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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의 사회경제  효과”제3세션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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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0년 에 들어 세계 최 수  유지

 ○ 1983년 인구 치수 (2.1)으로 출산사회에 진입하 으며, 1998년에는 1.5이하

(1.48)로 낮아져 출산사회 진입

   - 2005년 1.08까지 감소한 출산율은 2006년 1.12, 2007년 1.25로 일시  상승하 으

나, 이후 2008년에 1.19로 다시 감소

〔그림 1〕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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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KOSIS.

 ○ 출생아수는 70년  연간 약 100만명에서 최근 50만명 미만으로 감소

     

〈표 1〉기간별 총출생아수  연평균 출생아수 추이

(단 : 만명)

기간 1970-74 1975-79 1980-84 1985-89 1990-94 1995-99 2000-04 2005-08

총출생아수(만명) 488 412 407 322 357 335 266 139 

연평균(만명) 97.6 82.3 81.3 64.3 71.4 67.1 53.2 46.1 

자료 : 통계청, KOSIS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 이러한 출 상 지속은 미래 경제․사회 반에 지 한 향을 미칠 것으로 

측

 ○ 출산의 사회경제  효과에 한 정확한 분석은 인구조 정책(출산율 제고 

등)과 고령사회 응 사회기반 조성과 련한 각종 정책의 기 자료로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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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 

 ○ 그러나 실 으로 출산의 효과가 경제․사회 제 역에 미치는 계로, 

이에 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본 고에서는 그 동안 연구가 추진된 역에 한해 주요 결과를 정리․제시

하며,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문을 제시하고자 함. 

 ○ 인구학  효과, 사회  효과, 경제  효과로 구분․제시함. 

II. 인구학  효과

□ ‘18년부터 인구감소국(평상상태)으로 환( 재 일본이 유일)

 ○ 총인구는 ‘18년 4,934만명을 정 으로 감소하여 ’50년 4,234만명(‘09년 인구에 비

해 640만명 감소)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6년 3,619만명을 정 으로 ’50년 2,242만명으로 격 

감소(약 1천5백만명 감소) 

〔그림 2〕연령 집단별 인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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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KOSIS.

□ 유소년‧생산층인구의 격한 감소로 인구고령화가 압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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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인구 비 노인인구(65세이상) 비 이 ‘09년 10.7%에서 ’50년 38.2%로 상승하

여 세계최고령국가 망

     * 베이비붐세 가 노인층에 진입하는 ’20~28년간 노인인구는 매년 73만명씩 증가하나, 

     * 출생아수는 37만명에 불과(‘16년 유소년인구(654만명)가 노인인구(659만명)보다 어

지는 ‘인구역 상’ 발생으로 고령국가로 환)

〔그림 3〕OECD국가들의 고령화 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단위 :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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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6(한국은 ’0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 고령화 속도가 세계 유례없이 빨라 응 곤란

   - 고령화사회(노인비율 7%)에서 고령사회(14%)로 이행에 18년 소요( 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 등 소요)

〈표 2〉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국가
특정 노인비율 도달연도 소요기간(년)

7% 14% 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이태리 1927 1988 2008  61 2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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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부양할 노동세  감소로 부담 가

 ○ 노인 1명 부양 생산층 인구(잠재 부양비)는 ‘08년 6.8명, ’20년 4.6명, ‘30년 2.8명, 

’50년 1.4명로 부담 가

     * 노인인구 부양을 둘러싸고 세 간 갈등 심화 우려

〔그림 4〕잠재 부양비 망 

(단위 : 명)

Ⅲ. 경제  효과 

□ 노동력 부족  고령화

 ○ 노동력 감소

   - 취업자수는 ‘08년 약 2,350만에서 ’19년 2,480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세로 환

하여 ‘50년 경 1,700만명 정도로 감소 망

      * OECD에 의하면 향후 20년간은 한국의 노동력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것으

로 상되지만, 2020-2050년간은 격한 마이 스 성장

   - 향후 2020년까지 15~44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공 (15세 이상)은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 부족 발생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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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장기 인력수 망

(단 : 만명)

시기 인력수요(기본 망) 인력공 (65+ 경활인구) 과부족(공 -수요)

2015 27,084천명 26,454(2,011)천명 △ 630천명 

2020 28,579천명 27,062(2,517)천명 △1,517천명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 장기 인력수 망: 2005~2020』, 2005. 

 ○ 노동력 고령화

    -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05년 38.5세에서 ’10년 39.7세, ‘15년 40.9세, ’20년 

42.3세, ‘40년 44.1세로 증가 

    - 특히, 생산가능인구  5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2000년 12.2%, 2020년 

23.3%(4명  1명), 2040년 28.9%(3명  1명)로 증가

〔그림 5〕핵심근로계층(25～49세)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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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실제 출산 지속으로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포함한  분야에서 산

업인력 고령화 가속화  이로 인한 임 부담 상승 심각한 산업경쟁력 하 우

려  성장잠재력 확보 비상( 한상공회의소, 2005)

   - 섬유제품 제조업 종사자와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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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2007년 동안 7.5세, 6.5세로 각각 증가하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름(노동

부, 임 구조 기본통계조사)

   - 수출주력산업인 제1차 속산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2007년 39.9세, 조선 등 

40.4세, 자동차 등 37.6세 등으로 40 에 근 (노동부, 임 구조 기본통계조사)

    ∙ 산업 장 근로자의 고령화가 속히 진행되어 40  이상 근로자 비 이 1980

년 15.7%에서 2004년 39.5%로 증가, 20  근로자는 1980년 60.6%에서 2004년 

27.5%로 감(한국경 자총 회, ｢기업내 근로자 고령화 황과 정책과제｣, 

2005)

〈표 4〉산업별 평균연령(세) 추이, 1993～2007

(단 : 세)

산업명 1993 1995 2000 2005 2007
증감

(´93~´07)

섬유제품 제조업 32.7 33.8 36.8 39.5 40.2 7.5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32.1 33.3 37.7 38.3 38.6 6.5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36.0 37.6 39.2 40.0 41.5 5.5

펄 ,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35.5 36.7 37.8 39.6 40.4 4.9

코크스, 석유 정제품  핵연료 제조업 34.6 34.1 35.8 37.8 40.0 5.4

화합물  화학제품 제조업 32.9 34.5 35.4 36.4 37.3 4.4

고무  라스틱 제품 제조업 33.0 35.2 37.2 37.9 37.0 4.0

제1차 속산업 36.7 37.8 37.6 40.2 39.9 3.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장비 제조업 33.3 34.0 35.5 36.9 36.5 3.2

의료, 정 , 학기기  시계 제조업 31.9 31.1 33.5 34.6 35.7 3.8

자동차  트 일러 제조업 33.1 33.5 34.7 36.6 37.6 4.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조선 등) 35.9 36.6 38.8 39.3 40.4 4.5

사무, 계산  회계용 기계 제조업 30.1 28.8 31.1 32.5 34.8 4.7

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28.8 29.4 31.2 32.1 32.2 3.4

숙박  음식 업 32.4 32.8 36.3 35.5 37.2 4.8

융  보험 련 서비스업 29.9 30.8 31.0 35.2 35.0 5.1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 련업 31.7 31.4 30.7 32.1 32.5 0.8

연구  개발업 34.1 35.2 36.1 36.0 35.8 1.7

오락, 문화  운동 련산 업 35.6 35.6 34.8 36.2 36.6 1.0

자료: 노동부,『임 구조 기본통계조사』, 각 연도. 

□ 노동생산성

 ○ 노동력 고령화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  1.8%에서 2040년  1.1%로 감소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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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노동이동성 감소를 유발하여 직종‧산업‧지역간 노동력 수  불균형 래

   - 노동력 고령화는 신기술 분야의 인 자본 부족을 낳고, 인력재배치  직업 훈

련 등의 효과를 낮추어, 결과 으로 노동생산성을 하

 ○ 취업자의 성, 연령구조, 학력구조를 반 하는 인 자본지수 증가율은 2000년  

1.15%에서 2020년  0.76%, 2040년  0.19%로 감소 망(TFR 1.2 유지 가정) 

 ○ 인 자본과 물 자본을 통제할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 비 이 1%p 증가할 때 노동생

산성은 0.09~0.17% 감소 추정(KDI, 2006)

〈표 5〉인 자본지수 증가율 망(2003～2050), 2004

(단 : %)

기간 2003~2010 2010~2020 2020~2030 2030~2040 2040~2050

인 자본지수 증가율(%) 1.15(100.0) 0.91( 79.0) 0.76( 66.0) 0.49( 43.0) 0.19( 17.0) 

  주: 1) (   )은 2003~2010년간 증가율을 100으로 한 상  비율임.  

    2) 인 자본지수는 교육, 근무경험 등을 통하여 취업자에게 축 된 인 자본을 지수의 형태로 환산한 것으로 성별‧연령별‧

학력별 상 임 의 가 평균을 사용하는 방식이 용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  효과와 응과제』, 2004.

□ 아동 련 사업 쇠퇴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

 * 재 복지부에서 연구 추진 (결과 발표 정)

□ 자본스톡 감소  경제성장 둔화 

 ○ 출산고령화로 축률이 하락하면서 자본스톡 증가율이  2006～2010년 기간  

연평균 5.8%에서 2041～2050년 1.6%로 둔화 감소

 ○ 최근의 출산 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실질GDP 성장률은 2006～2010년 

기간  연평균 4.8%에서 2041～2050년 1.2%로 둔화 

〈표 6〉실질GDP 성장률 망

‘06～’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5

GDP성장률 4.8 4.1 2.8 1.7 1.2 0.9 0.7

자본스톡증가율 5.8 5.4 4.0 2.5 1.6 1.3 1.0

출처: 한국개발연구원의 한진희, 최경수, 신석하, 임경묵, 『국민연금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KDI, 2007



〔그림 7〕 출산‧고령화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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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  효과

□ 국민연  재정 탄

 ○ 출산의 향으로 ‘55년 국민연  가입자수가 수 자수보다 어져 

   - 가입자수는 2014년 18,897천명을 정 으로 2078년 7,496천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령연 수 자수는 2059년 11,121천명을 정 으로 감소(국민연 재정추계 원

회․국민연 운 개선 원회, 2008)

     * ‘55년 국민연 가입자수(10,928천명)가 노령연 수 자수(11,049명)보다 어지기 시

작(제도부양비 ‘08년 10.3% → ’55년 101.1% → ‘78년115.4%) 

     * 합계출산율 1.6 지속시 가입자가 수 자보다 항상 많음(제도부양비 최고 은 ‘63년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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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수

(가)

수 자수 제도

부양비

(나/가)

노령연

(나)
장애연 유족연

2008  18,373  1,888   84   367 10.3 

2010   18,629  2,060  103   472 11.1 

2015   18,896  2,533  153   768 13.4 

2020   18,574  3,394  199 1,101 18.3 

2025   17,749  4,556  236 1,458 25.7 

2030   16,605  5,720  265 1,817 34.4 

2035   15,193  6,955  283 2,143 45.8 

2040   14,041  8,653  287 2,421 61.6 

2045   12,870  9,898  283 2,652 76.9 

2050   12,029 10,833  273 2,806 90.1 

2055   10,928 11,049  258 2,841 101.1 

2060    9,846 11,120  235 2,736 112.9 

2065    9,077 10,863  212 2,579 119.7 

2070    8,441 10,072  193 2,396 119.3 

2075    7,847 9,177  178 2,223 116.9 

2078    7,496  8,653  169 2,134 115.4 

자료: 국민연 재정추계 원회․국민연 운 개선 원회, 『2008 국민연 재정계산 국민연

 장기재정추계  운 개선방향』, 2008. 11

〈표 7〉 가입자  수 자 추이 (기본가정)

 (단  : 천명, %)

 ○ 국민연  재정 고갈 우려

   - ‘44년부터 당년도 수지 자 발생(지출이 총수입 과)  ’60년 립기 은 소진

(’43년 2,465조원 정  후)

   - ‘60년 보험료수입은 총지출의 39% 수 에 불과하여 보험료율의 격한 인상이

나 규모의 국고보조 불가피(이 경우 재정수지 악화)

      * 재정안정을 한 필요보험료율은 12.5%~17.5% 인상 불가피( 재 보험료율은 9%)하

여 국민부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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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 험도와 건강보험료(국민 부담) 증가 

 ○ 보험료를 지불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수와 건강보험의 수혜를 받는 용인구수의 

차이가 매년 벌어져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 가  불가피 

   - 2011년 비 2030년에 건강보험 용인구와 가입자의 증가율이 각각 -1.19%와 

-14.77%로 건강보험 가입자수가 용인구에 비하여 훨씬 빠르게 감소하여 국민

개인당 부담 증가 

     * 용인구수-가입자수 차이는 ‘11년 872만명에서 ’30년 1,071만명으로 증가

 ○ 출산고령화로 체 보험료 수입에 비해 보험 여 지출이 더 커져 결과 으로 

건강보험 재정 험도가 증가

   - 보험료 자가 ‘11년 9.3조원에서 ’30년 37.2조원으로 격 증가(보험료수입 비 

보험 여비 비율이 ‘11년 1.36배에서 ’30년 1.61배로 증가)

   -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자는 ‘30년 317조원으로 추정 

   -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하며, 이는 국민 부담 

가

     ∙ ‘17년에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해서는 보험료를 매년 8% 인상 불가피

(수가 3% 인상 가정)  ( 재 직장+개인 보험료율 5.08%)

〈표 8〉건강보험 재정 추이

연도
체

보험료
(A)

보험
여비
(B)

A-B
(C)

B/A
(D)

체수입
(국고등포함)
(E)

지출합계
( 리운 비 
포함)(F)

당기수지
(E-F)
(G)

수지
(G의 )
(H)

2011 25.9 35.1 -9.3 1.36 31.4 36.4 -5.0 -5.0 

2015 31.2 46.1 -14.9 1.48 37.9 47.7 -9.8 -37.0 

2020 39.6 61.1 -21.5 1.54 48.0 63.0 -15.0 -101.9 

2025 49.4 78.2 -28.8 1.58 59.9 80.7 -20.9 -194.4 

2030 61.5 98.8 -37.2 1.61 74.6 102.1 -27.5 -317.8 
자료: 배성일 외, 2008, 『건강보험 ․장기 재정운용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 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지출은 증가하나 이를 부담하여야 할 노동계층인구 

감소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격하게 증가할 망 

   “ 구체 인 연구 결과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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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출산 상으로 등학령인구는 ’20년까지 95만명, 등학령인구는 143만명, 학

학령인구는 24만명(‘30년까지 86만명) 각각 감소

   - 등학령인구 ‘09년 346만명→ ’20년 251만명, 등학령인구 409만명→266만명, 

학학령인구 251만명→227만명→165만명

 ○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분야에 지 한 향 불가피

   - 학교 수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하여 신생아수가 은 지역에서 학교통폐

합이 불가피하나, 지역 심 교육의 요성 무시 등에 따른 폐단 발생 우려 

   - 교원 수요 감소로 교원수 조정 필요

   - 학의 미충원율이 증가하여 학의 슬림화( 학간 빈익빈 부익부 상 심화) 

 그로 인한 내실 있는 고등교육 지장

□ 국방 : 병력자원 부족 

 ○ 출산율 감소는 청년인력 감소 상을 유발하여 병역수행가용자원의 감소 래

   - 역가용자원은 ‘10년 32만명에서 ’20년 29만명(2010년 규모의 93%), ‘25년 21만

명(’10년도 규모의 66% 수 )으로 감소 망

      *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규모는 격하게 감소하여  병력제도가 그 로 유지된다면 

‘25년경 이후에는 심각한 문제로 두 가능 

〈표 9〉 역가용자원 망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역가용자원(만명) 32 34 29 21 20 19 18 17 16 

(2010=100) 100 107 93 66 64 59 55 54 51 

주: 현역가용자원은 20세 현역처분율 86.1%, 19세 입영희망 8.4%적용(’08～’11년), ’06년 이월자원 4.5만명 포함

 

   - 노동력 부족에 응하기 하여 군복무기간 단축이 요구되나, 한편으로 국방자

원의 감소로 군복무기간 연장 필요(두 정책간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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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첨단무기 력화로 문화된 운용요원이 주축이 되어 국방인력 소요가 어들지라도

(소수인력 정 화), 국방에 일정한 수 의 병력 유지는 필수 불가결

Ⅴ. 향후 연구과제

□ 경제  효과 부문

 ○ 소비 인구 감소 → 내수기반 훼손 → 외의존도 상승

 ○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의 우수인력 부족 → 산업구조 고도화 해 → 산업생산성 

하

 ○ 노동공  부족 → 임  상승 → 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 → 기업의 해외이  

진

 ○ 조세부담 증가 → 근로의욕 부진 → 추가  노동력 공  축

□ 사회  효과 부문

 ○ 교육부문

   - 학령인구 감소 → 교육산업 쇠퇴 → 지역사회 지시기반 약화  일자리 감소 등 

 ○ 국민(조세부담률)부담률

   - 노동계층 감소, 노인인구 증가 → 1인당 조세부담 등 증가

□ 가족  개인에 미치는 효과

 ○ 미래 가족구조  가족 계 변화 등

 ○ 개인의 심리 등 

□ 기타 



“한국복지패  소개  재분배 효과 분석”제3세션

여유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 원)

※ 본 원고는 완성된 원고가 아니므로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81 -

Ⅰ. 서 론 

  부분의 선진국에는 그 나라를 표할 만한 패 이 존재한다. 미국의 PSID, 국의 BHPS, 

독일의 GSOEP, 호주의 HILDA, 캐나다의 SLID 등이 그러한 패 이다. 한국을 표할 만한 

패 로는 물론 한국노동패 을 꼽을 수 있다. 한국노동패 은 1998년 5,000가구를 상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이미 11차(2008년) 데이터까지 제공되고 있으며, 동태  분석과 학제 간 

연구의 장을 여는데 크게 기여한 패 이다. 이와 더불어, 2006년 이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 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컨소시엄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복지패 은 비록 일천하지만 

한국을 표할 수 있는  하나의 패 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복지패 은 패 조사 자체가 가지는 동태  분석이 가능하다는  외에도 몇 가지 강

이 부각된다. 그  하나는 하 소득계층( 소득의 60% 이하)을 과  표집함으로써 빈곤

층과 소득층 실태에 한 좀 더 다양한 분석을 가능  했다는 이다. 컨 , 공공부조 수

가구만도 600가구 내외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 가구만을 상으로 한 독자 인 분석도 가능

해졌다.  다른 강 은 농어 (농어가)과 제주도를 포함하는 국단 에서 표본을 추출하 으

므로 산출되는 결과를 국 표치로 보아 무방하다는 이다. 그리고 소득을 최 한 세분화

하여 조사하 으며 조사의 엄 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 다는 에서 소득에 한 좀 더 

복잡하고 엄 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한 한국복지패 의 빼놓을 수 없는 강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강 들로 인해 한국복지패 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분배지표와 재분배효과를 

살펴보는데 좋은 자료원을 제공해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3차에 걸쳐 

이루어진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소득분배 추이와 재분배효과의 한 시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지 까지 소득 재분배효과에 한 다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역

별․인구학  특성별․지역별 재분배효과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다. 이는 무

엇보다도 기존 자료들이 이러한 정책 역별․지역별 재분배효과를 볼 수 있는 풍부한 변수를 

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최근 구축된 한국복지패  데이터는 완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책 역별․인구학  특성별․지역별 재분배효과 분석을 가능  하는 변수들

을 담고 있다는 에서 진일보하 다. 본 연구는 지 까지 이루어진 소득재분배 련 연구의 

방법론 ․정책  함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복지패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와 직 세  사회보험부담 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를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해 으로써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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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복지패  소개

1. 표본추출  조사완료율

  한국복지패 은 제주도를 포함한 국을 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로서 읍면지역의 농어가

까지 포함함으로써 표성 높은 표본을 구성하고자 하 다. 1차 조사완료된 표본규모는 7,072

가구1)이며, 조사 상은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부가조사 상으로 구

분된다. 패  원 표본 7,072가구를 선정하기 한 자료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

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는 2005년 인구센세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하 다. 

〈표 2-1〉 한국복지패  표본추출 개요

인구주택 총조사(90%) 국민생활실태 조사 한국복지패 조사

조 사 구 23만여개 조사구 517개 조사구 446개 조사구

가 구 수 14백만 가구 30,000 가구 7,000가구

추출방법 - 2단계층화집락 층화집락계통

 표 성 -  국  국

  표본 배분은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 으로 악하기 하여 소득층을 과 표집하는 방식

을 취하 다. 즉, 소득 60%(OECD 상 빈곤선) 미만의 소득층을 3,500가구 추출하고, 

소득 60%(OECD 상 빈곤선)이상의 일반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 다2). 물론 최종 인 조

사결과가 국 표성을 띨 수 있도록 가 치를 통하여 조정하는 차를 거쳤다. 

  한국복지패  3차년도 조사에서는 먼  2차 년도에 조사되었던 원가구와 원가구원에 해 

조사를 수행하 다. 한 2차 년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1차년도 원가구   원가구원에 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 다. 따라서 1차년도 원가구와 3차 년도에 조사 상자가 아닌 가구원으

로 새롭게 진입한 원가구원을 제외한 원표본가구원의 유지율을 악하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1) 목표 표본수는 7,000가구였으나, 1차조사결과 7,072가구가 조사완료되었다.

2)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비율이 50:50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조사결과 저소득 가구비율이 약 45%, 일반가구 비율이 약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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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패 가구  가구원의 원표본 유지율

(단위: 가구, 명)

조사년도
가 구 가구원

표본수 유지율 표본수 유지율

1차 7,072 - 14,463 -

2차 6,511 92.06% 13,083 90.46%

3차 6,1288 87.50% 12,393 85.69%

  3차 년도에 새롭게 진입한 표본가구는 원 표본가구에서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경

우로서 126가구이며, 가구원은 537명으로 악되었다. 한편 2차년도 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았

던 27가구를 추  조사하여 추가로 원 가구  원가구원에 한 패 리를 함으로서 유지율

을 높이고자 노력하 다. 결과 으로 원 표본 가구와 원표본가구원을 합한 2차년도 표본가구 

 가구원수는 다음의 <표 2-3>과 같다. 즉, 1차년도 비 3차년도 조사완료 가구  가구원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는 89.28%의 완료 비율을 나타내며, 가구원은 90.02%로서 1차년도 비 

90%이상의 완료율을 보 다.

〈표 2-3〉 3차년도 조사완료 패 가구  가구원 수

(단위: 가구, 명)

구  분
가 구 가구원

표본 수 비 율 표본 수 비 율

원표본 6,188 87.50% 12,393 85.69%

신  규  126 1.78%   537  4.33%

계 6,314 89.28% 12,930 90.02%

  
2. 조사표 구성  조사 내용

  (1) 조사표의 구성

조사표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3차년도 조사는 1,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크게 가구용과 

가구원용, 부가조사표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용의 경우 

2007년 9월 30일 이 에 분가, 결혼 등의 이유로 원가구(가구주 심)로부터 분리된 가구를 조

사하기 한 3차 신규가구용 조사표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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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조사표의 구성

  한 가구원용의 경우 2차년도 가구원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 을 조사하기 한 3차 

신규가구원용 조사표가 포함되었다. 부가조사표는 각 년도마다 Special Issue를 개발하여 일회

성-혹은 경우에 따라 몇 년에 한번씩 반복-으로 조사된다. 3차년도에는 부가조사로 장애인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그 상은 15세 이상의 장애인  장애유형에 따라 표본으로 선

정된 장애인을 상으로 하 다.

  3차년도 패 조사표 각각의 조사 상, 조사방법, 응답 상 기간  시 에 해서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먼  가구용 조사표는 표본 상 가구 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구주 

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면 조사로 

조사 기  기간은 2007년 1년, 기  시 은 2007년 12월 31일로 하 다. 가구원용 조사표는 

경제활동인구인 만 15세 이상 가구원 체를 상으로 한다. 만 15세 이상 여부의 단은 

2007년 12월 31일을 기 으로 하고 ․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단, 신규진입자와 2007

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원은 조사 상에 포함된다. 가구원용 조사표의 조사방법  

조사 기  기간과 시 은 가구용 조사표와 동일하다. 3차년도 부가조사로 실시한 장애인 설문

조사의 상3)은 15세 이상의 장애인  장애유형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으로 하 다. 

장애인 설문조사표의 기  응답시 은 문항에 따라 조사일을 기 으로 지난 1달 이내 혹은 1

주일 이내이다.

3) 장애인 부가조사는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장애유형별 분포 상에서 지체장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체 장애와 비등록 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유형을 모두 표본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를 지체장애와 

비등록 장애에 비례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본선정이 이루어졌다.



- 85 -

〈표 2-4〉 3차년도 패 조사표의 조사 상․조사방법․응답 상 기간  시

가구용 설문지(유형1·2) 가구원용 설문지(유형3·4) 부가조사표(장애인)

• 조사 상: 가구주 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 상 기간:

        2007.1.1~12.31

• 기  응답시 :

        2007.12.31

• 조사 상: 
1) 만15세이상 가구원 체
  ( 고생 제외, 신규진입자
   포함)
2) 2007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 상 기간: 2007.1.1~12.31
• 기  응답시 : 2007.12.31

•조사 상: 
  15세 이상의 장애인  장애   
 유형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    
된 장애인
•기  응답시 : 
  응답시 은 문항에 따라
  조사일을 기 으로 지난
  1달 이내 혹은 1주일 이내

  
(2) 조사 내용

한국복지패  가구용(유형1․유형2), 가구원용(유형3․유형4), 부가조사용(장애인) 각 조사표의 

조사 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는 가장 많은 역을 담고 있는 조

사표로 가구일반사항, 가계수지, 경제활동상태, 사회복지제도와 련한 17개 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가구원용(유형3․유형4) 조사표는 가구의 표응답자가 응답하기에 부 한 것을 가

구원 개인만이 응답할 수 있는 역-주로 의식 련 역-으로 7개 역(단, ‘개인사’의 경우 3

차 신규가구원용에만 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가 조사표(장애인)는 공통으로 응답하는 

역 2개와 해당 상별로 응답하는 4개 역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2-5〉 3차년도 패 조사 역

조사표 구분 조사 역

공통
조사

역

가구용
(유형1․유형2)

I. 가구일반사항
II. 건강  의료 A
III. 경제활동상태
IV. 사회보험, 퇴직(연) , 개인연  가입
V. 의료 B
VI. 주거
VII. 생활비
VIII. 소득
IX. 부채, 이자, 주  최 생계비

X. 재산
XI. 생활여건
XII. 국민기 생활보장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Ⅴ.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Ⅵ.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Ⅶ. 가족

공통
조사

역

가구원용
(유형3․유형4)

A. 사회보험, 퇴직 , 개인연  수
B. 근로
C. 생활실태․만족  의식
D. 사회  환경에 한 의식

E. 생활습 , 가족 계  정신건강
F. 교육
G. 개인사(유형4에만 포함됨)

추가
조사

역

가구원용
(유형3․유형4)

D. 사회  환경에 한 의식
 - 성역할에 한 문항
E. 생활습 , 가족 계  정신건강
 - 생애동안의 흡연총량, 흡연기간, 담배를 

처음피운시기, 하루평균 흡연량, 연 시도여부, 
간 흡연 여부와 노출시간

F. 교육
 - 최종학력/출신 고등학교 유형과 소재지/ 출신 

학 공계열과 소재지다문화 가정 여부
G. 개인사(유형4에만 포함됨)
   다문화 가정 여부

부가조사용
(장애인 설문)

(공통I) 장애 원인  상황, (공통II) 일상생활
(개별I) 미취학 아동 설문(만 0세~ 등학교 입학 이 )
(개별Ⅱ) 학생( 등학생~고등학생)설문
(개별Ⅲ) 성인(만 18~65세 미만)설문
(개별Ⅳ) 어르신(만 65세 이상)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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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3개 조사표의 역들을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가구원의 인구사회학  

배경  개인사 련 문항은 문항 성격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조사표에 나뉘어져 있다. 

가구여건 련 문항은 가구용 조사표의 해당 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가입  수

실태는 문항의 한 응답 상자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조사표로 구분되어 사회보험, 공

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각 역에 배치되었다. 경제상황은 가구단 의 가계수지  재산 

련한 문항이므로 가구용 조사표에 삽입되었다. 근로 련한 문항은 개개인의 일자리 특성 

 경험을 다루고 있으므로 주요 문항들은 가구원용 조사표에 배치되었으며, 객 인 근로능

력정도  경제활동상태 련한 문항들은 가구용 조사표에 삽입되었다. 기타 개인의 의식과 

련한 문항은 가구원용 조사표, 부가조사표(장애인)에 배치되었다.

〈표 2-6〉 조사 주제별 구성

주제 세부주제 항목 포함 역

1. 가구원 배경  개인사

1) 가구원일반사항 가구용 조사표 Ⅰ. 가구일반사항
가구원용 조사표 F. 교육

2) 부모세 가구원용 조사표 G. 개인사

3) 개인사 가구원용 조사표 G. 개인사

2. 가구여건
  (복지욕구)

1) 보육, 교육 가구용 조사표 XⅤ. 아동

2) 건강  의료 가구용 조사표 II. 건강  의료 A, V. 의료 B

3) 주거 가구용 조사표 VI. 주거

4) 기타 가구용 조사표 XI. 생활여건

3. 사회복지
  가입  수

1) 사회보험 가구용 조사표 IV. 사회보험, 퇴직(연) , 개인연  가입
가구원용 조사표 A. 사회보험, 퇴직 , 개인연  수

2) 공공부조 가구용 I. 가구일반사항(기 보장수 형태), XII. 국민기 생활보장

3) 사회복지서비스 가구용 조사표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                 
 XⅤ. 아동, XⅥ. 장애인, XⅦ. 가족

4. 경제상황

1) 소득 가구용 조사표 VIII. 소득

2) 지출  축 가구용 조사표 VII. 생활비, X. 재산

3) 자산  부채 가구용 조사표 IX. 부채  이자, 주  최 생계비,                 
 X. 재산

5. 근로

1) 직업이력 가구원용 조사표 G. 개인사

2) 경제활동상태 가구용 조사표 III. 경제활동상태,
가구원용 조사표 B. 근로

3) 고용지원 로그램 가구원용 조사표 B. 근로

6. 기타

1) 생활실태, 정신건강 등 가구원용 조사표 C. 생활실태․만족  의식, D. 사회  환경에 한 
의식, E. 생활습 , 가족 계  정신건강

2) 장애인 장애인 부가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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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복지패 의 장   한계

  한국복지패 은 몇 가지 장 과 함께 일정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  장 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가구단  패 조사  한국의료패 조사4)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

조사라는 이다. 기존 국내의 가구단  패  조사의 경우 표본규모는 5,000가구 내외이거

나 미만이다. 하지만 한국복지패 의 표본 규모는 7,072가구이고, 2차연도 조사 완료된 가구는 

6,580가구이고, 3차조사 완료 가구수는 6,314가구이다(신규 생성가구 포함). 표본수가 많다는 

것은 통계학 으로는 표본오차가 어지고, 실 으로는 세부단 까지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

함을 의미한다.

  둘째, 국을 표하는 패 조사라는 이다. 통계청 가계조사의 경우 농어가가 제외되어 

있고, 노동패 의 경우 표본이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읍면동에 한 자료가 없다. 

하지만 한국복지패 의 경우 조사 상가구에 지역 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함으로써 국 표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패 이라는 이다. 기존 국내 부분의 

패 은 패  구축 기 소득수 이 통계청의 80%내외이나, 한국복지패 은 소득  지출 수

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컨 , 소득층은 통계청 조사결과보

다 약간 높고, 산층은 거의 유사하고, 고소득층은 통계청보다 약간 높다. 일반 으로 소득

층과 고소득층의 조사가 어려운 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국의 모수치와 가장 유사한 표본이다. 한국복지패 의 경우 표본 추출시 국 

30,000가구에 한 1차조사 결과(소득)를 바탕으로 층화 2  추출(stratified double sampling)

함으로써 국 지역별 가구분포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2차․3차연도 원가구 표본유지율이 다른 유수의 패 보다 높다. 한국복지패  의 

경우 2차연도 원가구유지율 92.1%(7,072 원가구  6,511가구 완료)이고, 3차연도 원가구 표본

유지율 한 86.7%(7,072 원가구  6,128가구 완료)로 나타나 국내외 주요 패 의 원가구 표

본 유지율보다 높다.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패널조사로서 2009년 현재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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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3차년도 원표본 유지율 비교

한국복지패 노동패 우패 미국 PSID 국 BHPS 독일 GSOEP

2차년도 표본가구 

유지율
92.1% 87.6% 79.0% 89.0% 87.7% 89.9%

3차년도 표본가구 

유지율
86.7% 80.9% 66.0% 86.3% 81.5% 86.0%

  여섯째, 소득층 연구에 합한 패 이다. 표본 추출 시 소득 60%미만 소득층에 표

본의 50%를 할당하 기 때문에 국내 패 조사  가장 많은 소득층 가구를 포 하고 있다.

  일곱째, 학제간 연구가 가능한 패 조사이다.『한국복지패 』은 다양한 역의 설문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복지학, 경제학, 사회학, 가정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에 훌륭한 학제 간 

연구의 장을 열어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반면에, 한국복지패 은 몇 가지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첫째, 조사시 이 종합소득세가 신

고 되는 시 (5월)을 기 으로 년도 내용을 조사하 기 때문에, 회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하지만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연 에 조사를 실시하면, 회

상의 문제는 일 수 있으나, 자 업자 등의 정확한 소득 악이 어렵다. 자 업자의 경우 종

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을 기 으로 년도 소득이 정리되기 때문이다.

  둘째, 시간의 부족이다. 매년 패  조사를 실시하고 동 연도에 기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는 것은 실 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연구진은 시간 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에러 체킹에 많

은 노력을 경주하 으나, 아직도 부분 으로 바로 잡아야 할 문항들이 있음을 밝힌다. 양질의 

조사자료를 완성하기 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 에러를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 PSID의 

경우 에러 체킹(error checking) 기간이 3년이라는 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 이 크다.

사실 패 조사는 자료 입력 후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뿐 아니라, 조사과정과 분석과정에서 

에러체킹이 지속 으로 이루어진다. 지조사 단계에서의 에디 , 조사 후 에디 , 입력 후 에

러체킹, 기 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킹, 심층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킹, 다음 연도 조사 과정

에서 에러체킹이 세 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양질의 조사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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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한국 표 데이터들의 장단

데이타명 장 단

가계조사

(통계청)

․통계청의 공신력

․오랜 데이터 축 (1982~2008)

․월별․분기별․연간 데이터 제공

․많은 표본수 확보( 국 9,000여가구)

․세분류 지출비목별 지출액 제공

․2003년 이 까지는 2인 이상 임 근로자에 

한 소득데이타만 제공(2003~5년: 자 자, 농어  

근로자 포함, 2006~ : 1인 포함), 여 히 농어가

는 제외

․횡단데이타로 역동성(패 )분석 불가능5)

․소득(특히, 공 이 소득)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각종 재산변수, 공공부조 수  여부 등의 변수 

락

한국노동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패 (2008년 11차)

․풍부한 노동 련 변수  지역변수 제공

․표본의 표성이 다소 떨어짐(농어가, 제주 등 제

외)

․복지 련 변수가 상 으로 미흡(공공부조 수

여부 등은 비교  최근에 포함)

한국복지패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높은 표본 유지율  표본수(1차 7,072가구)

․높은 표본 표성(농어가, 제주 포함 국)

․ 소득층 과 표집으로 소득층에 한 

독자  분석 가능

․소득변수의 세분화  소득 악의 정확성

․풍부한 복지 련 변수  지역변수 제공

․짧은 역사로 패 분석이 불완 (2008년 3차)

․노동 련 변수가 상 으로 미흡(월별 노동지

 변화 등)

5) 가계조사는 5년 단위의 로테이션 패널이지만 일반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분기별․연도별 종단분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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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복지패 조사를 활용한 재분배효과 분석

1. 연구방법

  (1) 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 ‘소득재분배’의 조작  정의는 빈곤 감소효과와 불평등 감소효과이다. 먼  빈

곤 감소효과를 계측하기 한 기 으로서 빈곤선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책의 효과와 국

가간 비교라는 각각 상이한 목 으로 인해 빈곤선으로서 최 생계비 기 과 상 빈곤선

으로서 소득6) 50% 기  두 가지를 사용하 다. 다만, 국민기 생활보장 수 가구의 경우 

최 생계비 신 여기 선을 빈곤선으로 사용하 다7). 이는 수 자의 경우 여와 

별도로 다양한 물 여를 받고 있다는 에서, 빈곤율의 과 추정을 방지하기 하여 

여기 선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 이라 단하 기 때문이다. 

〈표 3-1〉소득분류와 구성요소

소득분류 구성요소(단 : 연간) 한국복지패 의 세부화된 소득요소

일차소득
임 소득+사업소득+농어업소득+부업소득+재

산소득

임 소득=상용근로자소득+임시일용근로자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 +임 수입+기타

민간부문

(시장)소득

임 소득+사업소득+농어업소득+부업소득+재

산소득+사 이 소득

사 이 소득=개인연 +기타 민간보험+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 +민간보조

경상소득

임 소득+사업소득+농어업소득+부업소득+재

산소득+사 이 소득+공 이 소득

공 이 소득=사회보험(공 연 +고용보험+산재

보험)+기타정부보조 (장애수당+경로연 +노인교

통비+모부자가정수당+가정 탁 (소년소녀가장보

호비)+ 유아보육료지원+학비지원+국가유공자에

한보조 +농어업정부보조 +기타)+국민기 생

활보장 여

가처분

소득

임 소득+사업소득+농어업소득+부업소득+재

산소득+사 이 소득+공 이 소득－세

사회보장부담

세   사회보장부담 =(세 +사회보장부담

)×12

주: 한국복지패  3차조사(2007년 소득) 기 임.

6) 3차 연도 기 으로, 1인 균등화된 가구의 소득(연간 소득)은 일차소득 1785.167만원, 민간부문 소득 1879.275만원, 경상소득 

1983.147만원, 가처분소득 1831.407만원이었다. 

7) 2007년 최저생계비(월 기준)는 1인가구 435,921원, 2인가구 734,412원, 3인가구 972,866원, 4인가구 1,205,535원 등이다. 

현금급여기준선은 이 중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최저생계비의 85.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2006년 현

금급여기준선은 1인가구 372,978원, 2인가구 628,370원, 3인가구 832,394원, 4인가구 1,031,467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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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 y, z ) =
q
n

  (HR: 빈곤율, q: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표본수, n: 체 인구, y: 개인소득, z: 빈곤선) 

  


 







  (PGR: 빈곤갭 비율, z: 빈곤선,  :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개인의 소득, q: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의 수, n: 체 인구)

G=(1/2n
2μ) ∑

n

i=1
∑
n

j=1
∣y i-y j∣

  (G: 지니계수, n: 체 인구, : 평균소득,  : i가구의 소득,  : j가구의 소득)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소득의 정의와 구성요소는 표 3-1과 같다. 재분배효과는 크게 사

이 효과, 공 이 효과, 그리고 직 세  사회보장부담  효과로 구성된다. 공 이 효과는 

다시 세부 으로 공 연 , 기타 사회보험, 기타 정부보조 과 국민기 생활보장 여의 효과

로 구분하 으며, 조세효과 역시 직 세와 사회보장부담 의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분석단 는 “균등화된 개인”이다. 특히 빈곤율 산정에서는 가구단  빈곤율이 종

종 사용되기는 하지만, 일반 으로 통용되는 분석단 는 개인단 이며, 특히 국가간 비교연구

에서 주로 활용되는 분석단 가 개인이라는 에서 본 연구는 개인단 로 재분배효과를 분석

하 다. 

  (3) 분석지표  분석단

  빈곤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빈곤율(Headcount Ratio)과 빈곤갭비율(Poverty Gap Ratio)을 

사용하 다. 이 때 빈곤율은 빈곤의 횡  측면, 즉 체 인구  빈곤인구의 수를 나타내며, 

빈곤갭비율은 빈곤의 종  측면, 즉 빈곤한 사람의 평균소득과 빈곤선 사이의 거리로서 빈곤 

심도(depth)를 나타낸다는 에서 두 지표가 가지는 함의는 상이하다 할 수 있다. 불평등 지

표로는 가장 리 활용되고, 국제비교에 용이한 지니계수와 p90/p10, p75/p25를 사용하 다. 

각각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소득분배 추이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용되었다.

  첫째, 공 이 소득과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가구의 소득투입 단계별 

빈곤  불평등 증감을 분석하 다. 이 때, 이 소득은 연 , 기타 사회보험, 기타 정부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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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 = (이 후 재분배지표 － 이  재분배지표) × 100 

상  증감 = (이 후 재분배지표 － 이  재분배지표)/이  재분배지표 × 100

G=∑
K

k=1[
cov(xk,F)

cov(xk,Fk)
.
2cov(xk,Fk)

mk
.
mk
m ]=∑

K

k=1
RkGkSk

 (여기에서, Rk는 소득원천 k의 순 와 총소득의 순  간의 지니상 계수, Gk는 소득원천 k의 상  지니(요인 k에 한 집

지수),, Sk는 소득원천 k의 총소득에 한 비 임) 

공공부조로 세분하 으며, 조세는 세 (직 세)와 사회보장 기여 으로 구분하 다. 각 이 소

득과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살펴보기 해서  증감(%p)와 Mitchell(1991)의 상  

증감(%)을 모두 제시하 다8). 

  둘째, 가구의 각 소득요소(근로소득, 사업  부업소득, 재산소득, 공 이 소득, 사 이 소

득, 세   사회보장기여 )가 체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지니분해를 시도하 다. 지니분해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일반 으로 통

용되는 러만과 이차키(Lerman & Yitzhaki, 1985)의 공변량방법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분해하

다. 이는 소득의 요소별로 지니계수를 분해함으로써 특정 소득원천의 한계  변화가 총소득 

불평등에 미친 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다9). 지니분해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10).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  이 과 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떠한 수 인지를 가늠하기 

하여 외국과의 비교를 시도하 다. 외국과의 비교에서, 공  이 과 조세의 투입에 따른 분

배지표의 변화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를 활용하여 분석한 Jesuit & Mahler(2004)의 

결과를 인용하 다. 지니분해의 경우, LIS 원자료를 사용하여 직  분석을 수행하 다. 

8) 원래 Michell(1991)의 재분배효과에 대한 상대적 접근은 (이전전 재분배지표 － 이전후 재분배지표)/이전전 재분배지표 × 

100로 제시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감소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분자의 순서를 바꾸었다. 이 경우, ±만 바뀔 뿐 수치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9) 지니 요인분해에 해서는 주로 이차키와 러만(Yitzhaki & Lerman, 1991), 가 (Garner, 1993), 워덴(Woden, 1999), 베르하 (Berhanu, 1999)를 

참고하 다. 

10) 자세한 내용은 여유진 외(2005)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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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공 이 소득의 소득재분배효과

  (1) 공 이 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최 생계비(단, 기 보장 수 자의 경우 여기 선, 이하 동일)를 기 으로 한 빈

곤율 감소효과는 정책의 직  효과를 보는데 매우 의미 있는 기 이다. 아래 표 3-2는 인구

집단별로 공 이 의 빈곤율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11).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합산

액으로 이루어진 일차소득의 빈곤율은 18.1%로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사 이 소득을 더

한 민간부문소득의 빈곤율은 12.4%이며, 다시 공 이 소득을 합산 경상소득의 빈곤율은 

6.2%이다. 경상소득 빈곤율은 일차소득 빈곤율의 34.0% 수 이다. 공 이 의 총빈곤율 감소

효과는 -6.3%p로 사 이 의 총빈곤율 감소효과 -5.7%p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이 에

서도 연 과 공공부조제도의 빈곤감소효과가 각각 -2.2%p로 공  이 소득  빈곤감소효과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당, 경로연 (2007년 당시), 모부자가정수당, 유아보육

료지원 등으로 구성된 기타 정부보조 의 빈곤율 감소효과도 -1.5%p다. 그러나 연 을 제

외한 사회보험(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빈곤율 감소효과가 -0.4%p에 불과하여 

매우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최 생계비 이하 집단의 최 생계비와 소득 간의 평균

인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비율의 경우, 일차소득 12.5%→민간부문소득 6.5%→경상소득 

2.5%이다. 공 이 의 총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4.0%p로 민간부문소득에 비해 빈곤갭비율을 

46.4% 감소시켰다. 그러나 빈곤율과는 달리 공 이 의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사 이 의 빈

곤갭비율 감소효과(-6.1%p)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는 사 이 액이 공 이 액보다 평균 으로 

더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 공 이 소득의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를 분해하여 살펴보면, 

연 (-1.3%p)=기 보장 여(-1.3%p)>기타정부보조 (-1.2%p)의 순이며, 기타사회보험의 빈곤갭

비율 감소효과 역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최 생계비 기  빈곤율은 가처분소득보다는 주로 경상소득 기  빈곤율이 제시되는 것이 일반 이다. 이는 최 생계

비 계측이 가계지출 기 으로 이루어지고 가계지출은 경상소득에 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 보장 수 자 결

정의 기 이 되는 소득도 경상소득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처분소득 기  빈곤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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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소득

민간부문

소득
경상소득

총사

이 효과
연 효과

기타사회

보험효과

기타정부

보조 효과

공공부조

효과

총공

이 효과

체

빈곤율(%) 18.1 12.4 10.2 9.8 8.3 6.2 6.2 

효과(%p) - -5.7 -2.2 -0.4 -1.5 -2.2 -6.3 

상 효과(%) - -31.3 -17.6 -4.1 -15.1 -26.2 -50.5 

빈곤갭비율(%) 12.5 6.5 5.2 5.0 3.8 2.5 2.5 

효과(%p) - -6.1 -1.3 -0.2 -1.2 -1.3 -4.0 

상 효과(%) - -48.4 -19.8 -4.1 -23.9 -33.6 -61.1 

아동

빈곤율(%) 11.1 8.3 8.0 7.5 5.6 3.7 3.7 

효과(%p) - -2.8 -0.3 -0.5 -1.9 -1.9 -4.6 

상 효과(%) - -25.3 -3.7 -6.7 -25.3 -34.0 -55.6 

빈곤갭비율 7.1 5.0 4.8 5.6 3.3 2.4 2.4 

효과(%p) - -2.1 -0.2 0.8 -2.2 -1.0 -2.6 

상 효과(%) - -29.8 -4.1 16.9 -40.1 -28.7 -52.2 

노인

빈곤율(%) 61.1 39.9 31.1 30.7 27.4 21.9 21.9 

효과(%p) - -21.2 -8.8 -0.4 -3.3 -5.5 -18.1 

상 효과(%) - -34.7 -22.0 -1.4 -10.7 -20.2 -45.3 

빈곤갭비율(%) 46.5 18.9 13.1 13.3 10.0 6.0 6.0 

효과(%p) - -27.6 -5.7 0.2 -3.4 -4.0 -12.9 

상 효과(%) - -59.5 -30.3 1.4 -25.2 -39.9 -68.2 

자료: 한국복지패  3차 원자료.

<표 3-2> 공 이 의 빈곤율 감소효과(인구집단별)

〔그림 3-1〕인구집단별 빈곤 감소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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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복지패  3차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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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아동의 빈곤율은 일차소득 기  11.1%, 민간부문소득 기  8.3%, 경상소득 기

 3.7%로 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상 으로 낮게 나타난다. 한, 아래에서 살펴볼 노

인과 달린 아동의 경우 사 이 소득보다 공 이 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더 높게 나

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아동이 주로 경제활동인구가 있는 가구에 집 으로 분포해 있

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 이 소득 에서도 기 보장 여(-1.9%p)와 기타정

부보조 (-1.9%p)의 빈곤감소효과가 비교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일차소득 기  빈곤율은 61.1%로 10명  6명 이상이 빈곤하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데서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일차소득에 사

이 소득을 더한 민간부문소득 기  빈곤율은 39.9%, 경상소득 기  빈곤율도 21.9%

에 이르러 체 인구의 빈곤율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사 이 으로 

인한 빈곤율 감소효과는 -21.2%p로 일차소득 비 34.7% 빈곤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이 에 의한 빈곤율 감소효과는 -18.1%p로 사 이 효과보다 약간 낮은 수

이었다. 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 이   연 의 빈곤감소효과가 -8.8%p로 가장 높

았으며, 이어서 기 보장 여(-5.5%p), 기타 정부보조 (-3.3%p)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

이 소득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는 -12.9%p로 사 이 에 의한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27.6%)에 크게 못미쳤다. 이는 공 이 이 사 이 에 비해 액수 면에서는 크게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체 으로 볼 때,  수치의 측면에서 공 이 소득은 노인집단의 빈곤율을 낮

추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노인빈곤율 자체가 매우 높은 데

서 기인하는 결과로, 상 인 빈곤감소율, 즉 노인의 민간부문소득 비 경상소득의 빈곤감

소율은 45.3%로 체 50.5%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 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공 이 소득의 빈곤 감소효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

은 수 에 머물고 있다.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 50% 기 으로 우리나라의 민

간부문소득(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간의 차이는 4.1%p로 사민주의 복지국가라 일컬어지는 벨

기에(24%p), 핀란드(23.8%p), 스웨덴(23.3%p)보다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복지국가

라 일컬어지는 캐나다(12.8%p)와 미국(9.3%p)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일차 으로 공 연  

등 사회복지제도가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성숙하지 못한 단계라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 공공부조성 여나 기타 사회보장 여의 수 이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보편 인 방식

보다는 잔여 인 방식에 머물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사각지 가 여 히 넓게 자리잡고 있다는 

도 요한 원인  하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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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Year 민간부문소득 가처분소득 빈곤율감소효과

Belgium 1997 32.0 8.0 24.0

Finland 2004 30.3 6.5 23.8

Sweden 2000 29.8 6.5 23.3

Germany 2000 30.9 8.4 22.5

Denmark 2004 28.0 5.6 22.4

Netherlands 1999 21.4 4.9 16.5

UK 1999 31.9 12.5 19.4

Norway 2000 24.9 6.4 18.5

Australia 2003 28.6 12.2 16.4

Switzerland 2002 20.7 7.6 13.1

Canada 2000 25.2 12.4 12.8

USA 2004 26.6 17.3 9.3

Korea 2007 19.5 15.4 4.1

〈표 3-3〉주요 OECD 국가의 상 빈곤율  빈곤율 감소효과

(단위:%)

자료: 한국은 한국복지패  3차조사 원자료, 한국 이외의 OECD 국가들은 www.lisproject.org.

〔그림 3-2〕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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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 한국복지패  3차조사 원자료, 한국 이외의 OECD 국가들은 www.lis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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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평등 감소율을 통한 공 이 소득의 불평등 완화 효과

  표 3-4는 축차  방식에 의한 공 이  소득과 직 세  사회보험부담 의 불평등 감소효

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니계수를 통한 불평등 감소효과를 살펴보면, 민간부문소득의 지니계수

는 0.385로 일차소득의 지니계수(0.420)에 비해 0.032(일차소득 비 8.4%) 낮으며, 경상소득의 

지니계수는 0.357로 민간부문소득에 비해 0.033(민간부문소득 비 8.6%) 낮았다. 세부 소득별

로는 연 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높아서 지니계수를 0.014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기타정부보조 (0.009), 기 보장 여(0.007)의 순이었다. 직 세  사회보장부담 은 

지니계수를 0.012(경상소득 비 3.5%) 낮추는 효과를 보 다. 

일차

소득

민간부문

소득

경상

소득

가처분

소득

총사

이 효과

연

효과

기타

사회

보험

효과

기타

정부

보조

효과

공공

부조

효과

총공

이 효과

직 세

효과

사회

보험

부담

효과

총조세

효과

지니계수 0.420 0.385 0.371 0.369 0.360 0.353 0.353 0.343 0.340 0.340 

효과 - -0.035 -0.014 -0.002 -0.009 -0.007 -0.032 -0.009 -0.003 -0.012 

상 효과(%) - -8.41 -3.53 -0.58 -2.44 -2.07 -8.36 -2.61 -0.86 -3.45 

불평등감소효과(100기 ) 100.00 91.59 88.36 87.85 85.71 83.93 83.93 81.74 81.04 81.04 

자료: 한국복지패  3차 원자료

<표 3-4> 공 이 과 직 세  사회보장부담 의 불평등 감소효과

  (3) 체 가처분소득에의 기여도를 통해 본 불평등 감소 효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니계수는 소득요소 k의 지니계수(집 계수), 소득요소 k가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 그리고 지니상 계수의 세 가지 요소로 나 어진다. 이 때,  

기여도는 각 소득요소가 체소득의 지니계수에서 차지하는 값을 나타내며, 상  기여

도는 각 소득요소가 체소득의 지니계수에서 차지하는 비 을 나타낸다. 한, 상  기여

도를 각 소득요소가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으로 나 어  값(아래 표 3-5에서 B/A)은 

각 소득요소가 체소득과 비교해서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보여 다. 즉, 어떤 소득요소의 

B/A값이 1보다 작으면 체 소득불평등에 비해 상 으로 더 평등함을 의미하고, 반 로 1

보다 크면 체 소득불평등에 비해 상 으로 더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비슷하게, 상  기

여도에서 각 소득요소가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을 빼  값(아래 표 12에서 B―A) 역시 

각 소득요소가 체소득과 비교해서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보여주는데, 이 경우에는 마이 스

인 경우 체소득에 비해 더 평등함을 의미하고, 러스인 경우 더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아래 표 3-5의 결과를 살펴보면12), 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 은 72.6%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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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집

계수

비

(A)

상

계수 기여도

상

기여도(B)
B/A B-A

근로소득 0.5162 0.7206 0.7381 0.2745 0.7947 1.1029 0.0741 

사업 부업소득 0.8607 0.2225 0.5383 0.1031 0.2985 1.3414 0.0760 

재산소득 0.9026 0.0431 0.5133 0.0200 0.0578 1.3412 0.0147 

이 소득 0.6662 0.1203 -0.0770 -0.0062 -0.0179 -0.1486 -0.1382 

공 이 소득 0.8206 0.0586 -0.0311 -0.0015 -0.0043 -0.0740 -0.0629 

사 이 소득 0.7181 0.0617 -0.1055 -0.0047 -0.0135 -0.2194 -0.0752 

세   사회보장

기여
0.5746 -0.1064 0.7515 -0.0460 -0.1331 1.2501 -0.0266 

가처분소득 0.3454 1.0000 0.3454 1.0000 1.0000 0.0000

장 높고, 다음으로 사업  부업소득(22.3%), 사  이 소득(6.2%), 공  이 소득(5.8%)의 순

으로 나타났다. 이  공  이 소득은 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0.0062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으며, 이는 공  이 소득이 가처분소득에 비해 -0.1382만큼 더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음

을 의미한다. 세   사회보장기여  역시 가처분소득에 비해 -0.0266만큼 더 평등하게 분배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소득요소별 지니분해 결과

자료: 한국복지패  3차 원자료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한 결과를 표 3-6, 표 3-7과 그림 3-3에 

제시하 다. 먼 , 표 3-6은 주요 OECD 국가들의 민간부문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문소득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평등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공 이 을 더하고 직 세  사회보장부담 을 뺀 이후의 가처분소득은 미국과 

국 다음으로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 이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

과가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간 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공 이 과 직 세  사회보장부담 의 재분배효과(불평등 감소효과)를 직 으로 보여주

는 표 3-7과 그림 9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  소득이 은 지니계수를 0.032 낮추

고, 세   사회보장부담 은 0.012 낮추어서 국가의 개입은 지니계수를 총 0.044 정도 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니계수 감소치는 사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스웨덴의 

0.195, 덴마크의 0.191, 조합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독일의 0.198의 1/4에도 못 미치는 수치

이며,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미국의 0.109의 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와 같

12) 여기에서 지니계수는 앞서 지니계수의 산출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이상치를 조정하지 않은 결과 발생하는 

것이다. 이상치를 조정할 경우 가처분소득과 요소소득의 합이 일치하지 않아 계산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여기에서는 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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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나라의 공 이 과 조세를 통한 공  개입은 빈곤과 불평등을 이는 기능이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요 OECD 국가들에 한 지니분해 결과를 

보여주는 표 3-8과 그림 3-4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국가의 일차  기능이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통합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이같이 낮은 재분

배 효과에 해 그 원인과 결과를 깊이 있게 통찰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국가 연도 민간부문소득 가처분소득

Denmark 2004 0.419 0.228

Netherlands 1999 0.372 0.231

Norway 2000 0.403 0.251

Sweden 2000 0.447 0.252

Germany 2000 0.473 0.275

Australia 2003 0.460 0.312

Canada 2000 0.429 0.315

Korea 2006 0.385 0.340

UK 1999 0.498 0.343

USA 2004 0.481 0.372

자료: 한국은 한국복지패  3차조사 원자료, 한국 이외의 OECD 국가들은 www.lisproject.org.

<표 3-6> 주요 OECD 국가들의 민간부문소득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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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Year

Absolute Fiscal Redistribution
Relative Fiscal

Redistribution

Percent Shares of Fiscal 

Redistribution

Total
From

taxes

From

transfers
Total

From

taxes

From

transfers
Taxes Transfers

Belgium 1997 0.231 0.074 0.157 48.0 15.4 32.6 32.0 68.0

Finland 2004 0.211 0.046 0.165 45.6 9.9 35.6 21.8 78.2

Germany 2000 0.198 0.050 0.148 41.9 10.6 31.3 25.3 74.7

Sweden 2000 0.195 0.037 0.158 43.6 8.3 35.3 19.0 81.0

Denmark 2004 0.191 0.042 0.149 45.6 10.0 35.6 22.0 78.0

UK 1999 0.155 0.031 0.124 31.1 6.2 24.9 20.0 80.0

Norway 2000 0.152 0.039 0.113 37.7 9.7 28.0 25.7 74.3

Netherlands 1999 0.141 0.044 0.097 37.9 11.8 26.1 31.2 68.8

Australia 2003 0.148 0.047 0.101 32.2 10.2 22.0 31.8 68.2

Canada 2000 0.114 0.040 0.074 26.6 9.3 17.2 35.1 64.9

USA 2004 0.109 0.044 0.065 22.7 9.1 13.5 40.4 59.6

Korea 2007 0.044 0.012 0.032 11.5 3.2 8.4 27.4 72.6

주 : LIS 자료는 주로 Wave V(2000년 후)를 사용하 으나, Wave VI가 보완된 경우 Wave VI 자료를 사용하 다. 

자료: 한국은 한국복지패  3차조사 원자료, 한국 이외의 OECD 국가들은 www.lisproject.org.

<표 3-7> 주요 OECD 국가의 공 이   조세의 불평등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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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 한국복지패  3차조사 원자료, 한국 이외의 OECD 국가들은 www.lisproject.org.

〔그림 3-4〕각 요소소득의 한계 효과(B-A)

자료: 한국은 한국복지패  3차조사 원자료, 한국 이외의 OECD 국가들은 LIS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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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집 계수 비 (A) 상 계수 기여도 상 기여도(B) B/A B-A

스웨덴

(2000)

  근로소득 0.50 0.95 0.82 0.39 1.55 1.63 0.60 

  사업소득 0.95 0.03 0.31 0.01 0.04 1.18 0.01 

  재산소득 0.89 0.06 0.72 0.04 0.16 2.56 0.10 

  이 소득 0.54 0.38 -0.12 -0.02 -0.10 -0.26 -0.48 

    공 이 0.53 0.33 -0.19 -0.03 -0.14 -0.41 -0.47 

    사 이 0.86 0.05 0.22 0.01 0.04 0.77 -0.01 

  세 기여 0.39 -0.43 0.96 -0.16 -0.65 1.50 -0.22 

  가처분소득 0.25 1.00 0.25 1.00 1.00 0.00 

독일

(2000)

  근로소득 0.53 0.90 0.64 0.30 1.16 1.30 0.27 

  사업소득 0.93 0.13 0.75 0.09 0.35 2.71 0.22 

  재산소득 0.84 0.05 0.68 0.03 0.11 2.20 0.06 

  이 소득 0.60 0.29 -0.02 0.00 -0.02 -0.06 -0.31 

    공 이 0.60 0.25 -0.13 -0.02 -0.07 -0.30 -0.32 

    사 이 0.94 0.05 0.35 0.01 0.06 1.26 0.01 

  세 기여 0.53 -0.37 0.80 -0.16 -0.61 1.64 -0.24 

  가처분소득 0.26 1.00 0.26 1.00 1.00 0.00 

국

(1999)

  근로소득 0.58 0.84 0.82 0.40 1.14 1.36 0.30 

  사업소득 0.93 0.12 0.62 0.07 0.20 1.66 0.08 

  재산소득 0.91 0.05 0.56 0.02 0.07 1.47 0.02 

  이 소득 0.62 0.26 -0.16 -0.03 -0.07 -0.29 -0.33 

    공 이 0.61 0.18 -0.45 -0.05 -0.14 -0.79 -0.32 

    사 이 0.90 0.08 0.33 0.02 0.07 0.86 -0.01 

  세 기여 0.57 -0.26 0.78 -0.12 -0.33 1.27 -0.07 

  가처분소득 0.34 1.00 0.35 1.00 1.00 0.00 

미국

(2000)

  근로소득 0.51 1.00 0.86 0.44 1.20 1.20 0.20 

  사업소득 0.95 0.07 0.55 0.04 0.11 1.43 0.03 

  재산소득 0.90 0.07 0.70 0.04 0.12 1.73 0.05 

  이 소득 0.76 0.14 0.09 0.01 0.03 0.20 -0.11 

    공 이 0.77 0.09 -0.09 -0.01 -0.02 -0.20 -0.11 

    사 이 0.91 0.05 0.37 0.02 0.05 0.92 0.00 

  세 기여 0.62 -0.29 0.92 -0.17 -0.45 1.58 -0.17 

  가처분소득 0.37 1.00 0.36 1.00 1.00 0.00 

한국

(2007)

  근로소득 0.52 0.72 0.74 0.27 0.79 1.10 0.07 

  사업소득 0.86 0.22 0.54 0.10 0.30 1.34 0.08 

  재산소득 0.90 0.04 0.51 0.02 0.06 1.34 0.01 

  이 소득 0.67 0.12 -0.08 -0.01 -0.02 -0.15 -0.14 

    공 이 0.82 0.06 -0.03 0.00 0.00 -0.07 -0.06 

    사 이 0.72 0.06 -0.11 0.00 -0.01 -0.22 -0.08 

  세 기여 0.57 -0.11 0.75 -0.05 -0.13 1.25 -0.03 

  가처분소득 0.35 1.00 0.35 1.00 1.00 0.00 

<표 3-8> 주요 OECD 국가의 공 이   조세의 불평등 감소 효과

자료: 한국은 한국복지패  3차조사 원자료, 한국 이외의 OECD 국가들은, LIS 원자료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  1~3차 자료를 활용하여 공 이 의 재분배 효과, 즉 빈곤과 불평등

의 감소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 이 있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 이 은 빈곤율(최 생계비 기 )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그 효과는 연 과 공공부조(국민기 생활보장제도)에서 높았다. 공 이

의 빈곤감소의  효과는 체 인구집단의 경우 사 이 보다 약간 더 높았으며, 노인의 

경우  빈곤감소효과가 -18.1%p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이와 같이, 공  이 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사  이 소득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을 기존 연구(최정균․최재성, 2002; 

김진욱, 2004; 박찬용, 2006 등)와는 다른 결과이다13). 그러나 노인에 있어 여 히 사 이 은 

공 이 보다 약간 더 높은 빈곤감소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 이  후에도 노인빈곤율은 

체 빈곤율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나 노인빈곤 문제는 여 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 이 과 조세의 상 빈곤율( 소득 50% 기 ) 감소효과는 빈곤율 감소효과

와 여타 OECD 국가의 상 빈곤율 감소효과에 비해 상 으로 매우 낮은 수 으로 나타났

다. 공 이 의 상 빈곤율 감소효과는 체 으로 -4.1%p에 불과하 다. 이러한 공 이 과 

세   사회보험부담 의 상 빈곤율 감소효과는 스웨덴 등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뿐만 아니

라, 미국 등의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 이다. 공 이 과 조세의 불평등 

감소효과 역시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미미한 수 이었다. 공 이 의 지니계수 감소효과는 

-0.032이고, 세   사회보험부담 의 지니계수 감소효과는 -0.012로 총 불평등감소효과는 

-0.044 다. 이 역시 상 빈곤율 감소효과와 마찬가지로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물론이고 자유주

의 복지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 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소득의 불평등도

는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OECD 국가  가장 낮은 수 임에도 불구하고, 공 이 과 조세 후

의 가처분소득은 미국과 국을 제외한 분석 상 OECD 국가  가장 높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소득 불평등도가 상 으로 낮은 주요한 이유  하나가 우리나라의 사

이 소득이 여 히 서구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는 을 감안한다면, 향후 

사 이 이 약화되면14) 불평등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3)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복지패 은 기존 자료와는 달리 

농어 을 포함하고 있는데, 농어  가구의 사회보장 수 률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가 향을 미쳤을 

수 있다. 둘째, 재분배효과를 보는 순서상의 문제와 련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일차소득-민간부문소득-경상소득의 순서로 

재분배효과를 분석하 는데 이 경우 앞의 재분배효과보다 뒤의 재분배효과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이는 다른 연구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복지패 에서는 이 소득을 매우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 다른 조사결과에 비

해 이 소득의 악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14) 최근의 경제 불안, 물가 상승, 고용 불안정 등 가구 경제에 불리한 요인들이 증가하면서 자식의 노부모 부양의식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사회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남, 자식 중 능력자 등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

해야 한다는 견해는 1998년 89.9%→2002년 70.7%→2006년 63.4%→2008년40.7%로 짧은 기간 동안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2002년 18.2%에서 2006년 26.4%로, 그리고 2008년에는 43.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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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 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사회안 망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온 것

이 사실이다. 그 결과,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의 결과 특히 공  이 의 빈곤

율 감소효과가 상당히 높아서 사  이 의 감소효과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과 

빈곤갭 감소효과 측면에서 첫째, 공  연 과 공공부조의 빈곤 감소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제도의 기능과 목표 달성도 측면에서 정 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근로

능력이 하된 노인계층의 빈곤율 감소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은 고무 이지만, 

공  이  후에도 여 히 빈곤율이 22%로 높게 나타난다는 에서 노인빈곤을 감소할 수 있

는 추가 인 정책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15). 둘째, 아동의 경우 비록 빈곤의 수 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정책 개입의 효과 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동을 

상으로 한 여가 거의 없다는 을 감안할 때 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아동 빈곤율

을 낮추기 해 아동수당의 신설이나, 재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교육 여 확 를 검토해 

직하다. 셋째,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반 으로 빈곤갭비율이 상당히 낮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약간의 이 지출을 통해 비교  큰 탈빈곤효과를 거둘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곤가구에 한 면  지원을 심으로 한 제도의 확 보다는 상

별․욕구별 여- 컨 , 장애수당, 아동수당, 주거 여, 교육 여 등－를 신설하거나 확 하는 

것이 표 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볼 때 공  이  후에도 농어  지역의 빈곤율은 도시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에서, 

지역 인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이는 재 최 생계비가 일

률 으로 소도시를 기 으로 용되고 있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농어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반 으로 낙후되어 있고 평균소득도 상 으로 낮다

는 , FTA 체결에 따라 추가 인 소득 감소가 상된다는  등을 감안할 때 농어  지역의 

복지 수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  빈곤율 감소효과와 불평등 경감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나

라의 사회복지제도와 조세체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재분배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  이 의 재분배 효과가 미미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도(특히, 연 )의 미성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여 히 분배보다는 성장에 이 맞추어져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

과 사회복지를 잔여 으로 보는 시각에도 원인이 있다 하겠다. 특히, 아동수당, 장애수당, 주

거 여 등 상별․욕구별로 보편 인 제도가 부재하고, OECD 국가  GDP 비 사회복지

지출 수 이 최하 인 16)이 이를 변해 주고 있다.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공 이 의 

급격히 증가하였다. 

15)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기준시점(2006)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최근 

신설된 제도들에 대한 분석의 향후 과제로 남겨진다. 

16) 200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 비율은 20.7%이다. 한국의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의 비율은 

5.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OEC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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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효과보다도 더욱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 세의 진율이 작음을 의미

한다. 임병인(2003)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의 소득세 진성지수는 자유주의 복

지국가로 분류되는 미국보다도 훨씬 낮다. 따라서 조세의 분배정의를 높이기 해 소득세의 

진성을 높임과 아울러 EITC와 같은 ‘부의 소득세’를 통해 재분배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재분배 효과 분석에 한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표성 높은 자료

를 사용하여 세분화된 정책(제도)별․인구집단별․지역별로 빈곤율, 빈곤갭, 지니계수, 분 지

수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재분배효과를 포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는 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  이 과 조세의 소득재분배효

과를 분석함에 있어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조세는 직 세와 사회보험

부담 으로 한정되며,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간 세는 제외되어 있다. 특히, 각 국가별 비교에

서 간 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향은 상이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한 추가 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공  이 소득에서 물 이 제외되어 있다. 공  

이 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 않고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는 을 감안할 때 이 

한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기술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추가 인 조사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분석에서 직 세

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LIS에서는 소득

세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각 세 의 성격에 따라 진성 정도가 

다르다는 을 감안한다면, LIS 연구 결과와의 직  비교에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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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패 의 개요  활용방안”제3세션

정 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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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사추진체계

   나. 조사추진경과 개요: 2007년~2009년

   다. 표본추출  패 가구 특성

 7. 한국의료패널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단기 기 효과  활용방안

   나. 장기 기 효과  활용방안

   다. 부가조사를 통한 정책 안에 한 국민들의 인식과 만족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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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국민의 건강(Health For All)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수립에 필수적인 

기초자료의 생산 필요

<의료보장성 확보를 위한 보장성 측정지표의 생산> 

□ 의료보장성은 국가의 구성원이 지불능력(ability to pay)에 구애받지 않고 필수  의료를 

확보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을 말함.

□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인부담의 비 이 상 으로 높아, 의료

보장성 지표 산출을 통한 정한 여범 가 도출될 필요있음.

   ○ 의료보장성 지표 산출에 있어 가장 요한 요소는 건강보험제도 내부의 비 여본인부

담과 제도 외부의 비 여에 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산 방안이라 할 수 있음. 

<국가차원에서 시장영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 자료 생산> 

□ 민간의료시장이 속히 성장하고 시장규모가 확 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시장 역을 모

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의료보험시장 규모가 속히 확 되고 있으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되

고 있어,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과의 조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필

요가 있음.

   ○ 건강증진이나 건강 리의 시장규모가 확 되고 높은 본인부담을 유발하는 비 여서비

스 역이 팽창되고 있어 건강과 련 재화나 보건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분배되며 그 

패턴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 지를 거시 이며 지속 으로 모니터링 하고 정책에 활용

할 수 있는 구체 인 데이터 생산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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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적(life-course) 접근방식의 중요성 증대>

□ 건강과 질병 결정요인에 한 평가에 있어 생애주기 (life-course) 근방식이 매우 요하

게 인식되고 있으며(OECD, 2008), 이러한 복잡한 인과  메커니즘 규명을 한 분석과 정

보의 필요성이 증 하고 있음.

   ○ 의료비 는 건강의 많은 요인들은 일생동안 여러 해(years), 여러 생애단계(stages), 

는 여러 세 (generations) 간에 향을 미치고 있어, 개인의 건강은 이러한 요인들의 

축 된 결과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요인들의 상호 계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복

잡한 인과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의 구축과 장기에 걸친 추 조

사가 요구됨.

나. 국가재정 및 보건의료재정의 지속성ᆞ건전성ᆞ안정성 확보 방안 필요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에 따른 국가경제에의 부담 가중>

□ 증하는 의료비 지출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가 되고 있어 국가재정  보건의료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한 국가정책 개발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규모는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국가에 속하지는 않지

만, 재의 증가추이를 고려해 볼 때 국민의료비의 지출 비 이 높은 여타 선진국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상됨.

       —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 비 은 2006년 기  약 6.4%(54조 5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0년 26조 50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보건복지가족부, 2008).

       — 2050년에는 국민의료비가 GDP의 15~2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음(한

국조세연구원, 2008).

   ○ 국가가 한 시기에 효과 인 정책으로 의료비 지출을 리하며 효율성․효과성․형

평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해서는 의료비 지출 양상과 패턴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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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재정의 안정성ㆍ건 성 제고의 정책수립을 해서는 의료비에 한 기 자료가 

제되어야 하나, 련 국내 연구는 거시 인 에서의 추계와 망이 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거시  에서의 의료비 추계  망은 구체 인 보건의료 정책 수

립  평가에 제한이 있음.

   ○ 미시단 (개인  가구단 )에서의 의료이용  지출, 의약품 구매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분배되며 그 패턴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 지를 지속 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

은 매우 요함.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비중의 증가>

□ 국민의료비 비 의약품비 비 이 속히 증가하고 있어 련 실태를 악하고 평가하는 

것이 정책입안 측면에서 매우 요함.

   ○ 의약품비에 해 정책 으로 개입하기 해서는 의약품비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

하고 정책개입에 따른 결과를 평가해야 함.

   ○ 이를 해서는 가구의 의약품비 지출에 한 포 이고 체계 이며 지속 인 조사가 

필요함.

다. 중장기 보건의료정책수립 및 이에 대한 평가 지표 생산 필요

<건강정책의 형평성 지표 생산>

□ 보건의료정책의 성과 지표인 건강수   건강형평성에 한 장기 인 개인별 자료가 요

구됨.

   ○ 입원 다빈도질병, 외래 다빈도질병과 련하여 사회경제  계층, 도농간, 장애 유무 등

에 따른 의료이용률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통 으로 과부담의료비지출(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은 재난성의료비지출로 

주로 암이나 뇌졸 , 에이즈 등 심각한 증질병발생에 한정하여 해석하 으나 세계보

건기구는 과부담의료비지출을 생활비 비 의료비 비 으로 규정하여 40%이상으로 정

의한 바 있음17).

17) 이원 , 건강정책측면에서의 한국의료패 의 활용가치와 향후 개선방향, 한국의료패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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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개념을 용할 경우 지속 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에 한 진료비 부담도 

과부담의료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표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가입자에 해서 평가소득에 기반하여 보험료를 용하고 있으나, 이에 한 보험

료의 정성에 한 평가가 필요함. 

   ○ 패 자료는 동일한 개인에 해 주기 이고 장기간의 추  조사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부의 보건의료 련 정책이 의료비지출, 삶의 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심층 으로 분석할 수 있음.

<건강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지표 생산>

□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에 한 문제 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소기의 목 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개인  가구의 동태 인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변동을 세부 으로 추 한 자료를 

구축하여 미시 인 자료와 이를 취합한 거시 인 국민의료비 지출규모의 변화를 추

할 보건의료 련 패 이 필요함(이용갑 외, 2008)18).

   ○ 국민의료비 지출  보건의료 련 정책을 보다 효과 으로 수립하고 평가하기 한 기

자료 마련이 요구됨

   ○ 의료이용  의료비에 한 원인과 결과, 향요인을 밝 냄으로써 국민의료비  의료

이용에 한 과학  리를 가능하게 함.

   ○ 의료패  데이터 구축을 통해 의료이용  의료비에 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

건의료정책(evidence-based health policy)의 수립․시행․피드백이 가능함.

나 발표자료, 2008.

18) 이용갑 외, 한국의료패 의 이해,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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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건의료 외적 요인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 증대

<보건의료제도 이외의 빈곤, 노동조건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

□ 인구집단의 건강은 복잡․다양한 거시 ․미시  요인들에 향을 받고 있음.

   ○ 보건의료부문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제고하기 해서는 의료비 지출을 결정짓는 의료이

용행태와 건강상태  건강행태, 소득, 근무환경, 사회  지  등에 한 복잡․다양한 

인과 계에 한 경로를 추 하는 것이 필수 임.

   ○ 거시 이고 장기 인 정책수립을 해서는 의료이용  의료비지출을 결정하는 거시  

요인과 더불어 미시  요인으로 인한 인과경로를 포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질병 예방은 사회정책과 의료정책의 조화가 필수적임>

□ 사망이나 발병은 최종  결과이며 이에 한 사후  처보다는 방의 요성이 강조되

고 있음. 

   ○ 사회경제  요인과 건강, 의료서비스 이용간의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실에 기 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생애과정에서 질병 발생과정에 한 신체  차원과 정신  차원의 포 인 분석을 

한 기  자료가 요구됨.

□ 건강과 련하여 개인단 가 아닌 가구와 지역사회를 정책 단 로 설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 보건의료정책의 상을 정확하게 설정하기 해서는 개인별 건강 차이와 련하여 가

구의 속성에 한 악이 선행되어야 함.

       — 건강보험 여자료는 이론상으로 코호트 구축이 가능하며 개인단  는 건당, 의료

기 별 분석이 가능한 자료원이나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통합하여 가구단 로 산출

하게 되므로 거주지 심으로 악하는 일반 인 가구 개념과는 달라 가구단 의 

의미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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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경제적 특성과 건강불평등

□ 계 에 따른 건강불평등의 존재여부

   － 사회경제  수 이 건강수  변화에 미치는 향

   －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향(장기간의 노출효과: 특히 자녀의 

성장 후 성인기의 건강에 미치는 향) 

□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상태와 건강과의 계

   － 직업안정성(비정규/정규)이 건강수  향상에 미치는 향

□ 주거수 별 건강수  계

나. 의료서비스 이용 및 의료비 지출

□ 의료비 지출과 의료이용양상, 규모

□ 의료비 지출, 건강수 , 의료이용양상과 규모에 미치는 요인

   － 총 의료비 지출이 건강수  향상에 미치는 향평가 

   － 각 분야별 의료비 지출이 건강수  향상에 미치는 향평가

□ 총 의료비의 결정요인 연구

   － 재원조달을 주요 요인으로 둔 연구 

      ․보장성 수 에 따른 총 의료비 

      ․보장성 수 과 민간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과 총 의료비

      ․민간의료보험과 의료비/의료이용

   － 소비자 요인을 심에 둔 연구

   － 거시  효율성 연구

      ․의료비 지출과 건강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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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병원규모별 performance가 건강수 향상에 미치는 효율성

      ․시장 내 경쟁수 별(지역기반) 거시효율성 비교

      ․주치의 유무(혹은 주 치료병원 유무)에 따른 건강수 향상에 드는 단 비용: 주치료

기 의 존재가 단 치료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가? 

   － 보건의료비 지출에 한 가계 부담 

□ 형평성 연구

   －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건강수 의 형평성에 미치는 향

   － 동일 사회경제  지 조건에서 다른 subsidy별 건강수 향상 

   － 주  근성에 한 인식이 향후 수년 후의 건강수 에 미치는 향

□ 정책  심별 해당 연구 

   － 보건의료체계의 거시  효율성, 형평성, 총 의료비억제, 보건의료시장의 동향, 건강수

향상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양상의 실제, 의료비로 인한 산이나 사회  지 하락

의 양상, 인구집단의 노령화와 보건의료비, 정책변화별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일으킨 

변화, 정책변화별 입원서비스 이용양상의 변화, 출산 련 정책 변화에 따른 출산 련 

서비스 이용양상 변화, 응 의료서비스에 한 정책의 변화와 응 의료이용양상의 변

동 등

다. 의약품 이용

□ 비용

   － 개인당/가구당 의약품 사용에 지출한 비용, OTC 구매액, 비 여 처방약 구매액, 의료기

기, 한약,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의 구매액,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속  의약품 구매액

□ 성

   － 의약품의 복약순응도, 의약품 복용 불순응 황  그 이유

□ 근성

   － 의약품 구매 비용에 한 주  부담 정도

   － 의료기 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이유

   － 렴한 의약품으로의 체조제 경험과 그에 한 만족도

□ 사용실태/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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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  의약품 복용 황

   － 의약품 처방시 특정약 처방요구 는 처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경험

   － 처방조제를 해 방문한 약국의 선택 이유

   － 일반의약품 구매 행태 (매약시 원인이 되는 건강 문제․질병/ 약품 선택 주체/ 선택 이

유/ 의약품 정보취득원 등)

□ Outcome

   － 의약품 부작용 경험 정도, 부작용에 의한 의료이용  비용 발생 황

□ 련 요인

   － 의약품 사용에 련된 개인과 지역의 사회경제  요인

   －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사용  미사용에 련된 요인

   － 의약품 처방 요구  자가투약 등 의약품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

□ 패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과제

   － 시간 경과에 따라 의약품 사용행태의 변화

   － 재의 약사용 행태가 미래의 약사용 행태/건강수 에 미치는 향

   － 소비자의 사회경제  변수/건강행태의 변화가 약사용에 미치는 향

   －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의약품이 다른 의료서비스를 체하는 효과

라. 민간의료보험

□ 민간의료보험료 규모 추계

   －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여부와 보험종류  보험료

□ 수령 민간의료보험  규모(외래, 입원, 기타 등)

□ 가입  해지 사유

   － 국내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동기에 역선택이 있는지 악

□ 가입거부  보험  지 거

   － 민간의료보험의 cream skimming에 한 연구

□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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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의료이용 향에 한 계량  분석

   －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계에 한 실증  연구

마. 건강상태, 건강의식 및 행태

□ 건강수 과 의료비

□ 건강증진행 와 의료비

□ 질병 리와 의료비

□ Lalonde의 health field concept에 따른 건강의 결정요인연구 등

□ 건강행태 특성 별 건강수  변화량

바. 접근성 및 만족도

□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비용지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한 도구로서 의료서비스에 한 

근성과 의료서비스나 제도에 한 만족도 분석



 한국의료패널의 목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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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단기적 목적

□ 국민 개개인  가구단 의 의료비 규모 산출 

   ○ 개인  가구에서의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 규모 악

   ○ 가구원별 보유질환  본인부담액 규모 측정

   ○ 본인부담 의약품비 지출 분석 

□ 의료비 재원 분석

   ○ 민간의료보험 가입․해약 추이

   ○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보험  수령 규모 분석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재원구성 분석

□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이용행태  공 자 특성 분석

   ○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의 특성별 이용행태 분석 

   ○ 장기복용 의약품 복용행태

   ○ 의료공 자 행태분석

□ 보건의료정책수립을 한 보건복지 련 지표 생산

   ○ 의료보장성 련 지표 산출

   ○ 건강형평성 련 지표 산출 

   ○ 의료의 질 련 지표 산출

   ○ 건강수   건강 련 삶의 질 측정

   ○ 개인  환경  건강 험요인  건강결정요인 분석

   ○ 국제비교 가능한 의료패 데이터 생산

□ 건강보험 여자료와의 연계를 통한 의료비 데이터 생산의 완 성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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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외부]

비 여

본인부담

건강보험

부담

[건강보험제도 내부]

법정

본인부담

의료용구/

의료기기

간병서비스

일반약품

보조의료

서비스

나. 중장기적 목적

□ 국민의료비 산출  변화 양상 추

   ○ 재원별/기능별 국민의료비 추계에 기여

   ○ 질병별ㆍ성별ㆍ연령별 국민의료비 추계에 기여

□ 주기 , 종단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비의 흐름(인과 계)을 분석

   ○ 의료이용행태의 양 ㆍ질  실태 악

   ○ 사회경제 , 인구요인과 건강수  차이

   ○ 의료이용, 건강수 , 경제활동, 가구소득 간의 동태  계

□ 보건의료정책 수립  평가를 한 동태  보건복지 련 지표 생산

   ○ 의료보장성 련 지표의 변화 추이

   ○ 건강형평성 련 지표의 변화 추이 

   ○ 의료의 질 련 지표의 변화 추이

□ 의료비 지출 양상과 패턴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

   ○ 의료이용  의료비에 한 원인과 결과, 향요인을 밝 냄으로써 국민의료비  의료

이용에 한 과학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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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방

건강정책 수립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조화

보건의료재정 

건실화 방안

의료보장성 

확보방안

근거(evidence) 생산

ㆍ민간의료보험

  가입실태  

  가입자의 의료이용

ㆍ보건의료서비스

  수요/요구 

ㆍ생애주기별 

  건강수 / 리,

  의료이용행태

ㆍ국민의 의료비

  지출양상  

  국가의 의료비

  리

ㆍ건강보험의 

  정보장성

ㆍ건강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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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패널 조사 현황4.

가. 패널데이터의 특징으로 살펴 본 의료패널에의 시사점

□ 패 데이터의 일반  개념

   ○ 패 데이터는 동일한 개인  가구를 상으로 일정기간마다 주기 으로 실시한 동일

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 패 데이터는 특정 표본을 선택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어떤 속성에 해 측하는 자료

이기 때문에 시계열자료의 성격과 횡단면 자료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함.

□ 동태 (dynamic) 정보 제공 가능

   ○ 특정 시 에서 상만을 보여주는 횡단면 자료로는 불가능한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수

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건강행태 등의 동태  변화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음.

     － 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의 유병상태 변동, 건강에 한 개인의 의식구조와 건강행태

에 따른 건강수 의 변화 등에 따른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의 동태  변화는 패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주제들임.

   ○ 특정한 사건에 한 심층 인 연구 가능

     － 특정기간 효과, 특정연령 효과, 코호트 효과 등을 고려한 분석이 가능함.

   ○ 다양한 분야의 근 가능

     － 건강은 단순한 보건의료이용이나 흡연, 음주 등 몇 가지 건강행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와 주제들이 개입되어 나타나는 종합 인 결과임. 따라서 

건강수 을 결정하는 요인을 악하기 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근이 필수

임.

     － 패 자료는 재와 과거의 인구학  배경, 교육‧문화  배경, 경제  배경 등에 한 

정보를 악하므로 ‘건강’이라는 상에 한 다양한 근을 가능하게 하여 건강과 

련 정책에 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 정책의 합리 인 수립과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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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관기관 조사내용
(시작년도) 조사대상

한국노동패널
(KLIPS) 한국노동연구원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등 

(1998년)
5,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15세 이상 개인
사업체패널

(WPS)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 관리, 
노사관계 등 (2002년)

2,000개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체)

고령화연구패널
(KLoSA) 한국노동연구원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소득 및 자산, 은퇴결정, 건강, 
사회보장제도 효과 등 (2006년)

45세 이상 중고령자
약10,000명 (제주도 제외)

청년패널 중앙고용정보원
학교생활/직장경험 
직업관/진로/직업교육훈련/구직활동/가
계배경 등 (2001년)

6,500가구 중 
만 15세~29세 8,296명

한국교육고용패널
(KEEP)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고등학생 노동시장

진입과정 (2004년)
전국 중·고교

3학년 6,000명
서울시 복지패널조사 서울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실태 (2009년) 서울시 거주 3,000가구

여성가족패널
(KLoWF) 한국여성정책개발원 여성의 경제활동, 가족실태, 여성과 

가족에 대한 태도 (2007년)
전국 9,084가구 만 19-94세

여성 10,031명

한국아동패널 육아정책개발센터
육아지원정책,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부모·아동 특성 등 
(2008년)

2008년 전국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2,000가구

장애인
고용패널

한국장애인고욕촉진
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및 변화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요소 (2008년)

장애인 5,000명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 연령별 각 
인구집단 생활실태, 복지수급실태, 
복지요구 등 (2006년)

15세 이상가구원,
아동(초등 4~6학년)

     － 패 자료는 동일한 개인에 해 주기 이고 장기간의 추  조사형식으로 이루어지므

로 정부의 정책이 재 어떤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심층 으로 분석할 수 있음.

     － 를 들어, 건강보험 여의 변화가 개인과 가족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행태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로부터 정책의 효과성에 한 분석

이 가능함.

□ 주요 질환의 유병률의 자연  유형 변화는 시계열 인 조사 는 규모 횡단 인 조사를 

통해서는 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서히 진행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히 계

가 있으므로 특정인을 지속 으로 장기간 조사해야만 유병율의 자연  유형변화를 탐지할 

수 있음.

나. 국내 패널 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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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패널 한국조세연구원 가계의 조세부담 및 정부로
부터 받는 혜택 등 (2008년)

전국 5,014가구, 7,071명 
가구원 (한해 동안 소득이 있는 

가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국민연금관리공단
인구구조 고령화
대비하여 국민노후보장
관련 자료 등 (2005년)

전국 만 50세이상
가구원이 있는 5,100가구와

그의 배우자 8,644명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의 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 

일탈행위,  여가참여 등 (2003년)
중학교 2학년  3,697명(2003년)

초등학교 4학년(2004년)

인적자본기업
패널조사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기업의 인적자원
실태/기업 내 근로자의 인적자본 
축적 정보 등 (2006년)

100인 이상 기업
(+조사 기업의 

근로자(팀장/팀원))

다. 외국 사례: 미국 MEPS(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 개요

   ○ 1977년에 실시된 National Medical Care Expenditure Survey(NMCES), 1987년에 실시

된  National Medical Expenditure Survey(NMES)에 뒤이은 의료비 지출에 한 국

 확률 조사로 매년 실시

   ○ 여러 상이한 인구집단들 간의 보건의료 이용  지출의 차이, 인구학  특성  경제사

회  특성 등에 따라 건강보험, 민간보험의 이용, 여범  등에 한 솔루션 제공

□ 설문내용

   ○ 설문조사는 가구 역(household component), 싱홈 역(nursing home component), 의

료공 자 역(medical provider component), 보험 역(insurance component)의 4개 

역으로 구성됨.

   ○ 이 에 가구 역이 핵심조사임.

   － 핵심 조사내용은 인구경제사회학  특성, 의료비 지출, 건강상태, 의료이용, 고용상태, 

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가설문을 해서 의료 근성, 의료보험 만족도, 장

기요양, 건강상태, 소득  자산, 의료의 질과 련한 조사가 수행되고 있음.

□ 표본  소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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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가구(Families)수 인원수(명) MEPS 산

1998 9,023 22,953 $36,300,000

1999 9,345 23,565 $29,300,000

2000 9,515 23,839 $36,000,000

2001 12,852 32,122 $40,850,000

2002 14,828 37,418 $48,500,000

2003 12,860 32,681 $53,30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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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패널의 내용5.

가. 한국의료패널의 개념적 틀

□ 의료서비스이용과 의료비 지출  재원에 향을 미치는 직․간 인 요인을 심으로 

설계됨.

   ○ 의료이용에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요인, 건강의식  행태, 사회심리 요인, 형평성, 

근성, 만족도, 련제도  정책 등을 포 하여 개 으로 살펴 .

   ○ 의료이용행태와 의료비, 의료비재원 등에 해서는 심층 으로 살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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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 조사 모형 및 내용

□ 한국의료패 의 기본조사내용의 모형(T자 모형)은 두 부분으로 나  수 있음. 

   ○ 첫째, 인구사회경제  특성에서 의료비 지출과 건강성과로 연결되는 경로를 악할 수 

있도록 개 인 내용을 포함하는 수평  구조

   ○ 둘째,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재원에 있어서는 심층 인 내용을 담는 수직  구조

인구사회경제

 특성
➡

건강수

건강행태
➡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재원
➡ 건강성과

┊ ┊

․입원 ․건강보험

․응 ․의료 여

․외래 ․민간의료보험

․한방 ․산재보험

․치과 ․자동차보험

․의약품 ․본인부담

․장기요양 ․기타 재원

․재가서비스

□ 한국의료패 조사 모형은 Anderson의 보건의료모형 틀과 유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의료패 의 활용과 기 효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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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본 조사 설문 내용

구분 설문 역 주요내용

가구단

사회경제  특성
․가구원수/세 구성

․기 보장수 형태

자산규모  생활비 지출

․주거형태/주택소유여부/자산규모

․재산소득, 연 소득, 정부보조 /민간보조  등

․생활비지출

의약품 구매
․일반의약품 월평균 구매액 

․보건의료제품의 월평균 구매액

개인단

인구사회경제  특성

․성별/생년월일/혼인상태/교육수

․가구주와의 계/ 장애유무

․의료보장형태

경제활동  소득

․산업분류

․종사상지

․근로소득/부업소득

건강수 ․만성질환  리

의약품 복용 행태
․만성질환에 따른 의약품복용행태

․3개월이상 의약품 복용

입원/외래/응 /한방/치과

약국/의료용구/

건강기능식품

요양병원/시설

․방문이유  방문시기

․방문기  유형

․방문목   진단명

․치료 는 검사 내용

․이용량

․ 방  검진

․본인부담

․간병인비용

․이동 시간  비용

건강보험제도 이외의 

의료비 재원

․민간의료보험

․친구 는 친인척의 도움

․종교단체 등의 도움

․ 융기  출 등

임신  출산

․정기검진의 규칙성

․임신/출산 련 질환

․신생아 몸무게

․산후조리원 비용

가구+개인 단 민간의료보험

․가입동기

․보장범   여수

․보험 형태

․보험료 지출 규모

․민간의료보험 가입  지출 규모

․민간의료보험 보장범   수령 규모

․가입 는 해약사유

․가입거부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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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가 조사 내용(안)

□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에 향을 미치는 직․간 인 요인에 해 일정 간격을 두고 

다양한 부가조사의 주제를 설정하여 설문

구분 주요 조사내용

사회자본
․지역사회와의 계, 지역사회 지원

․사회 연결망  사회  지지

거주환경  

사업장(일터)환경

․주거 유형  주거(거주)환경

․안 , 교통, 생

․주차공간 등

․근무환경

․설비의 안 장치

․실내공간의 기환경 등

건강 련 삶의 질
․EQ-5D

․SF-12
유  건강요인 ․가족력

건강행태

․흡연, 음주, 운동, 체 조

․갬블링

․ 방 종 등

정신건강
․스트 스, 

․정신보건서비스 이용 등

취약계층의 건강

․여성건강

․노인건강

․미취업자 건강

건강정보

․공공보건 로그램의 참여

․건강 는 정보원 & 인터넷

․건강교육

질환별 건강 리
․주요 만성질환자의 건강 리행태

․의약품 복용행태

의료 근성  만족도

․의료환경 만족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도

․의료이용시 만족도

․의료기  근성

․치료의 시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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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건의료모형에 의한 한국의료패널과 미국 MEPS 비교

구분 주요 내용 한국의료패널 MEPS

환경
사회결정요인 사회규범, 세계화, 외부환경 등

보건 
의료
체계

정책 경제, 복지, 보건의료, 주거 등의 정부 정책

자원(크기, 분포) 병의원 수, 약국 수, 의사 수 등 O

조직( 근성, 구조) 건강보험(직장/사업장), 의료 여(1/2), 의료특례 등 O O

개인 
결정 
요인
(인구 

특성)

소인성

인구통계 나이, 성별, 결혼상태, 과거병력 등 O O

사회구조 교육, 인종, 직종, 가구원수(가구크기, 세 구성) 등 O O

신념

심 있는 건강과 질병에 한 크기, 보건서비스에 

한 태도, 질환에 한 지식, 건강가치부여, 지식  

정보 등

가용 
자원

가계소득
소득, 정규 인 자산의 형태, 정규 인 자산의 근성 

등
O O

지역사회

체 인구의 건강한 개인 비율, 보건서비스 가격, 

지역  특성, 도시-농  간 특성, 이동거리, 

보건의료기  치, 지리 인 특성, 거주지역의 

유출․입량 등

O

사회 심리  요인 사회연결망, 융합, 자존감 등 O

필요 개인이 지각한 상태 장애, 증상, 진단명, 일반상황 등 △ O

의료인에 의해 평가된 

상태
증상과 진단 등 O O

  건강행태 흡연, 음주, 운동, 검진, 방, 식품섭취, 식생활 등 △ O

보건
의료
이용
행태

보건 
의료 

서비스 
이용 

종류  형태

병원(입원/외래/응  등), 의사, 

의약품(약국/의료용구/건강기능식품 등), 한방, 

산부인과, 치과, 장기요양서비스, 재가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산후조리원 등

O O

이용 목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 보호치료 등 O O

분석단 빈도, 정도, 횟수, 진단치료, 이용시간 등 O O

의료이
용에 
따른 

지출 및 
재원

지출
체 비용, 본인부담액, 입원비용, 간병인비용, 산  

진찰비용, 교통비용 등
O O

재원

개인의료보험 외
건강보험, 의료 여, 자동차보험, 본인부담, 이 지출, 

기타 재원 등
O O

개인의료보험 보험형태  지출규모, 가입동기, 보장범  등 O O

건강 
성과

개인이 지각한 상태 장애, 증상, 진단명, 일반상황 등 △ O

의료인에 의해 평가된 상태 증상과 진단 등 O

고객만족도 편리성, 이용가능성, 재정, 제공자의 특성, 질 등 △ O

주: △: 일부 는 부가조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의료패 의 활용과 기 효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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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패널의 추진 체계 및 경과6.

가. 조사추진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료패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음.

   ○ 국가승인통계 33110으로 지정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직  조사를 진행

컨소시엄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

가족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행정안 부

조사 조

자문 원

조사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패 가구

(7,000~8,000 가구)

통

계

청

조사 조

국가승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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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추진경과 개요: 2007년~2009년

□ 조사방법: 가계부 기입방식 + 조사원 면  조사

□ 조사추진경과

표본설계 ➡
2007년

비조사
➡

가구유치

조사
➡

2008년

본조사
➡

2009년

본조사

3개월 후 
재방문

3개월 후 
재방문

1차 비조사 2차 비조사 2차 비조사 

가구 포함

․모집단

  정의

․표본

  크기

  설정

․표본

  추출

․표본

  배분

․표본

  가구

  선정

․건강가계부 작성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

․의료비 재원

․민간의료보험

․가구원 일반사항

․경제활동  소득

․건강상태

․ 근성/만족도

․임신/출산

․사회연결망

․건강가계부 

  작성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

․의료비 재원

․민간의료보험

․가구원 

  일반사항

․경제활동  

  소득

․건강가계부 작성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

․의료비 재원

․민간의료보험

․가구원일반사항

․경제활동/소득

․만성질환

․의약품비 지출

․임신/출산

․건강제품지출

․건강가계부 작성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

․의료비 재원

․민간의료보험

․가구원일반사항

․경제활동/소득

․주거

․노인장기요양

․만성질환

․의약품비 지출

․의료 련 지출

․부가조사

․(의료 근성, 일자리, 계층

인지도, 건강행태/ 삶의 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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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본추출 및 패널가구 특성

□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수자료

   ○ 층화변수: 지역(16개 시도), 동부  읍면부(2개)

   ○ 표본추출방식: 확률비례 2단계 층화집락추출

□ 패 가구 특성(2008년 상반기 재)

   ○ 총 가구 수: 7,799가구, 가구원 수: 약 24,695명

가구수 %

1인 가구 864 11.0

2인 가구 1,875 24.0

3인 가구 1,625 20.7

4인 가구 2,542 32.9

5인 가구 660 8.5

6인 가구 174 2.3

7인 가구 이상 59 0.7

총 가구수 7,799 100.0

총 가구원 수 24,695명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3.17명

□ 가구원은 총 24,695명으로 남성 49.0%, 여성 51.0%로 구성됨. 

가구원 수 %

성
남 12,094 49.0%

여 12,601 51.0%

연령

10세미만 2,977 12.1%

10 3,374 13.7%

20 3,033 12.3%

30 3,952 16.0%

40 3,900 15.8%

50 3,050 12.4%

60 2,550 10.3%

70세이상 1,859 7.5%

혼인상태

유배우자 12,768 51.7%

별거(이혼 제) 108 0.4%

사별 1,482 6.0%

이혼 424 1.7%

결혼한  없음 9,913 40.1%

계 24,6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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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패널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7.

가. 중단기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 효과 1》의료비 조사측면에서 완 성을 갖춘 기 자료 제공 

<주요 이슈>

□ 비 여 리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의료비 지출 규모

<활용방안>

□ 비 여 의료서비스 지출에 한 악

   ○ 응 , 입원, 외래, 의약품 등

   ○ 기 별, 질환별, 분야별 등

   ○ 생활양식에 따른 의료비

   ○ 사회경제  지 에 따른 의료비

□ 국민의료비 추계에 활용

<한국의료패널 조사결과 활용(예)>

□ OECD 보건계정체계  한국의료패 의 자료 생산

기능별 분류 재원 자료원

보험청구자료 한국의료패
조사결과

( 액)

＜건강보험제도 내부＞

치료 

재활서비스

건강보험 여비(A) ○

법정본인부담(B) ○ ○

비 여본인부담(C) ○

＜건강보험제도 외부＞

일반의약품

본인부담(D)

× ○

의약외품 ○

의료기기 × ○

약국 매용 한약 ○

건재, 첩약 × ○

기타의료용구

(안경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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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여 본인부담 자료  건보와의 자료 연계를 통한 데이터의 완 성 도모

건강보험 여자료

한국의료패 자료

비 여 본인부담 법정 본인부담 건강보험부담 = 의료비

건당 입원비

내원일당외래비 (자료연계)

건당 입원

처방의약품비

내원일당 외래

처방의약품비

《기 효과 2》민간의료보험과 련된 상세한 정보제공 

<주요 이슈>

□ 민간의료보험 실상 악  공보험과 민간보험간의 계설정

   ○ 민간의료보험 련 통계부족으로 양자간의 계에 한 실증 인 연구는 무한 실정

□ 의료비 재원조달

   ○ 의료재원의 분배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의료비재원 흐름의 정확한 악필요

<활용방안>

□ 민간의료보험의 규모 추계

   ○ 가입여부  보험종류, 보험료, 수령한 여내역

□ 가입  해지 사유

□ 가입거부  보험  지 거

□ 보장성 수 과 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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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료보험과 총의료비

□ 민간의료보험과 의료비/의료이용

《기 효과 3》의약품부문의 세부 데이터 생산

<주요 이슈>

□ 의약품은 국민들이 범 하게 사용하며 국민의료비 비 약품비 비 이 높아 련 실태

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 정책입안 측면에서 매우 요

<활용방안>

□ 비 여의약품비용의 추정

□ 포  의약품 비용의 산출

□ 의약품비용 련 정책 수립을 한 기 자료 생산

《기 효과 4》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실태 악

<주요 이슈>

□ 정책지향: 형평성, 효율성, 의료의 질

<활용방안>

□ 형평성 련 지표 생산

   ○ 사회경제  계층, 도농간 의료이용 양상 악

□ 효율성 련 지표 생산

   ○ 의료쇼핑이나 의료기 방문 횟수의 추이 악

   ○ 공 자  이용자 특성 악

□ 질 련 지표 생산

   ○ 응 의료서비스의 신속성, 응   입원시 기시간

   ○ 다빈도 입원상병에서 퇴원 한 달 후 재입원율

   ○ 만성질환 리의 지속성

   ○ 서비스 만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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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장기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의료비 지출과 의료이용 양상의 추적>

□ 분야별로 의료비  의료이용에 한 변화 양상 악

□ 의료비 재원조달의 변화와 특성에 따른 의료이용과 의료비 양상 악

□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  지 의 변화 양상 악

<건강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총 의료비 지출이 건강수  향상에 미치는 향평가 

□ 각 분야별 의료비 지출이 건강수  향상에 미치는 향평가

□ 직업안정성(비정규/정규)이 건강수  향상에 미치는 향평가

□ 사회경제  수 이 건강수  변화에 미치는 향평가

□ 부모의 사회경제  지 가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향평가

□ 건강행태 특성 별 건강수  변화량 평가

□ 주거수 별 건강수  변화량 평가

<정책 관심별 활용방안>

□ 인구집단의 노령화와 보건의료비

□ 정책변화에 따른 분야별 평가

   ○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일으킨 변화

   ○ 입원서비스, 외래서비스, 의약품 등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 양상의 변화

□ 건강수 향상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양상의 실제

□ 의료비로 인한 산이나 사회  지 하락의 양상

다. 부가조사를 통한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만족도 파악

□ 보건․복지부문 국가 정책과 제도에 한 국민들의 인식과 만족도 변화 등을 악하여 국

민의 요구를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보건․복지정책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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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인복지 서비스와 한국의 시사 ”제4세션

이상명(고려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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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인복지서비스19) 

1. 서론

독일의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2008)에 따르면 독일은 이미 1932년도에 체인구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섰으며, 1972년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로 증가하여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 다. 한 독일은 2012년을 기 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체인구

의 20%를 상 하여 고령사회를 뒤로 하고  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이라고 망하고 있다. 

이러한 소  “인구 고령화” 는 “고령화 사회”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상은 독일뿐만 아니

라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OECD 국가들이 겪고 있는 인구변천(demographic change)

이다. 고령화 사회라는 용어는 어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도에 7%를 넘어섬

으로써 사회 으로도 큰 이슈가 되면서 오늘날 일상생활 용어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고령화 

사회”는 한 사회의 체인구  평균수명 연장에서 기인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의 증

가와 더불어 심각한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생산 가능한 유년인구 수가 감소함으로써 나타나

는 인구학  변화이다. 

평균수명이 연장된다는 것, 즉 오래 산다는 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근본 인 바람 는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등장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

는 가장 근본 인 “ 원한 삶에 한 바람”을 실화 하는데 한 발작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정 인 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사람들이 장수하게 되는 사회는 

단지 인구구조의 변화에만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반 으로 노인의 생활을 포함한 모

든 사회분야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이 성도 안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와 한 계를 맺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은퇴 후의 시간이 

길어진 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장된 은퇴기간은 결국 연 수 기간의 증가를 뜻하기 때문에 

연 지 의 지속성과 련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노인의료

비 지출이 격하게 상승할 뿐만 아니라 장기 인 치료와 의료혜택에 한 요구 한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아울러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근로자 층의 감소로 인해서 가족의 노인

부양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 인 부양요구도 증가될 것이며, 이러한 사회구성원들의 욕구

를 충족시키기 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여의 과당지출을 래할 수 있다.  독일정

부가 2002년도에 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고령화 사회에 한 책을 제안하기 해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활동 (aktiv)이며 능력(kompetent)있는 노후를 한 환경조성사업을 노인

19) 본 연구는 현재 진행과정에 있으므로 연구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에 의해 

금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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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주요과제로 지명하고 있다. 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빈곤 상자 는 수발 보호 

상자 노인들을 하여 한 보호와 필요한 부조를 제공하기로 했다(BMFSFJ, 2002: 23). 이

러한 정책목표는 노인 개개인의 존엄성을 가능한 한 삶의 마지막 날까지 보 하여야 한다는 

사회  가치를 잘 반 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노인복지서비스를 다루고자 한다. 에서 언 했듯이 독일은 이미 오래 

에 고령화 시 를 맞이 하 고, 재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다

각도의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1994년에 세계에서는 최 로 치매와 같은 노

인성 질병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 제도를 법제화 시켰다. 독일의 노인복지

서비스에 한 연구자료들 , 특히 노인을 한 요양복지에 한 내용들은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연구가 진척되어 있다. 하지만 독일은 2005년도를 후로 사회복지와 련된 재정 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변화된 복지패러다임을 시도하면서 사회복지와 더불어 노인복지와 련

된 내용들을 부분 는 면 개정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독일의 노인복지

서비스에 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동시에 새로운 부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독일의 노인인구  황 

독일의 인구고령화는 20세기에 사회가 속히 발 하는 과정 속에서  상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생겨난 상은 아니었다. 물론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 으로 삶의 질이 향

상되고 의약이나 의료수 이 에 띄게 발달하 으며, 보다 나아진 양상태와 개선된 생활여

건들로 인해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2006: 12)에 따르면 독일의 사회고령화는 이미 130년 부터 시작되었다고 야 

한다. 당시 독일제국이었던 1871-1881년간의 독일인구의 평균수명은 남성 35.6세와 여성은 

38.4세 다. 그러나 독일의 2007년도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자 신생아의 기 수명은 

76.2세이며 여자 신생아의 경우는 81.8세이다. 재 독일인들의 평균수명은 100년 의 독일인

들보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40.3세와 43.1세로 연장된 것을 알 수 있다. 한 오늘날 독일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명  한 명은 80세 이상의 노인들이라는 사망자 연령분포를 통

해서도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2007: 10) 평균수명의 연장 상을 간

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는 단순히 평균수명 연장에 의한 노인인구의 

증가에서만 래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871년부터 2007년 사이의 독일의 

인구동태를 살펴보면, 지속 인 출생률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이라는 두 요인이 작용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형태를 진했던 것이다. 테 스(Tews, 1994: 33)에 따르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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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는 일반 으로 소  `3  노화의 상´을 보인다. `3  노화´란  체 인구  65

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으로 증가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그 반 로 진행되는 

출산율 하락과  7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지속 으로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은 

재 독일의 인구변화에서 쉽게 찰되고 있다. 2005년 재 독일의 신생아 수는 686 000명이

었으며 이는 1991년의 830 000명이었던 신생아 수와 비교하면 17%가 어든 것이다. 독일은 

통독 후에도 계속 낮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출생률은 계속 하락증세를 보일 

망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에는 17%가 더 감소한다고 한다.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도 재 1,34 이다 (Statistische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2007: 11). 출산율의 감소

로 인해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어들고 있지만 반면에 노인인구의 수는 지속 으로 증가

하는 상황이라, 2006년도 재 4백만 정도의 80세의 노인인구수가 2050년에는 천만 명으로 늘

어날 것이라는 망이다. 

독일은 1950년 후부터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형 인 인구피라미드

(population pyramid) 형에서 차츰 변화되어, 재는 “헝클어진 소나무 형(zerzauste 

Wettertanne)” (Statistisches Bundesamt, 2006: 34)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모

습마 도 진 인 인구고령화로 인해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모습

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측이다. 인구 피라미드 형태의 변화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독일의 인구감소가 재 매우 많이 진행되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가 없다는 이다.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에 따르면 재 2007년 12월 31일 독일의 총 인구수

는 8,221만 명이다. 독일인구수가 8,231 만 명이었던 2006년도와 비교하면 총 97천명이 (약 

0.1%) 감소된 것이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수가 계속 감소해서 2050년에는 74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 게 되면 독일의 인구수는 1963년도의 수치로 다시 환되는 것

이다. 

3. 노인복지서비스 

독일은 19세기 당시 산업 명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험과 문제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해서 국가의 극 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체계 인 책을 마련하 다. 앞 부분에서도 

이미 언 했듯이 독일은 노인을 한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최 로 도입한 국가이기도 하

다. 비스마르크(Bismarck)가 당시 사회주의탄압법(Sozialistengesetz)이라는 새로운 사회보장제

도를 도입한 근거는 정치  는 역사  배경에서 비롯된다. 당시 후발산업국가 던 독일은 

산업화가 속히 진행되면서 지배계 층이었던 소   “Junker”라고 하는 지주계 과 노동자

들 그리고 신흥 자본가 계 과의 갈등이 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비스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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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주의탄압법의 제정을 통해 본인 스스로가 속해있던 지주계 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치

참여 역을 넓 주기를 요구하는 자본가계 을 통제하고 특히 사회민주주의 사상이 번창하

는 것을 막고 사회주의운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다루고자 하 다. 소  “당근과 채

(Zuckerbrot und Peitsche)“이라고 불리는 정책의도에서 시작된 사회주의탄압법은 비스마르크

가 의도 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해서 제정한 법은 아니지만 오늘날 독일의 사

회복지제도가 설립되는데 크게 향을 미치게 되었다. 

1883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질병보험(Krankenversicherung)을 계기로 1884년에 재활보험

(Unfallversicherung)을 실시하 다. 높은 연령이나 는 신체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소  소득활동불능상태(Erwerbsunfähigkeit)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1889년

에는 노령  장애인보험법(das Gesetz zur Alters-und Invaliditätssicherung)이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표면 으로 볼 때,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의 감소로 인해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

아주고, 노동자들의 생계유지를 보장해주기 해서 도입된 제도 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로 타리아 계층의 노동자나 목공자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강제 으로 보험에 가

입을 해야 했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면 구나 연 을 받을 권리가 주워졌다. 운 주체는 지

자체보험기 이었으며 연 보험료는 3분의 1로 나 어서 고용자와 보험자 그리고 국가가 부

담하게 되어있었지만, 소득의 1.7%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고용자와 보험자가 반반씩 부담했으

며 국가가 내는 보험료는 사실상 형식  부조의 형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 보

험자가 실질 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그 게 쉽지만은 않았다. 그 이유는 노령  장애인

보험의 여를 수 하기 한 조건을 다루는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먼  장애인연 은 

보험에 가입된 후 5년간의 보험료기간을 달성한 사람들만을 상으로 수 자격이 주워졌다. 

한 노령연 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노령연 을 수 하게 되는 연령은 당시 독일국민의 평균

수명이 40세 음에도 불구하고 71세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도 30년간의 보험료를 지불

한 가입자만이 노령연 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노령연 과 장애인연 은 최 로 

1891년부터 지 되기 시작하 다. 

3.1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정리

최성재.장인 (2003: 300)은 노인복지를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자가가 속한 가족

과 사회에 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련된 공   

사  차원에서의 조직  제반 활동  ́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인복지서비스란 독일어로는 노

인부조 는 노인도움(Altenhilfe)이라고 한다. 람퍼트와 알트함마(Lampert and Althammer, 

2007: 411)에 따르면 노인부조란 노인부양을 목 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장 이외의 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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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 총체“를 뜻하며 노인복지서비스는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경제  는 사회  어려

움을 경감시키거나 완화시킴으로써, 노인들이 사회양식에 규정된 생애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며 

특히 노인들이 인간다운 삶과 경제 으로 보장된 삶,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실 이 가능

한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부조는 다시 말해 “노년기에 겪을 수 있

는 어려움을 방, 극복 는 경감함으로써 노인들이 사회에 통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

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Lampert and Althammer, 2007: 414). 람퍼트와 알트함마는 노인부조

의 필요성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 , 육체  그리고 사회 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서 

비롯되지만, 오늘날 이러한 노인문제들이 가족 내에서 해결될 수 없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발

된 산업사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 세  가족 형태“와 한 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통 인 가족기능의 약화 상으로 인해, 타인에 한 의존도가 높

은 욕구충족을 해서 개별 가족단 의 기능은 더 이상 실효를 거둘 수가 없고, 결국 이를 

해선 지속 이고 체계 인 사회  통합 서비스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성재. 장인  

(2003: 33, 299)이 노인문제는 `개인  가족 인 차원에서 해결이 힘들고 어도 지역사회 

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오늘날 

독일의 많은 핵가족들은 가족 내에서 노인 부양, 경제  도움제공, 노인의 신체  건강이나 

사회  계를 향상시키기 한 보살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며, 설사 자녀들이 

노인들을 부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경제  능력을 이유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고 한다. 

1995년부터 독일은 노인과 련된 문제들을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 부에서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총 으로 리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단순히 노인인구의 숫자 증가로 인해 유발된 것이 

아니며 경제 , 사회 , 문화 으로 다각 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독일 정부의 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인복지를 다양한 에서 복합 으로 할하는 이유는, 노인문제란 노인들

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일컫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노인문제가 결국은 노년기가 시작하

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애주기와 한 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해 다. 아울러 노년기의 생활실태는 개개인의 은 시 에 렸던 소득수 이나 건강상태

를 어느 정도 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다면 독일 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과 노인들의 삶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로 어

떤 것들이 있는가?  노년시기에는 우선 1. 경제활동의 단으로 인한 소득의 변화가 경제 인 

문제로 두 될 수 있으며 (특히 짧은 연 립기간으로 인해 낮은 연 수입이나, 양로원 

는 요양원에 입주하여 생활을 할 경우 높은 월세 때문에 경제 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음), 2. 

육체  는 정신  기력감소로 인해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할 능력이 감퇴할 뿐

만 아니라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하루 일과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을( 컨  은행에 가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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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등) 받을 수 있으며, 3. 고령이 될수록 친근들과의 교류가  약화되고 계가 소원해

질 가능성이 높아 고독이나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4. 의미 있고도 정기 으로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의무감과 책임감이 없는 일상생활의 지속으로 인해 무

료함을 느낄 수 있다(Lampert and Althammer, 2007: 411). 이런 들을 고려한 노인복지서비

스는 우선 노후시기에 경제 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간다운 삶

을 살 수 있도록 경제  도움을 사회부조나 노인부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 노인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도움과 더불어 노인들

의 사회  통합을 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다. 를 들어 노인들을 한 렴한 화요

제도, 문화체험 서비스 제공, 책 배달, 노인들의 의미 있는 여가생활을 한 노인휴계소

(Altentagesstätte) 설치와 노인들만을 한 여행참여 서비스 등을 통해 노인들이 외로움을 겪

거나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가능한 한 낯선 시설보다는 집과 같은 익숙한 환경(gewohnte Umgebung)에서 

도움과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노인친환경 거주지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들의 거주환경과 련해 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은 노인들이 생

활하고 거주하는 공간이 은 세 와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오래  

부 터 노인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친근한 환경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복지서비

스의 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여기에 해당되는 재가복지서비스란 재가요양(Hauspflege), 가사

도움, 씻기 도움(Hilfe bei der Körperpflege), 노인휴게소와 같은 시설에서 공 되는 심식사 

배달(Essen auf Rädern)등을 열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인들이 시설에 입주하여 살면서 요

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복지서비스가 있다. 

노인부조의 법  근거는 2001년 6월 26일에 제정된 기본보호법(Grundsicherungsgesetz, 2002

년 4월 마지막 개정) 과 사회법  제 12권이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연 이 미비할 경우나, 

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기본보호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부조의 달체는 사회부조와 동일하며 사회부조의 보충성(Nachrang der 

Sozialhilfe)의 원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노인부조의 수 자 수는 2004년도에 8천명이었으나, 

사회부조의 여인 생계보조를 지원 받은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7만9천명이나 되었다. 이 수

치는 생계를 유지하기 해 생활보조 (Unterhaltshilfe)을 받는 사람들의 총 2,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들 수 자  73%는 여성노인 수 자들이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고령화 시 의 

노인문제들은 많은 경우 여성노인들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다

(Lampert and Althammer, 2007: 415).



- 144 -

3.2 사회부조20) 

독일은 사회국가의 원칙을 토 (auf der Grundlage des Sozialstaatsprinzips)로 국민들에게 최

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를 한 최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 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부조는 사람들이 경제 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인간의 존

엄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한 수 자들이 

장기 으로 사회부조의 혜택을 받기보다는 자립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뒷

받침해주는 미래지향 인 목표가 있다. 

노인들이 사회부조를 받기 해서는 신청원칙에 따라 지방자치에 신청을 해야 한다. 수 신청

자가 사회부조의 지  결정에 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에 한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법

원(Sozialgericht)에 제소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있다. 2005년 이 까지는 이러한 문제에 해서 

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이 할하고 있었다. 

3.3 사회부조의 목 과 여범

사회부조는 2006년도에 면 개정되기 이 에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의 규정

에 의거해 생계부조(Hilfe zum Lebensunterhalt)와 특별부조(Hilfe in besonderen 

Lebenslagen)라는 두 개의 범 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부조가 개정된 후 사회법  

제 12권에 통합되면서 다음과 같이 7개의 종류로 확 되었다.

 

1. 생계 여 (Hilfe zum Lebensunterhalt §§ 27-40),

2. 노후와 소득활동취약자를 한 기본보장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 41-46),

3. 의료 여 (Hilfen zur Gesundheit §§ 47-52),

4. 장애인의 재활부조 (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 53-60),

5. 요양부조 (Hilfe zur Pflege §§ 61-66),

20) 사회부조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 원조의 한 형태로써 중세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빈민구제는 교회에서 

종교적인 차원으로이루어졌으며, 이는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사회부조에 비교하면 전통사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한 “자선사

업”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급여수준은 자활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소위 열등처우의 원칙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에 따라 매우 미비했었다. 독일에서는 1842년에 처음으로 빈민구제의무(Armengesetz)라는 법

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가 빈민구제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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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형태
지출액 

(Bruttoausgaben)
수입 지출

생계 여

(Hilfe zum Lebensunterhalt)
1.064,7 388,4 676,3

노후와 소득활동취약자를 한 기
본보장(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3.157,9 85,2 3.072,6

의료보호(Hilfe zur Gesundheit)
1 946,2 16,1 930,1

장애인재활부조(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11.804,11.264,3 10,539,8

6. 특별한 사회  어려움을 극복하기 한 부조 (Hilfe zur Überwindung besonderer sozialer 

Schwierigkeiten §§ 67-69),

7. 외  생활환경을 한 부조 (Hilfe in anderen Lebenslagen §§ 70-74).

2006년도의 사회부조 여를 한 지출액수는 총 18.1 Mio. 유로 다 (표1 참조). 지출내용을 

보면 58%가 장애인 재활부조를 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노후와 소득활동취약자를 한 

기본보장은 17% 으며, 그 다음으로는 요양부조가 14%, 의료보호는 5%, 생계 여는 4%, 기

타 부조로는 특별한 사회  어려움을 극복하기 한 부조(Hilfe zur Überwindung besonderer 

sozialer Schwierigkeiten)가 2%를 차지하 다.

표1: 사회부조의 재정 2006                            (단 : Mrd.)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2007).

1 건강보험공단이 선불한 치료비를 돌려주는 재정도 포함

2 특별한 사회  어려움을 극복하기 한 부조와 외  생활환경을 한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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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노후와 소득활동취약자를 한 기본보장(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노후기본보장(Grundsicherung im Alter)은 2003년도 1월1일부터 실시되었다. 노후를 한 기

본보장이란, 말 그 로 노후로 인해 스스로 생활하는데 경제 인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받

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이다. 노후로 인해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지 해주는 우리나라의 기 생활보장제도의 최 생계비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

으로서 세 으로 재정이 운 되고 있다. 노후기본보장 여를 받기 해서는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가족의 부양능력에 한 자산조사 (means test)를 제로 하고 있다. 자산조사의 기

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의 일년소득이 

100.000 유로를 과하면 노후기본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지 기간은 일반 으로 1년

으로 제한되어 있다. 1년간의 지 시기가 끝난 후에도 도움을 계속 필요로 할 경우에는 수

자가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음 신청을 할 때와 같은 심사 차를 걸쳐 수 타당성이 재 

단된다. 다만 수 자들이 고령 는 건강 인 이유로 인해 생계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검사를 받지 않고도 지속 인 수 이 가능하다. 2008년도 여

규정(Regelsatz)은 매달 351유로 정도로 알려져 있다. 여 상자를 선별하는 업무는, 기본보호

여를 신청한 노인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이나, 시 는 지역행정부(Gemeindeverwaltung)에

서 할하고 있다. 2007년도 재 노후를 한 기본보장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수 자는 

총 392,368명으로 략 2.3% 밖에 되지 않아서 노년기에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

들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2참조). 그 이유는 다수의 독일 노인들이 은퇴 후, 연 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 인 어려움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실 인 문제

는 의 수치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 즉 빈곤노인들의 정확한 수치가 얼마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은 시 에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받게 되는 

연 이 부족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느끼는 노인들이 지 않기 때문에 수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게 수치심으로 인해 수 신청을 하지 않는 노인빈곤층

(verschämte Armut)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47 -

수 자65세 이상 총 시설 외 시설

남성 129 695 110 494 19 201

여성 262 673 218 681 43 992

총 392 368 329 175 63 193

총 연 수 자 개별연 수 자 다 /복수연 수 자 

총 보험가입자연 사망연

남성 8.513.999 8.118.020 8.027.858 90.162 365.979

여성 11.728.824 8.157.716 6.803.561 1.354.155 3.571.108

총 20.242.823 16.275.736 14.831.419 1.444.317 3.967.087

표2: 2007년도 노후와 소득활동취약자를 한 기본보장 수 자 수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2007).

이러한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서는 흔히 노인문제를 „ 고“라고 하여 고독, 질병, 역할상실과 빈곤이 노인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의 노인문제  은퇴와 함께 맞게 되는 소득 단으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노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44.6%) (통계청 2006)으로 손꼽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이 은퇴를 한 

후에도 취업을 원하는 가장 큰 동기는 경제 인 어려움이라고 한다. 

2006년도 독일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91년에 65세 이상의 여성노인  일을 하고 있

는 노인들은 체노인의 1.7% 밖에 되지 않았으며, 98.3%나 되는 다수의 여성노인들은 미취

업의 상태에 있었다. 2006년도의 통계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일을 하는 여성노인

들이 2.2%로 다소 증가했지만 여 히 97.8%는 미취업인 상태로서 반 으로 낮은 수치를 보

이고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65세 이상의 남성노인들의 취업률도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91년에 65세 이상의 남성노인  4.4%가 취업을 하고 있었으며, 2006년에는 4.9%

가 일을 하 고, 95.0%는 은퇴 후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Statistisches Bundesamt 2006). 이

게 노년시기에 생계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연 을 수 하기 때문이다. 독일 노인들

의 주요소득은 노령연 이다. 아래의 (표 3)은 2007년도 연 수 자의 수를 성별로 정리한 표

이다. 여기에 따르면 2007년도 연 수 자는 총 20,242,823명이었다. 그 에서 남성 연  수

자는 8,513,999명이었으며 여성 연 수 자는 11,728,824 명이었다 

 표3: 2007년도 연 수 자 

자료: Deutsche Rentenversicherungsbun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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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형태

남성 여성

구 서독
서독 구 서독 서독

소득활동취약자을 한 연 761 656 648 659

노령연

-실업  트타임 직을 한 노령
연

967 1.043 468 669

1.146 998 664 705

-여성노령연  655 716

- 증장애인연

-장기보험가입자

-법정노령연 (Regelsaltersrente)

1.131 946 724 751

1.139 1.070 512 593

757 1.112 347 613

사망연  

미망인 연  포함
229 272 548

568

228 271 548 568

보험가입자연  총 912 932 503 640

아래 (표 4)는 독일의 연 형태와 여수 을 보여 다. 2007년도 재 남성은 약 1.043 유로

를 그리고 여성은 669 유로를 노령연 으로 받고 있다. 

표4: 2007년도 연 형태와 여                       (단 : 유로€)

자료:Deutsche Rentenversicherungsbund (2008).

3.5 시설복지서비스

부분의 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거주환경에 공통  욕구는 익숙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하

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3번째 발간된 독일의 노인보고서(Dritter Altenbericht) 연구결과에 따르

면 70-85세의 노인  90%는 낯설고 새로운 곳보다는 비록 오래 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들

이 머물던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실로 독일의 65세 이상의 노인  

90%는 었을 때부터 살아온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립

형태의 생활보다는 타인에게 보호와 수발을 받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른 실이다. 

그래서 독일정부는 재, 노인이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보호시설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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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노인들마다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원하는 환경에서 보호를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들은 개별 인 상담을 통하여 자

신에게 가장 합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알맞는지에 

한 결정은 노인의 의존성에 따라 좌우된다. 노인을 상으로 하는 시설복지서비스는 지역단

의 사회복지 기 들, 종교단체 는 민간단체에서 운 하고 있다. 이  가장 큰 규모를 차

지하는 단체는 가톨릭 단체에 소속된 카리타스 연맹(Caritasverband), 기독교 단체인 디아코니 

사업단(Diakonie Werk), 독일 십자(Das Rote Kreuz) 등이다.

1.) Altenwohnheim(양로 기숙사)

Altenwohnheim이란 독립 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을 상으로 하는 주거시설이다. 이 형태

의 시설은 형 인 일반 아 트와 비슷한 거주시설로써 노후시기에 노인 혼자서 는 노부

부가 함께 독립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독세 용 아 트로 이해하면 된다. 양로

기숙사의 장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입주 노인들이 자신들이 사용했던 가구나 개인물품들

을 반입하는 것이 허락되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방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꾸미는 것이 가능하다. 양로주택에 입주하는 노인들은 독립 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공동체 

형식의 거주를 원한다면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합의를 한 후 공동공간을 선정하여 공동식사, 

공동세탁 등과 같은 공동시설 활용을 통한 공동체 생활을 자체 으로 모색할 수 있으며, 함께 

시설을 이용하며 더 나아가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 ( : 건강 리사, 상담원, 청소용역 청소

용역 등) 문 인 도움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Mehrgenerationenhäuser (다세  센터)

에서 소개된 양로기숙사와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는 새로운 주거형식으로는 다세  센터

(Mehrgenerationenhäuser)가 있다.  

다세  센터란 노인층과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마치 가족처럼 함께 만나고 생활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말한다. 다세  센터는 2006년 10월에 처음 등장하 다. 재는 독일 

체에 총 500개의 센터가 운 되고 있다. 다세  센터의 분포를 살펴보면 68%는 지방 는 

소도시에 집 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32%는 도시에 자리잡고 있다. 그  

Nordrhein-Westfalen주는 총 60개의 다세  센터를 확보함으로써 독일 체에서는 가장 많은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독일 정부는 다세  센터의 정상 인 운 을 해서 5년을 지원기간으

로 정하고, 총 98 Mio. 유로를 지 하고 있으며 모든 다세  센터는 매년 40.000 유로의 재정

 도움을 받는다. 정부의 지원비에는 사무비를 포함에서 인권비 ( 액의 50% 를 넘으면 안



- 150 -

됨) 등 센터를 운 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국 으로 약 15.000명의 자원 사자들이 

다세  센터에 극 참여하고 있으며, 자원 사자들의 평균연령은 30세에서 50세가 가장 많으

며 5명  1명이 30세 미만이라고 한다. 하루에 총 90.000명이 국에서 운 되는 다세  센터

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연령은 65세-85세가 33%로 제일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  8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5%나 된다. 다세  센터들의 특징을 간추려서 정리하자면, 첫

째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을 해서 운 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다세 가 함께 력하며, 

셋째 자원 사자와 문가가 함께 일을 하는 데에 있다. 다세  센터의 주요 설립 목 은 세

간의 이해와 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사회에서는 핵가족의 증가로 인해 가족이 한 

집에서 살면서 은 세 와 노인세 가 함께 존속하며 생활했던 정 인 통문화가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

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부분의 독일 가정은 맞벌이 

부부들로서 가족과 직업이라는 이 고를 겪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란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독일의 재 4세-5세 어린아이들  30%는 형제가 없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맞벌이를 할 경우 소  “열쇠를 지니고 다니는 아이

(Schlüsselkinder)”로써 방과 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한다. 특히 도시에서 생활하는 노

인들에게 다세  센터란 타인들이 모여서 가족개념으로서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여 가족

의 기능을 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인들이 다세  센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일들은 “ 리 할머니, 리 할아버지(Leihoma, Leihopa)”로 아이들과 같이 놀

아 주거나, 함께 책을 읽고 숙제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노인들 스스로도 장을 볼 때

나 가사일을 할 때 혼자서 하지 않고 은 층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들이 원하면 이 

곳에서 교육을 받거나 컨설  는 컴퓨터 등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 게 함으로써 세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의 연 책임을 다세  센터라는 소규모 집단 내에서도 지

속 으로 유지시킴으로써 가족의 요성도 강조된다. 다세  센터는 일주일에 45시간 운 을 

하며 주말에는 12시간 문을 열기 때문에 사실상 일주일 내내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반면에 노인들은 의미 있고 필요한 도움을 은 층에게 달해 으로써 은 세

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을 하면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모든 다

세  집들은 6개월마다 서비스의 질을 자체 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selfmonitoring)는 

“서비스 에이젠트“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히 성공 으로 운 되고 있는 다세  센터의 

운 방식에 한 노하우는 “Benchmarking-System”을 통해 다른 다세  센터에도 달해 주

고 있다. 모든 다세  센터는 서로 구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은 공통분모로 용되고 있다: 첫째는 다세  센터란 나이와는 상 없이 모든 연

령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이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력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

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다세  센터에는 가족들의 일상생활의 노고를 덜어주기 한 로

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원 사자들의 극 인 참여를 한 로그램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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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야 한다는 이다. 재 500개의 다세  센터  90개의 센터는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

병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해 집 인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치매에 걸

린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센터를 방문해서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경험들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다. 한 자원 사자들이 치매노인을 돌보는 동안 가족들은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도 있다.

2.) Altenheim(양로원) 

Altenheim이란 우리나라의 양로원과 같은 목 으로 운 되는 시설로서 양로 기숙사와는 다르

게 부분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일시 으로 타인의 도움과 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양로원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들도 수용인원이 만원이 아닐 경우 거주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육체 으로나 정신 으로 

상태가 취약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이 입주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양로원은 일반 으로 양로기숙사와는 반 로 개인가구를 사용할 수가 없으며, 이미 시

설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입주자들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

증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한 의료를 지원하는 요양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3.) Altenpflegeheim(노인요양원) 

Altenpflegeheim이란 노인요양원, 혹은 노인들이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생활을 할 수 있는 노

인병원과 같은 시설로서 에 소개된 두 가지 시설과는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 우선 노인

요양원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거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완 의존형” 노인들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숙식뿐만 아니라 치료, 수발 는 간호 등을 복합 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

인요양원의 주요목 은 입소된 노인환자들이 다시 건강과 회복하도록 의료  도움을 제공하

는 데 있다. 이곳에서는 지속 인 보호와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자들의 욕구를 충

족하기 하여 24시간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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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노인장기요양서비스21)  

오늘날의 많은 노인들은 과는 다르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만, 고령이 된다는 것은 결

국, 다양한 질병과 노인성 질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을 앓는다

는 것, 병이 든다는 것은 육체 인 고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함으로써 

경제 인 어려움이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험도 내포하고 있다. 실지로 독일에서는 수발

보험이 입법화 되기 이 에 많은 노인들이 비싼 치료비로 인해서 경제 인 어려움을 겪게 되

었고 국가의 의료보험지출 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상이었다. 특히 낮은 연 을 받

고 생활하는 노인들은 날로 늘어만 가는 치료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당시 연방사회부조법에 

의거해 사회부조(Sozialhilfe)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 다. 그러자 사회부조의 지출이 증가하게 

되었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인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치료비의 증가로 

인해 특히 노인층이 사회부조 수 자로 락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노후에 찾아오는 질병으로 

인한 수발보호의 필요성과 그 보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공동부담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

로운 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 해 졌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을 입법화함으로써 당시의 연

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던 4  보험제도를 5  보험제도

로 확장시켰다. 독일 사회에서는 장기요양제도의 필요성과 재정문제에 해서 거의 20년이 넘

는 오랜 학문 과 정치  논의 끝에 세계에서 최 로 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을 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 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지만, 독일의 수발보험의 

특징은 수 상자가 연령이 높은 노인층뿐만이 아니라 연령과는 무 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 상자가 된다는 것이다.„수발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 이란 사회법  

제 11권 제14조에 따르면 ① 육체 , 정신  는 정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통상 이

고 반복 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도 6개월 간 지속 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

는 사람이다. 수발보험법은 1994년도 5월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1995년부터 보험료를 징

수하 고, 단계 으로 수발보험 여범 를 차 늘려가는 방식을 선택했다. 먼  1995년 4월

에 재가보호서비스를 받는 피보험자들이 그리고 1996년 7월에 시설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21) 독일의 노인장기요양의 관한 내용들을 다루는 선행연구들을 보면 독어로„flegeversicherung이라고 하는 사회보험을 우리나

라 말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점을 항상 언급하고 있다. 특히 김근홍은(2004, 1998)은

Pflegeversicherung이라는 용어가 학자들간에 서로 다르게 정립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일된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공순(1998, 1999)은 수발보험이라는 말보다는 간호보험이라는 개념을 논문에서 사용하였고 이용갑(1998)

은 사회적 간병 및 보호보험“이라는 표현을, 김미혜이석미(2007)는 장기요양제도라고 칭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일본에서 사

용되는 용어인 개호보험을 (최봉석 2004) 선호하고 있으며 다른 학자들(권상로, 박종렬, 2005)은 영미권에서 표현되는 

long-term care 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 독어로 Pflegeversicherung은 „flege 또는 

„flegen 이라는 동사와 „ersicherung, 즉 보험이라는 어휘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다. 사실상 „flege 또는 „flegen의 뜻은 

수발, 간병 또는 간호라고 할 수 있다(이용석 2008). 그래서 „flegeversicherung은 수발보험 또는 간병보험이라는 번역이 맞

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노양장기의료보험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발보험이나 

요양보험이라는 표현을 같은 의미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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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자들을 한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었다. 수발보험에 따르는 비용은 보험가입자인 피보험

자와 고용주가 각각 지불하는 보험료로 충당된다. 이 게 수발보험의 여가 실시되기 3개월 

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발보험의 재정은 흑자를 보 으나, 수발보험이 도입

된 지 불과 4년만인 1999년도에 이미 재정 인 난 을 겪게 되었다(BMFSFJ 2002: 28). 2008년 

재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에 가입된 보험자의 수는 총 70,36 Mio. 명이 된다. 

1995년에 처음으로 요양보험을 도입할 당시 보험료율(Beitragssatz)은 1% 지만, 1996년도에 

시설보호서비스가 실시되면서부터는 보험료를 인상시켜 월 총 수입의 1.7%를 고용자와 피보

험자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요양보험수 자의 수가 격히 증가하면서 

재정  어려움을 (수발보험은 1999년도에는 -0.03 Mrd. 유로 의 자를, 2000년도에는 -0.13 

Mrd. 유로의 자를 내었으며, 이러한 재정 인 자는 매년 악화되어 2007년도에는 -0.32 유

로의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겪게 되자, 요양 고는 지 까지 1.7% 던 보험료율을 2008

년 7월 1일부터는 0.25%를 더 올려 보험료를 1.95%로 인상시켰으며 한 자녀가 없는 23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지 까지는 조세납부  총수입(Bruttogehalt)의 1.95% 던 보험료율을 앞

으로는 2.2%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바 었다. 

3.6.1 요양부조(Pflegehilfe) 

요양부조(Pflegehilfe)란 사회법  제12권에 따라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그에 상응한 도움을 받을 수 있

도록 마련된 서비스이다. 요양부조의 여는 요양부조 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할 지역의 

사회부조기 (Sozialamt)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독일연방 건강사회보험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의 자료

에 따르면, 장기요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연령층은 고령자 층이다. 2008년도 자료에 따르면 

60세 미만인 사람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확률은 약 0.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게 될 확률은 증가해서 60세에서 80세 사이의 노인들  

4.2%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게 되며, 80세 이상인 고령자들의 경우 장기요양필요성의 확률은 

28.4%로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80세 이상의 100명  53.2명이 장기요양에 의존하

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도의 장기요양 수 자 황을 살펴보면,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은 수 자들 100명 당 

44.7명은 80세 이상의 노인이었으며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은 80세 이상의 노인들은 100

명  63.5명이나 되었다(BMFSFJ 2002). 한 노인장기요양수 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수

자의 상당수가 평균수명이 남성노인들 보다 높은 여성노인들이었다. 재가요양서비스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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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자들 100명  62.7명이 여성노인들이었으며, 시설에 입소해서 요양을 받고 있는 80세 이

상의 수 자들 가운데 100명  74.8명이 여성노인으로 매우 높았다(BMFSFJ 2002). 그 이유는 

여성노인들의 배우자 유, 무 상태에서 찾을 수 있겠다. 2006년도의 독일 통계청의 60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에 한 결과를 보면, 60세-65세의 남성노인은 78.8%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65세 이상 인구  65세-70세의 노인들이 80.5%로 가장 높은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

었다. 80세 이상의 남성노인들  59.3%는 배우자가 있었으며, 33.1%는 사별을 하 고, 3.2%

는 이혼을 하 으며, 나머지 4.4%는 미혼자 다. 반면에 60세-65세의 여성노인  70.7%가 배

우자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13.6%는 사별, 11.0%는 이혼을 했으며, 4.7%는 미혼인 상

태 다. 65세-70세의 여성노인들의 혼인상태를 보면 사별을 한 수가 21.9%로 증가하 고, 혼인

상태를 유지한 여성노인은 64.7% 으며, 이혼한 여성노인은 8.6%로 60세-65세의 여성노인층 

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 다. 80세 이상의 여성노인들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들은 

16.5%로 60세-80세 미만의 여성노인들보다 에 띄게 감소한 수치를 보 으며, 69.8%의 여성

노인은 사별을 한 상태 다. 이러한 수치는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고령이 될 수

록 사별을 하는 여성노인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잘 보여 다(Statistisches Bundesamt 2006).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남성노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수발을 해  

수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에 있지만, 여성노인의 경우는 남성노인보다 높은 평균수명으로 인

해 그 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다. 컨  80세 이상의 여성노인의 경우 질병이나 노인성 질

환으로 인해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시 에는 이미 배우자와 사별을 했을 확률이 매우 

높고, 아울러 수발을 해  수 있는 다른 가족이나, 친척, 는 친구나 친분이 있는 이웃들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가족수발보다는  모르고 수발인력의 도움에 의지하는 고령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실 으로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3.6.2 재가보호서비스

독일의 사회법  제11권 제3조에는(SGB XI) 재가보호의 우선원칙(Prinzip des Vorrangs der 

häuslichen Pflege)에 해 언 하고 있는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오랫동안 

본인에게 익숙한 가정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재가요양 는 가족  이웃의 요양제공을 우

선 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재가보호서비스의 특징으로는 요양수 자들이 자신들

의 집에서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재가수발인력을 직  선택할 수 있다는 을 로 

들 수 있다. 요양수 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수발인력은 부분 가족, 친척 는 친한 이

웃들이다. 일반 으로 가족이 수발을 할 경우 딸이나 며느리 아니면 어머니가 수발인력으로 

제일 큰 비 을 차지한다. 가족수발을 하고 있는 인력의 80% - 90%는 아직도 변함없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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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며, 일반 인 연령층은 50세에서 70세이다. 이 듯 가족구성원들이 직  수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독일 정부의 정책 인 지원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수발을 

우선순 로 정한 이유는 우선 가족간의 수발비용이 문인력의 재가요양인력보다 렴하며, 

가족이 수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간의 연 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에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받아야 하는 가족이 있다고 해도 가족  군가가 

으로 수발을 맡는다는 것은 그 게 쉽지가 않다. 여기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요

소는 가족수발을 해야 하는 사람이 요양과 정기 인 생계근로라는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하기

가 어렵거니와 선택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다. 를 들어 혼자 사는 여성이 일상생활을 수행하

는데 도움이 필요한 부모를 집에서 직  수발하고자 할 경우, 수발과 더불어 생계를 유지하기 

한 근로활동으로 인해 과 한 이 업무부담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덜어주고, 가

족수발인력을 확   장려하기 해서 사회보험에 무료로 가입을 시켜주는 „보장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가족수발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상 인 생계활동이 불가능하여 연 보험에 가

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해서 재 독일 정부(=지방자치에서)는 연 보험료의 총 액수를 

신 지불 해주고 있다. 그 외에도 가족수발인력은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수

발을 하다가 재해를 겪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나 친척 는 이웃이 수발인력

으로 활동하기 해서는 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로 하고 있다: 가족수발인력으로 일하

기를 원하는 사람은 문수발인이 아니어야 하며, 어도 일주일에 14시간 이상 수발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수발인력으로 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총 30시간 이상 취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사회법  제 11권 제19조). 한 가족수발인은 연 수 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수발보험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약 394.000명이 가족수발인으로 국민연 에 자동

으로 가입이 되는 혜택을 받았다. 2005년도 재 454.000명이 국민연 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동으로 가입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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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상과 같이 독일의 노인복지서비스의 역사  배경과 실  상황에 하여 상론하 다. 마지

막으로 독일과 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에서 들어나는 표 인 실  문제 을 간단하게 언

하면서, 보다 개선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한 우리들의 향후 개선된 방향을 함께 숙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신하고자 한다.

독일에서는 질 으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독일 연방 보건사회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는 의무 으로 3년마다 한번씩 장

기요양보험의 실태  개선방안에 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독일연방하원 원(Deutscher 

Bundestag)에 제출하고 있다(사회법  제 11권 제10조 4항). 재까지 4회에 걸쳐 보고서가 발

간되었는데, 첫번째 보고서는 1995~1997년 사이의 실태를 바탕으로 1997년에 처음 발간되었으

며, 2번째 보고서는 2001년도에 작성된 것으로서 1998~2000년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3번째 보고서는 2004년~2006년도의 수발보험 황에 한 내용을 주로 하여 2007년도에 

발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특히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는 사항은, 수발서비스 상자가 방

문수발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문  수발행 에 할당된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약 10분 정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짧게 책정된 시간은 결국 수발인력 1인

당 감당해야 하는 서비스 상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문수발인력은 지나친 과다업무로 인해 심한 스트 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것은  다시 서비스 상자에 한 불친  내지는 형식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노인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해오던 가족, 특

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 되어 가는 실 때문에 정상 인 가족수발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은 더욱 더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실  문제는 결국 문수발인력에 한 의존

도를 계속 부추길 것이기에, 재 지 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인수발서

비스의 질  수 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측을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재, 노인들을 한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노인들이 국가

인 차원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가 노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알맞는 책을 강

구하고 있다는 정 인 모습이다. 그러나 수발 상자 선별과정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의 수는 많지 않다는 을 문제로 지족되고 있다. 한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교해 

볼 때, 가족수발인력을 상으로 지 되는 여라든가 는 보험 무료가입 혜택 등, 실질

으로 필요한 사회  보장  후원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에 한 반 인 사회  시각이나 분 기가 보다 정 으로 개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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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노인복지서비스에 한 극 인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지 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오로지 국가나 타인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형 인 소비집단으로 인식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인구고령화에 한 일방 이고 부정 인 시각이며, 이런 시각은 가

능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독일의 경우처럼 다세  센터라는 세 간의 새로운 

만남의 계기를 극 으로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존 하

는 동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세 간의 이해와 력을 도모하고 보다 풍요롭고 정 인 

사회의 분 기를 조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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