5,877
- - - - (0.2) (0.3) (0.3)

기금전체 사업비1) 1,535,473 1,575,804 1,650,129 1,766,863 1,686,710 1,871,831 1,900,7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7년에는 사업비 1,535억원 중 국민건강생활실천사업에 5.0%인 

762억원을 지출하 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기금 사업비 대비 

국민건강생활실천 사업 비중은 5~6%(건강보험지원예산을 제외하고 산

출한 경상사업비 대비 13~16%)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새로 설립된 건강

재단 지원금이 포함된 건강증진사업 지원기구 운 비가 포함되어 있다

(표 3-20 참조). 2013년 건강생활실천사업비 비중은 전체사업비 1억 

9,007억원 중 6.8%로 다소 증가하 다. 이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소건강증진사업 비중이 2012년 

2.4%에서 2013년 4.9%로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기존 보건소에서 수행한 17개 내역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

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13가지 사업 역으로 재편성하

여, 제시된 사업 중 지자체 보조 50%의 매칭펀드를 조건으로 하여 지자

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운 하는 제도이다. 

〈표 3-20〉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출현황(2007~2012) 

(단위: 백만원)

   주: 1) 사업비=경상사업비+건강보험지원+기금운 비(기금관리비, 사업운 비)
        2) ( )내 수치는 세부항목별 예산비중으로 기금전체 사업비를 분모로 백분율을 산출함
        3)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 운 되면서 보건소 금연사업, 양사업 등이 보건소건강증

진사업에 포함됨.
자료: 건강증진기금 결산서(1997~2011년), 건강증진기금 예산서(2012~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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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서 금연사업비는 절대액수는 크게 증가하 지

만 상대적 비중은 감소하 다. 금연사업은 기금이 확대되면서 점차 비중

이 감소하여 2013년 0.5%까지 감소하 다. 절주사업과 양개선사업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0.1~1.9%의 낮은 비중을 보 다(그림 3-12 참

조).

  나. 건강증진 연구 및 조사사업

1) 예산 규모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건강증진 연구와 조사사업

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건강증진 연구와 조사사업에는 건강증진

조사연구사업(정책과제/일반과제), 국민건강 양조사사업, 자료개발사

업 등이 포함된다. 

1997년 7백만원으로 시작된 보건교육 자료개발 사업은 2007년까지 

총 20억원을 지출하고 예산항목 비목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 1998년 

국민건강 양조사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10억원을 지출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국민건강 양조사 52억원을 포함한 건강 양평가사업 지출

항목에서 총 58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건강증진조사연구는 1998년 9억원으로 시작하여 기금규모 확대로 

2005년 45억원까지 지출규모가 증가하 으나 사업비 대비 0.4%(건강보

험지원예산을 제외하고 산출한 경상사업비 대비 1.3%)를 차지하는 수준

으로 낮다. 이후 더욱 감소하여 2013년 지출규모는 19억원에 불과하여 

전체 기금 사업비 1억 9,00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건강보험지

원예산을 제외하고 산출한 경상사업비 대비 1.3%)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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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건강증진 연구 및 조사사업 지출현황(1997~2006) 

(단위: 백만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구 및 조사사업 98 2,256 3,557 2,490 3,476 2,648 1,883 2,933 8,799 7,958

(70.5) (27.8) (25.7) (13.3) (18.4) (0.6) (0.3) (0.4) (0.7) (0.5)

보건교육자료개발 7 125 392 314 230 150 320 60 120 120

(5.0) (1.5) (2.8) (1.7) (1.2) (0.0) (0.0) (0.0) (0.0) (0.0)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조사연구 91 1,049 2,333 1,995 1,954 1,270 1,300 1,300 7,138 6,699

(65.5) (12.9) (16.9) (10.7) (10.4) (0.3) (0.2) (0.2) (0.6) (0.4)

건강증진조사연구 - 870 2,206 1,995 1,936 1,270 1,300 1,300 4,492 4,000

- (10.7) (16.0) (10.7) (10.3) (0.3) (0.2) (0.2) (0.4) (0.3)

국민건강영양조사 - 1,082 832 181 1,292 1,228 263 1,573 1,143 687

- (13.3) (6.0) (1.0) (6.8) (0.3) (0.0) (0.2) (0.1) (0.0)

폴리오 및 장내 바이러스국제연구 - - - - - - - - 398 452

- - - - - - - - (0.0) (0.0)

기금전체 사업비1) 139 8,127 13,823 18,721 18,871 464,230 675,219 660,586 1,279,376 1,560,3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사업비=경상사업비+건강보험지원+기금운 비(기금관리비, 사업운 비)
        2) ( )내 수치는 세부항목별 예산비중으로 기금전체 사업비를 분모로 백분율을 산출함
자료: 건강증진기금 결산서(1997~2011년), 건강증진기금 예산서(2012~2013년), 이주열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장기 운용 방향,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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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건강증진연구 대부분이 기금의 예산비목

에서 지원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증진 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그나

마 축소되고 있음을 여실히 볼 수 있다.   

〈표 3-22〉 건강증진 연구개발 지출현황(2007~2013) 
(단위: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구 및 조사사업 5,120 7,400 7,100 8,220 7,035 7,520 7,693

(0.3) (0.5) (0.4) (0.5) (0.4) (0.4) (0.4)

보건교육자료개발 120 - - - - - -

(0.0) - - - - - -

건강증진조사연구 3,000 3,000 2,400 2,160 2,055 2,350 1,850

(0.2) (0.2) (0.1) (0.1) (0.1) (0.1) (0.1)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2,000 4,400 4,700 6,060 4,980 5,170 5,843

(0.1) (0.3) (0.3) (0.3) (0.3) (0.3) (0.3)

기금전체 사업비1) 1,535,473 1,575,804 1,650,129 1,766,863 1,686,710 1,871,831 1,900,7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사업비=경상사업비+건강보험지원+기금운 비(기금관리비, 사업운 비)
        2) ( )내 수치는 세부항목별 예산비중으로 기금전체 사업비를 분모로 백분율을 산출함
자료: 건강증진기금 결산서(1997~2011년), 건강증진기금 예산서(2012~2013년)

〔그림 3-12〕 건강증진연구 및 조사사업 규모 및 비중(1997~2013) 

자료: 건강증진기금 결산서(1997~2011년), 건강증진기금 예산서(2012~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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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출되는 연구개발사업 

건강증진기금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은 건강증진 연구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그리고 국가 R&D 사업으로 지출되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7) 이중 보건의료기술개발 R&D 사업은 보

건사업육성을 위한 국가 R&D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기금의 재원이 

확대되면서 일반회계에서 수행되고 있던 사업이 일부 이전되어 온 것으

로 건강증진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의 성격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건강증

진기금예산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점과 관리운 체계가 마련되

어 있다는 측면에서 뒷부분 3장 5절에서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표 3-23〉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연구개발 관련 사업 종류 

구분 건강증진 연구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보건의료기술개발

R&D 사업

관련법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보
건통계의 작성ㆍ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사업범위

보건교육, 양개선, 구
강보건,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
증진과 만성퇴행성질환
의 예방을 위해 국민건
강증진기금으로 지원되
는 조사․연구사업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를 위하여 정부의 직접 
수행보다 민간이 적합
한 역에 대하여 민간
의 사업수행을 지원하
는 사업

보건의료기술 각 분야
의 연구개발과제를 특
정하여 그 연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하거나 공공기금 등으
로 지원하는 사업

관리규정
또는 지침

건강증진 연구사업지침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
경상보조사업 업무관리
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규모
(2012년) 24억원 75억원1) 2,186억원

주 1) 공모대상이 아니었던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은 누락되었을 수 있음.

7) 보건의료기술개발 R&D 사업은 회계분류에서는 ‘보건산업육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업
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관리규정에서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
업’으로 지칭된다(표 3-1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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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체 정책연구 일반연구 중장기연구

N % N % N % N %

1998 11 100.0 11 100.0 0  0.0 0 0.0 

1999 81 100.0 20  24.7 61 75.3 0 0.0 

2000 74 100.0 21  28.4 53 71.6 0 0.0 

2001 64 100.0 21  32.8 43 67.2 0 0.0 

2002 52 100.0 15  28.8 37 71.2 0 0.0 

2003 39 100.0 17  43.6 22 56.4 0 0.0 

2004 38 100.0 16  42.1 22 57.9 0 0.0 

2005 97 100.0 36  37.1 61 62.9 0 0.0 

2006 78 100.0 48  61.5 29 37.2 1 1.3 

2007 49 100.0 37  75.5 11 22.4 1 2.0 

2008 48 100.0 33  68.8 11 22.9 4 8.3 

2009 38 100.0 26  68.4 12 31.6 0 0.0 

2010 42 100.0 32  76.2 10 23.8 0 0.0 

2011 32 100.0 18  56.3 14 43.8 0 0.0 

2012 35 100.0 18  51.4 17 48.6 0 0.0 

전체 778 369 403 6

3) 건강증진 연구사업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출되는 연구개발사업 중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연구

개발사업은 건강증진연구사업으로 전체 규모는 2012년 23억 5천만원,  

2013년 18억 5천만원 수준으로 기금 전체 사업비 1억 9,007억원 중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0.1%로 매우 낮다. 2012년 전체 건강증진연구과제

는 35개로 단기과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정책과제가 18과제, 일

반과제가 17과제이다(표 3-24 참조).  

〈표 3-24〉 연도별 건강증진연구사업 과제구분 

자료: 한국건강증진재단 건강증진연구사업 (http://research.hp.go.kr/hpResearch/rsrptTma.
dia?method=listDetailView), 7월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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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N %

전체 1,008 100.0

건강생활실천 220 21.8 

흡연 66 30.0 
식품과영양 62 28.2 
신체활동 49 22.3 
음주 30 13.6 
약물 4 1.8 
기타 건강생활실천 9 4.1 

질병예방 및 관리 318 31.5

만성질환 91 28.6 
정신건강 54 17.0 
구강보건 33 10.4 
신체능력및관리 31 9.7 
검진 25 7.9 
모자보건 22 6.9 
감염전염성질환 20 6.3 
성보건 12 3.8 
한방 8 2.5 
암 7 2.2 
대체보완요법 7 2.2 
희귀/선천성질환 7 2.2 
기타 질병예방 및 관리 1 0.3 

건강지원환경 71 7.0

안전/손상 35 49.3 
환경보건 12 16.9 
건강도시 10 14.1 

  가) 건강증진 연구과제

2006~2008년에 한시적으로 중장기과제가 발주되었으나, 이 이후 중

장기 과제는 부재하다. 건강증진연구과제의 과제당 단가는 3천만~7천만

원 연구비 규모의 과제가 대부분으로 보건의료연구기술 R&D사업 과제

에 비하여 매우 세한 규모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나) 연구분야별 과제구분

〈표 3-25〉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분야별 연구수 (199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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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N %

건강형평성 7 9.9 
기타 건강지원환경 7 9.9 

건강증진기반구축 399 39.6
인프라확충 119 29.8 
기반지식개발 109 27.3 
전략개발 89 22.3 
정책/법제도 73 18.3 
기타건가증진기반구축 9 2.3 

대상 N %

전체 844 100.0
영유아 31 3.7 
아동 30 3.6 
청소년 82 9.7 
청년 49 5.8 
중년 89 10.5 
노인 109 12.9 
생애주기전반 42 5.0 
구분 없음 412 48.8 

대상 N %

전체 813 100.0
직업별 126 15.5 
의학적대상 64 7.9 
취약계층 64 7.9 
기타특성 44 5.4 
임산부 10 1.2 
다문화 3 0.4 
구분 없음 502 61.7 

   주: 분야 중복 분류함.
자료: <표 3-24>와 동일

〈표 3-26〉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대상 생애주기별 과제수 (1998-2012)

   주: 분야 중복 분류함.
자료: <표 3-24>와 동일

〈표 3-27〉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대상별 과제수 (1998-2012)

   주: 분야 중복 분류함.
자료: <표 3-24>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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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N %

전체 831 100.0
보건의료시설 129 15.5 
교육시설 80 9.6 
지역사회 71 8.5 
사회복지시설 37 4.5 
웹기반환경 32 3.9 
사업장 27 3.2 
국가및공공기관 17 2.0 
기타 6 0.7 

  다) 시행장소별 과제구분

〈표 3-28〉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대상 생애주기별 과제수 (1998-2012)

   주: 분야 중복 분류함.
자료: <표 3-24>와 동일

4) 민간경상보조사업

건강증진기금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보다 민간이 수행하기 적합한 역에 대해

서 민간의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민간 연계를 통한 사업

효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발주와 관리

를 사업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관련 민간단체의 금연, 절주 등 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지원, 보건교육 및 홍보 자료개발,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건강증진사업의 현장 활용, 확산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성과관리와 활용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3-29〉을 보면 2012년도에 75억여원, 2013년

도는 7월 현재까지 27억여원이 투입되어 건강증진연구사업비 보다는 그 

규모가 크다.8)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관리는 보건복지부 해당과에서 개별

8) 〈표 3-29〉에서 제시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에 2012년 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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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29〉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 및 수행기관(2012~2013)

연도 세부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수행기관

2013 군인, 전의경 금연지원 810 건강증진과 한국건강관리협회
2013 비만예방 홍보 및 캠페인 지원 100 건강증진과
2013 구강보건교육 자료개발 100 구강생활건강과 환크리에이티브컴퍼니
2013 임산부, 유아 역량관리 프로그램 개발  80 구강생활건강과 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정신질환 인식개선 146 정신건강정책과 (주)피알원
2013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150 정신건강정책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3 민간단체 이용한 홍보․교육 131 질병정책과 환크리에이티브컴퍼니
2013 임산부의 날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55 출산정책과 인구보건복지협회
2013 인공임신중절 예방 443 출산정책과 인구보건복지협회
2013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센터 운 267 출산정책과 관동대 제일병원
2013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450 출산정책과 한국실명예방재단
2012 군인・전의경 금연지원 900 건강증진과 한국건강관리협회
2012 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80 구강가족건강과
2012 인공임신중절 예방 홍보 343 구강가족건강과 환크리에이티브컴퍼니
2012 구강보건교육･홍보자료 개발  85 구강가족건강과 환크리에이티브컴퍼니
2012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문화 조성) 600 정신건강정책과

2012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300 정신건강정책과

2012 자살예방사업 (민관협력사업) 200 정신건강정책과
경희대, 카톨릭대, 
연세대, 한국생명의전화

2012 중앙자살예방센터 운 480 정신건강정책과
2012 정신질환 인식개선 204 정신건강정책과
2012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100 정신건강정책과
2012 건전음주 교육․모니터링 738 정신건강정책과
2012 파랑새포럼운 ․음주폐해예방의달행사지원 243 정신건강정책과
2012 건전음주 공익광고 333 정신건강정책과 굿미디어
2012 민간단체 이용한 암예방교육·홍보사업 131 질병정책과 대한암협회
2012 금연홍보 2,686 건강증진과 한컴컨소시엄

2012
1차의료를 활용한 취약계층의 포괄적 
건강보호사업

100 건강정책과

자료: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 (http://research.hp.go.kr), 7월7일 접속

서 2013년 7월까지 공모과제를 대상으로 정리하 다. 이에 따라 공모대상이 아니었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자료수집에서 누락되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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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질병관리사업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예산분류상 ‘건강증진·질병예방사업’에 속한 

사업에는 구강보건사업, 정신질환관리, 만성병관리 중심의 사업이 포함

되어 있다. 예산 분류에서는 ‘건강증진·질병예방사업’으로 분류되지만 건

강증진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분류이며, 실제적으로는 질병관리에 지원된 

예산으로 볼 수 있다. 2005년 기금규모가 증가하고 건강증진·질병예방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한방건강증진사업, 암및희귀난치성유전질환

지원, 결핵관리사업, 전염병등질병관리사업 등의 사업이 기금사업에 편

성되었다. 

2005년 암및희귀난치성유전질환지원에 353억원을 지출하기 시작하

면서 2010년 1,000억원까지 지출규모가 증가하 다. 2012년 부터 회계

계정의 변경으로 암 및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 지원의 일부사업이 취약계

층 의료비지원 비목으로 예산이 이전하면서(2012년 584억원, 2013년 

592억원), 이 예산비목은 2013년 330억원으로 규모가 감소하 다. 

한편, 회계계정 변경 전까지 사업단위별로 여러 예산비목에 흩어져 분

포되어 있던 질병관리본부지원 예산은 2007년 질병관리본부지원 예산으

로 통합되었다. 질병관리본부지원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 는데, 지출규

모는 2007년 928억원에서 2013년 2,25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 으

며, 전체기금 사업비 대비 비중도 2007년 6.0%(건강보험지원예산을 제

외하고 산출한 경상사업비 대비 16.4%)에서 2013년 기금 전체 사업비 1

억 9,007억원 중 11.9%(건강보험지원예산을 제외하고 산출한 경상사업

비 대비 25.64%)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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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질병관리사업 11 2,250 4,430 5,037 6,749 8,877 14,081 13,717 188,901 190,750

(7.9) (27.7) (32.0) (26.9) (35.8) (1.9) (2.1) (2.1) (14.8) (12.2)

구강보건사업 11 1,138 1,718 1,271 525 517 1,170 554 9,735 10,967

(7.9) (14.0) (12.4) (6.8) (2.8) (0.1) (0.2) (0.1) (0.8) (0.7)

정신질환관리 - 230 921 890 1,825 1,930 2,570 3,734 5,441 6,931

- (2.8) (6.7) (4.8) (9.7) (0.4) (0.4) (0.6) (0.4) (0.4)

한방건강증진사업 - - - - - - - - 3,523 4,947

- - - - - - - - (0.3) (0.3)

국가암예방관리사업 - 84 685 749 1,272 3,201 4,222 4,022 86,959 47,468

- (1.0) (5.0) (4.0) (6.7) (0.7) (0.6) (0.6) (6.8) (3.0)

국가에이즈및성병예방관리 - 289 717 894 894 1,012 3510 3,599 7,971 9,601

- (3.6) (5.2) (4.8) (4.7) (0.2) (0.5) (0.5) (0.6) (0.6)

국가만성병관리사업 - 318 310 166 356 240 240 100 5,255 13,378

- (3.9) (2.2) (0.9) (1.9) (0.1) (0.0) (0.0) (0.4) (0.9)

보건소·고혈압당뇨관리 - - - 200 918 918 918 915 - -

- - - (1.1) (4.9) (0.2) (0.1) (0.1) - -

아동청소년보건사업 - 31 39 208 219 279 488 159 18,405 22,522

- (0.4) (0.3) (1.1) (1.2) (0.1) (0.1) (0.0) (1.4) (1.4)

취약계층건강관리 - 160 - 519 500 510 693 319 - -

- (2.0) - (2.8) (2.6) (0.1) (0.1) (0.0) - -

〈표 3-30〉 건강증진기금 중 질병관리사업 지출현황(1997~2006)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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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 - 100 200 200 200 250 515 927

- - - (0.5) (1.1) (0.0) (0.0) (0.0) (0.0) (0.1)

인구및모자보건 - - 40 40 40 70 70 65 5,573 10,447

- - (0.3) (0.2) (0.2) (0.0) (0.0) (0.0) (0.4) (0.7)

희귀난치성유전질환지원 - - - - - - - - 35,377 40,718

- - - - - - - - (2.8) (2.6)

결핵관리사업 - - - - - - - - 4,379 6,067

- - - - - - - - (0.3) (0.4)

전염병등질병관리 - - - - - - - - 5,768 16,477

- - - - - - - - (0.5) (1.1)

보건의료협력 - - - - - - - - - 300

- - - - - - - - - (0.0)

기금전체 사업비1) 139 8,127 13,823 18,721 18,871 464,230 675,219 660,586 1,279,376 1,560,3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사업비=경상사업비+건강보험지원+기금운 비(기금관리비, 사업운 비)
         2) ( )내 수치는 세부항목별 예산비중으로 기금전체 사업비를 분모로 백분율을 산출함
 자료: 건강증진기금 결산서(1997~2011년), 건강증진기금 예산서(2012~2013년), 이주열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장기 운용 방향,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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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질병관리사업 291,881 297,350 323,961 365,970 378,175 410,006 466,546

(19.0) (18.9) (19.6) (20.7) (22.4) (21.9) (24.5)

구강보건사업 11,136 15,881 22,139 27,346 20,113 - -

(0.7) (1.0) (1.3) (1.5) (1.2) - -

정신질환관리 11,249 14,394 15,082 15,912 18,114 28,331 36,548

(0.7) (0.9) (0.9) (0.9) (1.1) (1.5) (1.9)

보건의료서비스지원 615 959 1,911 816 1,276 600 1,414

(0.0) (0.1) (0.1) (0.0) (0.1) (0.0) (0.1)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 12,302 11,592 12,870 10,843 10,812 11,165 12,870

(0.8) (0.7) (0.8) (0.6) (0.6) (0.6) (0.7)

암및희귀질환지원 109,192 106,484 107,455 100,775 97,154 33,526 32,957

(7.1) (6.8) (6.5) (5.7) (5.8) (1.8) (1.7)

질병관리본부지원 92,794 105,931 128,126 134,520 157,103 190,458 225,837

(6.0) (6.7) (7.8) (7.6) (9.3) (10.2) (11.9)

장애인의료재활지원 14,427 9,927 11,000 12,500 5,200 5,000 620

(0.9) (0.6) (0.7) (0.7) (0.3) (0.3) (0.0)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13,630 14,368 18,980 44,415 49,251 34,711 36,744

(0.9) (0.9) (1.2) (2.5) (2.9) (1.9) (1.9)

노인의료보장 23,896 16,408 3,290 15,943 16,077 4,696 12,670

(1.6) (1.0) (0.2) (0.9) (1.0) (0.3) (0.7)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2,640 1,406 3,108 2,900 3,075 2,873 2,865

(0.2) (0.1) (0.2) (0.2) (0.2) (0.2) (0.2)

취약계층의료비지원 - - - - - 98,646 104,021

- - - - - (5.3) (5.5)

기금전체 사업비1) 1,535,473 1,575,804 1,650,129 1,766,863 1,686,710 1,871,831 1,900,7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31〉 건강증진기금 중 질병관리사업 지출현황(2007~2013) 

(단위: 백만원) 

   주: 1) 사업비=경상사업비+건강보험지원+기금운 비(기금관리비, 사업운 비)
        2) ( )내 수치는 세부항목별 예산비중으로 기금전체 사업비를 분모로 백분율을 산출함
자료: 건강증진기금 결산서(1997~2011년), 건강증진기금 예산서(2012~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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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건강증진기금 중 질병관리본부지원 규모 및 비중(2007~2013) 

 자료: 건강증진기금 결산서(1997~2011년): 건강증진기금 예산서(2012~2013년)

  라. 보건산업육성 R&D 사업 지원

건강증진기금사업 중 보건산업 육성에 투자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

발사업은 국가 R&D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며, 재원은 일반회계와 건강

증진기금에서 집행되고 있다. 주로 보건의료기술개발, 유전체실용화연

구, 국립암연구소, 보건산업진흥원 운  지원 등에 사용되었다. 보건의료

산업육성사업 지출규모는 2013년 2,319억원까지 증가하여 기금전체 사

업비의 12.2%를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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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건강증진기금 중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R&D사업 규모 및 비중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억원)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대비 비중(%)

2006 1,802 11.5
2007 1,046 6.8
2008 1,097 7.0
2009 1,546 9.4
2010 1,656 9.4
2011 1,806 10.7
2012 2,186 11.7
2013 2,319 12.2

 자료: 건강증진기금 결산서(1997~2011년): 건강증진기금 예산서(2012~2013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 투입의 최근 경향은 치료법 개발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점과 질병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하

는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

징이다. 최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다음과 같이 제약, 의료산업

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볼 수 있다(서지  등, 2012).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R&D사업 지원내용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건강기능제품 연구개발

 치료기능 줄기세품 특화 기술개발

 나노보건

 바이오장기

 바이오칩

 u-Health

 보건의료 유전체 연구센터 지원 

 질병중심 중개연구

 희귀질환 사업단

 치과의료(Dental-Care) 융합기술개발

 특화분야의 진단･치료･기술개발

 노인･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개발

 기후환경변화 질환 대응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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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의료체계및보건의료산업 80 200 200 - - - 106,248 334,300

(0.6) (1.1) (1.1) - - - (8.3) (21.4)

보건의료산업육성 R&D - - - - - - - 180,174

- - - - - - - (11.5)

공공보건의료확충 80 200 200 - - - 106,248 154,126

(0.6) (1.1) (1.1) - - - (8.3) (9.9)

기금전체 사업비1) 13,823 18,721 18,871 464,230 675,219 660,586 1,279,376 1,560,3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의료체계및보건의료산업 192,703 152,985 192,348 227,353 245,995 247,492 257,014

(12.6) (9.7) (11.7) (12.9) (14.6) (13.2) (13.5)

보건의료산업육성 R&D 104,597 109,711 154,627 165,627 180,648 218,680 231,880

(6.8) (7.0) (9.4) (9.4) (10.7) (11.7) (12.2)

공공보건의료확충 88,106 43,274 37,721 61,726 65,347 28,812 25,134

(5.7) (2.7) (2.3) (3.5) (3.9) (1.5) (1.3)

기금전체 사업비1) 1,535,473 1,575,804 1,650,129 1,766,863 1,686,710 1,871,831 1,900,72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을 보면, 정부는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연구개

발 사업은 민간 의료서비스 시장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나 기술개발 등 의

료산업육성 위주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투자로 산출된 기술개발과 제품 등이 건강증진과 건

강수준의 향상과 직접 연계되거나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

고 볼 수 있다(서지  등, 2012). 

〈표 3-33〉 건강증진기금 중 보건의료산업육성 R&D 및 공공보건의료확충 지출현황 

(1999~2013) 

(단위: 백만원) 

   주: 1) 사업비=경상사업비+건강보험지원+기금운 비(기금관리비, 사업운 비)
        2) ( )내 수치는 세부항목별 예산비중으로 기금전체 사업비를 분모로 백분율을 산출함
자료: 건강증진기금 결산서(1997~2011년), 건강증진기금 예산서(2012~2013년), 이주열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장기 운용 방향,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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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까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보건의료산업육성 R&D사업

이 건강증진기금으로 이전되면서 2006년 사업비의 11.5%(건강보험지원

예산을 제외하고 산출한 경상사업비 대비 30.5%)인 1,802억원을 보건의

료산업육성 R&D에 지출하 다. 이는 국립암연구소, 보건산업진흥원 운

, 유전체실용화, 보건의료기술개발, 정책연구개발 등에 사용되었다. 

2007년 국립암연구소, 보건산업진흥원 운 이, 2008년 정책연구개발사

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보건의료산업육성 R&D 지원사업 지출규모

는 2008년 1,097억원으로 다소 감소하 지만, 기존사업 규모가 확충되

고 의료기기산업육성 등 신규사업이 도입되면서 보건의료산업육성사업 

지출규모는 다시 증가하여 2013년 2,319억원까지 이르러 전체 기금사업

비 1억 9,007억원 중 12.2%(건강보험지원예산을 제외하고 산출한 경상

사업비 대비 2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14〕 건강증진기금 중 보건의료산업육성 R&D 규모 및 비중(2006~2013)

자료: 건강증진기금 자료: 결산서(1997~2011년), 건강증진기금 예산서(2012~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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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공보건의료 확충사업

2004년까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사업비

와 공공보건의료 확립사업비가 건강증진기금으로 이전되면서 2005년 전

체 기금사업비의 8.3%(건강보험지원예산을 제외하고 산출한 경상사업비 

대비 30.3%)인 1,062억원을 공공보건의료확충 사업에 지출하 다. 이는 

노인전문병원, 재활병원, 지역암센터 건립, 노인치매병원, 도시지역보건

지소확충, 지역보건의료분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되었다. 

2008년 지방의료원 등 시설장비 보강, 어린이병원건립 사업이 일반회계

로 전환되면서 공공보건의료확충 사업 지출규모는 2008년부터 축소되어 

2013년에는 251억원으로 감소하 다(표 3-33 참조). 

제5절 건강증진기금사업의 평가, 활용 및 확산 현황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성과와 활용에 대한 평가체계 부채로 건강증진기

금사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이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5장의 개선방안에서 논의하고 본 절에서는 

첫째, 기존의 건강증진기금 운 에 대한 국회예산처, 기획재정부 기금평

가, 국정감사 등 공공기관의 기금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둘째, 건

강증진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현황과 활용과 확산

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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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기존 건강증진기금 평가 

  가. 국회예산처의 예산분석

건강증진기금운용에 대한 국회예산처의 예산분석보고서를 정리하면 

〈표 3-34〉와 같다. 예산분석 보고서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는 중장기 기

금운용계획 미비, 담배부담금 인상의 타당성 확보 부족, 사전예방사업의 

지출비중 미흡, 기금의 확대적용 및 설치목적에 부적합한 사업지원, 일반

회계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의 이관이었다. 

예산분석 보고서는 기금 규모가 확대 되면서 당시 기금의 중기운용계

획 미비로 인하여 확대된 재원이 건강보험 지원과 일반회계사업의 이관

에 주로 사용되면서 ‘건강보험지원: 예산에서 이관된 사업: 건강증진사

업’에 약 ‘6: 3: 1’의 비중으로 기금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 다. 또한 

이에 대한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9)

이 제정되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기금사용 규정이 개정되었는

데, 이는 법에 따른 순리적인 기금운용이 아닌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

개정 내지 확대적용이라고 비판하 다. 이와 같은 기금운용은 담배부담

금 인상의 타당성을 훼손시켰으며,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전예방사업 투

자의 확대를 제한하 다고 지적하 다. 

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2002년 제정되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
를 마련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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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평가내용

2003년

✜ 운용액의 4%에 불과한 기금설치 목적사업의 수행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사전 예방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에 운용하

는 것이 원칙임. 한시적이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의 97%까지를 건강보험 급여비
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건강정책상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음.

✜ 고비용·저효율의 암 검진에 편중된 사업 수행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하여 운용되어야 할 암과 관련된 사업은 검진을 통한 

환자의 조기 발견보다는 건강한 국민들이 암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한 생활습
관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우선적이어야 함.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불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한 사업비의 증액, 동 사업비의 불용, 다음해의 기

금운용계획에서 사업비의 대폭 삭감, 이후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2004년

✜ 담배부담금의 건강보험 지원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2004년 기금의 94.8%를 건강보험재정지원에 사용

함. 2006년 12월까지 특별법을 재정하여 지원하는 만큼 적법성에는 하자가 
없을지라도 당초 기금설치 목적을 훼손시키고 있음. 

✜ 국고사업의 기금이관에 대한 시정 필요
   기금 사업비 총액의 5.1% 만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에 사용됨. 하지만 

건강증진 명목으로 이루어진 5% 사업 비 지출 내에서도 예산에서 지원되어야 
할 일부 보건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수행된 문제가 지적됨. 

✜ 저출산·고령화에 부응하는 기금운용 패러다임 전환 필요
   기금에서 임신·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모성 및 유아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학교를 통하여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직장과 지역사
회에서 청·장년 및 중년층의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지원하며, 노인들의 건강
유지와 재활을 지원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건강관리의 관점
에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2005년

✜ 부담금 부과 취지에 부합되는 중기기금운 계획 필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아직까지 부담금 수입의 추계와 투자우선순위를 충실히 

반 한 중기재정계획과의 연동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 기금이관 의료비 지원사업의 조정 필요성
   기금의 확대로 예산사업이 기금으로 이관된 것은 건강증진기금의 정체성과 존

치에 손상을 가함. 
✜ 암관리에 편중된 사업 수행
   암환자의료비지원, 암검진 보다는 건강한 국민들이 암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한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 

2006년

✜ 담배부담금 인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는다면, 담배가격 인상은 정

부가 단순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표 3-34〉 건강증진기금운용에 대한 국회예산처의 예산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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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및 기금유지의 적합성을 감
안한 운용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기금에서 보건산업진흥 R&D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2005년 이래 반복적인 국고사업의 기금 이관
   건강증진기금의 제1의 투자우선순위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원이며, 그 뒤를 이

어 보건산업진흥 R&D, 국립암센터운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기
존의 일반회계 사업의 예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가장 우선순위
가 낮은 역이 기금설치 고유목적 사업인 건강증진사업임. 

2007년

✜ ‘기금의 사용’의 확대적용 및 설치목적에 부적합한 사업 지원
   건강증진기금사업은 ‘건강보험지원: 예산에서 이관된 사업: 건강증진사업’에 

약 ‘6: 3: 1’의 비중으로 사업비를 지출함. 이와 같은 사업배분은 국민건강증
진에 역행하는 사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문제가 있음. 

✜ 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에 과다 사용으로 기금 존치 문제 제기 
   국회와 정부내부에서는 기금사업이의 3/4 이상이 건강보험에 지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기금존치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예산사업의 기금 이관
   예산사업의 기금 이관은 2005년도에 담배부담금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

작되었는데 2005년 28개사업(2,434억원), 2006년 15개 사업이 추가되어 43
개사업(4,554억원), 2007년에 2개 사업이 추가되어 45개사업(5,214억원)이 
이관됨. 

2008년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 지원 문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에 지원 한시법이 만료되는 2011년 이후 건

강보험재원 조달을 위한 준비 필요
✜ 사전예방사업의 지출비중 확대 필요
   2008년도에 사전예방사업을 위해 편성된 재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의 

1.0%, 의료급여비를 포함한 보건의료재정의 2.5%, 의료급여비를 제외한 보건
의료재정의 4.0%에 그침 

✜ 한미 FTA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제약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원을 국민건강
증진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조달할 필요가 있음. 

2009년 

✜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 구입 재원의 문제
   항바이러스제 구입은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사업으로 변경되었고, 백신구입은 

일반회계와 기금 둘 다에서 지출되는데, 항바이러스제와 백신구입은 재원의 
적절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0년

✜ 건강증진기금을 보건분야 재원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
   일반회계에서 이관되는 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보건

분야의 일반적인 재원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재
정규율 차원에서 점검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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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지원 사업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 부적절
   불임치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사업목적이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진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2011년

✜ 국가결핵예방 사업 일반회계 전환 필요
   결핵예방사업은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질병의 예

방·검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보더라도,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상병수당 
지원 등을 동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기금 용도에 부합하지 않음. 

2012년

✜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 일반회계 전환 필요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사업은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병원정

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므로, 국민
건강증진기금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임. 

✜ 한의약선도기술 개발사업 한의약산업육성(일반회계)사업으로 통합 필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제품화 단계까지 체계적인 

관리 하에 지원할 필요가 크므로 일반회계 사업인 한의약산업육성사업과 통합
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3년

✜ 부담금 부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 필요
   R&D, 각종 시설 사업, 정보화 사업 등 일반회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기금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운 하면서 재
원부족으로 차입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확대를 제약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측면
에서나 기금운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기금운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자료: 국회예산처, 부처별 예산분석, 각 연도

  나. 국정감사

건강증진기금운용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을 정리하면 〈표 3-35〉와 같

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는 건강보험지원문제, 금연사업 및 흡

연자 지원사업의 미비 다.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사업 비중이 약 1~2% 에 불

과하고 흡연자에 대한 지원도 거의 미미하여 흡연자관리사업 지원과 흡

연자 치료에 대한 정부계획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관리운 비 등 소모성 예산지출 문제, 민간보조사업 민간공

모 평가방법의 문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상호중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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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공공의료시설 확충, 암관련 사업등이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전환되고 있
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정 필요

   기존 일반예산으로 집행되던 암 관련사업 및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사업이 건
강증진기금으로 이전

2005년

✜ 2006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담배부담금이 매년 건보에 지원되고 있고, 건보의 건
강보건증진사업에는 교육, 홍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금연사업은 없으며 흡
연자에 대한 지원도 거의 미미한 상태인데 금연보조제등 흡연자에 대한 급여
확대 방안 강구 필요 

✜ 담배값 인상은 흡연자를 줄이려는 목적이고, 흡연자가 많으면 건강증진기금에
서 지원금이 늘어 건보재정이 강화되는 모순점

✜ 건강증진사업을 건보공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
직한지에 대한 견해

✜ 공단 건강관리직을 증설하 으며, 이는 기존행정인력을 전환하 는데 공단의 
행정인력은 현재 적절한지, 건강관리직으로 전환된 인원의 전문성은 있는지 
여부

✜ 현재 보건의료 정책은 질병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상호 중복과 시행주체에 있
어서 충돌적인 요소가 있음

2006년

✜ 담배값 인상관련 건강증진기금 부담금에 대한 흡연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사
실상 보험료 외에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됨.

✜ 보건의료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강구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예산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나, 보건의료의 상당 부분을 일반회계가 아
닌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존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목
적세’를 신설하거나, 일반회계에서 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2009년

✜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민간공모 평가에 있어서 개선 필요
 - 평가대상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연구자 및 자문위원이 공모사업 평가위

원으로 참여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평가순위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하여 지원하여야 하나 하위순위가 상위순위

보다 지원 금액이 많은 경우가 있고, 여러 기관을 공동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기관선정의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 개선 필요

충돌 문제, 건강증진사업 시행주체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표 3-35〉 건강증진기금운용에 대한 국정감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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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평가내용

 - 평가위원 간 점수 차이가 클 경우 최상위, 최하위 점수를 제외시키지 아니하고 

평균점수로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평가결과에 반  필요

✜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사업에 1.8% 사용되는 것은 문제이므로 기금을 흡연
자 관리사업에 지원하고 기금 사용계획 및 흡연자 치료에 대한 정부 계획 제시

✜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한 평가 부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양플러스 사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보충식품비 예산을 위해 건강증진기금 

이외의 사업비 마련방안 고려 필요

2012년

✜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려면 지출을 줄이기는 어렵고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과소 지원되는 문제가 있음. 국고지원을 20%까지 확
대하고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며, 정부지원 유효기간을 삭제해야 한다고 봄. 

✜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관리운 비 등 소모성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기금사업 
목적에 맞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계획, 결과서 각 연도

  다. 기획예산처 기금존치평가

건강증진기금운용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기금존치평가 내용을 정리하

면 〈표 3-36〉과 같다. 2004년 첫번째 기금존치평가에서 국민건강증진기

금은 국민건강보험(신설)으로 전환·통합을 통한 타기금전환 평가를 받았

다. 기금존치평가단은 건강증진사업이 탄력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성격이 

아니므로 일반예산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 다. 또한 

담배부담금 수입과 건강증진사업 간의 연계성이 낮고, 일반 예산사업의 

기금사용 증가유인이 우려되며, 지자체, 민간단체, 건보공단과의 사업 중

복 가능성 문제도 제기하 다.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폐지하고 건강

보험기금을 신설할 것을 권고 하 다.  

2007년 두번째 기금존치평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존치평가를 받

았다. 그러나 기금사업과 재원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부담금 재원

에 부합하는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사업운  효율화 권고를 받았

다. 상당수의 기금 사업이 복지부 일반예산사업과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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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예산사업을 보조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단계적으로 담배부담금은 조

세로 전환하고 기금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평가하 다. 

2010년 세번째 기금존치평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존치평가를 받

았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일반예산사업과 중첩되는 일부사업에 대해 효

율적인 역할 분담 노력을 통한 사업운  효율화 권고를 받았다. 기금의 

설치목적과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의 비중이 높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하 다. 예산사

업과 구분이 모호하거나 예산사업을 보조하는 형태로 운 되고 있는 신

종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암예방관리, 암검진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

환자지원, 정신보건예방, 정신보건시설확충, 성병 및 에이즈관리, 결핵관

리 등의 사업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상시적인 발생이 예측가능하여 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단계적으로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지적하 다.  

2013년 네번째 기금존치평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존치평가를 받

았으나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간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구조조

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기금사업의 근거가 되는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예방사업이 범국민적 사회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관련 

공공/민간 단체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므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

금의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기금사

업의 총괄목표와 세부사업 간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아 중장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목표 및 하위 성과목표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

다. 특히,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을 운 하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하는 것은 부

적절하므로 타당성이 낮은 기금사업의 단계적인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 다(표 3-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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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금의 정책적합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2004년

✜ 건강증진사업의 성격상 예

산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

✜ 담배부담금 수입과 건강증

진사업 간의 연계성이 높

지 않음.

✜ 담배부담금 인상 전망으로 

일반예산사업을 기금으로 

수행하려는 유인 증가

✜ 사업들의 상당부분이 지자

체, 민간단체와 언론, 국민

건강보험 공단과 중복

✜ 흡연이 질병요인중 일부분만 차

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

인자부담원칙에 엄밀하게 부합

한다고 보기 어려움. 

✜ 금연의 확산으로 수입금이 감소

할 여지는 있으나 비교적 안정

적인 재원임. 

2007년

✜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과 

복지부 일반회계 사업간 

역할분담이 명확히 구분

되지 않아 복지부의 예산

사업을 보조하고 있는 측

면이 있음.

✜ 필요재원의 장기적·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현재의 기

금사업 형태를 당분간 유

지하는 것이 필요함.

✜ 일부사업이 복지부의 일반

회계사업과 중복됨(노인건

강분야사업, 저출산인구대

응정책사업, 한방지역보건

사업, 정신질환관리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예

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연

구에 있어 중복될 가능성

이 있음.

✜ 원인자 부담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서는 조세, 건강보험료로 건강증

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하지만 이미 담배부담금을 재원

으로 전국민대상의 건강증진사

업이 본격화되어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움.

2010년

✜ 기금사업의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성과목

표와 지표개발이 필요함.

✜ 복지부의 일반예산사업과

의 구분원칙이 모호하여 

기금사업의 차별성을 나타

내지 못하고 예산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임.

✜ 복지부가 국민건강 증진대

책을 종합적 으로 관리하

기 때문에 사업 간 중복보

다는 예산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이 강함.

✜ 국민건강보험의 질병예방

사업과 조사연구 간의 명

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함.

✜ 담배부담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사업에 사용하고 있

는 점은 기금사업으로서의 적정성

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기금수입이 감소해도 예산사업으

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들을 정리

하고, 기금 내 중복사업들을 통

합 하면 재원조달에는 큰문제가 

없을 것임.

2013년

✜ 정부예산 대비 보건의료분

야의 예산 규모가 0.5%에 

불과하고 중장기적 의료비 

절감을 위한 예방적 건강

정책에 대한 투자가 미흡

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사업이 필요함. 

✜ 기금의 총괄목표와 세부사

업 목표와의 연관성이 명

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타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

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없음. 

✜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기금목적

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운  

하면서까지 차입 운용하는 것은 

부족절 하며 이는 건강증진 사

업의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음.

✜ 향후 장기적인 재원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금 사업으

로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은 단

계적으로 축소가 필요함. 

〈표 3-36〉 건강증진기금운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

자료: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04, 2007, 2010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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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이 어려운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사업명
2009년 
사업비

비중
(%)

불가피
성정도

이유

 1. 부담금환급금 6  0.04 상

 2. 국민건강증진기금 운 26  0.16 상

 3. 양개선사업 161  0.98 상

 4. 건강증진조사연구 24  0.15 상

 5.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390  2.38 상

 6.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96  0.59 중
설치목적과의 연관성 낮음

상시적인 발생이 예측 가능함.

 7. 성인병 예방교육 122  0.74 상
 8. 금연사업 281  1.71 상
 9. 절주사업 15  0.09 상

10. 암예방관리 51  0.31 중
설치목적과의 연관성 낮음.

상시적인 발생이 예측 가능함.

11. 암검진 의료비 지원 555  3.39 하 설치목적과의 연관성 낮음.

사업의 규모가 예측 가능한 사업

들로서 예산사업으로 전환이 가

능한 사업들임.

12.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443  2.70 하
13. 정신보건예방 25  0.15 하
14. 정신보건시설확충 126  0.77 하
15. 구강보건사업 221  1.35 상
16. 예방접종관리 390  2.38 상
17. 성병및에이즈관리 99  0.60 하 설치목적과의 연관성 낮음.

상시적인 발생이 예측 가능함.18. 결핵관리 122  0.74 하

19. 만성병 조사감시 92  0.56 상

20. 건강보험지원 10,262 62.62 상

계 13,507 94.68

   주: 불가피성의 정도는 상,중,하로 평가
자료: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10년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 (사업부문)

국가재정법 제82조에 의거 기획재정부는 기금의 사업성과 및 여유자

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

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기금운용평가를 실시하

고 있다. 평가는 모든 기금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지표를 〈표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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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 건강증진기금의 특성이 반 되기는 어렵다. 건강

증진기금운용에 대한 2007-2012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사업운용평가 내

용을 정리하면 〈표 3-39〉과 같다. 

〈표 3-38〉 2012년도 기금운용평가 사업운영부문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일반
재정

정보화

계획
(20점)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00 2.00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00 3.00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00 5.00

소계 10.00 10.00

성과
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00 5.00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
가?

5.00 5.00

소계 10.00 10.00

관리
(30점)

사업
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 는가? 15.00 12.00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00 4.00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 는가? 10.00 8.00

3-정보화①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  및 관리하고 있는가? - 6.00

3-정보화②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 는가? - 감점(-4)

소계 30.00 30.00

성과/
환류

(50점)

성과
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 는가? 30.00 30.0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
를 실시하 는가?

10.00 10.0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 는
가?

10.00 10.00

소계 50.00 50.00

계 100

자료: 기획재정부(2013), 2012년도 기금운용평가 사업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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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사업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07

정부 기금 전체 109 0 4 68 32 5 62.3

국민건강증진기금   8 0 0  3  5 0 58.2

금연사업 ○ 58.7

암건진 및 의료비 지원 ○ 58.3

정신보건시설확충 ○ 62.5

구강보건사업 ○ 51.0

국가예방접종사업 ○ 65.8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 55.0

한방지역보건 ○ 60.2

보건소건강생활실천 ○ 54.3

2008

정부 기금 전체  83 0 2 61 17 3 64.3

국민건강증진기금  10 0 0  8  2 0 64.8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 67.7

지역암센터 운영 ○ 70.1

생물테러관리 ○ 65.3

신종전염병대응체계 강화 ○ 68.3

만성감염질환 코호트사업 ○ 72.6

한국인 질병 및 건강지표개발 ○ 60.8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 65.8

도시보건지소 확충 ○ 57.8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62.5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지원사업 ○ 56.8

2009 

정부 기금 전체 132 0 4 86 30 12 60.6

국민건강증진기금  10 0 0 10  0  0 62.7

장애인의료재활지원 ○ 60.2

노인건강관리 ○ 62.5

모자보건사업 ○ 62.5

혈액안전관리 ○ 65.5

공공의료기반 구축 ○ 63.5

영양개선 사업 ○ 67.5

절주사업 ○ 62.5

암 예방 및 관리 ○ 60.5

정신보건 예방 ○ 60.5

결핵관리 ○ 62.2

2010

정부 기금 전체  93 0 3 64 16 10 60.6

국민건강증진기금   1 0 0  1  0  0 62.0

건강보험지원 ○ 62.0

〈표 3-39〉 건강증진기금운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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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사업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2011

정부 기금 전체 121 0 4 90 15 12 63.4

국민건강증진기금  25 0 0 18  4  3 60.0

한방지역보건산업 ○ 60.0 

공공보건의료기반구축 ○ 50.0 

공공의료기관평가 및 의료기술단지원 ○ 55.0 

영양개선사업 ○ 67.5 

건강증진조사연구 ○ 50.0 

금연사업 ○ 65.0 

국민건강‧영양평가 ○ 62.5 

구강보건사업 ○ 60.0 

자가건강관리교육 ○ 35.0 

성인병예방교육 ○ 39.5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 77.5 

지역암센터운영 ○ 45.8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 65.0 

정신보건시설확충 ○ 60.0

신종감염병대응체계강화 ○ 66.5 

예방접종관리 ○ 64.5 

생물테러대응체계강화 ○ 60.0 

성병 및 에이즈 관리 ○ 67.0 

결핵관리 ○ 62.5 

만성병조사감시 ○ 60.0

질병관리 국제협력 ○ 50.0 

질병관리조사 ○ 72.5

감염병진단인프라구축 ○ 75.0 

기후변화대응건강관리 ○ 60.0

공공보건의료정보화 ○ 68.0

2012

정부 기금 전체 139 0 9 89 22 19 62.4

국민건강증진기금  14 0 0 13  1  0 64.0

장애인의료재활지원 ○

공공보건의료기반구축 ○

공공의료기관평가 및 의료기술단 지원 ○

건강증진조사연구 ○

보건소건강증진 ○

절주사업 ○

건강증진사업 지원기구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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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사업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모자보건사업 ○

혈액안전관리 ○

국가암관리사업지원 ○

성인병예방교육 ○

질병관리 국제협력 ○

노인의료시설 확충 ○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 ○

    주: 기금 전체는 기획재정부 평가대상이 된 정부의 각종 기금 전체임.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보고서, 각 연도

  마. 기타 

2003년 감사원이 발표한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 감사결과’에서는 건강

증진기금이 설치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에서 기금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 

신축적 사업추진 부분에서 ‘보통’의 평가를 받았다.

2. 건강증진기금사업 평가현황 

건강증진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금

지원사업의 타당성, 기금배분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선정은 그때 그때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적 결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기금 배분의 합리성, 투명성, 민주적 결정이 부족하다.  

건강증진기금사업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기금의 전반적 운용

평가와 문제점은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 국회에산처의 예산분석,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주로 행정관리적 평가이며, 건강증진기금을 활용

한 사업들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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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도 미흡하다. 건강증진기금이 2005년 이후 일반회계사업에서 이관된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각 사업별로 해당 사업조직으로 분산

되어 기금사업이 총괄적으로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다.

3. 건강증진 연구개발사업 활용의 현황과 문제점

건강증진기금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은 건강증진 연구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그리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이중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로 보건

산업 진흥을 위한 의료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국가 R&D 투입사업으

로 건강증진 본연의 연구개발 분야와는 거리가 있다. 이 R&D 사업은 일

반회계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과 함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

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건강증진 연구사업은 ‘건강증진연구사업지

침’에 의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업무관리지침’에 따

라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건강증진 연구사업은 주로 건강증진 본연의 분야의 사업을 평가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근거중심의 건강증진정책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분야이다. 대부분의 건강증진 관련 연구사업이 건

강증진기금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건강증진기금에서 

연구와 평가에 대한 비중과 재원배분은 매우 미미함을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현재의 건강증진 연구사업과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관리규

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규정과 비교하여 연

구의 뒷부분 5장 4절에서 건강증진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도출을 위한 기

초자료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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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강증진연구사업

1) 업무지침 형태로 관리 

대부분의 국가 연구개발 R&D사업들이 각 부처의 행정규칙, 예규, 훈

령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반면, 건강증진 연구사업과 민간경상보조사업

은 각각 업무지침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2)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세부지침 부재 

연구선정 과정, 평가, 평가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명시하

지 않고 있다. 이에 규정에 의거에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데 어려움

이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3년 ‘건강증진연구사업지침’에서는 연구결과의 권리 귀속에 대하여 

“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지적재산권은 

보건복지부에 귀속되고,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의 소유는 계

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구결과로 얻어지는 교육자

료나 도구는 특히 활용과 확산이 중요한데, 보고서와는 달리 활용에 대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나. 민간경상보조사업

2012년부터 민간경상보조사업 업무관리지침이 마련되어 건강증진기

금에서 수행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건강정책국 소관 민간경상보

조사업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건강정책국 이외 타국·관의 소지관인 사

업은 소관부서의 요청이 있을시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이 지침은 그

나마 전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민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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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조사업으로 수행된 사업결과물의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

지 않아, 결과물을 활용하고 확산시키는데 제약이 있다. 다만, 보건복지

부 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동의를 얻어(별지 제8호 서식)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을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침에 포함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림 3-15〕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결과물 활용 동의서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사업결과물 활용 동의서
사업명：                                         

본 기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사업보고서, 결과물

( 상물 등)의 자료가 보건·건강증진 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개 및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                   
사업책임자：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자료: 한국건강증진재단(2012), 민간경상보조사업 업무관리지침

  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R&D 사업 

1) 관리운영 체계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원회’를 설치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운 세칙에 의거 보

건의료기술연구개발의 중장기 계획 및 전략수립, 우선순위 과제 개발, 예

산 배분 등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에 관한 주요한 정책을 결정한다. 또

한 위원회 아래 기획 전문위원회와 중개연구 분야, 신기술개발 분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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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구축 분야, 질병관리 분야의 5개의 평가관리 전문위원회를 두어 한 달

에 2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각 전문분야의 연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

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  

2)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보건의료기

술진흥법, 암관리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연

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보건복지부 예규로서 연구결과물의 활용과 확산방안에 대한 조항을 명시

하고 있다(표 3-23 참조). 

3) 활용 및 확산 관련 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4조는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을 명시하고 있다.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

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

유가 되며,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단, 연구개

발결과물이 공공의 목적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기획과제나 무형

화된 결과물(예: 의료기술 등)인 경우에는 특허화 할 수 없고 국가가 소유

권을 갖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 27조는 연구결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은 

참여연구기관과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결과물의 성과활용조사, 결과물의 

정보화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연구성과를 관리하고 유통기

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시하

고 있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 기술료를 지불하고 연구결과물을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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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때, 소유기관이 비 리법인인 경우 징수된 기술료 중 연구개

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유지 등에 관한 비용에 활용하여야 한다. 소유기

관이 전문기관인 경우는 징수된 기술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3장의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종합하여 건강증진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섯가지 측면에서 진단하면 〔그림 3-16〕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그림 3-16〕 건강증진기금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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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건강증진기금 운용국가들의 건강증진 사업

1. 법제도

국가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기금의 확보와 활용이 제대로 되려면 법

률에 의거 건강증진기금 관리기구의 설립과 역할,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이 명시되어야 한다. 건강증진기금을 선도적으로 운 하는 호주와 태국 

등과 같은 재단운  형태의 국가들은 이러한 것들이 명시된 법률체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10).

  가. 호주

호주는 예방 보건사업을 자문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에 

제정된 「Australian National Preventive Health Agency Act; 호주 

국가예방건강기관법」에 의거하여 국가예방건강기관으로 하여금 건강과 

예방을 위한 전략적 계획수립 및 기반시설 등을 설립하는 등의 역할을 수

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호주 전역에 걸쳐 적용되는 법으로서 기관 및 기관장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예방전략과 관련된 근거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및 구축

10) http://www.hpfoundatio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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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보건 예방 연구 인프라 촉진

∙ 사업장, 지역사회, 학교 중재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생성

∙ 보건 예방 인력 개발 지원

∙ 예방 보건사업을 위한 국가적 사회 마케팅의 조정 및 실행

이 법은 건강증진 관련 기관 설립, 근거의 모니터링과 평가, 기반시설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11). 또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를 두

어 자발적 혹은 기관장의 요청에 따른 자문을 하도록 하고, 목적과 전략

을 담은 5개년 전략 계획서를 자문위원회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5개년 계획 외에도 기관장은 매년 연간운 계획서를 보건부장관에

게 제출해야 하며, 연간계획에는 전략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당해연도의 

계획을 제시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포함하도록 법에 명

시하고 있다.

 

1) VicHealth

VicHealth (Victo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 Australia)는 

1987년 Tobacco Act(2010. 1. 개정) Victoria, Australia에 근거하여 설

립되었다. 초기에는 담배세를 통해 조성되었으며, 1996년 이후 부터는 국고

로부터 예산을 배분받고 있다. 법률에 명시된 VicHealth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건강증진 관련 활동, 안전, 질병 예방 및 조기검진 투자

∙ 스포츠 활동, 예술, 대중문화 후원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

램의 인식 증대

11)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0A00134/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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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건강한 생활습관 권장 및 건강추구 참여 개입 활동 투자

∙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활동 투자

2) Healthway

Healthway (the Western Austral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 

Australia)는 Tobacco Control Act(1990)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VicHealth와 마찬가지로 1996년도부터는 국고로부터 예산을 배분받고 있

다. 법률에 명시된 Healthway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건강증진(특히 청소년을 특별히 강조하는)과 관련된 활동에 투자

∙ 건강한 생활습관을 권장하는 스포츠 및 예술 활동 및 건강증진프로

그램 지원

∙ 건강증진 프로그램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 건강증진 연구비 지원

∙ 기부금, 보조금 권유에 의한 재원 확대 및 재단 운 을 지원하는 산출 

및 마케팅 보증

∙ 건강증진 활동을 달성하는 성과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보고

  나. 스위스: Health Promotion Switzerland (HPS)

Health Promotion Switzerland(HPS)는 질병보험법(Sickness 

Insurance law 1994 - articles 19 and 20)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6

년도에 시행되었다. HPS는 담배나 주류 등 건강위해 식품에 세금을 부과

하여 징수하는 방식이 아닌 건강보험에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하는데 매

년 보험회사에서 1/2, 보험가입자로부터 1/2를 징수한다.

법률에 근거하여 'Health Promotion Switzerland'는 스위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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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및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HPS는 역량강화, 조정․협력 및 계약에 의하여 몇가지 

목적 및 확고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 역량강화(empowerment): 개인 스스로 자신의 안녕(well being)을 

자신이 관리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자원을 알고 개선한다. 

나아가 역량강화의 원칙을 교육한다.

∙ 조정과 협력(coordination/cooperation):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

이 건강증진 활동을 조정하고 함께 실행한다.

∙ 참여 또는 계약(engagement): 건강증진 개념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체계를 개발하고 정치가들과 의사결정자들은 적극적으로 관련 문제

들을 지원한다. 

  다. 오스트리아: Aust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 
FGÖ(Fonds Gesundes Österreich)

FGÖ는 1998년도 「Health Promotion Act」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재원조달원은 매 4년마다 협상하여 부가가치세로부터 고정액을 받는다. 

법률에 명시된 FGÖ의 임무는 건강증진 기초 수립(대처 및 자원 증가)에서

부터 건강정보에 대한 일차적 행동과 관련된 예방 조사 및 교육까지이다.

∙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 방법론, 전략 및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확인

∙ 건강증진과 건강위험에 대한 자세 등 자원을 강화시키는 대중의 건

강행동에 대한 지식과 구조 향상

∙ 건강관련 행동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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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태국

2001년도에 제정된 「Health Promotion Foundation Act B.E. 2544(2001); 

건강증진재단법」과 2007년 제정된  「National Health Act; 국가건강

법」에 근거하여 건강증진재단의 설립과 활동, 국가 건강위원회의 운 을 

통한 보건정책 방향 설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2001년 제정된 「Health 

Promotion Foundation Act」에 근거하여 설립된 ThaiHealth의 목적

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보건정책에 따라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증진을 촉진하고 권장

∙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신념 창조

∙ 알코올음료, 담배 및 기타 유해물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지원

∙ 건강증진 학습, 연구, 회의 추진

∙ 건강증진에 대한 지역사회와 조직의 능력 개발

∙ 건강증진을 위한 매체 캠페인 지원 

위에 명시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배와 알코올 소비세로부터 2%를 

건강증진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며(제11조), 기타 정부보조금, 민 부분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

다. 또한 건강증진재단위원회(Committee of the Health Promotion 

Foundation)와 성과평가위원회(Performance Appraisal Committee)

의 운 과 구성, 자격요건 및 의무 등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

다12). 자세한 내용은 거버넌스 부분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National Health Act, B.E. 2550 (2007)」은 국민의 건강 및 건전한 

12) http://www.pharm.chula.ac.th/thaihealth/Health01_issue/HealthPro/2007- 
NationalhealthAc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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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즉, 법에 따라 인간은 건강한 환경에

서 살 권리가 있으며, 주 기관(State Agency)과 협력하여 이와 같은 환경

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법 제5조). 또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사

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건강이 보장되고 증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건강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ssion)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혹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기타 운 위원들을 정하여 운 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동법 제25조에는 위원회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즉, 국무회의

의 승인을 받기 위한 국가 건강체계에 대한 법률 준비, 건강관련 정책과 

전략에 대한 제안, 국가건강협의회(National Health Assembly)를 조직

하여 특정 지역이나 사안에 대한 지원, 국가 건강체계를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규칙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13). 

2. 거버넌스 (Governance)

  가. 호주 VicHealth

VicHealth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재원조달을 위한 획기적인 모델을 대

표하며,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VicHealth는 법

률에 근거하여 정부를 대표한다(Tobacco Act 1987, Section 16〔3〕). 

이사회(Board of governance)는 보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11명의 

교수, 박사급 전문가, 법률가, 문화센터장 출신의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 

13) http://www.thailaws.com/law/t_laws/tlaw03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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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3명은 빅토리아 의회에서 선출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이사회는 2개의 위원회와 여러 개의 자문위원회 및 전문적 직원들

이 지원하고 있다14). 

〔그림 4-1〕 호주 VicHealth의 운영조직

CEO

Active Communities &
Healthy Eating

(1명)

Mental Health & 
Wellbeing

(1명)

Research, Strategy &
Policy
(1명)

Communications &
Marketing

(1명)

Corporate Services
(1명)

Executive Assistant
(1)

Tobacco & Alcohol Control
Program advisor(1명)
Project officers(2명)

Sports &
Active Recreation
(5명)

Active Transport
(3명)

Healthy Eating
(3명)

Social Inclusion
-Arts (1명)
Social Inclusion-
Community Projects
(1명)
Descrimination(3명)
Economic Participation/
Knowledge Management
(Education & Training)
(2명)
Research & Evaluation
(1명)
Health inequalities
(1명)
Program Administration
(1명)
Publications & Forums
(1명)

Research & 
Evaluation
(4명)

Policy & Planning
(3명)

Information Centre
(3명)

Admin officer
(2명)

Media & Advocacy
(3명)

Publication & Online
(2명)

Event Support/Study
(1명)

Front of House
(1명)

Finance
(3명)

Operation support
(3명)

IT/Help Desk
(5명)

 자료: 정애숙 (2008), 외국의 건강증진 기금운  및 활용 in 국민건강증진정책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재인용

실무조직은 이사장 직속으로 보좌관, 흡연과 알코올 통제가 있다. 그 

아래에 활동적 지역사회와 건강한 식이, 정신보건과 복지, 연구, 전략, 정

책,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운 지원 등 5개의 실무부서가 있으며, 부서

마다 경력직 전문가로 구성된 팀장과 팀원 10~12명으로 총 60여명의 직

14) http://www.vichealth.vic.gov.au/About-VicHealth/About-Us.aspx#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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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있다.

보건부 장관은 VicHealth의 성과에 대하여 내각과 의회에 책임을 가

지며,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법(Sports and Recreation Act 1972)을 

관장하는 장관과 방향과 지침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 한다(Tobacco Act 

Section 20과 33에 명시). Vichealth는 의회의 감시를 받으며, 운  활

동과 회계를 보고하는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 호주 Healthway

Healthway는 Tobacco Control Act(1990)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06년도에 Tobacco Products Control Act로 바뀌면서 재단설립과 

이사회를 속시켰다. Healthway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은 보건부 장관

에게 있으며, 기능, 목표, 권한 등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이사회(Board of Management)는 1990년 Tobacco Control Act

에 의해 출범하 고, 지금은 2006년 개정된 Tobacco Control Act에 

의해 운 되고 있다. 이사회는 11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는데 이사장과 

10개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된 10명의 이사들이 포함된다. 이사회는 정

부와 NGOs를 대표하며, 매 8~9주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여 

Healthway의 전략적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재원 배분, 보조금, 후원 

등과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을 한다.

이사회는 Healthway의 운 체로서 기획, 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을 가진다. 이사진 구성을 보면, 이사장은 대학의 교수(3년 임기)가 맡고 

있으며 임기를 연속해서 두 번 이상 재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사

들은 아래와 같이 중앙부처, 지역, 민간 관련단체로부터 추천된 자로 장

관이 임명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금연, 스포츠와 레저, 문화와 예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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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정부 연합 등으로부터 Healthway의 의사결정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사를 추천하는 기관 및 단체

는 다음과 같다.

 ① Australian Council on Smoking and Health(교수)

 ② Department of Sport and Recreation

 ③ Australian Council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④ Department of Communities

 ⑤ Department of Culture and the Arts

 ⑥ WA(Western Australi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⑦ Department of Health(의사)

 ⑧ WA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의사)

 ⑨ WA Arts Federation

 ⑩ WA Sports Federation

Healthway 2011은 11월에 승인된 이사회 강령(Board of Management 

Charter)을 통하여 이사회 구성, 역할과 책임, 이사회와 Healthway와의 

관계, 사무총장에게 권한의 이임, 이사회 회의 과정, 강령의 갱신 등을 상

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사회에는 회계감사 위원회, 스포츠, 경마 후원 자

문위원회, 예술 후원 자문위원회, 보건 자문위원회, 품질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6개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집행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Healthway의 운 조직은 〔그림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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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호주 Healthway의 자문위원회 

자료: Heallthway web site(http://www.healthway.wa.gov.au/docs/default-document- 
library/organisational-structure.pdf?Status=Master

〔그림 4-3〕 호주 Healthway의 운영조직 구조

자료: Heallthway web site(http://www.healthway.wa.gov.au/docs/default-document- 
library/organisational-structure.pdf?Status=Master



제4장 외국 건강증진기금사업 사례 비교분석  141

  다. 스위스 Health Promotion Switzerland

스위스의 공중보건 정부기관은 공중보건 연방사무소(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 FOPH15)이다. FOPH는 스위스에 살고 있는 모든 사

람들의 건강증진 및 좋은 건강유지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건강증진, 약물 오남용 예방, 식품안전, 역학 및 감염성 질환, 

소음 및 방사능 보호, 화학물질 및 독성 평가 및 점검, 줄기세포 연구 및 

생물학적 테러, 건강 및 상해보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위스 정부기관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을 뿐 실제 건강증진사업은 스위스 건강증진재단(Health Promotion 

Switzerland)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 건강증진재단의 관리조직은 감사(audit) 및 위원회(Council) 

운 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스위스 내무부(Swiss 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가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스위스 연합회의 위원회

(Commissions of the Councils of the Swiss Confederation)에 보

고한다. 스위스연합 위원회(The Council)는 17명의 대표자(4년 임기)로 

구성되는데 주 정부, 연방정부, 건강보험, 상해보험, 보건전문가 조직 및 

NGO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진다. 9명의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는 Health Promotion Switzerland 전략 개발 및 활동 평가를 지원한

다16).

Health Promotion Switzerland 에는 스위스의 건강증진 조직을 이끌

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가적 표준에 부합한 30여 명의 전일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15) http://www.bag.admin.ch/index.html?lang=en
16) http://www.healthway.wa.gov.au/profile/corporate-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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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스트리아 Aust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 
FGÖ(Fonds Gesundes Österreich)

오스트리아 연방기구 - FGÖ 의 관리체계는 이사회(the FGÖ Board), 

자문위원회(the Project Advisory Committee), 행정 사무국(the 

Administrative Offi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사회보장, 교육, 재정 부처 등 다양한 부처 및 기

관과 단체에서 추천된 13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Federal Ministry for Social Security and Generations

 ② Federal Ministry for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③ Federal Ministry for Social Security and Generations

 ④ Federal Ministry for Social Security and Generations  

(Family Issues)

 ⑤ Federal Ministry of Finance

 ⑥ Governor's Conference

 ⑦ Conference of Health Specialists of the Austrian Federal  

Provinces

 ⑧ Association of Austrian Cities and Towns

 ⑨ Association of Austrian Cities and Towns

 ⑩ Austrian Chamber of Physicians,

 ⑪ Austrian Chamber of Pharmacists,

 ⑫ Main Association of Austrian Social Security Institutions,

 ⑬ Association of Austrian Insurance Companies

자문위원회(The Project Advisory Committee)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으로 최소한 3명 이상의 지명 위원은 오스트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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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속이어야 한다. 행정사무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지속적

으로 실행할 책임을 가지며, 관리직, 보건전문가, 행정직, 업직 직원으

로 구성되어 있다. 

  마. 태국 ThaiHealth

태국 ThaiHealth는 2개의 이사회 즉, 운  이사회(Governing 

Board)와 평가 이사회(Evaluation Board)를 두고 있는 점에서 다른 국

가들과 차이가 있다. 두 개의 이사회는 행정 내각에 의해 임명되며 동등

한 위상을 가진다. 

관리이사회는 21명의 이사들로 구성되며 정책, 전략, 관리구조 및 다른 

지침을 하달한다. 이사장은 수상 또는 수상이 추천한 사람이며, 제1 부이사

장은 보건부 장관, 제2 부이사장은 각료회의에서 추천된다. ThaiHealth의 

사무총장(manager)은 이사이며 동시에 이사회의 간사이다. 평가 이사회

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ThaiHealth가 투

명하고 효율적으로 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책임을 

가진다. 평가 이사회의 위원장은 전문가인 대학의 교수가 맡고 있으며 8

명의 위원 중 교수를 포함 7명의 박사급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에서 정해진 정책과 방침의 실행책임은 사무총장이 지고 있는

데, 최근 바뀐 조직도를 살펴보면 사무국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무총장 밑에 예산회계, IT, 인사를 담당하는 사무차장

(deputy manager)과 대외협력 등 소통과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부

차장(assistant manager) 직제가 추가되었다17). 실무조직은 원래 8개 

17) 변경 전 조직도:  7th INHPF Annual Meeting 2007, Canada, 정애숙(2008), 외국
의 건강증진 기금운  및 활용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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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던 것이 전략과 역량개발(Strategy and Capacity), 학술개발

(Academic Development) 부서가 추가되어 10개 부서가 되었다. 10개

의 실무부서는 다음과 같다.

∙  Section 0: Central administration(행정전반에 대한 책임)

∙  Section 1: Health Promotion & Primary Risk Factor 

Reduction(금연, 절주, 교통사고예방 기획 감독)

∙  Section 2: Health Promotion & Secondary Risk Factor Reduction 

(건강위험요인 통제, 보건교육, 조직-단체-의 건강증진 등 감독)

∙  Section 3: Community-Based Health Promotion(지역사회 

건강증진, 통합적 국가 보건정책감독 -“Healthy Thailand")

∙  Section 4: Health Promotion in Organization(조직 혹은 단체의 

건강증진 감독)

∙  Section 5: Social Marketing(신체활동증진 및 사회마케팅 감독)

∙  Section 6: Open Grants (일반적 혹은 혁신적 사업 감독)

∙  Section 7: Health System Development(보건의료전달체계, 사회적 

자본과 제도 개발 감독) 

∙  Section 8: Strategy and Capacity Development  

∙  Section 9: Academic Development 

3. 재원조달

건강증진기금을 별도로 운용하는 국가들의 2010/2011 회계연도 기준 

건강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원천과 조달금액은 다음과 같다.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담배와 알코올 소비세(태국), 담배세(1996년

도 이전의 호주), 부가가치세(오스트리아), 국고지원(1996년 이후 호주) 

및 건강/질병보험(스위스)으로부터 안정적인 조달 원을 가지고 있다. 담

배와 알코올음료 소비세로부터 재원 조달하는 태국이 연간 총액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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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직 재원

재원규모

1인당
($US)

연간총액
($US m)

오스트리아 Austrian Health Promotion Fund 부가가치세 1.2 10.3

호주
(Western)

West Austral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Healthway)

초기: 담배세
현재: 국고보조

8.3 23.1

호주
(Victoria)

The Victo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VicHealth)

초기: 담배세
현재: 국고보조

5.5 36.4

스위스 Health Promotion Switzerland 의료보험료 2.2 17.0

태국 태국 건강증진재단(ThaiHealth) 주류세와 담배세 1.2 100

원(1달러=1,000원 기준)으로 가장 많고, 국고에서 지원되는 호주의 

Healthway가 인구 1인당 8천원(1달러=1,000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예

산을 건강증진에 투자하고 있다.

〔그림 4-4〕 태국 ThaiHealth의 관리구조18)  

자료 : Thaihealth(2012), Ten-year review of thaihealth promotion foundation

〈표 4-1〉 국가별 건강증진기금 재원조달 형태와 규모

자료: SEATCA(2011), Lessons Learned in Establishing a Health Promotion Fund

18) http://www.hpfoundations.ne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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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증진 활동

  가. 호주

1) Vichealth

VicHealth는 1987년 제정된 금연법에 명시된 임무에 따라 전략적 방

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의 방향, 국가 및 

WHO 헌장과 선언과 같은 국제적 건강증진 우선순위를 따르고 있다. 

VicHealth의 2009~2013 전략과 사업기획을 보면, 특히 물리적, 사회

적, 경제적 환경에 있어서 참여 확대와 보건문제 우선순위 역에서 역할 

초점을 두고 있다. 전략적 우선순위의 핵심은 건강불평등이다. 다루고 있

는 주요 보건문제는 다음과 같다. 

∙ 담배소비(tobacco consumption)

∙ 과체중과 비만(overweight and obesity)

∙ 신체활동(physical inactivity)

∙ 사회적 소외(social exclusion)

∙ 차별(discrimination)

∙ 폭력(violence)

∙ 알코올 남용(alcohol misuse)

∙ 사회경제적 불리와 열악한 건강의 연계(the links between social 

and economic disadvantage and poorer health)

∙ 자외선 보호(UV protection)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및 주 정부차원의 우선순위는 암, 당

뇨, 심혈관질환, 관절염 등 근골격계 문제, 천식, 손상의 예방, 그리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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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불안, 우울을 포함한 정신보건 문제에 두고 있다19)

2) Healthway

Healthway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인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건

강한 생활습관, 정책 및 환경을 개선 및 촉진하고,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보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ealthway는 근거중심, 협력적 접근방식을 통해 2008~2011년의 전략

적 기획을 개발하 다. 여기에는 이전 기획의 성취도에 대한 평가, 

Western Australia 대학의 건강증진 평가본부에 의한 건강 우선순위에 

대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검토,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전체의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다방면에 걸친 개방적 자문이 포함되었다. 전략적 

기획을 통해 핵심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과 전략을 구체화 하 으며 다음

과 같이 건강결정요인, 위험요인, 우선순위 문제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역을 설정하 다20).

∙ 건강결정요인: 개인, 사회, 환경요인

∙ 위험요인: 양결핍, 신체 활동 저조, 흡연, 음주, 약물남용, 성행동, 

자외선 노출

∙ 우선순위 문제: 정신건강, 비만과 과체중,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손상, 근골격계 질환, 천식의 예방

Healthway는 2008~2011 기간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네 가지 주제를 

불평등 감소, 근거 구축과 활용, 유지 가능한 변화, 미래의 투자로 정하 다.

19) VicHealth Strategic framework 2009-2013, www.vichealth.vic.gov.au)
20) http://www.hpfoundations.net/sites/default/files/page/2010/08/healthway_ 

strategic_pl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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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인들의 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 원주민, 시골 및 외딴 지역사회,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불리한 

계층, 기타 불평등이 존재하는 집단을 선정하고, 건강불평등이 존재하는 인

구집단의 건강개선에 초점을 강화하고, 건강불평등 결정인자와 조절인자에 

대한 지식과 이해 향상, 불평등을 경험하는 집단을 확인하고 지원한다. 

근거중심의 건강증진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결과를 효과적

이고 유지 가능한 정책과 실무로 전환하고, 연구와 평가의 질에 대한 지

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시간이 경과해도 중재에 대한 건강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통

해 달성될 수 있는 유지가능한 다양한 변화 방식을 인식하고 지원하며, 건

강증진을 유지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평가를 지원하고 중재의 

효과가 얼마나 유지가능한지 검토하고, 행동, 사업 또는 정책의 지속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증진 역량 구축을 위한 미래의 투자는 효과적인 건강증진 인력 개

발, 보건 이외의 부문에서 건강증진 기술의 개발, 높은 질의 혁신적 효과

적 건강증진 업무가 지속되도록 개인과 집단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교육

한다. 

Healthway의 건강증진사업은 담배와 알코올의 위해 감소, 과체중과 

비만 예방, 정신건강과 안녕 개선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접근방

법으로 파트너십, 통합, 옹호, 촉진, 생활터 중심의 접근을 제시하 다. 

  나. 스위스

스위스 건강증진 추진 기관인 Health Promotion Switzerland는 건

강한 지구, 건강한 사회에서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3가지 건강증진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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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7-2018(12년간)까지 비교

적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강화, 건강한 체중, 직장 

건강증진 등 세 가지 핵심 역을 시행하고 있다21).

∙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강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활동과 프로젝트

∙ 건강한 체중: 특히 스위스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아동과 청소년에 

초점

∙ 직장 건강증진: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건강증진과 예방 역에서는 기관별 조정과 네트워킹을 강조하고 있

으며 국제적 전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Long-term 

Strategy of Health Promotion Switzerland 〔2007–2018〕, 2006).

∙ 모든 주(cantons)들은 건강증진과 예방정책을 실행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모든 주들은 건강증진과 예방 담당 공무원을 임명한다.

∙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자들과 그들의 이익집단들이 건강증진과 예방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일반 대중들은 건강증진과 예방이 그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

인 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건강조사).

Health Promotion Switzerland는 전략에 있어서 특히 질(quality) 

관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건강증진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

한 Swiss Model For Outcome Classification (SMOC)과 프로젝트 관

리와 질 보장을 위한 도구 Quint-essenz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21) http://www.gesundheitsfoerderung.ch/index.php?linkstate=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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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스위스 건강증진사업 성과 모델 (Swiss Model For Outcome Classification, SMOC)

자료: Health Promotion Switzerland website(http://www.gesundheitsfoerderung.ch/ 
pages/Gesundheitsfoerderung_und_Praevention/Tipps_Tools/ergebnismodell.php 

건강한 체중(healthy bodyweight)은 스위스 건강증진의 세 가지 핵

심 역 중 하나로서 특히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아동과 청소년에 초점

을 맞추어 양과 신체활동에 대한 국가적 사업(National Programme 

on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 NPNPA 2008–2012)을 실시하

고 있다. 이 사업은 양과 신체활동 분야에서 연방 보건청(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 연방 스포츠청(Federal Office Sports), 주 

정부, Health Promotion Switzerland 및 다른 중요한 활동가들에 의

해 개발되었으며, 적절한 양과 적당한 신체활동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의 연방회의(The Federal Council)는 2008

년도에 사업을 승인하고 연방 내무부(the Federal Depar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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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Affairs; FDHA)에서 실행하도록 의무화 하 다.

Health Promotion Switzerland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연령군에 

맞춘 신체활동에 대한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출산전후 아 (0–1 year)

∙ 아동 (2–3 years)

∙ 취학전 아동 (4–6 years)

∙ 학동기 아동 (7–13 years)

∙ 청소년, 청년 (14–20)

∙ 성인, 부모

그 외에도 스위스는 직장 건강증진을 중요시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신보건과 스트레스에 초점을 둔 직장 건강증진은 세가지 핵심

역 중 하나이다. 스위스의 전체인구(780만 명) 중 절반 이상인 400만 명 

정도가 직장에 다닌다. 건강하고, 동기부여 되고, 준비된 근로자들은 스

위스 미래를 위한 사회경제의 원동력이라는 신념으로 직장건강증진을 위

한 6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① “Friendly Work Space®” 인증과 함께 직장 건강관리의 표준과 

기준 수립

② KMU-vital, S-Tool과 같은 직장 건강증진 도구 개발

③ 직장 건강증진 투자에 대한 향과 회수(return)에 대한 기술: SWing

④ 의사결정자의 확신: 설득력 있는 논쟁, 질문과 답변 발간

⑤ 지역, 스위스 직장건강증진 연합, 직장건강증진 유럽네트워크와 제

휴 및 네트워크 지원

⑥ 직장건강증진 확산: 컨퍼런스, 고급 훈련 등

직장 건강증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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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ly Work Space® : 직장건강증진을 일반 경 의 일부로 통

합하여 고려하는 최적의 조직 편제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에 

수여하여 인증한다. 

∙ S-Tool–the stress barometer for your enterprise!: 2010년 8월 

중순부터 인터넷 기반 주관적 경험에 의한 스트레스원과 자원 분석, 

현재의 근로자 안녕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 도구를 제공하고 있

다. 설문조사는 여러 언어로 이용가능하며, 설문지는 스트레스 현상

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척도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구성되어 있

다. S-Tool은 생산된 결과를 기업체의 회사 및 부서에 자동으로 제

공한다(https://www.s-tool.ch).

∙ SWiNG–instruments against stress prevention: SWiNG 프로젝

트(stress management, effects and benefits of workplace 

health promotion)는 직장건강증진이 실행되는 동안 얼마나 가치

가 있는지를 기업과 근로자에게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는 

2008-2011까지 전체 5,000명이 넘는 근로자들과 함께 8개의 대기

업에서 수행되고 있다22).

∙ KMU-vital: 중소기업의 직장건강증진에 대한 포괄적 도구이다. 상

급관리자와 착수 워크숍을 한 뒤에 3-모듈을 통해 회사의 상황을 분

석(설문조사 2회와 1회 건강 순환)하고, 6-모듈을 통해 분석에 의해 

확인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23)

∙ KMU-vital–a Web-based programme for workplace health 

promotion: Health Promotion Switzerland는 무료로 직장건

강증진을 위한 인터넷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1,300개 이상

22) http://www.gesundheitsfoerderung.ch/pages/Betriebliche_ 
Gesundheitsfoerderung/Tipps_Tools/module_swing/index.php?lang=e

23) www.kmu-vital.ch 



제4장 외국 건강증진기금사업 사례 비교분석  153

프로그램 2011 2010 변화

전체 15,079,433 16,610,428 -1,530,995

효과 및 지식관리 1,025,068 1,410,054 -384,986

건강진흥 및 질병예방 강화 1,662,037 1,966,755 -304,718

혁신 프로젝트, 1,049,526 1,243,509 -193,983

건강한 체중 6,029,474 5,568,402 461,073

정신건강, 스트레스 3,275,071 3,084,826 190,245

커뮤니케이션 2,038,256 3,336,883 -1,298,627

의 기업들의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다24)

∙ Life Domain Balance: 이것은 중소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자신

의 기업이 인생 역 균형(Life Domain Balance)의 어느 위치에 있

는지 보여주고 기업의 추가 조치를 위한 기획과 실행을 지원한다.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위스 건강증진재단은 2011년 기준 보험

료를 통하여 17,712,960 CHF(환화 약 214억 원)의 수입으로, 그 중 약 

10%정도(16,809,040 CHF, 한화 약 19억 원)를 인사 및 행정경비 등 운

비로 사용하 으며, 85%(15,079,433CHF, 한화 약 182억 원)를 프로

젝트 및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하 다25). 

〈표 4-2〉 스위스 건강증진 재단 프로그램별 지출 내역

(1 스위스 프랑(CHF) = 약 1,207원)

자료  : Health Promotion Switzerland26)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예산 182억 원 중 효과 및 지식관리에 12억 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20억 원, 혁신프로젝트에 13억 원, 건강한 체중

에 73억 원,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에 40억 원 및 커뮤니케이션에 25억 

24) www.kmu-vital.ch
25) GFS_GB2011_deutsh.pdf
26) http://www.gesundheitsfoerderung.ch/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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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을 사용하 다. 2010년에 비해 지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과 건강한 체중을 위한 사업비는 증가하 음을 볼 수 있다.

  다. 오스트리아 Aust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 

FGÖ(Fonds Gesundes Österreich)

오스트리아는 FGÖ(Federal Gesundes Österreich)를 통하여 가능한 

많은 오스트리아인들에게 유용한 건강한 생활습관과 건강한 생활터를 만

들기 위해 설립되어 프로젝트 촉진, 활동과 캠페인 개발, 협력체계 구축

을 위한 촉매로서 활동한다. FGÖ는 건강증진을 위한 지식을 전달하고, 

프로젝트를 촉진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구조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 활동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FGÖ는 적절한 구조와 네트워크 개발, 건강에 적절한 정보와 교육, 자

조 운동 지지와 지속적인 교육, 연간 건강증진 컨퍼런스 및 예방 회의의 

행사 및 구심점으로서 활동 하고 있다. FGÖ의 우선순위 역은 지역사

회, 작업장 및 학교 등 다양한 생활터에서 심혈관 건강을 다루는 장기적

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27).

  라. 태국

태국의 건강증진기구인 ThaiHealth는 ‘태국 국민들을 위한 웰빙의 지

속가능성’(The sustainability of well-being for Thai people)을 비

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강증진을 위한 전략으로서 지식, 정책, 사회 등 

세부문의 역량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산으

27) http://www.hpfoundations.net/roles-of-hp-foundations/strategic-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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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르는 삼각형(The Triangle that Moves the Mountain)의 개념을 

도입한 “Tri-Power Model"를 제시하 다.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부문은 (1) 연구를 통한 적합한 지식 

창출, (2) 사회적 운동, (3) 정치적 개입이다(그림 4-6 참조). 

〔그림 4-6〕 태국 ThaiHealth의 건강증진 전략 모형

자료  : http://en.thaihealth.or.th/about/strategy 

ThaiHealth는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한다.

∙ 담배와 알코올 통제, 교통사고 예방, 신체활동 지원

∙ 4개의 취약집단 건강증진: 노인, 근로자, 장애인, 이슬람교인

∙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 비만,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약물남용, 식

품안전 위험 감소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과 일관된 국가 보건정책

∙ 조직단위 건강증진과 청소년 아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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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마케팅과 후원

∙ 개방형 보조금 및 공공부문 보건 프로그램에서의 건강증진

개방형 보조금은 건강증진을 향한 다양한 참여자 및 네트워킹을 강화

하기 위하여 문제 중심의 접근(Issue approach), 생활터 접근(setting 

approach), 지역 접근(Area approach), 및 표적집단 접근(Target 

group approach) 등 네 가지 채널을 가진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어

떤 단체(조직)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형 보조금(Open Grants)과 

ThaiHealth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선행 보조금(Proactive 

Grants)지원을 제도화 하고 있다28). 

제2절 건강증진기금 비운용 국가들의 건강증진 사업

본 연구에서는 건강증진기금 운 국가와 비교를 위해서 기금을 운 하

지 않은 형태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국, 미국, 일본, 캐나다의 4

개국 사례를 법제도, 거버넌스, 건강증진활동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1. 법제도

  가. 영국

국은 별도의 국민건강증진만을 위한 법령을 갖지 않는 대신 포괄적인 

국민보건에 관한 법률인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28) http://en.thaihealth.or.th/about/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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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에 공공보건서비스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최초로 제정되었던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은 현재 폐지되고 「1977년 국가보건서비스

법」과 「2006년 국가보건서비스법」의 적용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2012

년 보건복지법(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이 제정되면서 

NHS법 조항 외에도 건강보호, 건강향상 관련 내용 등 많은 부분이 추가 

혹은 개정되었다.

「1946년 국가보건서비스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정부가 전체 

인구의 50%정도(특히, 여성, 어린이 및 노약자)가 의료보험제도의 혜택

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 다. 당시에는 특히 지역적으로 의료

제공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의사들이 부유한 지역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 다29). 이에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을 근거로 하여 1948년에 국가보건서비스제도

(National Health Service, ‘NHS’)가 도입되었다.

기본적으로 NHS 제도는 종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모든 비용을 조세로 충당했으나, 재정 

부담으로 인해 1951년부터 조제약과 안경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일부 비

용을 분담하도록 하 다. 

「2006년 국가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2006)」에

서도 보건부장관의 보건서비스제공의무를 재천명하면서 보건서비스기관 

및 각종 의료서비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을 살펴본 바, 국은 최근까지도 건강증진 보다는 국가차원의 보건

서비스 제공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2012년 「보건복지법(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의 

29) Steven R. Keener,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rigins and Structure of 
Public Health Financing for HIV Care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83 
Notre Dame L. Rev. 1357, 1358-135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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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장관의 책무(The Secretary 

of State's duty as to protection of public health)와 국민건강 향상

(Duties as to improvement of public health)이 추가되어 예방이나 

건강증진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법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호에 대

한 장관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 적절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단계로서 연구의 수행

∙ 미생물학 또는 다른 기술 서비스(실험실 등)의 제공

∙ 예방접종, 면역,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나 시설 제공

∙ 교육훈련 제공

∙ 정보와 조언 제공

∙ 인력, 시설 등 서비스 가용성 확보

또한, 지역 당국과 장관의 국민 건강향상을 책무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

고 있다. 

∙ 정보와 조언의 제공

∙ 건강한 삶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서비스 또는 시설 제공

∙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서비스 또는 시설 제공

∙ 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선택하는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재정 인센

티브 제공

∙ 거주시설,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상의 어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을 돕는 지원(재정지원 포함)

∙ 건강 향상 분야 근무자 및 구직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공 또는 참여

∙ 인적 및 시설 서비스 가용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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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국

미국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은 연방법전(United State Code; USC) 

제42편 복지 및 후생(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제300u조 이

하(제300u조~제300u-9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제6A장(보건서비스) 제

15절(건강정보 및 건강증진)에서 건강증진, 예방보건서비스, 보건교육 등

에 대한 전략 수립,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300조: 장관의 일반적 권한   

∙ 300u-1조: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교부금지원 및 계약,  장관의 권한, 

신청심사, 기타기능, 공공대상 정기조사 

∙ 제300u-2조: 지역 보건사업에 대한 교부금 지원 및 계약

∙ 300u-3조: 정보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교부금 지원 및 계약, 장관의 

권한

∙ 300u-4조: 대통령 및 의회 제출용 현황보고서, 보험보장과 관련한 

보건교육 예방보건서비스에 관한 연구 

∙ 300u-5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연구 시범센터 

∙ 300u-6조: 소수민족 보건청

∙ 300u-7조: 청소년 보건청

∙ 300u-8조: 양공급과 건강에 관한 격년 보고서

미국에서 특징적인 것은 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이 

반 될 수 있도록 지출승인 금액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제300조~제300u-4조의 이행을 위하여, 각 회계연도 별로 필요한 

지출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수민 보건청과 청소년 보건청에 대해

서도 지출 승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건강증진만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없는 미국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상황이나 정치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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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증진관련 사업도 향을 받기 마련인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지

출승인 금액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

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건강증진/예방보건서비스/보건교육에 관한 현황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대통령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행된 각 활동과 각 활동별 목표달성도

② 건강정보 및 건강증진, 예방보건서비스, 보건교육 관련 프로그램 추

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분석과 위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 및 기타 

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

③ 수립된 목표와 전략, 개발된 모델과 표준, 연구 결과

④ 건강정보 및 건강증진, 예방보건서비스, 보건교육 관련 입법에 대한 

장관의 제안사항

건강증진을 추진할 연구센터 및 다학제적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

도 눈여겨볼만 한다. 대학의료센터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

시범센터 설립, 유지 및 운 을 목적으로 한 교부금 지원 또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00u-5조). 이 조항에 따라 설립, 유지, 운 되는 

센터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위험요소 평가방법의 개선과 관련한 연구 및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분야의 새로

운 혁신적 연구결과의 시범장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30) 

30) 센터의 조건은 대학의료센터내에 위치하면서, 공중보건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복수학
과로 구성되며 의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사업, 교육, 경  등 분야의 관련단체들과 협
력관계를 맺고 있는 학부를 보유하여야 하며, 질병예방과 관련한 대학원생 훈련 프로그
램을 보유하여야 한다. 역학, 생물통계학, 사회과학, 행태 및 환경보건학, 보건행정분야
에 관한 핵심학부를 보유하여야 하며, 질병예방 분야의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있어야 한
다. 공중보건 또는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도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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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는 각 인구층 및 지역사회에 대한 사후 추적 연구 및 향후 추

적연구를 포함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분야의 연구, 특정 인구층에 대한 

적절한 지역사회 활동과 조직화 기법, 기타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동기

부여를 활용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관련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범사업

의 효과평가 연구 등을 수행하며, 평가연구의 경우 평가대상 시범 프로젝

트가 착수되기 전에 기획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에는 센터의 공평한 지역배치와 연간 지출승인 금액도 명시되어 있

다. 건강증진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단기 연구과제 위주의 일반 

및 정책과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장기 추적연구 및 장단기 성과평가 등의 

연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증진 

연구센터의 기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보호 및 지급 가능한 보장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31)에서는 ‘국가예방․건강증진 및 공중보건위원회(National 

Prevention, Health Promotion and Public Health Council)32)33)’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34). 이 위원회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내에 설치되며, 정부가 예방증진 및 건강증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 및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해서 Surgeon General 휘

하에 연방정부의 20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31) PL 111-148임.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와 함께 “the Affordable 
Care Act”로 불림.

32) 위원회 : http://www.healthreform.gov/newsroom/preventioncouncil.html

      http://www.cdc.gov/policy/resources/new_council.pdf )
33)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executive-order-establishing-    

national-prevention-health-promotion-and-public-health
34) 제IV편(TITLE IV) 만성질환 예방 및 공중보건 향상(PREVENTION OF CHRONIC 

DISEASE AND IMPROVING PUBLIC HEALTH), Subtitle A, Sec.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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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본

일본은 담배세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1978년부터 최근까지 3차에 걸쳐서 국가 주도의 제1차 

국민건강증진운동(1978~1988년), 제2차 국민건강증진운동(1988~2000

년, “액티브80건강계획”), 제3차 국민건강증진운동(2000년~현재, “건강

일본21”)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제3차 “건강일본21”은 초기에는 법적인 근거 없

이 후생노동성의 정책으로 실시되었다가 현재는 「건강증진법」(2002. 

8.2. 법률 제103호)35)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건강증진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방침 등의 수립, 제3장 국민건강・ 양조사 등, 

제4장 보건지도 등, 제5장 특정급식시설, 제6장 특별용도표시 및 양표

시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4-3 참조).

  라. 캐나다

캐나다의 국민건강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1984년 제정된 연방법인 

「캐나다 보건법(Canada Health Act)」으로 각 주(province) 및 지역

(territory)에서의 의료보험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는 캐나다 거주자의 신체 및 정신적 안녕

(well-being)을 증진하고 재정 및 기타 장벽 없이 보건서비스에 접근하

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36). 

35)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c%92%8d%4e%91% 
9d%90%69%96%40&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
PE=2&H_NO_NO=&H_FILE_NAME=H14HO103&H_RYAKU=1&H_CTG=1&H_YOMI_GUN=1
&H_CTG_GUN=1

36) Canada Health Act, 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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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일본의 건강증진법

일본의 「건강증진법」

○ 제1장 총칙

- 목적 : 급속한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에 수반하여 국민건강증진의 종합적

인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

치를 강구함.

- 의무 : 국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실시자(보험회사, 학교 등)의 

책임과 상호협력의무의 부과.

 

○ 제2장 기본방침 등의 수립(“건강일본21”을 법제화)

- 기본방침 수립(후생노동대신)

  ① 국민건강증진 추진에 관한 기본방향

  ② 국민건강증진 목표에 관한 사항

  ③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정촌(市町村)의 계획수립 관련 기본사항

  ④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조사・연구에 기본사항

  ⑤ 건강증진사업실시자 간의 협력에 관한 기본사항

  ⑥ 식생활, 운동, 휴양, 흡연, 음주, 치아 및 기타 생활습관 관련 지식보급

  ⑦ 기타 국가건강증진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건강증진계획 수립

- 후생노동대신의 건강진단실시지침 수립

○ 제3장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 국민건강 및 영양조사 실시

- 생활습관병(성인병) 발생상황의 조사

○ 제4장 보건지도 등

- 시정촌의 영양개선 및 생활습관 개선에 관한 상담 및 보건지도

- 도도부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영양지도 등 보건지도

○ 제5장 특정급식시설

- 특정  급식시설의 영양관리

- 학교, 관공서 등에서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흡연방지조치 강구

 ○ 제6장 특별용도표시 및 영양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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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건강증진을 포함한 공중보건을 위한 권위있는 기구는 비교

적 최근에 설립된 공중보건기관(The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이다. 공중보건기관과 관련된 법률은 「인간병원체 및 독소법

(Human Pathogene and Toxin Act)」37), 캐나다인의 건강을 유지 증

진하기 위한 장관의 권한, 의무, 기능을 설정 「보건부 법(Department of 

Health Act)」38), 보건부를 지원하는 공중보건기관의 목표, 장관의 권한, 

의무, 기능 등과 공중보건기관장의 권한, 의무, 기능 등을 규정하는 「캐나

다 공중보건기관법(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Act)」39) 등이 있다. 

「캐나다 공중보건기관법(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Act)」에는 장

관, 기관장, 보고서 제출, 인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법으로 1990년에 제정된 「건강보호 및 증진법(Health 

Protection and Promotion Act)」가 있는데, 전염병에 대한 의사의 보

고의무나 환자의 격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거버넌스

  가. 영국

건강증진사업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소관이다. 보건부

에는 국 전역에 걸쳐 2,160여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24개의 정부 혹

은 비정부 지원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증진 관련해서는 Executive 

Agency 중 하나인 Public Health England의 지원을 받고 있다40). 

37) http://lois-laws.justice.gc.ca/eng/acts/H-5.67/FullText.html
38)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H-3.2/index.html
39) http://lois-laws.justice.gc.ca/eng/acts/P-29.5/page-1.html
40)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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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등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보건부의 지원기구인 Public 

Health England(이하 ‘PHE’)41)는 대부분 과학자, 연구자 및 보건 전문

가들로 구성된 5,500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15개의 지역센터

(local centres)와 4개의 권역(north of England, south of England, 

Midlands and east of England, and London)로 구성되어 있다. PHE

는 2013년 4월에 70개 이상의 단체들로부터 보건전문가들을 모아 단일

한 보건서비스로 가져온 것이다.

PHE는 최고 책임자(Chief Executive), 최고운  책임자(Chief op-

erating officer), 국장(director) 7명, 자문위원회 위원장(chair) 1명, 

권역별 국장 4명(regional director), 사무총장(chief of staff) 1명 포함 

모두 18명의 교수, 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에 의해 운 되고 있다. 

PHE는 명실 공히 보건부 산하 정부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운 진에 대거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PHE는 국가 건강보호 및 향상, 중앙과 지역, NHS, 산업, 봉사 및 지역

부문에서 불평등을 다루기 위한 미션으로42) 공중보건(public health), 

국가보건서비스(NHS),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안전과 비상사태

(public safety and emergencies) 등 네 가지 주제를 다루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하기 위한 책임을 가진다. 2013~2014년까지 PHE가 

설정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흡연, 고혈압, 비만, 양결핍, 정신건강 문제, 불충분한 운동 및 알코

올과 관련된 예방 가능한 사망과 질병부담을 줄임으로써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도록 지원

41)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public-health-england
42) Our mission is to protect and improve the nation’s health and to address 

inequalities through working wi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the NHS, 
industry and the 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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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불안, 우울, 약물의존을 포함 큰 향을 주는 조건의 예방, 회복

에 초점을 둔 질병과 장애로 인한 생애 부담 감소

∙ 항생제 치료 내성이 증가하는 감염을 포함한 감염성 질환, 환경적 위

해로부터 국가를 보호

∙ 건강방문, 학교 간호, 가족간호 참여 및 문제가정 프로그램

(Troubled Families)을 통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생애 최고의 

출발을 하도록 가족을 지원

∙ 건강한 삶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직원, 노동인력 전입 

및 전출자 들을 지원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직장 건강 향상

∙ 장소 기반(place-based) 공중보건 체계의 개발 개선

∙ 참여자들에게 전문적, 과학적, 전문성 전달을 제공하는 자체 역량 및 

능력 개발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고, 건강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중보건 역에서 국정부는 국민 모두가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하

도록 돕고, 질병의 위험과 향을 최소화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정책

들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순위 목록 정도만 소개하고 구체적

인 프로그램 등은 건강증진 활동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  약물 오남용 및 의존 감소

∙  모든 어린이들에게 생애 건강한 출발을 제공

∙  비만감소 및 양 개선

∙  흡연감소

∙  위해 음료 감소

∙  응급의료 기획

∙  암 생존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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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한 기구로는 노동부 산하 건강안전기구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가 있다43). 이 기구는 이사

회(Board)와 Senior Management Team에 의해 운 되는데44) 이사회

는 고용자, 근로자, 지역 당국 등이 포함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HSE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공단이나 산업보건연구원과 유사한 기능

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나. 미국

의료보험개혁법으로도 불리는 「환자보호 및 지급 가능한 보장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45)에서는 ‘국가예방․
건강증진 및 공중보건위원회(National Prevention, Health Promotion and 

Public Health Council)’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2010년 6

월 오바마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46)에 의해 설치되었

다47). ‘국가예방․건강증진 및 공중보건위원회’는 보건후생부 내에 설치되

며, 정부가 예방증진 및 건강증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및 리더

십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명령에는 위원회의 구성, 목표와 의무, 자문단 

운 , 전략, 행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부처 장․차관, 백악관 등의 범부처 관련 

각료들을 중심으로 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48). 

43) http://www.hse.gov.uk/aboutus/people.htm
44) http://www.hse.gov.uk/aboutus/hseboard/organisationchart.pdf
45) PL 111-148임.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와 함께 “the 

Affordable Care Act”로 불림.
46) 오바마 행정명령 원문: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executive-order- 

establishing-national-prevention-health-promotion-and-public-health

47) 제IV편(TITLE IV) 만성 질병 방지 및 공공보건 증진(PREVENTION OF CHRONIC 
DISEASE AND IMPROVING PUBLIC HEALTH), Subtitle A, Sec.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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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위원장은 The Surgeon General 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다음과 같이 여러 관련 부처의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  The Surgeon General, Council Chair

∙  보건후생부 장관(Secretary of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  농무부 장관(Secretary of Department of Agriculture)

∙  교육부(Secretary of Department of Education)

∙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Chairman, Federal Trade Commission)

∙  교통부(Secretary of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노동부(Secretary of Department of Labor)

∙  국토안보부(Secretary of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환경보호청(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국가약물 통제정책청(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  국내 정책 국장(Director, Domestic Policy Council)

∙  내무부 차관(Assitant Secretary, Department of Interior)

∙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  보훈처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주택 및 도시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재무부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48) http://www.hhs.gov/news/reports/nationalprevention2010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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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행정명령에 따르면 위원장은 반드시 Surgeon General이어야 하며, 

위의 20명의 위원 외에도 필요한 경우 위에 명시되지 않은 부처나 기구, 

위원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위원회의 목표와 의무

∙  연방수준에서, 모든 실무 부처 및 기구에 질병예방, 안녕, 건강증진, 

공공보건의료 체계,  통합 보건의료와 관련된 조정과 리더십 제공

∙  국가 예방, 건강증진, 공중보건 및 통합 보건의료 전략 개발

∙  대통령과 의회에 미국의 보건문제와 안녕, 건강증진, 공중보건 목표 

달성에 관한 제안

∙  개인과 지역사회 수준에서 예방, 통합 보건, 공중보건의 변화가능성

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중심의 모델, 정책과 혁신적 접근

∙  주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및 기타 인디안 부족 및 종족단체를 포

함한 이해당사자들을 포함, 공공자금의 지속적인 투입을 위한 과정 

설립

∙  법에서 지시한 보고서 제출

∙  기타 대통령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활동 수행

3) 자문단의 설치 및 역할

보건후생부(DHHS) 내에 예방․건강증진․통합 및 보건 자문단(Advisory 

Group on Prevention, Health Promotion, and Integrative and 

Public Health)을 설치, 위원장을 지원한다. 자문단은 25명을 넘지 않거

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정부 외부의 대표자들이어야 하며 통합의



170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료 실무자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자격 있는 다음과 같은 보건의료 전

문가 그룹을 포함해야 한다.

∙ 직장 건강증진(worksite health promotion)

∙ 지역보건 센터를 포함한 지역사회 서비스(community services)

∙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

∙ 건강지도(health coaching)

∙ 보건교육(public health education)

∙ 노인병학(geriatrics)

∙ 재활의학(rehabilitation medicine)

자문단은 생활습관에 의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통합의료 실행 및 

건강증진에 대한 정책개발, 프로그램 권고, 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4) 국가예방 및 건강증진 전략 수립

위원장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국가적 전략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 및 보완하도록 행정명령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 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건강을 위한 구체적 목적과 목표 설정

∙ 전략 실행을 위한 측정 가능한 활동과 일정, 일정추진을 위한 연방부

서 및 기구내 회의 책무 등 설정 

∙ 예방, 건강증진, 공중보건, 통합의료실행 등 가용한 표준과 질 및 일

관된 연방정부의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안 작성

5)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예: 2015년 1월 1일까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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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 위원회에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가 실행한 국가 전략 개발을 위한 활동 및 노력 기술

∙ 예방, 건강증진, 공중보건 목표 달성 진행도

∙ 생활습관(금연, 적절한 향, 정신건강, 행동 건강, 약물오남용, 폭력 

감시 등) 수정에 관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우선순위 목록 및 5대 사

망원인에 대한 예방적 측정

∙ 미국 보건후생부 Healthy People 2020사업의 측정가능한 목표달

성을 위한 과학에 근거한 사업( 양, 운동, 금연, 5대 사망요인 대상)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연방 보건사업과 센

터를 통합하는 특정 기획 포함(보건후생부 서비스에서 Healthy 

People 2020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목표를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인 

사업과 부서 포함)

∙ 미국 CDC(질병통제 및 예방)의 과학적 예방 권고와 전적으로 조화

된 연방 보건사업을 보장하는 특정 기획

∙ 보건후생부 외부의 모든 예방사업 들이 CDC가 개발한 과학적 지침

에 근거하도록 보장하는 특정 기획

6) 행정에 관한 사항

∙ 보건후생부는 위원회와 자문단에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가능한 재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모든 집행부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위원장이 위원회 기능

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하는 정보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 자문단의 위원들은 대가 없이 봉사하여야 하며, 다만 가용예산 한도 

내에서 일비 등 여행경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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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본  

일본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

정되어 있다. 일본 「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는 교육활동 및 홍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 

건강증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및 제공, 연구의 추진 및 건강

증진과 관련되는 인재의 양성 및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건강증

진사업 실시자, 기타 관계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원조를 주는 것에 노력하

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실시자는 건강보험 주체들

로 관련 법률 규정에 건강증진사업 실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 전국건강보험협회, 건강보험조합 또는 건강보험조합 연합회(「건강보

험법」 규정)

∙ 전국건강보험협회( 「선원보험법」 규정)

∙ 시정촌, 국민건강보험조합 또는 국민건강보험 단체연합회(「국민건강

보험법」 규정)

∙ 국가공무원공제조합 또는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연합회(「국가공무원

공제조합법」 규정)

∙ 지방공무원공제조합 또는 전국시읍면직원공제조합 연합회(「지방공

무원 등 공제조합법」 규정)

∙ 일본 사립학교 진흥ㆍ공제사업단(「사립학교교직원공제법」 규정)

∙ 「학교보건안전법」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하는 자

∙ 「모자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

∙ 「노동안전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

∙ 전국건강보험협회, 건강보험조합, 시정촌, 국민건강보험조합,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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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일본사립학교진흥ㆍ공제사업단 또는 후기고령자의료 광역연

합(「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규정)

∙ 「개호보험법」(1997년 법률 제12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

을 실시하는 시정촌

∙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

∙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자로, 정령으로 정하는 자

일본 「건강증진법」 제7조에서는 후생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의 종

합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방침에는 

건강증진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건강증진 목표, 도도부현의 건강증

진 계획 및 시정촌의 건강증진 계획의 채택,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 연구, 

건강증진사업 실시자 간의 제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습관에 관

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후생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도도부현은 주민들의 건강증

진 시책에 관한 ‘도도부현 건강증진계획’을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

가는 ‘도도부현 건강증진계획’에 근거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

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해당 사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생노동부 장관이 기본방침

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제8조).

후생노동부 장관은 생애건강증진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

여 건강진단 실시 및 그 결과의 통지, 건강수첩교부 등 건강증진사업 실

시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

로 건강진단에 관한 지침을 변경할 때도 총무장관, 재무장관, 문부과학장

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국민건강 양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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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후생노동장관으로 하여금 국민건강 양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

립건강 양연구소가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도도부현지사는 관할구역의 

국민건강 양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건강증진법에서」는 건강증진 기획과 평가 등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나 자문단 구성 등의 규정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라. 캐나다

캐나다에서 건강증진을 포함한 보건에 관한 주요 업무는 보건부

(Ministry of Health)의 공중보건기관(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PHAC) 소관이다49). 공중보건기관은 2003년 SARS의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4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2006년 12월에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Act」에 의해 법적인 기구로 승인

을 받았다.

공중보건기관의 일차적 목표는 캐나다인들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캐

나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및 손상예방, 감염성 질환 및 기타 건강위협

으로부터 일상생활을 통하여 더 나은 건강과 복지가 가능하도록 효과적

인 공중보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나아가 캐나다인들의 건강불평들을 

감소시키는데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

공중보건기관은 공중보건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하여 각 정부수준(지

방, 지역, 주) 상호간의 기술과 권한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식이나 전문성,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시민단체나 

업체 및 다른 국가 및 WHO 등의 국제조직 등의 비정부 조직과도 긴밀히 

49) http://www.phac-aspc.gc.ca/about_apropos/index-e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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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고 있다. 공중보건기관은 기관장(Chief Public Officer of 

Canada)이 이끌어 가고 있는데, 공중보건기관의 수장으로서 공중보건과 

공중보건국의 기능에 대하여 보건부 장관에게 자문하는 고위직 공무원이

며, 중요한 보건현안에 대하여 국민과 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연방 공중보

건 전문가이다. 캐나다 공중보건기관에서 건강증진 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다. 

∙ 건강증진 센터(Centre for Health Promotion (CHP)50)

∙ 아동 청소년부(Division of Childhood and Adolescence)51)

∙ 고령과 노인부(Division of Aging and Seniors)52)

∙ 건강한 소통부(Healthy Communities Division)

   - 가족폭력 예방(Family Violence Prevention)53)

   - 통합 범 캐나다 건강한 생활(Integrated Pan-Canadian Healthy 

Living Strategy)54)

   - 정신보건(Mental Health)55)

   -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Unit)56)

∙ 건강감시 및 역학부(Health Surveillance and Epidemiology 

Division)57)

   - 손상 및 학대 분과(Injury and Maltreatment Section)58)

   - 모아건강 분과(Maternal and Infant Health Section)59)

50) http://www.phac-aspc.gc.ca/centres-eng.php#chp
51) http://www.phac-aspc.gc.ca/hp-ps/dca-dea/index-eng.php
52) http://www.phac-aspc.gc.ca/seniors-aines/index-eng.php
53) http://www.phac-aspc.gc.ca/ncfv-cnivf/index-eng.php
54) http://www.phac-aspc.gc.ca/hp-ps/hl-mvs/ipchls-spimmvs-eng.php
55) http://www.phac-aspc.gc.ca/mh-sm/index-eng.php
56) http://www.phac-aspc.gc.ca/hp-ps/hl-mvs/hlu-umvs/index-eng.php
57) http://www.phac-aspc.gc.ca/hsed-dsse/index-eng.php
58) http://www.phac-aspc.gc.ca/hp-ps/inj_mal-eng.php
59) http://www.phac-aspc.gc.ca/rhs-ssg/index-e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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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증진 활동

  가. 영국

국 보건부의 지원기구인 Public Health England(PHE)의 공중보건

(public health) 부문의 정책 중 (1) 국가적 건강증진 캠페인 Change4Life 

(2) 약물 오남용 및 의존 감소 정책, (3) 모든 어린이들에게 생애 건강한 

출발 제공 정책, (4) 비만감소 및 양개선 정책, (5) 흡연감소 정책, (6) 

위해 음료 감소 정책 등을 건강증진 활동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기술하

고자 한다60).

1) 국가적 사회마케팅 캠페인‘Change4Life’사업

국 보건부는 비만을 억제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Eat Well, Move 

More, Live Longer’를 슬로건으로 한 첫 국가적 사회마케팅 캠페인 

‘Change4Lif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61). 이 캠페인의 목적은 식사, 활동

수준, 알코올 소비가 유의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족과 중년층 성인들

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Change4Life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건강행동을 권장한다.

∙ 5 A DAY: 매일 과일과 채소 5인분을 먹도록 방법 제시

∙ Watch the salt: 일일 염분 섭취량을 줄이고 성인 대상 6g 미만 섭

취하도록 조언

∙ Cut back fat: 식품에 함유된 지방(주로 포화지방) 정보 및 감소 방

60) https://www.gov.uk/government/topics/public-health
    단, 건강증진과 직접 관련이 적다고 판단되는 응급의료 기획, 암 생존율 향상, 2012 올

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통한 속적 유산 창조 정책 등은 제외하 다
61) http://change4life.icnetwork.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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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정보

∙ Sugar swaps: 식품에 함유된 당분에 대한 정보 및 건강한 선택을 위

한 제안 

∙ Choose less booze: 정부의 저 위험 지침 한도까지 성인 알코올 소

비량 감소 방안 

∙ Get going everyday: 성인 및 어린이들을 위한 능동적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

또한 ‘Change4Life’ 캠페인은 식이섭취나 신체활동 등에 초점을 둔 6

가지 하위 메시지인 ‘Bike4Life’, ‘Breakfast 4Life’, ‘Let's Dance with 

Change4Life’, ‘Play4Life’, ‘Swim4Life’, ‘Walk4Life’를 개발하여 다

양한 이벤트와 정보를 보급하여 건강한 생활 메시지를 확산시키는데 제

공되고 있다.

2) 약물 오남용 및 의존 감소 정책62)

약물중독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돕고, 불법 약물의 첫 경험을 하지 않

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다. 국에서는 2011년~2012년에 성인의 

8.9%가 불법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건

강, 안녕 및 삶의 질에 부정적 향을 끼치고 있다. 약물 비용과 관련된 

범죄로 국에서 매년 133억 파운드(한화 약 22조 8천억 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약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약물오남용을 줄이고 약물 의존자들의 성공적 회복을 돕고, 약물공급 억

제 및 약물 거래에 관여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찾기 위하여 국은 다음과 

62) https://www.gov.uk/government/policies/reducing-drugs-misuse-and-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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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① 청소년들이 약물 오남용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 비용 지원(예:  조기 중재 보조금 Business Rates Retention 

Schem 등)  

② 약물의존자들의 회복을 돕고 결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효과적 방

안 중재 프로그램     

③ 약물 오남용 위반자의 치료 지원, 의존성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

램과 재소자 치료지원 프로그램(‘recovery wings’ 사업) 

④ 최상의 지원 및 치료 서비스 방안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보 공유

⑤ 불법약물 공급 제한과 National Crime Agency와 공조체제 형성

3) 모든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생애출발(healthy start in life) 제공63)  

국의 공중보건 백서인 ‘Healthy Lives, Healthy People'(2010)에

서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생애 건강한 출발의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Healthy Child Programme, 건강 방문사 제도, Family Nurse 

Partnership을 위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생애에 걸쳐서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도록 한다. 

임신시기부터 어린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함으로써 나

중에 어린이들의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위기에 처한 가정에

서 자라는 아이들을 돕고, 부모들이 최상의 가능한 돌봄을 제공하도록 지

원하고, 나아가 어린이들의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가능한 건강을 지원하

고 임신시기부터 건강한 행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

고 있다.

63) https://www.gov.uk/government/policies/giving-all-children-a-healthy-start-in-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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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애 최상의 출발을 위한 가족 지원

∙ 임신 중 및 출산 후 미혼모 등 싱글 지원

∙ 분만 및 출산 시 1:1 조산사 돌봄(midwife care) 보장

∙ 출산 지원

∙ 산후우울증, 유산, 사산 경험 여성들을 위한 NHS의 지원 보장

②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모 지원사업

∙ 모든 부모들이 이용 가능한 Healthy Child Programme 제공

  이 사업은 부모와 아이의 유대관계 형성과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도록 돌봄을 격려하고,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통하여 심각한 질

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며, 건강한 식사와 신체활동으로 아동기 

비만 감소, 모유수유 권장, 조기발견을 위한 아동 건강·발달(예, 학습

장애), 안전문제 확인,  어린이들의 취학 전 준비 보장, 생애 후반기에 

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가진 아동 파악 및 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모아 건강을 지원하는 Healthy Start 프로그램

  임신한 여성과 어머니에게 매주 우유, 과일, 채소, 분유 바우처 제공, 

비타민제 무료 제공 

∙ 조기연령부터 건강한 생활 권장

   부모와 예비부모들에게 부모를 위한 NHS 서비스 정보를 이메일, 문

자, 비디오를 통해 정보와 조언 제공하며, ‘Start4Life’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에게 아동기 건강한 식사, 신체활동 향상 방법에 대한 조

언 제공

∙ 건강방문 서비스로 가족과 어린이 건강과 복지를 위해 특별히 훈련

된 간호사(건강방문사) 및 조산사의 건강방문 확대

∙ 예방접종 계획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예방접종의 편익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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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모성과 아동 상담치료 제공, 산후 우울증 증상

에 대한 방문 간호사 훈련

∙ 취약한 어머니를 둔 아동의 기회 향상을 위한 아동 건강발달과 약물

남용 방치 아동 감소 및 Family Nurse Partnership을 통한 지원

4) 비만감소 및 영양 개선정책

국인들 중 성인의 61.3%, 2-15세 어린이의 30%가 과체중 혹은 비

만이다. 과체중을 가진 사람은 2형 당뇨병, 심장질환, 각종 암질환의 위

험성이 더 높다. 고도비만을 가진 사람은 구직이 힘들고 자존감과 정신건

강에도 향을 준다. 과체중 및 비만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매년 50

파운드(약 8조 6천억 원) 이상의 NHS 비용이 소요된다. 국은 2020년

도까지 성인 비만 수준을 하향추세로 돌리고 아동 고도비만 하향추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국민의 건강한 선택 지원: 더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eat and drink 

more healthily), 더 활동적이도록(be more active) 지원

∙ ‘Change4Life’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식사와 신체활동에 관한 

조언 제공

∙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식품과 음료 라벨 개선: 식품과 음료 함유성분

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일치된 포장지 앞면 라벨시스템 개발

∙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번화가 업체 메뉴판에 열량정보 포함

∙ 신체활동 수준에 대한 지침 제공 

○ 업체의 책임감 강화: Public Health Responsibility Deal은 업체와 

단체가 직원과 고객들에게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4가

지 네트워크(알코올, 음료, 직장 건강, 신체활동)를 통해 사업체가 공

동의 책임을 갖도록 서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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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 섭취시 위해한 성분(예, 소금과 지방, 당분) 감소

∙ 5 A DAY에 도달하도록 더 많은 과일과 채소 섭취 권장

∙ 메뉴판에 열량 정보 기입

∙ 더 낮은 열량을 섭취하도록 함유 비율이나 제품 레시피 변화

○ 지역적 요구에 부합

∙ 지방의회에 공중보건을 위한 특별 예산 제공으로 과체중과 비만감소

를 위한 자체 계획 수립 허용(예, 체중감소 프로그램 제공)

∙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선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

록 관련 조직들과 함께하는 건강과 안녕 위원회 설치 권장

5) 흡연 감소 정책

국에서는 2007년도부터 거의 모든 직장과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

지되었으며, 2003년도부터 담배광고 금지, 2012년 4월부터 슈퍼마켓에

서 눈에 띄는 담배 전시가 금지되었다. Healthy Lives, Healthy People 

안에는 국 정부가 2011~2015까지 담배 통제를 위한 담배판촉 금지, 

담배 접근성 제한, 생산규제, 흡연자 금연 지원, 간접흡연 노출감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은 2015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18.5%로(2009년 기

준 21.2%), 15세 미만 흡연율 12%(2009년 15%), 임신여성 흡연율 

11%(분만 시 측정, 2009~2010년 14% 이상)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

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담배 판매 및 판촉 제한

∙ TV, 신문 광고 금지. 단, 소매상 전시를 통한 담배 광고는 허용. 

2015년 4월까지 모든 상점에서 눈에 띄는 전시를 제한할 예정(슈퍼

마켓에서는 이미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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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세 인상

∙ 흡연의지를 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지속적인 세금 인상 예정

○ 금연 캠페인

∙ ‘smokefree’ 캠페인: 담배 위해성 인식, 청소년 금연, 흡연자들의 금

연 격려, 가정과 차안에서 금연 권장

○ 전자담배(E-cigarettes) 위해성과 안전성에 관한 연구

6) 알코올 등 위해 음료 감소 정책64)

국에서는 흡연, 비만, 신체활동 결여와 더불어 알코올은 가장 큰 질

병과 사망의 행동적 위험요인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2010~2012년에 

120만 명의 알코올 관련 입원하 고, 1,5000여 명이 사망하 다. 국은 

2012년도에 정부의 알코올 전략을 발표하 다. 정부가 수립한 알코올 전

략은 음주 행동의 변화를 권장하고, 개인의 건강과 안녕,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과도한 음주를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검증단계

에 있는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한 ‘결과에 따른 보상(payment by re-

sults)’은 2010년도에 수립한 약물 전략인 'Reducing demand, re-

stricting supply, building recovery: supporting people to live a 

drug free life'에서 계획된 것이다.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 

정부는 알코올에 대한 행동변화, 취중 범죄 감소, 저위험지침(low-risk 

guideline)을 넘어선 성인 음주자 감소, 회식수 감소, 알코올 관련 사망 감

소, 11-15세 음주자와 음주량 감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

다.

○ 개인의 음주 행동 변화 지원

64) https://www.gov.uk/government/policies/reducing-harmful-drinking



제4장 외국 건강증진기금사업 사례 비교분석  183

∙ Change4Life 캠페인을 통해 음주의 위험성, 저 위험 지침, 음주 감

소 도구 및 팁 제공

∙ NHS 건강검진에서 40-45세 성인 대상 알코올 위험 평가 포함

∙ 주로 알코올 관련 문제로 곤경에 처한 12만 가족의 생활개선을 위해 

4억4,800만 파운드 지출(한화 약 7,700억 원).

∙ 적절한 치료와 추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알코올 관련 문제를 가진 

청소년 지원 모델 개발(GP, 부모에게 정보 제공 포함)

∙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병원 알코올 연락 간호사를 배치

∙ 책임감을 갖고 정보에 근거한 음주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코올 지침 재검토

○ 지역 알코올 서비스 개선 활동 착수

∙ 2013년부터 지방의회에 알코올 서비스를 위한 공중보건 보조금 지

급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합한 예방 및 치료서비스 제공 가능

○ 알코올 의존성 치료 향상

∙ ‘결과에 따른 보상(payment by results)’: 알코올 의존성 완전탈피, 

재발 감소, 건강과 안녕상태 개선

○ 기업과 책임감 공유

∙ ‘Public Health Responsibility Deal’: 기업들이 권고수준 내에서 

음주를 하도록 책임감 있는 음주 문화 고취에 동의

∙ 알코올과 건강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 수행: 단위 정보, 저 위험 음주 

지침, 2013년 12월까지 최소한 80%의 상품에 임신 중 음주 위험성

에 대한 경고문

∙ 주점과 매점에서 단순하고 일치된 용량 및 건강 정보 제공

○ 값싼 알코올 가용성 제한

∙ 음주 수요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가장 저렴한 알코올 가격 인상,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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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더 비싸게 인상하기 위한 단위당 최소가격 도입 고려

∙ 2-for-1과 같은 특별 세일 금지 고려

○ 청소년을 유혹하는 광고 금지

∙ 광고규제 위원회와 함께 알코올 홍보 광고 방법 검토, 온라인 및 사회

매체에도 광고규제위원회의 권한 적용, 약한 강도의 알코올 상품 홍

보 규제, 주류회사 웹사이트와 관련 소셜미디어에 사용되는 실제 연

령 확인시스템 개발

  나. 미국  

1) 국가 예방 및 건강증진 전략

미국의 건강증진 활동내용은 2010년 7월 1일 ‘국가예방․건강증진 및 

공중보건위원회’(National Prevention, Health Promotion and 

Public Health Council)가 국회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인 ‘국가예방 및 

건강증진전략’((National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Strategy)65)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에 담긴 전략에는 연방 차원의 

새로운 초점과 역량을 제공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The First Lady’s "Let’s Move!”사업

 아동기 비만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가적 해결방안

○ Solving the Problem of Childhood Obesity Within a Generation 

사업:  197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아동 비만율을 2030년까지 5%로 감소

○ The Surgeon General’'s Vision for a Healthy and Fit Nation 

65) http://www.hhs.gov/news/reports/nationalprevention2010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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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사업: 예방에 대한 조기 노력 확대 및 강화, 기회 설명

○ Communities Putting Prevention to Work 사업:

「미국 복구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른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지원을 가동하는 근거중심의 예방 

전략 사용 확대사업으로 주 정부에 의한 공중보건 활동 강화를 위한 보

조금 포함 

○ Ending the Tobacco Epidemic for the United States 사업:

 더 이상 보건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 담배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담배통제 전략적 액션 플랜

○ Toward Zero Deaths: A National Strategy on Highway Safety 

사업: 연방 직원들의 운전 중 문자 보내기 금지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 

증진사업 

○ The Safe Routes to School Program: 

 통학길 보행 및 자전거 도로 확충, 안전한 교통수단 제공하는 사업 

○ President’s Food Safety Working Group:

 세가지 핵심원칙(우선순위 예방, 감시 및 처벌 강화, 반응과 회복 향

상)에 근거한 식품안전에 초점을 둔 새로운 공중보건 수립

2) 국가보건전략 : Healthy People 사업 

Healthy People 사업은 미국 보건후생부(HHS;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주관 하에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보건기획이다. 예방 가능

한 질환, 장애, 사고, 조기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높은 질의 수명연장, 

건강형평성 달성, 건강불평등 제거 및 모든 인구집단의 건강수준 향상 등

을 목표로 ‘Healthy People 2020’에서는 총 42개의 중점과제, 60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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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를 선정하여 운 하고 있다. 최근에 수립된 Healthy People 

2020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활동을 하고 있다.66)   

Healthy People 2020의 틀을 보면 건강결정인자로서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개인행동, 보건서비스 및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Healthy People 2020은 특히 삶의 질과 건강수명 연장, 건강불평

등 해소, 사회적 물리적 건강환경조성, 삶의 질과 전 생애에 걸친 건강행

동의 개발과 증진을 목표로 기본 틀은 〔그림 4-7〕과 같다67).

〔그림 4-7〕 Healthy People 2020의 틀

자료  : www.healthypeople.gov

Healthy people은 미국 보건후생부의 예방적 노력의 기초가 되고 있

으며,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활동을 통하여 보다 건강한 미국

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68). 

66) http://healthypeople.gov/2020/about/default.aspx
67) http://healthypeople.gov/2020/Consortium/HP2020Framework.pdf
68) http://healthypeople.gov/2020/about/prevStrategi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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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통제 전략 활동 기획(Tobacco Control Strategic Action Plan69) 70)

○ 국가 예방 전략(National Prevention Strategy)

○ 국가 약물통제 전략(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71)

○ Let’s Move Campaign72)

○ 대통령 식품안전 실무단(President’s Food Safety Working Group)73)

○ 건강문맹 개선을 위한 국가 활동 기획(National Action Plan to 

Improve Health Literacy)74)

○ Exercise & Fitness

∙ 모든 사람을 위한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for Everyone: CDC): 

어린이, 성인, 노인들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 운동 강도 측정 방법 

등 비디오로 제공

∙ 운동과 신체 피트니스(Exercise and Physical Fitness: (MedlinePlus®): 

운동 기초, 건강체크 툴, 지도서, 최근의 뉴스 등을 제공

∙ 노인들을 위한 운동(Exercise for Older Adult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정기적 운동 시작 전 첫 번째 안전 지침서로 

힘, 균형, 스트레칭 지구력 운동 방법 제시　

○ Diet, Nutrition & Eating Right

∙ 미국인의 식사 지침서75)

∙ ChooseMyPlate.gov (U.S. Department of Agriculture)76): 

69) http://www.hhs.gov/ash/initiatives/tobacco/tobaccostrategicplan2010.pdf
70) http://www.hhs.gov/ash/initiatives/tobacco/tobaccoprogress2012.pdf
71) http://www.whitehouse.gov/ondcp/2013-national-drug-control-strategy
72) http://www.letsmove.gov/
73) http://www.foodsafetyworkinggroup.gov/
74) http://www.health.gov/communication/hlactionplan/
75) http://www.cnpp.usda.gov/Dietaryguidelin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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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 Healthy: 기초지식, 편익 및 방법 등 소개

∙ Nutrition.gov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HHS)77): 식

품과 양에 대한 읽기 쉬운 정보 제공

○ Healthy Lifestyle 

 체중감소와 비만, 흡연과 담배, 음주와 알코올, 손상과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건강한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보제공

∙ Weight Loss & Obesity78) 79)

∙ Smoking &Tobacco80) 81) 82)

∙ Drinking and Alcohol83) 84)

∙ Injury & Accident Prevention85) 86)

○ Vaccination/Immunization87) 88) 89) 90) 91) 92)

    소아마비, 볼거리, 홍역, 풍진, 파상풍 포함 정기 예방접종 및 연령, 건

강상태, 특수 상황에 따른 예방접종 권고안 제시 

○ Health Screenings: 건강검진 정보 제공93) 94) 95) 96)

76) http://www.choosemyplate.gov/
77) http://www.nutrition.gov/
78) http://www.nhlbi.nih.gov/health/health-topics/topics/obe/
79) http://www.cdc.gov/healthyweight/index.html
80) http://www.smokefree.gov/
81) http://www.cdc.gov/tobacco/
82) http://www.surgeongeneral.gov/library/reports/secondhandsmoke/index.html
83) http://pubs.niaaa.nih.gov/publications/MakeADiff_HTML/makediff.htm 
84) http://www.cdc.gov/alcohol/faqs.htm
85) http://www.cdc.gov/InjuryViolenceSafety/
86) http://www.cdc.gov/niosh/topics/safety.html
87) http://www.cdc.gov/vaccines/recs/schedules/child-schedule.htm
88) http://www.fda.gov/ForConsumers/ConsumerUpdates/ucm048750.htm
89) http://www.cdc.gov/vaccines/recs/schedules/adult-schedule.htm
90) http://www2.cdc.gov/nip/adultImmSched/
91) http://wwwnc.cdc.gov/travel/server-error?aspxerrorpath=/travel
92) http://www.hrsa.gov/vaccinecompensation/index.html
93) http://www.ahrq.gov/patients-consumers/patient-involvement/healthy-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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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nvironment and Your Health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노출과 상태에 대한 인식, 직장, 가장, 기타 장소

에서 안전과 예방에 대한 지식 제공 

  다. 일본

일본은 후생노동성의 주도하에 30여 년 전부터 3차에 걸쳐 건강증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는 제1차~제3

차까지의 기본정책과 주요 내용,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97). 여기에서

는 가장 최근의 대책인 제3차 건강증진대책 ‘건강일본21’을 중심으로 살

펴보기로 하겠다.

1) 기본정책

기본정책은 평생을 통한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1차 예방 중시, 건강한 

수명연장, 삶의 질 개선, 지표(구체적 수량화 목표 설정 및 평가)를 통해 

추진, 개인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사회환경 조성으로 두고 있다. 

healthy-men.html
94) http://www.ahrq.gov/patients-consumers/patient-involvement/healthy-men/ 

men-over-50.html
95) http://www.ahrq.gov/patients-consumers/prevention/lifestyle/healthy-women. 

html
96) http://www.ahrq.gov/patients-consumers/prevention/lifestyle/women-over-50. 

html
97)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건강증진대책”〈http://www.mhlw.go.jp/wp/hakusyo/ 

kousei/10-2/kousei-data/PDF/220102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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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건강증진 국민운동

∙ 효과적인 프로그램 보급

∙ 대사증후군을 위한 운동습관과 식생활의 개선

○ 효과적인 건강검진과 보건지도의 실시

∙ 40세 이상 피보험자·피부양자에 대한 대사증후군 건강검사 및 보건

지도 실시(2008년도~)

○ 관련 산업과의 연계

∙ 산업계의 노력과 협력

○ 인재육성(의료인 자질향상)

∙ 국가, 도도부현, 의료관계단체, 의료보험자단체 등을 연계한 인재양

성 연수 등 충실

○ 지표를 통한 시책 수립

∙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 검토방법

3) 관련 지침

∙ 식생활지침(2000년)

∙ 흡연효과 판정기준 수립 검토 보고서(2002년)

∙ 건강증진을 위한 수면지침(2003년)

∙ 건강진단실시에 관한 지침(2004년)

∙ 일본인의 식사섭취기준(2004년)

∙ 식사밸런스가이드(2005년)

∙ 금연지원매뉴얼(2006년)

∙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준(2006년)



제4장 외국 건강증진기금사업 사례 비교분석  191

∙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지침(2006년)

∙ 일본인의 식사섭취기준(2009년)

200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건강일본21’은 생활습관병(성인병)의 

예방을 위해 국민생활습관의 개선을 도모하는 건강증진운동 이다. 특히, 

식생활· 양, 신체활동·운동, 휴양·마음건강, 담배, 알코올, 치아건강, 당

뇨병, 심혈관 질환, 암의 9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하고 있

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자기관리능력의 향상, 전문가에 의한 지원과 정기

적인 관리, 보건소 등에 의한 정보관리와 지식보급 등 3가지 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라. 캐나다

캐나다는 최근 ‘건강증진 및 예방에 관한 선언’을 통해 건강증진 및 질

병예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 다. 정부, 민간, 지방정부, 학계 및 지역사

회와의 협력을 통해 건강을 향상시키며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건강격

차를 줄이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2010년 ‘건강증진 및 예방에 관한 선

언(Declaration on Prevention and Promotion)’을 발표하고 건강증

진 및 질병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원칙을 수립하 다.

○ 예방이 우선이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치료 간의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 

○ 예방은 보건의료체계의 질의 상징이다: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은 한 국가

의 보건의료체계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척도이다. 

○ 예방은 건강관리를 위한 첫번째 단계이다: 예방적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

강한 삶의 실천을 장려하여 만성질환 유발을 예방하고 건강을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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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보건 역 밖에 존재하는 

위험요인 및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와 가정의 건강증진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에 대

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을 독려해야 한다. 

○ 건강증진은 모두의 사업이다: 보건의료서비스 이외에도 환경, 사회경제적 

상황, 교육 등 다양한 요인들이 건강에 향을 준다. 따라서 보건 역 이외

의 역에서 정부 부처간 또는 정부를 넘어선 지원이 요구된다. 

캐나다의 건강증진 활동은 공중보건기관(Public Health Agency)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중보건기관은 보건 분야 리더십, 파트너십, 

혁신 및 활동을 통하여 캐나다인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을 사명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강증진 분야에서는 아동보건, 환경보건 및 기후변화, 가정폭력 예방, 

모자건강, 건강한 생활, 손상예방, 정신보건, 비만, 신체활동, 인구집단 

건강, 시골지역 건강, 노인건강 등을 다루고 있다98).

○ 아동보건

∙ Aboriginal Head Start in Urban and Northern 

   Communities (AHSUNC)99): 초기 아동 발달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중심 캐나다 공중보건기관의 프로그램

∙ Childhood and Adolescence100):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결정 

인자와 관련된 정책개발, 연구, 전략 경향 분석

∙ Community Action Program for Children (CAPC)101): 15년 이

 98) http://www.phac-aspc.gc.ca/hp-ps/index-eng.php
99) http://www.phac-aspc.gc.ca/hp-ps/dca-dea/prog-ini/ahsunc-papacun/ 

index-eng.php
100) http://www.phac-aspc.gc.ca/hp-ps/dca-dea/index-e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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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0~6세 아동들을 위한 건강 발달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

한 지역사회 집단 및 단체에 재정 지원. 생활환경을 위협받는 아동과 

가족 지원 및 활동

∙ Canadian Incidence Study of Reported Child Abuse and 

Neglect - Major Findings - 2003102): 아동 학대 방치 발생 연구 

결과 제공

∙ Canadian Childhood Cancer Surveillance and Control 

Program (CCCSCP)103): 아동 암 통계 정보 생산 및 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

∙ Child Maltreatment104): 아동학대 역학 및 이해를 위한 연구 결과 제공

∙ Child and Youth Rights105):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공중보건

기관의 역할과 활동 전략 제시

∙ National Child Day106)   

∙ Funding Opportunities 제공

∙ 예방접종 스케줄 제공107)

∙ 어린이를 위한 신체활동 팀108)

∙ 학교 보건109) 및 포괄적 학교 건강110)

101) http://www.phac-aspc.gc.ca/hp-ps/dca-dea/prog-ini/capc-pace/index-eng.php
102) http://www.phac-aspc.gc.ca/cm-vee/csca-ecve/index-eng.php
103) http://www.phac-aspc.gc.ca/cd-mc/cancer/childhood_cancer-cancer_ 

enfants-eng.php
104) http://www.phac-aspc.gc.ca/cm-vee/index-eng.php
105) http://www.phac-aspc.gc.ca/hp-ps/dca-dea/prog-ini/rights-droits/index- 

eng.php
106) http://www.phac-aspc.gc.ca/ncd-jne/index-eng.php
107) http://www.phac-aspc.gc.ca/im/iyc-vve/index-eng.php
108) http://www.phac-aspc.gc.ca/hp-ps/hl-mvs/pa-ap/05paap-eng.php
109) http://www.phac-aspc.gc.ca/hp-ps/dca-dea/prog-ini/school-scolaire/index- 

eng.php
110) http://www.phac-aspc.gc.ca/hp-ps/dca-dea/prog-ini/school-scolaire/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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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기 아동들의 건강행동111)

∙ 캐나다 청소년 건강 경향

∙ 백신안전에 대한 FAQs 제공112)

○ 건강한 임신과 아

∙ 캐나다 분만 전후 감시체계(Canadian Perinatal Surveillance 

System: CPSS)113): 임신 연령과 출생 시 체중, 분만전후 모성사망 

및 모성유병률, 캐나다 분만전후 건강보고서, 분만전후 

건강결정인자 등을 연구 조사

∙ 분만전후 양프로그램(Canada Prenatal Nutrition Program: 

CPNP)114)  

∙ 선천성 기형 감시 네트워크(Canadian Congenital Anomalies 

Surveillance

∙ Network (CCASN)115)  

∙ 임신 중 음주로 인한 태아알코올 질환 예방과 개선 사업(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 (FASD) 116)  

∙ 신경관 결손 1차 예방을 위한 엽산 섭취(Folic Acid for the 

Primary Prevention of Neural Tube Defects (NTDs)117)  

∙ 건강한 임신 웹사이트 운 (Healthy Pregnancy Website)118)  

agss-eng.php
111) http://www.phac-aspc.gc.ca/hp-ps/dca-dea/prog-ini/school-scolaire/ 

behaviour-comportements/index-eng.php
112) http://www.phac-aspc.gc.ca/im/vs-sv/vs-faq-eng.php
113) http://www.phac-aspc.gc.ca/rhs-ssg/index-eng.php
114) http://www.phac-aspc.gc.ca/hp-ps/dca-dea/prog-ini/cpnp-pcnp/index-eng.php
115) http://www.phac-aspc.gc.ca/ccasn-rcsac/index-eng.php
116) http://www.phac-aspc.gc.ca/hp-ps/dca-dea/prog-ini/fasd-etcaf/index-eng.php
117) http://www.phac-aspc.gc.ca/fa-af/index-eng.php
118) http://www.phac-aspc.gc.ca/hp-gs/index-e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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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경험 조사(Maternity Experiences Survey)119)

∙ 예방접종 시기 안내(It's Time to Immunize120)   

∙ 출생~5세까지 아이를 둔 취약계층 부모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Nobody's Perfect)121)  

∙ 아돌연사 예방을 위한 안전한 수면(Safe Sleep for Your Baby)122)  

∙ 백신 안전에 대한 FAQs 운

○ 건강한 생활

∙ 범 캐나다 건강생활 전략(Integrated Pan-Canadian Healthy Living 

Strategy)123) 

∙ 식품선택,  건강한 습관 등 정보를 제공하는 캐나다 식품 지침 

(Canada's Food Guide)124)  

∙ 건강생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다부문 파트너십 사업비 지원

(Funding Opportunities - Multi-sectoral Partnerships125)  

∙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생활 지원금(Healthy Living Fund)126)  

∙ 건강한 신체활동 습관을 위한 사업(SummerActive and 

WinterActive) 127)  

○ 손상예방

∙ 의도하지 않은 손상예방사업128)  

119) http://www.phac-aspc.gc.ca/rhs-ssg/pdf/survey-eng.pdf
120) http://www.phac-aspc.gc.ca/im/iyc-vve/index-eng.php
121) http://www.phac-aspc.gc.ca/hp-ps/dca-dea/parent/nobody-personne/index-eng.php
122) http://www.phac-aspc.gc.ca/hp-ps/dca-dea/stages-etapes/childhood- 

enfance_0-2/sids/index-eng.php
123) http://www.phac-aspc.gc.ca/hp-ps/hl-mvs/ipchls-spimmvs-eng.php
124) http://www.hc-sc.gc.ca/fn-an/food-guide-aliment/index-eng.php
125) http://www.phac-aspc.gc.ca/fo-fc/mspphl-pppmvs-eng.php
126) http://www.phac-aspc.gc.ca/hp-ps/hl-mvs/hlu-umvs/hlfund-fondspmvs-eng.php
127) http://www.phac-aspc.gc.ca/hp-ps/hl-mvs/etehiveractif-summerwinteractive-eng.php
128) http://www.phac-aspc.gc.ca/inj-bles/index-e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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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청소년 안전사업129)

∙ 손상실태(Facts on Injury) 130)

○ 정신보건

∙ 정신건강 증진사업(Mental Health Promotion)131)  

∙ 정신 질환 및 위험인자 등 정보제공(Mental Illness132)  

∙ 정신보건 서비스 (Mental Health Services)133)  

○ 비만

∙ 아동비만예방을 위한 활동기획(Actions Taken and Future 

Directions 2011 on Curbing Childhood Obesity: A Federal, 

Provincial and Territorial Framework for Action to Promote 

Healthy Weights134) 

∙ 아동비만(Childhood Obesity)135) 

∙ 캐나다 비만보고서(Obesity in Canada: A joint report from the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and the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136)  

∙ 아동비만예방을 위한 건강 체중 개선 활동의 틀(Curbing Child- 

hood Obesity: An Overview of the Federal, Provincial and 

Territorial Framework for Action to Promote Healthy 

Weights)137)  

129) http://www.phac-aspc.gc.ca/hp-ps/dca-dea/index-eng.php
130) http://www.phac-aspc.gc.ca/injury-bles/facts-eng.php
131) http://www.phac-aspc.gc.ca/mh-sm/mhp-psm/index-eng.php
132) http://www.phac-aspc.gc.ca/cd-mc/mi-mm/index-eng.php
133)http://www.phac-aspc.gc.ca/mh-sm/services-eng.php 
134) http://www.phac-aspc.gc.ca/hp-ps/hl-mvs/framework-cadre/2011/overview-resume-eng.php
135) http://www.phac-aspc.gc.ca/hp-ps/hl-mvs/framework-cadre/2011/index-eng.php
136) http://www.phac-aspc.gc.ca/hp-ps/hl-mvs/oic-oac/index-eng.php
137) http://www.phac-aspc.gc.ca/hp-ps/hl-mvs/framework-cadre/intro-e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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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활동

∙ 신체활동 지침서 개발

∙ 신체활동 웹사이트 운 (Physical Activity Web site) 138)  

∙ 신체활동 팁(Tips to Get Active)139)  등

○ 인구 건강

∙ 건강의 사회적 결정인자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World 

Conference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140)  

∙ WHO 건강의 사회적 결정인자에 대한 준수(Canada's Response 

to WHO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141) 

∙ 건강결정인자(Determinants of Health)142)  

∙ 인구건강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련 연구 등

○ 농촌보건(Rural Health)

∙ 농촌지역 서비스 접근, 농장 건강과 안전, 정신건강, 일과 삶의 조화 

등의 내용을 다루는 농촌보건 사업(Rural Canadians)143)  

○ 노인보건

∙ 노인보건사업(Aging & Seniors)144)  

∙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사업(Age-Friendly Communities)145)  

∙ 노인을 위한 응급상황 대처(Emergency Preparedness and 

Seniors) 146)  

138) http://www.phac-aspc.gc.ca/hp-ps/hl-mvs/pa-ap/index-eng.php
139) http://www.phac-aspc.gc.ca/hp-ps/hl-mvs/pa-ap/04paap-eng.php
140) http://www.phac-aspc.gc.ca/ph-sp/determinants/wcshd-cmdss-eng.php
141) http://www.phac-aspc.gc.ca/sdh-dss/index-eng.php
142) http://www.phac-aspc.gc.ca/ph-sp/determinants/index-eng.php
143) http://www.hc-sc.gc.ca/hl-vs/jfy-spv/rural-rurale-eng.php
144) http://www.phac-aspc.gc.ca/seniors-aines/index-eng.php
145) http://www.phac-aspc.gc.ca/seniors-aines/ha-vs-eng.php
146) http://www.phac-aspc.gc.ca/seniors-aines/ep-mu-eng.php



198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노인을 위한  신체활동 팁(Physical activity tips for older adults)147)  

제3절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에 주는 시사점

건강증진기금을 운용하는 국가, 비운용 국가들의 사례를 통하여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건강증진기금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지

고, 안정적으로 중장기적 기획에 의거 전략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 법령체계가 갖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규모와 사용처, 국민 건강

증진 추진 기관(예, 건강증진재단) 운 , 의사결정 기구 및 자문기구 운

과 자격요건, 기구의 권한과 책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행, 

계획의 실행을 위한 각 부처 간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국무총리(또

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 연차 보고서의 국회 제출의무화 등

이 법령에 명시된다면 건강증진사업이 확고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

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 부처를 초월하는 높은 위상을 가진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태

국의 경우 건강증진재단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으며, 미국의 경우 건강증

진과 질병예방 등의 전략을 주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Surgeon 

General은 막강한 권위를 갖고 20개 부처와 기관 대표로 구성된 건강위

원회를 운 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건강증진 위원회가 여러 관련 부처 

대표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증진사업은 어느 한 부처의 소관으로 하기 보

다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들 통해 지

147) http://www.phac-aspc.gc.ca/hp-ps/hl-mvs/pa-ap/08paap-e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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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는 물론 국민의 1/4이 있는 학교와 대부분의 청장년층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 부처

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임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무총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가칭)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를 갖추는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민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한 포괄적인 건강증진활동이다. 건강

증진기금을 활용하는 국가들은 스포츠, 예술, 개방형 보조금제도 등 다양

한 분야에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건강증진기금을 비운용하는 국가들도 

공중보건 역에서 건강증진과 더불어 환경조성과 안전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국민 전체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연령별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학교, 직장, 가정, 지역사회 등의 삶의 터를 중심으로, 건강인

구, 위험인구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전략적 건강증진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 국, 캐나다와 같이 건강위험요인에 따라 역별 웹사이트를 구축

하고 국민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전문적 조언 및 기술을 지원받

을 수 있도록 온라인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 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특히 건강증진활동을 통한 건강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대상자별 특성과 취약계

층을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볼 수 있었다.   

다섯째, 질 관리, 성과 및 결과 평가를 중요시 한다. 건강증진 활동을 

통한 건강개선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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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과정에서의 성과평가와 질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스위스의 경우 질 관리 및 성과평가를 위한 툴을 개발하여 제공하

고 있으며, 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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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건강증진기금 관리시스템(거버넌스) 개선

제3절 건강증진기금의 사용과 예산배분 개선

제4절 건강증진 연구, 사업평가 및 활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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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방향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주요 재원은 건강증진기금이다. 국민건

강증진기금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 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

는 필수요소이다. 건강증진기금의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원을 운용하는 것은 건강증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

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금의 운 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제도, 

관리운 (거버넌스), 재원배분, 사업활동, 평가와 활용 및 확산 관점에서 

접근하 다. 

건강증진 정의에 대해 오타와 헌장과 그 이후 국제건강증진회의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도록 함으로

서 건강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

사업은 이러한 개념과는 달리 금연, 절주, 양, 운동 등 건강행위 실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 그나마 건강증진기

금은 이러한 건강증진사업과는 다른 분야에 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앞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건강증진 사업 개념 및 모형, 국제적 변화 동향을 고려하여 건

강증진기금사업의 패러다임 범위와 초점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건강증

진기금의 패러다임을 개인행태 변화 중심에서 사회적 건강결정요인과 환

경적 요인까지 확대하는 틀(framework)로 정립하고 건강생활실천에 

향을 미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건강증진기금 운영의 개선 
발전방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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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국민적 사회운동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예방사업의 확산을 위

해서 공공/민간의 파트너쉽(PPP) 강화, 참여 확대가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기금 운 의 개선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두었으며, 기본방향 아래 현황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증진기금 관리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립하며, 건강증진

사업과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컨드롤 타워 역할을 정립한다. 

둘째, 기금사용의 범위와 기금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기금배분 및 사용의 범위를 설정한다.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설정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의 중점과제 

중 건강증진기금 사용 범위에 속하는 중점과제의 추진, WHO 비전염성질

환(NCD) 위험요인 관리전략의 이행과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건강증진사업의 확산을 위해서 지식을 전파하고 대중과 전문인

력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의 제공과 대국

민 캠페인, 미디어 및 비미디어 사회마케팅을 강화한다.    

넷째, 건강증진기금사업 성과의 모니터링과 질 관리를 위한 체계를 확

립하고, 건강증진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근거중심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건강증진 연구와 사업 결과의 활용성을 높인

다. 

다섯째, 건강증진기금 거버넌스, 예산배분 우선순위 설정, 기금사업의 

성과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

립한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운  거버넌스 확보, 건강증진 사업 대상인구의 확

대, 기금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방향 정립, 기금운 과 활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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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와 모니터링, 건강증진연구개발 비중 확대 등이 국민건강증진법 

법 개정 및 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도록 한다.  

이러한 기금 운 개선 기본방향 아래 현황(제3장)에서 논의한 기금 운

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틀을 관리운  거버넌스, 예산배분, 사

업활동, 활용 및 확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등 5가지 측면에서 제시하

면 〔그림 5-1〕과 같다. 건강증진 수요에 맞춘 기금사업과 정책을 통해 건

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관리운  거버넌스 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확립, 기금 재원의 배분과 사업활동, 기

금사업 성과의 평가와 활용이 이루어지는 틀로 개선방향을 설정하 다.  

〔그림 5-1〕 건강증진기금 운영 개선방안의 기본 틀 



206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제2절 건강증진기금 관리운영(거버넌스) 개선 

본 연구에서는 건강증진기금의 거버넌스를  “건강증진 기금(재원)을 사

용하는 활동의 조정 및 통제, 자원의 할당을 위한 제도의 활용, 권한의 구

조, 협력을 포함하는 운 관리”로 보았고, 보다 포괄적으로는 “건강증진 

기금 운 관리 외에 관련 법제도, 재원 배분, 사업활동, 연구평가와 활용 

시스템의 운용 역량”을 거버넌스로 포함하여 검토하 다. 먼저 건강증진

기금의 거버넌스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를 제시한 

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건강증진기금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가. 건강증진기금 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건강증진기금 운  현황에 대한 인식을 법제도, 운 관리, 재원 배분, 

사업활동, 연구평가와 활용 확산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는  

〈표 5-1〉, 〔그림 5-2〕와 같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간 이하의 평점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조사항목에 

대한 평가 평균점 5점 만점에 1.87~2.93점)  전반적으로 기금의 운 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기금의 1/2 이상을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등 기금 본연

의 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기금의 사용, 건강증진사업에 기금이 집중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점, 건강증진사업활동에서 타부처와의 협력과 연

계 미흡, 기금사용에 대한 국가 중장기 계획 미흡, 기금 운 관리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확보 측면 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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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운영 현황에 대한 평가 
평가 

평균점수1)

(N=60)

법제도
- 기금 관리운용 조직, 기구에 관한 법령체계가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다 2.63

- 기금 사용범위, 배분에 관한 법령체계가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다 2.50

운영
관리

- 기금 관리운 체계(거버넌스)가 정립되어 있다 2.48

- 기금사용에 대한 국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2.22

- 기금 운 관리 조직과 인력이 건강증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2.40

재원 
및 배분

- 기금사용 원칙과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 2.42

- 기금에서 현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현재 기금전
체의 약 1/2 사용)

1.87

- 기금에서 보건의료 산업 기술개발, 공공의료 확충, 취약계층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 

2.72

- 기금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다 2.93

사업
활동

- 기금사업 추진에서 부처간 연계와 협력이 잘되어 있다 (교육부, 고
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

1.97

- 건강증진 사업에서 지역사회 참여와 다양한 인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접근을 하고 있다. 

2.38

- 기금이 건강생활실천을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2.57

연구평가,
활용

및 확산

- 기금 사업 성과평가 체계 및 지표가 개발되어 있다 2.53

- 기금 연구사업 예산투입이 적절하다 2.28

- 건강증진 관련 연구결과, 교육홍보 자료/도구, 프로그램(사업)모델이 
보급되고 있다 

2.37

〈표 5-1〉 건강증진기금 운영 현황에 관한 전문가 평가 

 주: 각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1=‘전혀그렇지않다’ ←  3=‘보통’→ 5=‘매우그렇다’)하여 평균점수
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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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기금의 
목적외 사용

○ 재원 출처에 합당한 사용 필요
   • 목적 외의 기금사용 비중이 너무 크고, 기금사용에 대한 원칙이 없음. 
   • 기금의 배분의 불합리성(건강증진의 개념과 원칙에 정반대 방향으로 기

금을 배분하여 사용함으로써, 기금활용 정책의 윤리성의 결여가 심각)
   • 건강증진사업 활동에 대부분의 기금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큰 문제점임.
   • 지원하는 분야가 너무 많고 기존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조직과 예산이 

있는 분야의 기금 배정액 비중이 너무 큼.
○ 건강증진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
   • 건강증진기금이 목적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점 

〔그림 5-2〕 건강증진기금 운영 현황에 관한 전문가 평가

전문가들은 특히 기금의 관리운 에서 기금운 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

며,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을 위한 사업체계 구축 미흡, 범부처적 사업접근의 

미흡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표 5-2 참조). 

〈표 5-2〉 건강증진기금 운영과 관련한 추가적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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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기금의 본연의 목적외 사용분야가 지나치게 많음
   • 근거가 명료하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사용되는 점
   • 흡연자를 위한 사업이 부족(즉 목적 외 기금사용 비율 높은 점)
   • 기금의 설치 목적이 아닌, 정부의 필요에 따른 예산 운
   • 실제 건강증진사업 및 연구에는 재원이 거의 투입되고 있지 않음
   •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 사업을 기금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일반회계 

성격의 사업과 분리 필요
   • 명확한 기준없이 보건의료 재정이 필요한 곳마다 투입함으로써 기금 본

연의 목적이 모호해짐.
○ 건강보험으로의 과다한 투입
   • 건강보험에 지원 비율이 높아서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음
   • 건강보험을 지원하는데 기금의 2분의1이나 사용하는 점   
   • 대부분의 기금사용을 본래의 목적 외 건강보험 등에 사용

재원배분 및 
확보 문제

○ 국민 건강증진 사업에 집중적 투자 필요
   • 기금사용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것을 지양해야 함
   • 재원 및 배분이 큰 문제임
○ 재원의 확보 문제 
   • 기금의 재원이 작고 담배부담금에 국한되어 있는 점

타부처와의 
협력 부족

○ 건강증진기금사업을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 필요
   •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

육관광부, 국방부로 분류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
   • 모든 운 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사업의 제약을 초래할 수 

있음. 대통령 직속 위원회(신설)나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고, 각 해당 
부처에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임

   • 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타 부처와의 협
의 시스템 마련 필요

   • 타 부처에서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부족함 

기금운영의 
투명성 부족

○ 기금의 투명적 운영과 공개성 부족 개선
   • 건강증진 기금은 국민의 납부하는 세금으로 투명성과 형평성 있게 사용

되어야 힐 것임

장기계획
부재

○ 장기계획 부재 
   • 현재의 건강증진사업이나 연구들도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예산지원 기간이 일년 단위의 단기인 점
   •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사업운용 필요

건강증진개념
명확성 부족

○ 건강증진개념 정립 미흡 
  • 건강증진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의 정립이 없고, 건강증진사업 개념의 명

확성 부족

기금관리
운용 미흡

○ 기금운영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 건강증진기금 운 을 총괄할 범부처적 추진조직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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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홍보 및 
확산 미흡

○ 건강증진기금사업 결과물 활용 미흡, 개방성 부족 
  • 일반주민들에게 결과물 활용하도록 개방되지 않거나, 콘텐츠 자체가 실

용적이기 보다는 연구자 혹은 정책지원 중심이이서 일반인이나 일반단체
를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 부족, 개방자료 부족 

  • 연구 결과물의 홍보 확산 등 실제 사용 미흡
  • 그간의 결과물이 보건정책에의 반 여부 및 활용 불명

평가체계 
미흡

  • 건강증진사업 평가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음. 
성과 평가의 객관성 확보 필요 (제3자 평가시스템 등) 

  • 기금 평가체계가 미흡하며, 국민건강증진에의 기여도가 불명확

연구사업
지원 미흡

  • 건강증진 연구개발사업 부족 
  • 대형 기획연구개발과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점

전문인력 
부재

  • 기금 할용 사업 담당 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미흡
  • 건강증진재단의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 강화 필요

인프라구축
지원 미흡

  • 건강증진을 위한 실제적인 사업 체계(인력 양성 및 지원 등)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인프라에 대한 투자 미흡

지역중심 
미흡

  • 건강증진기금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리더쉽 개발이 중요한데 
중앙정부의 결정이 너무 많이 반 되고 지역중심 접근이 미흡함

  나. 건강증진기금 운영 개선방안 

기금의 운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표 5-3〉과 같다. 전반적

으로 5점 만점에 4.18~4.63점으로 기금 운 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 필

요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하 다. 특히 건강보험 지원 문제의 개선, 운

관리 측면에서 기금사용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기금사용의 원칙과 

기준의 명확한 설정, 건강증진사업의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역량 

제고, 미디어 홍보활동과 캠페인 등 사회마케팅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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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운영 개선방안 
개선필요성
평균점수1)

(N=60)

법제도

- 건강증진법령에서 기금 관리운 과 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보
하도록 명료하게 규정한다

4.38

- 기금 사용범위와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운  지침을 건강증진법령
이나 보건복지부 내규로 규정한다 

4.23

운영
관리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의 위상을 높혀 타부처 협력과 기금사업의 
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한다

4.40

- 기금 사용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4.60

- 국민건강증진기금 특성에 맞는 총괄적 운 과 관리를 위한 부서 
또는 조직을 확보한다

4.25

재원 
및 배분

- 기금 사용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4.55

- 기금의 상당부분(1/2 정도)를 국민건강보험 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개선한다

4.63

- 기금이 일반회계 예산사업 성격의 보건의료사업에 집행되는 것을 
개선한다

4.38

- 건강증진 재원의 지속성을 위해 다양한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한다 4.57

사업
활동

- 건강증진사업 참여와 확산을 위해서 타 부처 건강증진사업에 기금을
지원한다

4.03

- 건강증진사업 참여와 확산을 위해서 지역사회 참여, 역량 제고를 
강화한다

4.60

- 건강생활 실천 지지를 위한 미디어 캠페인, 사회마케팅,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4.57

연구평가,
활용 

및 확산

- 기금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4.38

- 건강증진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4.18

- 기금 사업 연구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활용과 확산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한다

4.38

〈표 5-3〉 건강증진기금 운영 개선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인식 

주: 각 항목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5점 척도로 측정(1=‘전혀그렇지않다’ ←  3=‘보통’→ 5=
‘매우그렇다’)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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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건강증진기금 운영 개선방안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인식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히 건강증진 기금의 효과적 사용과 

관리를 위해서 다음 사항을 주요 개선과제로 꼽고 있다.  

첫째,  취약한 건강증진기금 운  거버넌스의 확립과 운  주체의 확립

을 위한 기금 관리 컨드롤 타워의 확보 

둘째, 기금예산의 적정한 배분과 사용

셋째, 기금 성격에 맞는 중장기 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과 관리

넷째, 기금사용에 대한 성과측정을 위한 평가 개선

다섯째, 기금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 과정 개선 

2. 건강증진기금 거버넌스 개선방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어 온 점은 기금사용의 

우선순위 문제와 예산배분의 투명성 부족과 타당성 확보 미흡 문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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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기금 운용과 관리체계에 기인하는 점이 크

다. 법적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내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위원회는 건강증진기

금 심의에서 실제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일년에 1~2회 정도 개최

되어 대체로 주어진 기금사업비 규모에 대한 안건을 형식적으로 승인하

는 절차에 그치고 있어 기금의 배분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기능

은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증진기금사업을 건강투자의 측면에서 검토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건강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거버넌스에서 거시적 효율성, 재정운용의 

투명성,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바 있다(최병

호, 2007).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건강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심의하고 총괄하는 관리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 건강증진기금 심의 운영기구의 위상 제고와 기능 정립 

  

건강증진기금의 거버넌스, 즉 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기금을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운 하기 위해서 기금의 계획과 집행을 하는 운용 체계와 관

리 및 심의 기능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치적 결정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기획재정부나 국회 심의나 의결과정에서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건

강증진기금 고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정부 기금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시

스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과 건강투자 

사업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거버넌스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두가지 방안이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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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간을 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국가 건강증진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상을 제고하고, 범부처

적인 건강증진정책 추진에서 명실공히 심의기구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건강증진기금 심의 기구(위원회)를 지원하고, 운용계획을 종

합적으로 수립하고 총괄관리를 하는 실무조직(부서)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건강증진기금예산 운용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 재정운 담당관 부

서에서 취합하고 있지만, 건강증진사업을 총괄 운 하고 관리하는 조직

은 부재하다. 기금을 활용하는 보건복지부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총괄적 관리운 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이 없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거버넌스 기능을 확립하기 위한 심의기능의 확립과 이를 뒷

받침할 실무 운 기능을 맡을 조직(또는 기구)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나. 기금 심의기구의 권한과 위상 제고 및 범부처 협의기능 확보

 
1) 기금 심의기구의 설치 수준에 대한 대안     

건강증진기금 운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대안은 현행 ｢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국무총리실 직속 

위원회로 위상을 상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위상의 상향조정을 통해 범

부처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증진기금 심의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 다(표 5-4 참조). 

○ 1안: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를 두고 위원회가 실

제적 심의 역할을 확보하도록 함 

○ 2안: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 직속의 건강증진위원회(가칭)로 격상하여 건강

증진사업의 타부처 협력과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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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건강증진기금의 심의운영 기능의 소속 및 수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N %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를 두고 위원회가 
실제적 심의 역할을 확보하도록 함(1안)

12  20.0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 직속의 건강증진위원회(가칭)로 격상하여 건
강증진사업의 타부처 협력과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2안)

45  75.0

 기 타  3   5.0

계 60 100.0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기금심의기구를 두는 것(1안) 보다는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 직속의 건강증진위원회(가칭)로 격상시켜 설치하

는 것(2안)이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 다(표 5-4 참조). 

이와 같은 견해는 1안이나 2안 모두 기존의 건강증진기금 심의 의사결

정 및 관리구조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을 가진다. 다

만,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1안은 현재의 보건복지부에 두고 

있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 기능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확

보하도록 하는 방안이며, 2안은 보건복지부에 존치하는 경우 현재와 마

찬가지로 국가 건강증진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 

위상을 보건복지부에서 격상시켜 타 부처의 실제적인 참여와 협력을 가

능하게 하는 좀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의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볼 수 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하였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위원회로 격하되었다가 2013년 다시 대통령을 위

원장으로 12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하는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다시 격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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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건강증진재단(ThaiHealth)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적인 건강증

진기금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범부처적으로 운영

되는 사례도 참고될 수 있다. 

한편, 건강증진기금 심의기구는 실질적으로 관련 부처 건강증진사업의 

조정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연계업무를 위하여 정책협의회와 같

은 협의체를 운 하고, 외국과 같이 건강정책 조정관을 둘 필요도 제기된

다.148) 

전문가의 의견에서 2안 응답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건강증진기금의 거

버넌스 구조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건강증진정책에 대한 국가적 우선순

위가 높아질 때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2) 건강증진기금 심의 기구 대안의 장단점과 기능 

건강증진기금 관리운  및 심의 기구 위상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

하면 〈표 5-5〉와 같다.  

건강증진기금 관리운  거버넌스를 위한 지원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

이 고려할 수 있다. 

○ 건강증진기금 관리운 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기금 

조정, 배분, 운 , 평가 기능을 확립하여 예산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심의기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설정

할 수 있다. 

148) 건강정책조정관 배치에 대해서는 ‘최병호 (2007). 건강투자의 거버넌스와 관리시스템.  
in 국민 건강증진정책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증진사
업지원단’에서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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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기금 재원조달

   － 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단기, 중장기) 수립·변경 및 조정 권한

   －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및 재원배분 

   － 주요 건강증진사업 심의 및 건강증진정책의 혁신적 방향 설정   

   － 건강증진기금 사업성과 심의 

〈표 5-5〉 건강증진기금 관리운영 심의기구 위상의 대안에 대한 검토   

구분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를 두고 
위원회가 실제적 심의 역할을 

확보하도록 함  
(1안)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 직속의 
건강증진위원회(가칭)로 격상하여 

건강증진사업의 타부처 협력과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2안)

장점 

∙ 보건복지부 주도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강화될 경우 

기금관리 운  거버넌스 개선가능
∙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높음.

∙ 건강증진정책, 사업의 위상이 높아짐
∙ 타부처 참여와 연계가 원활해짐 
∙ 국가적 건강증진사업 추진 용이 

단점

∙ 타부처 건강증진사업 연계, 참여가 
어려움. 

∙ 건강증진사업 외 일반 보건의료사업
에 기금을 사용하는데 대한 통제가 
쉽지 않음.

∙ 위원회의 기능역할 중 기금관리운
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수 있음

∙ 실현가능성이 떨어짐
∙ 건강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높아지

는 측면이 있으나 건강증진 고유의 사
업보다는 사업 범위가 보다 질병관리, 
전반적 건강투자까지 보다 확대될 개
연성이 큼.

○ 행정부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기금운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재정과 사업기획, 평가 담당기관을 분리하여 상호 

감시 및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금 기획, 재정, 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두는 방안과 관리, 기획, 재정 기능을 통합하여 컨트롤 타워의 하위기

능으로 두고 평가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건강증진기금 콘트롤 타워는 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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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금 심의기구의 위상과 연계되지만 보건복지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타부처 연계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기금평가는 콘트롤 타워와 별도로 제3의 독립기관이 맡는 것이 사업기

획과 평가를 분리시켜 기금의 전반적인 거번넌스에 견제기능을 갖도

록 할 수 있다. 

○ 기금운  콘트롤타워 조직과 평가기능을 갖는 조직을 두더라도 역할 

분담을 하되, 업무가 분절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연계가 되어야 한다. 

○ 단,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직은 슬림화하여 

구축하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다. 기금운영 관리시스템의 확보 

1) 건강증진 정책실행 리더쉽의 확보  

건강증진기금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심의기구를 보좌하는 실무 운 을 

맡는 조직이 현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심의기구를 실질적으로 운 하고 

사무처(국) 역할을 하는 실무기구를 현재 건강증진 정책을 총괄하도록 되

어 있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 두거나 또는 보다 상위 수준에 별도 

조직으로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복권기금 운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복권기금의 심의운 을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근거하여 ‘복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심의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기획

재정부(과거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다고 이관됨)에 두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발행 및 판매의 효율적 구조를 확립하고, 복권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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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리적 배분과 사용에 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심의하고 있다. 복

권기금은 법정사업과 공익지원사업에 할당되고 있으며, 복권위원회 산하

의 사무처는 3개 과(복권총괄과, 발행관리과, 기금사업과)를 두고 사무처

장과 25명의 인력을 두고 복권기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49)  

2) 기금관리시스템 

건강증진기금의 관리시스템 확보와 효과적인 운 을 위한 시안(試案)

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 으며, 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 5-4〕와 같은 건강증진기금 거버넌스 조직 시안에 대해서 전문가

의 60명중 76.7%(46명)이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표 5-6참조). 

건강증진기금 운 관리에 적합한 기구(조직)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

았으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부서, 기금심의위원회(신설), 복지부내 별도 

기금운 조직(신설) 순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표 5-7참조). 

건강증진기금의 재정운용을 위한 위원회 기능에 적합한 조직(기구)로

는 기금심의위원회(신설)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복지부내 

별도 기금운 조직(신설)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표 5-8 참조).  

149) 복권위원회 http://www.bokgwon.go.kr/intro/0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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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건강증진기금 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시안 및 조정안   

〈시안〉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조정안〉

〈표 5-6〉 건강증진기금 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시안의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N %

적합하다 46 76.7

적합하지 않다 8 13.3

기타 6 10.0

계 6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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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부서 3 5.0

 보건복지부 내 별도 기금관리운 조직(신설) 16 26.7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9 15.0

 기금심의위원회(신설) 24 40.0

 기금평가기관(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3.3

 한국건강증진재단 4 6.7

 기획재정부 2 3.3

계 60 100.0

〈표 5-7〉 건강증진기금운영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에 적합한 조직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N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부서 11 18.3

 보건복지부 내 별도 기금관리운 조직(신설) 6 10.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25 41.7

 기금심의위원회(신설) 8 13.3

 한국건강증진재단 3 5.0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6 10.0

 특수법인 신설(예: 한국건강증진관리공단) 1 1.7

계 60 100.0

〈표 5-8〉 건강증진기금 재정운용위원회의 기능에 적합한 조직에 대한 전문가 의견

건강증진기금 사업기획관리 위원회 기능에 적합한 조직(기구)에 대해

서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부서 또는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적합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표 5-9 참조). 

건강증진기금 평가위원회 기능에 적합한 조직(기구)로는 기금평가기관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같이 기금 관리운 조직과는 독립적인 기관

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 다(표 5-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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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 부서 19 31.7

 보건복지부 내 별도 기금관리운 조직(신설) 3 5.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12 20.0

 기금심의위원회(신설) 4 6.7

 한국건강증진재단 19 31.7

 범부처 위원회 신설 2 3.3

 특수법인 신설 1 1.7

계 60 100.0

구분 N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부서 5 8.3

 보건복지부 내 별도 기금관리운 조직(신설) 3 5.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12 20.0

 기금심의위원회(신설) 8 13.3

 기금평가기관(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7 28.3

 한국건강증진재단 5 8.3

 민간단체, 조직 8 13.3

 범부처 위원회 신설 1 1.7

 충분한 수의 전문가 조직 1 1.7

계 60 100.0

〈표 5-9〉 건강증진기금 사업기획관리위원회 기능에 적합한 조직에 대한 전문가 의견

〈표 5-10〉 기금 평가위원회 기능에 적합한 조직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3절 건강증진기금의 사용과 예산배분 개선 

1. 건강증진기금 사용의 개선과제  

Green 등(1991)은 건강증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보건교육을 

강조하 다. 건강증진의 기본 개념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중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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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홍보, 교육에 대한 예산투입이라고 하 다. 

건강증진기금 운용의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기금사업의 범위 명

료화, 지원방식의 합리화, 기금지원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성

이 제기된 바 있다(이주열 등, 2007). 

1997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운용된 이후, 2004년까지를 기금도입기, 

2005년에서 현재까지는 기금확대기로 구분한다면, 도입기에는 한정된 

기금으로 건강증진 본연의 사업비 비중이 높았으나 기금확대기에 이르면

서 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당초 기금의 목

적사업 이외에 사업에 대한 활용이 오히려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

강증진기금 예산배분의 적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개선

되지 않고 있다. 

그간 건강증진기금에 대한 국정감사, 기금운용평가, 국회예산분석 등

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금사용처의 부적합성에 대한 평가결과

를 반 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보건의료산업육

성 등의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기획재

정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신규사업 예산 편성시 사업이 기금의 성격에 부합한지, 효과성이 있는

지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지고 않는 구조에서 기금예산이 운용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기금 배분에 대한 우선순위와 배분 원칙 명시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시급성이 낮기 때문에 

기금예산의 배분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증진

기금의 조성 목적을 구현하고, 앞서 검토한 국내외 건강증진 사업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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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반 하고 기존의 기금배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기금 사

업의 운선순위와 이에 따른 재원배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아젠다 설정

(Agenda Setting)’이 필요하다. 복권기금에서도 법정사업과 공익지원사

업을 구분하고 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호주 Vichealth는 아래와 같이 담배법(Tobacco Act)에 기금 예산의 

30% 이상을 건강증진 목적으로, 30% 이상을 스포츠에 사용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또한 Vichealth 이사회는 기금의 20%를 연구와 평가에, 12%를 

흡연과 관련된 건강문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5-11). 

     □ 호주 Vichealth의 법에 명시된 지출목표(Tobacco Act 1987, 33조)

        자료:　http://www.vichealth.vic.gov.au/~/media/About Us/Attachments/To
baccoAct1987.ashx(2013년 11월 1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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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호주 Vichealth의 법에 명시된 기금 지출목표와 이사회 정책 지출목표

성과측정 지표
2011-2012지출 2012-2013지출

금액(AUD$)4) 비중(%) 금액(AUD$)4) 비중(%)

일반 예산1) 34,829,000(약 346억원) 100 35,453,000(약 354억원) 100

법에 명시된 지출 목표

Sporting bodues 10,448,700(약 104억원) 30 10,635,900(약 106억원) 30

건강증진2) 16,717,920(약 167억원) 48 15,599,320(약 156억원) 44

이사회 정책 지출 목표 　 　

연구 및 평가3) 6,617,510(약  66억원) 19 6,736,070(약  67억원) 19

담배 4,876,060(약  49억원) 14 5,317,950(약  54억원) 15

   주:1) 총 예산 중 일반전용예산만을 기준(general appropriations)으로 함 
       2) 총 예산을 지출목표 기준에 따라 분류하 으므로 연구평가 예산과 담배 예산 중 일부는 건강

증진 분야에 중복 계상됨. 
       3) 연구 및 평가 예산은 다른 범주의 연구 및 평가 예산을 일부 포함
       4) 예산별 금액은 일반전용예산의 비중(%)으로 산출.
자료: Victorian Health Promotion Foundation, Vichealth annual report, 각년도

건강증진기금 운용 국가들은 대부분 자국에 필요한 건강증진의 주요

역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지원 및 방법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기

전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가 수준의 기금으로 Vichealth 등 

다른 국가보다는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금이 우선적으로 사용

되어야 할 분야를 명시하고,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건강증진사업 재원을 

합목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

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사회적 공감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

련하여 건강증진기금 예산의 배정 우선순위와 배분기준에 대해서 정책의

제(아젠다)를 이끌어내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합의과정과 전문가 검토 과정

을 거쳐 기금의 배분과 활용을 재정립할 것이 요구된다. 국민건강증진법

령과 관련 사업 지침을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지지도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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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증진기금 사용 분야의 정립 

  가. 건강증진기금 중 건강증진사업 예산 비중에 대한 의견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생활실천 등 본연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적절

한 예산 비중에 대해서 전문가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그림 5-5〕와 같다. 

〔그림 5-5〕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본연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적절한 예산비중

건강증진기금 전체의 50% 정도 (현재 기준으로 8,680억~1조)를 건강

증진사업에 확보하는 것을 전문가의 40%가 채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금 전체를 다 건강증진사업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다음으로 높아 

26.7% 고, 기금 전체의 30% 내외를 건강증진사업에 써야 한다는  의견

은 1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5-5 참조). 

건강증진 본연의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배분할 것이냐는데 대해서 

아젠다를 설정하고 예산배분을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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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필요하다 46 76.7

필요하지 않다 14 23.3

합계 60 100.0

  나.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의견 

건강보험재정에 기금의 50~60% 정도가 지원되는 현실에 비추어 건강

보험재정지원 예산을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에서 건강증진기금에서 투입되는 건강보험 지원 

재정이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데 76.7%가 

동의하고 있었다(표 5-12 참조).  

〈표 5-12〉 건강보험 지원 기금예산을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3장에서 본 바와 같이(표 3-6 참조), 건강증

진기금에서 받는 지원금을 건강검진,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보험급여, 노

인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제108조). 

전문가의견 수렴 결과, 검진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외 질환자의 질병관리와 관련된 사례

관리나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지원, 금연치료,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교육․홍보와 건강통계 생산 및 연구개발 분야 등에 건강증진기

금 사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건

강증진사업이나 직접 서비스 제공사업(예: 노인건강증진운동사업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소가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는데 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과 역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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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최근 예방적 서비스 역의 역할 강

화, 예방적 진료에 대한 점진적 급여화, 건강증진사업에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음에 반하여, 전문가 의견은 건강보험공단은 지역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해 온 보건소와 차별화된 역할 분담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다. 기금 사용 적합성에 대한 의견

먼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기

금으로 사용이 적합한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보면 〔그림 5-6〕과 같다. 

흡연자 건강관리, 건강생활지원사업, 보건교육과 자료개발, 조사연구, 

인력훈련, 양관리, 체육활동지원 등에는 적합성이 높다고 보았으나 건

강보험지원, 시설장비확충, 만성질환관리 등에 사용하는데는 적합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 5-6〕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영역의 건강증진기금 사용의 적합성, 전문가의견1)

주: 적합성은 5점 척도로 측정(1=‘전혀적합하지않다’←  3=‘보통’ →  5=‘매우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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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에 포함된 중점 역에 대해서 

건강증진기금 사용이 적합한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보면 〔그림 5-7〕과 

같다. 건강생활실천분야 사용의 적합성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

절염과 결핵 관리, 식품정책, 에이즈나 의료관련 감염 등에 대해서는 기

금사용의 적합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 5-7〕 HP2020 중점과제 영역의 건강증진기금 사용의 적합성, 전문가의견1)

      주: 적합성은 5점 척도로 측정(1=‘전혀적합하지않다’←  3=‘보통’ →  5=‘매우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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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강증진기금 예산 지출 내용에 대한 기금사용 적합성에 대한 전

문가 의견을 보면  〔그림 5-8〕과 같다. 금연사업, 보건소 건강증진, 성인

병예방교육, 절주사업, 국민건강 양조사 등에 대해서는 적합성이 높다

고 하 다. 하지만 건강보험지원, 의료비 지원, 보건산업육성 R&D, 질병

관리본부 지원 등은 적합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 5-8〕 현재 건강증진기금 예산지출의 기금 사용 적합성, 전문가의견1)

      주: 적합성은 5점 척도로 측정(1=‘전혀적합하지않다’←  3=‘보통’ →  5=‘매우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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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증진기금 사용 확대 분야

첫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기금사용의 명확한 범위가 애매하고 지나치

게 광범위하며, 명확한 지침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5절 법제도 개선방안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고착화되고 있어 동법률을 개정하여 건강

보험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건강보험 지원금의 사용 범위를 건강증진사

업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건강증진기금사업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하며, 더불어 새로 중요

성이 부각되는 분야에 기금이 사용되어야 한다. 

건강증진 필수 사업과 새로운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부문, 예로 취약계층의 건강행태개선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 고

령화와 다문화사회 이행 등에 대응한 연구와 사업 수행이 요구된다. 또한 

기금의 사용 내역에 확대하여 포함되어야 역으로 건강생활 지원환경조

성, 건강보호 역, 학교·산업장 등의 건강생활터와 지역사회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내용이 기금사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한다.

넷째, 건강증진사업의 범부처 참여와 효과적인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으

로 타부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협력 강화 유인책 시행이 필요

하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타부처 건강증진사업

에 대한 지원 확대와 협력 강화 유인책 시행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금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지출의 용도를 제한하여 설정하

며, 일반예산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재원관리체계 구축하고, 지원대상 사

업과 지출 용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건강증진기금사업과 HP2020 중점사업 목표 달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HP2020 중점과제 중의 하나인 재원 목표 즉, 기금의 성격에 



23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부합한 예산사용 목표(2011년 기금의 30%를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 → 

2020년까지 기금의 성격에 부합한 예산사용을 100% 달성 설정)를 이행

할 수 있도록 기금 배분 정책과정의 개선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이 필요하다.  

  가. 건강증진 분야에서 재원투입이 확대되어야 할 분야

건강증진기금사업에서 재원투입이 확대되어야 할 분야는 크게 사업활

동, 인프라구축, 사업확산과 활용 분야로 나누어 전문가의견을 수렴한 결

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활동 분야로 ‘금연과 담배소비 억제 활동’, ‘신체활동 증진’, ‘정신

보건과 스트레스관리’, ‘취약집단 건강증진’ 순으로 우선순위가 제시되었

다(그림 5-9 참조). 

   〔그림 5-9〕 건강증진기금 투입이 확대되어야 할 사업활동 분야, 전문가 의견

     주: 종합은 1순위와 2순위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한 사람의 수를 합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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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사업에서 재원투입이 확대되어야 할 인프라 구축 분야로

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 강화’, ‘건강증진인력의 역량 강화’, ‘민간단체

나 조직과의 파트너쉽 강화’, ‘건강증진사업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일반

주민의 역량강화’ 등이 전문가조사 결과 제시되었다(그림 5-10 참조). 

  〔그림 5-10〕 건강증진기금 투입이 확대되어야 할 인프라구축 분야, 전문가 의견

     주: 종합은 1순위와 2순위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한 사람의 수를 합하여 산출함. 

건강증진기금 투입이 확대되어야 할 사업확산과 활용 분야로는 ‘학교

와 사업장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활동’이라는 의견

이 가장 많았고, ‘건강정보 제공 강화’, ‘사회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강

화’, ‘건강생활실천 지지를 위한 미디어 캠페인 지원’의 순으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그림 5-11 참조). 

이를 종합해 보면 〈표 5-13〉과 같다. 이와 같은 건강기금 투입이 확대

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견해는 금연사업, 스포츠활동, 신체활동 등에 대

한 지원, 사회마케팅 등에 대한 투입이 많은 태국의 ThaiHealth, 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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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Health가 전개하는 건강증진사업활동과도 유사한 분야임을 볼 수 있

다(표 5-14, 그림 5-12 참조).

  〔그림 5-11〕 건강증진기금 투입이 확대되어야 할 사업확산 및 활용 분야, 전문가 의견

     주: 종합은 1순위와 2순위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한 사람의 수를 합하여 산출함. 

〈표 5-13〉 건강증진기금 투입이 확대되어야 할 분야: 전문가 의견

사업활동 분야 인프라구축 분야 사업확산 및 활용 분야

우선
순위

- 금연과 담배소비 억제 
활동

- 신체활동 증진

- 절주, 알코올남용 억제

- 정신보건과 스트레스 
관리

- 취약집단 건강증진 

-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 
강화 

- 건강증진인력의 역량 
강화

- 민간단체나 조직과의 
파트너쉽 강화

- 건강증진사업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 건강증진 연구개발 강화 

- 일반주민의 역량강화

- 학교, 사업장, 지역사회 
참여/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활동

- 건강정보 제공 강화

- 사회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강화’

- 건강생활실천지지를 위한 
미디어 캠페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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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국가별 건강증진기금 활용 주요 사업내용 비교

국가
한국

국민건강증진기금
태국

ThaiHealth 
호주

VicHealth

스위스
Health Promotion 

Switzerland

주
요

사
업
내
용 

- 건강보험 지원
- 보건산업육성 

R&D
- 질병관리본부 

지원
- 질병관리 및 

의료비 지원 
- 국민건강생활 

실천
- 보건의료시설 

장비 확충
- 건강증진조사연구

- 지역사회건강증진
- 건강위헙요인 관리 
- 음주 
- 혁신사업 지원 
- 아동, 유년기, 

가족건강
- 교통사고
- 신체활동
- 금연
- 특별 인구집단
- 조직 건강증진
- 보건서비스체계

- 금연 관련 사업 
- 과체중과 비만
- 신체활동
- 사회적 소외
- 차별
- 폭력
- 알코올 남용
- 사회경제적 

불리와 열악한 
건강의 연계

- 자외선 보호

- 건강한 체중(특히 
아동, 청소년  

양과 신체활동 
증진)  

- 직장 건강증진의 
확산

-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효과 및 
지식관리

- 커뮤니케이션

〔그림 5-12〕 한국 건강증진기금(2013년)과 태국 ThaiHealth(2010년)의 주요 
사업분야별 기금배분율

자료: 1)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현황
        2) http://en.thaihealth.or.th/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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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개발(R&D) 및 평가에 대한 예산배분 확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건강증진기금사업에서 평가를 위한 자원을 충분

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앞서 호주 Vichealth 에서는 건강증진기금의 

20%를 연구와 평가에 쓰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건강증진 연구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금의 일정

부분을 연구와 평가에 할당하도록 명시하고, 연구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점과제 등 기획과제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건강

증진기금 중 건강보험지원 이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산업육

성(R&D)에는 2013년 2,319억원 편성, 그러나 건강증진 관련 연구지원

을 거의 포함되고 있지 않은 모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건강증진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재원 확보도 필요하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보건의료기술 R&D 사업 비중 (2013년 기금 

전체사업비의 12.2%, 경상사업비의 26.2%)을 대폭 축소하고, 일반회계

로 전환하며, 기금의  보건의료기술 R&D 사업 투입에서 건강증진 분야 

R&D 사업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건

강증진기금 중 건강증진 연구개발 사업의 투입 비중을 현재의 0.10%에

서 5~10%까지 높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4절에서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 취약계층인구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에 기금 사용 확대  

앞서 외국의 건강증진기금사업이나 기금 비운 국가의 건강증진 사업

활동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나 보건의료적 취약계

층인 아동과 유아, 임산부와 노인에 대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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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볼 수 있다. 앞서 4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호주의 

VicHealth, Healthway, 태국 ThaiHealth 등의 국가에서는 사회경제

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건강과의 연계가 높은 점에서 주요 사업활동에 취

약인구집단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기금 비운 국가중에서도 특

히 국과 미국의 건강증진사업 활동은 정보제공이나 캠페인 등 대중 홍

보사업 이외에는 다수의 사업이 인구학적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주요 

타켓집단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취약계층인구에 대하여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기금 

재원인 담뱃세의 소득 역진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수준이 낮

은 계층이 사회경제적 취약인구집단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전체 건강수

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된다. 이는 Health Plan 2020에서 주요 목표로 

천명하고 있는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데도 중요하다. 

  라.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 확대 

건강증진의 기본 개념을 담고 있는 오타와 헌장, 그리고 이후의 국제건

강증진회의에서는 지역사회 활동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의 

Population Health Promotion 모델이나 Health Living 모델 지역사

회 개발과 인프라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되고 인력이 사업경험과 역

량을 갖추고 있는 주요 조직이 보건소라 볼 수 있다. 그동안 보건소를 통

한 건강증진사업 전개와 확산이 미흡하 으나 이는 예산 부족, 접근 전략

의 한계, 그간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방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사업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인력과 자원 

인프라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의 강화를 위한 구심점은 지

역 보건소가 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38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보건계획수립

과 연계된 건강증진기금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사업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건강증진기금을 

중앙과 지역이 50%씩 공동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개선하고 취약지역

에 대한 특별 지원과 기술지원의 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논의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의 사용 확대와도 연계되는 것이다. 

전문가조사에서 지역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이 시급한 분야

를 우선순위별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는 〔그림 5-13〕과 같다. 지

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건강증진사업의 시행, 건강증진사업 인력확보, 관

련기관 협력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프로그램 개발 보급, 예산 규모의 확

충 순으로 지원분야가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5-13〕 지역건강증진사업에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주: 종합은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한 사람의 수를 합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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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앞서 2장에서 제기된 건강증진개념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보건

소가 민간자원 발굴과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유인하기 위해서 지역건강증진 사업평

가체계와 지표의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 

  마. 건강증진사업 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 시․도, 시․군․구에 건강증진

사업 인력이 보다 확보되어야 한다. 전문가조사에서도 지역 건강증진사

업에서 지원이 시급한 분야로 건강증진사업 인력 확보를 들고 있다(그림 

5-13 참조). 시․도 단위의 건강증진사업 인력이 거의 부재하고, 시․군․구 

단위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인력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고 있어 건

강증진사업의 지속적 발전이 어렵다. 건강증진사업 인력의 전문성과 역

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기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건강증진인

력의 역할이 직접 서비스 제공 보다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기획관

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바. 건강행위실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기금 

지원 확대 

 

최근 건강증진의 범위는 2장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까지 확장되

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Health People 2020 목표수립에서 건강결정

요인으로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틀로 전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4장 그림 4-7 참조).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물리적 환경여건의 개선, 건강증진사업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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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서 사회경제적 향 요인을 고려한 근원적인 접근으로 사업의 접

근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기금사용 현황과 같이 건강증진과 거리가 먼 질병과 치료사

업, 보건의료산업 R&D 지원은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5. 기금예산 편성 틀의 개선  

건강증진기금의 예산세부항목이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변

동되었다. 2006년 이전까지는 그나마 기금의 특성에 적합한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연구개발, 보건교육자료개발, 건강증진조사연구, 국민건

강 양조사 등).  

2007년 이후에는 현재까지 일반회계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이관되면서 

기금예산의 분류도 일반회계 계정과 거의 유사한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

다(공공보건의료확충, 보건산업육성, 생명과학연구지원,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 국민건강생활실천, 암 및 희귀질환지원, 정신질환관리, 구강보

건사업, 보건의료서비스지원, 소록도병원지원, 질병관리본부지원 등) 

이러한 예산의 분류방식은 기금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건강증진종합계획의 틀과도 

연계되지 않고 있다. 현행과 같은 일반회계와 동일한 기금의 예산분류는 

개정하여야 한다. 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점과제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기금사업의 

예산편성 구분이 너무 많고, 기금사업 수가 너무 많은 것도 재편되어야 

할 점이다.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에서 대부분의 타부처 기금은 사업수가 1~3

개 정도인데 비하여 건강증진기금은 25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

어 기금의 성과평가과 모니터링을 어렵게 하고 기금사용 목적이 너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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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6. 건강증진기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복권기금, 국민체육기금 등 타 기금에 비하여 건강증진기금 사업에 대

한 정보공개가 매우 미흡하다. 건강증진기금사업, 건강증진 연구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제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집행과 관련 평가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증진 기금사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민주

적 절차를 통해 운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기금사용과 기금사업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합의가 수반된  기금의 목적사

업 수행과 이에 따른 기금배분을 보다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복권기금에서는 사업 운 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권 및 복권기

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제도를 통해 복권기

금사업의 합목적성․효과성을 확보하고 연차별 점검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다

음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수립시에 반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기

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건강증진 연구, 사업평가 및 활용 개선 

1. 건강증진연구 개선 

  가. 전문가 의견 

건강증진 연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보면, 88.3%가 확대가 필요하다

는 견해를 제시하 다(표 5-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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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필요하다 53 88.3

필요하지 않다 7 11.7

합계 60 100.0

구분 내 용

중장기연구

확대

○ 건강증진연구개발의 확대, 연구기간의 중장기화

   • 건강증진 연구개발(R&D) 사업 필요 

   • 대부분의 국가 생의학연구지원처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 중장기적 

지원으로 연구비 규모와 연구기간의 대폭 확대 필요 

    - BK사업, HK사업, 보건의료 R&D사업 등에 비해 거의 일회성으로 유

지되어 온 건강증진 연구개발은 그 한계가 큼.

   • 현재처럼 단발성 연구를 지양하고 3-5년 단위의 중장기 과제를 개발

     - 그래야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단기적, 중장기

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임.

     - 보다 장기적인 연구결과를 통해야만 의미있는 연구결과의 도출 가능

     - 장기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그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

분에 지원. 이를 통해 효과성이 있는 건강증진사업 모형 개발

     - 건강과 관련된 사업은 긴 시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

간에 걸친 연구 필요

○ 전략 관련 연구, 근거마련 연구 필요

   • 일반연구 및 정책연구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관련된 기획에 따라서 연구주제, 기간 및 운 방식을 개편하

〈표 5-15〉 건강증진 연구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특히 전문가들은 연구비의 확대, 연구기간의 중장기화, 건강증진 연구

개발(R&D) 사업, 전략적 연구, 근거마련 연구,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용

적 연구개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필수 연구 분야에 대한 집

중 지원, 이를 위해 건강증진 연구개발비를 일정 비율을 기금에서 배분하

는 방안, 연구결과의 활용과 확산 노력, 성과평가 방법 개선과 평가시스

템 운  등이 건강증진 연구개발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로 제안하

다(표 5-16 참조). 

〈표 5-16〉 건강증진 연구개발(일반연구/정책연구) 운용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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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여야 하고 지금보다 더 확대하여야 할 것임.

   • 타당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이에 근거한 집행, 지나치게 세분화된 작

은 규모의 연구 지원 지양 - 적정 수준의 대규모/포괄적 다학제간 연구 

지향

   • 장단기 전략 관련 연구 확대 필요

   • 연구 수요조사를 통한 장기적 연구비 확보

   • 단편적 연구보다는 중장기적 실험적 연구가 필요

   • 일정 지역이나 집단을 정하여 여러해에 걸쳐 투입에 따른 건강행태변화

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장기간 연구 필요

   • 장기간에 걸친 코호트 연구, 추적연구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이론적 근

거를 제공할 연구과제 발굴과 지원 필요.

   • 시범사업을 포함한 장기적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 할 수 있어야 함.

   • 정책연구는 시범사업 또는 지역사회 기반 근거개발 프로그램에 집중 

연구비 확대

○ 건강증진 연구개발비를 일정 비율 기금에서 배분   

   • 연구비는 기금에서 당연히 지원되고 1% 내외에서 결정

   • 연구비 총량 확대, 연구비 규모가 너무 적으므로 대폭 확대 필요 

우선순위분야

선정

○ 필수 연구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연구비를 집중

   • 국민의 건강상태 및 질병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와 정책개발 연구 지원.

   • 세팅별(학교, 산업장, 지역사회 등) 건강증진 개발을 위한 연구투자 확대 

필요

활용가능한 

실용 연구 

확대

○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용적 연구개발 강화

   •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실제적인 연구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음. 순수 학술적인 연구지원 보

다는 적극적인 생활양식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 및 실행방안 

연구 필요

   • 실질적으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사업 모듈의 개발

   •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많이 반 하여 실질

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사업 개발 필요

   • 연구가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근거한 다양한 연구들

을 시도할 필요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intervention trial에 

대한 연구비 지원 확대

연구결과의 

활용 및 확산 

강화

○ 연구결과의 활용, 확산 노력 

   • 지금까지 건강증진 연구 결과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결과물의 

수준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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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 발생된 결과물을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contents 개발도 

필요

   •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 혹은 건강증진 콘텐츠 등 일반인

을 위한 자료 개발 필요

   • 결과의 공개 필요

   • 연구지원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 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 마련 필요

성과평가

개선

○ 성과평가 방법 개선과 평가시스템 운영 

   • 성과평가방법 개선

   •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비 수준의 대폭 확대

   • 연구사업 성과평가시스템 운

  나. 건강증진 연구의 확대   

1) 건강증진 연구의 확대와 중장기 연구계획에 의한 추진 

근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건강증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건강증진 사업의 수요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연구와 사업 평가의 필요성

은 매우 크다. 전문가 의견과 앞서 기금의 활용과 재원배분(5장 3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구와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기금의 일

정부분을 모니터링, 평가, 연구에 배분하여 이러한 활동에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강증진기금 사업 전반, 특히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근거

기반의 실증 분석을 위한 연구개발이 확대되어야 하며, 건강증진 연구사

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연구, 중점과제 연구, 전략적 

연구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증진 연구과 과제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집행과 관련 평가절

차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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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기술 R&D 분야에 건강증진 분야 포함

건강증진기금 중 보건의료기술 R&D에 투입되는 예산은 2006~2013

년 연간 1,800~2,300억 규모로 기금사업비의 6.5~12.2%를 차지하여 왔

다.  정부의 건강 R&D 사업150)은 1조5,800억원으로 정부 총 R&D 대비 

건강 R&D의 비중은 10.6%(2011)이며, 이중 보건복지부 R&D 규모는 

2009년 2,768억원, 2010년 3,052억원, 2011년 3,335억원, 2012년 약 

3,700억원 수준으로  2009~2011년 3년간 건강 R&D의 21.5%를 보건

복지부가 맡으며,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많다(보건복지부, 

2013).151) 

정부의 건강 R&D 사업은 건강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 뿐 아니라 건강

생활을 위한 예방․관리 기술(Wellbeing/건강증진) 역을 포함한다고 표

명하고 있다. 현재의 보건의료기술 R&D 사업에서 일정부분을 건강증진 

분야에 할당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건강증진기

금의  보건의료기술 R&D 사업 투입에서 건강증진 분야 R&D 사업이 거

의 없었지만 이제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 

150) 국가 R&D 사업에서 보건의료 및 예방관리 기술에 해당되는 역을 건강 R&D로 지
칭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주로 보건의료기술 분야이다(각주 151 참조). 

151)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 
     2013년 7월 수립된 국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진계획에서는 

국민건강 4대 건강 R&D 분야”는  ① 다빈도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질환 등 질
환자 대상 질병 진단·치료를 위한 질병극복기술(Disease), ② 고령친화제품, 재활로봇
기술, 서비스 R&D 등 노인·장애인 등 복지 대상자를 위한 돌봄기술(Care),  ③ IT 기
반 생활습관 모니터링, 생활체력 관리기술 등 건강한 생활을 유지·지속시키기 위한 건
강증진기술(Wellbeing), ④ 감염병 대응, 환경보건, 식의약 안전관리 등 국민의 안전
을 위한 공공안전기술(Safety)로 분류되어 건강증진기술(Wellbeing) 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출처: 보건복지부 2013. 7. 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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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강증진 연구과제 관리 개선   

1) 근거중심 건강증진 연구과제의 체제 정립

현재 수행된 연구보고 사례를 분석하면, 건강증진에 관한 현황은 구체

적으로 파악되어 있으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방안 제시나 해

당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건강증진의 변화양상 등을 파악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연구결과가 사업으로 연계되어 가시적 실질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

부 차원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활용 체제를 정립하고, 연구자의 창의적 발

의를 인정하면서 결과물을 실용화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15년간(1998-2012) 수행된 건강증진 연구사업으로 이미 총 800

여개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어 공개되고 있다. 그동안 건강증진사업 중재

(intervention) 프로그램들이 국내에서 개발된 연구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지 또한 효과적인지를 미쳐 파악하지 못한 상태

에서 시작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건강증진 연구와 자료개발 산출물

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우수 결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결과 활용 

전략과 함께 저작권, 특허권 등에 관한 지침과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

다. 

우리 실정에 필요한 건강증진 연구과제 개발체계를 정립하고, 그동안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된 연구과제의 경향 및 결과를 분석하여 주요 

역에서의 필요 및 부족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증진 연구의  

주요 역을 조정하고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증진기금 사업 전반, 

특히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실증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며, 근거에 기반하

여 건강증진 정책과 사업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역 및 필요분야를 파악하여 건강증진 장단기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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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도 다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2) 건강증진 연구성과 등록 프로그램의 과학화

연구성과물은 국가의 지적재산인 동시에 그 활용도는 선진국 지표의 

하나이다. 현재 건강증진연구 등은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실제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진행 사업에 대한 평가 등에 연계되지 못

하고 단기 연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향후 기존 연구성과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과제를 개발하고 부족한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를 위해 정부지원 연구등록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건강증진 연구보고서는 주요 역

별, 과제형태별, 년도별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으나 관련연구자들이 필

요한 분야나 부족한 연구가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검색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기존 연구성과와 진행 연구들이 잘 파악되지 못하면 

중복된 연구지원으로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 되고, 현재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더 발전된 과제를 개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 연구결과의 분석

을 통해 건강증진 연구성과 등록 프로그램의 과학화가 요구된다. 이를 통

해 연구개발지원의 효율성과 연구성과를 높이고, 연구지원 및 지원방법을 

전문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증진 연구성과 등록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효율화 개선,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검색방법 다양화, 연구성과 분석 DB 구축, 기존 국가 도서관 

등과 연계되는 종합 DB 구축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DB 구축은  주요분야별 및 연구분야별 (기 구축 완료사항), 연구분야별 

(건강투자, 건강실천, 질병예방, 보건교육 등), 연구성과별(기초자료, 프

로그램 개발, 평가지표 등)로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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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 되

려면 우선 연구를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가 생산되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를 통해 필요한 사업 등이 개발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연속선 상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발전적 건강증진 연구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성

과 평가과정 도입이 필요하다. 

  ∙  연구과정에서 파생되는 제안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평가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분석, 프로그램 개발 제안, 사업 수행 후 발생된 문제

의 해결이나 보다 연속과제로 발전이 필요한 과제의 지원 

  ∙  평가내용과 평가방법의 체계화 

  ∙  연구과제특성별 평가시기의 탄력적 적용

 

2. 건강증진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개선  

  가. 건강증진사업 고유의 성과평가 도입  

제3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건강증진기금사업 전반적 평가는 국가재

정법에 근거한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 국회예산처의 예산분석, 국

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하여 일반적인 행정관리 차원에서 평가가 이

루어지고 있다.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선정은 그때 그때 현안과제를 중심

으로 정책적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금지원사업의 타당

성, 기금배분의 적합성이라든가 건강증진이라는 기금 특성과 내용에 적

합한 모니터링이나 성과평가는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기금

이 2005년 이후 일반회계사업에서 이관된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됨

에 따라 각 사업별로 관리가 해당 사업조직으로 분산되어 기금사업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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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지 않은데에도 기인한다.

건강증진기금사업의 평가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 제한되어 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다. 그나마 건강증진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강증진조사연구 

사업과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이 결정된 후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운 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나 성과의 활용은 충분하지 않다. 

기획재정부 기금운용 평가는 정부 기금 전반에 대한 평가로 건강증진기

금의 고유한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 하지 못하므로 건강증진기금사업에 

적합한 고유의 평가가 사업 전반에 걸쳐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증진기금 중 사업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재원배분

을 늘려 기금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 확보하여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하

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나. 건강증진사업 성과 평가 개선   

1) 건강투자로서 기금 사업의 거시적, 미시적 효율성 평가  

건강증진기금 사업중 일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

는 점을 개선하여 건강증진기금 사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거시적으로 평

가하고, 사업별로 미시적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증

진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 

사업의 성과 제고, 결과의 활용도 증진, 사업의 확산효과 제고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안전행정부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시․도 및 시․군․구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이 새로 변경되고 있는데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미치는 향

이 크므로 건강증진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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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평가지표와 평가체계로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2) 건강증진 조사연구의 다양화 

현재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평가와 최종적인 건강수준을 평

가하는 조사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치우쳐 있다. 

이에 비하여 건강증진사업 성과 평가는 매우 부족하다. 다양한 조사가 건

강증진사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건강행태(Health Behavior)에 대한 심층적 조사연구 

  ∙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관련자(기업, 민간 포함)의 활동 모니터링 조

사  

  ∙  건강증진기금사업 평가와 질 관리의 강화 (스위스 사례 참조)

3) 건강증진사업 평가에 건강영향평가(HIA) 점진적 도입 

건강증진기금의 배분 성과에 대해서 건강투자로서 거시적, 미시적 효

율성 평가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건

강 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 틀을 접목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결정요인 등을 고려한 평가시스

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건강증진기금사업 성과의 활용과 확산 강화 

  가. 건강증진기금사업 성과의 미흡한 활용 개선 

건강증진 연구와 사업성과의 낮은 활용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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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애요인들을 찾아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장애요인 중 건강증진 

연구와 사업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관련 규정의 마련과 성

과 활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건강증진 연구 및 사업 활용과 확산을 위한 규정 마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 규정이 

각각 보건복지부의 예규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규정화 되어 있다. 

그런데 건강증진 연구사업과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각각 ‘건강증진 연구

사업 지침’, ‘민간경상보조사업 업무관리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사업 업무지침의 경우 전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적

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건강정책국 소관 사업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건강증진연구사업에서는 계획서 작성시 연구성과 활용계획에 대해 다

음 내용 중 선택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연구성과 활용계획: 기초자료

제공/법령 제개정에 반 /제도개선반 /국가사업지침 및 조사에 활용/프로

그램개발/보건교육자료활용/DB 시스템구축/가이드라인 및 프로토콜 개발/ 

기타). 

과제 종료후에는 연구성과 활용실적 보고를 받고 있다. 연구결과 활용

이 다음 카테고리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기초자료제

공/ 법령 제개정에 반 / 제도개선반 / 국가사업지침 및 조사에 활용/ 

프로그램개발/ 보건교육자료활용/ DB 시스템구축/ 가이드라인 및 프로

토콜 개발/ 논문게재/ 보고서 출판, 언로보도 성과/ 기타). 즉, 최종적 실

용화 보다는 중간 결과물의 파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 연구사업 지침’과 ‘민간경상보조사업 업무관리지침’에는 연

구결과물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연구결과물 활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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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적극적이지 않았다. 건강증진 연구사업과 민간

경상보조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는 달리 보건복지부 수탁과제로 이

루어지고 있어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지적재산권은 보건복지부에 귀속된

다. 연구보고서 형태가 아닌 형태의 결과물, 즉 도구나 교육자료 등에 대

해서는 소유나 결과물의 활용, 확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통상적인 

계약에 의존하고 있어 결과물의 활용이 촉진되지 않고 있다152) .

결과물에 관한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

다. 소유권이 명확하게 명시된다면,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에 기술

료를 지불하고 해당 연구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기술개발에 재투자 하거나, 연구결과물 유통 및 관

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구축에 사용되도록 한다면 건강증진 연구사업 결

과를 활용하고 확산시키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사업 업무지침을 보다 상위의 관리규정으로 규정화하여 연구사업

의 관리를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2) 연구사업 결과의 활용에 관한 제도 연구 병행 

현재 각 분야별로 국가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지

고 있지만, R&D 투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미

흡하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용한 연구

결과물이 현장이나 시장에서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을 위한 인

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제도나 환경적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 현재는 결과

152) ‘건강증진 연구사업 지침’에서는 건강증진연구 종료후 연구성과의 활용 및 실적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증진 연구사업의 연구결과 권리 귀속에 대해서  “본 연구사업
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지적재산권은 보건복지부에 귀속되고,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의 소유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
어 있다(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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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실용화보다는 중간단계인 논문발표, 세미나 개최, 특허취득 등에 머

물러 있으며, 사회적으로 얼마나 향을 미치고, 활용되었느냐에 대한 평

가는 부재하다. 

연구개발사업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진행과 더불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도나 환경여건 성숙을 위한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 분야에서도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매년 연구개발사업이 수행

되고 있지만, 연구결과물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연구사업 수주와 더불어 연구사업의 유통 및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함

께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 연구를 병행하여 연구성과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 중장기 추

진전략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건강증진연구과제 관리에서도  성과 창출형 

R&D 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기획‧성과 관리시스템의 선진화, 현장 활

용을 위한 관리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성과 발굴과 우수 사례 확산 

지역사회에서 개발된 건강증진사업의 성과 발굴과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시스템을 확보한다. 그동안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 경험이 축적되고, 우수 성과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 이를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 사업확산을 위한 건강증진기금사업 추진체계의 다각화 

건강증진사업 확산을 위해 앞서 건강증진기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사업확산과 활용 분야로는 ‘학교와 사업장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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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 구축을 위한 활동’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건강정보 제공 강화’, 

‘사회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강화’, ‘건강생활실천지지를 위한 미디어 

캠페인 지원’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인프라 구축 분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 강화’, ‘건강증진인력의 

역량 강화’, ‘민간단체나 조직과의 파트너쉽 강화’, ‘건강증진사업 모니터

링과 성과평가’, ‘일반주민의 역량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분야는 

기금사업의 확산을 위해 중요한 분야이거나 접근 방법 및 확산을 위한 채

널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증진기금사업내용을 이러한 분야로 확대하고,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와 채널을 다각화하여야 한다.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조직과 체계를 보건소 외로 다각화하여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제도

적, 법적 장치는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증진서비스 모형개발, 건

강증진서비스 다원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고 법제화가 

검토되었다(이상  등, 2012). 하지만 아직까지 다원화된 건강서비스 제

공체계가 마련되지는 못하고 있다. 

더불어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의 제품화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선정과 인큐베이팅 지원, 그리고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 성과

의 확산을 위한 전략을 초기부터 수립하고,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평가

체계를 통한 유인책도 필요하다.  

  다. 사회마케팅 강화, 미디어와의 협력강화 

미국 IMO (Institute of Medicine)에서는 The Future of the 

Public Health in the 21st Century을 통해서 미래 건강문제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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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향후 공공보건체계는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공중보건체계로 전

환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제안하 다. 미래 21세기의 공중보건체계의 구

성 요소는 질병구조 변화와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공

공보건체계에서 나아가 〔그림 5-14〕와 같이 지역사회, 보건의료전달체

계, 근로자와 사업장, 미디어, 대학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구축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IMO, 2003; 배상수, 2012).  건강증진기금사업에서 사회마

케팅과 미디어 활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림 5-14〕 미래의 공중보건체계 네트워크 : 미국 IMO 모델 

     

           자료: Institute of Medicine (2003). 

  라. 건강증진 연구평가센터, 자료개발센터 기능 확보 

건강증진연구와 사업성과의 활용과 활용을 위해서 ‘건강증진 연구평가

센터’, ‘건강 DB 운  및 자료개발 센터’ 기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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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증진 연구평가센터 기능 확보  

앞서 건강증진기금 평가위원회 기능에 적합한 조직에 대한 논의를 통

해 기금의 총괄적 관리운  기능과는 독립적인 조직(또는 기구)가 필요하

다는 논의가 제시되었다(표 5-10 참조) 이 조직(또는 기구)의 기능을 지

원하기 위해 ‘건강증진 연구평가센터’ 기능을 둘 필요가 있다. 이 센터는 

건강증진기금사업 결과의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성, 활용도 평가, 근거에 

기반한 건강증진 정책과 사업 개발과 건강증진 연구 강화 기능을 수행하

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센터를 새로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의 조직 중 적

합한 곳을 선정하여 이 역할을  맡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강증진․건강교육 DB 운영 및 자료개발 센터 기능 확보 

건강증진기금이 확대 투입되어야 할 분야로 보건교육․자료개발 센터의 

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그림 5-10 참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조직(또

는 기구)으로 ‘건강 DB 운  및 자료개발 센터’는 기금사업 등을 통해 개

발된 건강관련 자료의 체계적 정리, DB 구축 및 활용, 건강증진 관련 자

료개발 및 홍보, 지식전파 기능 수행과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통합 관리

함으로써 흩어져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다음 기능을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건강정보 범람시대에 공신력있는 건강정보 제공 창구 마련, 건강 전

화 추진 (기존 체계 활용 또는 신설)

 ∙ 사회마케팅 대국민 캠페인 확산, 언론과 미디어의 적극적 활용방안 등

 ∙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도구의 수집돠 관리 및 개발과 웹 기반 제공 

이러한 ‘건강증진․보건교육 DB 센터’ 기능은 한국건강증진재단이나 기

존 건강정보기관, 또는 대학 등 민간기관에서 운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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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의 건강증진재단의 ‘건강길라잡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의 ‘국민건강정보 포털’, 건강보험공단의 ‘건강 iN’ 등에서 건강증진 관련 

정보 DB가 운 되고 건강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

관들이 운 하는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건강증진․보건교육 DB 센터’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한국건강증진재단의 사업성과 활용과 확산 역할 강화 

건강증진사업 성과 활용 및 확산에서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주요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 DB 운  및 자료개발 센터’ 운 , 지자체 

건강증진사업의 성과 발굴과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기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건강증진재단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요구된다.  

제5절 법제도 개선 

1. 국민건강기금 관련 법령의 개선 

건강증진과 관련된 법은 건강증진의 정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며 다

양한 법이 관련될 수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이 있으며,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법으로 국민건강증진

법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며, 국민 양관리법,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 

암관리법, 건강검진기본법,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식품안전기본법, 어

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김광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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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도 건강증진기금과 직접 관련이 되는 법은 국민건강증진법이

며, 모든 국가 기금의 설치, 재정운용, 집행에 관한 기초가 되는 법으로는 

국가재정법이 있다.  

여기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방향에 한정하여 건강증진기금 거버

넌스, 재원 배분과 활동, 평가와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민건강기금을 지원받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의 개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부분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국민건강증진법령의 구성에서 건강증진의 개념과 범위를 건강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건강결정요인, 그리고 건강형평성에 대한 가치가 반

되고, 건강증진에 대한 전세계적인 개념과 접근방법의 변화 동향을 반

하여 환경적 지원, 건강보호, 학교·산업장 등의 건강생활터와 지역사회 인

구집단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내용을 반 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한 범위가 건강증진법 제22조에 명시되어 있

기는 하나 2004년 12월 법개정으로 추가된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으로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추가된 사용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준과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고 건

강증진과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사업이 포함될 여지를 주고 있다. 또한, 

기금 사용 역으로 현행 건강증진법 기금사용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강생활 지원 환경여건 개선, 지역사회·학교·사업장·보건의료기관 등 다

양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사용 

범위에 포함되어 이 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수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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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증진법의 기금 사용 범위를 보다 국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도록 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기금사용을 규정한 건강

증진법 25조의 1~7항에 건강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추가하고, 9항에서 공공보

건의료를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을 삭제하고, 기금 사용에 대한 시행령 30조 3

항의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을 삭제하거나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사업으

로 변경하여 기금사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증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건강증진법령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건강증진사

업의 수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지 못하여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목표달성에 대한 추진력을 갖지 못

하고 있다.” 또한 “계획의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이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전반적으로 건강증진 

법령들이 건강결정요인 관련 환경보다는 건강위험요인이나 건강행동을 

규정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김광기, 

2012). 이러한 부분이 건강증진법령 내용에 반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증진사업의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국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위원회의 구성을 실질적

으로 범부처적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 운용·

관리의 기본방향,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변경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건강증진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증진기금 예산 배분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의 배

분 및 사용용도의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여 기금지출의 우선순위와 기금

사용처를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  기금 배분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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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등 건강위해요인 관련 사업에 대한 배분

∙  건강지식과 실천기술 전파 등 사회마케팅 강화에 대한 고려 

∙  건강증진 연구, 평가에 대한 배분 등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넷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을 축소나 폐지하기 위해 기금

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한시적 특례 조항과 국민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건강증진기금의 1/2 정도가 되

는 1조원 이상이 지출되는데 대한 타당성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기금의 활용과 배분이 개선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조항

의 개정이 필요하다.  

2. 전문가 의견 

기금의 필수사업을 선정하여 최소한의 지출수준을 명문화 할 필요성에 대

해서 전문가들의 81.7%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 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은 18.3%로 명문화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 음을 볼 수 있다(표 5- 

17 참조) 

〈표 5-17〉 건강증진기금 필수사업 최소 지출수준 명문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N %

필요하다 49 81.7

필요하지 않다 11 18.3

합계 60 100.0

기금 필수사업을 선정하여 지출 수준을 법령에 명문화 할 필요성에 대

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경우 그 이유는 ‘기금목적에 적합한 사업예

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지원이나 기금 목적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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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함.

  - 건강증진기금은 그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게 일반예산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해야 함.

  - 건강증진기금을 건강증진 본연의 분야에 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목적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

  - 다른 분야에의 지원이 많아지면 본래의 사업인 건강증진사업 부문에 투자가 

줄기 때문에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 필수사업에 대한 지출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

  - 기금을 정권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면 사업의 일관성이 떨어지므로 필수사업

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문화 필요

  - 제대로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 건강증진기금의 정체성에 맞는 기금사용이 필요함. 정부기금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되고 집행되는 것이 예산이 중복을 막고 효율성을 높일 것임. 

  - 당면 문제 의료비 등에 예산배정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으므로 우선순위 

사업에 예산 확보 필요

  - 기금 본연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진정한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증진기금의 원천적인 조성 목적에 부합되는 사

업의 우선순위 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필수 분야 간에도 어느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배분이 치중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

  - 기금 예산배분은 그때 그때 행정 필요 보다는 건강증진 필수사업을 중심으

로 전문적인 지식과 국제적 흐름, 우리국민의 건강문제에 근거를 두고 편성

되어야 하므로  

  -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에 사용해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 기금 목적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에 대한 예산의 과중한 투입 방지를 위해

  - 기금 본연의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에 지원되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 건강보험 지원과 같이 타당치 않은 부문에 예산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합성이 낮은 분야에 과도한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배세 부과목적

에 맞추어 금연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등이 제시되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에는 시대적 요구, 지역특성, 건강문제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준설정이 어려울 것임으로 명문화까지는 필요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표 5-18 참조). 

〈표 5-18〉 기금 필수사업 지출수준 명문화 필요여부별 이유,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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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지원 등 비필수항목에 대한 연속성 견제를 위해

  - 연계성이 떨어지는 다른 사업 지원으로 기금을 사용할 곳에 사용하지 못함

(특히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문제)

  - 건강보험도 중요하지만, 이는 다른 방식의 국민적 논의를 통하여 재원이 확

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다른 의료, 복지 관련 사업들은 기존 정책 추진부서가 있고 일반예산에서 

확보되어야 할 사업들임. 

  - 건강증진과 맞지 않은 역으로 기금이 대부분 투입되면 정작 써야 할 부분

의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

  - 현재는 건강증진기금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제대로 돈이 쓰이고 있

지 않고 있다고 보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예산사업으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 정부가 국비로 당연히 충당해야 하는 사업들까지 건강증진기금으로 보충하

는 것은 개선되어야 함. 이런 사업에 너무 많은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

작 건강증진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은 부족 상태임

  - 주요 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확보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기금지출이 원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

  - 필수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 건강증진과 관련 없이 사용되는 현재의 변칙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 필요 

  - 건강위험 수준평가 및 기여수준과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따른 자원의 확보 및 

지속성 보장을 위해 필요

  - 정부(복지부)의 기금 사용범위의 임의적 결정을 제한시킬 수 있음. 

  - 정해진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범위를 명화히 할 필요성이 있음

 ○ 기금 재원 출처를 고려한 금연사업 우선 필요 

  - 현재 건강증진기금은 담배세가 주요 원천이므로 금연사업이 우선되어야 함

  - 담배소비세라는 기금의 출처를 고려하여 흡연이 미치는 부담의 비율을 고려

한 최소한의 지출 수준 명시 필요

  - 기금의 재원 출처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 기금이 대부분 담배세에서 나온다면 이의 사용처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봄

  - 금연사업을 포함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의 핵심이므로 건강증

진기금의 일정부분은 반드시 이 부분에 활용되어야 할 것임. 

필요하지 

않다

 ○ 시대적 요구, 지역특성, 건강문제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준설정이 어려움

  - 법령에 명문화할 필요까지는 없음

  - 명시할 경우 사업추진의 신축성과 유연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 상황변동을 반 하기 위하여 법제화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유병율 및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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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을 것

  - 기금 집행의 경직성 방지

  - 기준설정이 어려울 것임

  - 각 지역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른 부분이 많아

서 법에 지출 수준을 명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 장기적으로는 필수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필수사업 

선정이 어려움

  - 국내외 보건환경 변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필수사업도 변화할 수 있음

  - 시대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지출수준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움

3. 건강증진기금운영 관리규정의 확보 

건강증진 사업, 연구결과 및 자료개발 산출물 성과의 효과적 활용 제고

와 우수 결과의 확산을 위해서 결과 활용, 저작권, 특허권 등에 대한 지침

과 법적 규정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건강증진기금사용에 대한 구체

적인 운 지침을 보건복지부 내규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관리규

정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관리

규정」이 보건복지부 예규로 마련되어 있다. 이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조

항을 포함하여 연구결과의 평가와 활용을 위한 원칙을 담고 있음을 원용

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제21조) 

 ∙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제24조)

 ∙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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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제26조의2)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제27조)

 ∙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 마련(제27조의2)

건강증진사업은 특히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과 확산, 근거에 기반한 사

업의 시행을 위해서 일반 과학기술이나 보건분야기술 연구개발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가칭)‘건강증

진연구개발 관리 규정’ 또는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하는 (가칭)‘건강증진

기금사업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개발자를 독려하고, 결과의 활용과 확산

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높다.



제6장 결 론





본 연구는 건강증진기금 운 과 관련 사업의 현황을 법제도, 거버넌스, 

재원배분과 활동, 평가와 활용측면에서 각종 자료를 통하여 기금운  현

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국을 포함한 외국의 건강증진기금 및 건강

증진사업 운용 사례를 비교하 으며, 전문가조사를 통해 기금사용에 대

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다. 이를 종합하여 건강증

진기금 운 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건강증진기금의 운  현황을 종합해 보면,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을 규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에서 기금사용의 명확한 범위가 애매하

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명확한 지침이 없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건강증

진에 투입되는 재원 비율은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며, 그나마 건

강생활 실천과 질병예방에 투입되는 비중은 낮다. 기금이 국민의 건강생

활 실천과 이를 지지하는 여건 조성에 사용하는데 예산의 배분이 낮은 반

면, 당초 목적과 다른 건강보험 재정지원으로 기금의 반 이상을 사용하여 

왔고, 활용 기금 목적에 부합 정도가 낮은 일반예산 성격의 사업에 다수 

집행되고 있다. 기금사용 원칙과 기준의 미비하며, 타기금에 비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적 결정과정이 부족하고, 국가적 차원의 건강증진

기금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등 기획이 부재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증진기금의 합리적인 관리운 을 위한 거버넌스 정

립이 요구되나 기금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

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금 심의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하며, 기금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럴 타워 조직이 부

결 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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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다. 

건강증진기금의 편성과 운 에서 일반회계 예산과 차별성을 가지지 못

하고 있으며, 기금의 상당부분은 건강보험 지원과 일반회계 사업 예산 확

보에 대체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사업에 집중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기금의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투입이 확대되

고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축소 조정될 필요성이 높다.  

지난 10년간 건강증진기금의 관리, 운용, 예산과 사업의 배분에 대해

서는 기금 운용의 원칙과 기준 미흡, 기금 활용과 배분의 적절성 문제가 

기획재정부 기금평가, 국회예산처 예산분석 평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

되어 왔다. 건강증진기금 사용의 합리화를 통한 기금운용 구조의 개편과 

기금배분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건강

증진기금운용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기금의 합리적인 운 과 활용은 건강증진사업의 발

전방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사업의 시대적 요구와 

국내외 건강문제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하 다. 

건강증진기금 운 의 개선발전방안을 거버넌스 확립, 재원배분, 사업 

활동, 연구 및 평가와 활용 측면과 이를 지지하는 법제도 측면에서 대안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증진기금 관리운 시스템(거버넌스)을 확립하며, 건강증진

사업과 건강증진기금사업의 컨드롤 타워 역할 정립하기 위한 지원 실무

조직을 두고, 현행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보다 

상위의 기구를 두어 합리적 운 과 통제 권한을 확보하고, 민주적 의사결

정 구조를 갖도록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건

강증진정책에 대한 국가적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과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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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기금심의 위원회 위상 강화와 함께 건강증진기금사업 관리 운

을 위한 실무조직(부서)를 확보하여 위원회를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증진기금사업 전반의 리더쉽을 확보하

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금사용의 범위와 기금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

고, 이 범위에 속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중점과

제의 추진, 그리고 WHO 비전염성질환(NCD) 위험요인 관리 전략이행을 

기금사업과 연계하여 기금사업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기금이 배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축소하거나 건강보험 지원금의 사용 범위의 한

계를 건강증진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며, 건강증진기금사업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하여 기금의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회계 

성격의 사업을 대폭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금연 사업 

확대와 흡연자 치료 지원, 새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 기금 조성 목적

에 맞는 사업에 투입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금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지출의 용도를 제한하여 설정하며, 일반예

산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재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대상 사업과 지

출 용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주 Vichealth, 태국의 

ThaiHealth와 같이 기금 사용 범위를 법과 기금운  규정을 마련하여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건강증진 기금 사업 분야 우선순위, 타당성

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예산을 배분할 것이냐는데 대해서 아젠다를 설정

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배분 기준을 합

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1/2이 

지원되고 있는 건강보험지원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그 재원을 

건강증진 본연의 사업 분야, 건강증진 연구개발, 건강증진확산을 위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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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육홍보와 자료개발, 평가와 모니터링, 사업인력 개발, 질병의 사전적 

예방대책, 새로운 건강증진 수요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셋째, 건강증진사업의 확산을 위해서 지식을 전파하고 대중과 전문인

력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높이기 공신력 있는 정보의 일관성있는 제공과 

대국민 캠페인, 미디어/비미디어 사회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건강증진사업 확산을 위한 사회마케

팅 등에 대한 투입 확산이 필요하다. 기금의 사용 확대가 필요한 역으

로 건강생활 지원환경조성, 건강보호 역, 학교·산업장 등 건강생활터와 

지역사회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증진 활동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타부

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협력 강화 유인책 시행도 필요하다.    

넷째, 건강증진기금사업의 타당성, 적합성을 평가하고,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비용효과를 평가하며, 질 관리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건강증진 연구개발을 크게 확대하여 근거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

한 기반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건강증진기금 거버넌스, 예산배분 우선순위 설정, 기금사업의 

성과 모니터링과 평가기반 구축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근거 확보가 필요

하다. 건강증진기금 사용의 명확한 범위의 설정, 기금 운  거버넌스 확

보, 건강증진 사업 대상인구의 확대, 기금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방

향 정립, 기금운 과 활용에 대한 성과평가와 모니터링, 연구개발 비중 

확대 등을 법이나 관리규정으로 마련하여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재 건강증진기금에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원조달, 일반

회계에서 기금으로 이관되어 사용하고 있는 기금 당초의 설치목적에는 

부적합한 각종 보건의료사업의 재원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합의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건강증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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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운  체계와 합목적적 활용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기와 같이 기금이 운 되기 위해서는 기금운 을 위한 

건강증진기금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중장기 

건강증진기금사업 계획은 건강증진 HP 2020과 연계를 갖도록 하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건강증진기금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우선 건

강증진기금사업의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중점사업 

분야, 중기 재정계획, 우선순위 과제와 추진일정 및 추진추체 등 로드맵

을 전문가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서 수립하고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건강증진기금 운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증진기금에 사용되고 있는 기금 당초의 설치목적에 부적합한 건

강보험의 재원조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관되어 사용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분야 사업의 재원 확보에서 건강증진기금의 의존성을 줄이고, 어

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러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사회적 공감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증진기금 예산 배분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책아젠다를 이끌어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

과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건강증진기금 배분의 우선순위와 활용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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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중점과제 영역  

건강증진기금 사용의 적합성 
전혀                                                               매우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다
   ①--------②--------③--------④-------⑤

 건강생활
 실천 확산

 1) 금연 □ □ □ □ □
 2) 절주 □ □ □ □ □

 3) 신체활동 □ □ □ □ □

 4) 영양 □ □ □ □ □

 만성퇴행성질환과 
 발병 험 요인 리

 5) 암 □ □ □ □ □

 6) 건강검진 □ □ □ □ □

 7) 관절염 □ □ □ □ □
 8) 심뇌혈관질환 □ □ □ □ □

 9) 비만 □ □ □ □ □

10) 정신보건 □ □ □ □ □
11) 구강보건 □ □ □ □ □

 감염질환 리 

12) 예방접종 □ □ □ □ □

13) 비상방역체계 □ □ □ □ □
14) 의료관련 감염 □ □ □ □ □

15) 결핵 □ □ □ □ □

16) 에이즈 □ □ □ □ □

안 환경보건

17) 식품정책 □ □ □ □ □

18) 손상예방 □ □ □ □ □

19) 건강영향평가 □ □ □ □ □

 인구집단
 건강 리 

 

20) 모성건강 □ □ □ □ □

21) 영유아건강 □ □ □ □ □

22) 노인건강 □ □ □ □ □
23) 근로자건강관리 □ □ □ □ □
24) 군인건강증진 □ □ □ □ □

25) 학교보건 □ □ □ □ □
26) 다문화가족건강 □ □ □ □ □

27) 취약가정방문건강 □ □ □ □ □
28) 장애인건강 □ □ □ □ □

 사업체계 리

29) 기반 (인프라) □ □ □ □ □
30) 평가 □ □ □ □ □

31) 정보 및 통계 □ □ □ □ □

부 록 〈〈

건강증진기  운   사업 발 방안에 한 문가 조사표

건강증진사업과 기금사업 범위에 관한 의견 

1. 다음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과제 역입니다. 다음 각 역의 사업을 건강증

진기 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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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기금의 사용 범위 

건강증진기금 사용의 적합성 
전혀                                          매우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다
   ①-----②-----③-----④-----⑤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 □ □ □ □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 □ □ □ □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 □ □ □ □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 □ □ □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 □ □ □ □

 6) 국민영양관리사업 □ □ □ □ □

 7) 구강건강관리사업 □ □ □ □ □

 8)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 □ □ □ □

 9)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 □ □ □ □

10)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 □ □ □ □

11) 보건교육,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훈련

□ □ □ □ □

12)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 □ □ □ □

13) 2016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예상수입 6%의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

□ □ □ □ □

2.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기 의 사용”에 명시된 기 사업의 범 입니다. 다음 각 역

의 사업을 건강증진기 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1. 그 외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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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2005-2013년 건강증진기금 배분현황

사업영역
연평균

(억원)

비율

(%)

건강보험지원  10,014 (60.9)

국민건강생활실천 908 (5.5)

건강증진조사연구     73 (0.4)

질병관리 및 의료비지원 3,222 (19.6)

보건의료시설장비확충    746 (4.5)

보건산업육성   1,493 (9.1)

총사업비  16,456 (100.0)

2013년 건강증진기금 사업영역

건강증진기금 사용의 적합성 

전혀                                     매우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다
   ①----②----③----④----⑤

사업명
비중(%)

1. 건강보험 지원 53.66 □ □ □ □ □
2. 보건산업육성 12.20 □ □ □ □ □
3. 질병관리본부 지원 11.88 □ □ □ □ □
4. 질병관리 및 의료비 지원

4-1.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5.47 □ □ □ □ □

4-2.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난임부부지원, 모성아동건강지원, 인공임신중절예방) 1.93 □ □ □ □ □

4-3. 정신질환관리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보건시설확충) 1.92 □ □ □ □ □
4-4.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 0.49 □ □ □ □ □

4-5. 암 및 희귀 질환 지원
(국가암관리사업지원, 암검진,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 1.73 □ □ □ □ □

4-6.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보건간호사회 교육훈련 및 평가, 취학전 아동실명 예방) 0.02 □ □ □ □ □

4-7. WHO 전략목표 지원 0.14 □ □ □ □ □
4-8. 장애인재활 지원 0.03 □ □ □ □ □
4-9. 노인의료보장 (노인치매병원확충, 치매관리체계 구축) 0.67 □ □ □ □ □

5. 국민건강생활실천
5-1. 보건소 건강증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4.92 □ □ □ □ □

5-2. 성인병 예방교육 1.02 □ □ □ □ □

 3. 다음 각 항목은 재 건강증진기  배분 황입니다. 다음 각 역의 사업을 건강증진기 으

로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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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건강증진기금 사업영역

건강증진기금 사용의 적합성 
전혀                                     매우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다
   ①----②----③----④----⑤

(심뇌혈관질환,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검진사업) 
5-3. 금연사업 0.47 □ □ □ □ □
5-4. 절주사업 0.08 □ □ □ □ □
5-5.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조직운영 0.31 □ □ □ □ □

6. 건강증진조사연구
6-1. 건강증진 연구개발 (일반연구, 정책연구) 0.10 □ □ □ □ □
6-2. 국민건강영양조사 0.31 □ □ □ □ □

7. 보건의료시설장비 확충
7-1. 공공보건의료 확충 (장기기증 활성화지원, 혈액안전관리, 
도시 보건지소 확충, 공공보건의료정보화) 1.32 □ □ □ □ □

7-2.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1.32 □ □ □ □ □

총 사업비 합계 100.00

 4. 기 의 필수사업을 선정하여 최소한의 지출 수 을 법령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 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① 예                              □② 아니오

   4-1. 이와 같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건강보험, 보건의료산업 등 기  본연의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련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본연의 건강증진사업에 한 

산비 은 어느 정도가 합하다고 보십니까?(3번 참고자료를 참조)   

    □① 기금 전체 (현재기준 약 2조원) 내외            

    □② 기금의 50% (현재기준 약 1조원) 내외 

    □③기금의 30% (현재기준 약 6000억원) 내외        

    □④ 기금의 10% (현재기준 약 2000억원) 내외

    □⑤ 기금의 5% (현재기준 약 1000억원) 내외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재 건강증진기 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지원( 재 기  체의 약 1/2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기  지원 을 건강증진사업활동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용도

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1. (보건소 기능과 복을 막고, 차별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건강증진사업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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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확산방법 시

① 보건교육 자료, 도구 개발 보급
② 건강정보 제공 체널의 확보와 강화 
③ 건강생활습관 지지를 위한 미디어 캠페인 지원
④ 사회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 강화 
⑤ 건강생활습관을 지지하는 스포츠, 예술활동 지원
⑤ 학교, 사업장, 지역사회의 참여,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활동 
⑥ 다른 부문의 건강 관련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⑦ 기타 방법(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

✜ 사업활동 역 시

① 금연, 담배소비 억제  
② 절주, 알코올 남용 억제  
③ 식이섭취, 영양, 비만 
④ 신체활동 증진
⑤ 정신보건 및 스트레스 관리
⑥ 취약집단 건강증진
⑦ 교통사고예방
⑧ 건강검진
⑨ 예방접종
⑩ 고혈압, 당뇨 예방
⑪ 기타 신규사업(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

✜ 인 라 강화 시

① 일반인의 역량 강화 
② 건강증진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 
③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 강화

 7. 건강증진 연구개발(일반연구, 정책연구)를 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1. 확 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연구비, 연구기간, 운용방식 등)

8. 건강증진기  사업에서 재원 투입이 확 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를 보

시고, 우선순 를 2가지씩 어 주십시오. 

    8-1. 활용  확산방법

    8-2. 사업활동 역

     8-3. 인 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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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제공
⑤ 건강증진 관련 지식과 정보 DB 구축
⑥ 보건교육 자료개발센터 운영 
⑦ 민간단체 및 조직과의 파트너쉽 강화
⑧ 관련 사업과의 연계 강화
⑨ 건강증진 연구‧개발(R&D) 강화 
⑩ 건강증진사업 모니터링, 성과평가 강화
⑪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

건강증진기금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 

재 기 사업 운 에 한 의견

  전혀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다
 ①----②----③---④---⑤

9. 아래에 제시한 사항은 건강증진기 사업 운 에 한 기존의 논의 입니다. 각 사항에 해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9-1. 
법제도

 1) 기금 관리운용 조직, 기구에 관한 법령체계가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다 □ □ □ □ □

 2) 기금 사용범위, 배분에 관한 법령체계가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다 □ □ □ □ □

9-2. 
운영관리

 3) 기금 관리운영체계(거버넌스)가 정립되어 있다 □ □ □ □ □

 4) 기금사용에 대한 국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 □ □ □

 5) 기금 운영관리 조직과 인력이 건강증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 □ □ □ □

9-3. 
재원 및 배분

 6) 기금사용 원칙과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 □ □ □ □ □

 7) 기금에서 현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 (현재 기금전체의 약 1/2 사용) □ □ □ □ □

 8) 기금에서 보건의료 산업 기술개발, 공공의료 확충, 
취약계층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 □ □ □ □ □

 9) 기금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다   □ □ □ □ □

9-4. 
사업활동

10) 기금사업 추진에서 부처간 연계와 협력이 잘되어 
있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 부, 
국방부 등)

□ □ □ □ □

11) 건강증진 사업에서 지역사회 참여와 다양한 
인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접근을 하고 있다. □ □ □ □ □

12) 기금이 건강생활 실천을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 □ □ □ □

9-5. 
연구평가 

및 
활용 및 확산

13) 기금 사업 성과평가 체계 및 지표가 개발되어 있다 □ □ □ □ □

14) 기금 연구사업 예산투입이 적절하다 □ □ □ □ □

15) 건강증진 관련 연구결과, 교육홍보 자료/도구, 
프로그램(사업)모델이 보급되고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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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그 외 재의 건강증진기  운 에서의 큰 문제 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0. 귀하는 건강증진기 의 효과  사용과 리를 해서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각 방안의 필요성 정도에 하여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10-1. 
법제도

 1) 건강증진법령에서 기금 관리운영과 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도록 명료하게 규정한다

□ □ □ □ □

 2) 기금 사용범위와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건강증진법령이나 보건복지부 내규로 규정한다

□ □ □ □ □

10-2. 
운영관리

 3)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의 위상을 높혀 타부처 협력과 
기금사업의 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한다

□ □ □ □ □

 4) 기금 사용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 □ □ □ □

 5) 국민건강증진기금 특성에 맞는 총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부서 또는 조직을 확보한다

□ □ □ □ □

10-3. 
재원 및 배분

 6) 기금 사용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 □ □ □ □

 7) 기금의 상당부분(1/2 정도)를 국민건강보험 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개선한다

□ □ □ □ □

 8) 기금이 일반회계 예산사업 성격의 보건의료사업에 
집행되는 것을 개선한다

□ □ □ □ □

 9) 건강증진 재원의 지속성을 위해 다양한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한다 

□ □ □ □ □

10-4. 
사업활동

10) 건강증진사업 참여와 확산을 위해서 타 부처 
건강증진사업에 기금을 지원한다

□ □ □ □ □

11) 건강증진사업 참여와 확산을 위해서 지역사회 참여, 역량 
제고를 강화한다

□ □ □ □ □

12) 건강생활 실천 지지를 위한 미디어 캠페인, 사회마케팅,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 □ □ □ □

10-5. 
연구평가 

및 
활용 및 확산

13) 기금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 □ □ □

14) 건강증진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 □ □ □ □

15) 기금 사업 연구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활용과 확산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한다

□ □ □ □ □

10-6. 그 외 재의 건강증진기  운 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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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강증진기  사업과 산의 실질 인 심의 기능을 확보하고, 범부처 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해서 기  심의 운  기능은 어느 수 에 두는 것이 합하다고 보십니까? 

✜ 참고 사항

1) 원회 상과 구성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2( 원회의 구성과 운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
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 문제

- 교과부·문광부·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 위원회 체계로는 효과적인 개입체계
를 확보하기 어려움

- 복지부 차관, 각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인적 구성으로 위원회 위상 확보 곤란

2) 원회 기능과 역할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 원회):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
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 문제

 통과의례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계획｣ 심의 이외에 위원회의 역할·기능 미흡 

  □①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를 두고 위원회가 실제적 심의 역할을 확보 
하도록 함  

  □②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 직속의 건강증진위원회(가칭)로 격상하여 건강증진사업의 타부처 
협력과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③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1.  이와 같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2. 다음은 건강증진기 의 리시스템을 확보하고 효과 으로 운 하도록 하기 해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  리운  개선을 한 정책 안입니다(그림 

참조). 다음의 시를 참고하셔서 각 기능(그림 1~4)을 수행하기에 합한 조직, 

원회, 기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시 ( 복선택 가능)

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정책부서
② 보건복지부 내 별도 기금관리운영조직(신설)
③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④ 기금심의위원회(신설)
⑤ 기금평가기관(예: 보사연)

⑥ 한국건강증진재단 
⑦ 국민건강보험공단 
⑨ 지역사회단체 
⑩ 민간단체, 조직
⑪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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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시안 〉

          1. 기금운영관리 컨트롤타워 (                                   _ ) 

          2. 재정운영위원회 (                                              ) 

          3. 사업기획관리위원회 (                                          ) 

          4. 평가위원회 (                                                  ) 

 11-3. 의 국민건강증진기  리운  개선을 한 안이 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기타

 11-3-1. 이와 같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2013년부터는 건강증진사업비를 포 보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  건강증

진사업 활성화를 해서 건강증진사업 산 확보와 배분  사업 수행과 련하여 건의사

항이나 개선할 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2-1. 지역 건강증진사업 산확보  배분 개선방안 

  12-2. 지역 건강증진사업 운 을 한 개선사항이나 앙정부에 한 건의

  12-3. 지역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가장 시 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
까? 우선순 별로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보기

   ① 근거있는 효과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모델 보급   
   ②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보건교육 및 자료, 도구 개발 보급   
   ③ 건강증진사업 예산 규모의 확충    
   ④ 건강증진사업 인력의 확보 
   ⑤ 부처협력을 통한 일선 관련기관의 협력연계가 가능한 정책환경 조성 
   ⑥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시행 
   ⑦ 지역사회 민간자원/기관의 발굴과 지원 
   ⑧ 건강증진사업 평가 방법의 개선    
   ⑨ 기타( 구체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기 의 사용과 리운 (거버 스), 사업 수행과 활용 등과 련하여 정

부에 건의하고 싶은 을 무엇입니까?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원종류

   •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 가입방법 

   •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 회비납부

   •   •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의처

   •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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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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